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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사회과학자가 본 법학연구〉

‘헌법의 시민적 읽기’: 한국 헌법학 반성을 위한 

프롤로그*

1)

金 弘 宇**

인류학자들은 락(혹은 부족, 소도시, 근린집단...)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락에서 연구한다.

- 기어츠 (Clifford Geertz) -

1. ‘헌법1)의 시민  읽기’란 일상  언어능력을 갖춘 보통의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일반  방식으로 헌법을 읽자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읽기는 한 번도 시도

된 이 없었기 때문에, 몇 차례의 번복과 시행착오가 불가피할지도 모른다.2) 여

 * 이 논문은 2006년 5월 29일 법학연구소가 개최한 "사회과학자가 본 법학연구" 학술회
의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 교수
 1) 여기서 필자는 “헌법”을 하버마스의 의견에 따라 “종결되지 않은 정의로운 사회의 기

획”으로 일단 정의한다(하버마스, 사실성과 타당성, 한상진․박영도 공역, 나남출판사, 
2000, p.460).

 2) 어떤 점에서 박홍규 교수의 “한국 헌법학” 비판(그들이 헌법을 죽 다: 한국 헌법학에 

한 면 비 , 개마고원, 2001)은 이러한 시민적 읽기를 지향한 최초의 시도였다고 
생각된다. 그는 “헌법이 우리의 중요한 상식적 가치기준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하
면서 (p.7), “헌법은 국민이면 누구나 배워야 하는 상식이고 교양이며, 사회과학 공부
의 기초이고 공부의 필수”라고 주장한다(p.25). 여기서 그는 “헌법이 우리의 상식으로 
정착되기를 빌면서,” “그래서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이룩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이 책을 쓴다”고 그 동기를 밝힌다(pp.8-9). 그러나 그는 “상식”을 “사상”과 동일시하
는 점에서 당혹감을 준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나에게 헌법은 법 이전에 하나의 기
본 상식 또는 사상이다 … 헌법은 사회생활의 기본을 정한다는 점에서 국민적 상식 
또는 사상이다. 여기서 ‘상식 또는 사상’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이상하게 생
각할 ‘사상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나는 그 둘을 같은 뜻으로 사용함을 분명
히 밝히고자 한다.”(p.7)

필자의 견해로는 문자언어로 표현되는 “사상”(thought)과 구술언어로 수행되는 “사
고”(thinking)는 구별될 필요가 있다고 보며, 박 교수가 말하는 “상식”은 문자적 “사
상”보다는 구술적 “사고”에 더 근접한 말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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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D. Hume의 말을 떠올려본다:

인간의 본성은 일반 으로 소심하다.3)

2. “성서의 신학  읽기”에 앞서, “성서의 평신도  읽기”가 우선해야 하듯이 

( 는 “신문의 신문학  읽기”에 앞서, “신문의 시민  읽기”가 우선해야 하듯

이), “법의 법학  읽기”에 앞서, “법의 시민  읽기”가 우선해야 한다고 본다. 

마찬가지 이유에서, “헌법의 헌법학  읽기”에 앞서 “헌법의 시민 ․실천  읽

기”가 우선시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학”은 “헌법의 시민  읽기”(1차  읽기)에 무 심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무 심”을 “헌법의 헌법학 ․과학 ․체계  읽기”(2차  

읽기)의 이름 하에 정당화시켰다. 그 결과 “헌법의 헌법학  읽기”는 헌법의 유

일한 읽기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런 에서 “한국의 헌법학”은 일 이 

바흐 (M. Baktin)이 말한 “독백  단성악주의”(獨白的 單聲 主義)의 형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읽기”는 한국헌법의 실천 ․시민  읽기를 빈곤하게 만드는 데도 기

여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나라 “법학 일반”은 “법의 시민  읽기”(1차  읽

기)를 “법의 법학  읽기”4)(2차  읽기)로 면 체시킴으로서, “법의 시민성”이 

필자의 졸고, “한국정치사상 연구의 새로운 지평”, 한국정치사상사: 단군에서 해방까지

(백산서당, 2005), pp.725-751을 참조해 주기 바란다.
 3) David Hume, The Treatise of Human Nature, ed. with an analytical index, by L. A. 

Selby-Bigge (Oxford: The Clarendon Press, 1968), p.446
 4) Max Weber는 일찍이 “법의 법학적 읽기”를 다음과 같이 정형화시킨 바 있다 : 

“Present-day legal science … proceeds from the following five postulates : viz., first, 
that every concrete legal decision be the ‘application’ of an abstract legal proposition 
to a concrete ‘fact situation’; second, that it must be possible in every concrete case 
to derive the decision from abstract legal propositions by means of legal logic; third, 
that the law must actually or virtually constitute a ‘gapless’ system of legal 
propositions, or must, at least, be treated as if it were such a gapless system; fourth, 
that whatever cannot be ‘construed’ rationally in legal terms is also legally irrelevant; 
and fifth, that every social action of human beings must always be visualized as 
either an ‘application’ or ‘execution’ of legal propositions, or as an ‘infringement’ 
thereof, since the ‘gaplessness’ of the legal system must result in a gapless ‘legal 
ordering’ of all social conduct.” Economy of Society, Ⅱ, ed. by Guenther Roth and 
Claus Wittich (New York : Bedminster Press, 1968), pp.657-658 

다시 말해서 Weber가 말하는 “현대법학”은 일종의 “논리학”의 응용과학으로서, 사



金 弘 宇 [서울 학교 法學 제47권 제3호 : 216～253218

자연스럽게 자랄 수 있는 여지를 고갈시켜 버렸다.

그러나 “법의 시민성”은 회복되어야 하며, 이를 해서는 “법의 범시민  읽

기”가 부활되어야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법의 법학  읽기”를 과감하게 유보시

켜야 한다. 왜냐하면, “근 법”은 그 자체가 “시민성”의 산물이지, 근 법학이 만

들어 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5)

3. “정치학원론” 수업은 이와 같은 “헌법의 시민  읽기를 한” 학습의 장으

로서 활성화되기에 한 공간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련하여 필자는 100여 년 

 ｢독립신문｣읽기의 모습들을 “시민  읽기”의 “원형”(prototype)으로 다시 한 

번 떠올려본다:

요사이 본 [양구군] 군수가 한 장시를 설립하고 친히 장에 와서 상고와 인민

이 많이 모인 후에 당세 형편을 일통 연설하고, 국문과 한문 번역 잘하는 사람

으로 하여  소리를 크게 질러 ｢독립신문｣을 읽히오니, 오는 사람과 가는 손이

며, 장사하는 사람과 백성들이 어깨를 비비고 둘러서서 재미를 붙여 함께 듣

법적 판단은 엄밀한 의미에서 의지적 “결정”(decision)이라기보다는 논리적으로 연역된 
필연적 “결과”(effect)이거나 “귀결”(consequence)일 뿐이다. 여기서 Weber는 “엄밀과
학”으로서의 “법학”을 정형화시키고 있다. 

반면에 Oliver Wendell Holmes는 The Common Law에서 이와는 대조적인 견해를 피
력한다. 그는 모두에서 이렇게 말한다 : “The life of the law has not been logic : it 
has been experience. The felt necessities of the time, the prevalent moral and political 
theories, intuitions of public policy, avowed or unconscious, even the prejudices which 
judges share with their fellow-men, have had a good deal more to do than the 
syllogism in determining the rules by which men should be governed.” O. W. 
Holmes, Jr., The Common Law(New York : Dover Publications, Inc., 1991), p.1

여기서 필자는 “헌법” 또는 “법”의 “시민적 읽기”가 Weber보다는 Holmes, 더 정확
하게 말해서 Holmes의 “상식적 이해능력을 갖춘 사람”(a man of common 
understanding)이나 또는 “일상적 언어능력을 갖춘 보통의 시민”을 염두에 두고 있으
며, 또 그 읽는 “방식”도 “문법(원칙)을 통해서 말하기(실천)를 배우는 이론적 방식이
기보다는 말하기를 통해서 문법을 배워나가는 실천적 방식”이라는 점을 지적해둔다. 

 5) 이런 점에서 “한국 법학의 정체위기(Identitätskrise)”를 논하면서도, 기존의 “법학” 또
는 “헌법학”에 내재해 있는 “소박성(naïveté)-한편으로는 엄밀한 이론과학으로서의 “과
학적 태도”와 다른 한편으로는 치열한 실천과학으로서의 “실천적 태도”가 상호 충돌
됨이 없이 조화․조정될 것을 낙관하는 “소박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
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 또는 “헌법”을 처음부터 “법학적”으로 또는 “헌법학적으
로” 접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보는 정종섭 교수의 헌법연구Ⅰ(2001, 박영사)
에 대해 필자는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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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모두 찬탄하는지라.

그 다음부터는 물건 매매하는 장시 인민뿐 아니라 ｢독립신문｣ 들으러 오는 

백성들이 길이 멀고 가까운 것을 헤아리지 않고 귀를 기울이고 다투어 모여들

어 서로 말하여 가로되, 오직 우리 한 국에 크고 작은 일과 천하만국에서 

아침 녁 일이 환연히 앞에 벌여있고, 학식과 법률을 가히 자식과 손자를 가

르쳐 어둡던 데를 버리고 밝은 데로 향한 것을 번연히 고치고 깨닫겠노라.(｢독

립신문｣1898년 11월 9일)

4. 특히 필자는 “헌법의 시민  읽기”의 활성화를 한 구체  방안을 남미에

서 “농장일꾼들”(campesinos)을 상 로 성서읽기를 시도했던 Ernesto Cardenal의 

서에서 일정 정도의 시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그는 먼  The 

Gospel in Solentiname(vol. Ⅰ)의 “서문”에서 이 게 말한다: “캄페시노

(Campesinos)들이 살고 있는, 니카라구아(Nicaragua)湖에 있는 외딴 군도(群島)인 

솔 티나메(Solentiname)에서 우리는 매주 일요일에 복음서를 읽고 설교를 하는 

신에 화를 나 었다. 캄페시노들의 논평은 많은 신학자들보다 체로 매우 

깊이가 있었으며 복음서 자체의 논평처럼 간결했다.”(p.ⅶ) 그리고 그는 이러한 

“읽기들”을 3권의 단행본으로 출 하 다.(Ernesto Cardenal, The Gospel in 

Solentiname, tr. by Donald D. Walsh, Orbis Books, Maryknoll, New York, 4th 

printing, 1990, 3vols.) 다음에 그 의 한 를 비록 길지만 인용해보기로 한다:

“마 엘(MANUEL)은 요한복음의 서문격인 1장의 1-18 을 큰 소리로 읽었

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각 에 해서 논평을 했다:

 태 에 말 이 계셨느니라

 말 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 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긴 침묵이 흘 다. 그리고 펠리페(FELIPE)가 말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

부터 사람들에게 매우 요한 메시지를 가져오셨는데, 그것은 그분이 말 이시

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아무 말 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것은 속이지 않는 진지한 말 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말 이고, 그래서 진리

의 말 입니다. 그리고 이 말 은 세상에 오셨고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알 얀드로(ALEJANDRO): 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말 이라고 부를 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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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표 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하

나님은 압제를 탄핵하고 ‘여기에 부정의와 악이 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있다. 땅은 소수의 사람에게 속했다’라고 말 하시기 해 자신을 나타내셨어

요. 그리고 새로운 삶과 새로운 진리, 한 마디로 말해서, 사회변화를 선포하시

기 한 것이었죠. 그 말 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나는 그것은 매우 분명하다고 말했다. 성경 체를 통해 하나님은 부정의를 

탄핵하셨고 정의로운 사회를 선포하셨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 이셨다. 새

로운 것이 있다면 그 탄핵이 이제는 살과 피, 즉 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입고 

나타났다는 것이다.

오넬(LEONEL)이 물었다: 성경에서 <태 에>라고 말할 때 그것은 세상의 

시작을 가리키는 겁니까 아니면 수님의 생애의 시작을 가리키는 겁니까?

나는 세상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사도 요한은 마치 새로운 창조 이야기를 말

하고 싶은 것처럼 창세기의 시작을 표 하는 ‘태 에...’라는 말로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다고.

그러자 오넬이 말했다: 그 다면 그 말 은 약속이나 마찬가지네요. 하나

님이 메시아에 한 약속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그 지 않나

요?

그 때 베네수엘라에서 온 내 친구 안티디오 카발(ANTIDIO CABAL)이 말했

다: 제게는 <말 >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먼

 첫 번째 의미를 살펴보고 나머지는 후에 알아보죠. 여기서 <말 >의 첫 번

째 의미는 뭐죠? 아마도 성경 본문 자체가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태 에 말 이 계셨느니라>고 쓰여 있어요. 그것은 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시는 내용이 이미 그 분 안에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 서문의 끝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

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말

이라는 표 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본 도 없으며 보거나 만져보지 않은 것은 

알 수가 없으므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말 의 기능은 하나님

이 구시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말해 주는거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의시

고 가난한 사람의 편이라는 것을 말 하셨죠. 그리스도는 이것을 죽을 때까지 

마치 하나의 지속 인 말 처럼 그분의 생애와 행동을 통해서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 은 그분이 죽은 후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거죠... 는 학생활

을 통해 매우 타락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단히 두렵습니다.

안티디오가 갑자기 말을 멈췄다. 침묵이 흘 고, 나는 사실 ‘말 ’은 ‘소통

(communication)’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말 을 통해 우리가 지  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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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우리는 서로 소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

셨고 그래서 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 그 게 하신거죠. 하나님과 인간의 

소통, 바로 그것이 수님이 하나님의 말 인 이유입니다.

년의 캄페시노인 펠릭스(FELIX)가 말했다: 말 은 한 가르침입니다. 

를 들어 제가 제 아들놈을 가르치듯이 말이죠.

그리고 오스카(OSCAR)가 말했다: 하나님의 말 은 한 우리가 서로를 사

랑해야 한다는 그분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어린 훌리오(JULIO)가 나섰다: 말 은 한 사람은 말하고 다른 사람은 

그것을 듣는 어떤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 은 우

리가 들어야 하는거죠.  그것에 응답해야 하고...

( 략)

라 엘(RAFAEL):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음과 같은 말로 끝냈다: 라 엘이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이 명

확해졌어요. 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 인 것처럼 여기에서 우리가 읽은 

것이 한 하나님의 말 입니다. 우리가 논평한 구 은 복음서에서 가장 어려

운 구  에 하나지만 우리는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했어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신 그리스도에 의해 명확해졌기 때문이죠.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 에서 본 것처럼 수님은 모든 사람을 비추는 빛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해서 인간이 되셨습니다.(강조는 필자의 것임)6)

 6) 다른 한편 최대권 교수는 “헌법을 배우는” 첫 번째 이유로서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을 꼽으면서, 현재 “중고교 사회과 교과서에 수록[된] 헌법에 관한 기술”은 
“할당된 페이지에 알맞게 축소했을 뿐인, 지금 현재의 헌법학 교과서의 축소판이요 
지식 위주의 것이지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헌법 소양의 배양에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그러나 정작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다
만 “사회과학적 이해”의 필요성에 대한 피상적인 논의에 그치고 있다. (최대권, 헌법

학 강의, 박영사, 1998, p.54)
또 정종섭 교수도 한민국 헌법을 읽자(글 정종섭․사진 김중만, 일빛, 2002)의 “서

문”에서 “우리 국민들 중에 과연 몇 명이나 우리 스스로 만든 최고법인 헌법을 알고 
있을까”라고 물으면서, “우리 헌법을 한 번이라도 읽어본다면 우리가 지향하는 미래가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여기서 그는 “우리 모
두 헌법을 한 번 읽어보자”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지극히 어려운 “제안”을 끄집어낸
다.(p.5) 한걸음 더 나아가 “해제”에서는 “우리나라 헌법을 먼저 이해하고 이를 일상적 
삶에서 주제화 하”기 위해(p.264), “현실에 관철할 수 있는 담론 형성과 제도의 모색
이 필요”하다고 피력한다.(p.271) 그는 또 “대화문화 아카데미”에서도 “헌법 문제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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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시민  헌법읽기 (1) : 어떻게 할 것인가?

1) 읽기모임을 한 조편성

(1) 각 조는 5～10명 내외로 하고, 첫 모임에서 조장을 선출한다.

(2) 각 조장은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비․제출한다.

A. 조명(組名)

B. 조장과 조원의 명단  연락처(E-mail과 H.P.)

C. 기타 의견이나 건의사항

민이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정종섭, “헌법개정논의
의 쟁점: 필요성, 방법, 내용”, 2006년 4월28일 대화문화 아카데미 대화모임, p.11) 그
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러한 과제가 과연 “어떻게” 수행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묵묵
무답이다. 무엇보다도 정교수는 “우리 스스로 만든 최고법”이 왜 그처럼 읽혀지지 않
는 지에 대해서는 성찰할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반면 차동욱 박사는 “헌법의 시민적 읽기”에 대한 그의 “논평문”에서 다음과 같은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첫째, 일반 시민들이 헌법을 직접 읽고 이해한다는 것은... 
비록 개인이라 할지라도 당당하게 국가권력에 challenge를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 계약에 의해 국가에 권력을 위임하기는 했지만 불공정 계약을 맺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기나긴 계약서 어딘가 그런 조항이 있는데 이제까지는 말도 
좀 어렵고 워낙 길다보니 읽을 엄두를 못 내고 국가가 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유
리하게만 한정적으로 적용, 강행하는 것에 속수무책으로 있다가 이제 누군가 ‘우리 계
약서 한 번 같이 읽어봅시다’라고 나서면서 조목조목 한 번 읽어 본다는 것이[다]. 둘
째로 헌법의 시민적 읽기는 시민들에게 나도 국가권력을 상대로 당당하게 한 판 붙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Robert Putnam이 ‘Bowling Alone’
에서 민주주의는 civic virtue가 살아있는 곳에서만 꽃 피울 수 있고 그 civic virtue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reciprocity라고 한 데에 동의[한]다. [이런 점에서] 시민적 헌법읽
기는 남의 권리의 가치를 인정해 줄 때만 진정으로 자신의 권리도 보장 받는다는 것
을 배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필자는 특히 차동욱 박사가 말한 “reciprocity”라는 말을 바흐찐(M. Bakhtin)의 표현
을 빌어 “독백적-단성악적(monologic-monophonic)”이 아닌, “대화적-다성악적
(dialogic-polyphonic)”인 의미로 이해하고자 하며, 또 이와 같은 “대화적-다성악적” 상
호작용에서 행위자들은 자신들의 원래의 의도를 뛰어 넘는 “초월적인 것
(transcendental)”- 일찍이 루소가 “일반의지(general will)”라고 표현한 바 있는 “초월적
인 것”-을 경험한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바흐찐은 이와 같은 일상적 “대화의 초
월적” 성격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대화의 핵은, 대화가 플롯에 의해서 얼마나 긴박
하게 짜여 있든지 간에 항상 플롯 외적이다”; “대화들은 플롯에 의해 준비되어 있지
만, 그 정점은 인간 대 인간이라는 순수한 관계의 추상적 영역 속에서 플롯을 뛰어넘
고 있다.”(M. 바흐찐 지음․김근식 옮김, 도스 스키 詩學, 정음사, 1988, 99, 369, 
390) 독자들은 이와 같은 일상적 대화의 놀라운 “뛰어넘기”를 이미 본문에 인용된 
“campesinos” 등의 성서 읽기를 통해 경험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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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상의 조에 한 통칭을 “시민  헌법읽기 모임”이라 하고, 약하여 “시헌

회”( 憲 )라 부른다.

2) 조 토론에서 유의할 사항

(1) 일 이 “괴테(Goethe)가 ‘여행은 도착하기 하여 하는 것이 아니다.(Man 

Reist nicht, anzukommen)’라고 하 듯이”,7) 토론의 일차  목 은 합의를 산출하

거나,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고 개종(conversion)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의 생각을 드러나게끔 하는데(revealation) 있다. 그리고 개개인의 생각이 드러나

는 데 비례하여, 우리의 소통은 더욱더 깊어지게 되며, 이러한 소통을 통해 공동

체는 실존하는 실체로 환된다. 이런 에서 토론은 공동체를 가시  실체로 만

들어내는 결정  요소라고 할 수 있다.8) 

(2) 이런 이유에서 “설교”(sermon), 다시 말하면 “독백 -단성악  말하기”나 

이와는 반 로 듣기만 하고 말하지 않는 “무-발언”, 다시 말하면 “무임승차”는 

물이다.

(3) 모든 토론은 “코멘트” 즉 “균등발언”(co-ment)을 원칙으로 한다.

7) 최종고, 新서유견문: 나의 서양문화 기행(웅진출판, 1995, p.17)에서 재인용. 그러나 오
늘날 대부분의 토론은 마치 도착하기 위해 여행하는 사람들처럼, 합의도출에 토론의 
모든 운명을 건다. 그 결과 토론하지 않는 토론회가 일반화되고 있다. 한 학생은 이와 
같은 토론 부재의 토론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 “우리는 항상 산출되는 결과를 정해
두고 투입하는 것에 익숙했기 때문에 ‘투입’이라는 행위 자체만을 과제로 받았을 때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를 몰랐던 것이다.” 장미영(사회과학계열, 2005-10547)의 <‘시민
적 헌법읽기’ 조모임을 마치고> 중에서. 또 다른 학생은 이렇게 말한다 : “대학의 작
은 공동체 안에서의 ‘세미나’라는 이름을 띠고 있는 모임[들은] 미리 내용을 숙지하고 
난 뒤 발제문과 함께 토론을 이끌어가는 ‘발제자’를 중심으로 한, 일종의 발제자의 강
의듣기와 다름없[다.]” 오아론(사회과학계열, 2004-10558)의 <삶의 관점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주춧돌> 중에서. J. N. Shklar는 이와 같이 토론의 ‘과정’보다 그 결과인 ‘합
의’를 중시하는 경향을 가리켜 “합의의 이데올로기”(the ideology of agreement)라 부
른다. Judith N. Shklar, Legalism : Law, Morals, and Political Trials(Cambridge, 
Mass./London, England : Harvard Univ. Press, 1986). pp.86, 88-110. 그리고 이와 같
은 “합의의 이데올로기”가 문제되는 이유는 “우리 토론합시다”라고 말해놓고서는 “미
리 답부터 정해놓는” 그 고질적 “습성” 때문이다. 

 8) Bertolt Brecht는 미리 짜여진 내용을 연출하고(represent), 압도하여(empathy), 개종시키
려는(conversion) 생각에는 Fascism적 요소가 배태되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Augustine도 “교수”(敎授)방법과 관련하여 “언변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을 함으로써 
사람이 혐오하던 바를 좋아하게 되고 하기 싫어하던 바를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드러나지 않던 바를 드러나게 하는 데에 있다”고 지적한다. 아우구스띠누스 저/성염역
주, 그리스도교 교양(분도출판사, 1989, p.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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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필요할 경우에는 조장과 조원이 의논하여 1～2명의 외부인사를 빙하여 

함께 토론할 수 있다. 

(5) 토론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한 시기에 종합보고회를 갖

는다.

6. 시민  헌법읽기 (2) : 하나의 사례9)

1) 첫 번째 읽기

<문제>

당나라 고종이 소정방에게 “어 하여 이내 신라를 치지 않았는가” 물었다. 이

에 정방이 “신라는 임 이 어질고 백성을 사랑하며, 그 신하는 충성으로 나라를 

섬기고 아랫사람들이 윗사람 섬기기를 부형과 같이 하니, 비록 나라는 작지만 도

모할 수 없었습니다” 하 다.( 삼국사기 , “김유신”(中))

① 논의 1 : 이상의 사례에 나오는 임 , 백성, 신하는 형 인 군주제  용

어이다.

② 논의 2 : 만약 이와 같은 용어들을 정치가, 시민 그리고 정부 리나 공무

원과 같은 의 민주제  용어로 바꿀 경우 이상의 사례는 우리 헌법이 지향

하는 민주공화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까?

③ 논의 3 : 만일 이상의 사례를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 공화정에 비되

는 군주 공화정이라 부른다면, 양자의 공통 과 차이 을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까?

공통  : 목표 - 공화정

차이  : 방법 - 군주  방식과 민주  방식

<배경>

필자는 “우리의 헌법 규범”을 “단순한 헌법재 의 기 (재  규범)이상”을 뜻

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사고[와] 가치   행의 불가분의 일부”라고 생각한

다.10) 이런 의미의 헌법은 “제정헌법이 있기 부터” 존재하는 것으로,11) 는 

 9) 필자는 2005년도 2학기 “정치학원론” 수업에서 시민적 헌법읽기를 3회에 걸쳐 시도하
였다. 아래에 그 당시의 읽기 “문제”와 그에 대한 조별토론의 요지들을 실었다.

10) 최대권, 헌법학 강의, 앞의 책, p.7.
11) “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헌재 결정문”, 中 ‘4-다’항에서 인용(｢동아일보｣, 2004년 10월

22일, p.A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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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rt Cover의 용어를 빌어 말한다면 제정헌법을 감싸고 있는 “노모스”(nomos)

와 같은 것으로서12) “역사  통으로 존재하는” 규범과 같다. 한 마디로 “헌법

(constitution)”이란 “역사 으로 그 국가의 정체성을 구성해 온 가치와 제도”를 

뜻한다.13) 이러한 헌법은 “역사에 한 법  읽기”를 통해서 비로소 발견될 수 

있는 것이며, 아리스토텔 스의 아테네 헌법(The Athenian Constitution) 은 바로 

이러한 읽기의 고  라고 한다면, Federalist Paper는 그 근  라 할 수 

있다. Hamilton은 Federalist Paper의 첫 번째 에서 이 게 선언한다: “역사는 

공화국의 자유를 복했던 다수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인민들에게 비굴하게 아

첨하는 데마고그로 시작하여 나 에는 참주로 끝났다는 그들의 공통된 경력을 

가르쳐  것이다.”14) 한 몽테스키외가 법의 정신 권을 통해 강조하는 “역사

를 법으로, 법을 역사로 밝히라”는 훈칙 역시 “역사의 법  읽기”를 구한 말로 

이해된다.15) 무엇보다도 필자는 서구 근 정치사상의 축이라 할 수 있는 “자연상

태”라는 말 자체가 “역사에 한 법  읽기”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형성될 수 없

는 “개념”이라고 본다.

이런 에서 지 까지의 한국 헌법학의 가장 큰 문제 은 “역사 읽기”를 태만

12) Chaihark Hahm, Confucian Constitutionalism (Ph. D. Dissertation, Harvard Law School, 
2000), p.25에서 재인용한 것임.

13) 함재학, “유교주의 입헌주의 담론” (2006년 2월25일 독립신문 강독회 발표), p.4
14) A. Hamilton, J. Madison, and John Jay, The Federalist Papers, with an Intro., table of 

contents, and index of ideas by Clinton Rossiter (New York and Scarborough, Ontario: 
New American Library of World Literature, Inc., 1961), p.35

15) 아리스토텔레스의 아테네 헌법은 아테네의 참주인 Cylon에 대한 Alcmeon파 
(Alcmeonidae)의 재판으로부터 시작하여 11번에 걸친 혁명 과정을 비교적 소상하게 
기술한다.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은 이에 비하면 비체계적이긴 하지만 역사적 조건
과 배경이 어떻게 법 현실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게르만의 시기로부터 당대에 이르는 
광범위한 시공(時空)에 걸쳐 검토하고 있다. 어떤 점에서 법의 정신은 Aquinas가 언급
한 바 있는 “the right of nations”-법의 관점에서 본 종족의 역사-를 구체화시킨 것으
로 보여진다 (Thomas Aquinas, The Political Ideas of St. Thomas Aquinas: 
Representative Selections, ed. with an Intro. by Dino Bigongiari, New York and 
London: Hafner Publishing Company, 1969, pp.100-2). 흄(Hume)의 방대한 영국사 역
시 ‘영국의 보통법의 발전사’를 추적한 주목할 만한 저작이라고 본다. 이런 이유 때문
에 볼테르는 “영국사를 쓴 흄이 의회주의자도, 왕당파도, 국교회주의자도, 장로교회파
도 아닌, 순전한 사법론자(simply judicial)”라고 지적한 바 있다. (Land Okie, 
“Ideology and Partiality in David Hume's History of England” in Hume Studies, April, 
1995, p.1). 그러나 무엇보다도 Hegel의 법철학(Philosophy of Rights) 은 이와 같은 
“법적 읽기”의 정점을 이룬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이상의 열거한 저작들의 공통된 지
향점은 “헌법 읽기”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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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한 데 있으며, 어도 이러한 “역사 읽기”를 이미 내려진 결론을 강화하기 

한 “종속  읽기”로 타락시킨 데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와 련하여 

필자는 정종섭 교수의 다음과 같은 “질문”이 문제의 정곡을 른다고 본다: 

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삶에 비추어 과연 헌법을 어떻

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논의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외국의 논의를 그

로 입하여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으며 학문  논의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 헌법 연구Ⅰ , 앞의 책, p.69)16)

요컨  필자는 헌법읽기가 “역사의 법  읽기”의 연장선상에서 수행되어야 한

다고 보며, 이때야 비로소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 한국법이 무엇”인지가 밝 질 

수 있고, 이를 토 로 “한국 헌법”을 이해하는데 실한 “이론과 방법” 그리고 

그에 한 “믿음”도 생겨난다고 본다. 의 첫 번째 질문은 “우리역사의 법  읽

기”를 지향하는 아주 작은 연습이라 할 수 있다.

<토론>

제1조 Fas Gens - 비록 시간 인 거리가 먼 신라의 사례라 할지라도 에 

용할만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제2조 그때그때 - 신라가 지 의 공화제와는 다른 군주제 으나 다분히 공동

체  요소가 있었다(공화정의 싹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제3조 소정방 - 우리는 먼  소정방의 이야기  신하가 ‘임 ’을 섬기는 것

이 아니라 ‘나라’를 섬긴다는 표 에 주목하 다.

제4조 The Life of the Law - 신라는 비록 시기상 군주제라는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제도 인 한계를 뛰어넘어, ‘덕치(德治)’로 표 할 수 있

는 신라만의 ‘정치의 힘(power of politics)으로, 다수 백성들과 신하들의 의견이 

수렴, 반 될 수 있는 정치체제를 도모하 다. 이러한 이 의 공화정이 추

구하는 이념과 상통한다.

16) 함재학 교수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말한다: “While there are precious little 
discussion on, say, the constitutional thinking of Yu Jin-o, who drafted the first 
Korean Constitution of 1948, students are given much information on the views of 
Schmitt, Hans Kelsen, Rudolf Smend, and Gustav Radbruch.” Chaihark Hahm, 
Confucian Constitutionalism, op. cit., p.35 f.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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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작은 시민들의 모임 - 당시 주변국에 존재하던 군주제의 양상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신라의 임 , 백성, 신하는 한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으로 화합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6조 헌읽사(헌법읽는사람들) - 민주공화제와 완 히 일치한다고는 할 수 

없으나,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제7조 헌법 제7조 - 힘과 정치의 논의는 지속 으로 논의의 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힘없는 정치가 이상 일 수밖에 없으며, 정치 없는 힘은 

삭막하고 무지하기 때문이다.

제8조 팔색조 - 소정방의 사  ‘충성으로 나라를 섬기고 아랫사람이 윗사

람 섬기기를 부형과 같이 하니’에서 이것이 억지로 하는 행동이 아닌 자발 인 

행동임을 추측할 수 있다. 그들은 이러한 행동을 자신의 이익을 해 하지 않았

고 행동 그 자체에 목 을 두어 행했던 것이다.

제9조 즐겨찾기 - 신라의 경우, 당의 침입에 항하는 과정에서 일반 백성들

의 힘이 큰 역할을 해냈고, 그와 함께 신라 백성들의 목소리가 정치에서도 힘을 

낼 수 있게 되었다고 본다. 한 우리 헌법의 ‘…우리 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라는 목에서 정치의 힘을 지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제10조 Polis10 - 신라를 지 의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민주 공화정과 비교

할 때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하지만 공화정이 되기 한 기본 인 토 는 

만들어진 것 같다. 

제11조 공화(共和)-공동체화하다 - ‘공화정’에 한 논의 결과, 공화주의가 복

수가 통치하는 체제 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능력을 최

한도로 발휘하게 하고 더불어 살며 공공 덕(德)과 공공 선(善)을 구 할 수 있

는, 공동체  세상을 추구하는 것으로 악하 다. 

제12조 Community - 신라 권력층의 (이러한) 모습은 권력의 소유와 통치가 

오히려 노블리스 오블리제, 즉 보다 많이 가진 자가 지닌 사회  의무로 보이게 

한다.17)

17) 실제로 김부식의 삼국사기, 열전 7에 나오는 인물들, 다시 말하면 “해론”, “소나”, “취
도”, “눌최”, “설계두”, “김영윤”, “관창”, “김흠운”, “열기”, “비령자”, “죽죽”, “필부”, 
“계백” 가운데 “계백”만 제외하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한 대표적 신라인이라 할 
수 있다. 강종훈, “7세기 통일 전쟁기의 순국 인물 분석-삼국사기 열전 7에 실린 신라 
인물들을 중심으로-”, 신라 문화제 학술 논문집 25권(2004, 경주사학회), pp.12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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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POLISTOTELES - 삼국사기의 련된 내용 , ‘소정방이 녹읍을 김

유신 등의 장군들에게 주려하자, 김유신이 거 하면서 이것은 나라의 땅이니 받

을 수 없다고 하 다’라는 부분이 있다. 이것 한 ‘나라’라는 공동체를 시한 

것으로써 ‘정치의 힘’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제14조 광장 - 요한 논 으로 등장한 것은 ‘문제를 제도  차원에서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지향  혹은 목표의 측면에서 바라볼 것인가’하는 것이었다.

제15조 시사 - 형식 으로는 군주제를 채택한 정치의 틀이고, 그 속의 구성원

들은 공동체를 지향하는 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자는 것

이다. 그러나 이에 한 반론도 있었다. 그 당시의 모습들이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제16조 함께 살 조 - 기본  정치체제 자체가 다르므로 방법이 군주  방식 

는 민주  방식이라는 비교는 성립될 수 없다.

제17조 광장, 그 안의 우리 - 논의를 하면서, 개념들에 한 생각들이 얼마나 

요한가라는 것을 깨달았다. 민주 공화정이란 무엇인가? 신라의 사례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에 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제18조 시원해 - 신라의 백성들은 강압 으로 동원된 것이 아니라 자발  참

여로써 왕을 섬겼던 것이다. 이것을 자발 인 복종의 능력이라는 말과도 연 시

켜 생각해 보았다.

2) 두 번째 읽기

<문제>

각조는 다음에 제시된 각 주제에 을 맞추어 우리나라 헌법을 읽고 토론하

라. 아울러 유길 의 서유견문  PartⅢ를 하나의 “헌법  구상”으로 볼 수 있는

지에 해서도 검토하라.

 국민(1-4조)

 국가(5-8조)

 국가기 (9-14조)

 국제사회(15-18조) 

<배경>

필자는 유길 의 서유견문 이 일종의 “秘敎主義的 筆法”(esoteric writing)으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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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여진 우리나라 “최 의 헌법  구상”이라고 본다. 구체 으로 말해서, “개화론”

을 다루고 있는 서유견문 의 Part Ⅰ, Ⅱ, Ⅳ는 유길 의 “헌법  구상”을 담고 

있는 Part Ⅲ를 감추고, 견문록으로 보여지도록 장과 착시효과를 기 하고 쓰

여진, 그리고 그 의도 로 성공을 거둔 장들이란 것이다.18)

18) 유길 , 서유견문 (1889-탈고; 1895-출 )의 목차 개

 - [partⅠ] 지구세계의 개론
 6대주의 구획
 방국의 구별 ～ 한국․청국 … 하와이 (첫 번째 나라이름 소개)

 - [partⅡ]세계의 산 
세계의 바다

    (중략)    
   세계의 물산 ～ 한국․중국․일본…베네수엘라… (두 번째 나라이름 소개)

 - [partⅢ] 방국(邦國)의 권리
    人民의 교육 
    人民의 권리
    인세의 競勵
    정부의 시초 
    정부의 종류
    정부의 治制 
    정부의 직분
    수세하는 법규
    인민의 납세하는 분의
    정부의 民稅 비용하는 사무
    정부의 국채 모용하는 연유
    교육하는 제도
    養兵하는 제도
    화폐의 대본
    법률의 공도
    순찰의 규제
    편당하는 氣習
    生涯 구하는 방법
    양생하는 규칙
    애국하는 충성
    해영무육(孩 撫育)하는 규모
 
 - [partⅣ] 서양학술의 내력
    서양군대의 내력
    (중략)  
    합중국의 제대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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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책이 탈고된 1889년 4월은 박 효의 ｢건백서｣(1888. 1. 3)가 발표된지 

1년 후이고, 일본의 ｢명치헌법｣이 선포된 해(2월11일) 으며, 뿐만 아니라 불란서 

명이 발발한지 100년 째 되는 해로서, 이 시기는 유길 에게 헌법  구상을 

강력하게 구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책의 출 연도(1895)가 청일 쟁

(1894)직후에 단행된 갑오개 (1894.7-1896.2)의 정기 다는 과 한 출 된 

곳이 조선이 아닌, 일본의 동경(交詢社)이었다는  등은 자신과 책의 안 을 최

한 도모하려는 자의 의도를 잘 보여 다. 

한 서유견문의 Part Ⅲ를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 역사상 최 의 헌법 안과 

그에 한 주석서가 복합된” 느낌을 받는다는 차동욱 박사의 견해에 필자는 

으로 공감한다.19) 이와 같은 이유에서 시민  헌법 읽기가 본격 으로 시작되

는 두 번째 읽기에서는 서유견문 의 Part Ⅲ를 우리나라 헌법과 비시켜 으

로써 한편으로는 헌법읽기에 한 두려움이나 부담감을, 다른 한편으로는 딱딱한 

법조문이 주는 단조로움을 다소나마 덜어보고자 노력 하 다.

<토론>

제1조 Fas Gens - 우리나라 헌법에 ‘국민’이라는 단어는 매우 많이 나오는 반

면, ‘시민’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미국 헌법에서 citizen은 투

표권이나 자유권과 같은 능동 인 권리를 이야기할 때 쓰이고, people은 국가에 

의해 보호를 받을 때나 재산권, 치안과 같은 수동 인 권리를 이야기할 때 쓰인

다는 과 ‘국민’이라는 단어가 ‘인민’이라는 단어에서 바  것이라는 역사  상

황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 헌법에서의 국민의 권리는 국가에 의해서 주어진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헌법은 시민 체의 뜻을 반 하기보다는 국가 

    워싱톤(Washington)
    (중략)    
    벨기에의 여러 대도회 
    브뤼셀(Brussels)
    안트워어프(Antwerp)  
19) 차동욱, “유람기 속에 감추어진 입헌주의 열정: 헌법 구상으로서의 서유견문”(2006. 4, 

동양정치사상사학회 월례 발표회), p.7. 아울러 필자는 유길준이 ‘박문국’의 주사로서 
그 창간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던 한성순보 (1883년 10월 31일～1884년 10월 9일) 
제11호(1884년 2월 7일)의 다음과 같은 말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서양 
각 국”의 “제도의 가장 중요한 요점으로 움직일 수 없는 기초는 나라를 다스리는 주
권이 국민에게 있고(治國之權 屬之於人),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와 시행되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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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 권력이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일방 으로 부과한 법으로서의 성격이 조  

더 강하다.

제2조 그때그때 - 헌법의 ‘시민  읽기’는 여러 가지 의미로 설명할 수 있겠

지만, 가장 일반 이고 포 인 에서 이해할 때, 시민  읽기는 시민생활의 

입장에서 헌법을 읽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론 으로 구성된 ‘법학  읽기’는 

실과 괴리되어 있다는 에서 ‘시민  읽기’와 립되는 것으로 인식되는데, 

‘시민  읽기’는 그동안의 ‘법학  읽기’를 극복하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의 시민은 의제로 인해 어느 정도 정치  참여에 한계를 가지는데, ‘시민  읽

기’는 이러한 한계를 조 이나마 극복할 수 있게끔 해 다. 헌법 제 41조나 67조

의 경우, 국회와 통령의 지 에 있어 가장 요한 것은 ‘국민’의 보통․평등․

직 ․비 선거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 두 조항에서 ‘국민의’라는 표 을 제외한

다 하더라도 문맥상 의미의 통용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국민의’라는 표 을 첨가한 것은 의제의 정치체제를 취하고 있음에도, 궁

극에는 ‘국민’에 의해 그 권력의 임도 통제될 수 있음을 명시하는 의미를 지닌

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국민공동체 지향성을 지니는 우리 헌법을 ‘시민

’으로 읽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제기되었다.] 

★ 게스트의 코멘트; “한국의 헌법은 국민공동체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쓰여진 

듯한데, 서양과 다른 은 서양(미국, 랑스, 국 등)은 명을 통하여, 헌법이 

아래로부터, 그리고 내부로부터 생겨났으나 우리의 헌법은 어떠한 국민  지향

을 바탕으로 로부터 구성된 헌법이라고 생각한다. 그 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

어온, 따라서 시민 인 구성이 아니라 국민  구성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

는 생각이다. 한국 헌법의 시작 은 시민이 아니라 지도층이었고, 따라서 헌법의 

시작 에 한 논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제3조 소정방 - 국민개념에 해 정리한 후 우리는 우리나라 헌법을 읽기 시

작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실과의 심각한 괴리감을 느낄 수 있었다. 조원

들은 이러한 [괴리감이] 국민 지향  헌법을 국민이라는 을 배제하고 읽은 

데에 기인한 문제 이라는데 동의했다.

제4조 The Life of the Law - 미국 헌법은 국민이 극 으로 참여하는 시민

인 성격을 기본으로 하여 보편  인류를 지향함에 비해 랑스 헌법은 탄생 

기부터 ‘인권선언’을 통하여 보편  인류를 지향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와는 

반 로 한민국 헌법 속에서 국민은 국가의 교육과 제한의 상으로서 측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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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다고 볼 수 있다.

제5조 작은 시민들의 모임 - 자세히 보면 헌법 문의 주어는 한국민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의 주체를 국민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

데 문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문의 내용은 국민에 을 둔 서술이라기

보다는 국가에 을 맞춘 서술이 주를 이룬다. 를 들어 한민국임시정부 법

통의 계승, 기회균등, 국민생활 향상, 세계평화와 인류공  등 국민의 역할이라기

보다는 국가의 수 에서 해야 할 일들이 제시된다. 결국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헌법 문은 국가 생존에 상당한 심을 갖고 있으며, 이를 해 국민보다는 국

가의 역할을 상당히 요시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 다면 한민국 헌법

은 국가 심 인 헌법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 이에 해서는 성 한 결론

을 내리기에 앞서, 서유견문 의 다른 부분과 헌법의 나머지 부분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요컨  우리나라 헌법은 근본 으로는 국민공동체를 지

향한다. 그러나 역설 으로 헌법조문에 나타난 문구 자체는 상당히 국가 심

이다. 추론해 보건 , 이는 국가의 생존이 국민공동체의 형성에 필수불가결한 요

소이며, 헌법이 제정될 당시 분단과 혼란이라는 국가  기를 겪었던 우리나라

의 특수한 상황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제6조 헌․읽․사(헌법읽는사람들) - 우리나라 헌법은 ‘ 한민국은 민주공화

국’이라는 선언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조항들도 5조까지는 모

두 국가에 한 정의를 내리는 부분이다. 헌법 全文에서 가장 요한 첫 부분이 

‘국가’에 한 설명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이 기본 으로 국가

를 심으로 쓰여 졌음을 보여주는 표 인 증거이다. 이러한 우리나라 헌법의 

국가 심성은 랑스 인권선언이나 미국 헌법과는 차이를 보이는데, 그것은 여

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역사  향이 가장 요하다고 

볼 수 있다. 시민 사회  토 가 무한 상태에서 ‘근 국가’를 규정하는 기 원

리인 헌법을 그 로 받아들 던 해방 이후의 경험, 그리고 군사정권의 지배 아래

서 여 히 시민사회를 성장시킬 수 없었던 80년 까지의 경험이 헌법의 국가 

심  특성에 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헌법 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조국’이라는 용어는 ‘국가’나 ‘ 한민국’에 비해 한층 민족 인 

색채를 띠고 있는데, 국가주의  성격을 넘어선 민족주의  념이 헌법에 내포

되어 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하게 한다. 이것은 서유견문 의 기본  과도 

일치한다는 에서 서유견문 과 헌법과의 부분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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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제7조 헌법 제7조 - 한민국 헌법을 시민 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에 해 논의

해 보기로 하고 긴 시간 동안 논의한 결과 시민은 개인 이며 개별 인 성격이 있고 국

민은 [집단에] 소속[된] 느낌이 강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법질서를 본다면 미국과 랑

스는 시민  차원에서 시민 권리를 강조하는 반면에, 명을 거치지 않는 한국이나 독

일 헌법은 그 지 않은 경향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서유견

문 과 한민국 헌법을 통해, 헌법과 실 간의―즉 우리가 지향하는 공동체 와의― 괴

리가 역사 으로는 좁 져 왔다고 평가하 다. 

제8조 팔색조 - 1987년 행 헌법 제정 당시에도 민주  시민 사회의 여건은 

여 히 마련되지 않았다. 모두가 자발 으로 국가를 이끌어 나갈 필요성은 있었

으나 당시로서는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회 제반 분야에서 국가는 민간 부문에 

개입하여 모두가 주체 으로 국가 운 에 참여할 수 있을 때까지 간섭한 일이 

많았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헌법은 국민보다 국가에 보다 많은 역할을 요구했

고, 국가 심의 국민 지향  헌법이 되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헌법 조문을 살펴

보면 국가는 한민국, 국가, 조국의 세 가지 형태로 표 된다. 한 ‘국가’는 그 

문맥  의미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진다는 것도 발견하 다. 국가는 총체

인 의미로 쓰일 때와 국가기 의 총칭으로 쓰일 때로 구분된다. 국가가 국가기

의 총칭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은 국가를 국민에게 정책을 베

푸는 주체로만 표 함으로써 은연 에 국민을 일방  수혜자로 규정하고 있다. 

한 추가 인 토론에서 재의 헌법은 궁극 으로 시민 지향  헌법․국가를 

한 간 과정이며 시헌회와 같은 시민의 실천  참여에 의해 실 가능해 질 

것이라는 데에 동의하 다. 

제9조 즐겨찾기 - 국민은 국가라는 개념이 먼  정립되고 그 통제 하에서의 

‘다수’를 의미하는 뉘앙스를 지닌다는 것, 이에 비해 시민은 아래에서부터 국가 

자체의 성립 주체를 의미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 이러한 맥락에서 한

민국 헌법과 서유견문 은 모두 ‘국민’을 지향하고 있다는 결론 역시 피력되었다. 

그러나 미국 헌법이 수정헌법을 거쳐 시민 지향  성격을 띤 것을 볼 때, 비록 

진보주의는 험하지만 장기 으로 한민국의 헌법 역시 시민 지향 으로 변

화해 나갈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실제로 4.19 명, 6월 명 등을 거쳐 헌법이 

조 씩이나마 시민 지향 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의견이 피력되었다. 한, 유길

에 한 논의에서 그가 세 지식구조에 한 에라스무스의 태도와도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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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이 지 되었다. 세에 팽배했던 기독교  지식구조가 

부패와 타락의 문제를 발생시키자, 에라스무스는 루터와 같은 진 인 변 과는 

다른 체제 내에서의 온건 인 개  노선을 취하 다. 이는 진  개 이 불러올 

수 있는 갈등을 피하고 실 으로 꾸 한 성과를 얻기 한 선택이었다. 유길  

역시 군주정이 지배 인 시 에 공화정 내지 시민  정치를 주장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갈등 상황을 고려하여 비교 (秘敎的) 필법을 통해 온건주의 으로 국민 

지향  국가 을 제시한 것은 온건한 방법으로 실  개 을 논의하기 한 것

이라고 생각되었다.

제10조 Polis10 - 한민국 헌법 문에 한 토론에서 인민 혹은 시민이라는 

용어가 아니라 국민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에 다들 동의하 다. 이것은 

48년 헌법이 제정될 당시의 시 상황이 한민국이라는 국가 틀이 제 로 형성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정체성을 공고히 하기 해 국민을 선택해서 사용

한 것으로 이야기되었다. 그런 맥락에서 3.1 운동이나 4.19 등의 정신을 이어받

는다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은 국민들에게 ‘ 항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

민국의 정통성을 말하기 해서일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통성 있는 국가에 

항하는 것은 반국가라는 공식 속에서 시민의 항권은 오히려 무시되고 있다. 그

기 때문에 한국 헌법에서는 시민보다는, 혹은 국민보다는 국가가 우선시 되고 

있다. 유길 의 서유견문 에서도 이것이 나타난다. 그는 개인들의 지  수 의 

향상을 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이익을 해서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

다. 이 게 시민의 이익보다는 국민의, 궁극 으로는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은 헌법 조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국가 기 과 련된 조항에서 찾

아보자면, 제46조 2항과 제50조 1항, 제66조 2항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각각 

국가이익, 국가의 안 보장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본래 의미 로라면 시민

의 이익, 시민의 안 보장 등을 해 국가 기 은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보았

다. 그런 에서 우리가 국가 기 에 을 맞춰 헌법을 읽어보았을 때 한민

국 헌법에 나타난 국가 기 의 모습은 시민의 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형태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제11조 공화(共和)-공동체화하다 - 부분의 경우 입법부는 의회라 불린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한국에서는 입법부를 국회라 칭하는 데에 해서 의문이 생

겼다. 반드시 ‘의회’라는 표 이 옳은 것은 아니나, 분명 ‘국회’라는 용어는 한국 

헌법이 시민을 배제한 국민 공동체 지향의 성격을 띤다는 설명과도 상통하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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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 있었다. 이처럼 우리는 헌법 곳곳에서 우리 헌법의 국민 지향  성격을 

악할 수 있었다.

제12조 Community - 본래 토론하기로 되어있었던 한민국 헌법의 ‘국가기 ’ 

심의 해석에 서유견문(西遊見聞) 의 내용들을 처음의 토론주제와 련하여 생

각해보았다. [그리고] 서유견문 을 통해서 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근본  목

표의식을 다시 한 번 느 고, 이것이 우리가 서유견문 과 헌법을 같이 놓고 토

론한 이유가 아니었을까 생각하면서 토론을 마쳤다. 

제13조 POLISTOTELES - 논의를 시작하자 조원 한명이 이미 서유견문 을 

참고한다는 것 자체가 헌법의 시민  읽기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

이 있었다. 성경의 평신도  읽기가 우선하듯 우리가 읽는 헌법도 그냥 읽어야 

하는 것이지 서유견문 을 참고하여 분석 으로 읽는다면 모순이 아니냐는 지

이었다. 이때 외부인사 [건국 학교 법과 ] 문민호군이 헌법의 시민  읽기가 

어떤 의미가 있냐는 의문을 제기하 다. 아무런 이해 없이 법을 읽는다면 그것은 

소용이 없는 일이 아니냐는 지 이었다. 조원들도 이 의견에 공감하 지만 헌법

의 시민 인 읽기는 단지 법학  지식을 동원하여 읽는다는 것이 아닐 뿐이지 

읽기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헌법의 시민  읽기는 헌법을 

시민 인 에서 비 으로 읽는 것이라는 데에 모두들 동의하 고 이에 따

라 헌법 조항  시민의 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짚어 보자는 데에 의견 일치

를 보았다.

제14조 장 - 헌법의 가장 많은 부분이 국가 기 을 다루는 데에 할애되고 

있고 그 부분의 내용은 그 조직의 구성 원칙을 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

나 그것이 조직을 다루고 있다고 하여, 그 지향이 조직일 수는 없다. 국가 기

이라는 권력 조직을 명확하게 규제하는 것은, 그 조직이 권력을 이용해 국민 공

동체 체를 외면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함이다. 그리고 이 사실은 국가 기 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 ‘헌법 재 ’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음을 헌법에서 

함께 규정함으로써 더욱 명확해진다. 유길 의 서유견문  한, 당시의 조직 

심  사회 체제를 조용히 비 하고, 국민 공동체를 한 제도 재정비를 꾀했다는 

에서 재의 헌법과 맥을 같이 한다.

제15조 시사 - ‘우리 헌법에서 국제사회를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어떤 지향

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다소 폭넓은 주제로부터 근하는 것이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이러한 근을 가지고 각자의 생각을 나눔으로써 논의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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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 는데, 국가가 국민의 이익도 보장하는 동시에, 헌법에 국제법규 한 국내

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고 명시되어있는 , 그리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자

국의 이익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된 들이 마치 국제 계를 요시하여 자국

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듯한 이미지를  수 있기는 하지만 유길 의 서유견문

에 나온 로 그러한 각국의 약간의 제약이 결국에는 더 큰 자유를 가져올 수 있

다는 에 주목한다면 한쪽 측면만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었다.

제16조 함께 살 조 - ‘시민  읽기란 무엇인가?’에 한 명쾌한 답을 내릴 수는 

없었지만, 우리가 이 게 모여서 헌법을 같이 읽어보고서 이 에는 몰랐던 것들을 알

아가는 과정이 그것이 아닐까 하고 조심스럽게 생각해보게 되었다. 

제17조 장, 그 안의 우리 - 일단 헌법이라는 특성상 국제사회보다는 국민, 

국가에 한 이야기가 더 많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 다. 그 지만 헌법 역시 국

제 사회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것도 함께 느 다. 서유견문

과 함께 헌법을 읽으면서, 국민의 입장을 먼  생각하고 나서 그에 따라 국제 사회

를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에는 시민  측면이 있는 부분도 있지 않

느냐는 이야기도 했으나, 서유견문 을 읽고 나서 다시 헌법을 바라보았을 때는 확

실히 국민 인 공동체를 지향하는 가운데, 국제 사회마 도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

을 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통일문제에 해서 guest는 제3조와 제4조가 완 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언 을 해주었다. 북한을 인정하는가에 한 시각차가 

하나의 헌법의 서로 다른 조항에 담겨있듯이, 통일문제를 국제사회의 일로 보는가 

역시 더욱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다.

제18조 시원해 - 서유견문  방국의 권리 편에서는 증공국과 속국, 수공국에 

해 다루면서 속국과 증공국의 차별 으로 조약체결의 권리, 립을 취할 권리 

등을 들며 속국과 달리 증공국을 독립된 주권을 가진 국가라고 주장한다. 이는 

당시 거의 청나라의 보호국 상태 던 조선의 처지를 자가 강하게 의식하여 조

선의 상태가 증공국이라 할 수는 있을지언정 결코 속국은 아니라고 강변하는 듯

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러한 유길 의 견해에 따르면, 국제

사회는 강 국의 지나친 행동에 해 비난을 가하여 약소국에게도 권리를 보장

해주는 기능을 한다. 국제사회에서의 공법은 사실상 강 국에게 유리하도록 용

되는 것이 일반 임에도 불구하고 정의가 구 되는 약소국을 한 장으로 보았

던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헌법 문의 “세계 평화와 인류공 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 과 자유와 행복을 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 

는 구 과 같은 맥락에서 악할 수 있는데, 서유견문 과 헌법 모두가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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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편 인 가치에 을 두기보다는 국민 공동체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느냐

를 심 인 가치로 삼고 있다는 에서 국민 공동체를 인류 보편  공동체보다 

시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유견문 과 한민국 헌법은 많은 에서 흐

름을 같이 하고 있으며 세계 인류 공동체보다는 국민 공동체에 더 을 두고 

써졌다는 에서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3) 세 번째 읽기

<문제> 다음에 수록된 “나의 법체험기”를 함께 읽고 토론하라.

한 달  나는 법 의 형사법학회가 주최하는 모의법정에 배심원으로 참석하

여 5시간에 걸친 재 을 지켜보고 평의를 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법에 

해 체계 인 공부를 한 은 없었지만 정치학도로서 법에 하여 많은 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큰 부담감 없이 청에 응했던 것이다. 재 은 직에 계신 

사님들을 모시고 법  학생들이 변호인과 검사 역을 맡아 진행되었다. 나의 황당

함은 사건개요와 자료집을 받아든 순간 시작되었다. 설명이 무한 생소한 법률

용어들, 짧다 못해 명령조인 배심원의 역할 설명은 여러 화에서 보았던 배심원

의 모습과 사뭇 달랐다. 게다가 행사 직 에 있었던 질의응답 시간은 이러한 황

당함을 해결해주는 신 내 자신의 무지를 리게 느끼게 하 다. 검사 역을 

맡은 한 학생의 태도 때문이었다: “법을 모르는 분들이므로 생소하시겠지만 희

가 하라는 로 잘 따라만 오시면 되니깐 무 긴장하지 마시고, 지  설명한다

고 용어들을 다 이해하시기도 어려우니 충 느낌가는 로 생각하셔도 큰 문제

는 없을 것입니다.” 몇몇 용어의 의미와 그 미묘한 차이가 결에 미치는 향 

등에 해 물어보려던 나는 굳게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여러 우여곡  끝에 

재 은 진행되어 피고들에 해 배심원들의 평의가 나오고 그에 기반을 두어 

사들의 평결이 나오면서 최종 으로 막이 내렸다.

이때 다시 한 번 법  학생들의 오만함과 벽을 느낄 수 있었다. 행사를 람

한 한 법  고학년 학생은 행사를 총 하던 교수님께 다가가 “원래 배심제라는 

것이 사법개 추진 원회가 국민사법참여의 일환으로 도입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며 그에 한 연구를 해 오늘의 재 을 비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 을 보니 실망스럽습니다. 그나마 사회과학을 한다는 학생들도  모양인데 

일반 국민들이 배심을 맡으면 정말 한심해서 못  것 같습니다. 뭘 알고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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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지 법에 해 기본도 모르는 사람들이 법을 논하다니요.” 라는 불만 가득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다. 내가 에서 듣고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두 사

람은 황 히 자리를 비켰지만 나는 충격에 한동안 자리를 뜰 수 없었다. 법에 

한 독 의식이 사법부 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공에 한 자부심이 배타 인 오만으로 자리 잡은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귀가하는 내내 답답함을 느끼며 고민하던 나는 책상 에 쌓여있던 공서 들

이 시야에 들어오는 순간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나 한 정치학을 공하

지 않은 사람과 나 사이에 높은 벽을 쌓고 있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 라톤의  

국가 , 마키아벨리의 로마사논고  등을 구리에 끼고 다니면서 다빈치코드

에 열 하는 사람들을 비웃지는 않았는지, 정치에 해 허심탄회하게 논하는 자

리에서 제도와 법의 차원을 들먹이지는 않았나 하고 말이다.

<배경>

법은 일반 으로 하나의 도구로서 이해되며, 이것은 Paul Amselek의 다음과 

같은 언명 가운데서 잘 집약되고 있다. 즉 “하나의 규범을 생각한다는 것은 인간

이 사용할 수 있는 특정한 도구를 고안해내는 것이다.”(To conceive a norm is to 

conceive of a certain instrument available to man.)20) 그러나 법을 단순히 도구화

하여 “쟁송이 생겨났을 때에 이용되는 하나의...｢무기｣에 지나지 않는”21) 것으로 

폄하할 경우, 법은 보다 높은 수 의 공동생활에 한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 있

다. 왜냐하면 법에 한 이해의 수 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것이 떠받치고 있는 

공동생활의 수  역시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법을 지나치게 

도덕과 동일시하는 것도 공동생활에 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 법

은 단순한 “해악”(harm)의 범 를 넘어서서 모든 “악”(wrong)의 교정을 해 무

한히 확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에서 “인간법(human law)은 인간의 

덕성을 높이기 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질서의 괴를 방지하기 해 존

재한다”는 Thomas Aquinas의 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22) 요컨  필자는 법의 ”

20) Paul Amselek, “The Phenomenological Description of Law”, in Maurice Natanson, ed., 
Phenomenology and the Social Sciences (Evanston: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73), vol.2, p.388

21) 황산덕, 법철학 강의 (4증판, 방문사, 1988), p.375
22) Thomas Aquinas, The Political Ideas of St. Thomas Aquinas: Representative Selections, 

ed. with an Intro. by Dino Bigongiari(New York and London: Hafner Publ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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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도구화“나 ”지나친 도덕화“와 구분되는 제3의 근이 요망된다고 본다. 

그것은 법을 ”공동의 삶“의 에서 근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의 표 인 

로서 Holmes의 The Common Law(1881)를 들 수 있다. Holmes는 그 모두에서 

이 게 말한다: “법이란 수 세기에 걸쳐 종족이 발 해온 이야기를 구체 으로 

표 한 것(embodies)이다. 따라서 법은 공리와 결론만을 포함한 수학책처럼 다룰 

수 없다.”(The law embodies the story of a nation's development through many 

centuries, and it cannot be dealt with as if it contains only the axioms and 

corollaries of a book of mathematics.)23)  앞서 인용한 정종섭 교수의  가운

데서도 한국 헌법과 련하여 다음과 같은 물음이 제기된 바 있다. 즉 “ 한민국

이라는 공동체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삶에 비추어 과연 헌법을 어떻게 해석하

는 것이 타당한가”24)

필자는 여기서 법에 한 도구 -도식 -피상  인식에 안주하려는 기존의 경

향에 제동을 걸고, 생활세계  성찰을 구하며, 보다 심화된 “삶을 한 법” 이

해에 다가가고자 고민한 한 학생(2004학번 정치학과 김용재)의 짤막한 법체험담

을 3번째 헌법읽기의 연습문제로 게재하 다.

<토론>

제1조 Fas Gens - 우리는 무엇 때문에 법이 이 게 어려워져야 하는 가에 

한 분석과 비 으로 첫 토론을 시작했다. 국민의 다수가 법을 우리 삶의 요

한 기  제시의 틀로 보기보다는 법조인들의 유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지 않

은가? 한 법조인들은 국민들의 무지를 이유로 법의 역에 있어 국민을 수동

인 존재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게스트로 된 법  학생 공효

옥씨는 법을 배우는 학생의 입장에서 한 앞으로 법조계에 몸담게 될 사람으로

서 우리나라 법학교육의 문제 과 법조계의 보수성에 한 비 인 의견을 제

시해주었다. 

먼  법 생으로써 법을 배우고는 있지만 법의 기본 인 의미나 역할들을 음

미해보고 그 가치에 해 논의해 볼 시간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 법의 의미나 문

제 에 해 진지한 고민을 할 기회도 없이 교수님들을 통해 일방 으로 법 지

Company, 1969), p.145
23) D. W. Holmes, The Common Law, 앞의 책, p.1
24) 정종섭, 헌법연구Ⅰ, 앞의 책,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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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달받고 이해가 안가는 례가 있어도 그에 한 고민보다는 례가 갖는 

권 에 려 그 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실을 토로했다. 오히려 우리의 토론과 

같은 것이 법을 공부하는데 있어 더 필요한 것은 아닌지 반문하는 공효옥씨를 

보며 조원들도 우리나라 법학교육의 문제 에 하여 생각해 보았다. 

제2조 그때그때 - 헌법 제 27조에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 에 

의한 재 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있다. 이에 한 해석과 련하여 의

견이 분분하 는데, 헌법 제 27조가 ‘직업법 ’에 의해 재 받을 권리를 명시한 

것이기 때문에, 배심제 도입은 헌이라는 입장과 그것이 반드시 직업법  만에 

의해 재 받을 권리를 명시한 것은 아니라는 합헌론의 입장이 그것이었다. 우리

가 시민의 ‘도구’라고만 무심코 생각해왔던 ‘법’이, 실제로는 우리의 삶과 상당히 

멀리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제3조 소정방 - 게스트로 청되신 법  박수씨의 ‘나의 법 체험기’에 한 

소감으로 토론은 시작되었다. 실제로 재 법을 공부하고 있는 법학도입장에서 

볼 때 ‘나의 법 체험기’는 매우 신선하다며 법을 알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형사

법학회는 배심원들에게 배려를 했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배려에도 불구하고 이

런 인식을 가질지는 몰랐다고 하 다. 평상시에는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반

성의 계기가 된다고 하 다. 분명한 것은 법은 법조인들만의 유물이 아니며 시

민들의 법으로 가야 한다는 것에 의견이 모아졌다. 왜냐하면 법은 시민들의 행동

을 보다 수월하게 해주는 특별한 도구이며 생활과 한 계를 맺고 있기 때

문이다. 따라서 그러한 법이 시민들에게 어렵게 다가온다면 법에 문제가 있는 것

이고 그 다면 법을 다시 쉽게 쓸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

만 철학과 박우 씨께서 읽고 쓰는 것은 다른 문제이며 읽어야 쓸 수도 있는 것

이기에 먼  법을 읽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 하 다. 박수씨는 법리가 따

로 있는 것이 아니며 결정을 내려놓고 법률을 찾아가는 식으로 많은 결정이 나

고 있다는 지 과 함께 법의 민주화가 필요하며, 소수에게 독 된 법을 방 해서

는 안 된다고 하 다. 

제4조 The Life of the Law - 특별 게스트[로 청된] 법학과 박소 씨는 법이 

문화되는 것은 법 결이 자의 으로 되는 것을 막기 함이므로 그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이를 시민들에게 쉽고 효과 으로 달하는 매개체가 필

요하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서 시민들의 법 읽기와 법률가의 법 읽기의 공존은 

찬성하지만, 시민의 법 읽기 (법 읽기도 포함)가 법률가의 법 읽기를 침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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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법의 발 을 막을 수 있는 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반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법원이 실의 변화를 주도하는 치에 서야 하느냐, 변화의 과정 

에 법  안정성을 기해야 하느냐에 한 문제를 토의해보았는데 이 한, 자와 

후자를 모두 찬성하는 두 가지 의견이 나왔다. 

제5조 작은 시민들의 모임 - 민주시민이 되기 해 법에 한 기본 인 이해

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재 시민들의 머릿속에는 ‘법은 문가가 하는 일이다’라

는 생각이 뿌리 깊게 박  있다. 물론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책임을 개개인에게 

돌릴 수는 없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법에 한 시민  을 시민들 스스로 회

복시키는 것이 필요함은 자명하다. 

제6조 헌․읽․사(헌법읽는사람들) - 법은 우리 생활과 한 것이기 때문에 

구나 다 쉽게 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법은 시민과 멀리 떨어

져 있다. 헌법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나 쉽게 읽으려 

하지 않는 것만 도 알 수 있다. 헌법에 시민 인 요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은 아니다. 다만 헌법과 시민 사이의 계에서 시민이 헌법으로 가는 고리에 많

은 장애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장애요소는 과거 우리의 역사와 련이 있다. 과

거에는 법이 억압의 수단으로 악용된 이 있었다. 이런 과거의 경험들이 법에 

한 부정  인식을 낳게 되었고, 헌법을 읽는데 있어서도 어려움을 느끼게 한다

고 보았다. 시민들이 법을 제 로 읽어보려고 하지 않다보니 헌법 문가들은 법

을 그들만의 법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헌법을 시민 으로 읽기 해서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은 법이 시민에게 다가가

려는 노력이다. 법 이외의 분야도 그 분야만의 문성으로 인해 시민과 유리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 분야에서는 시민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가령 

클래식 음악의 경우 퓨 식으로 연주를 하거나, 설명이 있는 음악회를 열어 시민

들이 쉽게 근할 수 있도록 한다. 과학의 경우 쉽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알기 쉽

게 쓴 책들이 많이 있다. 그 어려운 상 성 원리에 해서도 어린이 학습만화에 

실려 있다. 하지만 법에 있어서는 법 학습만화, 쉽게 이해하는 길잡이 같은 성격

의 책을 살펴볼 수 없다. 기존에 나와 있는 헌법 해설서들은 어마어마한 양을 자

랑하며, 일반 시민들이 읽기에는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법은 언제까지나 문가만의 법으로만 남아있어서는 안된다. 시민에게 다가가

야 한다. 어미 새가 새끼 새에게 먹이를  때 씹어서 먹이듯이, 헌법을 일반 시

민이 쉽게 이해하고 읽을 수 있도록 법 분야에서의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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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헌법 제7조 - 수학에서 로서 긴 설명이 필요한 것도 짧은 수식으로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것처럼 법률용어도 실의 상황을 효율 으로 나타내

기 해서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법을 독 하려는 법률

조직이 법을 더욱 권 주의화시키고 특권화 시키기 한 주장의 하나이다. 법률

조직에서는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산출할 수 있는 법률용어가 효율 일지 몰라

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는 공동체를 이루는데 방해가 될 수 있

다. 그런데 이러한 법에 한 독 의식은 단지 소수의 법률조직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 그동안 법보다 경제 인 것에 심을 기울이면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간과하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  헌법읽기’가 필요한 것

이다. 법으로 삶을 제단하려 하는 것은 잘못이다. ‘시민  헌법읽기’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와 같이 법과 삶과의 계에 해서 민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민  

자질을 요구한다.

제8조 팔색조 - 법의 역에서의 ‘권 주의’는 우리 사회 반 인 역에 있

어서도 만연되어 있다. 이러한 권 주의는 분명 배척되어야 할 것이나 물론 권

까지 배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에, 하 조직도 존 하는 동시에 상

기 의 권 도 인정하는, 다시 말해 ‘권 주의’가 만연한 ‘조직주의’에 빠지지 않

고, ‘권 ’는 인정하되 ‘권 주의’에 빠지지 않는 공동체 주의를 지향하는 사회가 

바람직할 것이라는 데에까지 이야기가 이어졌다.  이번 모임의 처음에는 라

톤의 철인정치를 로 들며 다수의 공동체보다는 뛰어난 소수가 주도하는 정치

를 지지하던 외부인사 백 주씨가,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공동체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게 되었다는 에서도 놀라웠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

를 이끌어 낸 것이 바로 우리 조모임에서의 진행해온 토론자체가 가진 가능성이

라고 보았고, 그 동안의 토론을 통하여 공동체와 공동체에서의 참여로 이루어진 

정치가, 실제로 우리 실에 매우 가깝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제9조 즐겨찾기 - 법 용어가 난해한 것이 법의 권 를 만들어낸다는 의견에 

게스트 분들  한 분께서는 결과와 원인이 도치된 것이라는 지 이 있었다. 법

의 내용이나 말이 어려워서 권 를 갖는 건 아니라는 지 이었다. 한국사회는 개

인이 다른 개인에게 의존 인 특성을 갖는 성향이 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기본

인 문화에서부터 심지어는 교육제도에 이르기까지 “개인”이라는 개념이 독립

이지 못하다. 그러나 법은 철 히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독립 인 개인들을 그 

상으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법과 우리 문화 사이의 괴리가 있고, 법이 멀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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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껴지는 것이 당연하다. 이에 따라서 개인들의 의식과 우리 사회의 문화 자체가 

변할 필요가 있다는 안이 나왔다. 에는 법은 실제 일상생활과는  상

없는 것으로 여기고 심지어는 이에 한 심조차 없었는데, 조 씩 법이 삶의 

양식 반에 향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제10조 Polis10 - 지  실에 있어서 문가 집단의 학술  읽기와 기본소양

을 갖춘 시민  읽기는 따로 분리되어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궁극 으로는 그 두 

역의 논의들은 공론장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함께 논의되고 이야기되어야 한다

고 마무리되면서, 이때 공론장은 단지 주어져있는 공간이 아니라 개인이나 집단

이 참여하려하고 개입하려할 때 형성되는 공간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덧붙임까지 

이루어졌다.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헌법의 자유스러움을 헌법학 인 시각만으로 

바라 으로 상당부분을 오히려 훼손했던 것을 헌법의 시민  읽기를 통해 다시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정치와 정치학과의 계에서도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되었다. 정치를 하는 공동체가 학문이라는 틀 속에 갇 버려 오히려 스스로

의 생동감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단된다는 화를 나 며 헤어졌다.

제11조 공화(共和)-공동체화하다 - 최근 학생회가 학생 으로부터 멀어지

고 있는 상황은 학생회에 무 심한 일반 학생들, 과 괴리된 운동에만 념하

는 회장단, 그리고 이미 각자의 결론을 내린 채로 만나기 때문에 더 이상 소통을 

통한 의견 조율의 여지가 없는 실 등 여러 요인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이라고 

여기고, 이러한 상황이 곧 법률가들과 일반인 간의 단  상태와도 그 맥락이 맞

닿아 있다는 것에 합의하 다. 한 조별 토의 때마다 외부인사의 참여가 권장되

었던 것도 소통의 맥락으로부터 이해되었는데, 정치학 원론 수업을 듣는 사람들

만이 모여 제한 인 사고 범 에서 논의를 지속하는 것보다 타 학문, 타 계열 논

자의 입장을 경청하고 수용함으로써 서로의 사고를 상호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외부인사 참여라는 것이었다. 조원들은 외부인사와의 토론을 통해 

‘소통’을 몸소 경험하 으며, ‘소통’에 한걸음 더 다가갔다는 의견을 많이 내보

다. 

제12조 Community - 법  교수님들은 “법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의사는 

실수하면 한 명을 죽이지만, 법조인은 수천 명을 죽일 수 있다.”, 는 “법 생이 

공부하지 않으면 세상이 험하다.” 등의 말을 한다고 했다. 이러한 말들을 자주 

들으면서 법 생들은 자신은 ‘법’이라는 매우 요한 공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 부분의 토론자들은 법  교수님들의 그러한 발언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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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충격을 받게 되었다. 경제학과 학우는 각 학문에는 그 학문을 공부하는 사

람들끼리의 암묵 인 계약, 언어가 존재한다는 을 지 하 다. 이러한 언어는 

문성을 띠기 때문에 이러한 언어를 다른 평이한 말로 바꿀 경우 본래의 의미

가 흐려지거나 왜곡될 수 있다. 즉 법조인의 배타성이 법의 문성과 학문  발

을 해 불가피하다는 을 제시하 다. 그러나 토론자들 모두가 궁극 으로는 

법조인들이 배타 인 성격을 버려야 하며, 시민의 참여를 극 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 다. 법조인들의 배타성은 ‘힘의 정치’에 비유될 수도 있다. 

법의 과정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 계가 얽  있기에, 당사자를 비롯한 시민

들은 헌법에 한 기본 인 지식과 실제 사회에서의 용과정에 해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법이 시민들의 생활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문화가 형성될 때, 법

의 권 와 그에 한 신뢰는 더욱 공고하게 될 것이라 생각된다. 그를 통해서 법

의 근본 인 존재이유인, ‘시민을 한 법’이 성취된다고 보면서 열띤 토론을 마

무리 지었다. 

제13조 POLISTOTELES - 청인사인 신아름 학우도 법 에 처음 들어와 민법

을 하면서 마치 ‘외계어’를 배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도망치고 싶을 정도의 

심정이었으며, 재 법에 하여 1년 동안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결문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토로하 다. 실제로 법학용어는 모든 개념

의 범 를 일일이 규정해 놓고 있으며 그 범  한 매우 추상 이며 모호하여 일

반인들이 그것을 이해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이 게 일반인들의 결문에 한 

이해조차 불가능한 상황에서 결문에서 사용되는 ‘일반인의 사회 통념에 비추어’ 

라는 말은 그 타당성이 매우 떨어지며, 결국 ‘일반인의 사회 통념’보다는 ‘법 들의 

개별  인식’이 결에 결정 으로 향을 미치고 있는 듯하다. 우리나라 법 체제

는 삶의 에 주목하지 않는 법학자들의 태도로 인하여 일반시민의 삶을 제 로 

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 일반시민들은 ‘법’으로 둘러싸인 사회에서 

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잘못된 고정 념을 버리고 일상생활을 둘러싸

고 있는 ‘법’을 제 로 인식하고 그것을 utilize가 아닌 ‘use’25)하려는 의식 환의 

노력이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한다.

제14조 장 - 우리나라 사법제도는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직업법 의 독무

이다. 사 이외에 어떠한 일반인도 재 에 여할 수 없는 이러한 제도 때문에 

25) “use”는 상대방 또는 대상에 초점을 맞추는 사용임에 반해, utilize는 사용자 자신에 초
점을 맞추는 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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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 추진 원회가 국민의 사법 참여를 해 배심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

이다. 그러나 법조인이나 법 공 학생은 법에 한 독  의식으로 사의 고유

한 권한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배심제에 해 회의 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하지

만 이것은 민주주의의 본질을 모르는 시 착오 인 발상일 뿐이다. 국민 주권의 

원리에 따르면 고유한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한 국민이 그 권한을 스

스로 행사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일만은 아닐 것이다. 

제15조 시사 - 우리 조는 다소 도발 인 질문을 던지고 그에 한 해석을 찾

아보기로 했는데 바로 “시민  읽기의 한계란 무엇인가” 다. 우선 시민  읽기

를 통한 법의 이해는 개인의 경험에 많은 향을 받게 됨에 따라 법에 한 ‘아

인수식 이해’가 나올 수 있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지나치면 립 인 

치에 있는 법조인들의 립성도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이와 비

슷한 맥락에서 행 존재하는 실정법이 ‘감정’에 좌우되기 쉬워질 것이라는 의견

도 나왔다.  다른 이는, 헌법의 시민  읽기를 강조하다 보면 이론 ․ 문  

역이 소홀히 되어 법 역의 발 이 해될 것이라는 의견까지 나왔다. 그 다

면 이러한 한계들을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첫째로, 법의 학문  지식과 일반  인식간의 ‘통역사’의 기능을 하는 사람들  

그러한 분야를 양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즉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지닌 

문  배경 속의 ‘코드’와 일반인들의 일상생활 속 ‘코드’를 모두 시하면서 

각 코드의 ‘인코딩(encoding)’과 ‘디코딩(decoding)’을 능수능란하게 하는, 다리 역

할을 하는 사람들이 실하다는 의견이었다. 이에 한 보완 인 의견으로는 이

러한 사람들을 따로 양성할 것이 아니라 법조인들 자체가 이런 노력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제시되었다. 둘째로, 일단 법조문의 압

이고 딱딱한 성격을 고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것은 성경을 보면

서 떠올릴 수 있는 생각이었는데, 지  배시간에 사용되는 공통 인 성경의 어

투가 딱딱하고 어려운 표 들이 많긴 하지만 일시에 바꾸기는 어렵기 때문에, 

배시간에는 기존의 성경을 사용하는 신 이런 성경의 어려운 내용들을 풀어서 

쉽게 설명해 놓은 여러 종류의 성경책이 출간되어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헌법이나 법조문의 어투를 하루아침에 뜯어고치지

는 못해도 법조문들의 이해를 돕는 책을 출간한다든지, 그러한 내용의 강연회를 

자주 연다든지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마지막으로, 

법조인들의 독단 이고 압 인 태도를 고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 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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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보고, 마치 ‘심리치료사’의 역할과 같이 내담자(치료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담자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내담자와의 동일한 지

를 가졌다는 인식이 실하다고 보았다.

제16조 함께 살 조 - 우리 조는 이번 토의를 통하여, 지 까지 행해오던 토론

이 모든 것의 열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토론은 권 주의  논의, 

일상과 유리된 논의, 일방향  논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본다. 

토론을 일상화하면 상호 간의 화, 여러 분야 간의 장벽 제거와 유기  연계가 

가능하다. 이러한 은 정치의 힘-power of politics-을 실 하는 바탕이 된다. 우

리들은 이번 학기동안 시민  헌법읽기가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았지만, 

우리조의 결론은 이 다. 지 까지 조원들이 모여서 토론해온 것이 바로 시민  

헌법읽기 다고. 

제17조 장, 그 안의 우리 - 배타성에 해서 특히 술의 경우 그 분야에서 

인정받을 수 있으면 굳이 다른 분야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일

정 정도의 배타성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단지 근성은 용

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Guest 역시 배타성을 격하게 무 뜨릴 경우 오히려 반발이 존재할 수 있다

는 것을 과학 쟁을 로 들어 말해주었다. 법뿐만 아니라, 사회 에 있기 때문

에 다른 단  사람들과 다르다는 괜히 우 라는 생각을 했던 이 있었다는 경

험을 공유하면서, 인문 에 비해서 사회 , 법 로 올수록 공의 느낌이 강해서 

차 유리된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이야기도 나눴다.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

는 문제도 요하지만,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내고 나면 어떻게 참여를 이끌어낼 

것인가에 한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함께 나눴다. 

제18조 시원해 - 법이 가지는 근원 인 의미에 비추어 보았을 때 오늘날의 법

은 매우 왜곡되어 있으며, 법의 진정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법은 어디까

지나 삶 속의 필요성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일반인들의 생활에 실질 으로 용

되기 해 존재한다. 따라서 삶의 에서 법을 보는 시각이 법을 올바르게 이

해하는 데 필수 이다. 그러나 법 에서 주최한 모의법정의 진행 방식에는 거꾸

로 법의 에서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강하게 반 되어 있다. 법은 공자들의 

유물이며, 공한 사람들만이 이를 다룰 수 있다는 생각은 이 같은 측면에서 

매우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오늘날의 법학에 한 이러한 

비  논의를 학문 반에 한 논의로 확장시켜 볼 수 있었다. 학문의 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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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삶에 한 해석에 있으며, 각 분과 학문 간의 경계는 그 해석의 다양한 방

식들을 편의상 구분해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학 안에서 이루어지는 

학문 연구의 방식들을 살펴볼 때 학 구성원들이 지나치게 각 학과의 고유성에 

함몰되고 있는 것 같다는 지 이 나왔다. 우리 각자 한 자신의 공에 하여 

그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반성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그 다음

으로 논의의 을 맞춘 것은 ‘그 다면 필요한 변화들을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 하는 문제 다. 우선 모두가 공감한 것은 에서도 언 하 던 ‘소통’ 

의 부활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었다. 여기서 유리된 집단 간의 화를 가능하게 하

고 그로 인해 더 많은 가능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존재로서의 정치의 의미가 주

목받았다. 특히 ‘원정치’ 라는 개념이 [시사하는] ‘작은 힘 모으[기]’ 라는 의미에 

해 다시 생각해 보았다. 

7. 시민  헌법 읽기에 한 참석자들의 반응

헌법을 시민 으로 읽는다는 것은 정치를 시민 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해주었[다.]26)

[이런 에서] ‘헌법의 시민  읽기’는 ‘정치의 시민  경험’이기도 했다.27)

헌법을 읽으면서 배운 것은 헌법 그 자체라기보다는 그것을 ‘시민 ’으로 읽는 과정이

었으며, 이와 더불어 가장 근본 인 의미에서의 ‘정치’ 다고 생각한다... 조원들끼리 모여

서 헌법 조항을 하나하나 같이 읽어가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때론 격렬하게 논쟁하

는 그 과정, 그러한 ‘행 (doing)’ 자체가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헌법

의 시민  읽기’라는 생각이 든다. ‘헌법을 시민 으로 읽어 나가는 과정’ 그 자체는 아리

스토텔 스가 말하는 ‘정치’의 의미와 마찬가지로 ‘만듦(making)’이라기보다는 ‘행함

(doing)’과 비슷하지 않을까28)

‘헌법을 읽을 권리는 모든 시민에게 있고, 능동 이고 자유로운 해석은 시민들로부터 

온다’라는 것이 바로 지 의 내 생각이다.29)

26) 배선종(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계열, 2005-10434) 학생의 “보고서” 중에서
27) 김예원(사범대학 국어교육과, 2002-13338) 학생의 “보고서” 중에서
28) 김종원(사회과학계열, 2005-10366) 학생의 “보고서” 중에서
29) 김경선(사회과학대학 인류지리학과, 2005-10626) 학생의 “보고서”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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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시민  읽기’라는 시헌회 모임[은] 삶과 유리된 것처럼 존재하는 법을 다시 우

리 곁으로 되돌리는 하나의 작업이었다.30)

나의 일상생활에 정치란 없었고 정치 안에는 내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나

는 정치를[보았고,] 그 정치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다.31) 

헌법이란 것이 ‘본래’ 일반 사람들이 잘 살아가기 해서( 는 행동하기 해서) 그 권

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기본 인 법제를 정해놓은 것이지, 학자들이 연구 상으로 삼고 

이론이나 세우라고 만든 것[은 아니다.]32)

헌법 교과서에는 삶의 에서 헌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헌법제정권자의 에

서 실을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의지가 명백히 드러난다. 이에 한 비 과 견제할 수 있

는 시민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33) 

 

법률 문가의 헌법은 국가를 조직으로 국한시킨다. 이 같은 헌법의 독해가 국가를 도

구화하며, 거꾸로 그 게 조직화된 국가는 다시 헌법을 도구화한다. 헌법은 헌법의 이른

바 문가  읽기, 이론  읽기, 독  읽기를 통해 견고한 권력으로 굳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  읽기’의 텍스트로서의 헌법은 국가의 이름으로 조직의 이름으로 권력의 

이름으로 ‘삶’을 제한하고 사장시키지 않았다. 조원들끼리의 활발한 토론은 법을 우리의 

일상의 역으로 끌고 내려와 생각하고 단할 수 있게 했다. 그래서 이젠 헌법이 권

인 형태의 헌법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반 하고, 일상을 매개해서 기능하고 존재하는 

‘헌법’으로 재구성되었다. 헌법을 ‘헌법’이게 하는 것은 헌법에 실려있는 조항들이 아니라, 

헌법을 하는 주체들의 태도와 근방법이 요했던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경험이었다. 헌법에 그처럼 새롭게 근하고 그 결과 지 까지의 헌법

의 법학 , 독  해석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역 는 그러한 발견을 ‘ 지’했던 

역을 자연스럽게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헌법에 내재해 있는 공동체 역에 

한 재발견이었고, 그런 만큼 ‘삶의 ’의 복원이었다.34) 

30) 허예원(사회과학대학 외교학과, 2004-10749) 학생의 “보고서” 중에서
31) 김정은(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계열, 2005-10364) 학생의 “보고서” 중에서
32) 이창현(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계열, 2005-10531) 학생의 “보고서” 중에서
33) 이미영(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 2000-10530) 학생의 “보고서” 중에서
34) 김건우(사회과학계열, 2005-10323)학생의 “보고서”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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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공부하면 할수록 더 강하게 받는 느낌은 ‘법이 일상에서 무 멀구나’라는 것이

다. 를 들어, 성매매로 여성을 유입시키면서 선불 을 지 하는데 이 액에 이자에 이

자가 붙어 결국 여성들이 빚을 갚지 못해 성매매 산업에 계속 종사하게 된다고 한다. 그

런데 사실 특별법 에 따르면 이 선불 은 불법한 자 이라서 갚을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이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여성들은 빚을 갚기 해 끝없이 자신

의 성을 팔고 있다는 사실이 무 안타까웠다. 일반인들이 읽을 수 있고, 삶에 용시킬 

수 있는 법, ‘law of life ’가 시 한 이다 … 법을 향유해야 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일

반시민들이라는 사실을 좀 더 많은 비 법조인들이 알게 되었으면 한다.35)

[물론] 시민  독해와 더불어 문가  독해 자체가 가지는 의미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 한다. 그러나 문제는 문가  독해가 의도[하 ]건 혹은 의도하지 않았건 

끊임없이 시민  독해를 가로막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데에 있다.36)

헌법은 … “종결되지 않은 정의로운 사회의 기획”이기에, 지향 은 있으되 완결된 답은 

존재하지 않는다.37)

8. 시민  헌법읽기를 맺으면서

필자는 이상에 시된 ‘시민  헌법읽기’의 경험을 통해 그러한 ‘읽기’의 요

성에도 불구하고, 첫째 거기에는 상당한 험성도 뒤따른다는 을 느낄 수 있었

다. 그것은 ‘시민  헌법읽기’에 향을 미치는 학문  수 과 헌법  수  간의 

차이를 무시하고 양자를 동일시하는 데서 오는 험성이다. 양자의 역사  단계

를 무시한 무분별한 단순일치는 사회 반에 혼란을 가져오고 학문 발 에도 도

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계속 으로 발 하는 학문  수 에 따라 

헌법을 해석할 경우 정치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없고, 반 로 학문  수 을 헌

법  수 에 맞출 경우 학문발 에 지체를 가져온다는 이다. 따라서 필자는 양

자간의 상호 독립성과 “방어  불균형(protective unbalance)”이 요구된다고 본다. 

우리의 헌법 실을 선진국의 그것과 동일시하고 선진국 헌법학의 담론 수 에

서 우리의 헌법을 읽기보다는, ‘시민  헌법읽기’를 통한 우리 자신의 헌법 수

에 보다 충실할 필요가 있다. 이와 련하여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일단 ‘시민  

35) 최정윤(법과대학, 2002-10789) 학생의 “보고서” 중에서
36) 박찬성(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 2000-10394)학생의 “보고서” 중에서
37) 이승연(사회과학계열, 2005-10508)학생의 “보고서”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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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읽기’에서 시작할 경우 그것은 자연스럽게 ‘헌법학  읽기’로 확장될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헌법학  읽기’에서 시작할 경우 ‘시민  읽기’로 되돌아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다. 왜냐하면 일반 인 것으로부터 특수한 것으로 

진행하는 것은 그 반 의 것보다 사람의 본성에 비추어 더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둘째 필자는 아리스토텔 스의 정치학(Politics) 이야말로 ‘시민  헌법 읽기’

의 보고(寶庫)라고 생각한다. 그의 ‘시민  헌법읽기’는 정치학  제2권에서 라

톤의 이상국가론을 비 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먼  아리스토텔 스는 라톤

을 비롯한 팔 아스(Phaleas), 히포다무스(Hippodamus)등 당 의 표  헌법 이

론가들의 구상이, 그리고 스 르타, 크 타, 카르타고 등 당시 주요 국가들의 헌

법이 “시민생활의 실종”으로 귀결된다고 비 한다. 다음에 제3권 “시민론”에서는 

“시민”(polités)이란 기본 으로 ‘심의  는 사법  공직에 참여할 권리를 향유

한 사람’(he who enjoys the right of sharing in deliberative or judicial office), 

는 이를 약하여 ‘시민  삶의 권리를 향유한 자’로 정의한다. 곧 이어 아리스토

텔 스는 이 게 부연한다: “[he who enjoys the right of sharing in deliberative 

or judicial office] attains thereby the status of a citizen of his state.”38) 여기서 

주목할 은 “시민  자격”(the status of a citizen)을 갖춘 자가 “심의  는 사

법  공직”에 참여한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와는 반 로 “공직에 참여함”으로

서 “시민의 자격”을 획득한다는 목이다. 이것은 법 인 에서 -센스

(non-sense)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언명은 “시민 ․실천  삶”을 우선시하고, 

 법을 이러한 시민  삶의 반 으로 보는 아리스토텔 스의 에서는 지극

히 당연하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아리스토텔 스가 말하는 ‘시민  삶’이란 공  

삶에 해 “말하고 듣고 단하는 실천  삶”인 것이다. 필자는 이와 같은 ‘공통

의 실천  삶’, 그리고 이에 한 지속  심이야말로 ‘시민  헌법 읽기’의 최

의 출발 인 동시에 그 종착 이라고 본다. 

셋째 ‘시민  헌법읽기’는 “시민”과 “헌법” 모두에게 “실천성”을 회복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헌법은 이론  문서이거나 철학 ․윤리  작이거나, 는 

신성시해야 할 종교  경 이기보다는, 한 공동체의 실천  삶을 규율함을 목

으로 하는 최고의 행동규범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시민” 역시 “생각”이나 “명

상” 는 “앎”을 해 사는 존재이거나, 물질을 “생산”하고 부를 “획득”하고 재

38) Aristotle, The Politics of Aristotle, ed. and tr. by Ernest Barke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2), p.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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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축 ”하고 소유를 “증식”하며 “상품교환”이나 “이자놀이”를 하면서 “돈”을 

버는 데 목 을 둔 삶, 다시 말하면 “만듦”을 목 으로 하는 존재가 아니라, 다

른 사람과 함께 행동하고, 그 결과 공동 행동의 목 을 함께 공유하기 해 노력

하고 실천하는 정치  존재이다. 그러나 “헌법”이나 “시민”의 실에서는 이처럼 

당연시되는 “실천성”이 종종 망각되고 실종된다. ‘시민  헌법읽기’는 우리의 

실에서 완 히 죽은 것은 아니더라도 사라진 “실천성”을 다시 복원하고 거기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때의 

“실천성”은 “공통의 실천성”으로서, 이것은 독특한 “읽기 방식”과 련하여서만 

복원이 가능하다는 이다. Michael Walzer의 표 을 빌어 말한다면, ‘시민  헌

법읽기’는 ‘발견(discovery) ’이거나 ‘발명(invention) ’이기보다는 ‘해석

(interpretation) ’ 읽기를 통해서 ‘시민’과 ‘헌법’에 내장된 ‘공동의 실천성’을 되

살려낼 수 있다는 것이다.39)

Walzer에 의하면 ‘발견  읽기’나 ‘발명  읽기’는 우리들의 삶의 세계의 외부

에 존재하는 “신법”(divine law)이나 “객  도덕률”(objective morality)을 읽어

내는 방식임에 반하여, ‘해석  읽기’는 이미 오래 부터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

가 아는, “우리 자신들과, 우리 자신의 원칙들과 가치들”을 읽어내는 방식이다. 

Walzer는 이러한 ‘해석  읽기’의 출발 을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첫째 “우리는 

우리가 재 있는 곳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재 있는 곳이란 외 

없이 가치가 있는 어떤 곳이다. 그 지 않다면 우리는 결코 거기에 정착하지 않

았을 것이다.”(p.17); 둘째 이러한 가치들은 단순히 기술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읽 지고”, 번역되고, 해석되고, 주석되고, 해명되어야 할 그런 가치들이다(p.29); 

셋째 이러한 가치들은 논쟁 이며, 따라서 이들 가치들로 구성된 도덕  세계는 

바흐 의 표 을 빌리면, 다성악 인 세계이다. 이런 에서 Walzer는 “ 화는 

하되, 논쟁은 하지 않는다”(a conversation, not an argument)는 Oakeshott의 “해

석”이론에 반 한다.(p.29)

‘시민  헌법 읽기’는 ‘해석  읽기’가 그러하듯이 우리가 이미 살고 있는 친

숙한 세계의 “헌법”을 제하며, 이러한 “헌법”을 읽기 해 요구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직  반성 능력뿐이라는 을 받아들인다. 다시 말하면 

‘시민  헌법 읽기’는 “헌법”을 새롭게 발견해야 할 ‘신 륙’이거나 외부의 낮선 

39) Michael Walzer, Interpretation and Social Criticism (Cambridge, Mass.: Harvard Univ. 
Press, 1987), p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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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가 고안하여 선사할 발명품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에서 ‘시민  헌법

읽기’는 ‘발견 ․발명  읽기’에 토 를 둔 기존의 ‘헌법학  헌법읽기’와 립

한다. ‘시민  헌법읽기’는 ‘헌법학 ’ 발견과 발명은 장에 불과하며, “모든 발

견과 발명은 해석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p.26) 그리고 이러한 “해석”이

란 “논쟁의 과정”으로서, 정치  공동체의 실천  삶이나 이러한 삶을 통해 배양

되는 “시민정신”(civic thinking)도 이러한 “논쟁”, 는 아리스토텔 스가 이미 

지 한 바 있는 “심의  는 사법  논쟁”(deliberative or judicial argument)을 

떠나서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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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 the Sake of Civic Readings of the Constitution: A 

Reflection on the Juristic Studies of the Korean 

Constitution
40)

Hong Woo Kim*

A Constitution is a text, in principle, open to all citizens. Any people who 

can read is supposed to read it and to know it. In a way, the Constitution is 

compared to Bible which is open to all laymen. These, too, are encouraged to 

read Bible and to learn it by themselves by simply reading it.

With the growth of modern legal science, however, the Constitution has 

become much an intricate science and required much a technical understanding, 

that no lay-citizens dare to read it without the intervention of legal experts. This 

has caused the legal science to become more autonomous and less ministerial.

This paper proposes to begin anew a pre-juristic reading of the Constitution, 

guided by the common sense of the ordinary citizens. This will open a way to 

actualize the Aristotelian ideal of civic politics, where ordinary people enjoy the 

right of sharing in deliberative and judicial affairs, thereby attaining the actual 

sense of citizenship in their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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