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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에서의 사회과학적 변론
―Brown사건과 생계보호기준사건의 비교를 중심으로―*

1)

한     상     희
**

Ⅰ. 헌법발견과 사회과학

“법의 생명은 논리가 아니고, 경험”1)이라는 Holmes대법관의 명제는 미국의 형

식주의적 법학에 대한 비판의 장을 여는 서곡이었다. 동시에 그것은 산업사회로 

접어드는 미국자본주의에서 행정국가적 현상을 사법의 역에서 재확인하는 선언

이기도 하다. 소극적 자유와 형식적 평등의 이념을 바탕으로 계약자유의 원칙만을 

최고의 법원리로 파악하 던 자유방임식의 시장경제질서가 다양하고도 광범위한 

국가개입에 의하여 유도․규율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법현상 ―입법과 사법에서의 

― 의 실천을 요청하는 법적인 표현이었던 것이다.

1980년대 후반, 민주화의 진행과 더불어 우리나라에 헌법재판제도가 도입되어 

활성화된 이래 벌써 제3기 헌법재판소가 구성되고 수많은 법률과 사건들이 헌법

의 이름으로 그 타당성이 도전 받고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 나름의 평가결과들이 

누적되어 왔다. 그동안 상당한 수의 법률이나 공권력행사가 위헌으로 선언되고 그

보다 몇 갑절 많은 수는 나름의 정당성을 획득하기도 하 다. 하지만, 그 법률이

나 공권력행사의 헌법적 정당성여부를 심판하는 기제로서의 헌법재판은, 입법이나 

행정에 고유한 특성 ― 일정한 사실인식 및 해석에 기반한 합목적적 정책결정이

라는 속성과는 전혀 단절된 채, 단순한 형식적 법논리에만 입각하거나 심한 경우 

외국의 예를 무차별적으로 도입하여 프루크로테스의 침대처럼 재단하는 획일적 

판단에 그치고 있었다. 오랜 권위주의적 정치관행에서 야기되는 입법의 졸속성이

나 행정의 관료주의화의 폐단을 헌법의 이름으로 교정하고 헌법실천의 계기가 되

어야 할 헌법재판이 역시 그러한 졸속과 관료주의적 행태로서 반복되고 있는 것

* 이 은 일감법학 제4호, 1999.12에 발표되었던 같은 제목의 논문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 建國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1) Holmes, Jr., The Common Law(Boston: Little, Brown & Co., 1944),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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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특히 주사행정, 주사입법(요즈음은 사무관행정․입법이라 할 것이다)의 과정

에서 입법사실․행정사실을 임의적이고 자의적으로 선택하고 편의성과 획일성으

로 해석, 평가하는 현실을 헌법재판과정에서 올바른 사실판단으로 교정할 수 있는 

기회도, 능력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 헌법현실의 파행성을 단적으로 

표징하고 있다.

이 은 이러한 실정에서 산업화사회에서 (헌)법현실의 구조변화에도 불구하고 

형식주의적 법해석으로만 일관하는, 그럼으로써 입법과 행정의 합목적적 고려를 

규제하지 못한 채, 하냥 입법재량이나 행정재량의 논리로 헌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역만을 산출하기 십상인 우리 헌법재판의 현실을 비판하는데서 출발한다. 그래

서 이 은 J. Monahan & L. Walker2)의 설명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을 위한 변

론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사회과학적 입증 및 주장의 필요성과 그 가

능성을 타진하고 그에 상당하는 분석기반을 제시하기 위하여 기도되었다. 이를 위

하여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통하여 심판사실을 재구성하고 이를 헌법적 변론으로 

적절히 연계․결합시켰던 두드러진 예로서 Brown사건을 비교준거로 하여 서술해 

나가면서, 동시에 이 점에서 빈약한 논증에 입각하 던 생계보호기준사건의 문제

점을 지적하는 비교분석의 방법을 통하여 존재와 당위의 절단이라는 경직된 방법

이원론을 비판하고 존재와 사물의 본성으로부터 법적 추론의 기반을 모색하는 헌

법판단 ―보다 정확히는 헌법변론― 의 모델을 제시해 볼 것이다.

Ⅱ. 헌법판단에서의 사실분석 및 평가의 문제

가. 생계보호기준사건 : 문제의 제기

｢선진사회를 향한 ‘국민생활최저선’(National Minimum)확보운동｣을 벌 던 한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진행되었던 ｢1994년 생계보호기준위헌확인｣ 사건은, ｢

1994년 생활보호사업지침｣(1994.1 보건복지부장관고시)상의 ‘94년 생계보호기준’이 

최저생계비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수준이어서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을 이유로 1994년 2월 25일 제기된 헌

법소원심판사건이다. 청구인측의 주장에 의하면 ‘94년 생계보호기준’은 거택보호자

에 대한 생계보호급여금이 1인당 백미 10Kg, 정맥 2.5Kg, 부식비 하루 820원, 연

료비 하루 675원, 장의비 300,000원 등으로 월 65,000원 수준에 불과하며, 이는 

1993년도 전국평균 월 최저생계비인 118,600원, 기초생존비 105,000원에도 미치지 

2) Social Science in Law: Cases and Materials, 3rd ed. (Westbury, N.Y.:The 

Foundation Press, Inc.,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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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만큼 인간으로서의 생존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적 의무를 저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인 보건복지부는 국가의 재정상태와의 연

계성을 지적하면서, 직업훈련, 취업알선, 구아파트 우선입주권 부여, 생업자금융

자, 수도료, 전화료, TV수신료 등 각종 공과금감면 및 각종보호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하 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생활능력 없

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인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나

름의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의미를 인정하면서도 

국가가 행하는 생계보호가 헌법이 요구하는 객관적인 최소한도의 내용을 실현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결국 국가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함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조치는 취하 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 …… 인간다운 생활이란 그 자체가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그 나라의 문화의 발달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여건에 따라 어느 

정도는 달라질 수 있는 것 …… 국가가 이를 보장하기 위한 생계보호수준을 구체적으

로 결정함에 있어서는 국민 전체의 소득수준과 생활수준, 국가의 재정규모와 정책, 국

민 각 계층의 상충하는 갖가지 이해관계 등 복잡하고도 다양한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

여야 한다.

라는 유보조항을 달면서,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보호 외에도 다른 법령에 의한 

각종 공과금감면 및 각종보호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그러한 각종의 급여나 부담

의 감면 등을 총괄한 수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 점에서 만장일치

의 결정에 의하여 위 지침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 다.3)

여기서 이 사건에서 다툼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청구인적격이라든가,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의 성격 등과 같은 순수한 헌법도그마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과연 기

존의 국가적 보호조치들이 청구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에 필요한 최소

한도의 수준을 만족시키고 있는가의 여부임을 알 수 있다. 즉, 순수하게 규범적인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일정한 규범판단을 전제로 그에 관련된 사실관계가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가 환언하자면 사실에 대한 평가의 문제인 것이다. 

이 점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생계보호는 “여타의 자산․근로능력 등을 활용하

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 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

를 우선하여야 할 일종의 “보충적인 것”임을 확인하면서, 월동대책비(년간 61,000

원),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령수당(월15,000원), 버스승차권(월 3,600원 상당) 등의 

부가적 부조가 행하여지고 있고 또 보건복지부의 계획이 이 생계보호비의 점진적 

지원을 확약하고 있는 만큼 “생계보호의 수준이 일반 최저생계비에 못미친다고 

3) 1997.5.29 선고 94헌마33 1994년 생계보호기준위헌확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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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곧 그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거나” 청구인들의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하 다. 

여기서 청구인측이나 헌법재판소측에서 간과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나 생계보호의 보충적 성격등에 관한 법률적 판단에 대하여

는 양측의 이견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와 청구

인측이 서로 정반대의 결론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의 평가에 있어서의 차이

때문인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청구인들의 주장방법상의 허술함을 지적하

지 않을 수 없다.

인간다운 생활이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와 같이, ① “그 나라의 문화의 발달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여건에 따라” 그 내연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며, 또한 ② 

“국가가 이를 보장하기 위한 생계보호수준을 구체적으로 결정함에 있어서는 국민 

전체의 소득수준과 생활수준, 국가의 재정규모와 정책, 국민 각 계층의 상충하는 

갖가지 이해관계 등 복잡하고도 다양한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야”하는 것이다.4) 

그러나 위의 ②의 진술은 엄 히 보아 ①을 부연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만큼, ‘인

간다운 생활’이 가지는 의미는 결국에는 인간이라는 개념에 부여하는 사회․문화

적 의미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②에서 말하는 소득수준, (경

제적) 생활수준, 재정규모 등은 ①의 경제적 여건을 부연하는 것이고, 국가의 정

책은 이미 전제로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의무를 헌법적 의무로 인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에서 그 자체가 본건의 판단대상이 되고 있어 여기서 다시 언

급하는 것은 언어의 남용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②에서의 생활수준중 사

회․문화적 생활수준은 결국 ①에 의하여 결정될 따름이며 결국 ‘인간’의 의미와 

그에 부착되는 ‘∼다운’에 대한 사회적․법적 평가에 달려 있다 할 것이다.

논리의 흐름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과 헌법재판소는 이 ‘인간다운’이 가

지는 사회․문화적 의미부여를 그대로 생략한 채, 자신의 예단으로 대체하고 있

다. ①에서 말하는 문화적, 사회적 ‘여건’이 내포하는 사실성 ― 인간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인식과 평가가 사회적으로 존재한다는 의미에서의 사실성이 전혀 언급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과연 우리의 사회에서는 어떠한 삶의 모습을 ‘인간’으로서

의 모습으로 상정하고 어떠한 수준의 것을 ‘∼다운’이라는 관념의 최소한으로 인

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하등의 분석조차 논급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청구인과 헌법

재판소는 모두 자신들이 입각하고 있는 전제(즉, ①의 판단)를 자신들의 편견으로 

4) 이러한 입장은 사회적 기본권으로 통칭되는 일련의 기본권들을 이해하는 우리 헌법학

계의 일반적인 태도이다. 따라서 청구인측으로서는 무엇보다도 이 점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지 않는 이상 헌법재판에서 패소할 것이 거의 예측되는 상태이 기

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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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할 뿐 그것의 적절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어떠한 입증도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전개상의 문제는 ｢보충성｣의 인식에도 나타난다. 실제 ｢보충성｣은 

국가적 개입 외에 달리 방법이 없는 경우 그 개입이 허용되고 또 규범적으로 요

청된다는 하나의 조건명제이다. 여기서 달리 방법이 없다 함은 그 자체 일정한 사

실관계에 대한 인식과 분석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따라서 기존의 사회․문화적 

현상이나 경제적 조처 등의 적절성 즉 합리성여부에 대한 경험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이다. 환언하자면, 헌법재판소가 말하는 월동대책비 외 제반의 

생계보호수단들이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을 

만족시킴에 적절하고 또 합리적인가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이루어낸 다음

에 보충성의 요건충족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러한 조처들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보충성판단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청구인측은 그 어떠한 이의제기나 대안제시도 하지 않았다.5)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청구인측의 주장이나 헌법재판소의 판단 모두가 

현상과 그 현상에 부여되는 사회적 평가에 대하여 조그만 관심조차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우를 범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인간다운 생활이 지향하고 있는 바가 미래를 향한 계획이 아니라, 현실에서

의 실현 즉 실천이라고 한다면, 현재의 시점에서 청구인의 생활상태가 어떠하며,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무엇이며 헌법규범적 맥락에서는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

여야 할 것인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기존

의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것이 무슨 의의를 가지는가에 대한 전도된 분석만 

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청구인의 현재의 생활상태에 대하여 그 사회부조제도

가 어떠한 비중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의 문제보다는, 국가재정에서 사회부조

가 차지하는 몫6)만을 염두에 두게 된다.

결국 양측의 주장/결정은 헌법분쟁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전제

조건들 즉 헌법문제를 특정하고 그것을 그에 상응하는 시선에서 분석, 평가하는 

메카니즘 자체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혀 과학적 타당성이 결여된 판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구체적 사건성을 전제로 하는 우리나라의 헌법재판

5) 한마디로 도구적 합리성의 관념과 규범적 합리성의 관념을 혼동하면서 전자를 후자로 

완전히 대체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전자는 목적실현에 있어서의 수단의 효율

성 즉, 당해 수단을 통하여 목적을 어느 정도로 실현시키며, 그 비용은 경제성이 있는

가의 문제를 경험적,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함을 의미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당사

자의 자치와 행정재량이라는 규범논리로 치환되어 있을 따름이다.

6) 실제 이것조차도 전도된 논리에 입각하고 있다. 기존의 사회부조예산의 크기로부터 개

별적인 부조금액의 타당성을 따질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는 데에 필요

한 국가적 지원의 크기부터 먼저 결정하고 그에 따라 예산배정의 타당성을 따지는 것

이 올바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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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 상응하는, 사건적 특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이 단순히 제도나 규정만을 

형식주의적인 법해석으로 예단하고 처결하는, 일종의 사법적 독단으로 일관하는 

것이다.

Ⅲ. 사회과학적 헌법변론의 모델

가. Brown사건의 전개

Brown사건은 우리 헌법재판현실에 대한 위와 같은 비판을 극복하기에 적절한 

대안의 모범을 보여준다. 물론 헌법판단에 있어 사회과학적 접근법을 활용한 것은 

물론 Brown사건이 최초는 아니다. 오히려 Lochner원칙의 적용을 부인하고 모성

보호를 위하여 세탁부의 취업시간을 제한한 주법에 대하여 합헌판단을 내린 

Muller v. Oregon7)사건이 이러한 접근법에서 일단의 계기를 마련한 최초의 사건

이라 할 것이다. 여기서 청구인측의 변호인으로 나선 L. Brandeis변호사(이후 대

법관이 되었음)는 그 변론서에서 약 100면에 달하는 분량을 과다노동이 여성의 

신체와 육아에 미치는 향, 그리고 그로부터 야기되는 제2세인 아동들의 신체적, 

정서적 침해들을 나열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여야 할 의무가 분명히 

Oregon주의 경찰행정상의 의무임을 입증하고자 하 다. Brewer대법관이 쓴 만장

일치의 의견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면서 이를 받아들 다.

헌법문제는, 공공여론이 어떤 합의점에 이르러 있다 하더라도 해결될 수 없는 경우

가 있다. 그것은, 불변의 형식을 통하여 입법행위에 제약을 가하고 이로부터 인민정부

에 속성과 안정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성문헌법의 특유한 목적이기 때문

이다. 동시에 사실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있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을 때에는 그

리고 특정한 헌법상의 제한이 미치는 범위가 이러한 논란으로 인하여 향을 받을 때

에는 그 사실관계에 관한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신념 또한 고려

의 가치가 있다. 모든 일반적인 지식에 관한 사항은 사법적 심리의 대상인 것이다.

어떠한 사실관계가 헌법재판과정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을 때에는 그 사실

관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신념(일종의 편견)조차도 심각한 회

의와 검증을 통하여 그 의미와 가치를 재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헌법적 평가를 

행하는 것이 바로 사법심사에 요청되는 헌법적 당위라고 선언한 것이다. 즉, 연방

대법원은 의학적, 사회학적, 심리학적 지식들이 모성보호라는 헌법상의 요청을 해

석하는데 결정적인 모티프로 작용함을 인식하고 이들 지식에 대한 엄격한 성찰이 

7) 208 U.S. 412(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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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해석의 굳건한 기반을 이룸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점이 입

법에 대한 사법심사에서의 합리성심사(rationality test)의 계기를 이루기도 하

다.8) 하지만 이 사건에서의 변론의 방법은 엄 한 과학적 분석과 평가의 과정을 

거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일정한 학문 역의 전문가들이 의견서의 형태로 제

시한 것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완전히 사회과학적 접근법을 취한 것은 아니었다. 

단지, 그 변론이나 심사에서 문제의 설정 및 해결방법을 추구하는 과정이 사회과

학적 정향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뿐이다.

Brown사건9)은 이러한 연방대법원의 태도변화와 더불어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사회과학적 지식의 축적을 바탕으로 보다 전략적이고 본격적인 차원에서 진행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이 사건은 남북전쟁에 이어, Plessy v. 

Ferguson10)에서 선언된 ｢분리하되 평등(separate but equal)｣이라는 100여년11)에 

걸친 인종차별의 정책에 대한, 미국 흑인들의 제2의 혁명이라는 도전이었다. 전미

유색인종인권옹호협회(the National Association the Advancement of Colored 

People: NAACP)를 중심으로 T. Marshall변호사의 지도하에 기획, 진행되었던 이 사

건에서 중심적인 헌법문제는 두 가지 다: 첫째, ｢분리하되 평등｣의 원칙이 흑인들

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가? 둘째, 그 근거가 되는 수정헌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앞에서의 평등한 보호(Equal Protection of Law)｣의 제정취지가 인종통

합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었는가? 그러나 후자의 문제는, 수많은 역사학자와 헌법

사학자가 동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헌법 제14조가 제정된 이래 100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한 그 당시의 시점에서는, 그 조항의 제정자(the Founding Fathers)

들이 예정하고 있었던 입법의사(intents)의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 고 

따라서 이 문제는 정작 본안의 판단에서는 별다른 주목을 끌지 못하 다. 논쟁의 

초점은 전자 즉, 다른 모든 여건이 동일하다 할지라도 분리한다는 사실 그 자체만

으로 흑인들은 차별대우를 받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닌가라는 일종의 사회

심리의 문제에 집중되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서 전례없이 광범위한 지식계의 

동원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8) Brandeis변호사는 그 이후에도 W.C. Ritchie & Co. v. Wayman, 244 Ill. 509(1910)사건

에서는 610면의, 그리고 Bunting v. Oregon, 243 U.S. 426(1917)에서는 무려 1021면에 

이르는 변론서를 제출하는 등 가장 적극적으로 사회과학적 변론전략을 취하 다.

9) Brown v. Board of Education of Topeka, 347 U.S. 483(1954). 이 사건은 Brown I 사

건으로 그 이듬해의 인종통합의 방법을 선언한 Brown II사건(1955)은 이 에서는 다

루지 않는다.

10) 163 U.S. 537(1896)

11) 실제 이 원칙은 1850년 Massachusetts 최고법원의 Shaw대법관이 Roberts v. the City 

of Boston이라는 학교인종분리사건에서 내린 결정문에서 이미 확립하여 계속 시행되었

던 미국의 관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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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shall변호사는 1930년대 중반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던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사법투쟁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건을 인종차별제도를 해소하기 위한 중심

사건으로 규정하고 남부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인종분리정책에 대한 전면전을 

열었다. 그는 위의 첫째의 문제를 ‘인종분리정책이 흑인들의 심성에 어떠한 향

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사회심리학적 문제로 전환시켰다. 즉, 인종분리라는 사실 

자체가 흑인들에게는 치유할 수 없는 집단적 열등감을 야기하고 이것이 흑인들의 

열악한 사회적 지위를 규정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수정헌법 제14조

의 평등보호조항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제도임을 헌법문제로 제기하 던 것이다. 

그는 그래서 재판과정에서의 논점을, 인종분리를 국가(즉 주정부)가 법률로써 

강제하는 그 당시의 관행은 흑인들의 사회적 지위를 구적이고 치유 불가능할 

정도로 열악하게 만드는 비합리적이고 자의적인 차별의 행위라는 점에 집중하고 

이를 헌법적 맥락에서 재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 다.

그리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그는 수많은 소규모의 세미나와 집회를 개최하고 

인류학자나 사회학자, 심리학자들로 하여금 그에 상응하는 연구결과물들을 산출하

도록 유도하 다. 그에 가장 두드러진 것중의 하나가 M. Deutscher & I. Chein의 

이다.12) 이들은 849명의 사회과학자들을, 분리하는 집단(즉, 백인집단)과 분리되

는 집단(즉 유색인종집단)으로 구분하여 각각 설문을 달리 하여 조사하 다.

전자의 집단에 대하여는:

1. 나는, 강제된 인종분리는 비록 동일한 시설이 제공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분리되

는 인종집단 또는 종교집단의 구성원들에 대하여 심리적으로 좋지 않은(detrimental) 

향을 미친다고 믿는다.

2. 나는, 강제된 인종분리는, 만일 동일한 시설이 제공된다면, 분리되는 인종집단 

또는 종교집단의 구성원들에 대하여 심리적으로 좋지 않은, 결정적인 향을 미치지

는 않는다고 믿는다.

3. 아직 이 문제에 관하여 생각한 바 없다.

그리고 후자에 대하여는:

1. 나는, 인종분리를 강제하는 집단의 구성원은, 비록 그들이 분리되는 인종집단 또

는 종교집단에 대하여 동일한 시설을 제공한다 할지라도, 강제된 인종분리에 의하여 

심리적으로 좋지 않은 향을 받는다고 믿는다.

2. 나는, 인종분리를 강제하는 집단의 구성원은, 만일 그들이 분리되는 인종집단 또

는 종교집단에 대하여 동일한 시설을 제공한다면, 강제된 인종분리에 의하여 심리적

12) “The Psychological Effects of Enforced Segregation: A Survey of Social Science 

Opinion,” The Journal of Psychology, Vol. 2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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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좋지 않은 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믿는다.

3. 아직 이 문제에 관하여 생각한 바 없다.

는 질문에 답하도록 하 다. 그 결과 전자의 집단으로부터는 90%가 1에, 2%만이 

2에, 4%는 3에, 그리고 후자의 집단으로부터는 83%가 1에, 4%가 2에, 그리고 

9%가 3에 답하고 있다는 사실을 도출해 내었다. 이들은 이러한 응답분포로부터 

사회과학자들의 대부분이 법으로 강제되는 인종분리정책은 두 집단 즉, 분리하는 

집단과 분리되는 집단 모두에 좋지 않은 심리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믿고 있다

는 결론을 이끌어 내었다. 부연하자면, 인종분리 그 자체가 분리의 주체이건 분리

의 객체가 되었건 그 모든 인간에 대하여 사악한 심리적 향을 미친다는 일종의 

보편적인 인식을 입증한 것이다.

이보다 앞서 K. Clark & M. Clark13)는 학교에 다니는 아동들을 상대로 실험적

인 조사결과를 얻어내고 있다. 그들은 253명의 흑인아동들을 추출하여 인종통합된 

학교에 다니는 집단(북부아동)과 인종분리된 학교에 다니는 집단(남부아동)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하여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지만 피부색이 각각 다른 

두 쌍의 인형을 앞에 두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 다.

문항 선택된 인형 북부아동(%) 남부아동(%)

1. 가지고 놀고 싶은 인형을 골라보라.
유색인형 28 37

백인인형 72 62

2. 착한(nice) 인형을 골라보라.
유색인형 30 46

백인인형 68 52

3. 나쁘게 보이는 인형을 골라보라.
유색인형 71 49

백인인형 17 16

4. 좋은(nice) 색깔을 가지고 있는 인형을 

골라보라.

유색인형 37 40

백인인형 63 57

이 분석에 의하면 남부아동(49%)에 비하여 북부아동(71%)이 보다 유색인형에

게 반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3번문항). 하지만, 저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적

시하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문항에서 나타나는 호감도에 있어서 

북부와 남부간에 별다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에 주목한다. 환언하자면, 응답자인 

흑인아동들은 유색의 피부를 가진 인형에 대하여 호감도의 측면(1, 2, 4번 문항)에

서는 남부집단과 북부집단간에 별다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양 

13) “Racial Identification and Preference in Negro Children,” in: T. Newcomb and E. 

Hartley, eds., Readings in Social Psychology, 1947; as quoted in J. Monahan and L. 

Walker, op.cit., pp.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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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이 일관하여 백인인형에게는 강한 호감도를, 흑인인형에 대하여는 미약한 호

감도만을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혐오도 내지는 배척의 심리(3번 문항)의 

면에서는 두 집단이 모두 유색인형에 대하여 집중적인 선택빈도를 보이고는 있지

만, 예상과는 달리 북부아동에 비하여 남부아동이 유색인형을 선택하는 빈도가 급

격히 줄어들고 있다. 이들은 이 점에 주목하 다. 북부아동은 노골적으로 유색인

형을 배척하고 있는 반면, 남부아동들은 유색인형에 대하여 별다른 혐오감을 제시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응답양태의 의미는 무엇일까? K. Clark & M. Clark는 이러한 응답분포

를 집단의식의 내재화로써 설명하고자 하 다. 남부아동의 경우에는, 자신의 감정

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북부아동들과는 달리 집단적 분리감정이 보다 강력하

게 내재화되어 있으며, 따라서 유색인종집단과 백색인종집단 양자를 완전히 독립

된, 전혀 별개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해석인 것이다. 그래서 법정에서는 “이 

조사결과로부터 남부의 흑인아동들은 자신들이 백인보다 좋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감정에 자신을 적응시키고 있었고 어릴 때부터 패배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배척하는 행위에 별다른 고통을 느끼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것은 건

전한 것이 아니다. 병리현상에 적응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라고 주장하

다.14)

바로 이런 연구결과들이 Brown사건의 청구인측 변론서의 내용으로 담기게 된

다. Marshall을 중심으로 한 변호인단은 후자의 분석을 바탕으로 인종분리나 차

별, 편견이 흑인아동들에게 보다 많은 심리적 충격을 주며 그것은 열등감, 인간적

인 혐오감으로 발전하게 된다고 주장하 다. 뿐만 아니라 전자의 분석을 근거로 

그러한 판단이 특정한 실태조사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과학자들 일반에 공유

되고 있는 하나의 상식적인 진실임을 내보이고 있다. 이 변론서의 결론부분을 구

성하는 법리구성은 바로 이러한 사실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한마디로 인종분리의 교육제도는 학생들에게 치유불가능한 열등감을 야기하고 있

기 때문에 그 본질에 있어 차별적(inherently unequal)인 것이며 따라서 수정헌법 

제14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결정은 … 흑인학교와 백인학교의 [건물이나 교육과정 교사의 자질과 연봉 기

타 가시적인 요소들]을 단순비교하는 것에서부터 더 나아가야 한다. 즉, 공립교육에서

의 인종분리 그 자체의 효과에 대하여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 공립학교에서 오로

지 인종에만 근거하여 분리교육하는 것이 비록 다른 가시적 또는 물리적 요소들이 동

일하다 할지라도 이들 소수집단들에게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것은 아

14) J. Monahan and L. Walker, op.cit., p.15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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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가? … 비슷한 연령과 자질을 가진 아이들을 분리시키는 것은 공동체내에서의 그들

이 속한 인종집단의 지위에 대한 열등감을 느끼도록 만들며, 그것은 … 그들의 심상

에 전례 없는 방식으로 향을 미치게 된다. … Plessy v. Ferguson 사건 당시의 심

리학적인 지식이 어떠하 건, 이러한 결론은 오늘 날 권위 있는 자들에 의하여 뒷받

침되고 있다. 따라서 이 결론에 반하는 Plessy v. Ferguson 판결의 취지는 배척된

다.”15)

그래서 그 유명한 ｢제11번 각주(footnote 11)｣가 탄생하게 된다. Warren대법원

장은 청구인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결정문에서 “Plessy v. Ferguson사건 당시의 

심리학적 지식이 어느 정도 던지 간에 [법의 강제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인종

분리는 흑인아동의 교육적, 정신적 발달을 지체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인종적으로 

통합된 학교에서 그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의 상당부분을 박탈한다는] 결론은 오

늘날의 권위있는 자들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고 선언하면서, 이 부분에 각주

를 달아 위의 논문들과 더불어 유사한 취지의 논문들을 인용하 다.16) 전술한 바

와 같이 헌법제정자들의 역사적 의사를 추적하지 못하 던 현실에서 인종분리제

도의 헌법적 의미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자료로 일련의 사회과학

적 연구결과물을 활용하 던 것이다.

나. 그 의미

Brown사건에서의 헌법문제는 비교적 단순한 것이다: “인종분리의 교육제도는 

평등조항에 위반하는가?” 그러나 그 단순한 명제에 대하여 당시 미국사회는 벌써 

한 세기동안 부정적인 답변을 하여 왔다. 물론 그러한 합헌의 답변관행은 인종과 

피부색에 대한 잘못된 사고들 ― 인종우월주의적 편견들에 기반한 것이다. 이에 

필요한 것은 이러한 편견들을 파기하고 최고법으로서의 헌법에서 선언하고 있는 

이념을 새로이 끌어들일 수 있는 또 다른 명제의 발견이다.17) 그 변호인단들은 편

견에 사로잡힌 다수자(백인)들의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대항논리를 소수자적인 

입장에서 새로이 개발하고 이를 그 당시 학술적 수준에서 통용되고 있는 사회과

15) Brown v. Board of Education of the City of Topeka, 2347 U.S.483(1954)

16) 참고로 이 각주에는 위의 논문들 외에도, Witmer and Kotinsky, Personality in the 

Making(1952), c.VI; Chein, What are the Psychological Effects of Segregation Under 

Condition of Equal Facilities?, 3 Int. J. Opinion and Attitudes Res. 229(1949); 

Brameld, Educational costs, in Discrimination and National Welfare(MacIver, ed., 

1949), 44-48; Frazier, The Negro in the United States(1949), 674-681; Myrdal, An 

American Dilemma(1944) 등이 있다.

17) 이 사건의 진행에 관한 간단한 역사적 고찰은 A. H. Kelly, “School Segregation 

Case,” in: J. A. Garraty, ed., Quarrels That Have Shaped the Constitution(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Inc., 196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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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발견의 힘을 빌어 성공적으로 관철시켰다. 그들은 소수자로서의 흑인들이 이 

사건을 통하여 진정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특정해 내고 그

를 바탕으로 그 주장의 적실성과 설득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사회과학을 활용한 

것이다.

먼저 이들은 형식주의적 법학에서 제기되는 위의 문제를 사회과학적 문제형식

으로 전환하 다. 그들은 “평등의 헌법적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연역적인 법판단

방법론을 채택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인종분리의 교육제도가 흑인들에게 어

떠한 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실증적 문제를 먼저 제기하고, 그로부터 해답을 

추구한다. 그래서 그들은 교육제도가 지향하는 이념과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수

행되고 있는 교육수단들의 합리성과 효율성 자체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또 그의 

부정적 측면을 입증하고자 하 다. 인성의 계발과 사회화라는 교육의 기본목표가 

인종분리의 학교제도에서는 도저히 달성될 수 없는, 또는 적어도 흑인아동의 측면

에서는 가장 비효율적으로 작동하거나 오히려 역의 효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공격의 실마리로 삼았던 것이다. 부연하자면 그들은 종국목적(평등사회의 실

현)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은 다수자인 백인의 편견과 사회적 관행으로 인하여 도

저히 성공가능성이 없음을 깨닫고, 오히려 중간목적(교육제도를 통한 평등기회의 

보장)의 허구성을 고발하고자 하 던 것이다. 이 점에서 교육학이나 사회학, 심리

학, 인류학과 같은 다양한 사회과학분야들이 법학의 아성을 뚫고 그 효력을 발할 

수 있었다. 목적의 수준이 종국목적에서 중간목적으로 내려오면서 보다 사회적 실

천의 계기와 근접할 수 있었고, 따라서 현상의 여하와 그 중간목적의 실현여부라

는 인과율적인 효율성판단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에 위의 헌법문제는 다시 그 내용을 전환하게 된다: “인종분리의 교육제도는 

인성계발과 사회화에 효율적(합리적)인가?” 헌법적 당위규범판단이 이제는 사실의 

역에서 합리성의 판단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이 문제에 대한 부

정적 답변 즉 비효율적이거나 역기능적이라는 사실만 입증해 내면 된다. 

그러면 인성계발과 사회화정도의 측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18) 그들은 이를 자

신들의 지향점으로부터 도출하 다. 백인이 지배하는 기존의 사회질서로 흑인들이 

평화롭고 조화롭게 통합되는 것을 이 교육제도의 목적으로 설정하고 따라서 흑인

들이 백인들과 같은 사고와 정서를 가지는 것 즉 흑인들이 백인들과 자연스럽게 

18) 이러한 문제설정에 있어 핵심적인 준거를 제공한 것은, 소수자가 다수자의 횡포에 대

하여 가장 심각하게 핍박받는 것은 다름 아닌 소외라는 인식이다. 자신의 의사나 이해

관계나 관심사가 사회과정에서 전혀 반 되지 못하는 현실 그 자체가 소수자를 소수자

로 만든다. 이들이 문제제기하 던 것은 그러한 교육제도로 상징되는 이 소외의 현상

이다. 교육에서의 소외가 사회진출기회의 차이로 이어지고 그것은 다시 열악한 생활현

실로 재생산되는 악순환의 현실에서 이를 깨칠 모티프를 추구하 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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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시할 수 있는 상태를 기본모델로 구축하 다. 그러나 실제의 조사결과 기존의 

교육과정이 그러한 동일시를 촉진하기보다는 오히려 흑인들이 스스로 백인들로부

터 구분되고자 하는 의식상태만을 구조화하고 그럼으로써 전체사회에서의 자기정

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게 하는 부정적 효과만을 야기하고 있다는 현상에 착안하여 

열등감이나 인간에 대한 혐오감이라는 매개변수를 도출해 낸 것이다. 이 사건의 

기초지식을 제공하 던 수많은 사회과학논문들이 주로 사용하 던 것이 바로 이 

열등감이라는 否의 변수 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것은 심리학, 교육학 등 

사회과학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가능한 심리상태이자, 동시에 이념이나 가치의 

측면에서도 전체사회로의 통합을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사회심리상태라는 점에서 

이 사건의 분석에 키워드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부연하자면 열등감이라는 변수는 우선 서술과 설명이 가능한 개념이다. 현재 흑

인아동이 느끼고 있는 심적 상태가 집단의 양태(흑인집단인가 아니면 백인집단인

가)에 따라 고유한 특성을 가지는지, 그 특성은 개방적/폐쇄적인지, 후자인 경우에

는 그것이 正의 측면에서 그러한지(예컨대, 자부심, 자존심) 아니면 否의 것인지

(수치심, 혐오심) 등에 관한 과학적 서술이 얼마든지 가능하며, 이를 야기하게 되

는 원인 또한 표본집단의 추출방법을 조작함(인종통합학교재학생/인종분리학교재

학생 등)으로써 얼마든지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분석의 결과에 대한 해석 또한 평등이라는 헌법이념과 사회화라는 교육목적을 연

계지움으로써 일단의 사회적 현상이 선의 상태인지 아닌지의 판단이 가능하게 된

다. 

분리 동일시설 --①-→ 동일교육 --①-→ 동일효과 --①-→ 통합

 ②  ②
②

격리효과 --②-→ 열등감

<그림 1> Brown사건에서의 의제변화

변호인단들은 교육현실에 대한 인과분석에서 ①의 논리(분리하더라도 동일한 

시설에서 동일한 교육을 한다면 동일한 교육효과를 거둘 수 있고 이로써 인종통

합은 가능해진다19))로 일관하는 다수자들의 사고를 ②(분리는 격리효과를 야기하

고 이 인종집단간의 격리현상은 격리되는 자 즉 흑인에 대한 열등감을 야기하게 

19) 실제 이 논리는 교육의 효과를 총체화의 수준에서 구성됨으로써 그 교육효과를 얻을 

수 없었던 모든 흑인학생들의 문제(즉 교육의 실패, 또는 사회적 적응의 실패)는 교육

제도나 교육과정의 잘못이 아니라, 개인적인 나태 또는 무능력으로 개별화시키는 한편 

전체적으로는 흑인의 지적 열등성을 지적하는 이분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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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때문에 소정의 교육효과를 거두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 되게 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야기하며 따라서 그것은 사회통합이라는 일련의 교육목적과는 전혀 다

른 결과를 야기한다)의 논리로써 극복하고 또 반박하 다. 흑인아동들을 정규적인 

사회과정에 흡수하고 통합하는 메카니즘으로서의 교육이 동일시설이 제공된다 할

지라도 ②의 과정에 따른 부정적 매개변수가 존재하고 이것이 이들의 정상적인 

통합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함을 인과율과 합리성의 수준에서 입증해 내었다. 기

존의 논의가 막후로 숨겨놓았던 분리라는 변수를 통합의 成否를 결정하는 가장 

유의미한 독립변수로 노출시키고 그것이야말로 통합을 저해하는 비교육적이고 반

사회적 행위임을 증명한 것이다.

그렇다면 수정헌법 제14조가 평등보호를 통하여 인종간의 구분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하나의 사회질서로 통합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할 때, 이 통합의 이념

을 저해하는 최대의, 결정적인 요소는 그 자체로서 수정헌법 제14조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통합이라는 헌법규범적, 당위적 개념을 

설명하는 소극적 변수로 폐쇄적 집단경계의 구축이라는 사실관계를 설정하고, 이

를 인종의 구분과 분리관행에 따른 열등감이라는 요소로써 설명해 냄으로써 통합

이라는 正의 헌법개념과 차별이라는 否의 헌법개념을 연계지우는 방식을 취함으

로써 자신들의 헌법변론을 채워 나갔던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막연한 형식

논리에 입각한 다수자들의 편견을 엄 한 과학적 입증에 의하여 뒤집어 버리고 

헌법이 가장 효율적이고 순기능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을 제시하

던 것이다.20)

Ⅳ. 사회과학적 헌법변론의 문제

가. ｢헌법변론｣의 시대사적 의의

이제 다시 사회과학적 방법론에 입각한 헌법변론의 문제로 돌아가기로 하자. 헌

법은 그것이 가지는 개방성, 미완결성, 역사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다른 법과

20) 이 점은 인종차별의 문제가 단순한 합리성심사(rationality test)의 대상에 지나지 않았

던 지난 선례들을 파기하고 Brown사건에 와서부터 엄격심사(strict scrutiny)의 대상으

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에서도 명확해진다. 즉, 평등판단의 기준으로서의 집단구획

(classifying or zoning)의 문제가 인종에 관한 한 더 이상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맡게 

지는 것이 아니라, 연방대법원의 적극적이고 심도깊은 검증의 대상으로 설정되었음을 

의미한다. G. Turkel, Law and Society: Critical Approaches(Boston: Allyn and 

Bacon, 1996), p.177f.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입법재량에서 나타나는 정책판단요소 ―합리

성의 판단― 가 헌법재판상의 심사대상으로 편입되며 여기서 사회과학적 고려는 그 법

적 의미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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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달리 언제나 별도의 구체화행위 ― 집행행위가 필요하고 이 점에서 그 실천은 

항상 정책적 고려라는 매개행위를 전제로 하게 된다. 헌법실천의 대상이 되는 당

대의 사회현실에 대한 나름의 분석과 평가를 바탕으로 일정한 헌법실천의 의지가 

작동되어야만 헌법이 시대적 의미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주로 입법과 집행의 역에서 이루어진다.

헌법재판은 입법과 집행의 작용에 대한 반발의 형태로 제기된다. 입법행위나 집

행행위와 같은 공권력의 행사로부터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가 구제를 청구

하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제도의 핵심인 만큼 헌법재판의 전과정은 바로 이 점에

서 입법과 집행작용 그리고 그로부터 향을 받게 되는 개개인의 생활현실과 직

접적이고도 불가분의 관계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 점에서 헌법재판은 형식주

의적 법학에서 말하는 바와 같은 규범적 판단 외에도 그 전제로서 또는 그 판단

의 기준으로서 입법 또는 집행의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사실적 분석과 판단에 대

한 심사 ―문자 그대로 재심사(review)― 가 선행하게 되는 것이다.21)

부연하자면, 입법과 집행의 작용은 법규범적 통제 외에도 당대의 시대상황에 대

한 사실적 분석과 판단에 기초한다. 그것은 철저하게 사실의 인식과 인과관계의 

규명, 그리고 일정한 정책목표를 전제로 한 목적과 수단의 합리성의 판단에 바탕

을 둔다. 법학에서 상황구속성 또는 사항강제라고 말하는 語義 이상의 판단 ― 계

산(reckoning)에 입각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사항강제(Sachzwang)는, 일정한 현

실상황을 고려할 때 법적으로 선택지가 한정됨을 의미하는 것22)이지만, 실제의 입

법과 집행의 역에서는 이러한 ‘어찌할 수 없음’의 관념보다는 오히려 그 현실상

황의 ‘일정성 또는 旣成性’ 자체를 선별하고 그 선택지중에서 어느 하나를 동원하

는 형성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예컨대, 위의 생계보호기준사건에서 보듯, 거

택보호대상자의 현실생활이 어떠한 모습이기 때문에 어떠한 조처가 불가피하다는 

판단과 더불어 현재 국가의 재정상황이 어떻고, 그 재정의 분배가 어떻게 결정되

어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보조금지급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공존할 수 있는 

21) 이 점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T. Stacy, “The Search for the Truth in Constitutional 

Criminal Procedure,” Columbia Law Review, Vol. 91, 1991 참조. 

22) 이러한 논의는 엄 히 보아, 가치판단 및 선택의 문제로서의 정치(또는 법발견)와 이에 

의하여 선택된 가치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으로서의 정책이나 행정을 

준별하는 고전적 입장에 기반하고 있다. 즉, 행정이나 정책의 역을 가지중립적인 과

학 내지는 사회공학으로 규정하고 가치의 문제는 이 역을 벗어나 있는 초월적인 것

으로 보고자하는 시도가 그것이다. 하지만 이렇듯 도구합리성의 차원에서 사실과 대안

선택의 문제를 축소하고자 하는 입장은 C. W. Anderson의 비판과 같이 “분석은 불가

피하게 가치를 명시하고 이들 가치들간의 서열을 붙이는 것을 포함한다”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을 뿐이다. 자세한 것은, 아다치 유키오, (김항규 역), 정책과 가치, 대 문

화사, 1992, 25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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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래서 법학에서 말하는 사항‘강제’성은 엄 히 보자면 입법과 집행의 측

면에서는 ‘사항’강제에 다름이 아니며, 그러한 인식과 평가를 법판단의 전제로 한 

위에 사법과정에서 논의되는 것이 사항‘강제’인 것이다.

이러한 형편에서 사법이 단순히 ‘강제’여부에 대한 판단에만 머무르는 것은 결

과적으로 법치의 이름으로 입법과 집행에 대한 무한한 재량과 형성의 여지를 인

정하는 셈이 되어 버리고 만다. 사항의 판단을 사법과정에서 적절히 통제하지 못

함으로써 소수자와 다른 ｢눈｣을 가진 다수자가 소수자를 사항강제라는 이름으로 

억압하고 그것을 법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법의 지배가 아니라 합리성의 지배가 

사법과정을 관철하는 현상이 야기될 수 있는 것이다. 또는 당위/존재의 이원론에 

입각한 형식주의적 법논리들이 그 이항대립적 구분에만 집착함으로써 오히려 합

리성의 판단에 기반한 존재의 논리가 당위․규범의 논리를 실질적으로 대체하는 

전도된 결과만을 야기하게 될 따름이다. 이것을 우리는 생계보호기준사건에서 본

다.

사법과정 특히 헌법재판과정에서, 사실을 보는 이 ｢다른 눈｣의 존재의미를 인정

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은 당위/존재의 이원론적 구분 자체를 

무화시키자는 주장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단지 존재인식과 평가에 

있어서의 ｢다른 눈｣의 존재의미를 헌법재판의 과정에서 충분히 포섭되어야 하며, 

그것이 소수자보호라는 입헌주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길이라고 보기 때문이며, 

그 방법 중의 하나가 사회과학적 변론의 전략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입법

이나 집행의 과정에서 간과되거나 배제되었던 ｢다른 눈｣들이 사법과정이라는 또

다른 다툼의 장에서 재정치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형식적 평등과 소극적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표준화와 총체화에 주력하 던 근

대헌법과는 달리, 현대헌법은 보편적․편재적 이성을 바탕으로 하는 추상적 인간

이 아니라 구체적인 생활환경에서 현실적이고 감각적으로 실존하는 구체적 인간

을 다룬다. 종래 순수하게 私法의 역에서 의사자치에 방임되었던 그래서 정치로

부터 소외시켜 두었던 제반의 생활 역들 ―경제관계, 환경관계, 소비자보호, 여성

과 모성의 보호 등― 을 다시 헌법적 관심 역으로 포섭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

한 과정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상술한 ‘사항강제’라는 이름하에 이루

어지는 관료적 재량과 형성 역의 도래이다. 헌법적 관심이 ‘사적’ 생활로 이전하

면서도 그것을 그대로 정치 역으로 재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행정국가라

는 이름으로 변형시켜 버리고 여전히 그들을 탈정치화시키고 있는 것이다.23) 형식

주의적 법학이나 독일, 일본, 우리나라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관료화된 법조제

23) 이에 관하여는 한상희, 사법판단의 준거로서의 권력현상, 법과 사회 제9호, 199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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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바로 이러한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법의 문제를 입법이나 집행의 문제

와는 전혀 별개의 차원에서 설정해두고 두 역의 판단기준을 전혀 달리 함으로

써 법판단과 정치판단을 2원화시킴과 동시에, 사회내의 다수자와 소수자의 대립을 

대립 그 자체의 현실문제로 파악하기보다는 오히려 법으로 상정되는 국가의지와 

일 개인의 대립의 문제로 변이시켜 버리는 것이다. 부연하자면, 행정이나 입법의 

테크노크라트와 사법의 테크노크라트를 분리시킴으로써 사실판단의 相違로 인하

여 발생하는 대립과 분쟁의 문제를 전혀 다른 차원의 패러다임 즉 법판단의 논리

로서 처리하고자 하는, 그럼으로써 결국에는 다수자의 의지가 관철되는, 분쟁사실

의 왜곡과 그 처리방법의 편향성을 야기하게 되는 것이다.24)

물론 이러한 왜곡현상을 치유하기 위하여는 수많은 처방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에서 말하고자 하는 사회과학적 변론의 전략은 이 왜곡이 가장 첨예하게 표출

하는 현장 ―법원을 재정치화시킨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특히 헌법재판은 법

체계 밖에서 정치적․정책적 고려와 타협에 의하여 결정되는 입법이나 집행을 대

상으로 헌법적 판단을 내리기 위한 제도인 만큼, 일반적인 사법과정과 달리 이러

한 변론방법의 전환 내지 보완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환언하자면, 입법등의 

공권력행사를 장악하고 있는 다수자가 사실에 대하여 동원하는 인식이나 평가의 

준거틀을 소수자의 입장에서 비판하고 그 소수자 나름의 준거틀로써 그것을 대체

하고자 하는, 그럼으로써 소수자 자신의 인식과 평가― 즉, 理解와 의지에 따른 

헌법의 재구성작업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헌법재판의 정치화

의 문제이다. 헌법의 의미를 고착시킨 채 그에 적합한 사실관계를 추출해 내는 것

이 아니라, 분쟁주체들이 자기 나름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바탕으로 

헌법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이끌어내고 이로써 분쟁의 소재로 상정하는 일련의 검

증과정으로 헌법재판을 재구성하는 작업인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될 때에야 비로

소 헌법재판이 단순한 형식주의적 법논리의 무한반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끊임

없는 대립과 논쟁의 과정을 통하여 헌법을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적응시키고 나아

가 그렇게 발견되는 헌법내용이 현실을 규율할 수 있도록 규범력을 부여하는 헌

법발전의 계기를 구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의 전과정을 통하여 오로

지 법조관료들의 손에만 일임되어 있는 헌법분쟁에서의 의제설정(agenda setting)

의 기회를 다양한 사실인식에 바탕을 둔 일상적 상식을 담지하는 일련의 소수자

24) 이의 대표적인 경우가 교수재임용제에 관한 헌법재판이다. 1998. 7. 16선고 96헌바33․

66․68,97헌바2(사립학교법제53조의2제2항위헌소원등); 1993. 5. 13선고 91헌마190(교수

재임용추천거부등에 대한 헌법소원) 참조. 여기서는 제도와 그 제도의 실천태가 철저히 

분리되면서, 제도의 이념 및 규범적 의미와 그 제도를 기반하고 있는 사립학교의 현실

태의 관계를 제대로 분석․평가하지 못하고 있다. 즉, 제도의 토대를 간과하면서 제도

의 타당성만을 당위의 측면에서만 검증하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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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도 부여한다는 점에서 헌법과정에의 다양하고도 다층적인 참여를 이루어낼 

수 있게 된다는 이점도 가지게 된다.

나. 몇 가지 개념들

그렇다면 사회과학적 헌법변론을 수행하기 위하여 어떠한 작업이 필요하게 되

는가? 이를 살펴보기 전에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몇 가지 개념들부터 먼저 정리

하기로 한다.

(1) 이론과 가설, 개념

헌법변론에서 사회과학이 문제되는 것은 주로 주장의 기초가 되는 사실(facts)

의 인식(즉 서술description)과 설명(explanation)에 관련된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

는 사회과학은 대부분이 경험주의적 모델에 입각한 것이다. 즉, 현실에 대한 실증

적 분석을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일반명제 ―이론― 를 추구하는 틀을 

바탕으로 한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이 일반명제로서의 이론은 다양한 수준

에서 논의될 수 있다. 연구분야나 대상에 대한 기본개념이나 아이디어로 구성되어 

있는 분석의 틀(analytic framework)로서의 이론은 가장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수

준의 이론으로 이를 패러다임이라고 하기도 한다.25) 시스템이론이나 합리적 선택

이론 등과 같은 유형들이 이에 속한다. 그러나 이것은 말 그대로 너무 고차의 수

준을 이루고 있는 만큼, 사법과정에서 요구되는 수준의 일반성과 명증성을 갖춘 

경험적 검증이 불가능하여 구체적인 현실문제를 다툼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효용

은 갖지 못한다.26) 오히려 통상적으로 가설(hypothesis)로 명명되는 수준의 이론

이 이 부분에서 의미를 가진다. 이것은 어떠한 현상에 관한 일반적 이론을 선택하

고 이를 바탕으로 현상을 재구성하는 초기단계의 문제설정작업이다. 즉, 이론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변수들을 설정하고 그들간의 상호관계를 객관적이

고 과학적으로 분석, 정리한 것이다. 예컨대, 변수A, 변수B는 변수C의 매개를 통

하여 변수D의 결과를 야기한다는 식으로 현상들간의 인과적 관계를 설명하고 또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경험으로부터 또는 상술한 패러다

25) 안청시, “과학적 정치학,” 김 국 편, 현대정치학의 대상과 방법, 법문사, 1981, 49면 참

조.

26) 실제 이 패러다임의 차이는 사실의 인식과 평가의 결과에 중대한 차이를 야기한다. 만

약 이러한 패러다임의 차이에서 어떠한 법(또는 사실)판단의 차이가 도출될 경우 이는 

명확히 사법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정책 또는 행정의 대상 ―환언하자면 계획재

량이나 행정재량, 또는 입법재량의 문제― 으로 환원되어야 할 것이며 이 점에서 이는 

심판사실보다는 입법사실과 관련을 가진다. 그리고 이에 관한 한 법원은 대부분의 경

우 사법적 자제의 태도나 합리성 심사의 수준에서 그 결정권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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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연역과정을 통하여 정립되는 일련의 명제들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것이 현

실적인 관찰과 분석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검증됨으로써 하나의 과학을 이루게 된

다.27)

이 에서의 사회과학은 바로 이러한 저수준의 의미에서의 이론 즉 가설과 검

증의 차원을 의미함은 물론이다. 그래서 사회과학적 헌법변론이라는 것은 헌법재

판에서의 주장을 규범논리적인 것에서부터 사실관계부분을 추출하여 가설의 차원

으로 변환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과학적으로 이를 검증하는 

절차, 또는 범위를 약간 확장하자면 그러한 검증절차의 결과를 다시 헌법의 맥락

에서 규범논리적으로 재구성하고 정당화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게 된다. 

여기서 헌법적 주장을 과학적 이론의 형태로 변환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험적인 가설의 설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즉, 규범적 명제를 경험적 명제로 

전환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때 경험적 명제는 구체적 현실과 관련하여 관찰가능한 

서술적 ―평가적이 아니라― 개념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예컨대, ｢인간다운 생

활｣이라는 평가적, 규범적 명제는 ｢어떠한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수준｣에 대한 ｢

사회적 인식과 평가(의견)｣이라는 형태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이다. 명목개념

nominal concept과 조작개념operational concept은 이러한 작업을 위한 단위를 이

룬다. 전자는 ｢생활수준이란 소득과 지출과 여가시간 그리고 주관적인 만족도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와 같이 관찰자가 나름으로 개념을 설정하는 것을 말하며, 

후자는 그러한 개념을 실제로 관찰․측정가능한 변수들로 구체화하고 요소화하는 

것을 말한다.28) 그래서 소득과 지출을 엥겔지수로 표현하고 주관적 만족도를 아주 

만족, 약간 만족, 약간 불만족, 아주 불만족 등으로 척도화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

다.29) 

(2) 심판사실과 입법사실

통상적으로 법과정에서 사회과학적 방법론이 의미를 가지는 것은 사실입증, 입

법판단 및 정황제시의 세 부분에서이다. K. David30)에 의하면, 법적 관심의 대상

27) 자세한 것은 전게논문, 50-52면 참조.

28) 이러한 변수를 특정하고 측정, 분석하는 방법으로 주로 사회통계학을 사용한다. 이에 

관한 개략적인 소개로는 졸고, “법사회학을 위한 통계분석기법 개요,” 최대권 외 편, 법
사회학의 이론과 방법, 일신사, 1995; 정대연, 사회통계학, 백산서당, 1992 등 참조.

29) 이렇게 개념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명제는 그것을 이루는 변수들에 관한 경험적 측정

(관찰)과 분석에 의하여 검증된다. 이 때 이 가설을 零假設이라고 하고 만일 관찰과 분

석에 의하여 그 명제 즉, 가설이 뒷받침될 때에는 이를 취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歸無假說 즉, 정반대되는 명제가 채택된다.

30) “An Approach to problems of Evidence in the Administrative Process,” Harvard 

Law Review, Vol. 55, 1942; “Facts in Lawmaking,” Columbia Law Review, Vol. 80, 

1980; “Judicial,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Lawmaking: A Proposed Research 



96 한     상     희 서울대학교 法學

이 되는 사실들은 주로 심판사실(adjudicative facts)과 입법사실(legislative 

facts)로 대별되며, 전자는 당사자들의 행위, 그 정황, 전후맥락 등과 같이 직접 

당사자들과 관련된 구체적 사실관계들의 존부나 그 여하를 의미하는 반면, 후자는 

법이나 정책내용에 관한 문제로서 구체적인 행위나 사실의 인식과 직접 관련된다

기보다는 오히려 법관들의 법판단에 도움이 되는 사실관계들을 말한다고 한다. 

심판사실은 특정한 사실의 존재여부, 또는 그 사실의 인과적 관계들을 중심으

로,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사건에 한정하여 진위를 밝혀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이 사실에 대한 입증은 당해 사건과 당해 당사자에 관하여서만 타

당한 것이며, 이 점에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이지 입법사실과 같은 일반적 타당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문자 그대로의 입증의 문제 ― 환언하자면, 인식을 바

탕으로 한 증명의 문제와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인식작용이라 하더

라도 그것이 현상계에 대한 관찰로부터 직관적으로 인과의 고리가 발견되거나 또

는 자연과학적인 인과설명이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예컨대, 상표의 유사성이나 외설․음란, 명예훼손의 입증과 같은 사회일반적인 

인지 내지 인식여하를 바탕으로 그 의미가 규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법적 성

격에 대한 ‘객관적’ 진술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어려움을 안게 된다. 여기서는 통

상적으로 말하는 ｢사회평균인｣의 관점이 일개 법관의 개인적․주관적 관점으로 

환원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회 일반인들이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는 일종의 “일

리 있는” 진술이 요청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사회과학적 조사의 

필요가 나타나게 된다. 주로 여론조사의 방식이 상당한 유효성을 획득하게 되는 

이 부분은 사회심리학이나 인류학적 분석방법론을 원용하면서 그 이론적 틀을 통

하여 사회내에서 형성되는 의미와 가치를 유효 적절하게 추출하고 이를 가시화할 

수 있을 때에만 이러한 개념들 ―유사성, 외설․음란성, 명예와 그 훼손― 의 의

미 역이 확정될 수 있고 이를 법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31) 이에 사

회과학적 조사분석은 심판사실의 입증을 위한 가장 유효하고도 적실성있는 전략

요소를 이룬다. 입증에 있어 최우선적인 고려사항이 ｢객관적․합리적으로 신뢰할 

수 있음｣의 여부라고 할 때, 객관성과 일반성 및 과학적 합리성을 모토로 하는 사

회과학은 이 점에서 아주 엄 한 분석의 틀을 제시해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일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어떠한 사회조사에 입각해서 그 주장내용을 입

Service for the Supreme Court,” Minnesota Law Review, Vol. 71, 1986 등 참조.

31) 다만 주의하여야 할 것은 심판사실에 대한 사회조사결과를 증거로서 제출할 경우 전문

증거의 제한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일정한 사회현상에 대한 일반인의 인

식이나 감정, 평가를 사회조사자가 수집하여 법정에 제출하게 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

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의연히 남는다. 따라서 그 결과의 제출은 반드시 당해 사회

조사를 주관하 던 조사자의 법정진술과 더불어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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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입증이 없음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

다.32) 위의 생계보호기준사건의 예를 들어 보자면, 기존의 65,000원의 보조금이 현

실적으로 당사자의 생활여건을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가의 문제, 즉 아래 <그림 

2>에서의 ①에 상당하는 부분의 요증사실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입법사실은 심판사실과는 달리, ①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성격을 가지며 ②

당해사건과 직접관련되기보다는 그 배경이나 주변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로 

구성되고, ③다른 진술과 첨예한 대립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양립가능한 형태로 

제시되며 ④사실명제와 더불어 판단이나 정책명제가 혼재되어 있고, ⑤입증이 용

이하지 않으며, ⑥당사자들과는 직접 관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그 특징을 가

진다.33) 부연하자면, 입법사실은 당사자들의 주장과는 별도로 독립한 역에서 이

루어지는 사회현상 일반에 관한 진술로서 법관의 사실판단 및 그를 바탕으로 한 

사실평가에 도움이 되는 요소이다. 따라서 이 입법사실은 당사자에게 주장과 증명

의 의무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법판단을 행하는 법관이 자신의 판단을 근거지

우기 위한 하나의 판단준거로서의 성격을 띤다. 실제 이러한 부분을 소송법상으로 

요구되는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기준에서 재단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입법사실에 

관한 주장들이 탄핵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판단기제로서의 민․형사재판과는 달

리, 헌법재판은 구체적 사건 즉 헌법사건을 중심으로 헌법규범의 의미내용을 확정

하고 그로써 사회일반에 타당한 법규범을 특정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즉, 구

체적인 사건의 심판이라는 기능 뿐 아니라, 이러한 심판기능을 통하여(또는 그에 

더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기판력을 고려할 때 새로운 법규범을 발견하고 정립

하는, 보다 일반적인 형태의 법규범을 정립하는 일종의 입법작용으로서의 성격이 

적지 않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보다 가치관련적이고 정책지향적인 판단의 자

료가 필요하게 되며 그 판단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규범외적 준거

가 요청되는 것이다. 요컨대, 입법사실에 관한 주장과 검증이 필요불가결한 것이

며, 그 점에서 그것은 당사자의 의무가 아니라, 법관의 의무인 것이다.

물론 이들의 구분은 상대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K. David는 

전통적인 소송구조 특히 증거조사와 관련한 소송제도는 전자에 적합하도록 구성

되어 있고 주로 상급심 특히 법률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후자의 경우에는 

32) 이 점은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주목하여야 할 부분이다. 통상 유사성, 외설․음란성, 명

예훼손 등의 관념을 법적 개념으로 규정하고 법관의 직관에 의한 법판단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그 요건으로서의 일반인의 인식혼란여부, 성적․인적 공격성향 등의 인식

은 법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사실판단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33) K. David. op.cit.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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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한계를 가지고 있어 소송제도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34) 이러한 

David의 주장은 우리의 헌법재판현실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다. 헌법재판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란35)은 차치하고서라도 일부 결정에 대하여는 객관적 기판력이 인

정되는 한편(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75조), 사실상으로도 그것이 사회일반적인 헌

법분쟁에 대한 종국적․권위적 판단근거로 인식되고 있는 헌법재판의 현실적 기

능을 중심으로 본다면, 그것은 구체적인 사실이나 법발견을 통한 분쟁의 해결이라

는 측면보다는 보다 추상적이고 일반적 수준에서 사회내에서 법적 효력을 가지는 

행위준칙을 발견하고 선언하는 입법적 기능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서는 헌법재판절차에 관하여 민사소송에 관한 법

령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작으로 필요한 입법사실에 대한 주장과 

방어를 제도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언하자면, 입증책임이나 (합헌성의) 

추정과 같은 심판사실의 증명에 특유한 논의들이 그대로 입법사실의 경우와 혼착

된 채36) 후자에 특유한 속성들을 제대로 변론과정에 반 하지 못하는 재판현실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37)

위에서 예로 든 두 사건에서의 논쟁사실도 엄 히 본다면, 입증의 대상이 아니

라 주장들(학교통합 또는 실질적인 생계보조)을 뒷받침하는,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입법사실이다. 그것은 당해 사건에 대한 법관들의 판단을 유도하고 그에 나름의 

과학적 근거를 부여하는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 어떠한 진술

이 다른 진술을 일방적으로 배척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어떠한 사실의 발견을 바탕으로 전적으로 부인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문제

는 이러한 두 주장에 대하여 무엇을 다른 것에 우선하여 법판단에 고려할 수 있

34) op.cit(1942). 이를 받아들여 1975년 개정된 연방증거조사법(the Federal rules of 

Evidence) 제201조에서는 심판사실에 관한 석명권에서 입법사실과 심판사실을 포괄하

도록 하 으나,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35) 이를 잘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는 박승호, 헌법재판의 본질, 공법이론의 현대적 과제, 

구병삭박사정년기념논문집, 1991 참조. 

36) 실제, J. Monahan & L. Walker, “Empirical Questions without E,pirical Answers,” 

Wisconsin Law Review, Vol. 1991, 1991에 의하면, 미국연방대법원의 위헌법률심사기

준으로서의 합리성심사나 엄격심사는 엄 히 보자면 합헌성의 ‘추정(presumption)’이 

아니라 합헌성의 ‘가설(assumption)’으로, 그리고 ‘입증책임(burden of proof)’의 문제는 

‘논증의무(responsibility of arguement)’로 대체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그것은 이들 문제가 실질적으로는 법판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일종의 사회과학적 진실

규명과 관련한 것이고 이 점에서 후술하는 ‘사회적 권위’로부터 결정의 정당성을 획득

하는 하나의 선택행위에 불과한 것이 된다.

37) 대표적인 것이 형법 제241조에 관한 위헌심판(1993.3.11. 선고 90헌가70)으로 간통에 대

한 역사적, 사회적 평가에 대한 어떠한 ‘입증’도 ‘논증’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수의견, 보

충의견, 반대의견 가릴 것없이 모두 재판관들의 단순한 입장과 속단만이 결론에 이르

는 전제사실로 제시되고 있을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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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또 그렇게 하여야 하는가이다. K. David의 입법사실론은 이 점에서 한계에 

부딪힌다. 그것은 ‘입법’ 즉 사실관계에 대한 일정한 진술로써 법발견에 대한 가이

드라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타당하지만, 그러나 그 진술이 절대적이거나 배타

적인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에서, 따라서 상호 대립되는 진술들 중에서 어느 하나

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순수한 ‘사실’로서의 성격을 상실한다. 

오히려 그것은 의견이나 견해에 가까운 진술일 따름이다. 오히려 J. Monahan & 

L. Walker38)의 견해와 같이, 사회과학적 진술들은 오로지 그 개념화의 틀 속에서

만 타당할 따름이라는 상대주의적 관점에서부터, 입법사실이라는 논의를 “사회적 

권위(social authority)”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이 더 타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들은 사회적 권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법원은 법규칙의 창조와 관련된 사회과학적 연구결과를 사실발견의 준거로서가 아

니라 권위의 근원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법원은 사회과학

적 연구결과들을 마치 선례를 다루는 것과 같이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39)

이들의 논의에 의하자면, 법과정에서 사회과학이 차지하는 위상은, 어떠한 사실

관계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한 도구로서가 아니라, 법관이 구체적인 사실에 적용

할 법규범을 발견하고 선택하는 일종의 정책결정으로서의 법창조행위를 유도하고 

그에 나름의 ｢사회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제로서의 의미가 설정되는 것이다. 여

기서 중요한 것은 진실의 발견 ―즉 엄 한 과학적 정합성― 보다는 사회적 상당성

(plausability)의 문제이며 설득력의 문제이다. 위의 Brown사건의 예를 들자면, 그

것은 분리교육이 구체적인 아동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교육결과를 야기하

는가의 문제에 대한 입증이 아니라,40) 열등감이 고착되어 형성될 수 있는 ｢개연성｣

의 판단에 대한 권위 있는 준거를 ｢각주 11｣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각주 

11｣에 열거된 각종의 사회과학적 논문들에 대한 대립되는 조사결과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대립연구들이 이 ｢개연성｣을 절대적이고 결정적으로 배척하지 못

하는 한에 있어서는 이 결정은 나름의 상당성을 인정받고 그로부터 판결의 권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들은 바로 이 점에서 사회과학적 연구결과물들을 

선례(precedents)와 같이 취급하고자 제안한다. 법관은 선례가 당해 사건과 전혀 

38) “Social Authority: Obtaining, Evaluating, and Establishing Social Science in Law,”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Vol. 134, 1986.

39) ibid.

40) 실제 이러한 입증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인과의 고리내에는 수많은 매개

변수, 독립변수들이 개입하게 되고 그 변수들의 특성이나 작용방식에 따라 수없이 많

은 경우의 수들이 파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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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한 것이거나, 아니면 그 선례 자체가 오류에 빠진 것이라는 판단이 내려지지 

않는 한 당해 선례에 의존한다. 미법상의 선례구속의 원칙은 관점을 바꾸어 보면 

자신의 결정에 대한 또다른 권위를 획득하는 행위이자 방식이며, 따라서 그것은 보

기 나름으로는 선례의존의 원칙에 다름이 아닌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그 권위의 획득을 위한 노력이 규범주의적으로 정향지워지는가 

아니면 사회과학적 연구결과에 대한 과학적 탐색으로 정향지워지는가 일 따름이

다. 물론 이에 대하여는 수많은 논의들이 있어 왔고, 또 나름으로 타당성을 가지

지만, 그와는 별도로 헌법변론의 차원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사실관계에 대한 규명

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권위의 차용이라는 문제는 의미를 가진다. 권

리침해의 직접성이나 현재성과 같은 헌법소원의 청구인적격문제 ―이는 위헌법률

심판에서 말하는 재판의 전제성에서도 여전히 타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재판 그 자체가 사실성, 구체성을 당사자적격의 요건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는 종국적으로는 사실인식의 문제로부터 시작되며, 이렇게 인식과정을 통하여 사

실을 재구성하는 것 자체가 사회과학적 일반성을 획득하여야만 소위 상당인과관

계의 틀 속에서 설명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구체적․개별적 사건으로부터 법적으

로 의미있는 사실관계를 이끌어내기 위하여는 그 준거로서 일반성과 객관성을 가

지는 사회과학적 분석틀을 원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분석틀을 통하여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원인과 결과을 규명하는 한편 이를 일반화된 법적 규율의 체계

속에 포섭할 수 있는 통로를 획득하는 것이다. 그래서 J. Monahan & L. Walker

의 논의는 사건을 사실관계로 재구성함에 필요한 나름의 분석틀을 제공함과 아울

러 그 인과의 설명에 대한 유의미한 사회적 권위를 부여하는 기제로서의 사회과

학을 말하고 있는 셈이 된다. 

다. 사회과학적 헌법문제의 설정과 디자인

헌법주장에서 채택되어야 할 사회과학적 방법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실에 대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인식의 획득을 위한 수단과 절차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

것은 문자 그대로 사회과학적 진리획득 ―또는 J. Monahan & L. Walker식으로 

말하자면 권위획득― 의 방법이지 헌법재판을 위한 하나의 도구나 전략으로서의 

그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의 목적과 관련하여 볼 때 그것은 가장 실

용적인 것이자 동시에 그 자체 가치관련적일 수밖에 없다. 특정한 헌법적 주장이

나 변론을 위하여 가장 적실성있고 설득력 있는 사실판단 및 해석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이나 그 절차를 이 사회과학적 방법을 통하여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회과학적 방법 즉 “사회과학자처럼 생각”41)하는 것은 어

떻게 하여 가능하게 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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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생계보호기준사건을 예로 들자면, “월 65,000원의 생계보조금은 최저생계

비에 훨씬 미달하므로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를 침해하 다”라는 문제제기는 사회

과학적으로는 무의미에 가까운 질문이다. 문제의 설정 자체가 전혀 규정되지 아니

한 개념(즉 최저생계비, 미달, 인간다운 생활, 침해 등)의 연속으로 일관하고 있고, 

따라서 별도의 논의과정을 통하여 그것을 확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개념들에 대하여 논쟁의 당사자들이 전혀 다른 개념화에 입각하고 

있을 때에는 그 어떠한 결론도 간단히 무시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과학자

라면 이 질문은 “어떠한 사람(또는 사람의 집단)의 현재의 생활상태가 어떠한 모

습이며(서술descrition), 그 원인은 어떠하며(설명explanation), 현상태가 계속된다

면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 것이며(예측predict), 이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인가(평가evaluation)”의 문제제기로 변환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현행

의 생계보조금제도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떠한 기

능을 수행하고 있고 이 기능과 목적과의 관계는 어떠하며, 따라서 그에 대하여는 

어떠한 평가가 가능하다”라는 식의 논의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한마디로 경험적으로 관찰가능하고 인과연결에 의하여 설명가능한 방식으

로 헌법주장을 재구성함을 의미한다. 물론 이러한 문제설정은 현상을 분석하고 평

가하는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현상의 서술

과 설명, 그리고 예측은 적어도 그가 사용하는 개념에 입각하는 한 동일한 결론에 

이를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상적으로 검증가능성, 또는 재현가능성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일련의 분석은 구체적인 분석대상에만 한정되는 개별적 현상

이어서는 아니되며, 여타의 事象들과 더불어 일반화가능한 것이어야 한다.42) 따라

서 일정한 이론을 바탕으로 한 가설을 제시하고 이를 분석결과에 의하여 검증하

는 방법을 취하게 된다. 예컨대, ｢인간다운 생활｣이란 문화적 평가이며 따라서 사

회구성원들이 일정한 삶의 수준에 대하여 부여하는 의미로부터 판단가능하다라는 

명제를 분석의 전제로 취하 다면,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유효한 방법(실태조사

나 여론조사등)과 개념화작업(그러한 문화적 의미부여를 결정하는 요인 ―직업, 

여가, 의식주의 수준 등― 은 무엇이며 어떻게 측정가능하도록 조작할 것인가)을 

거치게 되고 이로부터 현상에 대한 기술을 행하여 나가는 것이다. 

아래의 그림은 이상의 설명을 도식화한 것이다. 여기서 개념의 설정과 그에 따

41) J. Monahan, and L. Walker, op.cit., p.31.

42) 이때의 일반화가능성이란, 그 논술에 대하여 유의미한 반증이나 반대명제가 타당하게 

존재하지 않는 수준에서의 진술을 획득해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그 

명제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 명제가 배척

될 여지가 없도록 하는 정도의 일반성이 요청되는 것이다. 



102 한     상     희 서울대학교 法學

른 측정은 현실을 서술하기 위한 단계이다. 이 부분에서 주의할 점은 현재의 주장

사실, 즉 헌법문제를 어떤 식으로 설정하는가이다. 이 경우 65,000원이라는 보조금

수준으로 위할 수 있는 생활상태를 서술하기 위하여는, 우선 그로 충당할 수 있

는 물질적 생활비용의 수준(의식주생활의 비용) 및 문화비용(근린교류비용, 대중

매체접근비용 등) 등의 고려가 필요할 것이며, 나아가 당사자가 스스로 조달할 수 

있는 소득수준 및 그 조달비용의 문제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위하여 기존의 최저생계비조사라든가 계층별 가계수지 통계43) 등을 활용

함으로써 그 신빙성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분석은 그 생

활상태와 ｢인간다운 생활｣의 비교를 통하여 생활수준의 열악성을 증명하기 위한 

것인 만큼, ｢인간다운 생활｣의 지표화 작업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최저

생계비조사결과가 주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지만, 더불어 당사자의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생활요소들을 추출하고 그 비용을 산출하여 비교의 준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현장조사가 필수적이다. 또한 그러한 생활상태를 

전국적으로 표준화하기 위한 작업도 생략되어서는 아니된다. 각종의 사회복지관련 

문헌조사, 표본추출의 방법에 의한 실태․여론조사 등 다양한 조사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44) 이러한 ‘객관적’ 생활수준에 대한 조사는 다시 그러한 생활

수준에 대한 일반인의 의견을 집약하는 여론조사가 겸비되어야 완결적이라 할 수 

있다. 이 모든 작업들이 단순한 사실의 기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

로서 어떠한 헌법문제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도구적이며, 따라서 그러한 

사실상태에 대한 일반인의 의미부여여하에 대한 검증이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이

다. 표본추출에 의한 여론조사는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43) 이들은 통계청등에서 제공하고 있다(천리안 SDATA에서 이를 구할 수 있다). 또한 노

동단체에서도 자체적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44) 위 사건의 심판청구서에서도 최소생계비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참여연대, 사회복지공익

소송자료모음집, 1997.6 참조), 여타의 보조금이나 청구인의 자구노력 등에 의한 생계비

차액보전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없어 그 자체로서 별다른 주의를 환기하지 못하고 있

다. 대도시에서의 2인가족 최저생계비 38만원에 대하여 청구인들에 대한 각종의 지원

금(합계 178,200원)의 차액의 조달방법에 관한 개별적 조사와 더불어 일반적 표본조사

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위 결정은 “생계보호기준의 구체적 결정에 있어 고려할 여

러 가지 요소”는 지원금외에도 피청구인의 답변에서 나타나는 직업훈련, 취업알선, 

구아파트 우선입주권부여, 생업자금융자 등의 보호조치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청구인

들에 대한 이러한 보조적 보호조치의 가능성, 실효성에 대한 판단과 더불어 그것이 청

구인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들에 있어서도 어떠한 의미와 실효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그에 상당하는 분석과 평가를 제시해 두었어야 했었다. 그것은 주

장의 설득력이라는 점에서 뿐 아니라, 우리 헌법재판소의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의 ‘습

관’이 구체적이지 않고 항상 포괄적이고 근거제시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러한 속단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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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사실 ① 현재의 생계보호수준은 ② 인간다운 생활을 ③ 침해한다.

명목개념
그것을 중심으로 위가능

한 생활수준
인간다운 생활의 수준

침해여부는 일반인의 평

가에 달림

조작개념
의․식․주 및 근린교류를 위

한 최소한의 지출항목설정

인간다운 생활을 이루는 최

소한도의 구성요인설정

중산층의 부정적 평가 내

지 회피의사

측정 측정(표본적 시장조사 등) 측정(시장조사, 여론조사등) 측정(여론조사등)

비교

평가

<그림 2> 주장사실과 개념, 측정

헌법문제의 설정은 서술과 설명의 전과정을 디자인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설정

되고 또 그것을 이끌어나가야 할 것이지만, 거꾸로 이상과 같은 분석의 방법에 의

하여 제한을 받기도 한다. 사실관계로부터 측정이 불가능한 개념을 정립할 경우라

든가, 너무 특수한 개념을 사용하여 측정된 결과가 일반화되기 어려운 경우는 조

사작업 자체가 유의성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문제를 설정할 때에는 그 

문제 역이 가지는 헌법적 유의미성와 더불어 측정가능성, 설명력, 그리고 일반화

가능성 등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기존의 사회과학적 연구성과물들은 아

주 좋은 참조를 이룬다. 이른 바 이론과 방법의 문제이다.

사회과학적 이론은 설명을 주된 요소로 한다. 특히 ‘과학적’ 이론은 일정한 인과

의 연결을 통한 사실요소들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설명하고자 한다. 

“과학적 원칙에 의하여 수집되고 분석된 연구자료와 이러한 과정에서 얻어진 일

련의 통칙들이 하나의 보다 높은 차원의 지식체계로 통합된 결과”45)를 이론이라

고 한다. 이러한 이론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현상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객관적

(objectivity)이면서도 간단하고 충실하게 대표(parsimony)할 뿐 아니라, 그것을 

인과의 연결에 의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이론은, 관심 역을 바라보는 인식

의 준거를 제공할 뿐 아니라, 그 전제로서의 관찰과 연구의 대상을 특정하는데 도

움을 준다.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을 분석할 수 있는 개념과 분석의 준거틀을 마련

45) 안청시, 전게논문, 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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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이를 통하여 자료의 수집, 분류, 측정, 분석의 범위와 내용을 특정하게 한

다.46)

다만, 이론은 그 자체로서 일정한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설명점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통상적으로 이론은 상당한 정도의 일반화수준에서 추상화되어 있기 때문

에 헌법변론을 위한 도구로서는 또다른 조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회조사방법

론에서 이론과 가설․검증의 단계를 별도로 고려하고 이론적 진술(theoretical 

statements)로부터 경험적 가설을 도출하는 작업에 주의하고 있음도 이에서 연유

한다. 요컨대, 추상적인 이론을 경험적인 사실의 수준으로 조작하고 그로부터 현

상에 대한 설명력을 획득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앞서 말한 명목개념과 

조작개념 그리고 측정의 단계들은 모두 이러한 가설의 정립과 그 검증의 절차를 

이룬다. 명목개념은 이론적 개념을 경험적으로 관찰가능하도록 조작한 개념이라

면, 조작개념은 이것을 현실요소로써 설명할 수 있도록 변수화시킨 것을 말한다. 

이러한 구체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지는 사회과학적 분석은 측정과 분석

을 통하여 가설을 인용하거나 배척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론을 수용하거나 배척 

또는 변경하는 결론을 얻어낸다. 하지만, 헌법변론에서는 기존의 사회과학적 이론

에 대한 검증의 의미보다는 그러한 이론들의 도움으로 자신의 헌법적 주장을 보

다 설득력있게 개진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만큼, 무엇보다도 평가의 작업이 중요

하게 나타난다. 바로 이 점에서 헌법적 관심은 이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며 

또 그것을 지도하는 준거로 작용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이러한 분석의 

결과에 대한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통상적으로 평가는 일정한 사실

인식에 대한 나름의 가치를 적용함으로써 그 사실의 선악, 好惡를 가리는 작업이

다. 헌법은 이 때의 판단준거로서의 가치의 핵심부분에 자리한다. 위의 그림에서 

평가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진다. 먼저 보조금수준에 대한 조사결과와 인간다운 

생활에 대한 조사결과의 양자를 비교․분석한 결과물을 일반인의 가치부여결과와 

비교하면서 그에 대한 사회일반적인 평가를 내리는 작업과, 그 비교․분석의 결과

물 및 사회일반적 평가결과를 헌법적으로 재구성하고 나름의 헌법적 판단을 내리

는 작업이 그것이다. 이들 중 후자의 작업은 필연적으로 헌법도그마에서 전개되는 

헌법해석학적 방법론들이 동원되어야 할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애초에 정립하 던 

명목개념들을 유효하게 헌법적 개념범주내에 포섭하는 노력이 중요한 의미를 가

진다. 환언하자면, 명목개념들을 설정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하 던 조작

개념 내지는 각종의 측정변수들이 헌법적 개념을 설명함에 충분하거나 또는 필요

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측정의 결과는 다른 요인들과 더불어 

46) 자세한 것은 전게논문 참조.



제41권 3호 (2000) 헌법재판에서의 사회과학적 변론 105

반드시 일정한 헌법사실을 구성한다든지(충분조건), 또는 그 측정결과로부터 일정

한 헌법사실이 발생가능함을 입증하는(필요조건) 작업이 헌법해석학의 틀 내에서 

설명되어야 하는 것이다. 

예컨대, 생계보호기준사건에서, 기존의 65,000원과 보조금 외의 소득(이는 보조

금지급기준을 고려할 때 이미 저소득, 즉 열악한 소득수준임이 전제되어 있다)의 

총액으로 이룰 수 있는 생활수준은 어떠한 여타의 조건을 고려하더라도 ｢인간다

운 생활｣을 위할 수 없다는 주장은 충분조건으로서의 판단요소이다. 반면에 헌

법재판소의 결정과 같이 이 보조금만으로는 ｢인간다운 생활｣이 불가할지 모르겠

으나, 그와 더불어 여타의 사회부조제도 및 당사자의 노력 등 그외의 요소들을 첨

가함으로써 그러한 생활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주장은 후자의 형태를 이룬다. 여

기서 전자의 주장은 일의적 원인 ― 결과의 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헌법적 개

념의 광․협 여하에 따라 위헌여부의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즉, ｢인간다

운 생활｣의 권리를 어느 정도로 넓게 인정할 것인가 또는 그것에 주관적 공권성

이나 구체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인정할 것인가, 국가의 배려의무는 어느 정도로 

규정할 것인가 등 헌법적 의미내용을 확정하는 것으로 헌법심판의 결과가 결정될 

수 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기존의 헌법사실 이외에 다른 사실관계들이 개

입하면서 그 결과의 여하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헌법판단에 이르는 하나의 정

황을 이루기는 하지만, 그로부터 직접적으로 어떠한 결정을 이끌어내기는 어렵게 

된다. 이 점에서 필요조건에 입각한 헌법주장은 행정개입의 청구와 같이 어떠한 

국가적 행위를 적극적으로 도출하기 위한 헌법변론보다는 오히려 방해배제와 같

이 소극적으로 국가행위를 저지하는 전략하에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부연하자

면, 침해행정이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의 요건이라 할 비례의 원칙에 대한 소

극적 입증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Ⅴ. 결론

사회과학적인 방법이 헌법변론의 모든 것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헌법해석과 그로부터 도출되는 헌법주장의 한 부분에 불과하며 단순히 보

조적인 위치에서 당사자의 헌법해석을 뒷받침하고 정당화하는 하나의 수단에 지

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험적, 과학적 분석과 증명이 없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헌법판단 이전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인식과 정책판

단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헌법재판과 같

이 객관적 소송의 성격을 강하게 띠는 분쟁처리메카니즘에서는 그 주장들이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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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정치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주장의 정당성확보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여기서 사회과학적 증명의 필요성은 더욱 강화된다. 부연하자면, 이러한 경험적 

조사․분석을 통하여 현존재로부터 사물의 본성을 도출하고 이로써 헌법명제의 

타당성여부를 검증하고 또 도전하는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방법론의 도입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법학교

육이나 법조충원장치가 과학적 사고 특히 경험적 사고의 가능성을 거의 박탈하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터에 헌법재판소의 구성 역시 법 이외의 다른 사고를 할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있지 못하다. 헌법재판관의 자격이 법관에 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헌법연구관 등의 스탭 조차도 하나같이 법학전공자, 그것도 해석법학전공

자들로만 충원하고 있어 마치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수도원과 같이 외부로부터 

차폐된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한계가 오히려 사회과

학적 방법론의 도입을 더욱 요청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입법과정에서 사실

에 관한 다수자의 인식과 평가가 그대로 법의 형태로 전환되고 이 것이 아무런 

검증의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법조인의 일면적인 법해석에 의하여 헌법적 정당

성을 획득하게 되는 일방통행식 관행들을 가장 유효하고도 적실성있게 차단할 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에서 위의 생계보호기준사건의 경우

와 같은 시민소송 내지는 시민단체의 법운동에 있어 이 방법론의 도입은 그 주장

의 설득력이라는 점 뿐 아니라, 법조가 결여하고 있는 제반의 사회과학적 이해능

력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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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icial Review and the Social Science: 
With a Comparison between Korean and American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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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t has been a long tradition for Korean jurisprudence and judicial review 

practice that judicial adjudication should be based on normative interpretation 

of some preexiting rules. The facts-finding, on which authoritative 

adjudication shall be decided, must be distinguished from rule-finding; they 

cannot and shall not be intermingled, but only independent each other. There 

shall be absolute distinction between the normative judgement, the factual 

recognition and understanding. 

This paper would not deny this differentiation; rather, it tries only to posit 

that fact-finding based on scientific method may make some significant 

difference in normative judgment, and so the social science, with which we 

can find out some general and objective understanding on pending issues, 

can give reasonable grounds in claiming and adjudicating a case. 

Judicial review on constitutionality of any statute or any regulatory 

actions of state organs is different from any other type of adjudication. It is 

a kind of legislation, which creates new legal regulations and makes so 

serious influence on the whole society as well as the parties at issue. This 

means that it shall be necessary to consider seriously legislative facts as 

well as adjudicative for the decision to acquire appropriate legitimacy - not 

only substantial but also procedural. One of the most obvious evidenc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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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hesis can be found from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1997.5.29 94 Hunma 33), which held that the subsidy standard for the 

least livelihood of 1994, be constitutional. Contrary to the Brown Case of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this Korean case had not paid necessary 

attention to the fact-finding procedure, and so failed to find positive and 

scientific ground for the Court's conclusion of constitutionality. Some 

negligence of the petitioner in presenting his argument, which challenged the 

validity of the standard, had contributed to that failure. 

Ⅱ.

Legal contestation in this case was focused on constitutional evaluation of 

whether the life worthy of human beings clause(§34 of the Constitution) 

shall be met with the monthly subsidy(amount to $88) provided by the 

state. The Constitutional Court held that the amount of state subsidy shall 

be determined from complex consideration and reckoning of national income, 

average standard of living, national budget and policy, conflicting interests of 

the people, etc., and that from this consideration the subsidy shall not be 

said unconstitutional even though the amount of the subsidy was less than 

average minimum cost of living. 

This judgment, however, is itself vacant. Though the Court held that 

interpretation of the life worthy of human beings clause shall be based on 

the cultural level, and historical, social, and economical conditions of the 

nation, the Court did not analyse nor even consider anything of that 

conditions at all. No evaluation, for example, of validity of the fiscal policy 

which appropriated welfare budget to the lowest level was made. It only 

followed old fashioned argument that welfare policy shall be out of judicial 

scrutiny. 

This fiction that the state has completed her constitutional obligation with 

$88, was foreseeable when the argument of the petitioner's was considered. 

They would not analysed scientifically how much subsidy shall be 

constitutionally required to let the beneficient keep the life worthy. They 

argued but failed to prove that $88 cannot afford any worthy livelih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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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y failed to present some argument that the social and economical level 

of this nation can afford far more subsidy that $88. They failed to prove 

that sociological and economical minimum standard of livelihood exceeded 

the amount of the subsidy. Finally, they failed to challenge the subsidy 

system with argument that this gap can cause so serious constitutional 

question- with this subsidy, no one can maintain his/her life worthy of 

human being, which shall be declared unconstitutional.

Ⅲ. 

The Brown case shows so contrary a example. This case followed the 

experience of the so-called Brendeis brief. Challenging the precedent of 

“Seperate but Equal” doctrine, the attorney, T. Marshall concentrated his 

arguement on two points: does this doctrine cause some discriminatory 

results of the colored people, and desegregation was intended by the 

Founding Fathers. The latter question was not answered in spite of so 

many efforts of historians. So he changed his strategy. He focused on the 

former question: what results can the segregation of the colored people 

cause to both segregated group and segregating group? What are the 

outcomes of the segregation? And how shall the constitution evaluate this 

results and outcomes? The former two question are obviously ones of 

science while the latter is normative. With aids of psychologists and social 

scientists, he tried to prove the fact that segregation itself is directly related 

with group sense of inferiority. Social surveys and analysis of Deutscher & 

Chein and Clark & Clark were ones of the most evident contribution to 

proving this hypothesis. With such findings, he could manage to get the 

famous footnote 11 of the decision that cited so many sociological articles, 

and won the case.

What he had done to win the case, is transformation of conception. He 

transformed normative statement of “Equal Protection” into factual 

description: Segregation can cause group sense of inferiority, which may 

intensify and expand inferior status of the colored people, and these 

foreseeable results and outcomes were contrary to the ultimate purpos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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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stitution: Equal treatment of all the people regardless their color.

Ⅳ. 

This Brown case tells us that constitutional challenge to some legislation 

and/or administrative regulation can be made more effective when we base 

our argument on some scientific findings. 'Cause and effect' analysis can 

provide us with some reasonable grounds for evaluating the challenged 

legislation and/or regulation. Conception, description, explanation and 

evaluation of the pending case with help of social science can make us more 

effective and plausable understanding of the fact. Scientific theory on 

pending facts will help us to find out the Natur der Sache, on which 

normative judgement can be made. If it is the case, one significant question 

should be answered: how can we make our argument scientific?

At this point, argument design as well as research design has special 

meaning. Just as fact-findings are transformed to normative statement in 

preceding, the normative statement posited from interpertation of statutes 

shall be transformed to factual statement. “The present subsidy standard” 

can be changed to “level of livelihood afforded by the present subsidy.” 

“The life worthy of human beings” can be translated as “the life level that 

are generally accepted by the man's neighborhood or average people.” The 

next step shall be done with setting some hypothesis which connects several 

concepts to cause and effect realtionship, and with transformation of these 

normative concepts to operational ones to measure and examine this 

hypothesis. Some conception and theoretical findings can help this process. If 

there are generally accepted theory, it will be posited as a kind of Natur der 

Sache. The former one can be posited as “the amount and quality of 

necessities of life which can be purchased with the subsidy.” With this 

oprational concepts, we can find out some relevant factors to measure them. 

Evaluation of the found facts are the last step. It shall be done with close 

connetion with normative statement. Theoretical statement → empirical 

hypothesis → operational concept → measurement → evaluation → 

constitutional refining-this chain of research design makes norm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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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 empirically testable and objectively acceptable.

Ⅴ. 

This paper does not insist that empirical-scientifical method be dominant 

one in constitutional argument. Rather, this is just one of so many 

methodological devices for constitutional argument. However, it is certain 

that constitutional judgment shall have not only normative validity but also 

factual rationality, because the effects of the judgment proliferate all over 

the society - our “real world” and the way of our life. Legitimacy based on 

empirical/scientific rationality would help judicial review system more reliable 

and responsive to real society. In summary, with help of social science we 

can get “law in ac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