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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憲法學方法論의 문제*

―그 合理性 摸索을 위한 談論―

崔 大 權**

1)

Ⅰ. 머리말

우리나라에서 學問으로서의 憲法學은 어떻게 하여야 옳게 하는 것인가 하는 

화두가 머리를 떠난 적이 없었다. 진정으로 학문으로서의 헌법학은 우리나라

에 없다고 개탄하여 왔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상을 놀라게 할만한 그러한 

것은 없어도 이 화두를 가지고 오랫동안 골똘히 생각해 본 것은 있다. 모자라

지만 이렇게 생각해 본 것을 이야기해 보고 싶었다. 이하에서 우리나라 헌법

학의 무엇이 문제이며 그렇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

냐의 문제에 관하여 생각하여 보았던 바를 전개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Ⅱ. 무엇이 問題인가?

1948년에 대한민국헌법이 제정되어 그 헌법하에서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래 

6․25전쟁을 위시한 갖가지 도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유지․발전되어 오

늘에 이르건만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이상과 방향 및 목표와 가치질서를 제시

하고 혹은 설명해 주는 학문으로서의 우리의 헌법학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학문으로서의 헌법학이 부재하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헌법학

을 위한 憲法學方法論, 더 정확히는 憲法學方法論 論爭이 不在하다는 사실에

서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헌법은 있어도 헌법을 보는 눈이 없는 것이다. 

헌법을 보는 눈이 없으면서 헌법학을 이야기할 수 없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에서 헌법학적 연구의 이름 밑에서 지배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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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행하여지고 있는 방법은 선진외국(주로 독․불․미․ ․일)의 학설․판

례․제도의 연구이라고 말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선진외국의 학설․판례․제

도 등을 공부해서 이 것을 적당히 소개하는 것이 헌법학으로 통하여 왔다. 어

줍지 아니하게 헌법학을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선진외국의 이름난 학자의 학

설이나 이론이라도 제대로 소개하는 것이 더 이롭다면서 스스로 전도사의 역

할을 자임하는 것을 잘하는 짓으로 여기는 사람도 없지 아니하다.1) 나아가 선

진외국의 최신 학술․판례를 소개하는 것이 마치 그것이 자기의 것이고 그리

고 최신의 것인 양 소개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모르면 헌법을 모르거나 공

부하지 아니하는 사람인양 여긴다.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헌법교과서는 한

결같이 비교헌법교과서라 할 만 하다. 어떠한 헌법학적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쓴다고 하는 경우에는 으레 선진외국의 이론이나 판례 등을 차례로 소개한 후 

마지막 장(章)에서 우리나라 이야기를 쓰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다. 예컨대 

위헌법률심사제도를 주제로 하여 논문을 쓴다고 하는 경우에 거의 형식적인 

서론 장에 이어 미국 제도에 관한 장, 독일 제도의 장, 프랑스 제도에 관한 

장, 일본에 관한 장에 이어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거의 관례화되어 

있다. 헌법학방법론의 일반적인 부재 현상이 학위 논문에 가장 잘 투 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선진외국의 학설․판례를 베끼고 소개한 것이 제대로 베

끼고 소개한 것이냐 하는 것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2) 그러한 만큼 우리

1) 어줍지 아니하게 저명 외국법학자의 이론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소개하는 저술

은 성실한 번역과 비교할 때 몹시 위험하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문맥을 떠난 혹

은 잘못 이해한 잘못된 소개는 젊은 학도들을 오도하는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성실한 

번역의 경우에 그로부터 어떠한 교훈을 받고 혹은 얼마만한 의미를 파악해 내느냐 하

는 것은 그것을 읽는 사람의 몫이고 최소한 오도되지는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다. 성실

한 번역이 오히려 권장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2) 사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헌법학자․헌법학저서들의 선진외국 의

존의 이러한 점들과 관련하여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대 놓고 말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학자라는 사람 사이에서도 형성되어 

있었다. 겨우 사석이나 작은 모임에서 외국의 이러한 점은 이렇게 또는 저렇게 잘못 본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는 것으로 지내왔다. 이러한 분위기를 깨고 과감한 비판을 논

문이나 저서로 행하는 학자가 근래에 나타나고 있다. 국순옥, “허  교수의 동화적 통

합론과 한국헌법론 의 상식 밖 논리들(Ⅰ)”, 민주법학 통권 제14호, 87-96면(1998); 박
홍규, 그들이 헌법을 죽 다 -한국헌법학에 대한 전면적 비판(서울: 개마고원, 2001)이 

그것이다. 이 후자의 은 그 비판의 스타일이 논리적․체계적이지 아니하여 대단히 즉

흥적이고 대단히 거칠기까지 하다. 다만 이 양자 모두 논문이나 저서의 형태로 공개적

인 장으로 비판을 끌어내어 공론화하 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학문으로서의 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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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기하는 가장 큰 질문은 선진외국의 학설․판례를 배우고 소개하는 것이, 

그것을 제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학문으로서의 헌법학인가 하는 질문

이다.

헌법학적 연구의 이름 밑에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선진외국

의 학설․판례의 연구는 그것이 마치 적실한 헌법학 연구방법인줄 착각하고 

즐겨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것은 나아가 선진외국의 정치한 이

론이 마치 자기의 이론인양 착각하게 만들고 있다. 그것은 마치 상전 모시고 

가는 견마꾼이 자기 때문에 자기에게 길을 비켜주며 굽신거리는 것으로 착각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비교법이나 외국법의 연구는 그 나름대로 연구의 목표

가 뚜렷하고 또 그 방법이 적실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연구 목표와 방법의 부

재와 함께 하는 이 같은 착각은 선진외국의 학설․판례의 부정확한 혹은 잘못

된 소개로 이어지는 수가 비일비재하다. 나아가 자기만 착각하고 잘못을 저지

르는 것이 아니라 이 착각이나 잘못을 가지고 자라나는 젊은 학도들을 크게 

오도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젊은 학도 오도의 잘못을 

알지 못하는 착각에 또한 빠져 있다. 무엇보다도 선진외국의 학설․판례의 연

구를 헌법학의 적실한 방법론으로 생각하는 태도는 헌법학은 무엇을 위한 학

문이며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관한 고민을 하지 아니하게 하고 혹은 할 줄 

모르도록 만드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이러한 잘못이야말로 가장 큰 잘못이

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잘못이 국가고시산업 시장의 수요에 부응하려는 상업

적 이윤추구의 동기에 의하여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 같은 착각과 잘못에서 헤어나지 못한 결과, 선진외국의 학설․판례는 잘 

알아도 정작 자기 나라의 헌법을 잘 모르는 수가 많다. 무엇보다도 선진외국

의 학설․판례의 연구가 비교법학적 접근방법인줄 잘못 알고 있게 만드는 수

가 많다. 외국법의 연구는 그 외국의 법을 알기 위하여 연구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헌법학을 위한 비교법학적 접근방법으로서 행해지는 것

이라면 그것은 비교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여러 사례의 비교를 통한 즉 귀납

적 방법에 의한 일반화의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 한 비교의 목적은 말

할 것도 없이 나를 더 잘 알기 위한 것이다. 즉 비교법학적 접근방법의 의의

방법론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비판에 그쳤지 그 대안이 무엇이냐의 

논의, 특히 방법론적인 논의를 내놓지 못하 다는 점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전자의 

의 후속 편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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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내(우리나라 법의 이해)가 중심이 된다는 데에 있다. 이 같은 비교의 목적 

내지 중심을 잃고 행할 때 일어나는 대외의존적 선진외국의 학설․판례의 연

구는 쉽사리 “선진외국이 이러하니까 우리도 이러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

해 내는 연구태도와 결부되는 수가 대단히 흔하다. 이러한 태도나 입장은 이

를테면 同一視의 태도 내지 입장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태도 내지 입장이

라면 학문적으로 고민할만한 헌법학 방법론의 문제는 따로 없는 것이다. 외국

어를 잘하여 선진외국의 학설이나 판례 등을 배우고 따르면 충분하니까.

이처럼 비교법적 연구 또는 외국법의 연구가 헌법학적 연구방법론일 수 있

다면 그것은 나를 이해(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헌법의 인식 또는 헌

법현상의 설명)하기 위한 참고자료(inspiration)로서이지 결코 내가 하는 주장이

나 결정의 정당화의 논거로서는 아니다. 예컨대 너무나 자주 바뀌는 정부의 

장관이 실은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하여야 마땅하다는 당위명제를 도출한다고 

하는 경우에 장관이 독일에서는 수상과 임기를 같이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대

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대

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받은 정부운 의 신임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능력있는 장

관을 선출하여 그 장관에게 소신껏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당위

명제 즉 책임정부라는 헌법적 당위명제로부터 나오는 것이어야 한다. 왜냐하

면 지금 우리는 우리나라 헌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헌법은 다른 나라의 헌법이 아니고 우리나라 사회에 작동하고 있는 헌법이

다. 선진외국의 학설이나 판례 등이 설득력을 가진다면 논리적으로 그것은 그 

나라에서 그것이 가지는 타당성의 논거(reasoning)가 우리나라 헌법상으로도 

꼭 같이 도출해 낼 수 있는 합리적 논거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우리나라 헌법

에 바탕을 두어 그러한 논거를 전개해 낼 수 있기 때문이지 외국에서 그러니

까 우리도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다.3) 그러한 만큼 문제의 잣대는 어디까지나 

그것이 우리나라 憲法上 合理性을 가지는 논거를 발견케 만들어 주느냐 어떠

3) 예컨대 明白現存危險의 原則은 미국의 저명한 판례법원칙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에게도 타당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헌법 제37조 제2항에 비추어 언론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헌법 제21조와 제37조 제2항의 정신에 철저하자면 그러한 원칙이 도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원칙이 우리헌법 상으로도 타당한 것이다. 즉 미국 판례법원칙

으로부터 힌트를 얻을 수는 있으나 어디까지나 우리 헌법상으로 근거지울 수 있기 때

문에, 즉 우리 헌법 상 합리적인 논거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타당한 원리인 것이

다. 崔大權, 憲法學講義, 증보판(서울: 博英社, 2001), 204-219면, 특히 215-217면; 崔大

權, 憲法學-法社會學的 接近(서울: 博英社, 1989), 189-213면, 특히 208-21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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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의 점이다. 우리나라 헌법상 합리성을 가지는 논거를 발견케 해 주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선진외국의 아무리 훌륭한 학설․판례라고 하더라도 혹시 지

적 호기심의 대상일 수는 있어도 헌법상 우리에게는 의미(relevancy)가 없다.

우리나라에서 헌법학적 연구의 이름으로 무비판적으로 행하고 있는 선진외

국의 학설․판례․제도 등의 연구가 선진외국의 학설․이론이 마치 자기의 학

설 또는 이론이고 그 외국의 학설․판례 등의 소개가 커다란 연구업적이기나 

한 듯이 행세케 만들며 자기가 소개하는 선진외국의 학설․판례가 그대로 우

리나라에서도 당연히 따라야 할 헌법학설이나 판례이론인양 동일시하게 만드

는 잘못을 위에서 지적하 거니와, 그러한 외국법의 연구 또는 비교법 연구는 

그 외국의 학설․판례․제도 등을 그 나라의 政治․經濟․社會․文化的 文脈

(contexts)을 떠나서 소개하고 도입하며 혹은 위의 동일시하는 잘못을 또한 동

반하는 일이 우리나라에서 비일비재하다. 사실 어떠한 법 조항 하나도, 그리고 

학설이나 판례나 어떠한 제도도 그 나라 사회의 전체적 문맥에서 의미를 가지

는 법이다. 왜냐하면 어떠한 법 조항이나 학설이나 판례나 제도나 그 나라의 

역사와 전통과 사회와 정치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태어난 사회 전체의 문맥을 떠나 자기가 소개하는 학설이나 판례나 법 조항이

나 제도만을 뎅그라니 떼어서 그 의미를 논의하는 것이다.4) 그러므로 이러한 

사회 전체의 문맥을 떠난 법 조항, 학설, 판례 또는 제도의 소개나 도입은 그 

의미를 잘못 전달하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 외형적으로 같아도 그 의미나 기

능이 다를 수 있고 외형적으로 달라도 그 의미나 기능이 같을 수 있으며 혹은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거나 의미가 왜곡되어 전달될 수도 있기 때문

이다. 그러므로 비교법학적 방법론이 우리에게 의미를 가지려면 그것은 비교

할 수 있는 것을 비교하여야 한다.5) 그리하여 비교법학적 방법론상의 비교는 

문맥에 따른 비교이거나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법조문이나 제도의 비교이어

야 한다는 점은 상식에 속한다.

4) 그러한 비교의 대표적인 예가 전체주의 국가의 종교의 자유 및 언론․출판․집

회․결사의 자유에 관한 헌법조항(1998년의 북한헌법 제67조․제68조)과 자유민주주체

제의 우리나라 헌법의 종교의 자유 및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조항(제20조․

제21조)을 단순 비교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5) 崔大權, 전게 憲法學 -法社會學的 接近, 459-470면(“비교헌법학이란 무엇인

가?”); 崔大權․吳守根, 比較法(서울: 방송통신대학출판부, 1991), 2-17면(제1장 比較法이

란 무엇인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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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전체적 문맥을 떠난 외국 학설, 판례, 제도, 법 조항 등 소개의 대표적

인 예로는 憲法觀이라는 이름으로 과대포장되어 학생들을 오도하고 있는 Carl 

Schmitt의 결단론, Smend의 통합론 및 H. Kelsen의 규범주의를 들 수 있을 것

이며6) 또 하나의 예는 基本權의 第3者的 效力에 관한 독일 학설과 이와 같은 

평면에서 소개되고 있는 미국의 판례이론일 것이다.7) 그리고 制度的保障 이론

도 사회전체적 문맥을 떠나 소개되고 우리 것으로 동일시된 대표적 예의 하나

가 될 것이다.8) 한편 國民主權의 原理와 관련하여 이것이 절대군주제에 대한 

항의적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것은 절대군주제, 이에 

대한 시민혁명의 역사적 경험을 가진 프랑스 등 유럽의 국민국가에게 적실한 

설명이라고 생각된다. 외적의 지배, 이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우리의 역사적 체

험이 의미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면 국민주권의 원리는 우리에게는 외적의 

지배에 대한 항의적 의미가 그에 못지 아니하게 중요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

다.9) 謝罪廣告 한정위헌결정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의 논거로 서구의 여

러 나라에 사죄광고를 법원이 명하는 제도가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서구의 

여러 나라에서 그러하니까 우리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논거도 승복할 수 없

거니와 서양의 죄의식문화(guilty culture)에 대한 동양의 수치문화(shame 

culture)의 차이라든지 체면이나 수치심이나 인적 유대(personal ties), 인간적 

호소(personal appeal) 등이 유별나게 중요시되고 있는 문화적 요인(cultural 
relativism)이 법적으로는 전혀 무의미한 것인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

다.10)

서양의 법․학설․판례․제도 등은 말할 것도 없이 그 나라의 역사 및 전통

6) 崔大權, 전게 憲法學講義, 24-26면; 崔大權, 事例中心 憲法學, 증보판(서울: 博英

社, 2001), 14-15면 참조.
7) 崔大權, 전게 憲法學講義, 195-200면; 崔大權, 전게 憲法學-法社會學的 接近, 

154-188면 참조.
8) 崔大權, 전게 憲法學講義, 42-43면; 崔大權, 전게 憲法學-法社會學的 接近, 6-7

면 참조.
9) 崔大權, 전게 憲法學講義, 83-85면; 崔大權, 전게 憲法學-法社會學的 接近, 

106-143면, 특히 132-133면(5. 民族主義와 憲法) 참조.
10) Dai-Kwon Choi, “Freedom of Conscience and the Court-Ordered Apology for 

Defamatory Remarks,” Cardozo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pp.205-224(2000); 崔大權, “良心의 自由와 謝罪廣告”, 서울대학교 法學 제39권 3호, 
1-28면(1998) 및 이를 전재한 崔大權, 전게 사례중심 憲法學, 297-32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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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롯하여 그 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산물이다. 우리에게 고유한 

우리의 역사와 전통을 위시하여 우리의 정치․경제․사회․문화가 꼭 같지 아

니하고 다르다면 그리고 그 다른 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면 다른 만큼은 

우리의 법 이론이나 학설․판례․제도 등이 다를 수밖에 없으며 또 달라야 하

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면 우리나라에는 학문으로서의 

법학은 불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선진외국어만 잘 하면 그 선진외국의 법학

이며 판례 등을 그대로 도입하여 사용하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에

서 지적한 것과 같이 사회적 문맥을 따지고 혹은 사회적 기능을 따져서 비교

법을 하여야 할 필요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말할 것도 없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경우처럼 법에는 보편적 진리나 보편적 정의에 관한 요청이 존재한다. 

그러나 동시에 어느 사회에 특유한 것으로서 그 사회에서 중요시되는 것이라

면 그것이 법적으로도 중시되어야 할 사회적 요청이 존재할 수 있다. 그리하

여 어떠한 것이 보편적인 요청이고 어떠한 것이 특수하지만 존중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법학의 중심적 과제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바로 이러한 과제, 이러한 법학적 고민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사회학이 존재하

며 법철학 및 법사학적 접근이 요청되는 것이다. EU가 탄생함으로써 사정이 

달라지긴 하 어도 독일에서는 독일어만 가지고 세계적 법학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 미국에서는 인구비례로 볼 때에 극소수의 비교법하는 법학자만이 외국

어를 학문으로서의 법학을 하는데 이용하며 외국의 법학문헌을 참조하고 있고 

절대 다수는 외국문헌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문헌만으로 학문으로서

의 법학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을 느끼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독일이나 미

국의 예는 우리가 선진외국의 언어와 그들의 문헌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

지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된다고 생각한다. 학문적 자극(inspiration)을 받

아 나의 학문을 한다는 것과 그 선진외국의 법학을 자기 것인 양 그대로 베낀

다는 것은 사뭇 다른 이야기인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문제를 보면 선진외국의 법학을 이처럼 베낀다는 것과 법

학분야에서 유독히 시비가 많이 되고 있는 剽竊 사이의 차이는 실은 그다지 

큰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원 저자의 이름을 인용하고 베끼느냐 인용하지 

아니하고 베끼느냐의 차이 이외에는 말이다. 표절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는 저작권 침해의 문제이고, 둘째는 창조적 작업을 생명으로 하

는 학자나 저작가나 예술가로서의 훈련의 문제이며, 셋째는 교수나 학자,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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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또는 예술가로서의 직업적 윤리의 문제가 그것이라고 생각한다. 첫 번째 

저작권 침해의 문제는 원 저자가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처음부터 문제가 

제기되지 아니한다. 세 번째 직업적 윤리의 문제는 원 저자를 인용하여 베낀

다고 하는 경우에는 필경 문제로 제기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인용

하고 베낀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이야기가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더구나 그것

이 마치 자기의 발견이나 혹은 자기의 이론인양 행세하는 경우에는 더욱이나, 
두 번째의 창의적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학자로서의 또는 예술가로서의 훈련

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된다. 이렇게 학자로서 혹은 예술

가로서의 훈련이 없다는 점에서는 표절과 차별화하기 힘들어 보인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 널리 지적되고 있는 바 창의력을 기르는 교육의 부

재 현상이 법학교육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법학자 

양성과 훈련에서 그러하다고 생각한다. 위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은 우리나

라에서 전개되고 있는 선진외국의 학설․판례․제도 등의 무비판적 의존의 태

도는 실은 창의력 있는 독창적 사고능력 결여현상의 반 이라고 생각된다. 선

진외국의 이론이나 학설이나 선례 등을 먼저 찾아보지 아니하면 독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도 독자적으로 사고하려는 의사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전․노 두 전직 대통령의 처벌과 관련하여 소위 성공한 구데타를 처벌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놓고 외국의 선례가 어떠하냐, 외국의 저명한 법철학자인 예

리네크나 라드브르흐, 혹은 켈젠 등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 느냐, 과

연 설명한 것이 있느냐 등을 문제삼았지11) 우리가 이론을 개발하고 그 이론을 

가지고 법리논쟁을 전개하는 능력이나 모습은 전혀 보여주지 못하 다. 그러

한 만큼 세계 제2차대전 후의 전범 처벌이라든지 유태인 학살범 아이히만 처

벌의 경우에 개발된 법 이론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인권침해

에는 시효가 없다는 법리도 실은 이렇게 하여 탄생된 것들이 아닌가? 전승국

의 힘의 논리만이 아니라 인권이라고 하는 보편적 진리나 정의에 대한 신념에 

근거지우는 법학적 창의력이 돋보이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의 국권을 일제에 

떠넘기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소위 5적이 그 공로로 받은 은급 등으로 전국 

각지에 사들인 토지를 오늘날 그 자손이 되찾으려는 소송에서 그들의 토지를 

11) 심헌섭, “법철학․혁명․쿠데타-검찰의 5․18불기소 처분을 계기로”, 박은정․

한인섭 엮음, 5․18, 법적 책임과 역사적 책임(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5), 
40-6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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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 회수하는 입법이 없음을 탓하면서 그들의 소유권 회복의 거부를 논거

지우는 학설이나 이론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헌)법학을 개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12)

이상의 논의에 비추어 독자적 학문으로서의 우리의 헌법학을 위하여 헌법학

적 방법론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임은 이제 분명해진다. 우리에게는 독자적 

학문으로서의 헌법학이 없으며 그것은 이를 위한 헌법학적 방법론이나 방법론

에 관한 고민에 찬 논의가 없는 점에 비추어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방법론은 

길이 없는 목적지도 혼자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독도법이라 할 수 있

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혼자라도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지 

선진외국법학이 찾아 놓은 길을 따라갈 수 있을 뿐 혼자서는 한 발자욱도 옮

기지 못하는 타인에 대한 거의 맹목적 의존성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무비판적 

의존성이 학자의 세대를 뛰어 넘어 전승되고 있다는 점에서 위기의식까지 느

끼게 만든다.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와 가치체계와 이상을 보여

주는 독자적인 학문의 기초가 없이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가늠할 수 

없게 만들어 주며 이대로는 잘 하여야 항상 선진외국의 亞流로 남아있을 것이

라는 상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그림은 우리 나름으로 “… 세계평

화와 인류공 에 이바지하라”는 헌법적 명제(前文)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다른 한편 헌법학적 방법론의 빈곤은 헌법조항을 두고 마치 민․형사법이나 

행정법규를 해석하듯 쉽게 形式論理的으로 헌법적 의미를 도출하여 내려는 광

범위하게 퍼져있는 접근방법에서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그 헌법

조항이 기초하고 있는 사상적 이념적 기반이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배경

에는 눈을 감고 그 헌법조항만을 뎅그라니 놓고 형식논리적인 결론도출에 만

족하고 있는 태도와 연결되어 있다. 민․형사법이나 행정법규의 경우에는 그 

기초가 되는 사상적 기반이나 정치․경제․사회적 배경을 떠나 비교적으로 그 

조항만을 놓고 형식논리적인 결론 도출에 이르더라고 무방하거나 형법의 경우

에는 죄형법정주의의 결과 그래야만 한다. 그러나 헌법조항의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오히려 정상이다. 그리하여 헌법조항의 이러한 특징을 놓고 

12)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1997. 7. 25. 92나2363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
조. 그러나 正義의 원칙에 비추어 그 후손이 친일파 선조의 재산을 찾으려 제기한 유사

한 소송에서 원고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이를 각하한 서울민사법원 제14민사부의 판결

(2001. 1. 16. 99가합30782 소유권확인)은 주목할만하다.



2002. 3.] 憲法學方法論의 문제 51

헌법조항의 개방성․추상성․모호성 때문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헌법조항을 놓고 민․형사법 조항이나 행정법규를 놓고 해석하듯이 쉽

게 해석하며 결론에 도달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 법률가

의 절대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민․형사법 중심의 법조실무가들 가운데서 헌법

재판소 재판관들이 배출되고 있으며 한편 헌법학적 소양을 따로 기르지 아니

하더라도 법률실무가들이면 아무런 문제없이 당연히 헌법을 이해하며 이를 해

석할 수 있다는 생각이 의외로 만연되어 있는 현상과 무관하지 아니하다.13)

헌법학적 훈련 없이 헌법조항을 마치 민․형사법조항이나 행정법규 다루듯

이 형식논리적으로 쉽게 헌법적 의미를 도출해 내는 위에서 지적하는 경향은 

상업적인 고시산업에 의하여서도 조장되고 있다. 법적 사고가 아니라 암기에 

맞추어진 고시시험출제방식, 고시수험준비생 확보에만 목표가 맞추어진 헌법교

과서, 대학을 비롯한 시험요령 위주의 고시학원의 강의, 사법연수원교육에 빠

져있는 진지한 헌법학 강의,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양산해 내는 우리나라 법률

가 양성제도가 우리나라의 법률가들로 하여금 헌법학적 훈련없이, 그러나 나

라의 기둥인 헌법을 쉽게 대하며 해석하고 운 하는 위치에 서게 만들고 있

다. 그러한 만큼 이러한 법률가양성제도에 의하여 양성된 압도적 다수의 법률

가들이 헌법조항을 민․형사법조항이나 행정법규 다루듯이 형식논리적으로 다

루게 되리라는 점을 상정하기는 어렵지 아니하다. 심지어 헌법재판소의 결정

들도 헌법의 옷을 입혔을 뿐이지 실질은 민․형사판결이라고 할 수 있는 경우

가 적지 아니하다. 이러한 법률가 양성제도, 이와 연계된 법조분위기와 대학의 

법학교육이 학문으로서의 헌법학에, 그리고 그것을 위한 헌법학 방법론에 몰

두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독자의 헌법학, 

이를 위한 헌법학 방법론의 부재 현실은 어느 의미에서 당연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만큼 이상의 논의에 비추어 우리나라에는 헌법재판소의 활성화로 인

하여 憲法實務는 있으나 이를 지도하고 혹은 방향을 제시하는 憲法學이 없다

는 점이 분명해졌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민․형사법 등의 실무적 전문가

이나 헌법학이나 헌법학적 감각에는 문외한인 상태에서 재판관으로서의 역할

을 시작하여 헌법재판실무에 익숙하여진 상태에서 임기를 만료하는 패턴을 보

13) 崔大權, “憲法裁判所 決定의 政治的 意味”, 서울대학교 法學 제42권 3호, 21-24
면(20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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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고 있다. 그러한 만큼 헌법재판관들은 헌법문제를 이해하기 위하여 재판

연구관들의 도움을 많이 받는다. 그리고 헌법재판연구관들의 손을 거쳐 선진

외국의 헌법학설․판례 등에 접근하게 된다. 재판연구관들은 대체로 최근에 

선진외국에서나 국내대학에서 헌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들이다.14) 그러

므로 선진외국의 학설․판례 등에 의존하여 헌법을 이해하거나 헌법문제를 접

근하는 점에서 헌법실무가들이나 헌법학자들 사이에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는 헌법학이 헌법실무에 향을 주고 그리고 헌법

실무가 헌법학에 향을 주는 상호관계가 헌법학과 헌법실무 사이에 형성되어 

있다고 말하기 힘들다. 헌법학계나 헌법실무계나 꼭 같이 선진외국의 학설․

판례 등에 대한 일방적 의존만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크게는 우리나라를, 작게는 헌법실무를 지도하고 방향과 이론을 

제공하는 우리의 헌법학이 우리나라에 서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여기에 존

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헌법학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존재한다면, 그러면 

이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여기에 제기되고 있다.

Ⅲ. 目標의 問題

학문으로서의 헌법학을 이야기한다고 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도대체 “무엇

을 하자는 것인가?”의 질문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헌

법학이 무엇이냐의 질문에 직접 답함이 없이 同語反覆的이긴 하지만 헌법학적 

질문에 대하여 헌법학적으로 대답하는 것이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다. 그러한 만큼 우선 헌법학적 질문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헌법학을 

위하여는 헌법을 연구하고자 하는 사람의 憲法的 問題 내지 憲法的 爭點

(issue)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헌법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쟁점을 제기할 수 있

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야말로 헌법학적 훈련의 중심이 된다고 말할 수 있

다. 그리고 헌법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쟁점을 풀어나가기 위하여 그 접근방법 

즉 헌법학적 방법론이 필요하게 된다. 헌법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문제 또는 

쟁점에 대한 감각이 결국 問題意識이 되는 것이다. 결국 헌법적 문제의식 없

이 헌법학은 불가능하다. 그러한 만큼 헌법학을 위하여 우선 헌법적 문제의식

14) 崔大權, 전게 “憲法裁判所 決定의 政治的 意味”, 21-24면(20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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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고 헌법적 문제 내지 쟁점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 같은 헌법적 문제 

내지 쟁점의 제기가 학문으로서의 헌법학의 시작이 된다.

그러면 헌법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문제 내지 쟁점이란 무엇인가? 헌법학적

으로 의미가 있는 문제나 쟁점이란 대단히 다양한 모습이나 요소나 측면을 지

니고 있는 까닭에 일의적으로 대답하기가 지극히 지난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간결하게 정의하자면 그것은 “헌법이란 무엇인가?”의 질문과 의미심장하게 관

련되어 있는 문제나 쟁점을 일컫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헌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문제 내지 쟁점이란 나는 무엇을 헌법이라고 본다는 생각(이것이

야말로 헌법관이라 할 수 있다)과도 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리하여 헌법적

으로 의미있는 문제 내지 쟁점이란 결국 헌법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므로 그

것은 헌법전을 문제삼을 수도 있고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나 살아 있는 헌법을 

문제삼을 수도 있다. 그리고 헌법전을 문제삼는다고 하더라도 예컨대 정당조

항을 문제삼을 수도 있고 기본권의 제한이나 한계에 관한 제37조 제2항을 문

제삼을 수도 있다. 또 헌법이나 헌법조항을 문제삼는다고 하더라도 헌법이나 

헌법조항의 규범적 의미를 문제삼을 수도 있고, 그 기능을 문제삼을 수도 있

으며, 그 정당성의 근거를 문제삼을 수도 있고, 혹은 그 기원이나 유래 등 그 

역사를 문제삼을 수도 있다. 또 헌법을 대상으로 한다 하더라도 헌법학적으로

는 의미가 없는 것일 수도 있다. 예컨대 憲法前文을 비롯한 헌법 문장의 문학

적 의미를 문제삼는다면 헌법학적으로는 반드시 의미 있다고 말할 수 없게 된

다. 그러므로 헌법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여 그것이 다 헌법학이 되는 것이 아

님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무엇을 헌법학이라고 하는지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헌법도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행동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규범인 까닭에 우리의 

행동을 규율하는 憲法規範의 客觀的 意味를 合理的으로 밝히는(認識하는) 작업

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작업을 헌법해석학이라 할 수 있고, 대부분의 헌법실

무가들의 관심사항은 헌법해석학에 머물러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헌법

해석학은 그 성격상 가장 實用的인 헌법학이라 할 수 있다. 아마도 헌법해석

학을 가장 좁은 의미의 헌법학이라 하더라도 무방하리라 생각된다. 헌법해석

학에서는 그 목표에 적합한 문제가 제기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문제에 합리적

으로 답하기 위한 학문활동을 하게 된다. 그리고 헌법해석학에서 제기되는 헌

법적 문제는 대체로 구체적인 사건이나 사실과 관련되어 제기되기 마련이다. 



崔 大 權 [서울대학교 法學 제43권 제1호 : 42∼8054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되지 아니하고 제기되는 헌법적 문제는 대체로 좁은 의

미의 헌법해석학의 역을 벗어나는 헌법적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헌

법의 효력은 어떻게 정당화될 것인가의 질문과 같은 경우인데 이것은 아마도 

헌법철학적 질문이라 할만하다. 예컨대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시키지 아니하고 

헌법전문이나 헌법 제119조 이하의 경제조항의 법적 효력이 무엇이냐의 질문

을 제기한다면 이 질문이 헌법철학적인지 헌법해석적인지 가늠하기 힘들 것이

다. 그러나 동성동본금혼과 관련하여 이것이 유지․발전시켜야 할 傳統的인 

文化인지 타파되어야 할 社會的 弊習인지의 질문과 함께 헌법전문의 법적 효

력을 문제삼는다든지, 어떤 경제규제입법을 놓고 경제활동에 관련된 기본권조

항 및 제37조 제2항과 관련시키지 아니하고 제119조 이하의 經濟條項만의 법

적 효력(제119조의 경제조항만을 근거로 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 효력)을 문제삼는다면, 좀더 구체성을 띠게 되어 헌법해석학적 작업에 적

합한 질문이 되리라 생각한다.

헌법은 우리의 행동을 규율하는 법규범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우리나라의 정

치․경제․사회․문화의 산물이며 바로 우리나라 역사의 산물인 까닭에 우리

의 헌법에 대하여 우리의 상상력이 허용하는 각종의 흥미 있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헌법문장의 문학적 의미라는 예는 이미 위에서 들었거니와 “법 없이 

사는 삶”을 아름답게 생각하는 유교적 전통의 나라에 헌법규범이 가지는 의미

가 무엇이냐의 질문과 같은 것도 흥미 있는 철학적 질문이 되리라 생각된다. 

가령 우리나라 헌법상의 양심의 자유가 문제된다고 하는 경우에 그 전제가 되

는 양심이란 무엇이냐 하는 (도덕)철학적 질문도 대단히 중요하고 흥미로운 

질문이 된다. 왜냐하면 양심이 무엇인지의 이해가 없이는 양심의 자유가 무엇

을 헌법적으로 보장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 없게 만드는 까닭이다. 또 언론의 

자유의 경우에 그러면 언론이란 무엇이냐에 관한 이해가 전제되지 아니하고 

언론의 자유를 말할 수는 없다. 헌법의 권력통제의 기능이라든지 헌법의 통합

적 기능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은 헌법의 기능의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일상적으로 사용하여서 그렇지 그것은 사회과학적으로 대단히 흥미 있는 질문

이 된다. 헌법의 기능을 논의한다는 것은 사회 속에서 “살아있는 헌법”을 전

제로 그렇게 살아있는 헌법의 기능을 문제삼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또 헌법

규범과 헌법현실 사이의 괴리를 문제삼는 논의(Loewenstein의 규범적 헌법, 명
목적 헌법 및 장식적 헌법의 논의 포함)도 사회과학적으로 흥미로운 논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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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상식적인 논의에 머물려는 것이 아닌 한 헌법규범과 다른 헌법현실의 

과학적 인식을 전제로 하여야 합리적인 논의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

다. 나아가 만약 어떻게 하여야 이러한 괴리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에 

이르게 되면 사회과학에 바탕을 둔 정책적 논의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동

북아시아 국가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유사성의 공유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활

발하게 작동하는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제도와 그렇지 아니하는 일본의 위헌법

률심사제도의 차이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 것인가의 질문15)도 사회과학적으

로 대단히 흥미로운 질문이 된다. 가령 우리나라의 적부심제도와 관련하여 

미에서 기원하여 발전하여온 habeas corpus제도가 미군정을 통하여 어떻게 우

리나라에 상륙하게 되어 헌법조항에 어떻게 채택되었으며 형사소송법에는 어

떻게 구현되어 있는지의 문제라면 헌법역사적으로 대단히 흥미 있는 문제가 

될 것이다. 미국헌법은 물론이고 독일헌법(적어도 독일 기본법)에도 없는 경제

조항(제119조 이하)이 어떻게 우리나라 헌법전에 등장하게 되었는지를 연혁적

으로 규명하는 일도 흥미 있는 문제가 되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각종 질문의 예는 우리로 하여금 헌법을 대상으로 하여 헌법철학, 

헌법사회과학, 헌법사학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헌법에 관한 이해를 대

단히 풍부하게 만들어 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만약 우리가 우리

나라에서 ｢基礎法｣으로 통하고 있는 (헌)법철학, (헌)법사회과학, (헌)법사학의 

도움이 없다면 우리의 헌법에 대한 이해를 얼마나 빈약하게 만들어 줄 것인가

를 짐작케 하여 준다. 위에서 우리나라에 학문으로서의 헌법학이 없다고 주장

하 던 것은 실은 우리나라에 기초헌법학적 연구가 부재하고 그리하여 기초헌

법학의 연구업적의 도움 없이 헌법해석학을 하려고 하니까 선진외국의 학설․

판례 등에 크게 의존하게 되거나 마치 민․형사법 다루듯 하는 형식논리작업

에게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는 우리나라 헌법학계의 현실에 대한 관찰에 

바탕을 두어 행하는 주장인 것이다. 헌법조항에 대한 형식논리적인 해석학적 

작업만으로 합리적 결과를 얻기 힘들게 만드는 헌법해석상의 어려움도 나아가 

선진외국의 학설․판례 등에 노예적으로 의존토록 만드는 이유의 하나가 된다

고 생각된다. 그런데 소위 선진외국의 학설․판례는 실은 그 나라에서는 한결

15) 崔大權, 전게 “憲法裁判所 決定의 정치적 의미”, 4-6면; 崔大權, “憲法裁判所의 

政治學 ―그 구조와 기능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法學 제34권1호, 106-127면, 특
히 115-117면, 120-121면(1993)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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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그 나라의 기초헌법학의 연구성과에 바탕을 두어 혹은 그와 함께 형성․

발전되어 온 것이라는 사실을 주목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헌법

해석학과 기초헌법학의 접한 관련사실을 감안할 때 어떠한 학문 역을 헌법

학의 범주에 포섭하여야 하는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자명해진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위에서 “헌법학적으로 흥미 있는 문제“의 제기라고 하는 경우의 성격

규명도 분명해 진다고 생각된다. 결국 헌법학이란 헌법학적으로 흥미 있는 문

제를 제기하고 규명하는 학문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것은 

헌법해석학 뿐만 아니라 기초헌법학(헌법철학, 헌법사회학, 헌법사학 등)이 포

함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헌법현상을 놓고 우리의 헌

법학을 하여야 한다고 할 때에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의 문제도 떠오른

다고 생각한다. 어려울 때에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서 다른 무엇

보다도 기초헌법학적 헌법학 접근방법이야말로 창의적인 우리의 헌법학을 행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믿음을 말하고 싶다. 이 점은 가장 좁은 의미의 

헌법학이라 일응 이름붙 던 헌법해석을 위하여도 그러하다.

Ⅳ. 方法의 問題

그러면 헌법학이란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인가? 위의 서술에서 분명하여진 

바와 같이 헌법을 바라보는 눈이 다양하고 헌법에 대하여 가지는 문제의식이 

한결 같지 아니한 만큼 헌법학이란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한두 마디로 단언

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러나 자기가 제기한 헌법적 문제를 옳게 

잘 풀어주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가장 옳은 방법이 되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있다. 그러한 만큼 合理性이야말로 헌법적 문제에 대한 옳은 접근방법의 잣대

가 된다고 생각한다. 즉 헌법적 문제에 대한 답변을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만

들어 주는 접근방법이 옳은 접근방법이 된다. 그러므로 제기된 헌법적 문제에 

따라 형식논리적인 법률적 삼단논법의 것일 수도 있고 철학적, 사회과학적 또

는 역사적 접근방법일 수도 있다.

1. 憲法의 認識

이처럼 제기하는 헌법적 문제에 따라 이에 적합한 접근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인 만큼 단순히 “憲法을 認識한다”고 하는 경우의 헌법이 꼭 같은 것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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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규범을 중심으로 하는 헌법을 

인식한다고 하는 경우16)와 기능하는 헌법 즉 살아있는 헌법17)(사실로서의 헌

법)을 인식한다고 하는 경우가 다르며, 따라서 가령 역사적으로 접근한다고 하

는 경우에도 어떠한 헌법을 보려고 하느냐에 따라 인식하는 헌법이 꼭 같지 

아니하고 각기 다를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리하여 헌법규범사를 이야기할 수 

있고 고유한 의미의 헌법개념을 중심으로 하는 또는 살아있는 헌법개념을 중

심으로 하는 헌법사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무엇을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라고 할 것이냐 혹은 무엇을 살아있는 헌법이라고 할 것이냐의 문제가 

정의되어야 할 것이다. 바로 그러한 까닭에 조선시대의 헌법도 우리는 의미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 헌법의 중심되는 기능이 權力의 統制라고 한다면 그

리고 조선조 시대에도 그 체제가 권력의 전횡이나 자의적 권력 행사의 체제로

만 정의할 수 없는 것이라면 권력통제의 장치가 있었을 것임에 틀림없을 것이

고 따라서 권력통제의 장치라는 시각에서 문제를 보았을 때 우리는 당시의 가

치체계와 행동준칙을 지시하 던 儒敎와 이를 뒷받침한 言官制度가 오늘날의 

헌법 및 위헌법률심사제도 등에 기능적으로 상응하는 권력통제의 장치라 말할 

수 있게 된다.18)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조선조 시대로부터의 헌법사를 논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조선조 말의 大韓國國制(1899)19)가 우리나라 최초의 헌

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문헌법전을 중심으로 하는 것임을 물론이다.
이처럼 헌법인식의 문제는 헌법규범을 인식하는 헌법해석학에만 특유한 것

이 아니고 헌법철학, 헌법사회과학, 헌법사학 등에도 중요한 문제이다. 헌법을 

인식하지 아니하고는 헌법철학, 헌법사회과학, 헌법사학을 할 수 없는 까닭이

다. 다만 헌법 인식의 대상이 되는 헌법의 측면이나 요소나 기능 등이 같지 

아니할 뿐이다. 이러한 점에 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헌법규범을 

16) 심헌섭, 분석과 비판의 법철학(서울: 法文社, 2001), 207-226면(合理的 法學方法

論-分析的 관점에서) 참조.
17) “살아있는 헌법” 및 “헌법의 기능”에 관하여, 崔大權, 전게 憲法學講義, 26-27

면 및 32-36면 참조.
18) 崔大權, “우리나라 公法史 理解의 한 試圖 ―막스 웨버의 임페리움과 公法 槪

念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法學 제17권 1호, 91-122면(1976) 및 이를 전재한 崔大

權, 法社會學(서울대학교출판부, 1983), 54-90면(제2장 우리나라 公法史의 한 理解), 특
히 59-72면. 그리고 Chaihark Hahm, Confucian Constitutionalism, Harvard의 JSD학위논

문(2000) 참조.
19) 崔鍾庫, 韓國法思想史, 全訂新版(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211면, 255-25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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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는 헌법해석학의 상당히 많은 경우에,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에, 형식논

리적인 법률적 삼단논법만으로 되지 아니하고 헌법철학적, 헌법사회과학적 및 

헌법사학적 접근방법이 활용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바(즉 헌법

조항의 의미의 파악)를 제대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이 이곳에서 지적되어야 

한다. 헌법조항들의 추상성․개방성 등 때문에 일반적인 법 해석과 헌법해석

이 다르냐 어떠냐, 그리하여 일반적인 법 해석의 원칙들이 헌법해석에서도 타

당하냐 어떠냐가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법 해석의 원칙을 무분별하게 적용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헌법조항과 관련하여 합리성을 결여하게 되는 것

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이 위에서 지적한 바 헌법해석을 마치 

민․형사법조항을 해석하듯이 하는 우리나라의 일반적 경향을 일컫는 점이다. 

이러한 경향을 표출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가 사죄광고의 위헌결정20)과 관련된 

양심의 자유 조항(제19조)의 해석, 그리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및 국유재

산(잡종재산)에 대한 취득시효를 배제한 국유재산법조항을 위헌21)이라 하면서 

거론한 헌법조항들에 대한 해석일 것이다.

양심의 자유를 바로 이해하기 위하여는 양심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관한 깊은 이해 없이는 불가능하다. 양심은 전형적인 민․형사법조항에서 문

제삼는 바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물건이나 사람이나 행위가 아니다. 특히 형

사법의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특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는 것

이 요청되고 있다. 헌법조항의 경우에는 분명하게 구체적․한정적으로 규정한 

조항들도 없지 아니하지만 대부분의 헌법조항들은 그렇지 아니하다는 점은 적

어도 립 서비스로는 누구나 이야기하고 있으면서도 헌법해석의 실제에서는 쉽

게 잊어버리고 마치 민․형사법조항 해석하듯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다. 양심은 동양의 수치문화와 대비되는 서양의 죄의식 문화와 연계되어 있으

며 그리하여 서양 수 천년의 도덕과 법사상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개념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동양에는 양심에 상응하는 것(수치문화)은 있었어도 원래 

양심이란 개념은 없었다는 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만큼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려는 양심이 과연 무엇을 말하려는 것인지에 관한 도덕철

학․법철학적 규명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 없이 양심을 쉽게 이해하

20) 1991. 4. 1. 헌법재판소 결정(89헌마160) 참조.
21) 각기 1989. 1. 25. 헌법재판소 결정(88헌가7) 및 1991. 5. 13. 헌법재판소 결정

(89헌가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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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사죄광고의 경우에는 법원이 명하는 사죄가 양심에 반하고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죽어도 사람에게 총을 겨누지 못하여 병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양심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양심을 쉽게 이해한다고 한 

점은 자기 잘못에 대하여 행하는 사죄는 오히려 요구되는 것인데 그렇게 공개

리에 사죄하는 것이 싫어서 하기 싫다는 것을 양심의 문제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단순한 좋고 싫음이 양심의 문제는 결코 아니다.22)

민사절차상 국가와 개인을 평등하게 취급하는 문제를 헌법상의 평등조항 상

의 평등문제로 파악하는 것도 헌법조항을 마치 민․형사법조항 해석하듯이 해

석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가 된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옷을 입혔을 뿐 그것은 

그 자체 민사판결이라 하여야 옳다. 헌법의 평등조항을, 국가란 과연 무엇이며 

법이란 무엇이냐에 관한 법철학적 고찰을 조금이라도 하면서 해석하 다면 그 

같은 오해는 전혀 일어나지 아니하 을 것이다. 국가와 법을 동일시한 H. 
Kelsen을 인용할 것도 없이 평등조항의 법 앞의 평등에서 법을 국가로 대치하

여 보면 법 앞의 평등은 국가 앞의 평등을 의미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즉 평

등조항은 국가가 법을 통하여 개인들을 취급함에 있어서 평등하게 취급하라는 

것이지 국가 = 법 앞에서 국가와 개인을 평등하게 취급하라는 뜻이 결코 아닌 

것이다. 그리고 취득시효의 문제와 관련하여 재산권조항을 살펴보자. 문제되는 

부동산과 관련하여 취득시효제도 자체가 부동산재산권을 제약하는 제도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취득시효제도 자체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

하여 정당화되느냐 어떠냐를 따져야 하는 제도인 것이다. 그런데 타인의 부동

산 등을 오래 점유하면 그것을 취득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게 하는 그러한 

취득시효제도가 어떻게 “前국가적․超국가적”인 기본권적 보호(헌법 제23조 

제1항)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인가?

이러한 점들은 헌법조항들(제11조, 제23조, 제37조 제2항 등)을 기계적․형

식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한다는 증거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헌

법조항의 이러한 기계적․형식논리적인 이해는 조문만을 보기 때문에 시야를 

좁게 만들며 문제되는 헌법조항의 문언만을 바라보게 만든다. 나아가 이러한 

점들은 역설적으로 헌법해석학은 헌법철학적, 헌법사회과학적 및 헌법사학적 

접근방법과 함께 행하여져야 한다는 점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22) 단순히 싫은 것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자기결정권의 침해일 수는 있다. 그러

나 그 자체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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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헌법조항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게 하여 문제를 

바로 보게 만들어 준다고 생각한다. 즉 헌법해석학 및 헌법철학, 헌법사회과

학, 헌법사학은 각기 독자적인 학문활동일 뿐만 아니라 기초헌법학적 접근은 

헌법해석학을 풍부하게 만들어 주며 나아가 헌법해석학의 수단이 된다. 이러

한 점들은 경제활동의 자유(제119조 제1항)와 이에 대한 규제․조정의 헌법원

리(제119조 제2항)의 관계(충돌과 조화 등) 설정의 문제를 상정하는 경우에 자

명하여 진다. 경제를 바라보는 경제에 관한 시각을 전제하지 아니하고 兩 조

항간의 형식논리적인 문리해석만에 의하여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함은 금방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의 경제에 관한 시각은 그것이 경제에 관

한 상식적인 이해가 아니라 과학으로서의 경제학적 연구결과에 기초한다고 하

는 경우에 좀더 합리적일 수 있음은 췌언(贅言)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23)

2. 憲法의 認識方法

방금 위에서 언급한 이러한 점들을 헌법규범의 인식을 목표로 하여 행하는 

헌법해석학적 접근방법 및 주로 헌법사회과학적 접근방법을 중심으로 하여 재

구성하여 보자. 그리고 널리 알려진 Savigny의 소위 고전적 법해석방법 내지 

원칙들을 우리들의 헌법학 방법론적 논의의 출발점으로 거론하여 보자. 첫째 

문리해석, 둘째 논리해석(체계적 해석), 셋째 역사적 해석, 그리고 넷째 목적해

석의 원칙들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 가운데 제일차적으로는 문리해

석에 의존하여야 하며 문리해석이 합리적 결과에 이를 수 없을 때 둘째, 셋째 

혹은 넷째의 원칙에 의거하여야 하는 것이다.24) 이러한 법 일반에 타당한 법 

해석의 방법들이 흔히들 주장하듯이 헌법해석에 타당치 아니한 것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헌법해석에도 타당하다. 다만 헌법조항들이 민․형사법조항과 다르

게 규정된 만큼 다르게 적용될 뿐이라고 하는 점은 이미 누누이 지적하

다.25) 예컨대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라고 함과 같이 문리해석만으로 충분히 

합리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문리해석의 원칙이 타당하여

23) Herbert Hoverkap, “Fact, Value and Theory in Antitrust Adjudication,” Duke 
Law Journal, v. pp.897-914(1987) 참조.

24) 崔大權, “制定法의 解釋”, 서울대학교 法學 제30권 1․2호, 122-137면(1989).
25) 崔大權․韓尙熙․金文顯, “憲法解釋에 관한 硏究”, 憲法裁判硏究 제5권(서울: 憲

法裁判所, 1994)에 수록된 崔大權, “憲法의 解釋”, 11-87면, 55면 이하; 崔大權, 전게 事例

中心 憲法學, 105-153면, 132면 이하; 崔大權, 전게 憲法學講義, 109-129면, 120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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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그러나 문리해석으로 합리적 결론을 도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해석의 원리들이 동원되어야 하는 것은 헌법이나 다른 법의 경우나 마찬가지

이다. 다만 헌법의 경우에는 다른 법의 경우보다 문리해석 이외의 원리나 방

법에 의하여 해석하여야 할 경우가 단연 많다고 할 수 있다. 형법의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의 원리에 의하여 설명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규정은 구체적일 

것을 요구한다. 민법의 경우에도 형법의 경우와 비교할 것은 아닐지라도 헌법

조항에 비한다면 그 성질상 상당히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마련이다. 자유나 평

등의 경우에 보는 바와 같이 헌법조항들은 성질상 추상적․개방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문제는 법의 인식에 얼마나 합리적으로 이르는가의 점이다.

이같이 헌법조항들이 다른 법조항의 경우와 다르다는 것은 그만큼은 문리해

석의 원칙이 합리적인 해석의 방법일 수 없으며 나아가 헌법철학적, 헌법사회

과학적 및 헌법사학적 방법에 의거하지 아니하면 그 의미 파악이 어렵다는 것

을 말해주는 것이 된다. 위에서 이미 한 예로서 든 바와 같이 양심의 자유의 

경우에 양심이 무엇이냐에 관한 이해가 전제되지 않으면 양심의 자유를 이해

할 수 없다. 그런데 문제의 헌법재판소 결정의 경우에는 양심에 관한 즉흥적

인 또는 상식적인 이해를 전제로 하여 양심의 자유를 파악한 결과 오류를 범

하게 되었던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양심에 관한 헌법철학적인 심층적 이해 

위에 설 때 양심의 자유에 관한 좀더 합리적인 이해(즉 진리)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예컨대 언론의 자유를 들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언론

에 관한 일정한 이해가 전제되지 아니하고 언론의 자유에 관한 합리적인 이해

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상식적인 이해가 아니라 (사회)과학적인 

연구결과에 의거한다면 언론의 자유에 관한 이해가 과학적인 합리적 근거 위

에 서게 될 것임은 물론이다. 어떠한 법조항도 일정한 철학적, (사회)과학적, 

역사적 이해를 전제로 하여 혹은 이를 불가분의 내용으로 하여 규정하게 마련

이다. 그러한 까닭에 철학이, 사회과학이, 역사학이 헌법해석학의 방법일 수 

있는 것이다.

위에서 방금 언급한 점은 법 앞의 평등의 이해에서도 전혀 동일하게 타당하

다. 평등의 개념에는 철학적, 과학적(사실적) 및 역사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러므로 학문적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평등조항의 의미를 규명해 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법사회학에 한정하여 이야기한다고 할 때 법사

회학이 합리적인 헌법학방법론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에 관하여 미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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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드는 대표적인 예가 Brown사건에서 보여준 separate but equal의 원칙이다. 

사실, 분리(separate)하여 교육시키더라도 동등하게(equal) 교육시킨다는 경우에 

그것이 어떻게 평등에 반하는지를 문리해석적인 형식논리만으로 증명할 수는 

없는 것이다. 더구나 이 원칙은 선례구속의 원칙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는 판

례헌법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분리교육은 그 자체가 흑인아동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심리적 손실(열등의식)을 가하는 제도라는 (사회)과학적 연구성과를 

논거로 하여 위 원칙을 평등에 반하다고 번복할 수 있었다.26) 우리의 동성동

본금혼조항 위헌결정의 경우에도 혹시 Brown사건의 경우만큼 극적이지는 않

을런지 몰라도 Brown사건의 경우에 보는 바와 같은 그 결과의 사회적 중요성

과 함께 위헌결정의 논리(reasoning)구조가 대단히 유사하다. 과거의 동성동본

혼의 구제입법의 역사, 동성동본금혼의 과학적 근거의 부재 사실 등을 논거로 

들어 동성동본금혼의 원칙이 평등의 개념에 포섭될 수 없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학자의 연구성과를 구(solicit)하여 그것을 합리적 해석의 논거로 

하여 위헌의 결론에 도달한다는 생각(idea)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27) 법의 

효력을 법을 지지하는 심리적 사실로 환언하여 사회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

음은 이미 다른 에서 보여 준 바가 있거니와,28) 법전에 있다는 의미에서 법

적 효력을 가진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도 그것을 법이라고 생각하는 사

람이 없다고 하는 경우에 “사실상 효력이 없는 법“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상 효력이 없는 법을 사회과학적(예컨대 사회통계학적)으로 증명해 낼 수 

있다. 동성동본금혼원칙의 경우에도 사실상 효력이 없는 원칙임을 보여주는 

사회과학적 연구결과를 구하 다고 한다면 동성동본금혼원칙이 평등조항 등에 

반한다는 결정의 논거의 하나로 그러한 연구결과를 이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상에서는 주로 문리해석의 원칙을 가지고 이야기하 거니와 논리해석(체

계적 해석)의 경우에도 사정은 전혀 동일하다. 상식에 바탕을 둔 문리해석에 

26) Paul L. Rosen, The Supreme Court and Social Science(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72); Mark A. Chesler, Joseph Sanders, and Debra S. Kalmuss, Social 
Science in Court: Mobilizing Experts in the School Desegregationsd Cases(Madison: 
University of Wiconsin Press, 1988) 등.

27) 崔大權, “法的決定과 社會科學 ―課外禁止措置違憲決定을 중심으로―”, 서울대

학교 法學 제41권 3호, 41-73면, 특히 61-67면(2000) 참조.
28) 崔大權, 전게 憲法學-法社會學的 接近, 15-46면(1. 憲法의 法的 性格) 가운데 특

히 36-3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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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이해를 전제로 하여 헌법조항간의 논리적․체계적인 이해와 철학적, 사

회과학적 및 역사적 이해를 내용으로 하여 이해된 헌법조항간의 논리적․체계

적 해석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문리적 해석을 전제로 하는 

헌법조항간의 논리적․체계적 해석방법에 의하여 합리적 결론의 도출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문제는 간단하다. 그러나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철학적, 사회과학적 및 역사적 이해를 전제로 하는 헌법조항간의 합리적․

체계적 해석의 방법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3조와 

제4조 사이의 외견적인 일응의 충돌관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조화되는 조항으로 파악(조화적 해석)할 수 있다29)고 함은 

바로 이 후자적 해석의 방법에 의하 기 때문이다. 또 국가보안법의 헌법적 

근거조항이 헌법 제3조( 토조항)가 아니라 헌법 제37조 제2항이라고 하는 경

우 및 죄형법정주의의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12조 제1항이라기보다는 헌법 제

37조 제2항이라 하는 경우30)에도 사정은 전혀 동일하다.

역사적 해석의 방법에 따라 입법자(헌법제정권력자)의 의사를 밝힌다고 하

는 경우에 다양한 역사학적 접근방법이 활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다만 

문제가 되는 헌법조항에 관한 입법자의 의사를 밝히는 일이 실제로 그렇게 쉽

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사 그것이 가능하더라도 문제되는 헌법조항의 의미

를 파악함에 있어 역사적 문건(예컨대 제헌국회의 속기록)에 나타난 입법자의 

의사에 어느 정도의 무게를 주어야 하는 것인지, 설사 정확하게 입법당시의 

입법의사를 확인할 수 있더라도 세월이 상당히 흘러 사정이 많이 달라진 오늘

의 시점에서 아직도 그것이 지배하여야 하는 것인지 등의 이론적 및 실제적 

문제가 남는다.31) 그리고 목적해석의 원칙은 헌법해석상 사회과학적 접근방법

이 적용되는 창구가 된다. 말할 것도 없이 사회과학은 사물을 원인-결과․목적

-수단의 파라다임을 가지고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이다.32) 문제되는 (헌)법조항

29) 崔大權, “韓國憲法의 座標: ‘領土條項’과 ‘平和的 統一條項’”, 崔大權, 事例中心 
憲法學, 增補版(서울: 博英社, 2001), 557-579면; 崔大權, “｢南北合意書｣와 관련된 제반 

法問題 ―특히 ｢特殊關係｣의 의미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法學 제34권 3․4호, 
1-38면(1993).

30) 바로 앞의 주 및 崔大權, 憲法學講義, 증보판(서울: 博英社, 2001), 206-207면.
31) 崔大權, 전게 事例中心 憲法學, 109-110면 주 7; 崔大權, 전게 憲法學講義, 111-112면.
32) 최대권 외 10인, 법사회학의 이론과 방법(서울: 일신사, 1995)의 제1장 최대권, 

“법사회학이란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학문인가”, 15-37면, 특히 29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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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적 실현에 가장 적합한 수단의 발견은 사회과학적 연구성과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문제되는 (헌)법조항의 가능한 여러 의미 가운데에서 그 (헌)법조항

의 목적 실현에 가장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있는 법의 의미(해석)를 선택하는 

것이 合理的 해석일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사회과학적 접근방법은 목

적해석을 통하여 헌법해석의 방법이 된다.33)

3. 合理性의 問題

위에서 방금 해석법학적 헌법인식의 방법문제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해석법

학적 접근에 있어서 일차적으로는 문리해석에 의거하여야 하지만 이차적으로

는 논리적(체계적) 해석이나 역사적 해석 또는 목적적 해석의 방법에 의거하

여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에 의거할 것인가의 선택의 문제는 합리성

의 잣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문제가 된다. 나아가 문리해석의 방법이든 

다른 해석의 방법이든 단어나 구절의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이해될 수 없거나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 조항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나 사항

에 관한 사회과학적(또는 철학적 혹은 법사학적)인 이해가 불가피하다거나 그

래야 좀더 합리적인 헌법의 인식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경우의 판단의 잣대 

또한 합리성이다. 위에서 심지어 문리해석의 경우에도 그 조항이 일정한 사실

의 인식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 바로 그 조항의 전제사실(예컨대 양심의 자유

의 양심․흑백분립교육제도의 실제․동성동본금혼제의 실제)의 합리적 인식을 

위하여 사회과학적(또는 법철학적․법사학적) 인식이 해석법학적 접근의 불가

결의 수단이 된다고 하는 경우에 해석법학적 접근에서 사회과학적 인식이 요

구되느냐의 문제도 합리성이 이 문제를 지도하는 원리가 된다.34) 이같이 合理

性이 憲法 認識의 方法論의 잣대가 되는 이유는 合理性이 바로 法의 屬性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合理的인 法의 認識에 이르게 만드는 接近方法이 憲

法認識의 妥當한 접근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선진외국 의존적이지 아니한) 우
리의 (憲)법학을 한다고 하는 경우에 헌법학의 방법론은 바로 이러한 의미의 

접근방법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나의 主張이나 決定의 正當性에 대한 合理的 

根據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33) 崔大權, 전게 事例中心 憲法學, 44-47면.
34) 崔大權, “制定法의 解釋”, 서울대학교 法學 제30권 1․2호, 122-137면(1989); 앞

에 인용한 심헌섭, “合理的 法學方法論”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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合理性은 法의 屬性이며 法의 生命이다.35) 合理的이지 아니한 法은 恣意的

인 權力의 行使에 지나지 아니한다. 합리성이 서양 근대법의 속성임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학자는 Max Weber라 할 수 있다.36) 다만 과연 무엇이 합

리성인가의 문제에 이르게 되면 그것이 쉬운 문제가 아님을 금방 알게 된다. 

Max Weber가 價値合理性과 目的合理性을 이야기하고 있음은 의미심장하다.37) 

가령 생명의 존엄이나 보편적 정의라고 함과 같은 가치에 비추어 판단되는 

(가치)합리성을 우리가 이야기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법률적 삼단논

법38)은 이를테면 법의 인식에 있어서 가치합리성을 담보하는 수단 내지 장치

가 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가령 경제적 이윤극대화 혹은 환경보호

라고 하는 목적을 상정하는 경우에 이 목표의 실현에 가장 적합한 방법의 선

택이 이를테면 목적합리성을 갖춘 방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목적 실현에 자

장 적합하냐 어떠냐의 판단의 경우에 과학적 판단이 그 잣대가 되리라 생각된

다. 가령 친자관계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는 종래의 혈액형검사 보다는 

DNA검사가 과학적으로 좀더 정 하고 따라서 DNA검사결과에 근거한 법적 

판단이 좀더 합리적이라 단언할 수 있다. 이처럼 목적합리성의 경우에 과학적 

진리가 그 잣대가 된다. 그리고 과학적 판단이라고 하는 경우에 자연과학적 

판단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이 과학을 목표로 하는 것인 만큼 사회과학적 판단

을 포함한다. 그것은 사실의 인식에 있어 상식적 판단보다 좀더 과학적이고 

따라서 좀더 합리적인 판단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회과학을 

포함하여 과학은 (목적)합리성 판단의 불가결의 수단이 된다.

이러한 점에 관하여 의문의 여지는 없다. 문제는 가령 迷信이 통용되는 시

35) 崔大權, 法社會學(서울大學校出判部, 1983), 39면 이하 및 45면 이하(제1장 法

社會學的 法學方法論) 및 251-278면(제6장 변호사의 役割-辯護士의 社會的 責任論을 中

心으로);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편, 法律家의 倫理와 責任(서울: 博英社, 2000)의 최대권, 
“새 시대의 법조윤리 ―그 합리적 근거를 중심으로―”, 100-133면, 특히 100-110면.

36) Max Weber, ed. by Guenther Roth and Claus Wittich, Economy and 
Society(New York: Bedmister Press, 1968), 2권, 641-900면, 특히 656-658면; Alan Hunt, 
The Sociological Movement in Law(London: Macmillan, 1978), 93-133면; Wolfgan 
Schluchter, tr. by Guenther Roth, The Rise of Western Rationalism: Max Weber's 
Developmental History(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1); Anthony T. 
Kronman, Max Weber(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3) 등.

37) 전게, Max Weber, Economy and Society, 1권, 24-26면 참조.
38) 심헌섭, 전게 분석과 비판의 법철학, “法律的 三段論法-論理的․哲學的 小考”, 

278-32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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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나 사회에서 미신대로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냐, 또 賂物이 

광범위하게 통용되는 사회나 상황에서 뇌물을 통하여 목표(예컨대 허가나 인

가나 승진)를 실현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어떠냐의 문제이다.39) 그리고 이것이 

법에서 요구되는 합리성의 문제일 수 있느냐 어떠냐,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나아가 이러한 문제들은 문화적 상대주의의 문제

와도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우선 미신이 통용되는 시대나 사회에서 미신

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행동하는 경우에 그러한 시대나 사회를 상정한다면 그

러한 판단이나 행동도 가치합리적이라 할 수 있고 뇌물이 일상화되어 있는 사

회에서 뇌물을 통하여 목표를 실현하려고 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합리적인 행

동이라 할 만하다. 그러한 만큼 가치합리적이냐 목적합리적이냐의 문제는 합

리성의 분류에 불과하고 합리성 판단의 준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만 오늘날 미신에 바탕을 두는 것보다 과학에 바탕을 두는 것이 더 합리적

이라는데 대하여 일반적인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그리고 뇌물이 뇌물을 

수수하는 개인 차원에서는 합목적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발각되어 처벌

받는 경우에 개인차원에서도 합목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회나 조직 

전체의 차원에서 그것이 비합리적이라는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

다. 그렇다면 무엇이 궁극적인 합리성의 잣대이냐의 문제가 제기된다.

문명발달의 이 시점에서 보았을 때 科學主義 자체가 오늘날 하나의 지배적

인 가치체계로 군림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리하여 오늘날 과학적인 것

이 합리적인 것이고 미신에 근거하든 그 밖의 것이든 과학적으로 근거 지을 

수 없는 것은 비합리적인 것으로 통용되고 있다. 그리고 과거에 미신적인 것이

라고 여겼던 것들이 과학적으로 재음미되고 있는 것들도 많다(예컨대 출산직후 

금줄을 쳐서 악귀를 막는다는 3․7일 격리풍습). 그러므로 과학에 바탕을 두는 

것은 가치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그것은 가령 질병치료

의 경우에 더 효과적이며 생산성을 높이는 등 효율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목

적합리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뇌물의 경우에는 문제가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

다. 왜냐하면 그것은 個人 대 社會(共同體) 내지 組織 전체의 改善(betterment)

이나 生存(survival)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전쟁이나 오늘날 목격하는 바와 같은 

전 사회적인 그리고 전 세계적인 차원의 극심한 경제전쟁의 차원에서 우위의 

39) 崔大權, “法에 있어서의 近代化 ―韓國法社會學의 한 試圖―”, 서울대학교 法

學 제13권 2호, 81-122면(197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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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나 생존은 그 자체가 하나의 지배적인 가치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개인 차

원의 뇌물이 널리 통용된다고 하는 경우에 예컨대 뇌물로 군복무회피풍조가 

널리 퍼져있다고 하거나 관리들의 부패가 만연하여 있다고 하는 경우에 국민

에게 죄절감을 안겨 준다던지 사기를 저하시키는 문제를 포함하여 공동체 전

체의 생존이 위협받거나 국제경쟁력이 저하되리라는 점은 쉽게 판단할 수 있

다. 그러한 의미에서 반부패의 주장이나 결정은 가치합리적이기도 하고 목적합

리적이기도 하다.

다른 한편 弘益人間이라든지 生命尊重사상과 같은 普遍的 眞理 내지 價値를 

우리가 상정할 수 있다. 이러한 보편적 진리 내지 가치는 기독교나 유교 등 

종교의 가르침에서 유래하거나 보편적 신념에 근거하여 신봉하고 따르는 진리 

내지 가치이다. 그러한 보편적 가치를 부인하는 사람이나 문명은 없다고 말 

할 수 있다. 예컨대 생명의 말살을 가치라고 가르치는 종교나 문명은 없다. 그
러한 의미에서 이러한 보편적 진리 내지 가치에 적합한 가치합리성을 우리가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면 과학적 진리, 사회(공동체) 

내지 조직 전체의 개선과 생존, 그리고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보편적 

가치 등이 합리성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합리성 판단의 기

준을 이렇게 보는 이상 문화적 상대주의의 문제는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

다고 판단된다. 미신이나 뇌물의 관행이 지역적으로는 아무리 강력하게 통용

되더라고 이를 문화적 상대주의에 빗대어 정당화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문제에 이르지 아니하는 문화나 가치의 상대주의 즉 동등하게 존중되

어야 할 복수의 다양한 문화와 가치의 존재를 믿을 뿐이다. 그리고 방금 언급

한 바 합리성 판단의 잣대가 되는 과학에는 自然科學뿐만 아니라 과학주의를 

지향하는 社會科學이 포함된다. 이러한 사유과정에 비추어 보면 사회과학이 

법학적 주장이나 판결 등 법적 결정의 합리성을 담보하거나 증진시키는 중요

한 방법 내지 장치가 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되어야 함을 단언할 수 있게 만

들어 준다.

위에서 합리성은 법의 속성이라고 언명하 거니와 합리성이 법의 속성이 되

는 이유는 만약 법이 합리성을 결하는 경우에 그러한 법은 正當性(justification)

을 결하게 되어 자의적 권력의 행사로 전락하게 된다는 데 있다. 즉 법은 사람

을 구속하는 강제력을 가지는 까닭에 법은 정당화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법

이 정당화될 수 있기 위하여는 效力을 지녀야 하고, 正義로워야 하며,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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合理的이여야 한다.40) 그리하여 합리성을 지니는 모든 법이 정당화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합리성을 결한 법은 결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합리성과 정당성을 동의어라 말할 수는 없지만 합리성을 결한 (법적)

정당성을 논할 수 없는 만큼 합리성은 법의 불가분의 속성에 해당한다. 이러한 

법의 속성인 합리성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법학적 주장이나 법적 판단

에서의 (사회)과학의 역할 내지 기여 능력을 거론하는 것이다. 즉 법학적 주장 

또는 법적 판단의 합리적 근거를 사회과학(혹은 법철학․법사학)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곳에서 법적 판단이라고 말한 것은 입법적 판단(입법)과 

사법적 판단(법원의 재판․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을 포섭하기 위하여서 이다. 

입법도 합리성을 지녀야 하며 합리성을 결한 입법의 경우에 자의적인 권력의 

행사라 할 수 있음은 사법부의 재판이나 결정에서와 마찬가지이다.41) 다만 입

법의 합리성 통제는 종국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러

한 통제는 입법이 합리성을 결하는 경우에 그 입법은 헌법적 정당성을 결하게 

된다는 논리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바로 

이러한 기제를 통하여 사회과학은 헌법재판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또 기여하여

야 한다.

4. 法官의 憲法 認識 및 判斷의 문제

위에서 헌법의 인식은 헌법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임을 지적하 거

니와 많은 경우에 그것은 구체적인 헌법사례나 헌법사건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다. 법관(헌법재판관)의 헌법 인식은 특히 그러하다. 그러므로 법관의 헌법사

건의 처리과정에서 일어나는 헌법의 인식 및 판단의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위

에서 논의한 바를 재구성하여 이야기하여 보자. 첫째로 헌법의 인식 및 판단

의 문제도 크게는 三段論法的인 構圖에서 행하여진다는 점을 무엇보다도 주의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대전제에 해당하는 적용되어야 할 관련 헌법조항을 찾

아내어야 한다. 그러나 관련헌법조항을 찾아내는 바로 이 작업이 많은 경우에 

40) Raymond Angelo Belliotti, “Justification,” in The Philosophy of Law: An 
Encyclopedia; 심헌섭, 전게 분석과 비판의 법철학, “法獲得方法의 基本構造에서 본 法

學과 法實務”, 265면, 274면 등 참조.
41) 崔大權, “立法의 原則”, 서울대학교 法學 제25권 4호, 61-86면, 특히 80-81면

(1984) 혹은 이를 전재한 崔大權, 전게 憲法學-法社會學的 接近, 320-353면, 특히 

348-3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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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용이하지 아니하다는 점도 주의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소전제에 해당

하는 관련 사실관계를 무엇으로 보아야 하느냐, 어디까지로 보아야 하느냐 하

는 문제와 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헌법조항이 추상적․개방적이라

고 하는 문제도 실은 이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무엇이 관련 사실관계이며 어

디까지이냐의 문제가 확정적이지 아니하는 만큼 헌법조항의 의미나 관련 헌법

조항의 적용범위도 달라질 수 있는 까닭이다. 가령 살인사건의 경우에 과연 

살인행위이냐의 사실확정의 문제가 있지만 이 사실확정의 문제가 해결되면 이 

살인 사건에 형법 제250조를 적용한다고 하는 대전제․소전제의 관계가 상당

히 분명하다. 그러나 헌법사건의 많은 경우에는 관련 헌법조항도 관련 사실관

계도 분명하지 아니함을 특징으로 한다. 헌법사건의 많은 경우에 관련 사실관

계에 따라 관련 헌법조항이 결정된다고 하여야 옳다. 아마도 관련 사실관계의 

확정과 관련 헌법조항의 인식이 상호작용적으로 동시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몇 년 전(1992)에 그 해 6월 30일 시한까지 치르게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장 선거를 그 시한까지 치르지 아니하고 도과토록 한 대통령의 조치 즉 소위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연기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연기조치가 국민의 선거권․피선거권을 침해한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인식하에 위 헌법소원이 제기되었

고 이를 전제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이 행하여졌다.42) 이러한 점이 헌법사건을 

마치 민․형사 또는 행정사건 다루듯 한다고 한 바를 말하여 준다. 그러나 대

통령의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연기조치를 한 번 심층적으로 살펴보자. 당시 대통

령은 그 해에 치루어야 할 문제의 선거를 연기하겠다고 연두 기자회견에서 밝

혔고 그 선거를 1995년 6월 30일 이내에 치루도록 하는 지방자치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 으나 새로 선출된 국회는 활동도 개시하지 아니하 고 따라서 

개정안은 심의조차 행하여지지 아니하 으며 대통령에 의한 그 밖의 다른 조

치없이 그리고 문제의 선거도 치루지 아니한 채 그 해 6월 30일이라는 법률이 

정한 시한을 도과하 다는 사실이 남는다. 대통령은 헌법상 법률안제안권을 

가지며 제안된 법률안을 가결시키느냐 부결시키느냐의 문제는 국회의 전권(입

42) 地方自治團體의 長 選擧日不公告 違憲確認 헌법소원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

정(1994. 8. 31. 92헌마126) 참조. 다만 이 결정에서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

로 한 却下決定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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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권)에 속한다. 새로 선출된 국회가 소위 원구성도 하지 아니한 채 상당한 기

간동안 국회활동을 행하지 아니한 것이 그 자체 헌법에 위배되느냐 어떠냐의 

문제도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이 사건과 별개의 문제가 될 것이다. 이 사건

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지 아니하 고 따라서 그대로 남

은 6월 30일이라는 시한 안에 선거가 치루어지지 아니하 다는 사실이 남는

다. 그렇다면 그것은 대통령에 의한 지방자치법위반행위를 구성할 뿐이다. 그
러므로 그것은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라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지언정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43)

이러한 사례에 비추어보면 삼단논법의 소전제에 해당하는 헌법사건의 사실관

계는 우리나라 사회의 政治․經濟․社會․文化의 全體的 文脈에서 파악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극적으로 보여준다.44) 그리고 이렇게 파악한 사실관계에 헌법의 

어떠한 조항이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느냐 어떠냐의 문제가 결정된다고 하여

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위에서 헌법의 인식에 법사회학적(또는 법철학적․법

사학적) 접근방법이 불가결하다고 한 바를 재음미케 한다. 헌법조항이 전제로 

하고 있는 사실관계나 일정한 이해(예컨대 자유가 무엇이냐 평등이 무엇이냐의 

이해)도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전체의 문맥에서 파악되어야 함을 의미하

는 까닭이다. 바로 그러하기 위하여 법사회학적인 접근방법의 사용이 불가피하

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헌법조항의 추상성․개방성이라고 하는 특징은 바로 이

러한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법관의 헌법사건의 처리과정

에서 일어나는 헌법의 인식 및 판단은 사회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전체의 

문맥에서 행하여져야 한다는 점을 두 번째로 주의하여야 한다.

세 번째로 주의할 점은 헌법의 인식 및 판단의 대상이 되는 사실관계는 그

야말로 事實(예컨대 ‘국회의원의 수는 … 200인 이상’, ‘국회의원의 임기는 4

년’, ‘15일 이내’, ‘동의’ 등)인 경우도 있지만 위헌법률심사 및 헌법소원 사건

의 경우의 사실관계는 有․無效가 문제되는 法律․命令 등의 法規範 사실이라

는 점이다. 헌법적용의 대상이 단순한 사실인 경우에는 단순한 민․형사사건

의 경우와 같이 거의 기계적인 삼단논법적 사유과정을 통하여 헌법에 위배되

43) 崔大權, 전게 事例中心 憲法學, 374-396면(제10장 地方自治團體長選擧 不公告에 

관한 憲法訴願事件의 硏究) 및 171-189면(제5장 憲法裁判의 訴訟物과 決定의 效力) 가
운데 특히 173-177면 참조.

44) 崔大權, 전게 事例中心 憲法學, 11-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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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냐 합치하느냐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적용의 대상인 사실관

계가 법률․명령 등 법규범인 경우에는 단순한 삼단논법적인 사유과정에 의하

여 유․무효를 판단할 수 있게 되어있지 아니하고 선택의 문제를 포함하게 된

다. 헌법적용의 대상이 되는 법규범(법률․명령 등)은 그 자체 국가기관(국

회․행정부 등)의 국법행위로서 合憲의 推定을 받는 행위이다. 그러한 만큼 그 

행위(법률․명령 등)가 위헌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특히 그것이 위헌임을 보여

주어야 한다(立證의 責任). 즉 그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正當化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헌법적용의 대상이 되는 법규범(법률․명령 등)은 그 자체 합목

적적인 이유(헌법 제37조 제2항 참조)와 정당성의 근거를 가지고 제정되는 법

이다. 그러므로 헌법적용의 대상이 되는 법규범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에는 그것이 효력요건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든지 정의의 원칙에 반한다든지 

달성하려는 입법목적이나 수단 등의 선택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이루

어졌다는 점을 특히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어느 법률이나 명령이 

위헌이라는 주장 내지 결정은 헌법의 원칙이나 정의의 원칙 또는 과학적 진리

에 바탕을 두어 행하는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는 주장 또는 결정(reasoned 

decision)이어야 한다. 그리하여야 그 주장(학자의 주장)이나 결정(법관의 결정)

은 正當化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회

과학적 진리가 헌법판단에 불가결하게 된다. 방금 언급한 바와 같이 입법(법
률․명령 등)은 일정한 사실판단(입법목적의 선택이나 입법목적실현의 수단의 

선택 등)을 전제로 하여 제정된다. 그리고 사회과학은 문제의 입법이 전제로 

하는 사실판단이 과학적 진리에 반한다 혹은 합치한다는 점을 보여 줌으로써 

그 입법의 합헌 혹은 위헌 여부 판단의 合理性을 根據 지울 수 있게 되는 것

이다.45)

네 번째로 헌법적용의 대상인 법규범(법률․명령 등)에 대한 헌법의 인식 

및 판단이 단순한 사실에 비교적 구체적인 법규범(민․형사법 등)을 적용하는 

삼단논법적인 사유과정의 결과일 수 없는 이유의 하나가 위헌법률심사제도 및 

그 역사와도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가령 미국의 위헌법

45) 전게 Paul L. Rosen, The Supreme Court and Social Science; 전게 Chesler, 
Sanders, and Kalmuss, Social Science in Court; Rosemary J. Erickson and Rita J. 
Simon, The Use of Social Science Data in Supreme Court Decisions(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98) 등 참조.



崔 大 權 [서울대학교 法學 제43권 제1호 : 42∼8072

률심사제도하에서는 구체적인 사건(cases and controversies)과 관련하여 입법조

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며 결정의 旣判力도 문제가 되는 구체적인 사건의 범

위에 한정하고 있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더구나 미국의 경우에 위헌법률심

사의 오랜 역사로 인하여 구체적 사례에 관한 수많은 판례(판례법)가 형성되

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한다면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사건

을 대상으로 하고 비교적 구체적인 헌법(판례)을 적용하여 위헌 여부의 판단

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위헌법률심사․헌법소원의 경우

에는 구체적인 사례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례에 의하여 촉발되긴 하 어도 문

제되는 입법(조항) 전체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입장에 선다. 그러므로 문제

되는 입법(조항)의 합리성․헌법적 정당성을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러한 경우의 헌법의 인식 및 판단은 상대적으로 입법적․형성적이라 할 수 있

다. 이것이 헌법재판의 성격을 입법이냐 사법이냐 혹은 제3의 권력작용이냐 

등을 문제삼는 이유의 하나이기도 하다. 더구나 아직은 판례의 축적이 비교법

적으로 이야기하여 적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헌법률심사 등 헌법재판

과 관련한 헌법의 인식 및 판단이 단순한 삼단논법적인 사유과정의 결과일 수 

없음은 분명하여 진다.

위헌법률심사 등 헌법재판과 관련한 헌법의 인식 및 판단의 성격이 이처럼 

그 자체 입법적․형성적이라면 이러한 입법적․형성적 주장 내지 결정을 합리

적 근거에서 정당화하여야 할 필요성은 더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사

회과학적(법사회학․법철학․법사학 포함) 접근방법이 헌법해석학적 방법과 함

께 헌법학을 위하여 有用(useful)할 뿐만 아니라 必要(necessary)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46)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기된 헌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내 주장 또는 결정을 펴는데(즉 합리적 근거에서 정당화하는데) 가장 적합한 

합리적 접근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때에 선진외국의 학설․판례를 살펴보는 이유는 혹시 내가 선택하는 

접근방법이나 결과가 잘못된 것이나 아닐까 하는 점을 검토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러한 것이지 외국에서 그러하니까 나도 그래야 한다는 이유 때

문이 아니다. 말할 것도 없이 내가 주장하고 혹은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근

거에 바탕을 둔 정당한 것이냐 어떠하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선진외국의 

46) 崔大權, 전게 事例中心 憲法學, 18-50면, 특히 38면 이하(제2장 法的決定과 社

會科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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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판례의 방금 지적한 유용성도 그것을 그 나라와 우리나라의 정치․경

제․사회․문화의 사회 전체적 문맥에서 파악․비교하는 경우에 가질 수 있다. 

사회 전체적 문맥을 떠난 외국의 학설․판례는 위에서 언급한 바 사회 전체적 

문맥을 떠나 파악한 법조항의 적용만큼이나 위험하거나 결과를 오도하는 것일 

수 있다.47) 그리고 헌법변천의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도 사회 전체의 문맥에

서 헌법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문제라는 점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48) 중요한 

것은 사회변화와 이와 함께 일어난 헌법의 변화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고 

그러한 눈이 파악한 바를 합리적 근거에 바탕을 두어 정당화하는 문제이다.

Ⅴ. 우리의 憲法學은 가능한가? 결론을 대신하여

헌법학 방법론의 문제를 이상에서 살펴본 이유는 우리의 헌법학을 하여 보

자는 뜻에서이다. 우리에게 심각한 헌법학 방법론 논쟁이 없었다는 것은 우리

에게 학문으로서의 헌법학이 없었다는 증거가 되리라 생각된다. 선진외국의 

헌법학(학설․판례 등)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헌법학을 하는 것으로 착각

하게 만들었으며 그것은 많은 경우에 외국 헌법학의 성과(학설․판례․제도․

사례 등)를 우리의 것인 양 동일시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구체적

인 조항으로 이루어진 민․형사법조항을 이해하듯 형식논리적으로 헌법조항들

을 이해하여 왔다. 학문으로서의 우리의 헌법학을 하자고 주장하는 이유는 분

명하다. 선진외국이나 남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의 헌법(헌법규범․헌

법현상)을 놓고 우리나라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판례 등 헌법실무를 이끌어 

가며 혹은 헌법현상을 설명하는 학설과 이론을 세워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다. 이러한 생각은 첫째로 ① 우리 독자의 헌법학을 세워나가자는 주체적인 

당위적 논거에서뿐만 아니라 둘째로 ② 아무리 훌륭한 외국의 학설․판례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 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여건에서 생겨난 것

인 만큼 그 나라에서는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는 것일지라도 여러 사정이 다른 

우리에게 언제나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는 것일 수 없고 따라서 그

47) 崔大權, 전게 事例中心 憲法學, 33-38면 참조. 그리고 崔大權, 憲法學-法社會學
的 接近(서울: 博英社, 1989), 459-470면(비교헌법학이란 무엇인가?); 崔大權․吳守根, 
전게 比較法, 3-17면.

48) 방금 앞의 주에서 인용한 事例中心 憲法學. 그리고 崔大權, 전게 憲法學-法社會

學的 接近, 15-46면(憲法의 法的 性格), 특히 44-4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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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경우에 우리에게 타당한 학설․판례 등을 세워야 할 필요성 때문이다. 

우리가 그들로부터 배워야 하는 것은 그들이 지니는 여건하에서 어떻게 합리

적 근거를 찾아내느냐 하는 것(고기 낚는 방법)을 참고하자는 것이지 결과물

(잡은 고기)을 얻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셋째로 ③ 민․형사법 등 다른 법과 

그 성격이나 특징을 달리하고 있는 헌법을 바로 이해하고 혹은 설명하여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위에서 우리가 헌법학 방법론을 생각하여 본 것

은 말할 것도 없이 이러한 당위성․필요성에 부응하여 우리의 여건하에서 합

리적 근거를 세워 우리의 헌법학을 전개하여 보자는 것이다.

우리의 헌법학을 전개할 수 있기 위하여는 우리의 헌법․헌법현상을 놓고 

헌법적 문제를 제기하며 이 헌법적 문제를 합리적 바탕에 근거하여 답함으로

써 우리의 헌법을 이해하고 혹은 헌법현상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첫째로 그 이해나 설명이 얼마나 씨가 먹히는 것이냐 즉 얼마나 합리적

인 근거와 정당성을 지니는 것이냐의 문제이다. 둘째로 중요한 것은 씨가 먹

히면 먹힌다 그렇지 아니하면 씨가 먹히지 않는다는 비판적 논의가 내가 전개

하고자 하는 헌법의 이해나 헌법현상의 설명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이다. 그리하여 외국 학설․판례의 인용에 앞서 내가 전개하는 이론이나 설명

을 서로 인용하고 혹은 비판하는 학문적 풍토(intellectual circle)를 세워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아무리 심혈을 기울여 쓴 논문이나 저술이라도 이에 대하여 

일치․일관된 침묵이랄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아니

하는 것이 우리의 학문 풍토라고 할 수 있다. 서로 아껴 인용하며 혹은 건설

적인 비판이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이러한 학문적 풍토에서는 독자적인 우리의 

헌법학은 태어나지 아니한다고 확신한다. 다른 헌법학자가 무슨 작업을 행하

느냐에 상관없이 헌법학 논문이나 저술의 이름으로 일방통행적인 외국 학설․

판례의 인용․소개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헌법을 공부하는 사람

들의 일반적인 태도이다.49) 그러한 만큼 헌법적 논의는 언제나 외국의 학설․

49) 아무리 심혈을 기울여 쓴 논문이나 저서라도 잘 되었으면 잘 되었다 잘못되었

으면 잘못되었다고 지적․인용하고 혹은 비판하는 학문적 풍토의 부재는 (헌)법학을 학

문으로서 하려는 사람을 몹시 맥빠지게 만든다. 이러한 학문적 풍토의 부재는 국내의 

학술 논문이나 저서에 대한 철저한 침묵의 태도로 표현된다. 그러면서도 선진 외국의 

학설․판례 등에 대한 종속적인 의존 내지 그에 대한 현학적인 지식의 과시라고 하리

만큼 선진 외국 문헌의 인용에는 크게 매달리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서로 인용하고 

혹은 비판하는 학문적 풍토 부재의 현상은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도 공유하

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그 결정문에서 어느 학자의 학설을 따랐다고 하는 경우에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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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향하여 평행선을 긋고 있을 뿐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헌법․헌법현상을 대상으로 하는 독자의 헌법학을 행하고 

이를 위한 방법론을 전개하는 문제는 학자로서의 학문적 훈련의 문제이며 학

문적 창의력 개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선진외국 학설․판례의 소개․인용 이

외의 자기 목소리의 부재는 학자로서의 학문적 훈련의 부재의 표현 이외에 아

무 것도 아니다. 즉 헌법학을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학문적 훈련의 부재가 외국 

학설․판례에 대한 사대적 의존의 태도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수험

법학의 폭발적 수요에 대한 상업적 이윤추구의 대응 태도가 무비판적인 외국 

학설․판례에 대한 의존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업적 이윤추구

에 의하여 더욱 촉구된 외국 학설․판례에 대한 무비판적 의존의 태도는 나아

가 수험서적에 노출되기 마련인 절대다수의 젊은 대학생․수험생들의 헌법에 

대한 이해를 오도하며 장차의 헌법학도들에 의한 무비판적 대외 의존적 학문 

풍토를 재생산시키고 있다. 우리의 문제를 놓고 독자적으로 이론을 세우고 전

개하는 법률가로서의 그리고 학자로서의 능력을 짓밟아 버리는 처사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독자의 헌법학을 세워나가고 방법론을 문제삼아 이

를 전개하여 나아가야 할 필요성을 설명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된다.

학문으로서의 헌법학의 부재, 그 표현으로서의 외국 학설․판례에 대한 무

비판적 의존과 마치 민․형사법 다루듯 하는 형식논리적 헌법접근의 태도는 

상당한 정도로는 우리나라 법학교육제도의 산물이라고 생각된다. 대학입시준비 

중심의 고등학교 교육에 이은 사법시험 등 국가시험 준비 중심의 법학교육(법

대생․비법대생들의 사법시험과목 중심의 수강과 비시험과목․대학원 교육의 

황폐화, 고시학원교육 비중의 증대 등)은 대학원 학위과정을 마친 학위소유자

이더라도 인문학․사회과학(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에 대단히 취약한 

법학자로 배출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교육제도적 배경이 헌법학

자들로 하여금 쉽사리 외국 학설․판례에 대한 의존이나 법 기술적인 형식논

리적 법학방법을 가지고 헌법을 접근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법학분야에 유

독히 많은 표절시비도 사실 알고 보면 이러한 사정에 연유하는 것이라고 생각

판례의 인용 못지 아니하게 이를 분명하게 인용하는 것이 우리의 헌법학을 세우기 위

하여서라도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국내의 것이든 선진 외국의 것이든 어느 무엇

이 통설이다 또는 다수설이다라고 하는 경우에 그 준거나 논거를 밝혀 그렇게 하는 것

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것이 왜 통설이나 다수설인지를 가려내기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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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헌법학 접근방법으로서 헌법해석학을 위하여서라도 필요불가결하다고 주

장하는 사회과학적․법철학적․법사학적 접근은 실은 인문학․사회과학적 훈

련의 배경을 요구하는 접근이다. 헌법학적 문제는 법학 및 인문학․사회과학

적 지식과 감이 함께 작용하여야 풀어지는 역의 문제인 것이다. 현재의 

법과대학체제를 전문법학교육체제(law school)로 개편하자고 필자가 지난 10여 

년간 주장하여 왔던 생각의 배경의 하나에는 이러한 고려가 있었다.50) 전문법

학교육체제하에서는 인문학․사회과학 등 학부과정을 제대로 이수한 학력을 

전제로 하여 법학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있다. 피눈물나는 개

인적인 노력에 의하여 보완되지 아니하는 한 현재의 체제하에서는 법학자가 

인문학․사회과학적 지식과 훈련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없거나 대단히 힘들

게 되어 있는 것이다.

아무튼 우리 독자의 헌법학을 세워나가기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헌법학 방

법론(사회과학적․법철학적․법사학적 방법론 등) 전개의 문제와 관련하여 우

리에게 중요한 우리의 歷史的 體驗과 우리의 傳統(헌법 제9조 참조)을 우리의 

헌법학적 논의에 어떻게 관련시킬 것이냐의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된다고 생각

한다. 그것은 우리의 서양 근대법 계수 이전 혹은 대한민국이 건립된 1948년 

이전의 우리의 역사적 체험이나 전통은 건국 이후의 체험 못지 아니하게 우리

의 헌법학 전개에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동양

세계에서는 지난 5,000년 동안 유교․불교․도교 등 동양적인 知的 傳統 속에

서 살아왔고, 그러한 전통을 가지고 세계관․인간관을 형성해 왔으며 나름대

50) 崔大權, “學部敎育과 法學敎育”, 서울대학교 法學 제37권 2호, 81-114면(1996); 필
자가 연구책임자로서 작성한 대통령자문 새교육공동체위원회 편, 법학교육 제도개선 연구 
-‘학사 후 법학교육’의 도입(1999); Dai-Kwon Choi, “Legal Education in Korea: Toward 
Professional Model,” 國際交流年報(Dokkyo International Review), pp.35-57(2000); Dai-Kwon 
Choi, “Proposed Legal Education in Korea: Toward Professional Model,” Ritsumeikan Law 
Review, No. 18, pp.93-112(2001). 그리고 Dai-Kwon Choi, “Undergraduate and 
Professional Education in America,” 美國學 제18집, 79-90면(1995); 崔大權, “美國의 學部

敎育 및 專門敎育 ―專門法學敎育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法學 제37권 1호, 85-100
면(1996); 최대권, “미국 社會에 있어서의 知的 흐름에 관한 연구 ―法學敎育을 중심으로

―”, 美國學 제20집, 159-186면(1997); Dai-Kwon Choi, “How is Law School Justified in 
Korea?” 서울대학교 法學, 25-59면(2000); 최대권 외 5인, 미국사회의 지적 흐름-법(서울

대학교 출판부, 1999)에 수록된 최대권, “미국사회에 있어서의 지적 흐름에 관한 연구 ―

법학교육을 중심으로―”; Dai-Kwon Choi, “Legal Education in Korea: Problems and 
Reform Efforts,” 서울대학교 法學, 제29권 2호, 104-122면(1988)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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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학자를 양성해 왔고 사물을 관찰하며 판단하여 왔었다. 지금 그러한 지적 

전통은 동양학․한국학을 하는 소수에 의하여 명맥을 이어올 뿐이고 대다수의 

학자들은 동양적 전통과는 아주 동떨어진 서양의 지적 전통에 따라 양성되어 

왔으며 그러한 지적 전통에 따라 사물을 관찰하며 판단하여 왔다. 서양의 지

적 전통의 산물인 법학을 공부하고 정작 서양적인 지적 전통에 따라 사물을 

관찰하며 판단함에 있어서 일정한 태생적인 한계를 느끼는 수가 많다. 그 하

나는 언어에서 오는 한계이다. 아무리 서양 외국어를 잘하여도 모국어만큼 빠

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대학원 교육이나 학자

간의 논의에서 겨우 서양 법문장의 단어 자체의 의미를 가지고 이리저리 따지

는 일이 많은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우리가 독일학자나 미국학자 

같이 모국어만으로 학문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빠르게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그것이다.
서양 전통에 따라 훈련을 받았으면서도 서양 전통에 철두철미하지 못하는 

이유의 다른 하나는 서양의 지적 전통을 담고 있는 서양고전에 취약하다는 점

이라고 생각한다. 서양에서의 학자로서의 훈련의 하나는 서양고전에 익숙하게 

하는 훈련이다. 법학을 포함하여 우리가 서양학문을 하면서 창의적(original, 

creative)인 사고에 취약한 이유가운데 하나가 서양고전에 약하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오늘날 활약하는 서양 저술가들의 저술에 겨우 노출되어 서양 수 

천 년의 지적 전통을 가늠할 뿐인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동양의 지적 전통

에 따라 훈련받은 것도 동양고전에 익숙한 것도 아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동

양의 지적 전통과 서양의 지적 전통 모두로부터 知的 孤兒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 사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이유는 학자로서

의 훈련은 서양의 지적 전통(서양 법학)에 따라 받았으면서도 서양과는 다른 

전통문화․전통사회(흔히 유교적 전통문화 또는 사회라고 부르는 전통문화․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까닭에 헌법학에서 대단히 중

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 正義, 人間觀, 올바른 社會象 등의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함에 있어서 서양과 다른 사고의 존재나 서양과의 괴리감을 느끼는 일이 

많다. 다시 한번 文化的 相對主義의 原則을 상기한다면 어떠한 것은 단순히 

서양의 전통이고 어떠한 것은 존중되어야 하는 동양적 전통이며 어떠한 것은 

동서양을 아우르는 인류보편의 기준인지를 판가름하기 위하여 고민하며 심각

한 담론을 통하여 풀어 나가야 한다. 학문으로서의 헌법학은 이러한 고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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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이러한 담론을 전개하는 知的 場(forum)이어야 한다. 이것이 학문으로서

의 헌법학을 위한 접근방법에 헌법해석학을 위하여서도 사회학적(법철학적․

법사학적) 접근방법이 필요불가결하다고 주장하는 이유이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의 헌법학이 가능함은 물론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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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earch for Rational Solutions to Methological 

Problems in Constitutional Law Studies

Dai-Kwon Choi
*

51)

This paper is composed of two thronged arguments: one for criticisms 

directed to the two predominantly practiced approaches to constitutional law 

studies; and the other for rational alternatives which are not only useful but 

also necessary. Foreign sources such as American and German theories, 

judicial decisions and other examples are widely relied on uncritically for 

justification of scholarly works or judicial decision-makings. Self-evidently, 
foreign authorities can be sources for inspiration or for persuasion but not for 

the kind of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For such a justification can be made 

either deductively, historically, or otherwise from the constitutional law of the 

nation or on the ground of scientifically based rationality.

The second predominantly practiced approach to constitutional studies is a 
very formalistic one that is suitable perhaps for interpreting such precisely 

provided statutory provisions on concrete matters as the civil law, the criminal 

law, or administrative regulatory provisions usually proceeding from the plain 

meaning rule of statutory interpretation. As is well-known, constitutional 

provisions particularly on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 are usually 

open-ended, abstractly provided so that a formalistic, deductive approach cannot 
do the job proper for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Nevertheless, a number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can seriously be criticized as actually no more 

than civil or criminal decisions that were clothed in constitutional terminology, 

since those decisions would have been made differently if they were decided 

with proper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methods.

* Professor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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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ionality is not identical with justification in legal argument or judicial 

decision-making. A decision, including judicial one, that lacks rationality is no 

more than an arbitrary use of power. A constitutional decision is justified 

when a statutory provision in question is in the legal force, just and equipped 

with scientific rationality. The statutory provision in question is usually made 

on the basis of factual assumptions in terms of statutory means to achieve 
statutory ends or purposes. If the factual assumptions can be proved as 

scientifically rational, then the statute is likely to be constitutionally justified. 

It is instructive for constitutional construction that Max Weber talks of the 

two kinds of rationality: value-rationality and end-means rationality. Rationality 

is the criterion both for right constitutional construction and constitutional 

decision-making. A constitutional argument or decision can be made rational 
on the basis of moral principles, historical ground(intent), or scientific truth or 

research. Finally, under-utilization of social science research is deplored here 

for constitutional construction including constitutional decision-mak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