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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헌법의 連續性과 變化에 관한 談論
―傳統과 社會的 弊習을 중심으로―

崔 大 權*

1)

Ⅰ. 머리말

連續性과 變化의 視角에서 헌법의 속성과 기능을 살피는 것은 헌법을 이해

하는 재미있는 方法의 하나가 된다고 생각한다. 헌법은 헌법의 개정 및 헌법

변천의 기제를 장착하고 있지만 원래 지속성(동일성)이 그 중요한 속성의 하

나이다.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헌법은 사회를 조직하고 편성하는 機能을 수행

한다. 적어도 기능하고 있는 헌법이라면 헌법의 잣대에 비추어 헌법에 어긋나

는 제도나 관행이나 행동을 허용치 아니하는 기능을 헌법은 수행하고 있으며 

수행하여야 한다. 그것이 그 나라의 아무리 오래된 전통이나 관행이라고 하더

라도 그리고 그것이 정치적 전통이든 사회적 문화적 전통이든 헌법의 잣대에 

비추어 헌법은 그것을 유지 보전하여야 할 傳統으로 장려하기도 하고(헌법 제

9조) 社會的 弊習으로서 타파의 대상으로 삼기도 한다(헌법 前文). 유림을 대

표로 하는 전통세력의 엄청난 저항에도 불구하고 동성동본금혼조항을 위헌이

라고 선언한 헌법재판소의 최근의 결정1)은 동성동본금혼원칙을 타파하여야 할 

사회적 폐습으로 본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헌법 제9조는 明文으로 전통문

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할 의무를 국가에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민족문화의 창달이야말로 또 하나의 연속성

(문화의 연속성)과 변화(발전적 변화)를 전제로 하는 명제이다. 그리하여 헌법

의 연속성과 전통문화의 연속성이 서로 부딪치기도 하고 서로 조화하기도 하

는 등의 상호작용(interaction)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지속성을 가지는 이
러한 문화현상의 관찰과 함께 이러한 경우에 작용하는 (憲)法의 논리를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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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7. 7. 16. 헌법불합치결정 95헌가6 내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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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유지 보전하여야 할 전통과 타파하여야 할 사회적 폐

습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나라 사회의 지속성과 변화에 관련된 헌법의 기능과 

논리 및 전통문화의 작용을 고찰하려는 것이 이 논문의 목표이다.

Ⅱ. 憲法의 連續性과 變化

하나님을 제외하면, 이 세상에 변하지 아니하는 것, 원한 것은 없다. 변화
는 사물의 속성 가운데 하나이리라. 인간의 생로병사는 그 하나의 표현일 것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어나 자라서 병들어 죽는 자연인 아무개는 나서 

죽을 때까지 同一人으로 간주된다. 하루에도 엄청난 수의 체세포가 죽어가고 

그 자리에 새 세포가 태어나고 자라서 한시도 그대로 있지 아니하는 까닭에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엄 히는 同一한 것일 수 없을 것이지만 어제의 나

와 오늘의 내가 동일인인 것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 동일인인 내가 아니
라면 나는 한 찰나의 나만 있을 뿐 나는 없는 것일 것이다. 따지고 보면 나는 

엄청난 변화를 겪으면서도 나로 남아 있다. 나로 남아있는 나는 무엇이며 변

하는 나는 무엇인가? 한시도 가만히 있는 것은 없는데 마치 그대로 있는 듯이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은 事物 認識의 便宜性 때문인가 변화와 지속성이 

事物의 本性이기 때문인가?

그러한 사정은 헌법이나 (헌법이 조직 편성하고 있는) 국가나 사회의 경우
에도 전혀 동일하다. 아홉 번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헌법은 동일한 대

한민국헌법으로 남아있다. 200년의 역사와 26번의 공식적인 개정에도 불구하

고 미국헌법은 동일한 미국헌법으로 남아있다. 60년대 70년대의 우리나라와 

오늘날의 우리나라가 인구수에서나 산업화의 정도에서나 도시화의 점에서나 

세계적인 위상의 점에서 같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로 인식되며 또 

그렇게 남아 있다. 선진의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러한 나라에서는 2백년 3백
년에 걸쳐서 일어난 변화를 우리나라는 30년 40년에 걸쳐서 겪었다. 그렇게 

빠른 엄청난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나라가 겪은 변화일 뿐이고 우리

나라는 우리나라로 남아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며 변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바람

직한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 하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따지

고 보면 지속되는 것이 그 자체 善일 수도 있고 惡일 수도 있으며 변화가 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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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수도 있고 惡일 수도 있음도 물론이다. 아마도 지속되는 것이든 변하는 것

이든 그 자체로는 선도 악도 아닐 것이다. 사실 사물은 지속되며 한편으로는 

변화하는 것이어서 지속성과 변화는 항상 함께 있는 것이지만 다만 지속성이

든 변화이든 이를 바라보는 사람의 視角에 따라 그것은 선일 수도 악일 수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런데 어떤 것은 너무 변하지 아니하여서 걱정이고 어떤 것은 너무 변하여

서 걱정이다. 그러므로 지속성이나 변화가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

라 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문제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참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람직한 지속성과 바람직한 변화라고 판단된다. 그러면 무엇이 바람직

한 것이며 무엇이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인가, 그리고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가? 만약 지속이 선이라면 지속성을 인위적으로 維持․確保하고 변화는 

抑制하여야 할 것이고, 변화가 선이라면 이를 助長하고 지속성을 沮止하여야 
마땅할 것이리라. 아니면 지속이든 변화이든 이를 運命的으로 받아들이는 態

度의 선택지가 있을 것이다. 인간의 사회사는 아마도 조장되거나 억제되고 혹

은 방치된 지속과 변화의 역사라고 정의할 수 있으리라. 그리고 조장되고 혹

은 억제된 혹은 방치된 지속과 변화의 사례를 일일이 거론하자면 한이 없을 

것이다. 인간이 가지는 인식능력의 한계가 그러한 사례의 거론을 한계 지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결국 일정한 視角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우리나
라 헌법의 시각에서 출발하려 한다.

憲法은 일정한 視角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헌법 스스로에 대한 시각이고 

다른 하나는 그 적용대상인 우리나라(大韓民國)에 대한 시각이다. ① 첫째로 

헌법은 스스로 자주 바뀌지 아니함을 善으로 하고 있다. 그리하여 헌법은 그 

개정을 어렵게 만들어 놓아(改正困難性) 잘 변하지 아니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말할 것도 없이 헌법이 담고 있는 가치라든지 제도나 장치를 가능한 한 
지키고 가다듬기 위하여서 이다. 그러므로 헌법의 소위 개정곤란성은 헌법의 

지속성을 담보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헌법은 지속성의 지표이자 장치라고 할 

만 하다. 역설적으로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헌법은 改正의 과정을 거치지 아

니하고도 그 의미가 바뀔 수 있고 또 그럴 수밖에 없다(憲法의 變遷이라 부르

는 현상이 그것이다). 그러나 개정의 방법에 의하든 헌법의 변천에 의하든 헌

법 내에서 일어나는 변화에는 일정한 限界가 있다. 그 한계를 벗어나는 경우
에는 무력을 사용하지 아니하 더라도 그것은 혁명이거나 헌법의 파괴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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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변화가 헌법의 파괴로 치닫는 경우에는 헌법은 스스로를 방어하는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違憲政黨의 解散을 규정한 헌법 제8조 제4항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헌법은 헌법을 지키려는 국민의 護憲意志에 의

하여 지켜지기도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헌법은 그 속에서 지속성과 변화를 

조화롭게 받아들이는 (자동화)장치라고 할 수 있다.

② 둘째로, 그러나 동시에 헌법은 그 지속성을 가지고 우리나라 사회를 헌
법의 틀에 맞추어 組織․編成하며 그렇게 우리나라를 지속시키려는 기능을 수

행하고 있다. 헌법의 시각에서 즉 合憲이다 違憲이다 하는 틀(憲法裁判制度)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지속되는 것을 허용하기도 하고 혹은 허용하지 아니하

기도 하며 변화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변화를 배척하기도 한다. 헌법은 혼례나 

장례 시의 儀禮의 法的으로 强制된 變化를 허용치 아니함으로써 그 지속을 지

지 내지 허용하고 있으며(가정의례에관한법률의 위헌선언2)), 同姓同本禁婚制度
의 경우에는 그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지속성을 거부하고 오히려 그 변

화를 선택하고 있다(동성동본금혼제도의 위헌결정). 헌법은 확실히 당내민주주

의를 선택하고 있다(헌법 제8조제2항).3) 그러나 현실은 회비(당비)를 내는 당

원의 뜻에 따라 조직되며 움직이는 정당(즉 당내민주주의가 이루어진 정당)이 

아니라 당총재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조직하여 이끌어 가는 정당의 모습과 활

동을 보여주고 있다.
헌법이 지속성의 틀을 가지고 지키고 가다듬으려고 하는 기초적이고 기본이 

되는 가치 내지 질서는 自由民主主義秩序(헌법은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라 부르

고 있다)이다.4) 이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틀(기본)은 기본권의 보장과 권력분립 

및 국민주권의 원리 등으로 대표되는 여러 원리․원칙 위에 세워져 있다. 우

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의 틀은 군주주의나 전체주의․권위주의 등 독재체제 

및 외제의 지배체제와 양립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러한 憲法(自由
民主的 憲法)을 選擇한 決定은 우리나라가 경험하 던 過去의 여러 體制로부

터 자유민주주의로 향한 새로운 變化를 選擇한 決定이라 할 수 있음은 물론이

다. 그러므로 이러한 새 헌법의 채택은 일제의 잔재나 권위주의의 잔재 등 과

2)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7호 위헌확인결정(1998. 10. 15. 98헌마168).
3) 崔大權, “憲法과 黨內民主主義”, 서울대학교 法學 제42권 제1호, 특히 7-13면

(2001); 崔大權, 憲法學講義, 증보판(서울: 博英社, 2001), 173-174면.
4) 崔大權, 전게 憲法學講義, 138-1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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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여러 나쁜 遺産으로부터의 變化의 選擇과 決定임도 물론이다. 그리고 과

거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하여 다 배척하고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훌륭한 유산은 헌법은 지켜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갈고 닦

으며 아껴온 문화적․민족적․국가적 지속성(정체성․동일성)의 요청 때문임은 

물론이다. 우리나라 헌법 전문(前文)에서는 社會的 弊習의 타파를 요구하고 있

다. 동시에 헌법 제9조에서는 “傳統文化의 繼承․發展과 民族文化의 暢達”을 
도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가 헌법을 채택함에 있어 너무나 당연한 요

청을 조문화하여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려움은 무엇이 사회적 폐

습이며 무엇이 계승․발전시키고 창달하여야 할 전통문화․민족문화이냐 하는 

물음에 있다. 위의 재래의 통과의례는 지키거나 적어도 변화시켜야 할 사회적 

폐습은 아니지만 同性同本禁婚제도는 폐지시켜야 할 사회적 폐습이라고 우리

나라 헌법재판소는 판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戶主制度가 계승․발전
시켜야 할 전통문화인지 타파하여야 할 사회적 폐습인지는 지금 논의 중이다. 

親養子制度가 헌법상 받아들여질 수 있는 변화의 요청인지 아닌지도 또한 심

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중이다.

우리나라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의 틀(기본)과 북한의 전체주의의 틀(기본)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틀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이 양자 사이에 

마치 제3의 틀 내지 길이 있는 듯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러한 것은 없다고 생각된다. 또 남과 북의 대화

와 교류가 이루어지면 남북통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

람도 많다.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떠한 내용(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콘텐츠)

의 통일에 이르게 될 것인가를 면 하게 살펴보면 헌법체제의 지속성(헌법의 

수호장치)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된다. 한 쪽 체제

가 붕괴하여 그 주민들이 다른 쪽 체제에 합류(흡수통일)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립할 수 없는 이 두 기본 틀이 통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낭만적 생각일 

뿐이다. 남한의 헌법 체제 하에서 우리가 그 동안 피땀 흘려 성취한 것이 경

제발전(경제적 풍요)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자유)인데 이것을 포기하고 가난한 

북 쪽의 전체주의 체제에 합류하려고 하는 경우가 아닌 한 통일이란 평화적 

통일과정을 통한 자유민주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통일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 헌법 제4조(평화적 통일 통일조항)가 규정하고 있는 바는 바로 이것이
다.5) 통일은 우리가 그 동안 성취한 것(경제적 풍요와 정치적 자유)을 북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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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들과 공유(share)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헌법은 스스로를 지켜가면서 즉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스스로의 시각

에 따라 그것이 지속성(동일성)이든 변화이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배척

할 것은 배척하는 비교적 분명한 태도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

법은 사실상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거나 내버려둘 수밖

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현상도 관찰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헌
법변천의 현상임은 이미 지적한 바이다. 그러면 전통문화와 사회적 폐습의 경

우에는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자.

Ⅲ. 傳統文化와 社會的 弊習

헌법은 한편으로는 제9조에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규정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前文에서 사회적 폐습의 타파를 말하고 있다. 그러한 만큼 첫째로
는 이러한 헌법조항들의 규범적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헌법

은 합헌․위헌의 잣대로 사물을 판단하며 整序한다. 그런데 전통문화는 전통의 

잣대(예컨대 동성동본금혼원칙의 잣대)로 사물을 판단하며 정서한다. 다만 전

통문화는 잠시 후에 정의하는 바와 같이 그 자체는 단순히 傳承되는 것이 아

니고 바람직하냐의 판단에 따라 選別的으로 전승되며 形成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한 까닭에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의 괴리가 크면 클수록 전통문화는 
헌법의 잣대와는 관계없이 전통의 잣대로 사물을 판단하며 정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의 괴리가 적으면 적을수록, 즉 헌법이 

살아있는 헌법이라면, 헌법은 합헌․위헌의 잣대로 그러한 전통을 판단하고 재

단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이를 계승․발전시켜야 할 전통문화로도 혹은 타파되

어야 할 사회적 폐습으로도 만든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이 전통문화 및 사회

적 폐습에 관한 헌법조항들이 가지는 규범적 의미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동성동본금혼조항의 위헌결정은 동성동본금혼 원칙을 계승․발전

시켜야 할 전통문화가 아니고 폐기되어야 할 사회적 폐습으로 판정하 고, 가

정의례에관한법률의 위헌결정의 경우에는 혼사 때의 음식접대 등의 관례가 계

승․발전시켜야 할 전통문화이거나 적어도 폐기되어야 할 사회적 폐습은 아닌 

5) 崔大權, 事例中心 憲法學, 증보판(서울: 博英社, 2001), 557-579면, 특히 566-571
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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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판가름하 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전통문화는 위헌결정에 의하여 헌

법재판소의 지지를 상실하 다고 하여 바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그 자체의 

힘(즉 전통의 힘)에 의하여 상당한 기간동안 지속성을 견지하는 수가 많다.6) 

동시에 합헌결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지지를 획득하 다고 하는 경우의 전

통문화는 강화된 지속력을 획득하게 되리라는 점은 분명하다. 아무튼 헌법재

판소는 오랜 기간동안 전승되어온 관례나 관습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계승․발전시켜야 할 전통문화의 하나인지 사회적 폐습인지의 여부를 신중하

게 판단하여 합헌 또는 위헌의 결정을 행하여야 한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헌

법재판소를 포함하여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위의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위헌결정의 경

우에 전통문화조항 등 관련된 헌법조항들에 근거하여 이러한 점들을 거론하지 

못하 으며, 동성동본금혼 헌법불합치결정의 경우에는 거론은 하 으나 그것이 

제9조의 전통문화조항 및 헌법 전문 사회적 폐습조항의 논의로서 충분한지 의

문임은 후술하는 바와 같다.

둘째로는 헌법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노력

할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가 하는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전통문화 내지 민족문화는 우리에게 중요한가, 중

요하다면 왜 중요할까? 그것은 필경 韓國民族의 正體性(identity)을 규정하는 
으뜸가는 요소이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전통문화 내지 민족문화의 공유를 제

외한다면 그 어떠한 그룹의 사람들일지라도 그것을 이미 한국민족(국민)으로 

정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구성원이 바뀌고 세대가 바뀌어도 한국민족이 한국

민족인 것은 문화적 정체성 때문이며 문화적 정체성의 핵은 전통문화이다. 그

러한 의미에서 한국민족(國民)을 한국민족으로 만들고 그렇게 판가름할 수 있

게 하는 기준 내지 요소가 전통문화 내지 민족문화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헌법은 전통문화 내지 민족문화를 헌법적 보호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헌법 전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제

정권력담당자로서의 ｢大韓國民｣은 혈연적, 역사적 및 토적 요소 못지 아니

하게 傳統文化 내지 民族文化에 의하여 定義된다고 생각된다. 그러한 의미에

6) William Graham Sumner, Folkways: A Study of the Sociological Importance of 
Usages, Manners, Customs, Mores, and Morals, A Mentor Book(New York: Ginn and 
Co., 194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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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헌법 제9조는 헌법 전문의 ｢대한국민｣과 함께 읽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리고 이곳에서 民族(nation)과 國民이 실은 동일어임은 이미 여러 곳에서 언급

하 다.7) 민족주의(nationalism)의 어간인 nation이 국민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헌법 제9조에서 “傳統文化”와 “民族文化” 두 단어를 구사하고 있으

나, 전통문화가 민족문화의 중심부를 형성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화두인 연속성과 변화의 문맥에서는 이 양자를 동의어로 사용하더라

도 무방하다고 생각된다. 즉 우리의 전통문화가 바로 우리의 민족문화가 된다

고 생각하는 것이다. 文化의 槪念을 “고급문화” 혹은 “법률문화가 발달하 다”

의 예에서 보듯이 고도의 정신활동의 산물을 중심으로 정의하든 사회학이나 

인류학에서 쓰듯이 사고나 행동의 양태를 두고 문화라고 정의하는 입장에서 

쓰든, 문화란 쉽게 살아지는 것도 그리고 쉽게 바뀌는 것도 아닌 까닭에 문화

는 일정한 連續性(일종의 동일성)이 그 屬性이라고 생각된다. 법제도 등은 바
뀌어도 문화는 쉽게 바뀌지 아니하는 문화지체(cultural lag) 현상을 보면 그러

한 사실은 분명하다.8) 민족(국민)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문화라면, 그것이 민족

문화라고 할만한 것이라면, 그것은 하루 이틀에 형성되는 것일 수 없고 일정

한 기간의 경과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러한 의미에서 민족문

화는 전통문화와 상당한 정도로 중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

고 전통문화는 전승되는 문화이기 때문이며 전통문화는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에 형성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비교적 최근에 형성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

이다.

물론 전통문화의 경우에 “계승․발전”을, 민족문화의 경우에는 “창달”을 말

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의 경우에는 傳承을, 후자의 경우에는 미래지향적인 創

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고 따라서 전통문화와 민족문화는 

다른 것을 지향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계승․발전”이
나 “창달”은 우리 민족(국민)의 문화현상에 대하여 국가가 담당하여야 할 정책

을 말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며, 전통문화이든 민족문화이든 그것을 민족(국민)

의 정체성(혹은 동일성)을 핵심으로 하여 정의하는 한, 양자를 동일어로 이해

7) 崔大權, 憲法學-法社會學的 接近, (서울: 博英社, 1989), 제1부 제5장(“民族主義
와 憲法”), 특히 117면 이하; 崔大權, 전게 憲法學講義, 83-85면 참조.

8) William Fielding Ogburn, Social Change: With Respect to Cultural and 
Original Nature, A Delta Book(New York: Dell Publishing Co., 196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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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더구나 전통문화의 경우에도 전

승만을 고집한 것이 아니고 “발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민족문화의 “창

달”과 얼마나 다른지 헤아리기도 어렵다. 혹시 새로운 것의 의도적인 창달을 

꾀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바로 민족문화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좋은 방향으로든 나쁜 방향으로든 전승된 문화와 어울려서 민족문화가 

되는 것은 아닐까.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전통문화로 전개
될 것이고 나쁜 방향으로 전개되는 경우에는 타파되어야 할 사회적 폐습으로 

발전하는 것이리라.

그러면 전통문화의 “傳統”이 무엇인가를 꼼꼼히 따져보자. 전통은 단순히 

傳承되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한다. 전통문화는 選別的으로 전승되며 창조되는 

것이다.9) 예컨대 관리들의 뇌물현상은 수 백년 수 천년 동안 전승되어 왔지만 

뇌물 바치는 행위를 결코 전통이라고 하지 아니하며 그것은 나쁜 관행이며 

“사회적 폐습”일 뿐이다. 전통의 경우에는 바람직하다는 가치판단이 개재된 선

별행위와 이를 전승하려는 노력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이다. 이처럼 가치판단

이 개재되고 전승의 노력이 가하여짐으로써 형성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한 지역의 또는 한 집단이나 부족의 관행이 나라 전체의 전통으로 

되기도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전통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예컨대 가톨릭교회

를 위시한 교회의 수많은 예식은 예수님이나 초대교회가 쓰던 것이 아니라 후

대 교회의 전승된 창안물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바람직한 것이라고 

하여 그 전승을 위하여 다 노력하는 것도 아니며 노력한다고 하여 다 성공하

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된다. 아마도 선비정신10)은 그 전승이 바람직하지만 전

승의 노력이 따르지 못하는 예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또 바람직하지 아니하

기 때문에 폐기되거나 타파되어야 하는 것이 다 폐기되거나 타파되는 것도 아

니며 그렇게 노력한다고 하여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다. 위의 뇌물수수의 악
습은 물론 중요한 국가의사결정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人脈현상이 후자의 대

9) Max Radin, “Tradition” in Encyclopaedia of the Social Sciences; Erick 
Hobsbawm and Terence Ranger, ed., The Invention of Tradition, (Cambridge: The 
University Press, 1983), 특히 제1장인 Eric Hobsbawm의 “Introduction: Inventing 
Traditions”; Carl J. Friedrich, Tradition and Authority, (London: Macmillan Press, 
1972) 등 참조.

10) 선비정신에 관하여 李章熙, 朝鮮時代 선비 硏究, (서울: 博英社, 1989); 정옥자, 
우리 선비, (서울: 현암사, 2002)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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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 예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셋째로 헌법의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

여 한다”는 조항(제9조)이 우리나라를 소위 文化國家로 만드는 근거조항이

냐,11) 국가가 지니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할 義務의 性格이나 內容은 무엇인가 하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하나는 ｢국가｣라는 전통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어느 정도 개입하여야 하느냐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하느냐의 국가 역할의 문제라고 생각한다.12) 특히 프랑스와 독일

은 국가의 전통이 강한 나라이다.13) 프랑스와 독일에서 국가는 역사적 발전의 

산물로서 사회적 변수이자 지적․문화적 전통으로 살아있고 국가와 관련된 公

法體系 속에 표현되어 있다. 이에 비하면 국이나 미국에는 국가의 전통이 

없으며 이들 나라에 공법체계는 없다. 그러므로 미에 法治國家는 없으며 법
치주의가 있을 뿐이라고 하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프랑스와 독일에는 

사적 역과 국가의 역이 비교적 뚜렷이 나뉘어 있는데 비해 미에서는 사

적 결정의 조화(보이지 아니하는 손)가 있을 뿐 국가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문

화국가는 확실히 국가의 전통이 강한 독일의 개념이다. 우리나라에 민족(국민)

의 전통이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적으로나 지적․문화적으로 프랑스나 독

일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은 강한 국가의 전통이 있는지는 한번 생각하여 볼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14) 이웃나라 일본과 비교하더라도 그러하다고 생각된다. 

11) 전광석, “헌법과 문화”, 公法硏究 제18집, 161-178면(1990); 吳世卓․金銖甲, 
“文化國家의 槪念과 課題”, 忠北大學校 法學硏究 제4권, 3-30면(1992); 金銖甲, “憲法上 
文化國家原理에 관한 硏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3); 김수갑, “한국에 있어서 
문화국가 개념의 정립과 실현과제”, 韓國文化政策開發院 文化政策論叢 제6집, 1-50면
(1994) 등.

12) J.P. Nettl, “The State as a Conceptual Variable,” World Politics, vol. 30 no. 3, 
pp.559-592(1968); Kenneth H. F. Dyson, The State Tradition in Western Europe, 
(Oxford: Martin Robertson, 1980) 등 참조.

13) Dieter Grimm, “The Modern State: Continental Traditions” in Franz-Xaver 
Kaufmann, Giandomenico Majone, Vincent Ostrom with Assistance of Wolfgang Wirth, 
Guidance, Control, and Evaluation in the Public Sector, (Berlin: Walter de Gruyter, 
1986), pp.89-109 등 참조.

14) 예컨대 庾龍源, “속으로 무너지는 國軍, 그 충격의 실상”, 月刊 朝鮮, 1995년 7
월호, 276-288면; 이동호, 월스트리트에서 바라본 한국 개인만 있고 국가는 없다,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98)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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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은 우리나라에서 사회나 교육이나 문화에서 국가가 차지하는 위치 

내지 비중에 비추어보면 분명한 것 같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강한 국가를 

가진 적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위의 제9조는 반드시 문화국

가의 근거조항이라기보다는15)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

력하여야 할 의무를 국가에게 지우는 조항이다. 즉 우리나라가 문화국가이기 

때문에 제9조로 표현된 것이 아니고 바로 제9조의 의하여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려야 할 의무를 진다. 그러므로 국가

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을 다양한 정책을 통하여 실현하

여야 한다.

다음으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국가가 중요

한 위치를 차지하여 한다,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는 점을 헌법 제9조는 명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계승․발전과 창달의 표현은 이 역에서 국가가 일응 
적극적․능동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주문하는 것으로 판단케 만들고 있는 것

은 사실이다. 그러나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국

가가 담당하여야 할 역할로서 소극적으로 수수방관하는 역할로부터 시작하여 

적극적․능동적으로 또는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생각할 수 있으며, 

15) 文化國家라는 개념은 國家의 傳統이 강한 獨逸에서 문화현상과 관련하여 국가
가 사실상 및 당위적으로 차지하는 위치 및 담당하는 역할을 포섭하는 독일의 개념이

다. 법치국가의 개념이 국가의 전통이 강한 독일에서 대학의 법학교수들을 중심으로 하
여 형성된 개념이라면 문화국가는 그러한 독일에서 대학의 인문계 교수들이 중심이 되

어 주창․형성된 개념이라는 사실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사실 문화현상에 대하여 국가
가 어떠한 입장에 있든, 국가의 역할이 적극적이든 혹은 소극적이든, 국가는 문화현상
에 대하여 일정한 관계를 가지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문화국가의 개념을 넓게 

쓴다면 문화국가가 아닌 나라는 이 세상에 없다. 그러나 문화현상에서 전통적으로 국가
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그러한 국가를 지칭하는 개념이라

면 문화국가는 국가전통이 강한 나라에만 타당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전통의 
實體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점에 회의를 가지는 이상 독일의 문화국가 개

념을 무비판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이 옳은지는 의문이다. 더구나 헌법 
제9조는 전통문화와 민족문화에 대한 국가의 의무 내지 역할을 규정하고 있지 문화일
반에 대하여 국가의 의무 내지 역할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전통문화․민족
문화에 대한 국가의 의무 내지 역할을 규정한 헌법 제9조를 근거로 하여 문화현상 일
반에 대한 국가의 지위 및 역할을 문제삼는 문화국가의 개념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문

화국가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헌법 제9조는 서구화․산업화․세계화
의 과정에서 사라질 위험에 처한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

달을 통하여 대한국민(민족)의 문화적 正體性을 찾으며 지켜나가려고 하는 국민적(민족
적) 결단의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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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양 극단 사이에 존재하는 조장과 조정 등 다양한 역할 조합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역할 가운데에서 국가에 대하여 어떠한 역할을 주문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다분히 국가를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국가가 중요한 몫을 차지하여야 한다고 하여 적극적․능동적 역할을 수행하여

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無의 역할과 獨占의 역할

의 중간에서) 사적 결정을 존중하고 조장하며 조정하고 사적 역의 불합리를 
바로 잡고 혹은 방향을 제시하며 사적 결정에 맡겨서는 수행하지 못하는 기능

을 담당하는 역할을 이 시대는 국가에 대하여 기대하고 있으며 헌법 제9조는 

이러한 기대를 반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기대는 정치․경제․사회 

역 전반에 걸쳐 사적 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담당하여야 할 역에 대한 

헌법적 기대와 평행선을 그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일차적으로는 국가 立法으로 표현되는 국가정책의 문제이고 이차

적으로는 헌법재판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헌법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文

化財保護의 역에서 국가는 단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국가가 이러한 위

치에서 기대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은 문화재보호법의 제정과 운 을 통하

여 살펴볼 수 있다. 국가가 그 몫을 다하고 있으며 기대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문화재보호법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그것은 敎育 역에서도 동일하다. 최근의 공교육의 危機論16)은 국가가 중요한 

위치에 서서 제 몫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대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반 되어 나타난 것이라 생각된다.17) 전통문화․민족문화의 문

제는 문화재보호․교육의 문제뿐만 아니라 演劇 映畵 音樂會 등 公演文化와 

言論의 문제와도 접히 관련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전통문화․민족문화를 구

성하는 한국민족의 정체성과 전승의 요소(사물의 진선미를 보는 눈)가 그곳에 

개재되어 작용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넷째로 헌법 제9조 및 전문의 사회적 폐습 조항의 法的 效力의 문제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헌법 제9조 및 전문의 사회적 폐습 조항이 裝飾

的․宣言的인 의미를 가질 뿐 아무런 법적 효력을 지니지 못하는 조항이냐 法

的 效力을 가지는 조항이냐의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위에서 이미 지적한 

16) 현상과 인식 2001년 겨울호에 실린 최대권, “위기의 교육”, 9-25면; 김중섭, 
“한국교육의 위기와 인권”, 26-54면; 박 신, “전복자와 노예”, 55-84면 등.

17) 최대권, 전게 “위기의 교육”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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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이 헌법 제9조는 전문의 사회적 폐습 조항과 함께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국가에 지우는 조항이다. 그

러한 만큼 국가는 이들 조항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진다. 그러므로 국가는 

이들 조항에 의하여 구속되는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법적 효력은 입법에 의하여 실현할 것을 요구하는 효력일 뿐만 아니라 사법부

(헌법재판소)를 구속하는 原則으로서의 효력, 즉 어느 입법이 위헌임을 사법적
으로도 이에 의하여 곧바로 판단해야 하는 직접적 근거조항이 되는 효력은 아

닐지라도(즉 제9조를 위반하 다고 하여 바로 위헌이라고 판단케 하는 그러한 

효력은 가지지 아니하더라도) 위헌여부가 불분명할 때나 이익형량 시에 반드

시 고려하여야 할 여러 변수(요소) 가운데 하나인 原則 조항으로서의 효력을 

지닌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혼례 때의 음식 접대 금지와 동성동본금혼금지

의 위헌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때 그 금지조치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할 국가의무의 정당한 실현조치 는지 사회

적 폐습의 타파를 위한 정당한 조치 는지 아니면 사회적 폐습의 存置에 지나

지 아니한지의 판단을 제37조 제2항 상의 이익형량 시 고려하여야 할 요소(공

공복리) 가운데 하나로 행하 어야 한다고 믿는다.18) 그리하여 그것(위헌심사

의 대상)이 국가가 택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을 위한 

(또는 사회적 폐습의 타파를 위한) 정당한 노력의 표현(입법)이라면 이익형량 
시 반드시 합당한 무게를 실어 고려하여야 할 요소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한

다. 헌법 제9조 및 전문의 사회적 폐습 조항은 적어도 이러한 의미의 헌법적 

효력을 지닌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위의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사건에서 헌법 제9조 및 전

문의 사회적 폐습 조항에 대한 립서비tm의 언급조차도 행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한 만큼 헌법 제9조 및 사회적 폐습 조항에 대하여 裝飾的․宣言的 意味
조차 부여하지 못하 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항들에 대하여 눈길조차 전

혀 주지 못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실수요 잘못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혼인시의 피로연이 참으로 전승되어야 할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인지 폐기하여

야 할 사회적 폐습인지 그리고 그 금지조치(입법)가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을 

18) 헌법 제3조( 토조항), 제12조(신체 자유의 법률유보) 및 제21조 제4항(언론․
출판 자유의 제한․한계)과 마찬가지로 제9조도 제37조 제2항의 공공복리의 예시라고 
생각한다. 崔大權, 전게 憲法學講義, 203-219면, 특히 206-20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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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모하려는 또는 사회적 폐습의 타파를 도모하려는 국가(입법부)의 정당한 노

력이었는지를 판단하 어야 하는 헌법적 의무를 국가는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위 조항에 의하여 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판단은 위의 위헌여부 판단의 전제

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판단을 하여야 할 의무의 해태

는 그 만큼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것이라 말할 수 있

다.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위헌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결혼식 등의 경우에 행하
는 음식접대행위는 “인류의 오래된 보편적인 사회생활의 한 모습”이라고 하면

서 “가정의례 자체가 우리나라의 관습 내지 풍습에 속하고, 그 성격상 서구적

인 의미의 ‘합리성’과 친숙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하여 “우리나라의 관습 

내지 풍습”이라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헌법이 판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헌법 제9조상의 전통문화 내지 민족문화인지 혹은 전문의 사회적 폐습인

지 그리고 그 금지입법이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내지 민족문화의 창달을 위

한 정당한 조치 는지 사회적 폐습의 타파를 위한 정당한 조치 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행하지 못하고 있다.

동성동본금혼의 경우에 헌법 제9조의 전통문화 내지 민족문화가 아니라는 

결론은 있으나 왜 그러한지의 판단의 합리적 근거를 결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는 제9조에서 말하는 것이 “보편타당한 전통윤리 내지 도덕관념”이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그러한 것은 아니나 동성동본금혼원칙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결과적으로 타파되어야 할 사회적 폐습으로 취급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

러나 첫째로 이 곳에서 말하는 “보편타당”한 전통윤리 내지 도덕관념이 동서

양을 아우르는 세계 보편적인 타당성을 말하는 것인지 문화적 상대주의에 바

탕을 둔 우리나라에서의 보편타당성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제9조의 전통문화․민족문화는 한국민족(국민)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문화를 의미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참으로 헌법상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보편타당한 헌법원리에 반하느냐 어떠냐의 문제이지 세계 보편타

당한 전통윤리 내지 도덕관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만약 세계 보편타

당한 전통윤리 내지 도덕관념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제9조를 헌법에 특히 따

로 두어야 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둘째로 계승․발전시켜야 할 전통문화이냐

(혹은 사회적 폐습이냐)의 판단을 “오늘날” “이 시대의 제반 사회․경제적 환

경에 맞”느냐의 시각에서 하여야 한다고 한 것은 옳은 주장이지만 맞느냐 아
니냐의 판단이 누구나 자기의 가치관에 따라 할 수 있는 주먹구구에 의하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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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니고 합리적․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둔 것이냐의 문제 즉 그러한 사실판

단의 증명의 문제가 이곳에 있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한다. 이 결정의 반대의

견은 동성동본금혼이 “전통문화의 하나”이며(이 결론도 자기의 가치관에 따라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한 혼인의 금지가 정당한 입법조치임을 거론하고 있

다. 그러나 왜 그러한지에 관한 합리적․과학적 증명의 문제를 제기하는 점에

서는 소수의견도 마찬가지이다.
그리하여 다섯째로 헌법 제9조의 適用 내지 적용을 위한 證明의 문제를 살

펴볼 필요가 있다. 즉 이처럼 문제의 전승되어 온 관례나 관행이 전통문화 내

지 민족문화의 하나이고 그리고 문제의 입법(예컨대 피로연 금지입법이나 동

성동본금혼입법)이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또는 민족문화의 창달을 위한 또는 

사회적 페습의 타파를 위한 정당한 입법조치라는 판단이 서면 이 입법의 위헌

여부심사 시에 그 입법에 대하여 마땅한 무게의 효력을 부여하여야 한다. 그
렇다면 문제의 관례나 관행이 과연 전통문화 내지 민족문화의 하나인지(아니

면 사회적 폐습인지)의 판단(증명)이 제9조(나 사회적 폐습조항)에 합당한 효

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은 어떤 사실의 존재․부

재를 판단하는 단순한 사실판단이 아니고 무엇을 전통문화 내지 민족문화로 

보아야 하는지(혹은 사회적 폐습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의견이나 시각이

나 이론이 필요한 사실판단이다. 그러므로 전통문화 내지 민족문화 여부(또는 
사회적 폐습 여부) 판단을 위하여 누구도 할 수 있는 주먹구구에 의할 것이 

아니고 이 문제를 학자 등 전문가의 시각에서 판단하는 일종의 감정증거나 학

자의 연구결과에 의거하여야 하며 그렇게 하여야 그 판단의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19) 이러한 때에는 심지어는 그것이 과연 전통문화 내지 

민족문화인지(또는 사회적 폐습인지)에 관하여 사회과학적으로 획득한 통계학

상의 연구결과에 의거하는 것이 주먹구구보다 단연 合理的이라고 말할 수 있

음은 물론이다. 그 다음에 문제의 입법이 문제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이나 

19) 崔大權, “憲法學方法論의 문제-그 合理性 摸索을 위한 談論”, 서울대학교 法學 
제43권 제1호, 42-80면(2002); 崔大權, “法的決定과 社會科學”, 서울대학교 法學 제41권 
제3호, 41-73면, 특히 54-67면(2000); Rosemary J. Erickson and Rita J. Simon, The 
Use of Social Science Data in Supreme Court Decisions(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98); Mark A. Chesler, Joseph Sanders, and Debra S. Kalmuss, Social Science 
in Court: Mobilizing Experts in the School Desegregation Cases(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88); Paul L. Rosen, The Supreme Court and Social Science(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72)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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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화의 창달을 위하여(또는 사회적 폐습의 타파를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것인지 단순히 도움이 되는 조치일 뿐인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

리고 이 판단에 따라 제37조 제2항상의 이익형량 시 공공복리의 한 예로서 상

이한 무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느 입법의 합헌․위헌 여부의 판단 시에 등장하는 헌법 제9조 및 사회적 

폐습조항의 문제는 대단히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어려운 작업이 된다고 생

각한다. 왜냐하면 합헌․위헌의 문제도 신중한 접근과 판단을 요구하는 사항

이지만 제9조(및 사회적 폐습조항)가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바로 한국국민

의 정체성이 깊이 관련되어 있는 전통문화 내지 민족문화의 전승의 문제가 개

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한국사람을 한국사람이게 만드는 문화적 정체성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동성동본금혼 원칙을 잃는 경우에 한국사람으로서

의 정체성을 잃는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람의 정체성에는 문
제가 없느냐, 가령 戶主制의 문제나 親養子의 문제 혹은 門中財産의 分配문제

와 관련하여 出嫁한 여성도 分配參與權이 있느냐의 문제가 헌법재판에 등장하

는 경우에 위헌 또는 합헌의 결정이 한국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고 한국사람을 마치 서양인이나 다름없게 만드는 것은 아니냐의 깊은 고민

이 없을 수 없다. 헌법 제9조는 위헌여부의 심판자로 하여금 이러한 고민을 

강력히 요구케 하는 조항이라고 생각한다.
헌법상 전통문화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외견상 헌법원리에 어긋난다고 보

여지는 전통문화가 실은 보편적 헌법원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서양의 문

화전통에 어긋날 뿐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역사상 헌법원리는 서양의 역사

와 전통문화의 배경 속에서 성장․발전하여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헌법원

리의 외피를 입고 있어서 일견 헌법원리에 어긋난다고 보여지는 것이 실은 서

양의 문화전통에 어긋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까닭이

다. 이러한 때에 합헌․위헌을 판단하는 사람은 헌법원리에 반한다고 보이는 

전통문화가 보편적 헌법원리에 반하는 것인지 단지 서양의 전통에 반할 뿐인

지를 가려서 판단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계승․발전시켜야 할 전통

문화인지 타파하여야 할 사회적 폐습인지를 판단함에는 이러한 변수도 고려하

여 합헌․위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예컨대 동성동본금혼조항의 헌법불합

치결정이나 사죄광고위헌결정의 경우에 그것이 과연 보편적 헌법원리에 반하

는 것인지 단지 서양의 문화전통에 반하는 것일 뿐인지 어떤지의 판단을 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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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옳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러한 판단이 고뇌에 찬 힘든 판단일 수밖

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Ⅳ. 맺는 말

憲法은 한편으로는 세상의 변화를 받아들여 자신을 변모하여가는 장치(헌법

개정 및 헌법변천)를 내장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同一性(持續性)을 
유지하여 가면서(예컨대 헌법의 改正困難性을 통하여) 세상의 변화를 가늠질하

여 세상이 헌법의 시각에서 일탈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機能을 수행한다. 이러

한 기능을 헌법은 合憲․違憲審査의 틀을 통하여 수행한다. 이러한 헌법이 전

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 의무를 국가에 부과함으로써(제9조) 

傳統文化(및 民族文化)가 또한 면면이 이어져 내려가도록 배려하고 있다. 그러

므로 헌법은 헌법의 지속성과 전통문화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장치라 할 수 있

다. 그러나 헌법원리는 우리나라의 그것과 다른 전통문화(西洋의 文化)를 배경

으로 하여 형성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헌법원리가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와 調

和되는 것도 있고 조화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서로 兩立할 수 있는 것도 있으

며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衝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헌법원리와 서로 충

돌하여 양립할 수 없는 경우의 전통문화를 헌법은 社會的 弊習으로서 打破할 

것을 헌법은 명하고 있다(헌법 前文). 그러므로 헌법은 전통문화의 전승에 노
력하되 그것이 헌법의 시각에서 헌법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인지 양립할 수 있

는 것인지를 판정하여 양립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계승․발전을 도모하고 양

립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폐습으로서 타파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의 임무를 일차적으로는 立法權이, 이

차적으로는 憲法裁判을 포함하여 司法權이 담당하도록 헌법은 마련하고 있다.

이곳에서 헌법원리와 우리나라의 전통문화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라고 하여 

문제를 제기하 지만, 이러한 충돌의 경우에 엄 하게는 보편적으로 타당하여

야 할 헌법원리와 헌법원리의 옷을 입었지만 실은 서양 전통문화의 표출인 헌

법원리의 경우를 분석적으로 나누어 상호 충돌의 문제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믿는다. 외견상 헌법원리와 우리나라 전통문화가 충돌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

우에 실은 그것이 보편적 원리와의 충돌이 아니고 단지 서양 전통과의 충돌인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나라의 전통문화가 존중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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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헌법 제9조에 비추어서도 당연하다. 그러므로 전통문화가 개재되었을 경우

의 합헌․위헌의 판단은 단순히 헌법원리에 따른 합헌이냐 위헌이냐의 판단이 

전통문화냐 사회적 폐습이냐의 판단이 되는 흑백논리적 2원론이 아니고 보편

적인 헌법원리와 전통문화가 충돌하느냐 서양의 전통과 충돌할 뿐인 충돌의 

경우이냐의 판단에 따른 합헌․위헌 =전통문화․사회적 폐습의 판단이어야 한

다. 소위 사죄광고 위헌결정20)의 경우에 보편적 헌법원리가 아니고 서양 문화

전통에 어긋났을 뿐인 경우이기 때문에 사죄행위에 관한 우리나라의 문화전통

에 비추어 사죄광고는 헌법상 정당화될 수 있을 만하 다고 생각된다.21)

그러면 傳統文化란 무엇인가? 그것은 韓國民族(國民)의 正體性을 규정하는 

思考나 行動의 패턴을 의미한다고 정의할 수 있으리라. 그것이 서양의 그것과 

다른 역사적 환경과 전통 속에서 형성․발전되어 온 까닭에 서양의 문화적 배

경에서 자라온 헌법원리들과 여러 가지 점에서 서로 調和되는 것도 있지만 서

로 兩立될 수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음은 쉽사리 이해할 수 있다. 어느 의미에

서 우리나라의 최근세사는 근대화의 이름 밑에 서양의 헌법원리들과 부딪치면

서 서양화하여 온 역사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통문화의 모습

을 많이 잃어왔던 것도 사실이다. 헌법 제9조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안간힘의 발로인지도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문화는 여

러 모로 지속적인 도전을 받고 있다. 이러한 도전의 한가지 방법이 憲法訴訟
임을 물론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때를 계기로 하여 헌법재판소는 단순히 위

헌․합헌 판정의 임무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계승․발전시켜야 할 

전통문화인지 타파하여야 할 사회적 폐습인지를 판정하여야 하는 막중한 임무

가 헌법에 의하여 부여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후자의 이

러한 임무를 명백히 인식하고 위헌 여부 판정에 임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가

정의례에관한법률 및 동성동본금혼조항에 관한 헌법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헌

법 제9조를 앞에 놓고 고민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 결혼예식에서

의 피로연은 계승․발전시켜야 할 전통문화가 혹은 적어도 폐기되어야 할 사

회적 폐습이 아닌 것으로 되었고 동성동본금혼원칙은 헌법에서 말하는 사회적 

폐습이 되어 버렸다고 할 수 있다.

20) 헌법재판소의 1991. 4. 1. 결정(89헌마160).
21) 崔大權, “良心의 自由와 謝罪廣告”, 서울대학교 法學 제39권 제3호, 1-28면, 특

히 17-20면(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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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9조는 헌법 제37조 제2항상의 公共福利의 한 例示라고 생각한다. 그

러므로 문제의 관례가 과연 전통문화 내지 민족문화이고 그리고 문제의 입법

이 이러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내지 민족문화의 창달을 (또는 사회적 폐습

의 타파를) 위하여 취한 적절한 입법조치라면 그러한 입법조치는 헌법 제37조 

제2항상의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더 나아가 

그것이 기본권의 침해나 제한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꼭 필요하고 또 부득이한 

입법조치이냐의 판단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헌법 제9조는 단순한 장식

적․선언적 의미를 가질 뿐인 조항이 아니라 이러한 의미의 법적 효력을 지니

는 조항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과연 무엇을 전통문화 내지 민족문화라고 할 

것이냐의 문제는 어떤 사물의 存否를 따지는 단순한 사실판단의 문제가 아니

고 意見이나 理論이 요구되는 사실판단의 문제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學者의 

專門的意見이 요구되는 사항이 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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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tinuity and Change in Constitution
―With the Particular Focus on the TraditionalCulture and Bad Social Usages―

Dai-Kwon Choi
*

22)

Continuity is a major feature of the living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al 

continuity is reinforced by the difficulty and infrequency with which the 

constitution changes in the form of its amendment and/or its evolution. Through 

its institution of constitutional(judicial) review, the constitution with a measure 

of consistency regulates social changes in terms of their being constitutional or 

unconstitutional. Continuity is an important attribute of the traditional culture as 
well. In Korea, however, the traditional culture has acquired an added continuity 

with the constitutional backing: the constitution provides that “the state shall 

strive to uphold and develope the traditional culture and to promote national 

culture.”(Article 9) Therefore the state is constitutionally required to “uphold 

and develope the traditional culture” apparently in the first place through an 

exercise of its legislative policy-making power and secondly through an 
excercise of judicial review power.

Accordingly the Constitutional Court in exercising its constitutional review 

power has an obligation to provide due respect to any legislation when it 

involves cultural features that are truly traditional cultural and when it is a 

rational legislative measure designed to uphold and develope the traditional 

culture. The traditional culture legislatively to uphold and develope is an 
instance of “the public welfare” in the Article 37 Section 2 which the Court 

has to balance against the fundamental rights or freedom in issue in 

considering the constitutionality of a legislation. The constitution of Korea also 

provides for the elimination of “bad usages”(the Preamble of the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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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the same time. Therefore the institution of constitutional (judicial) review in 

terms of constitutionality or unconstitutionality results in becoming a 

constitutional machinery to sort out any legislation into a measure for 

traditional culture or into that for bad usages when it involves traditional 

cultural elements.

The Korean traditional culture has been not always in all of its elements 
harmonious with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which have developed largely in 

Western cultural environments. Many features of the Korean traditional culture 

were lost as Korean society has underwent drastic changes in terms of 

modernization which were in fact Westernization, rapid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The Article 9 is a constitutional manifestation of the national 

desire to retain the Korean cultural identity in the wake of such social changes. 
Some elements of the traditional culture come to be possibly in conflict with 

some constitutional principles as society changes. Any one who wants to 

challenge certain features of the traditional culture can do so by way of 

resorting to constitutional litigation(including constitutional complaints procedure) 

alleging that the legislation that incorporates them is unconstitutional.

Recently the Civil Law ban on a marriage between broadly defined family 
members bearing the same family name and the same place of family origin 
was declar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s repugnant to the constitution in 
1997. Such a marriage had been long regarded as unsavory and almost 
incestuous. Naturally the statutory ban involved a long held, albeit 
male-centered, Korean tradition related to marriage. As a result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this tradition now turned into a bad usage 
although it did not specifically say so. Another statutory ban on an extravagant 
wedding party consisting in serving foods to guests was declar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unconstitutional. Initially the ban was legislatively adopted 
to curb wastefulness and time-consumption in such a party as a modernization 
measure. A generous serving of foods following a wedding ceremony is as a 
matter of fact very much traditional culture-bound. Now serving foods following 
a wedding ceremony, even if it is extravagant, is de facto confirmed as an 
element of the traditional culture with the Constitutional Court's bless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