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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     法 case示 範 答 案

제47회 司法試驗 合格 박    수

설문    우리 나라 사회에서 여성이 지극히 불리한 사회 , 경제  지

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던 통령 N은 여성의 지 향상을 하여 

여성고용 진법을 제정하 는데, 이 법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

되어 있었다. 1. 사법시험, 외무고시, 행정고시, 기술고시에 응시하는 여성

에게는 만 의 5%를 가산한다. 2. 에서 언 한 국가시험의 합격자  

20%는 반드시 여성에게만 할당해야 한다.

그런데 사법시험에 불합격한 남자 甲은 후에 자신의 시험성 을 조회한 

결과 자신의 성 이 합격자의 평균성 보다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甲은  법률규정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 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 다. 청구인 甲의 주장의 당

부를 논하시오.

一. 쟁 의 정리

  1. 먼  헌법소원심 의 청구가 법하기 해서는 헌법소원심 청구의 

법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바, 사안은 법령헌법소원으로서 특히 헌법소원

의 상인지, 甲의 기본권을 직 으로 침해하는지, 보충성의 원칙을 충

족했는지 문제된다.

  2. 본안과 련해, 설문의 여성고용 진법 규정들은 공무원 채용에 있어

서 여성의 극  평등실 조치라 볼 수 있는바, 이 사안에서 극  평등

실 조치를 통한 사실상 평등확보명제가 제로 된 상태하에서 이러한 목

표를 하여 어떤 형태의 조치나 수단이 택해질 수 있는지를 신 하게 검

토해야만 한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여성고용 진법에 규정된 할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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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 제도가 과연 甲과 같은 남성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내지 직업선

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지를 검토해야만 한다.

  3. 마지막으로  본안 단에서 동 법률의 규정들이 헌이라고 단될 

경우, 헌법재 소는 어떠한 결정을 하여야 하는지 헌법재 소 결정유형과 

련해 문제된다.

二. 헌법소원심 청구의 법 여부

1. 헌법소원심 청구의 요건

  (1) 헌법소원심 의 청구가 법하기 해서는 ① 청구인능력이 있을 

것, ② 공권력의 행사 는 불행사가 있을 것( 상 격), ③ 이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이 직 이고 실 으로 침해되었을 것(청

구인 격), ④ 다른 법률에 구제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를 모두 마친 

후일 것(보충성의 원칙), ⑤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있을 것(권리보호의 이익), 

⑥ 변호사 강제주의, ⑦ 청구기간의 수 등을 들 수 있다.

  (2) 본 사안에서는 요건 ②, ③, ④가 문제된다. 기타의 다른 요건은 별

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헌법소원의 상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

법소원의 상은 법원의 재 을 제외한 모든 공권력의 행사가 이에 해당

하므로 본 사안의 여성고용 진법도 입법권의 행사로서 헌법소원의 상

이 된다.

3. 기본권 침해의 직 성

  직 성이란 집행행 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는 법  지 의 박탈이 생긴 경우에 인정될 수 

있는데, 본 사안의 여성고용 진법은 별다른 집행행 의 매개 없이 甲의 

합격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직 성의 요건이 인정된다.

4. 헌법소원의 보충성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보충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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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학설과 례는 일정한 경우에 보충성의 원칙의 외를 인정하고 있

다. 사례와 같이 법률 자체에 의한 기본권침해가 문제될 때에는 일반법원

에 법령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것을 소송물로 하여 제소하는 길이 없어 구

제 차가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보충성의 원칙의 외에 해당하여 문제가 

된  법률을 상으로 다른 구제 차를 거칠 것 없이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헌법소원의 보충성도 구비한 것이

므로, 헌법소원의 법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三. 평등권의 보호범 와 극  평등실 조치(甲의 평등권을 침해하

는지 여부)

1. 평등권의 의의  내용

  헌법 제11조 제1항은 객  법원칙인 평등의 원칙과 개개인의 주  

공권인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

지사유는 시에 불과하고, 그 차별 지 역도 모든 역으로 하고 있

다. 한 여기에서 말하는 평등이란 법 용상의 평등뿐만 아니라 법내용상

의 평등까지 의미하고, 합리  이유가 있는 차별을 허용하는 상  평등

을 의미한다.

2. 평등권침해의 단기

  입법부의 입법형성의 자유를 존 한다는 에서 평등권침해의 심사에 

있어서는 우선  단기 은 자의 지 원칙이다. 자의 지의 원칙은 입법

권자에게 범한 형성의 자유를 부여하며, 동등하게 취 하거나 다르게 취

함에 있어서 어떠한 명백한 합리 인 근거가 없는 경우에만 평등권침해

로 본다. 그러나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거나 차별로 인하여 

기본권에 한 제한이 래하는 경우에는 외 으로 엄격한 심사척도

인 비례의 원칙을 용한다. 본 사안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도 아니고 甲의 기본권의 한 제한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

워 자의 지원칙을 용할 것이다.

3. 극  평등실 조치의 의미와 내용

  (1) 극  평등실 조치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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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  평등실 조치란 사회에서 차별을 받아 온 여성과 같은 일정집단

에 하여 그 동안 이들이 받은 차별로 인한 불이익을 보상해 주기 하

여 그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이유로 정치, 경제, 교육, 고용 등의 역

에서 차별과 불이익을 없애고자 하는 모든 정책과 수단들을 말한다. 먼  

이러한 극  평등실 조치는 그 동안 사회 으로 차별을 받아 온 여성

과 같은 집단에게 단순히 법앞에 평등만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실질 으

로 평등이 실 되지 못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평등실 에 

장애가 되는 차별을 없앰으로써 차별을 받아온 집단의 사실상 평등을 실

하고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조치는 어디까지나 사실상 평

등이 달성될 때까지만 한시 으로 실시하는 잠정  조치이며, 이는 결국 

남성과 같은 집단에 피해를 주기 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동안 차별을 받

아 온 집단에 한 잠정  우 조치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하다.

  (2) 극  평등실 조치의 내용

  이러한 극  평등실 조치로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수단이 바로 할당

제인데, 이러한 할당제의 형태는 다양하다. 를 들어 목표할당제는 일정 

기간내에 특정 지 나 직 에 차별받는 집단이 일정 비율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입법자는 목표율만을 정해 주고 그 집행에 해서는 각 용 역

의 개별규정에 임한다. 이에 하여 확정할당제는 채용이나 피교육자를 

선정할 때 그 비율을 정하고 지 까지 차별받아온 집단에 하여 할당목

표에 도달할 때까지 우선 고려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할당제는 차별을 

받아 온 집단의 사실상 평등을 보장하기 한 수단으로서는 여러 분야에

서 채택되어 오고 있는 수단이다.

4. 사안의 경우

  이제 극  평등실 조치를 통한 사실상 평등확보명제가 제로 된 상

태하에서 이러한 목표를 하여 어떤 형태의 조치나 수단이 택해질 수 있

는지를 검토해 보자.

  의 설명을 바탕으로 하여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법률규정을 분석

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우리 나라 사회에서 지극히 불리한 치에 있는 

여성의 사회 , 경제  지 향상을 하여 제정된 여성고용 진법이라는 

법률의 목 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그 다음으로 이러한 목 을 달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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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이 법률에 규정된 수단들의 정성여부를 검토해보면 이 법에 규

정된 할당제는 시험성 과는 상 없이 합격자  20%는 반드시 여성에게 

할당해야만 하는 확정할당제, 명령할당제로서 자격과는 무 한 할당제이

다. 결국 이러한 할당제는 시험합격여부가 개인의 능력이나 실력이 아니라 

성에 따라서 결정됨으로써 오히려 이제 남성이 차별 우를 받는 결과를 

래하는바, 이는  법률이 추구하는 목 을 하여 선택할 수 있는 수단

의 범 를 벗어난 헌 인 방법임을 뜻한다. 게다가  법률은 확정할당

제와 더불어 사법시험, 외무고시, 행정고시, 기술고시에 응시하는 여성에게

는 만 의 5%를 가산하도록 하는 가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물론  

법률에 규정된 목 을 하여 가산 제도를 채택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제도를 채택하기 이 에 다른 수단을 통해서도  법률에 규정된 목 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사법시험, 외무고시와 같

은 국가시험에서 만 의 5% 가산이란 실 으로 동일한 수 에 있는 다

른 응시자들이 극복할 수 없는 아주 큰 수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일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 여성을 우 한다든가, 목표율을 정해놓

고 여성합격자의 비율이 이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에 일정한 수 에 있

는 여성을 정원외로 합격시키는 등의 수단들을 통해서도  법률상 규정

된 목 을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넘어서는 확정할

당제와 가산 제도는 오히려 남성을 차별하는 헌  수단들로서 방법상 

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四. 甲의 공무담임권 침해여부

  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하여 국민이 국가나 공공단체의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공무담

임권을 보장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공무담임권은 모든 국민에게 실 으

로 공무를 담당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선거에 당선되거나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자격을 구비하거나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공무를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사안에서 이미 나타

난 것처럼 여성고용 진법이라는 법률에 규정된 할당제는 시험합격여부가 

개인의 능력이나 실력이 아니라 성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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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이 차별 우를 받는 결과를 래한다. 게다가  법률은 확정할당제와 

더불어 가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결국 이를 통하여 공무원채용시험에

서 합리  이유없이 성을 이유로 남성의 공무원임용기회를 제한함으로써 

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 다.

五. 甲의 직업선택의 자유의 침해 여부

1. 직업선택의 자유의 의의

  헌법 제15조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직업이란 

생활의 기본  수요를 충족시키기 한 계속 인 소득활동을 의미하며 그 

종류나 성질은 불문한다. 그리고 직업선택의 자유에는 원하는 직업을 자유

롭게 선택할 수 있는 직업결정의 자유와 선택한 직업을 하면서 사회

 경제  생활 계를 형성해나가는 직업행사의 자유가 포함된다.

2. 사안의 경우

  공직도 계속 인 생활수단성이 인정되므로 직업선택의 자유의 직업에 

해당하고, 확정할당제와 가산 제도로 인한 공직취임에의 제한은 개인의 

능력이 아닌 객 인 제도에 의해 공직에의 진입 자체가 차단되는 것으

로서 직업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공무담임권

과 직업선택의 자유가 경합할 경우에는 일반-특별의 계에 있으므로 공

무담임권 외에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여부는 별도로 검토를 요하지 아니한

다.

六 . 헌법재 소의 결정유형

1. 헌법불합치결정의 사유

  법률의 헌부분과 합헌부분이 공존하고 있으나, 그 경계가 불분명하여 

헌법재 소가 헌결정으로는 하게 구분하여 처하기가 어렵고, 다른 

한편으로는 입법자에게 헌 인 상태를 제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

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에 헌 인 요소가 있더라도 단

순 헌결정이 아닌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사안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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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안에서도 헌성은 여성의 잠정  우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

라 여러 가지 수단 에서 20% 확정목표제와 5%의 가산 이라는 수단에 

헌성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헌성을 제거하는 구체 인 방안은 입법

형성의 자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 소는 단순 헌결정 신 헌

법불합치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七 . 사안의 해결

  1. 사안은 법령헌법소원으로 헌법소원심 청구의 법요건을 모두 충족

하 다. 

  2. 甲의 평등권침해여부와 련해, 우선 우리 나라 사회에서 지극히 불

리한 치에 있는 여성의 사회  경제  지 향상을 하여 제정된 여성

고용 진법이라는 법률의 목 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이 법률에 규정된 수단들 즉 시험성 과는 상 없이 

합격자  20%는 반드시 여성에게 할당해야 하는 확정할당제, 명령할당제, 

자격과는 무 한 할당제로서 시험합격여부가 개인의 능력이나 실력이 아

니라 성에 따라서 결정됨으로써 오히려 이제 남성이 차별 우를 받는 결

과를 래하므로 결국 이는  법률이 추구하는 목 을 하여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의 범 를 벗어난 헌  방법이다. 한  법률은 여성에게 만

의 5%를 가산하도록 하는 가산 제도를 채택함으로써 공무원채용시험

에서 합리  이유없이 성을 이유로 남성의 공무원임용기회를 제한함으로

써 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 다.

  3. 헌법재 소는 헌성이 인정되는 동 법률의 규정에 해서 헌법불합

치결정을 함이 타당하다.

答 案 講 評    姜 京 根  <法博․崇實大 法大 敎授>

  설문의 “우리 나라 사회에서”는 “우리 사회”에서로 바꿀 것

  설문의 “ 통령 N은 여성의 지 향상을 하여 여성고용 진법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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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 는데”라는 문구는 좀 이상하지 않는가? 통령이 어떻게 법을 제정

하나, 통령은 헌법 제52조 “國 議員과 政府는 法律案을 제출할 수 있

다.”에 근거를 둔 ‘법률안제출권’만 가지고 있다.

  “남자 甲은”은 “甲남”으로 해도 좋을 듯

  ‘쟁 의 정리’ 1.에서 “특히 헌법소원의 상인지”는 “특히 법률이 헌

법소원의 상이 되는지”로 고칠 것. 2.에서 “사실상 평등확보명제가 제

로 된 상태하에서”라는 말은 어렵다. 실제 시험에서 이러한 투의 문장은 

쉽게 쓰던지(쉽게 쓴다는 것은 의 기교를 부리지 말라는 의미도 되고 한 잘 

모르는 말을 아는 듯 쓰지 말라는 것이다), 아  쓰지 않는 것도 좋다. 채 에 

아무런 득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甲과 같은 남성”은 그냥 “남성”으로 하

면 된다. 쓰기의 무오류라는 강박 념이 작용하는 듯하다.

  “평등권침해의 단기 ”은 무난하게 잘 썼다. 수년 에 사법시험 단

답형으로 출제한 바 있었는데, 상당수 수험생들이 이를 모르고 있었던 것

을 보면 지 은 그 수 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생각된다.

  “ 극  평등실 조치의 의미”를 답안에서와 같이 쓰는 것이 틀린 내

용은 아니지만, 득 에 있어서는 감명을 주는 스타일은 아니다. 법  문장

이라기보다는 법정책 이거나 사회  스타일의 논증이어서 법률가 입장에

서는 사족 즉 뱀꼬리(蛇足)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 극  평등실 조치의 내용”은 뭔가 학게에서는 아직 그 게 정리된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채 자가 배 을 하기에는 좀 망설이게 된다.

  이 게 본다면, 극  평등화 시책에 한 시범답안에서와 같은 근

은 그리 성공 이지 못하 음을 알 수 있다. 이에 한 설명은 보다 헌법

규범 인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옳다. 이 제도가 평등권의 논의에서 차지

하는 치를 부각시켜 주는 것이 더 하다는 것이다. 를 들면 다음과 

같은 맥락이다.

  1. 법 앞의 평등은 상  평등에 따른 합리  차등을 인정하는 소극  

성격의 권리다

  (1) 相 的 平等  相 的 平等의 意義, 內容, 適用領域, 判斷基準, 相 的 

平等의 判斷基準으로서의 恣意禁止

  (2) 合理的 差等  憲法 第11條 第1 과 合理的 差等, 合理的 差等의 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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斷基準, 審査基準(‘자의 지’ 원칙에 의한 심사와 ‘비례성’ 원칙에 따른 심

사로 나 어 볼 수 있다. 컨  제 군인가산 제도는 헌법이 특히 지

하고 있는 여성차별  성격을 띠고 있다는 으로 인하여 비례성원칙에 

따른 ‘엄격심사’를 하지만,1)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취업보호 상자가 국

가기 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10%의 가 을 주도록 하

는 가산 제도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 으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할 것

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2조 제6항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제도라는 을 

고려하여 완화된 기 인 ‘합리성심사’를 하게 된다.2) 그런데 이 국가유공자 

결정은 憲裁 2006.2.23. 2004헌마675 등 국가유공자 우 지원에 한 법률 

제31조 제1항 등 헌확인 헌법불합치결정에서 비록 합리성 심사의 상

임에는 변하 다고는 보기 어렵지만 그 단에는 엄격성이 부가되어 단순 

합헌의 결정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변하 다.

  (3) 合理的 差等의 判斷基準으로서의 恣意禁止 내지 合理性審査  意義, 

行爲規範으로서의 平等原則과 合理的 差等, 統制規範으로서의 平等原則과 

合理的 差等

  (4) 合理的 差等의 判斷基準으로서의 比例適合性 내지 嚴格審査  意義, 

判斷基準의 選擇, 嚴格審査基準의 內容

  (5) 合理的 差等의 判斷基準의 個別化  意義, 個別的 平等權과 一般的 

平等權, 多重審査基準

2. 법 앞의 평등은 실질  평등 질서 형성의 극  성격의 권리다

  (1) 意  義

  (2) 適應樣式  국가의 입법 등에 의하여 사회  약자의 실질  평등 질

서를 형성하기 한 응양식이 ‘ 극  평등화시책’(affirmative action)이다. 

재의 사회질서에서 열 (劣位)에 있는 자(사회․경제  약자 등)에 한 

‘우선  우’(preferential treatment) 는 ‘호의  처우’(benign treatment) 등

을 행하여 그 차등의 간극을 좁  실질  평등을 실 하는 것이다. 우리의 

1) 憲裁 1999.12.23, 98헌마363 제 군인지원에 한법률 제8조제1항등 헌확인 헌결

정[ 례집11-2 770-799] 특히 787-791면

2) 憲裁 2001.2.22, 2000헌마25 국가유공자등 우 지원에 한법률 제34조제1항 헌확

인 기각결정[ 례집13-1 410-413] 특히 386-3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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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 원회법’3) 내지 ‘여성발 기본법’4) 등에서도 이를 정하고 있다.

  (3) 過剩禁止  실질  평등 질서 형성의 극  성격의 권리라 하더라도 

사회  열 의 지 에 있는 자에 한 극  보호가 타인의 다른 기본권

과의 계에서 규범조화  합리성을 넘은 과잉인 경우에는 필요성 원칙 

즉 과잉 지의 비례성 원칙을 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배된다. 이때 

사회경제  약자라는 단기 은 ‘의심스러운 기 ’(suspect criteria)이 되고 

상  평등인 합리  차등을 벗어 난 ‘역차별’(reverse discrimination)이 된

다.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가 경합할 경우에는 일반-특별의 계

에 있으므로 공무담임권 외에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여부는 별도로 검토를 

요하지 아니한다.”의 부분은 거꾸로 설명한 것은 아닌지…

3) 법 제30조 ( 원회의 조사 상) ②평등권침해의 차별행 라 함은 합리 인 이유 없

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

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는 정치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과, 성 (性的) 지향, 병력(病歷)을 이유로 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 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

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한 우 를 차별행 의 범 에서 제외한 경우 그 우

는 차별행 로 보지 아니한다. 1.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   임

외의 품 지 , 자 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 ·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우하는 행  2.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

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 이나 이용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 ·배제·구별하거

나 불리하게 우하는 행  3.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 의 이용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 ·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우하는 행

4) ‘여성발 기본법’은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을 구 하기 하여(법 제1조) 개인의 존엄

을 기 로 하여 남녀평등의 진, 모성의 보호, 성차별  의식의 해소  여성의 

능력개발을 행함을 기본이념으로(법 제2조),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진, 여성의 사회참여확   복지증진을 하여 필요한 법 ․제도  장치의 마

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지고(법 제5조), 여성의 참여가 히 부

진한 분야에 하여 합리 인 범  안에서 그 참여를 진하기 하여 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잠정 인 우 조치를 취할 수 있다(법 제6조). ‘남녀차별 지법’

도 다른 법률에 규정된 남녀평등을 진하기 한 잠정  조치 등은 이 법에 의한 

남녀차별로 보지 아니한다(법 제8조) 하며, ‘남녀고용평등법’ 역시 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는 사업주가 잠정 으로 특정 성을 우 하

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이 법에서 말하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법 제2조제1항

제3호) 함으로써 극  평등화시책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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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法 敎材의 革新< 2006년 출제경향에 맞춘 기본서>
 

성균 학교 법과 학 교수 著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36-249
TEL : 02) 712-5311 ～ 3

  “법률의 헌부분과 합헌부분이 공존하고 있으나, 그 경계가 불분명하

여 헌법재 소가 헌결정으로는 하게 구분하여 처하기가 어렵고, 

다른 한편으로는 입법자에게 헌 인 상태를 제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에 헌 인 요소가 있더라

도 단순 헌결정이 아닌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문구

는 과연 정말일까. 출처가 밝 졌으면 한다.

  ‘결론’이 잘 구성되었다. 균형감각 있는 답안이다. 사라면 좋은 결

을 했다는 평가를 받음직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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