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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論點講座   憲     法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Affirmative Action)

法博․建國大 法大 敎授    林 智 奉

一. 서  론

  평등사상은 근대를 거쳐 현대에 들어오면서 다른 성격의 것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고, 따라서 헌법상의 평등조항에 대한 각국의 해석도 바뀌어가고 

있다. 과거 근대의 평등사상이 자유를 골고루 향유하기 위한 ‘자유의 평등’, 

주로 정치 역에서의 ‘정치적 평등’을 지칭하면서 기회에 있어서의 추상적 

평등을 의미하는 ‘형식적 평등’의 법리로 발전해 나갔다면, 현대국가에 있

어서의 평등은 국민의 생존과 관련한 ‘생존의 평등’, 주로 경제적․사회적 

역에 있어서의 평등을 의미하는 ‘경제적․사회적 평등’을 추구하면서 결

과에 있어서의 평등까지 포함하는 ‘실질적 평등’의 법리를 전개시켜 나갔

던 것이다. 즉, 근대 시민사회의 사회경제적 불평등구조 하에서 형식적 평

등은 사실상 출발점이 다른 이들에게 추상적 평등만을 강조함으로써 실질

적으로는 불평등을 고착화시켰고, 이에 대한 반성으로 사회적․경제적 약

자들에게는 결과적 빈곤을 깨고 나갈 수 있는 적극적인 우대가 주어져야

지만 실질적으로 결과적 평등이 실현될 수 있다는 사상이 탄생하고 발전

되어 나간 것이다.1)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탄생된 소위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Affirmative Action)’는2) 이러한 ‘실질적 평등’을 이룩하기 위한 미국사회의 

1)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 개념의 비교에 대해 자세히는, 윤후정․신인령, ｢법여

성학：평등권과 여성｣ 개정증보판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8년) 17-1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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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부림에서 비롯되었다. 즉, 대대로 차별받던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에게

는 잠정적으로 나마 적극적인 우대를 해주어야 이들 집단이 결과적인 평

등, ‘실질적 평등’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의 법리는 그 후 세계 각국에 파급되어 나갔고 우리도 최근 이 법리

를 받아들여 여성이나 장애인 등 우리 사회의 사회적․경제적 약자층에 

대한 각종의 우대조치를 실시해 나가고 있다. 여기에서는 미국에서 연방대

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발달해나간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법리에 대해 

개관해봄으로써,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법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본

다. 

二. 적극적 평등실현조치(Affirmative Action) 법리의 탄생

  미국 연방대법원은 취업이나 입학,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의 하도급 등에 

있어 특히 국가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흑인이나 여성 등의 경제적․사회

적 약자에 대해 우선적 처우(preferential treatment)나 적극적 우대 등의 특

혜를 부여함으로써 ‘실질적 평등’을 기하려 노력하 다. 이 특혜는 보통 이

들에 대한 취업․입학, 하도급계약에 있어서의 할당제(quota system) 실시

의 형태로 많이 나타났다. 이것이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이다. 

  이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법리는 평등심사와 관련한 연방대법원의 판

례를 통해 실질적 평등의 개념과 관련하여 그 이념적 기초가 마련되면서 

탄생․발전하 으며, 그 후 연방행정부와 연방의회의 立法化와 학자들에 

의한 理論化를 통해 더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졌고, 주정부나 주의회, 각종 

시행정부나 시의회의 입법이나 조치에로 확대되어 나갔다. 

  “Affirmative action(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2) Affirmative Action을 “積極的 平等化行爲論”(김철수, ｢헌법학개론｣ 제15 全訂新版, 

서울：박 사, 2003년, 415면)이라 번역하기도 하고, “잠정적 우대조치”(헌법재판소, 

헌재결 1999.12.23. 98헌마363, 헌법재판소판례집 제11권 제2집 770, 795면)라 번역

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는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라 번역하기로 한다. 이러한 번역

이 ‘affirmative(적극적)’라는 단어를 살리면서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가 ‘실질적 평등의 실현’이라는 목적을 이루는데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번역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Copyright (C) 2003 NuriMedia Co., Ltd.



 2003. 12 (55)

사람은 다름 아닌 미국의 John F. Kennedy대통령이었다. 그는 1961년에 

발한 행정명령에서 연방정부 발주사업의 계약자들이 “인종, 정치적 신조, 

피부색, 민족기원”에 근거해 하도급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하고 오히려 사

회적․경제적 약자들에게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3) 

이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개념은 그 후 Lyndon Johnson대통령에 의해 

계승되고 더욱 더 발전되는데, 그는 1965년의 Howard대학에서의 다음과 

같은 연설을 통해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개념을 강조한 바 있다.   

  “자유로는 충분치 않다. 당신은 수세기에 걸쳐 썩어터진 상처를 ‘당신은 

이제 당신이 원하는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당신이 갈망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으며, 당신이 좋아하는 이를 대표로 뽑을 수 있습니다.’라는 말로 

깨끗이 지워버릴 수는 없다. 당신은 수년간 양발을 쇠고랑에 묶여 지내던 

이를 풀어주고 출발선에 데리고 가서 ‘당신은 다른 모든 사람과 이제 자유

롭게 경쟁할 수 있고 이것은 공정한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4)

  바로 그 해에 Johnson대통령은 비차별의 원칙을 연방정부 공무원의 고

용에까지 확대하는 행정명령을 발포했고, 그것은 연방의회가 의회 내에 

‘평등기회위원회(Equal Opportunity Commission)’를 설립하는 것으로 이어졌

으며, 1970년대에는 연방정부의 고용과 하도급계약에서 소수인종의 참여를 

확대시킨다는 목표와 목표달성의 시간계획에 대해 규정한 연방규칙을 만

들게 하 다.

  이러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뿌리에는 ‘대대로 학대받고 차별받던’ 소

수자에게, 특히 1960년대의 민권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인종분리 입법이나 

각종의 불공정 정부관행으로 차별받던 흑인들에게, 과거의 차별에 대한 보

상을 행한다는 사상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 후에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는 여성에게도 확대 적용되게 되었는데, 이것도 州政府나 연방정부에 

의해 행해진 여성에 대한 차별의 긴 역사가 있었다는 반성에 입각한 것이

었다.

3) Howard Schweber, Affirmative Action, in THE OXFORD COMPANION TO 

AMERICAN LAW(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at 10.

4)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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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주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확대되어 

갔는데, 州政府나 市政府는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통해 과거의 차별을 보

상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내었다. 이에 대학까지 합세하

다. 대학도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선발을 확충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

들을 시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계약, 정부공무원의 고용과 승진, 대학

교육의 세 역은 적극적 평등실현조치가 실시되는 가장 중요한 역들이 

되어갔고 결과적으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실시의 합헌성 여부에 대한 논

란이 일어나는 주된 역들이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취업․입학, 하도급 

계약상의 특혜는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과거의 차별이 어느 정도 

보상되어 이들이 어느 정도 실질적 평등을 이루게 될 때까지만 잠정적․

일시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라는 점도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줄기차게 강조

해 온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핵심적 내용의 하나 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에는 ‘과거의 차별에 대한 보상’ 이외에 적극적 평

등실현조치의 또 다른 정당화 논리가 하나 더 추가되었다. 그것은 바로 적

극적  평등실현조치가 고용, 하도급 계약, 교육과 같은 역에서 다양성

(diversity)을 촉진한다는 것이었다. 그 ‘다양성 촉진’의 이익은, 적극적 평등

실현조치가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한다거나 구성원의 다양성이 각 기관에 이익을 준다는 논리를 근거로 

하는 것이었다. 특히 대학들은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학생집단을 가지는 

것은 대학교육의 목적에 비추어 보아도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았다.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대해 반대론과 위헌론도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이러한 입장의 주된 근거는 적극적 평등실현조치가 인종적으로 혹은 성별

에 따라 특정가능한 약자‘집단’에게 특혜를 줌으로써 ‘개인’적 평등을 희생

시킨다는 것이었다. 헌법의 문제로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사회적․경

제적 약자집단에 속하지 않는 개인들에게서 수정헌법 제14조가 인정하는 

법의 평등보호를 박탈하는 것으로 비판된 것이다. 즉, 흑인이나 여성 등의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취업․입학, 하도급 계약상의 잠정적인 특

혜가 상대적으로 백인이나 남성에게는 ‘역차별’의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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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시행으로 발생되는 역차별의 문제가 연방대법원의 

심판을 받게 된 최초의 사건이 바로 Bakke판결(1978)5)이다. Bakke는 의대

에 진학하여 장래 유능한 내과의사가 되는 것이 목표 다. U.C. Davis의과

대학은 학생선발과 구성에 있어 인종적․민족적 다양성을 추구했다. 이 두 

추구목표 사이의 충돌이 바로 이 판결을 있게 했다.6) 이 사건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급심인 캘리포니아 州地方法院과 州大法院은 Davis

의과대학의 인종할당제는 인종차별에 근거해 소수인종에 대한 선호를 나

타내었고, 적극적 평등실현조치가 인정되는 취지가 과거의 차별에 대한 보

상에 있다는 면에서 살펴보아도,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자체에 의한 과거의 

소수인종에 대한 부당한 차별은 존재치 않았기 때문에, 이 인종할당제는 

평등보호조항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일체의 차별없이 오직 실력에

만 근거해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는 약속은, 과거와 현재에 까지도 일부 이

어지는 인종차별의 희생자들을 위한다는 州의 긴절한 필요와 다시 충돌을 

일으킨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측은 또한 인종할당제가 가져오는 다른 이

익들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나섰다. 다양한 인종의 학생구성을 통해 의학교

육 자체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점, 소수인종의 어린이들에게 자기도 열

심히 하면 저렇게 의사가 될 수 있다는 꿈을 심어주는 점, 소수인종사회에 

의료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그것이었다.7)  

  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인종별 할당비율이 매년 ‘고정’되지 않는 한 

대학이 인종을 입학사정의 여러 기준들 중의 한 기준으로 고려할 수는 있

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판결에서 5인이 가담한 다수의견을 집필한 Powell

대법관은 ‘덜 배타적인(less exclusionary)’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또 다른 

정당성의 근거를 수정헌법 제1조의 대학의 자유 보장에서 찾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대학은 다양한 출신배경을 가진 학생집단을 구성할 이익을 

5)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v. Bakke 438 U.S. 265 (1978).

6) Timothy J. O'Neil,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v. Bakke in THE 

OXFORD COMPANION TO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Kermit L. Hall ed.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at 714.

7)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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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므로 학생선발에 있어 이를 위해 인종을 선발기준으로 고려하는 것은 

‘대학의 자유’의 하나라는 것이다. 즉, ‘구성원의 다양성 증진’이 수정헌법 

제1조의 ‘대학의 자유’를 통해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또 다른 정당화논리

로 대두했다.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자체가 위헌이냐 합헌이냐에 대한 명확

한 대답을 주는 대신, Bakke판결은 그 문제를 살짝 건드리기만 하면서 주

립대학 입학에 있어서의 인종할당이라는 작은 문제만을 해결하고, 다른 

역에서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합헌성에 대한 판단은 그 후의 판결들에 

남겨두었다.8) 

  사법부를 통한 판결을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대

한 입법을 통한 폐지논의도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원래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는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에게 ‘실질적 평등’을 보장해주기 위해 이들

에게 특혜를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지만, 그 특혜의 실시는 이 약자들이 

빈곤의 악순환을 깨고 나가 실질적으로 공정한 경쟁을 하게 될 수 있을 

때까지 잠정적․한시적으로만 행해지는 것을 그 조건으로 하고 있었다. 적

극적 평등실현조치에 대한 폐지논의는 클린턴의 임기말에 융성했던 미국 

경제가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그 힘을 얻기 시작했다. 잘 살 때야 

별 문제가 없었지만, 경제가 어려워져 백인실업자들이 증가하자, 특히 취

업에서 소수인종에게 특혜를 준다는 것은 그 소수인종보다 더 나은 자격

조건을 갖춘 백인실업자에게 계속해서 실업상태에 있으라는 소리가 되어 

이들을 자극했다.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대한 폐지논의는 대법원 판결에

서가 아니라 주민발안의 州法의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캘리포니아에

서는 1990년대 말에 주민발안(initiative)으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주민투표에 부쳐졌고, 이것이 주민투표에서 통과되

어 캘리포니아 州內에서의 각종 적극적 평등실현조치가 폐지되게 되었다. 

유색인종의 비율이 다른 州에 비해 월등히 높고 진보적 성향을 가진 것으

로 유명한 캘리포니아주에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대한 폐지법안이 최

초로 - 그것도 주민발의와 주민투표로 - 통과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

8) Id. at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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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니 다. 이러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폐지의 경향은 캘리포니아를 시발

로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어가는 추세에 있다.  

三.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법리의 발전과 연방대법원 판례의 최근 

경향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대한 합헌성 심사의 기준으로는 그 ‘대상’에 대

한 일반적인 차별에 적용되는 합헌성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즉, 인종에 따

른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대해서는 엄격심사가, 성별에 따른 적극적 평등

실현조치에 대해서는 중간수준심사가 적용되는 것이다.   

1. 성별에 따른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미국에서는 ‘성별에 따른 적극적 평등실현조치’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인종에 따른 적극적 평등실현조치’가 발달한 이후 늦게 탄생했으며, 따라

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주로 ‘인종에 따른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집

중되어왔고 ‘성별에 따른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그 수도 많지 않았고 그

것이 연방대법원의 위헌심사의 대상이 된 적도 흔치 않았다. 연방대법원은 

‘성별에 따른 적극적 평등실현조치’가 관련된 사건에 평등심사시 중간수준

심사를 적용하면서, 과거의 차별을 보상하기 위해 남성이 아니라 여성들에

게만 특혜를 제공하는 차별은 ‘중요한 정부이익에 실질적으로 연관’되면서 

과거의 과오를 보상하기 위해 ‘좁게 구체적으로 만들어지면(narrowly 

tailored)’ 합헌이라고 판시해 왔다. 그러나 이 경우 연방대법원은 주장된 

‘자애로운 목적(benign purpose)’이 진짜 목적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면 한 

조사를 행해야함을 강조했다. 

  그 예로는 1974년의 Kahn v. Shevin판결을9) 들 수 있다. 同判決은 과부

들에게는 재산세를 면제해주고 홀아비들에게는 이를 면제해주지 않는 州

法은 과부들의 더 큰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보았을 때 합헌이라고 판시

했다. 또한, 위에서 본 Orr v. Orr판결(1979)에서도 이혼시 여성인 전처에

9) Kahn v. Shevin, 416 U.S. 351(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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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만 부양료 지급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적극적 평등실현조

치를 내용으로 하고 있었던 Alabama주법에 대해 중간수준심사를 적용하

고, 결혼생활 중에 차별받은 부인을 보상해야한다는 입법목적과 그 수단

인 입법 사이에 ‘실질적 관련이(substantially related)’ 없어 위헌이라고 판시

한 바 있다.

2. 인종에 따른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본류는 아무래도 엄격심사가 적용되는 ‘인종에 

따른 적극적 평등실현조치’가 점하고 있다. 1978년에 선고된 Bakke판결의 

법리는 연방대법원에 의해 1980년대까지 고수되었다. 즉, 과거의 차별에 

대한 보상의 의미를 가지는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쉽게 정당화되었지만, 

과거의 차별에 대한 보상보다는 구성원의 다양성의 증진의 의미를 가지는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인종을 여러 고려요소들 중의 하나로서만 고려할 

수 있었고, 인종에 따른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이므로 합헌성심사에 엄격심

사가 적용되었다.  예를 들어, United Steelworkers of America v. Weber

판결(1979)에서 과거의 차별을 보상하는 의미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로서 

행해진 사기업의 고용에 있어서의 소수인종 우대는 엄격심사를 받지 않고 

쉽게 합헌이 될 수 있었다. 특히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기관도 아니고 정부

의 자금을 조달받는 기관도 아닌 사기업에 의한 소수인종 우대는 더더욱 

위헌의 소지가 줄어드는 것이었다. 1980년의 Fullilove v. Klutznick판결에

서10) 대법원은, 지방의 공무 프로젝트에 부여된 연방기금의 10%는 법이 

확정한 소수인종집단의 구성원들에 의해 소유되고 운 되는 사업들로부터

의 서비스나 물자공급을 획득하기 위해서만 쓰여져야 한다는 연방법률은 

평등보호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것은 과거의 차별에 대한 

보상의 의미를 가지는 소수인종에 대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여서 엄격심

사를 받지 않아도 되어 쉽게 합헌일 수 있었던 것이다. 1986년의 Local 28 

of the Sheet Metal Workers v. EEOC 판결에서도11) 전체노동자 중 29%

10) Fullilove v. Kurtznick, 448 US 448, 100 S.Ct. 2758(1980).

11) Local 28 of the Sheet Metal Workers v. EEOC, 478 US 421, 106 S.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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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소수인종 채용목표가 소수인종에 대한 과거의 차별 보상의 의미를 

가지는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로 이해되어 쉽게 합헌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서 연방대법원은 과거의 차별에 대한 보상의 

의미를 가지는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와 구성원의 다양성 증진의 의미를 가

지는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구분하는 Bakke판결의 법리를 포기하기 시작

했다. 위에서 자세히 본 City of Richmond v. Croson판결(1989)과 1995년

의 Adrand Constructors Inc. v. Pena판결에서12) 연방대법원은 정부계약 

역에서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새로운 접근을 시도했다. Croson판결

에서 Virginia주 Richmond 시의회는 소수인종에 대한 과거의 차별의 보상

으로 시건설계약의 30%가 소수인종이 운 하는 사업체에 할당될 것을 명

하는 시조례를 제정했다. Adarand 판결은 하청계약액의 10%를 소수인종

이 운 하는 사업체에 줌으로써 소수인종이 운 하는 사업체의 하도급 입

찰을 촉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연방법률, 즉, 小事業法(Small Business 

Act)에 관한 것이었다. Richmond시의 시조례와 연방법률인 소사업법은 둘 

다 평등권 침해여부와 관련하여 엄격심사를 통해 위헌판결을 받았다. 우

선, Croson판결에서 Richmond 시조례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해 ‘좁게 구

체적으로 규정되지(narrowly tailored)’ 못했다고 평가되었다. O’Connor대법

관에 의해 집필된 다수의견은 한 산업에서 과거에 차별이 행해진 것만으

로는 경직된 인종할당제의 사용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Adarand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Bakke판결 이후 확립된 ‘과거의 차별을 

보상하는 의미에서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와 ‘인종적 다양성을 증진한다

는 의미에서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구분을 버렸다. 그러면서, 연방정부

에 의해 주어진 소수인종 우대이건 주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주어진 

그것이건, 모든 인종에 근거한 차별은 엄격심사의 대상이 되어야함을 강조

했다.

  Miller v. Johnson(1995)판결에서도 소수인종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진 선

3019(1986)

12) Adrand Constructors Inc. v. Pena, 515 US 200, 115 S.Ct. 2097(1995).

Copyright (C) 2003 NuriMedia Co., Ltd.



(62) 2003. 12 

거구 획정에 대해 위헌판결이 내려졌는데, 이것은 엄격심사를 적용한 결과

다. 이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평등보호조항의 핵심은 시민들을 ‘개인’으

로서 평등하게 대우하는데 있는 것이지 소수인종집단이나 여성집단 등과 

같이 하나의 집단의 일원으로 보면서 평등 대우의 문제를 생각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을 내려 주목을 끈다.

  최근 2000년대에 와서, Adarand판결의 판시사항은 대학입학에서 소수인

종에 대한 우대정책에 대해 연방하급법원들이 변화된 입장을 취하게 되는 

근거가 되었다. 예를 들어, Hopwood v. Texas(2000)판결에서13) 제5 연방

항소법원은 인종을 입학사정의 한 고려요소로 채택하고 있던 Texas주립대 

로스쿨의 입학정책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고 연방대법원은 이 사건의 상

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14) Hopwood판결에서 제5 연방항소법원은 엄격심

사를 적용하면서 Bakke판결이 구속력을 갖는 선판례는 이제 아니라고 보

았고, 다양한 인종의 학생집단을 가지는 것이라든지 과거의 차별에 대한 

보상 등이 엄격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긴절한 정부이익’이 되지는 못한다

고 판단했다.

四. 결  론

  우리가 미국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받아들여 ‘실질적 평등’의 이념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 노력함에 있어 한 가지 주의해야할 점이 있어 이

를 지적하고자 한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너무 서두르지는 말라’는 것이다. 

1990년대 말 캘리포니아주가 주민투표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폐지한 

이래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폐지의 열기가 미국의 전체 州들에 확산되어

나가고 있다. 이것은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시행과 그 확대가 미국의 백

인과 남성들에게는 - 즉, 사회적․경제적 강자 및 다수자(majority)에게는 

- ‘역차별’의 화살이 되어 날아왔고, 경제상황이 좋을 때에는 미국의 백인

13) Hopwood v. Texas, 236 F.3d.256(5th Cir. 2000)

14) Hopwood v. Texas, 533 US 929, 121 S.Ct. 255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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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남성들이 ‘역차별'에서 오는 박탈감을 웃는 얼굴로 참아내었지만, 경제

상황이 나빠져 자신들도 생활이 힘들어지자 드디어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의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라 이해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도 ‘여성’ 등 우리사회의 전통적인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평

등실현조치의 시행이 1990년대를 기점으로 활발히 시도되며 그 뿌리를 내

려가고 있다. 그러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일정집단에 대한 특혜를 내

용으로 하므로 필연적으로 다른 집단에의 ‘역차별’을 태생적으로 수반하게 

된다. 너무 급작스러운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추진과 시행 및 그 확대는 

특혜를 받지 못하는 집단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게 하며, 이러한 

‘역차별’로 인한 박탈감이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시행에 대한 저항으로 응

집된다면, 모처럼 우리나라에 애써 도입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시행이 

조기에 좌절을 맞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시행 확대는 다른 집단에 대한 ‘역차별’의 문제를 고려하면서 점진적으로 

속도를 조절하며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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