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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교육제도는 국민의 지 한 심사이자 늘 말썽이 끊이지 않는

풀어야 할 사회 갈등 최우선 과제가 되어 있는 문제이다.

1988년 9월에 헌법재 소가 발족한 이래 헌법재 소가 국가의 요

한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데 지 한 공헌을 해왔음을 부정하는 자

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특히 헌법소원의 활성화와 이에 한 헌법

재 소의 해법은 단순한 사회 갈등의 해소 차원을 넘어 한민국

을 헌법이 지배하는 법치국가로 이끌어 내고 있다. 그러나 교육의

요성과 갈등의 심각성 그리고 헌법재 소의 드높은 사명에도 불

구하고 교육에 한 헌법 원리는 아직 잘 정비되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이 문제는 우리의 경우에는 유교 교육의 통을 단 하

고 유럽 륙의 교육제도를 기본으로 하여 근 교육제도를 수립하

으나 물 듯이 들어오고 있는 미국의 경 학 교육학의 향

하에 교육자와 교육행정의 책임자들이 아직도 정신 으로는 계속되

고 있는 출세 지향 인 유교 교육 에 의한 맹목 인 교육열과

랑스 명이래 학문의 자유와 세속 공교육을 강조하는 유럽

륙의 공교육정신과 미국의 경쟁과 자율을 강조하는 시장 경제 교

육 을 소화 융합하여 우리의 독자 교육 원리를 수립하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는 사이에 교육을 둘러싼 사회 갈등은 더욱 증폭되어

수많은 학생들이 도피 조기유학을 떠나고, 드디어 한국의 공교육

붕괴가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기에까지 이르 다. 이런 시 에서 교

육의 자주성, 문성, 정치 립성의 원리에 하여 공공서비

스로서의 공교육 원칙이 수립되었던 랑스, 그리고 이를 변용 내지

는 달하 던 독일과 일본,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물결을 타고 더욱



강력하게 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의 교육제도의 헌법 문제에

하여 비교법 연구를 한다는 것은 우리 교육의 헌법 원리의 확

립을 해 매우 필요하고도 요한 일이다. 사실 이 주제는 헌법

연구 들과 수시로 토론을 해가며 최소한 2년 정도의 연속 과제

로 추진하 더라면 보다 좋은 성과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

이 남지만 여러 가지 제반 사정상 다소 황 하게 연구를 종결하

다 할 지라도 이 연구의 골자를 참고하여 한민국의 교육제도

에 한 헌법 원리를 올바로 수립하는데 자그만 도움이 되었으

면 하는 바램이다.

끝으로 이번 연구를 하여 물심 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윤 철 헌법재 소장님, 박용상 사무처장님, 서상홍 사무차장님 그

리고 심 자료국장님을 비롯한 심 자료국 담당자들과 감독을 맡아

김하열 헌법연구 님께 사의를 표한다.

2003. 10.

공동연구책임자 이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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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 필요성

교육은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은 심과 이해 계를 가지고 있

는 분야이다. 사회 반의 민주화, 개방화와 맞물려 행 교육 시스

템에 한 비 과 불만, 안 모색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안교

육, 기여입학제, 자립형 사립고, 학교의 강제 배정, 교수 기간임용제

등 안이 되고 있거나 장차 안으로 될 쟁 들이 산 해 있다.

그런데 교육 문제 한 그 진단과 해법은 헌법에서 출발하지 않

을 수 없다. 우리 헌법이 표방하고 있는 교육 제도의 기본원리는

어떤 것인지에 한 체계 이해를 바탕으로 개별 인 쟁 들에

하여 헌법 에서 검토, 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작업은 후일

교육의 문제가 헌법재 화 되었을 때 보다 거시 이고 통일 인

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기 해서 반드시 요청된다.

우리 헌법에서는 모든 교육문제의 헌법원리 단은 결국 헌법

제31조 특히 그 제4항의 해석론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 한 비교법 연구는 거의 무한 형편이

다. 연구진은 이러한 단 하에 모처럼 헌법 제31조 제4항에 한

비교법 연구를 시도한다. 이러한 방법을 취함에 있어서 공유한

문제의식은 뒤에서 다시 언 하거니와, 아무튼 이 연구로 이 헌법

조항에 한 그동안의 미진한 해석론을 보충하게 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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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범

우리 헌법 제31조가 규정하고 있는 교육 련 내용과 실 문제

들을 시하면 체로 다음과 같다.

구분 내 용 구체 인 문제들

헌법

제31

조

상의

교육

제도

제1항 교육을 받을 권리

제2항 부모의 교육의무
입시제도 : 학교강제배정 등의 문제

제3항 무상교육의 범
의무교육의 의미, 의무교육과 안학교, 홈

스쿨링과의 계

제4항 교육의 자주성,

문성 정치 립성

교육에 한 민주 참여권의 실 방안(지

방교육자치에서의 선거제도 등), 학교자치,

교원의 교육의 자유와 문성 보장 문제

제4항 학의 자율성

학자치의 근거와 내용, 학 의사결정체

계의 구조, 교수(교수회)의 지 와 권리,

학생의 지 와 권리, 학자치가 지니고

있는 양면성 : 사학재단의 자율성과 학교

수의 자율성간의 문제

제5항 교육제도 법정주의
법률로 정하여야 할 교육제도에 한 기본

인 사항의 범

이미 앞에서 밝힌 로 본 연구에서는 의 내용 가운데 “보다 거

시 이고 통일 인 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는 데에 도움

을 주기 한 헌법원리 연구”를 하고자 한다. 즉,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 문성, 정치 립성 학의 자율성

보장 범 와 한계에 한 법리 연구에 을 맞추기로 한다.1)

참고로 우리 나라에서는 교육자치제도와 학교자치, 교원의 교육

의 자유, 국가의 교원의 문성 향상 그 보장 의무, 교원 개인

1) 다만 학의 자율성과 련해서 독일과 미국의 법리는 이미 많이 소개되어 있기

에 본 연구에서는 랑스와 일본의 경우를 간단히 검토하기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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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성 신장을 한 연수 의무, 교육과정의 제정과 개정 그

운용에서의 정치 립성과 교원 개인의 학생에 한 정치 편향

교육의 지, 국가의 교육에 한 정치 개입의 지, 교육감

교육 원 선출의 학교운 원들에 의한 간선제, 사학의 자유

공교육과 사교육의 계 설정, 아동․학생․부모․교육자․설립

자․국가간의 권리․역할 간의 충돌 문제, 교육제도 법정주의의 범

와 한계, 교육행정의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독자성 보장, 학과 그

것을 규율하고 있는 학칙의 법 성격과 교수회의 법 지

권한 등 제반 문제의 헌법 단을 모두 의 조항에 근거하여

하고 있다.

3. 연구 방법

랑스, 독일, 미국, 일본 헌법학계의 연구 성과와 헌법 례 에

서 우리 헌법상의 교육의 자주성, 립성, 정치 립성 학의

자율성의 개념과 원리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는지, 있다고 하면 그

쪽에서는 그 구체 인 내용으로 어떤 것들을 거론하고 있는지를 검

토하고 그 결과를 한국 학계의 연구성과들과 비교함으로써, 향후

상되는 헌법 재 들에의 시사 을 도출한다. 본 연구에서는소주

제를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로 구분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1. 랑스 헌법상 교육제도의 기본원리

2. 독일기본법상 교육제도의 기본원리

3. 미국 헌법상 교육제도의 기본원리

4. 일본 헌법상 교육제도의 기본원리

5. 한국 헌법상 교육제도의 기본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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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헌법상 교육제도의 기본원리 비교 시사

아울러 각국 헌법에서의 교육의 자주성, 문성 정치 립

성 학의 자율성 문제를 구체 으로 검토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근하고자 한다.

1. 비교 국가의 헌법에서 우리 헌법 제31조제4항과 같은 내용이

명문화되어 있는 경우 그 의미, 컨 교육의 자주성의 의미

가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가? 혹은 해석되고 있는가? 우리 나

라와 학계의 동향과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

그 구체 인 내용으로 어떤 것을 포함시키고 있는가?

2. 비교 국가의 헌법에서 우리 헌법 제31조제4항과 같은 내용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 헌법학계와 법원에서는 과연 우리

의 그것들, 컨 교육의 문성에 해당하는 어떠한 개념들

을 사용하고 있는가? 있다고 하면 그 의미가 어떻게 규정되고

있으며, 그 구체 인 내용이 무엇인가?

한편 공동연구의 경우 소주제별 연구를 각자 분담하여 진행하는

방법을 취하기 때문에 소주제마다 각 연구자 나름 로의 독특한 논

리체계 혹은 사유 구조가 드러남으로써 체 인 통일성을 기하기

어려운 단 을 지니게 된다. 이번 연구에서도 특히 각국 헌법상의

교육제도의 기본원리 연구에서 이 이 하게 나타날 것으로 본

다. 그러나 가 그러한 문제 을 극복하기 하여 마지막 소주

제를 ‘헌법상 교육제도의 기본원리 종합 시사 ’으로 설정하고,

통합된 논의를 하기 하여 노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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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랑스헌법상 교육제도의 기본원리

제1 공공서비스로서의 교육 : 헌법원칙

Ⅰ. 교육에 한 헌법 원칙 련 규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모든 국가 작용은 헌법원칙에 합한

합헌성이 있어야 하는바 랑스 제5공화국 헌법은 헌법에 명문규정

으로 명시된 헌법원칙 이외에 “공화국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기본

원칙”이라고 하는 확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원칙을 헌법원칙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상의 일반원칙을 말하는데 제5공화국에서

는 결국 입법권이 법률과 명령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므로 실정법률

과 명령에 나타난 일반원칙들을 헌법원칙으로 인정하고 있다1). 즉

헌법의 일반원칙은 추상 인 근본규범에 바탕한 것이 아니라 법률

이나 명령들에 의해 나타난 것으로 실정 헌법규정에 미처 성문화되

지 못한 헌법 원칙을 말하는데, 어떠한 것이 구체 으로 헌법

가치를 지니는 것인지를 확정하는 것은 여 히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다. 1958년 헌법 문은 1789년 인권선언과 1946년 헌법 문에서

보충된 인권과 주권원칙을 헌법원칙으로 수용하여 기본권조항으로

삼고 있다.

교육에 한 헌법상의 가장 요한 규정은 1946년 헌법 문의

“모든 등 에 있어서 무상이고 세속 인 공교육의 구성은 국가의 의

1) B. Genevois, "une catégorie de principes de valeur constitutionnelle : les

principes fondamentaux reconnus par les lois de la République", R.F.D.A.

1998, ", pp. 477 et suivan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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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다”는 규정인데 이 규정은 교육은 공공서비스(service public)임

을 선언하고 있다. 즉 공교육은 국가의 의무이므로 이는 곧 국가가

하여야 할 사업인 공공서비스임을 선언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교육에 련된 헌법상의 규정은 여러 조항에서 발견

되고 있는데 우선 랑스 인권선언은 제1조에서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고 살아간다”고 규정하고, 제6조는 “법률상 평등한

모든 시민은 능력에 따라 성품이나 재능 이외의 차별을 받지 않고

모든 명 와 지 와 공직에 나아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 10조

는 “ 구도 의견과 종교의 문제로 불안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

고, 제 11조는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교환은 권리이다“고 규정하

고 있다. 그리고 1946년 헌법 문은 “국가는 개인과 가족에게 그들

의 발 에 필요한 조건을 보장한다” “국가는 어린이와 성인들에

게 교육, 직업교육, 문화를 릴 평등한 권리를 보장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행 헌법 제2조는 랑스 공화국의 성격을 재 규정하

여 “ 랑스는 분리될 수 없고 민주 이고 사회 인 공화국이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82-1983년 지방분권 실시 이후 이를 반 하여 2003년 3

월 17일 개정된 랑스 헌법 제1조2)는 “ 랑스는 불가분 , 세속

, 민주 , 사회 인 공화국이다. 랑스는 출신, 인종, 는 종

교의 차별없이 모든 시민에 하여 법률 앞에서의 평등을 보장한

다. 랑스는 모든 신념을 존 한다. 그 조직은 분권화 된다(son

organisation est décentralisée)”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조직

2) Art. 1. - La France est une République indivisible, laïque, démocratique et

sociale. Elle assure l'égalité devant la loi de tous les citoyens sans

distinction d'origine, de race ou de religion. Elle respecte toutes les

croyances.Son organisation est décentralisé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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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분권화 된다”는 말은 분권, 즉 décentralisation을 뜻하는 것으

로 삼권 모두가 분권화 되는 연방국가(Etat fédéral)이나 행정권과

입법권이 분권화 되는 지역국가(Etat régional)와는 달리 랑스는

단일국가로서 불가분(indivisible)이기 때문에 단순한 행정권만의

분권을 의미한다. 단일국가의 지방자치단체는 시원 입법권을 향

유할 수 없다.

교육 역시 이러한 지방분권에 따라 국가는 1. 공교육을 체계화할

의무를 지며 공교육을 운 하고 각 학교별로 교육계획을 일 성

있게 유지시킬 의무를 진다. 2. 교육의 방향과 교육내용을 규정하고

수료를 인정하는 학 를 수여한다. 3. 학교에 종사하는 직원의 보수

를 책임지며 교원의 모집과 양성 리의 책임을 진다. 지방자치

단체는 1982-1983년 지방분권화 이후 새로운 권한으로 1. 교육계

획에 있어서 학교의 치설정과 투자결정권 2. 교육기 의 설립과

리에 한 권한을 부여받았다.

Ⅱ. 교육의 공공서비스로서의 성격

교육의 공공서비스성에 하여는 교육법 법률편 제111-1조에

서도 “교육은 국가의 제일 우선 사업이다. 교육공공서비스는 아동

과 학생들에 맞추어 구상되고 조직된다.”고 하여 교육이 공공서비

스임을 명시 으로 선언하고 있다. 공공서비스3)는 일반 으로 공익

3) 공공서비스에 하여는 다수의 참고문헌이 있으나 독자의 편의를 고려한 필수

인 것만 들어보면,

① D.Linote, A Mestre, "Services publics et droit public économique", T.I

p.47et S., litec, 1982, paris.

② Evlyne Risier-Kouchner, "Le service public dans la théorie de l'Etat

de Léon Duguit", L.G.D.J. 1972, p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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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족시킬 목 으로 공공단체에 의하여 수행되는 활동으로 정

의4)되며 조직 (organique) 의미에서는 이런 활동을 수행하는 기

(인 , 물 수단의 총합)을 말한다. 공공서비스라고 하는 개념은

구제도(Ancien régime) 하에서도 있어 왔지만 특히 19C에 와서

간섭국가(Etat interventioniste)의 이미지에 부합하기 한 정부부

서의 팽창5)으로 인해 요하게 부각되었다. 즉 18C에 이르러는

“공공의 서비스”(service de public)라고 하여 사인을 한 공권력

의 개입을 지칭하 는바 때때로 “공공서비스”(service public)란 표

도 사용하고 있는데6) 이때의 사인을 한 공권력의 개입은 국가

의 주요사무에 해당하 고, 이 시 에 있어서의 국가의 주요사무란

③ Jacques Chevallier, "Le service public", que sais-je? P.U.F., 1987,

paris.

④ R.D.P., 1987년 1.2월호, 공역무특집 Serge Regourd, "Le service public et

la doctrine" : pour un plaidoyer dans le procés en cours. Jean-Baptiste

Geffroy, Service public et prérogatives de puissance publique,

Réflexions sur le déboires d'un couple célèbre. ; Philippe Jourdan, La

formation du concept de service public.

⑤ 김동희, 공역무론, 서울 법학 제18권, 1호.

이 외에 A.de Laubadére, George Vedel, Jean Rivero 교수들의 행정법 교과

서들의 公役務편 Benoit Jeanneau 교수의 "Droit des service publics et

des entreprises nationales", Dalloz, 1984, paris 등이 있음.

4) “公法人에 의하여 는 公法人의 감독하에 一般法의 궤도를 이탈하여 행하여지

는 公益活動”, A.De Laudadère, "Traité de droit administratif", T.1, 10e éd.,

p.662 L.G.D.J. 1988. paris. ; 기능 (fonctionnelle) : “공익을 만족시키는 활동”

; 조직 (organique) : “행정청에 의하여 경 되는 사업체” George Vedel,

Pierre Delvolvé, "Droit administratif", 10e éd., p.1096, P.U.F., 1988, paris.

기능 (fonctionnelle) : “행정청이 담당하여야 할 공익활동” ; 조직 (organique)

: “동일한 목 을 하여 공법인에 의하여 할당된 인원과 수단의 총체” Jean

Rivero, "Droit administratif", 12e éd., p.573, Dalloz, 1987, paris.

5) 1791년 1월 25일 - 5월 25일 법률은 법무, 해상, 쟁, 세무, 외무, 내무의 6개

政府省 밖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모든 잡무를 통 하던 내무성이 다양한

문성으로 분화하여, 1820년에는 건설성, 1839년에는 상공성, 1862년에는 문화성,

1887년에는 체신성, 1906년에는 노동성이 각각 내무성으로부터 분화하 다.

6) 부역을 폐지하라는 1776년 2월의 칙령은 “공공서비스의 필요성”(la nécessité

du service public)이란 표 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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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사무, 외교사무, 경찰, 사법, 도로의 건설과 리, 서신 화물

의 우편사무 등의 공공질서와 법률 계의 안 을 한 최소한의 공

통제와 조직을 의미하고 있었다.

그러나 19C에 들어서게 되면 야경국가로부터 국가가 국민들에게

직 으로 부를 제공해 주여야 하는 극국가로, 사법국가

(l’Etat de justices)에서 행정국가(l’Etat administratif)로 변모하게

되어, 국가는 공공의 필요가 세분됨에 따라 이에 합한 행정기

들을 창설함으로써 공공의 필요를 만족시켜야 했다. 이러한 새로운

행정기 들의 창설임무가 바로 공공서비스다. 공공서비스이론의 거

두인 L. Duguit는 “공공서비스란 집권자에 의하여 달성이 보장되

어야 하고 규율되어야 할 모든 활동을 가리킨다”고 하며, 이것은

사회의 상호의존(interdépendance)에 따라 반드시 이러한 필요성들

이 달성되어야 하고, 정권의 힘을 통해서만 완 히 달성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공공서비스는 필요한 국가의 간섭으로서

출 한다“고 하 다. 즉 Duguit에게 있어서 공공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가시 이고 사실 인 것이 아니라 국가에 의해 보장되고 규율

되어야 할 업무가 공공서비스이다.

Ⅲ. 공공서비스의 세 가지 기본원칙

국가가 하여야 할 사업인 공공서비스에는 세 가지 기본원칙이

존재하는바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1. 평등의 원칙

평등의 원칙은 우선 공공서비스의 사용자에게 용되는데,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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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평등이 아닌 비례의 원칙을 감안하여 동일한 법 상태에 있

는 자에게만 용된다. 따라서 공익상의 필요로 인한 가격의 차별

도 용인된다. 공공서비스 종사자에 하여도 공공서비스의 운 이

나 고용에 있어 평등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한편 평등의 원칙의 결

과로써 공공서비스의 립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따라서 종교 신

념이나 정치 견해에 따른 차별이 행해져서는 안 된다. 교육에 있

어서는 평등성의 원칙에 따라 성, 국 , 가정환경 등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과학기술 교육분야에 있어서는 여학생 보다 남

학생이 압도 으로 많지만 그것 자체로는 차별이 아니며, 여자라는

이유로 교육에서 제외 될 때 성 차별이 된다. 헌법재 소는 1981

년 1월 21일 결정에서 “평등성의 원칙은 비슷한 상황에서는 동일한

규정이 용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다른 상황에서는 다른 규정이

용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다”고 결정하 다.

헌법은 성(성), 출신, 인종 는 종교에 바탕한 차별을 지하고

있는데 이 원칙은 교육에 한 법률, 명령, 훈령 등에서 자주 반복

되고 있다. 이에 따라 1971년 7월 22일 법률로 어떠한 형태의 인종

차별도 지하고 있는 국제조약이 수용되었고 신형법 제432조 7

항은 “공공서비스의 행사나 그 임무의 행사 에 인종이나 종족,

민족, 종교에 소속되거나 소속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개인에게 법

률로써 부여된 권리를 거 하는 모든 공권력을 향유하는 자 는

공공서비스의 사명을 수행하는 모든 자”를 처벌하고 있다. 유럽인

권조약 부칙 제2조는 “ 구도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는 것을 국제법 원리로 선언하고 있다. 교육에 있어서의 평등은 교

육에 연결된 문제, 즉 통학, 기숙사, 장학 같은 것에도 용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랑스의 교육제도가 과연 기회의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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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장하는가 하는 문제에 하여는 여 히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

다7).

2. 계속성의 원칙

계속성의 원칙은 공익의 기능에 직결되어 있다. 공익상의 이유로

공공서비스는 단되어서는 안 된다. 계속성이라는 것은 공공서비

스의 정확하고 정기 인 운 을 말한다. 공공서비스이론가들은 국

가를 공공서비스의 조직체로 보았을 정도로 계속성은 공공서비스의

근본 가치를 지니고 있다. 오늘날 공공서비스의 계속성은 헌법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8) 이에 따라 채산성을 이유로 공 을 단한

다든가 면 인 업을 할 수 없다. 헌법 제5조는 통령이 “공권

력의 정기 인 운 과 국가의 계속성을 책임진다”고 규정하고 있

다. 랑스의 경우 Service-minimum제도9)를 도입하고 있다. 한

7) “교육의 개방과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사회 불평등은 계속 강하게 남아있다. 바

깔로 아 진출기회의 확 와 함께 바깔로 아의 종류도 일반계, 기술계, 직업계

등으로 세분되었고 그 안에서 산층의 자녀들과 노동계층 자녀들은 계열선택

에서 사실상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은 학의 각 과 선택에서 특

히 두드러지게 나타나 산층 자녀들은 그랑제꼴 비반이나 의과계통 학과를

독 하는 반면에 이보다 하층계 의 자녀들은 STS 쪽으로 보다 많이 진출하고

있다. 학업말에 이르러서는 산층 자녀들의 4/5가 자격증을 따는 반면에 하층

계 의 자녀들은 1/5만이 자격증 취득에 성공한다. 학업결과 면에서의 이러한

차이는 평소 국 수학능력 고사에서 산층 자녀들이 노동계층 자녀들을 훨씬

앞서는 결과를 감안할 때 사실상 놀라운 일은 아니며 이러한 차이는 산층의

치 한 자녀 진로계획과 실천으로 인하여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랑스 교육부

는 보다 개방 인 교육제도를 지향하여 끊임없이 여론을 감안하면서 명문학교

들의 입학요건, 학과 계역선택 요건 등을 정비하거나 신설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불평등은 학교에서 못지않게 직업사회에서도 특히 간직과 고등직

의 경우 계층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한국교육개발연구원, “한국과

랑스의 등교육 평등화 정책비교를 한 기 연구”, 연구책임자/ 이윤미, 연

구 력/ 이부련, 2002.3.31, 40-41쪽.

8) CC, 25 juillet 1979, "Continuité du service public de la radiotélévision",

Rec.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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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허용한도를 넘어 심각하게 공공서비스의 계속성을 해하는

업에 하여는 징발(Réquisition)10)이 가능하다. 교육에 하여

꽁세이데따는 학입학 자격시험을 비하기 해 휴업한 등학교

에 하여 시험의 비와 실시에 필요한 범 를 넘어 계속성의 원

칙을 반하는 것이라고 결한 바 있다11). 교육을 조직하지 않는

것도 계속성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12). 교육의 계속성을

하여는 교원의 결근이나 부족을 비하여 보조교원을 확보하는 것

과 교원의 업이 문제되는데 1981년 3월 26일의 교육부 장

훈령은 업 시에 학교장의 출석을 의무화하고 민원업무와 감독

업무를 확보할 것을 명하고 있다. 1989년 2월 24일 명령(décrêt)

은 학교장에게 “학교가 공공서비스를 운 , 확보하는데 유용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그 목 을 하여 민원사무를 조직하도록”

명하고 있다.

3. 응의 원칙

응의 원칙은 의 필요성과 공익상의 요구에 따라 공공서비

스의 지 와 체제가 바 어 짐을 뜻하는데, 경제 기술 발 이

나 법체계상의 변화에 따른 공 의 질 , 양 개선을 상정할 수

있다. 도로의 가스등이 기 등으로 교체된 것이 그 단 인 다.

특허기업의 경우 특허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폐지될 수 있다. 문화

공공서비스의 경우에는 이용률을 높이기 한 변경 등이 그에

9) CE Ass., 4 Février 1966, Syn. nat. des fonctionnaires du groupement des

contrôles radio éléctriques.

10) CE Sect. 26 octobre 1962, Le Moult.

11) C.E. 13 fév. 1987

12) T.A. de Rennes, 10 déc. 1980.



- 13 -

해당한다. 응성의 원칙은 때때로 공공서비스의 계속성의 원칙을

확보하기 이해 시행되는 경우도 있다. 응의 원칙이 용되는 상

황은 비상시와 평상시로 나 어 볼 수 있는데 비상시는 쟁, 천재

지변 등의 돌변 상황에서 학생들의 귀가등을 비롯한 상황에 맞는

교육서비스의 공 이 이루어져야 하며 평상시에는 교육 로그램의

변경과 같은 정상 상황에서의 시 변화에 응한 서비스를 공

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평생교육의 실시도 교육공공서비스에 있어

서의 응의 원칙이 용되는 표 인 사례이다.

Ⅳ. 공공서비스의 기본원칙에서 도출되는 교육의 원칙

에서 살펴본 공공서비스의 원칙이 교육에 용될 때, 1. 학교

교육의 의무성 2. 무료교육 3. 학 수여의 국가독 4. 립성 5.

평등성이 도출된다.

1. 교육의 의무성

교육은 공공서비스, 즉 국가가 제공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최소한

의 교육에 하여는 국가가 그 이용을 강제하고 있다. 이는 공공서

비스의 이용에 한 평등의 원칙을 용한 결과이다. 1882년 3월

28일 법률은 의무교육의 연한을 13세까지로 정하고 있었고, 1936년

8월 9일 법률에서는 14세까지, 1959년 1월 6일 정령(ordonnance)

부터는 16세까지로 확 하 다. 1989년 7월 10일의 89-486 교육방

침에 한 법률 제2조는 “모든 어린이는 3세부터 가족이 원하면 거

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유치원이나 유아원에 다닐 수 있다. 2세 어

린이의 등원도 도시지역이나 농 지역 는 산간지역을 막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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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으로 곤궁한 환경에 치한 유아원에서는 우선 으로 확

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은 세 가지 사항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 그것은 1. 연령과 기간, 2. 국 의 불문, 3. 장애자의 수용

조건이다.

가. 연령과 기간

1882년부터 의무교육의 시작은 6세로 변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학령 교육은 국가의 장려정책에도 불구하고 의무교육에는 포함

되지 않는다. 꽁세이데따는 1983년 3월 25일 결정13)에서 “1975년

7월 11일 법률을 용한 1976년 12월 28일 명령은 6세 이 의 아

동은 학교에 입학할 수는 있으나 권리는 없다”고 결정하 다. 6세

에 달하는 아동은 그 해의 12월 31일까지 등학교 1학년에 입학

한다. 5세에 달한 아동은 부모의 요청이나 동의 하에 장학 이 입

학을 허가한다.

학교장은 학생의 출석부를 매달 장학 에게 보고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에 출석하지 않으면 학부모는 형사처벌을 받지만 형사처벌

보다 더욱 효과 인 제재수단은 가족보조수당(allocation familiale)

의 지 을 지하는 것이다.

나. 국

1882년 법률에 한 해석은 오랫동안 랑스에 거주하는 외국인

에게는 교육의 의무성이 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 그 이유는

그 법률이 경찰이나 안 에 계되지 않고 가부장권에 계되어 그

13) C.E. 25, mars 1983, ministre de l'éducation nationale c. Eoux Mous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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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존 하고 있는 국가와 권리능력에 계가 없다는 것이었

다14). 그러다가 1936년에 와서 Jean Zay의 선동 하에 “남학생과

여학생, 랑스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의무 인” 입법이 일반화되었

다. 1975년 7월 11일의 Haby법률은 제1조에서 “6세부터 16세 사

이의 모든 아동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을 용한 1976년 12월 28일 명령도 개학 시에 해당 년도

에 6세에 달하는 아동은 1학년에 입학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밖

에 ․ 등학교에서의 외국인 학생의 등록에 한 1984년 7월 16

일의 훈령을 비롯한 수많은 훈령들은 국 차별 지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은 부모가 불법체류인 경우에는 문제가 복잡해

지는데, 학생이 의무교육 연령에 해당할 때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그리고 비 랑스어권 외국인 학생들을 하여 등학교에 교습반

(classes d'initiation)을 마련하고 있으며, 등학교에서는 안내반

(classes d'accueil)을 마련하고 있다.

다. 장애인

1975년 6월 30일의 장애인을 한 방침 법률은 장애인의 학교

교육, 직업, 사회에의 참여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1989년

7월 10일의 교육에 한 방침 법률은 장애인 아동을 일반학교에

입학시킬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학교교육의 새로운

정책의 계발을 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편으로는 장애인에 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장애인을 학교교

육에 수용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교육공동체를 성숙되게 변 시키

14) Clqude Durand-Prinborgne, "Le Droit de l'Education" Hachette, 1998, p.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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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물론 그 에는 장애의 정도가 무 심하여 일반학교에

서는 수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특수장애학교가 필요하지만 그것

은 각각의 필요성에 따라 특별교육군 원회가 결정한다.

2. 교육의 무상성

교육의 무상성은 교육의 의무성에서 생된다. 등교육에 한

무상교육은 Condorcet15)에 의하여 제안되어 1791년 9월 3일 헌법

에 규정되었다. 그러나 무상교육이 실제로 실시된 것은 1881년 6월

16일 법률에 의하여서인데, 이 법률은 1890년 1월 29일 명령

(Décrêt)에 의한 극빈자에 한 교과서 무상배분과 가난한 학생들

을 보조하기 한 학교 고의 설치에 의하여 보충되었다. 그러나

등교육에 한 무상교육은 1927년 12월 27일 법률에 의하여 비

로소 이루어졌는데, 그것도 1933년에 와서야 실효를 보았다. 무상

교육은 재 유아원과 유치원에까지 확 되어 있으나 학에는

용되지 않고 소액이기는 하나 등록 을 내어야 한다. 교육의 무상

성은 랑스 학생뿐만 아니라 외국학생에게도 용되는데 그것은

모든 공공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용됨을 뜻한다. 행정법원은 교육

의 무상성의 원칙에 한 철 한 수호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교육의 무상성의 원칙은 등학교 건, 등학교 건 가족의 수업료

15) 1743년 9월 17일 북 랑스 피카르디의 리 몽에서 출생하 다. 리 나바르

학교에서 수학을 공하 다. 16세 때부터 분․해석 등의 수학 업 을 쌓

았으며, 26세에 과학아카데미 회원이 되었다. J.R.달랑베르, 볼테르, A.R.T.튀르

고 등과 교유하면서, 《백과 서》 편찬에 력하여 경제학 항목을 담당하 다.

1782년에는 아카데미 랑세즈에 들어가 볼테르 집 간행사업에 참여하 다.

1789년 철학부장이 되어 18세기 사상가들의 후계자로 지목되었으며, 입법의

회․국민 공회의 의원으로도 선출되어 웅 한 문교 조직 계획과 헌법안 등을

제출하 다. 그러나 그의 제안은 지지를 얻지 못하고, 지롱드당의 후원자 기

때문에, 자코뱅당에게 체포되어 옥 에서 음독 자살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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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모든 직 참여가 지됨을 뜻하나, 인터넷, 식, 통학

료, 소풍 등 부수 활동에 하여는 용되지 않는다. 학교에서 집

단 사용에 필요한 비품은 해당 시․읍․면(commune)의 부담이

다. 등학교에서는 교과서가 모든 학생에게 무상으로 지 된다. 개

인 인 학용품은 가족의 부담이나 학교기 이나 시․읍․면에서 부

담할 수 있다. 증등학교 Collège에서의 교과서의 무상공여는

1975년 7월 11일의 Haby법률에 의하여 확보되었다. 등학교에서

의 학용품은 가족의 부담이다. Lycée에서의 교과서와 학용품은 모

두 가족의 부담이다.

3. 학 수여의 독

국가는 학 수여에 한 독 권을 가지고 있다. 학 수여의 독

은 립성과 세속성의 원칙과 함께 교육서비스의 고유한 원칙에 속

한다. 얼핏보면 이 원칙은 공공서비스의 의무로 보이지 않지만 자

세히 살펴보면 교육에 있어서의 사 활동을 지하는 형태를 띄고

있다. 학 수여의 독 은 보통법의 한계를 일탈하는 공공서비스의

특권에 속하는데 이것은 공공서비스가 공익을 변한다고 하는

에서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도 있지만,16) 독 이 공익활동의 당연

한 결과로써 법 으로 구속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립기 들도

학 를 수여 할 수 있으며 국가가 수여한 학 와 사립기 이 수여

한 학 가 경쟁 계에 있을 때만 국가의 독 권이 인정된다. 학

16) 물론 최근에는 조직 의미의 공공서비스와 기능 의미의 공공서비스의 결별

에 따라 “공권력이 스스로 담당하지 아니하고는 공익에 한 충족이 불충분하

다고 단하여 스스로 담당하기로 결정한 공익활동만이 조직 의미의 공공서

비스”이다. 이 윤, “행정법이론 -비교 고찰-, 성균 학교 출 부 2000,

5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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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여에 한 독 권은 재 공공서비스의 품질보증 임무에 의해 정

당화되고 있다.

학 수여에 한 국가독 의 기원은 1878년에 Ernest Renan이

“공공서비스와 사립기 이 병존하는 시스템은 의견을 달리하는 두

개의 랑스가 비단 교육에 있어서만 존재할 뿐만 아니라 도

달리하는 것이다”17)고 하 는데, 이것은 국가가 피하여야 하는 것

이다. 학 수여에 한 독 은 1880년 3월 18일 법률에 의해 최

로 도입되었다. 꽁세이데따는 1969년 6월 25일 국립 법경 학

(Faculté de Droit, de sciences sociales et d'économie) 교원 자

치조합 결정에서 학 수여에 한 국가 독 권은 1968년 11월 12

일의 고등교육 방침법률에 의하여도 폐지되지 아니하 다고 인정하

다. 이 례에서의 문제 은 재능과 지식에 한 지속 통제(학

사 리)와 자유로운 학의 출 을 조화시키기가 어렵다는 이다.

만약 상 학년에의 진학에 사립학교의 성 을 반 하지 않는다면

학은 지속 통제(학사 리)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 그래

서 교육담당 국무상은 사립고등교육기 에서 1학년이나 2학년을 성

공 으로 마친 학 에 한 학 인정제를 도입하 다. 논고담당

은 결론에서 학 학 의 국가독 권은 1968년 11월 12일 법률에

의하여 명시 으로나 묵시 으로라도 폐지되지 아니하 기 때문에

교육담당국무상의 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하 으며, 꽁세이데따

는 이를 받아들 다.

우선은 1969년 9월 15일 명령(décrêt)에 의해 해결되었는데, 이

명령은 고등교육기 의 학생을 심사하는 심사 원회가 학생이 다녔

17) Claude Durand-Prinborgne, "Le Droit de l'éducation" hachtte 1998, p.268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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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학교의 성 을 참조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그 후 1971년 7월 12

일 법률은 학과 사립학교가 학생의 재능과 지식을 측정하기 한

방법에 하여 정을 체결하도록 하 다. 1984년 1월 26일의 고등

교육법률도 학 를 취득하기 해 학과 사립학교간에 정을 체

결하도록 하 는데 그 학년도 1월까지 한 건도 정이 체결되지

아니하 기 때문에 학담당교육감이 국가학 취득을 한 사립

학 학생들의 지식과 재능의 측정 조건을 정하는 명령을 발하 다.

국가와 사립학교의 계에 있어서는 교육의 자유는 인정되지만

교육은 공공서비스이기 때문에 국가는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다.

따라서 사립학교가 공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교육공공서비스를 특허

받아 실시하는 것이다. 1959년 12월 31일의 국가와 사립학교에

한 Debré법률은 국가는 “교육의 자유를 존 하고 정규 으로 개설

된 사립학교의 활동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은 세

가지 사항을 골격으로 하고 있다.

가. 계약에 의한 사립학교의 국가교육에의 참여

사립학교에 부여된 의무를 수하는 조건으로 운 비의 부

는 일부를 국가 는 공공단체가 부담한다.

나. 공립학교와 유사한 는 경쟁 계에 있는 사립학교의 지

다.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통합화

사립학교 교원도 공공서비스종사자이므로 공공서비스 계약으로부

터 거리만 먼 계약은 9년 이내에 폐지되고 력계약(cont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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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sociation)으로 치된다.

국가의 사립학교에 한 통제는 공익을 하여 행하여진다. 국가

의 통제는 우선 사립학교의 개설에 하여 이루어지고 그 다음으

로는 운 에 하여 이루어진다. 1850년, 1875년 등의 오래된 법률

들에 기원하는 사립학교에 한 통제에 한 입법들은 등교육,

등교육, 기술교육, 농업교육, 고등교육 는 원거리교육 여부에

따라 달라지나 공통 도 많다. 사립학교를 개설하기 하여는 사

신고가 필요하다. 이 사 신고에 하여 행정청은 가족과 국가가

요구하고 있는 권한, 능력, 설립자의 도덕성, 생, 안 , 공공질서

등의 문제를 검증한다. 신고를 하지 않는 사립학교의 개설은 형사

처벌을 한다.

운 에 한 통제에 있어서는 폐쇄, 지 등의 처분이 행해진다

(교육법 L241-5, L241-6). 사립학교에서의 교육은 력계약

(contrat d'association)에 따라 공립학교의 교육 로그램에 따라

진행된다. 수업시간이나 시험도 마찬가지이다. 력계약에 따르면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와 마찬가지 조건에서 교원도 직 국가로부터

여를 받으며 운 비도 국가, 시읍면, 군, 도가 분담하여 지 한다.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세 가지 부류가 있다.

(1) 승인교사

사법상의 단순계약에 의한 교사로 사립학교가 모집하며 단체 약

과 노동법의 용을 받는다. 그러나 그들의 경력 산정과 직무상의

의무 사회 혜택은 공립학교의 교원과 동일하다. 여는 국가

가 직 지 하나 노동법에 의한 해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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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교사

정교사는 력계약에 의해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한다. Debré법

률 4조에 규정된 정교사 신분의 교사는 13만 교사 천 여명에

불과하다.

(3) 계약교사

계약에 의한 공법상의 공무수행원 신분의 교사로서 국가가 여

를 보장하며 임명이나 승진, 징계에 있어 공립학교 교사와 동일하

다. 직무의 수행은 력계약에 의한다. 계약의 해지는 징계나 처신

에서의 잘못 등을 사유로 국가에 의하여만 가능하다.

이와 같이 랑스의 사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교원은 단순한 공공

서비스의 특허 수행자의 지 를 넘어 공공서비스 자체에 통합되어

가고 있는 이다.

4. 교육의 립성

교육의 립성은 공공서비스의 립성의 원칙의 한 측면이다.

의에서 볼 때 공공서비스의 립성의 원칙이란 공공서비스는 공익

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에서 보면 립성

의 원칙은 모든 행정기 이 지켜야 할 공평성의 의무를 기본으로

한다. 교육에 있어서 립성의 원칙은 세속주의의 연장선상에 있다.

따라서 국가는 종교교육에 여하여서는 안되며 어떠한 종교에

하여도 차별을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립성의 원칙은 세속주

의의 원칙을 넘어서 정치 이고 철학 인 면에서 교육이 객 으

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984년 1월 26일의 고등교육



- 22 -

법률 제3조는 “고등교육공공서비스는 세속 이고 모든 정치, 경제,

종교, 사상으로부터 독립 이다. 교육은 지식의 객 성을 추구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89년 7월 10일의 교육방침에 한 방침

법률은 제 10조에서 “ 고등학교 학생들은 다원주의와 립성의 원

칙을 존 하여 정보의 자유와 표 의 자유를 향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랫동안 교원은 립성의 원칙의 기본 인 목표로 인식되어

왔다. 교원이 직무행사 에 향유하는 자주성과 독립성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교원이 립성의 원칙에 상반되는 행동을 하는 것은 허용

되지 않는다18). 객 성의 유지를 한 교육의 립성은 등교육까

지는 엄격하게 요구되나 고등교육에 있어서는 표 의 자유로 인해

폭 완화된다. 꽁세이데따는 1985년 립성의 원칙에 하여 교원

의 정치 는 종교 선 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경

우도 학교 내에서 정치 는 종교 선 을 하는 것이 지된다

는 결정을 하 다19).

5. 교육의 평등성

평등성의 원칙도 공공서비스의 일반원칙인 평등성의 원칙에서 도

출되는 것으로 꽁세이데따는 교육에 평등성의 원칙을 용하여 동

일한 학학 를 수여 받고자 하는 모든 학생은 동일한 우를 받

아야 하며 그러한 원칙에서 볼 때, 다른 단과 학에 비하여 동일한

학 의 수여에 하여 리 의과 학에서는 1년을 더 공부하도록

정하고 있던 경과규정은 법하다고 결하 다(C.E. 28 sept.

1962, Jourde et Malleville). 한 학부모의 소득과 가족 수에 근거

18) T.C. 2 juin 1908 Morizet. C.E. 28 avril 1938 Dlle Weiss.

19) C.E. 8 novembre 1985 Min. Ed. nat. c. R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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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할당 율에 따라 음악학교의 등록 을 달리 책정하는 시의회의 조

례가 법하다고 결하 다(C.E. 26 avril 1985, ville de Tarbes).

그러나 사립인 고등교육기 은 공교육기 과 달리 시험제도를 정

할 수 있으며20), 시․읍․면(commune) 의회는 다른 시․읍․면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식비를 해당 시․읍․면에 거주하는 학생의

식비와 달리 정할 수 있다21).

제2 문화 공공서비스로서의 교육의 일반원칙

교육은 공공서비스 에서도 문화 사업이기 때문에 학문과 양심

의 자유를 비롯한 특별한 자유권을 린다. 이 특별한 자유원칙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1. 학생의 자유 2. 교원의 자유 3. 학의

자유가 그것이다.

Ⅰ. 학생의 자유

1. 학생들의 참여

학생의 자유는 우선 참여(participation)의 자유의 형태로 나타난

다. 1989년 7월 10일의 교육에 한 방침 법률 제10조는 “ 등학교에

학교장이 의장이 되는 학생 표 원회를 구성하며 이 원회는 학교

생활과 수업에 련된 문제에 하여 의견을 제시하며 제안을 한다.”

20) C.E. 14 mai 1975 synd. autonome du personnel enseignant des sciences

juridiques, politiques, économiques et de gestion des universités.

21) C.E. 5 oct. 1984 Commissaire de la République de l'Ariè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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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규정하고있다. 고등교육에 있어서는 1984년 1월 26일 법률 제20조

가 고등교육기 은 모든 교직원과 학생과 외부인사가 력하여 민주

으로운 될 것을 규정하고있다. 학생들은 한 정보(information)

와 표 의 자유22)를 린다. 1989년 7월 10일 법률 제10조는 “ 등

학교의 학생들은 다원주의와 립성의 원칙을 존 하는 범 내에서

정보의자유와 표 의자유를 린다”고 규정하고있고, 1984년 법률

제50조는 “고등교육 공공서비스의 이용자는 정치 , 경제 , 사회

문제에 하여 정보와 표 의 자유를 린다. 이 자유는 교육과 연구

활동에 지장이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개인 는 집단 으로행사

된다. 장소는 제공되며 장소사용의조건은 학학사 생활 원회의

자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하고 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세속주의(laicité)의 원칙

학생들의 자유의 원칙은 결국 통 인 “세속주의의의 원칙”의 형

태로 나타난다. 공교육의 세속주의의 원칙은 1882년 3월 28일 법률

에 의하여 등교육에 하여 확인되었다. 등교육과고등교육에

하여는 세속성의원칙이시 에는 입법사항이아니었다. 그것은 1905

년 법률에 의하여 확인된 국가의 세속성의 원칙의 결과로 간주되었

으나 그 후에 헌법(1946년 헌법 문23))의 규율 상이 되었다. 세속

주의의 원칙은 국가가 교육을 교육자체와 교육자에게 결과를 야기

하는 종교 고백, 보다 일반 으로는 신앙을 하는 도구로 사용

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24). 등학교에서는 어떤 경우에

22) 정보의 자유를 한민국에서는 보통 알 권리라고 표 한다.

23) “모든 등 에 있어서의 무상이며 세속 인 공교육의 조직은 국가의 의무이다.”

24) André de Laubadère; Jean claude Venezia, Traité de Droit Ad,inistratif,

T3, 1997 L.G.D.J p.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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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학교에서 종교교육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휴일 날 종교

집회가 열리는 것은 허용된다. 등학교에서는 부속사제의지 가 문

제된다. 기숙사가 있는 공립학교에서는 학부형의 요구에 따라 부속사

제를 둔다. 기숙사가 없는 학교에서는 학부형의 요구에 따라 장학

이 부속사제를 둔다. 종교인은 공립인 등학교 교원이 될 수 없다.

1886년 10월 30일의 법률이 “교육은 세속 인에게 배타 으로 맡겨진

다”고 규정하고 있다. 등학교의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이 종교인이

교사가 되는 것을 지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꽁세이데따가 1912년 5

월 10일의 Bouteyre 결에서 교사모집시험은 자격시험이 아닌 채용

시험이므로 종교인은 교사모집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결하 다.

그러나 고등교육기 에서는 종교인에 한 제한이 없다. 세속주의의

원칙은 오랫동안 교원과 교육 로그램에 하여만 논의되어왔다. 그

러나 최근에는 세속주의 원칙과 립성의 원칙 학생들의 양심의

자유 사이의 충이 이루어 졌다. 말할 것도 없이 립성의 원칙은

교원들로 하여 , 교육 도 에 종교 신념을 피력하는 것을 한다.

학생들의 경우에는 세속주의의 원칙이 어떻게 용될지가 문제된다.

1989년 개학 시에 몇몇 여학생들이 종교 신념을 표 하는 두건을

쓴 채 등교함으로써 이 문제가 등학교에서 이슈가 되었고 교육부

장 이 꽁세이데따의 유권해석을 의뢰하게 되었다. 꽁세이데따에 의

하면 “국가의 세속주의의 한 요소인 교육의 세속주의 원칙과 공공서

비스의 립성의 원칙은 교육이 한편으로는 로그램과 교원들의

립의 원칙을 존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학생들의 양심의 자유를 존

하여 이루어 질 것을 요구한다. 학생들의 이러한 자유는 로그램

의 내용과 출석의무에 있어서 교육활동에 지장을 이 없이 다원주

의와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존 하는 범 내에서 학교에서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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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념을 표 할 권리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 활동은 입법자들이 교육

공공서비스에 부여한 학생들의 직업훈련과 인간과 시민에 한 교양

의 습득 이외에 인격을 함양하고 개인과 출신과 상이함을 존 하며,

남자와 여자의 평등을 고양할 것을 보장하는데 기여하여야 할 임무

의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즉, 꽁

세이 데따는 학생들의 종교 표 물을 지닐 자유의 원칙을 인정한

후 한계를 나열한 후에 학교와 등교육기 에서 교칙이 개입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하 다. 꽁세이 데따는 교칙이 이 원칙들의 용 방

식을 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징계권을 가지고 있는 기 이 어떤 경

우에 이원칙들과교칙에 반되는지를 단하여야 한다고하 다25).

이 학교의 교칙 제13조는 의상 등에 있어서 종교 정치 철학

표시물을 일반 으로 으로 지하고 있었으므로 법하다

고 하 다. 즉 종교 부착물그 자체로는 세속주의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 결정에서 제

시한 자유의 한계인 “ 로그램의 내용과 출석의무에 있어서 교육활

동에 지장을 이 없이 다원주의와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존 하는

범 내에서”라고 하는 조건은 그 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도발

인 것이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사건에 따라 이슬람 머

러의착용자체가 압력 행 는 개종 권유 행 로 해석되기도 하

다26).

그 후에도 체육 시간에 머 러를 벗기를 거부한 학생의 추방이

법하다27)고 하 으며 이 후에도 비슷한 결(CE, 20 oct. 1999,

25) Avis du 27 novembre 1989, G. Avis, n33, comm. O. Schramek.

26) CE, 27 nov. 1996, Ministre de l'Education nationale c/ Khalid et Mme

Stefiani.

27) CE. 10mars 1995, M. et Mme Aouki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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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e de l'Education nationale c/ Epoux Ait Ahmad 등)이 이

어졌다. 이슬람 머 러 착용의 문제는 2003년도에 와서도 이슈화되

어28) 랑스 정부는 아 이슬람 스카 의 착용 지 입법을 추진

에 있다.

28) “ 랑스 정부가 지난 수개월간 뜨거운 논쟁을 불러 일으켜온 이슬람 여성의 머

리 스카 착용을 법으로 지할 것으로 상된다. 이 문제를 연구하기 해

정부 주도로 구성된 문가 원회의 베르나르 스타시 원장은 11일 기자회

견에서 공공장소에서 확연한 종교 표시를 착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정

부에 제안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자크 시라크 통령은 오는 17일 원회 제

안에 한 정부의 공식입장을 발표할 정이다. 머리스카 논란은 독일 등 유

럽각국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여서, 랑스정부가 이를 법으로 지할

경우 다른 나라에도 상당한 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랑스에서는 지난 10

월 리 근교의 한 공립고등학교에 다니는 십 회교도 자매가 머리 스카 를

쓰고 등교했다가 교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퇴학당하면서 격렬한 찬반 논란이 이

어져왔다. 지 까지 랑스내에서는 머리 스카 로 인해 퇴학당한 이슬람 여학

생이 50여명에 이르며, 련 진정서도 150여건이나 된다. 원회가 제안한 법

안에 따르면, 앞으로 랑스에서는 공공장소 에서 이슬람 머리 스카 는 물론

이고 유 교 남자신도들이 머리 정수리에 올려놓는 모자의 착용도 지된다.

형 십자가의 사용도 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작은 십자가 목걸이

등 개인 용도의 종교 상징물 착용은 허용되며, 욤 키푸르․라마단 등 종교 축

제행사도 가질 수 있게 했다. 스타시 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세속주의는 교

회와 국가의 분리 이자, 차이에 한 존  이라면서  모든 종교인들이 공평

하게 함께 공존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랑스는 지난 1905년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헌법에 명시, 세속주의 통을 철 히 지켜온 국가이다. 그러나 최근

이슬람 근본주의가 상승하면서, 500만명에 달하는 랑스 내 이슬람 교도들 사

이에서 머리 스카 를 착용하는 인구가 크게 늘어났다. 랑스인들은 이슬람

머리 스카 를 랑스 가치와 통에 한 도 , 종교 극단주의, 여성인권

탄압 등 부정 인 의미로 받아 들이고 있다. 그러나 이슬람 교도들은 종교

자유와 문화 다원주의의 상징으로 주장하면서, 입만 열면 자유와 다원주의를

강조하는 랑스의 이 잣 를 비난하고 있다. 여성인권 탄압이란 랑스인

들의 주장에 해서도 오히려 여성을 성 상물로 취 하지 않는 존 의 의

미라며 반박한다. 머리 스카 착용 문제는 아랍 북아 리카권 이주민에

한 랑스의 뿌리깊은 차별의식 논란까지 뒤엉켜 매우 복잡미묘한 양상을 띄고

있다. 게다가 유 교 권에서조차 이슬람 스카 착 용 지가 회교도에 한

차별이자 감정자극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반 입장이다. 인종차별 지 단체

들 간에서도 환 과 반 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려 련법 제정과정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상된다.“(문화일보 기사 200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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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교원의 자유

교원의자유는 1.국가와의 계 2. 학생과의 계 3. 학교수의다

른 교원들로부터의 차이라는 3측면에서 다루어진다.

1. 국가와의 계

국가와의 계에 있어서 교원은 그들의 독립성을 확보할 보장을

받고 있다. 그들의 의사의 자유는 특별히 보장된다. 그러나 동시에

립성의원칙에 의하여 완화되고있다. 그들은 의사기구와 자문기구

에 참여한다. 그들은 법규와 징계상의 보장을 받는데 학교수는 이

보장이 특히 강화된다. 학교수는 감독을 받지 않으며 면되지 아

니한다. 이러한 통 인 1968년 11월 12일 법률 규정을 재확인한

1984년 1월 26일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데, 1968년 11월 12일

법률 제57조는 “연구자인 교원, 교원, 연구원은 용의 원칙과 객

성의 원칙의 한도 내에서 교육과 연구활동에 있어서 인 독립과

표 의 자유를 린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학생과의 계

교원의 학생과의 계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학교운 에의 참여가

교원의 인사나 직무수행에 한 감시권 행사로서의 의미를 갖는가

하는 이 문제된다. 1974년 4월 5일의 Leroy 결에서 꽁세이데따

는 교원과 학생이동 수로구성된 원회의 의견에 따른 1년 계약 교

원의 계약 연장 평가서의 법성에 하여 헌법 제34조가 정하고 있

는 학교원의 학생들에 한 독립 원칙에 비추어 학생들에 의한 교

원에 한 지식과 성에 한 평가는 법하며 이 원칙은 법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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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결정하 다. Leroy 결은 1996년 3월 13일의 Gohin 결에

의하여 다소 완화되는데 꽁세이데따는 학총장의 제안에 의하여

학 원회가 강의 평가에 학생들을 참여시킨 교육부령에 하여 그

것 자체는 학교원의 특권이나 인사에 향을 주지 않으며 따라서

학교원의 독립성에 한 훼손이 아니라고 하 다. 즉 학생들의 강

의평가가 학교수의 인사고과에 반 되지 않고 참고자료로만 활용

되는 한 그것은 법하다는 것이다29). 학 원회는 강의평가의 방

법이나 차를 규정하고 평가 결과는 우선 교수들의 강의 개선을

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3. 학교원의 다른 교원들과의 차이

학교수의 다른 교원들에 한 독립 원칙은 1984년 1월 20일의

헌법재 소 결정에 의하여 확립되었다. 학에는 운 원회, 학사

학생활 원회, 그리고 연구 원회의 3개의 원회가 있다.

학교수의 빙은 학의 교원들(정교수 이외의 교원들을 포함)로 구

성되는 원회에서 자율 으로 결정한다. 학교수는 독립성과 표

의 자유를 특별히 리는데, 이러한 독립성의 특권에 상응하는 특별

한 책임도 진다. 특히 국회의원의 직을 겸직할 수 없다.

29) 한국에서는 학생들에 의한 강의평가가 교원 업 평가의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

사례가 많아 학문의 자유, 교육의 자주성, 학의 자율성과의 계에 있어

헌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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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학의 자유

1. 학의 자치와 특권

학의자치(franchise universitaire)라는 말은 의로는 학교원

과 기구의 독립을 보장하는 보통법상의 외를 의미하고, 의로는

공권력의 개입에 한 학의 불가침권을 의미한다30). 학의 자치

는 1811년 11월 15일 칙령 제157조에 기 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1968년 11월 12일 법률과 1984년 1월 26일 법률에 의하여 재확인되

었다. 1811년 11월 15일 칙령 제157조는 “ 행범, 화재 는 학 부

속의 인문 등학교, 실업 등학교와 그 밖의 공립학교 내부의 경우

를 제외하고는 검찰총장이나 검사 는 제국검사의 문서로 된 특별

허가 없이는 어떤 경찰이나 사법 리도 학의 구성원이나 학생에

하여 범죄사실을 검증하거나 장을 집행하거나 체포하기 하여

( 학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규정하 다. 이 규정은 사법경찰권의 개

입에 하여만 규정하고 있지만, 습 으로 질서 유지를 한 필수

불가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내부의 질서유지는 학당국이 책

임지는 것으로 이해하여 왔다. 이러한 통에 힘입어 1968년 11월 12

일 기본법은 제37조에서 “ 학총장은 학 부지와 구내에서 질서를

책임진다”고 규정하 으며, 1984년 1월 26일 법률은 제 27조에서

“ 학 총장은 질서유지를 책임지며, 꽁세이데따의 명령으로 정한 조

건에 따라 공권력을 개입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 다. 이러한 결과로

학 구내에 무질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학

총장은 출입을 통제하거나 강의를 단시킬 수 있다. 학당국은 행

정경찰권에 하여는 할권을 가지며 경찰병력의 투입은 학의 요

30) André de Laubadère; J.C. Venezia op. cit p.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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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학당국의 경찰력 투입에 한 허가는 문

서로이루어지며 긴 한 경우에는 사후허가도 가능하다. 그러나 학

은 사법경찰권에 하여는 권한이 없고 경찰이 범죄수사를 하여

진입할 수 있으나, 다만 1811년 칙령에 정해진 검찰의 사 허가라고

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2. 학의 자치의 내용

학의 창설은 정부의 권한에 속하며31), 학은 1. 규정상, 2. 행정

상, 3. 재정상, 4. 교육상의 자치를 린다.

가. 규정상의 자치

1968년 11월 12일 법률은 제11조에서 “과학, 문화 성격의 조

물 법인은 그 규정과 내부조직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

(université)과 단과 학(U.E.R.; unités d'enseignement et de

recherche)은 원회 원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그들의 규정을 결

정한다. 그러나 단과 학의 지 는 학 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학의 규정에 하여는 아무런 통제가 없다. 그러나 1970년 신

규 학 창설 시에 임시회의에서 마련한 규정은 교육부장 의 승인을

받았다. 이러한 유사 차가 1984년 1월 26일 법률 제22조에 규정되

었다. 즉, 학은 운 원회 원의 3분의2의 찬성으로 규정과 내부

조직을 정하고, 그 규정은 교육부에 보고된다. 단과 학은 교육부 장

령으로 창설되며 단과 학이 규정을 정하나 학운 원회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31) 1984년 1월 26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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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행정상의 자치

학은 계층 (hierarchique)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후견 감독

(tutelle)만을 받으며 감독 방법은 일반 으로 사법 감독(재 )을

받는다. 행정 감독(취소, 정지 등)은 매우 심각한 경우에 한해서 받

는다. 학총장과 운 원회의 결정은 사 승인 없이발효함이원칙

이다. 그러나 몇몇 결정들은 감독 부처 장 과 재정경제부 장 의 승

인을 요하는데, 승인을 요하는 사항은 채권발행, 참여의 동결, 분교의

설치이다. 법규 규정의 결정은 학 감사에게 보고한 후에 발효된

다. 감사는 총장이나 운 원회의 규정이 법하다 고 단되면 행

정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법원은 긴 차에 의하여 결한다. 문제

된 규정이 학의 운 에 심각한 장애를 야기한다고 단되면 감사

는 3개월 간 이 규정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 재정상의 자치

학은 조물법인으로서재정상의자치를 린다. 그러나 산과

회계에 있어서는 상당한 자치를 리지만 신용 부에 있어서는 제한

이 있다. 과학, 문화, 직업 인 성격의 조물 법인의 산과 재정에

한 1994년 1월 14일의 94-39 명령은 학 총장을 산의명령권자

로규정하고있다. 경리는 1984년 1월 26일 법률 제59조에 정해진 조

건에 따라 임명된다. 산은 총장의 감독 하에 운 원회가 짠다.

총장이 마련한 산안은 감사인 교육감에게 운 원회에 제출되기

최소한 15일 에 보고된다. 산안이 이 기간 내에 보고되지 않을

경우에는 감사인 교육감은 운 원회에서 산을 승인 상으로 할

수 있다. 운 원회는 산에 하여 표결한다. 운 원회에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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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 교육감과 교육부의 표는 산이 균형 으로 짜여있지 않다고

단될 때는 산을 승인 상으로 할 수 있다. 산이 승인을 받지

못할 때에는 때는 운 원회는 거부를통지 받은 지 한달 이내에 재

의결 하여야 하며, 이때 산은 승인 상이 된다. 운 원회가 한

달 이내에 재의결 하지 못하면 감사인 교육감은 할 세무서장의 자

문을 받아 산을 확정한다.

라. 교육상의 자치

1984년 1월 26일 법률 제20조는 “ 학은 자치 이다. 국가의 법

규와 계약의 범 내에서 교육, 연구, 자료에 한 정책을 결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학의 활동은 어느 한 구역에만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학생은 자유롭게 국의 학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지망 학생이 수용가능 인원을 넘을 경우에는 교육감은 주거지와 가

족상태, 희망학교를 고려하여 제한할 수 있다. 특히 의과 학의 경우

에는 학 1학년 이상의 학년에 하여 학생 수를 교육부령으로 정

한다. 이와 같이 학생수가 엄격히 제한되는 학부는 의과, 치의과

약 이다. 학입학 자격시험인 바깔로 아(Baccalauréat)는 등 교

육 종료시 일정한 능력을 획득하 음을 증명하며, 동시에 고등교육기

에 진학할 권리를 부여하는 증서이다. 고등교육기 에는 바깔로

아를 취득하면 바깔로 아 증서만으로 입학이 가능한 개방  성격

의 학과 다시 고교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별 입학시험에 합

격해야 입학이 가능한 폐쇄  성격의 그랑제꼴(Grandes Ecoles)

이 있다. 랑스에선 학 진학을 한 시험을 한번 잘못 쳤다고 진

학이 좌 되는 일은 없다. 재시험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학

진학을 한 시험도 계열별로 12종류나 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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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서 학 진학에 유리한 과목에 집 할 수 있다. 일반 학 입학

시험은 원칙 으로 없다. 그랑제꼴을 제외한 모든 학은 바칼로 아

만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 그랑제꼴은 세계에서 랑스에만 존재

하는 유일한 교육제도로서 문직의 고 엘리트양성을 목 으로 실

시되는 공․사립의 교육제도이다. 이들 교육기 은 국립 학교와 교

육의 내용, 목 ․방법 등 모든 것이 확연하게 구분된다. 학이 보

수 이고 이론, 학구 이라면 그랑제꼴은 진보 이고 실무 이다. 그

러나 오늘날의 랑스 학들은 조 씩 그 정책을 바꾸어 사회

의 흐름에 부흥하고 있으며 그 표 인 가 경 학원이다. 몇몇

의 아주 요한 고 행정간부를 양성하는 그랑제꼴에는 외국인의 입

학이 허용되지 않고 청강만이 가능하나 부분은 랑스 학생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입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일반 학은 문호가 개

방되어 있고 서류심사로 입학이 결정되는데 비하여 그랑제꼴은 엄격

한 경쟁형식의 시험에 따라 이루어진다. 입학 시험의 비는 등학

교(Lycée)의 학 비과정에서 실시되며, 체로 2-3년간 계속된다.

1984년 1월 26일 법률은 학에서의 성과 지식의 평가에 하여

평소학습평가 는 기말시험 는 두 가지를 병행하여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고, 평가 방법은 학년도 첫 달 말에 각 학이 정하도록 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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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독일기본법상 교육제도의 기본원리

제1 독일에서의 교육제도의 의미와 연구 범

독일기본법상 교육제도의 기본원리 문제를 연구하기 해서는 우

선 그 법이 규정하는 교육제도의 의미와 범 를 확정하여야 한다.1)

보통 ‘교육제도’라고 하는 것은 ‘학교제도’와 그것에 한 교육행

정 교육재정 등에 한 모든 제도를 포함하는 말이다. 즉 교육

제도의 의미를 정확하게 규정하기 해서는 그것보다 좁은 의미에

학교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음을 유념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학교제도란 학교유형과 학교 별에 따라 조직된 학교의 체 체계

를 말한다. 한 학교라 함은 교사와 학생의 변동에 상 없이 계획

인 공동수업에 의해 일정한 교육목 이 국가가 감독하는 최소한

의 의무교육과정에 의해 추구되는 조직 이고 지속 인 인 ․물

시설을 의미한다.2) 따라서 학교제도란 이러한 학교들이 그 유형과

별에 따라 조직된 총체 체계라고 할 수 있다. 기 학교로부터

보통학교, 등의 각종 인문, 실업계 학교로 이어지는 의무교육과정

상의 학교들이 이 제도에 속하며, 공․사립을 불문한다. 요건 , 교

1) 이하의 독일 기본법상 교육제도의 기본원리 연구는 주로 연구자가 선행 연구한

박사학 논문인 “敎育에 한 國家의 權限과 그 限界-獨逸基本法上 敎育高權에

한 學說과 判例를 심으로”(成均館大學校 法學博士學位論文, 1993) 에서

본 연구 과제의 주제인 ‘헌법상 교육제도 기본원리’, 즉 우리 헌법 제31조제4항

상의 교육의 자주성, 정치 립성, 문성의 원리에 해당되는 것들을 재검토

하고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2) H. Heckel u. H. Avenarius, Schulrechtskunde, Luchterhand Verlag :

Frakfurt / Main, 1986, SS.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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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제도는 이러한 의미의 학교제도와 이것에 한 교육행정 교육

재정 등에 한 모든 제도를 포함하는 것이다. 독일기본법 제7조는

이러한 의미의 ‘교육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즉, 동조 제1항은 “모든

학교제도는 국가의 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교

육권자의 자녀의 종교교육 참여 결정권을, 제3항은 공립학교에서의

종교수업의 정규과목화와 교사의 종교교육으로부터의 자유를, 제4

항은 사립학교 설립의 권리의 보장을, 제5항은 그러한 사립학교의

종교교육과 계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학교에는 학도 포함된다.

그러나 주정부가 규율하는 ․ 등학교 제도와는 달리 기본법 제

75조가 학에 해서는 연방정부로 하여 그 외곽 조항을 규정

할 권한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학은 동법 제5조 3항에

의해 학문의 자유를 향유하므로, 법 으로는 ․ 등학교와 달리

취 되는 데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도 학은 의 교육

제도의 개념과 범 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취 하고자 한다.

생각건 , 독일 교육제도의 개념을 이 게 규정하면, 이것은 한국

헌법 제31조의 태도와 별로 다를 바 없다 하겠다. 비록 우리 헌법

상 교육제도는 동법 제31조 4항에서의 학교육과 5항에서의 넓은

의미의 평생교육까지 망라하고 있지만, 이 두 역을 제외하면 독

일의 그것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연구 상으로 삼고자 하는 범 는 바로 독일기본법

상의 이러한 교육제도의 기본원리 그 용 문제이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그것이 독일기본법상 원리라 하더라도 그 부를 연구

의 상으로 하지는 않으며,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에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컨 , 독일기본법상 학교제도의 요한

당사자로 간주되고 있는 ‘교회의 교육권’에 한 검토는 여기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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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지 않는다.3)

교육제도의 기본원리와 련하여 우리나라는 헌법이 명문으로 그

제31조제4항에 교육의 자주성, 정치 립성, 문성, 학의 자율

성등 네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기본법에서는 우리나라

처럼 이 게 규정한 것이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의 네 가지에

해당되는 것을 바로 찾을 수 없다. 연구자가 그동안 독일학교법 연

구를 하면서 그 성과를 토 로 정리를 해보니, 독일기본법상 교육

제도의 원리는 교육 부의 사회국가 원리, 교육내용 방법의

립성과 용의 원리, 교원의 교육의 자유 원리, 사립학교의 자유

와 공공성의 원리, 교육제도의 법치국가 원리, 교육행정의 민주성과

문성 분권과 력의 원리, 학교운 의 자율과 참여의 원리 등

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는 단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러한 을 심으로 차례 로 검토하고자 한다.

제2 교육 부의 사회국가 원리와 교육을 받을 권리

의 보장

Ⅰ. 사회국가 원리와 교육을 받을 권리와의 계

Weimar 헌법 이후 독일은 사회국가(Sociale Staat)다. 사회국가

는 사회 정당성을 추구하여 사회 생활을 정서할 의무를 이행하는

3) 교회의 교육권에 해서 자세한 것은 Dieter Deusche, Kirche und Schule

nach dem Grundgesetz, Diss., Tübingen, 1968 ; Willi Geiger, Kirchen und

staatliches Schulsystem, in : E. Friessenhahn u. U. Scheuner(hrsg.),

Handbuch des Staatskirchen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d. 2.

Berlin, 1975. SS. 455-48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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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이다. 사회국가 원리는 개인의 발 기회의 근 평등의 보장

에 의해서, 그리고 경제 , 사회 약자에 한 생활보호의 보장에

의해서 실 되어야 한다. 일반 인 사회국가 원칙은 학교 역에도

용된다. 학교시설의 조성과 그 시설에 한 근 기회 형성을 배

려하는 것은 국가의 과제이다. 이러한 과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학교설립자의 학교시설의 설치와 유지에 한 의무를 상으로

하고, 취학의무의 이행을 보장하며 성에 맞는 모든 사람들에게

학교제도의 계속 인 단계로의 근을 개방하고 있는 법규와 행정

조치에 의해 실 된다. 국가는 그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수업료

면제와 기타 학비와 직업교육비의 면제, 학교보건 리, 학교안 사

고로부터 보호 등 학교제도에 해 사회국가원리가 요청하는 과제

의 실 을 해 노력하여야 한다.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

하는 것은 사회국가 원리를 가장 표 으로 구 하는 교육제도

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Ⅱ. 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 근거와 성격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기본법에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권리의 기본법 근거는 으로 해석에 의

존하고 있다.4) 다수설은 이 권리의 법 근거로 기본법 제20조의

사회국가 원리 규정과 동법 제2조 1항의 자유로운 인격발 권

제12조 1항의 자유로운 직업선택권, 제 20조 1항의 사회국가원리

규정을 들고 있다.5) 이 권리가 구체 으로 규정되어 있는 곳은 주

4) H. J. Faller. “Die Meinungsfreiheit der Schüler und Studenten,” RdJB

1985, S. 620 ; B. Clevinghaus, Recht anf Bildung, Diss., Bremen, 1973

SS. 67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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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다.

컨 , Baden-Wütemberg 주헌법 제11조는 “모든 청소년는

연이나 경제 지 에 구애됨이 없이 그 능력에 따른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Bayernwngjs법 제128조,

Bremen주헌법 제27조, Nordrhein-Westfalen주 헌법 제8조도 비

슷한 규정을 두고 있다.6)

한편 독일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헌법에 규정된 것은 1891년

9월 25일의 Württemberg왕국 헌법 제29조와 1831년 9월 4일

Sachsen왕국 헌법 제28조가 처음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 권리를

사회 기본권으로 인식한 것이 아니었으며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

로 국가와 사회를 구별하는 이원주의 국가이론 는 자유국가이론

에 근거하여, 국가권력의 제한을 의미하는 자유권의 하나로 인식하

었다. 따라서 그 내용도 사교육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 자유에

한 국가의 부당한 침해를 배제하는 교육의 자유에 을 맞춘 것

이었다.

컨 , 1848년의 Frankfurt헌법 제55조는 “모든 독일 청년은 교

육에 필요한 충분한 조건을 갖는 공 인 교육시설에 의해 일반 인

인간교육 시민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으

며 1850년의 로이센헌법 제21조도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독일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오늘날 사회 기본권으로 인식하게 된 것은 Weimar헌법

5) Manfred Abelein, Recht auf Bildung, DÖV 1967, S. 375 ; Ingo Richter u.

Bernhard Schlink, "Grundrechte auf Bildung, Grundrechte auf

Ausbildung", RdJB 1980, S. 203f. ; Bernhard Stüer, Recht auf unvekürzten

Unterricht, RdJB 1986, S. 283.

6) H. J. Faller, a. a. O., S.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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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 이하의 사회 법치국가 원칙 규정과 동법 제 146조 2항

의 국가의 교육여건조성의무 규정에서 비롯된다. 동조항은 “경제

능력이 결핍한 자로 하여 등 고등의 학교에 입학시키기

하여 독일법, 각주 공동단체는 공동의 수단을 시설하고, 특히

등 고등의 학교 교육을 받기에 당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의 양

친에 하여 그 교육을 마칠 때까지 학비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이 권리를 자유권으로

만 보거나 사회권 으로만 보는 경우는 거의 없고 부분 사회권

기본권으로서의 성격과 자유권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7) 그러므로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을 검

토하려면 이러한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8) 그러나

본고는 그 자유권 성격에 해서는 논의를 생략하고 사회권 성

격만을 심으로 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연방헌법재 소에서 주로

문제된 것을 사회 기본권으로서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 효력

이다.

Ⅲ.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으로서의 구체 교육

부 청구권 인정 여부

사회 기본권으로서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련하여 쟁 이 되

7) Lutz-Rainer Reuter, "Soziales Grundrecht auf Bildung, Ansätze eines

Verfassungswandels in Leistungsstaat." DVBl. 1974, S. 11 ; Klaus-Dieter

Heymann/Ekkehart Stein, "Das Recht auf Bildung" AÖR, 97. Bd. (1972),

S. 202ff. 이에 한 일본 문헌으로는 千葉卓, 敎育をうける權利一アノリカ․西

ドイツに 關する法的檢討, 北海道大學 法學博士學位論文, 1972 참조.

8) 교육을 받을 권리의 자유권 성격과 상세한 내용에 해서는 Klaus-Dieter

Heymann/Ekkehart Stein, Das Recht auf Bildung, AÖR 1972 SS. 209-2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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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것은 이 권리가 국가에 한 개인의 구체 인 부청구권

이른바 ‘배분청구권’(Teilhaberecht)을 포함하고 있는지의 여부이다.

이 에 해서는 배분청구권을 생 배분청구권과 본래 배분

청구권으로 구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9)

첫째, 생 배분청구권으로서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기존의 교

육제도에 한 평등한 배분청구권을 의미한다. 이 권리는 기본법

제2조 1항의 자유로운 학교선택권, 제3조 1항의 평등원칙과 제20조

1항의 사회국가원리를 그 근거로 하며 교육을 받을 권리에 당연히

포함된다.10)

둘째, 본래 배분청구권으로서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일정한 제

도를 설치할 국가의 의무화(Verpflichtung des Staates)를 극

으로 요구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국가는 헌법상의 부 의무가 있

고 사회 으로 정당한 학교제도를 조성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국

가의 의무화를 요구하는 이러한 권리는 극히 외 인 경우 즉, 국

가가 교육에 한 일정한 제도를 마련해야 할 작 의무가 있음에

도 불구하고 이를 불이행함으로서 헌법상 원칙의 명백한 침해가 성

립될 때에만 인정된다. 그 이유는 학교제도의 형성에 한 국가의

의무라고 하는 것은 로그램 성격의 것으로서 그것이 의무 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국가의 재정사정 등을 고려해야 하는

재량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해서 례를 보면 특히 연방행정재 소의 태도가 극

이다. 컨 , 1924년 2월 13일의 근로자 보호의무법(Die

9) H. Heckel u. H. Avenarius, a. a. O., S. 22.

10) 기본법 제12조는 직업의 자유 조항이다. 이 자유에는 직업, 직장, 직업훈련

소를 자유로이 선택할 자유가 포함되어 있다. 연방헌법재 소는 이 조항에서

자유로운 학교선택권까지 도출해내고 있다. (BVerfGE 58,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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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ürsorgepflichtverordnung)은 제2차 세계 이 끝날 때까지는

근로자에게 어떤 보호 부 청구권도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

었다. 그러나 동재 소는 1954년에 처음으로 동법률은 근로자의 복

지를 해 고용주가 보호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하여 근로자에게 명백한 보호 부 청구권을 인정하 다.11) 이에 따

라 연방의회는 연방사회부조법(Bundessozialhilftsgesetz) 제4조를

개정하여 사회부조에 한 이해당사자의 청구권을 명시 으로 인정

하게 되었다.12)

본래 인 의미에서든 생 인 의미에서든 교육을 받을 권리를

국가가 어떤 방법으로 구체 으로 보장하느냐 하는 문제는 국가기

특히 입법자에 의해 결정된다. 통설은 이 권리를 법률의 유보

없이도 가능한 국민 개개인의 교육청구권 즉, 권리구제를 한 사

법 차가 보장되어 있는 구체 ․직 권리로 보는 것은, 개인

권리가 체의 부능력과 형평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다는 , 일

반의 희생을 가로 해서 무제약 인 주 청구권을 가진다고 하

는 사상은 사회국가사상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는 등을 간과하

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요컨 , 사회 기본권으

로서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일반 이고 평등한 교육기회에 한 청

구권이며, 입법자에 의한 법률의 제정에 의해서만 개인의 직 ․

주 권리로서 구체화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체 입장이라

하겠다.

이 은 이 권리를 명시 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의 헌법들, 를

들어 Waden-Würtemberg주 헌법 제11조의 규정과 Bayern주 헌

11) BVerwGE 1, 159ff.

12) M. Abelein, a. a. O., S.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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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8조 Nordrhein-Westfalen주 헌법 제8조 1항 1문의 해

석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정되고 있다.13)

Ⅳ. 교육의무와의 련성

교육을 받을 권리가 법률에 의해 구체 으로 형성되는 형태는

다양하지만 특히 교육의무에 수반되는 국가의 학비면제 는 보조

의 형태로 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련하여서는 우선 Hessen주

국사재 소의 결을 볼 필요가 있다. 동재 소는 “Hessen주 헌법

제 59조에 따른 수업료 면제는 사회 기본권의 하나이다.” “수업

료 면제는 Hessen주 헌법 제59조 1항 1문의 본질 내용과 모순

되지 않으며 체될 수 없다.”고 하여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한 형태로서 무상교육청구권을 인정함과 동시에 국가는 국민의 교

육의무이행을 해 수업료 등을 면제 는 보조하는 방법을 강구할

의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14)

그러나 교육의무에 따른 학비보조의 일환으로써 국가가 수업료가

아닌 ‘통학비용’을 보조하여야 하는가에 해서는 Bayern주 헌법재

소가 “Bayern주 헌법으로부터 교육비 보조에 한 일반 청구

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에만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15) 컨 , 동재 소는 Bayern주에 거

13) H. Heckel u. H. Avenarius, a. a. O., D. 20,

14) Hess StGH, 1. 12. 1976. P. St. 812, SPE 720, S. 1. 그러나 이 례가 수업

료 면제의 의무를 무한정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수업료 기타 학비 면제에

한 Hessen주법률’에 규정된, ‘학업의 수료를 뚜렷한 이유없이 지연시키는

학생에게도 수업료 면제가 용되나, 이미 의무교육을 받은 학생이 다시 학업

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만 수업료 면제가 인정된다’고 규정

한 것은 Hessen주 헌법과 일치한다.”고 단하고 있다.

15) Bay VerfGH, Entscheidung vom 20. 4. 1990, Vf. 28-Ⅵ-89, SPE 670, S.



- 44 -

주하면서 Hessen주에서의 직업김나지움에 취학한 학생의 부모에

하여 “Hessen주 직업김나지움은 Bayern주 직업김나지움의 한

유형으로 인정된다. 그 학교는 성격상 Bayern주 직업고등학교의

기능을 행사한다. 따라서 Bayern주 주민이지만 형편에 알맞게

Hessen주 직업김나지움에 취학한 학생에 해서는 국가가 부족한

학생운송비를 보조하여야 한다”16)고 시하고 있다. 통학비용이

일정한 액수 이상인 경우에 해서 Bayern주 헌법재 소가 “선택

된 학교 취학에 불가피한 통학비용이 매학년 550마르크의 가계부

담 한계를 과할 때에는 그 과 부분은 우선 으로 보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통학비용면제에 한 법률‘ 제3조 2항 1문

의 규정은 Bayern주 헌법 규범을 반하지 않는다고 시한 바 있

다.17)

제3 교육내용 방법에서의 립성과 용의 원칙

Ⅰ. 립성의 원칙과 구체 교육제도

1. 교육의 립성의 원칙

국가는 공교육 담당자로서 수업내용결정권을 행사한다. 이 권한

에는 교육 목 의 설정, 교육 과정의 개발 교과서의 인정과 선

택에 한 모든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모든 권

81.

16) VGH Bay, München, 2. 7. 1986, 7 B 85 A, 3403, SPE 670, S. 25.

17) Bay VerfGH, Entscheidung vom 25. 1. 1990, Vf. 2-Ⅶ-88 ; Vf. 1-Ⅶ-89,

SPE 670, S.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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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행사에 용되는 원칙으로서 특히 독일교육 례법상 립성의

원칙과 용의 원칙에 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우선 립성의 원

칙을 검토한다.

국가는 교육의 본질을 규정하는 기본 가치에 한 논쟁에서

당 성을 가져서는 아니된다. 이것이 립성의 원칙이다.18) 교육에

있어서의 국가의 립성은 세 가지 측면에서 요구된다. 세계

측면, 정당정치 측면, 종교 측면이 그것이다. 국가는 세계

으로나 정치 으로나 종교 으로 립 이어야 한다.

국가의 립성이 문제되는 곳은 공립학교이다. 사립학교의 경우

에는 설립자의 선교목 에 따른 학교설립의 자유가 보장된다. 교육

의 립성 침해의 단 기 에 하여 연방헌법재 소에서는 학교

교육의 립성 원칙은 “특정한 정치 , 이념 혹은 세계 입장

에서 교원이 의도 인 향력을 행사 혹은 ‘선동’하는가 하는 ”을

립성 침해 여부의 단기 으로 들고 있다.19)

립성의 원칙은 특히 교육내용결정의 과정이나 수업과정, 평가

등에서 철되어야 한다. 교육의 립성에 한 문제는 교과서의

선택과 사용 문제에서 다시 검토할 것이므로 여기서는 이상의 논의

에 그치기로 한다.

2. 교육의 립성 원칙과 교육목 의 설정의 상 화

교육목 에 한 국가의 교육고권에 해서 보면 이를 인정하는

입장과 부정하는 입장이 있다. 이를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첫째, 국

18) Gerhard Eiselt, "Zur Sicherung des Rechts auf eine ideologisch tolerante

Schule", DÖV 1978, S. 866.

19) BVerfG, 9. 2. 1989, 1 BvR 1170/88, SPE 702, S.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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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교육의 본질을 규정하는 기본가치에 한 논쟁에서는 무엇보

다 립성을 견지하고 당 성을 띠어서는 아니될 것이며, 둘째, 국

가의 권한은 공립학교에서의 교육기회의 보장에 국한되고, 수업의

내용 형성 컨 , 교육목 의 설정은 자치행정사무로서의 학교

에 양도된다고 본다.20) 그러나 통설은 기본법 제7조 1항에 명시된

국가의 학교감독권은 교육제도의 외부조직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교육의 내 사무에 한 결정권 즉, 교육권(Erziehungsauftrag)을

포함한다고 보고 있다.

국가의 교육권은 부모의 교육권과 동격이다. 국가의 교육권은 지

식의 달만이 아니라 개별 학생을 사회에서 자기책임을 질 아는

구성원으로 양성하는 목 을 가진다. 이에 따라 독일 연방 내 개

의 주는 학교의 교육목 을 그 헌법에 자세히 규정하고 있을 정도

이다.21) 일부의 주는 이것을 학교법에 규정하고 있다. 이들 헌법과

학교 계법들은 체로 교육내용결정권은 국가의 권한임을 규정하

고 있다. 그러나 Hessen주는 헌법 제56조 4항과 5항 제55조 1

항에 의해 부모에게도 교육내용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헌법과 학교법에서의 교육목 의 내용은 각 주마다 그 정치 ․

세계 사정에 따라 상이하다. 그러나 모든 주는 1973년 5월 25

일 상설주교육부장 회의 약에 의하여 학교의 공통된 교육목 을

9가지로 설정하고 이것들을 오늘날 각 주의 원칙으로 삼도록 하고

있다.22) 이들 9가지 교육목 은 교육의 역에서 추구되는 기본가

20) H. Heckel u. H. Avenarius, a. a. O., S. 41 참조

21) 컨 , Baden-Württemberg, Bayern, Bremen, Hessen, Nordrhein-Westfalen,

Rheinland-Pfalz 그리고 Saarland州가 이에 속한다.

22) KMK-Beschl S. Nr. 824.



- 47 -

치들과 논리 , 세계 그리고 정치 인 측면에서의 최소한의 합

의를 구체화한 것들이다. 그 이상은 자유민주 질서 내에서 ‘가치

다원주의’가 인정되고 있다.

교육목 의 설정에 한 국가의 권한에 한 례로는 단편 으

로 취 된 것을 제외하면 Bayern주 헌법재 소의 례와 Hessen

주 국사재 소 례 Nordhein-Westfallen주 고등행정재 소의

례가 표 인데, 자는 교육목 과 련된 국가의 권한범 를,

후자는 그 제한 문제를 단하고 있다.

3. 교육과정의 개발과 법 성격

가. 학설의 검토

앞에서도 보았지만 기본 인 교육목 은 주헌법 혹은 법률로 확

정되어 있다. 오늘날 모든 주는 이러한 목 을 그의 헌법 혹은 학

교법에 반 하고 있다. 이러한 목 설정은 교수의 방향을 극히 추

상 인 단계에서 법률 으로 규제하는 것이다(추상 교육목 ).

한 입법자는 어도 학교유형과 학교 별에 따른 각각의 일반 인

교수 로그램과 요구수 을 학교법 등에 확정해 두고 있다(구체

교육목 ).

그러나 학교유형과 학교 별에 따른 합목 이고 개별 인 교과

규 과 그 교과에 특유한 학습목 을 일일이 법률로 결정할 수는

없다. 교육과정(Lehrpln)은 이러한 요청에 따라 제정되는 것이다.23)

교육과정의 법 성격에 해서는 학설의 립이 있다. 법규명령

23) 교육과정의 헌법문제에 한 문헌으로는 Lutz Dietz, Verfassungsfragen

lernzielorientierter Curricula, DVBl. 1975, SS. 299-4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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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과 행정법규설의 립이 그것이다. 독일법률가회의는 1981년 그

것의 성격을 법규명령으로 규정하면서 따라서 법규명령의 형태로

공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24) 동법학회는 그 이유

로 교육과정개발(Entwicklung der Lehrplane)에는 교육과정 원회

의 설립, 교육과정 안의 법 해석 공개공청회 등 학생의 기본

권과 부모의 교육권과 련된 일정한 차가 규정되어야 하기 때문

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에 해서는 강력한 비 이 제기

되고 있다.

Böhm은 이 입장은 학교 역에서의 본질 결정의 법률유보원칙

을 천명한 연방헌법재 소의 입장을 확 해석한 것으로서 교육과

정 결정과정에서 내용의 객 진실(sachliche Richtigkeit)보다

차의 법치국가 원칙과 민주 정당성을 더 시한 것이라고 평

가한다. 그는 학교 역에서의 법 규제의 증가 즉 법제화

(Verrechtlichung)를 부정 으로 평가하며, 이러한 경향은 학교제

도의 계획, 조직, 지도 감시에 한 법 권한의 강화를 래한

다고 비 한다.25)

한 그는 교육과정을 법규명령의 형태로 규정하는 것이 민주

정당성과 법치국가원리의 철이라고 하지만, 이 입장은 의회에서

의 입법과정에서 실 으로 제기되는 문제 즉, 의회 토의의 형식

화와 친정부 여당 정책의 일방 철에 의해 실제로 이것이 여

당의 소수 교육정책 문가 집단에 의하여 결정되며, 그 결과 필연

으로 교육과정 결정과정에서 우선 순 를 차지하게 되는 것은 순

수한 교육 목 보다 당 이고 사회정책 인 목 이 되고 있는

24) T. Böhm, Schulrechtliche Fall Bearbeitungen, : in SPE, 1990, S. 6 : H.

Heckel u. H. Avenarius, a. a. O., S. 170.

25) H. Heckel u. H. Avenarius, a. a. O., S. 170.



- 49 -

문제를 간과하는 것이라고 비 하고 있다.26)

나. 실정법 례의 태도

독일의 각주 입법부나 행정부는 교육과정에 요구되는 합목 성과

탄력성 개별성에 따라 이것을 교육부의 행정규칙에 맡기고 있는

것이 일반 이다. 독일의 다수설도 통 으로 교육과정의 법 성

격을 행정규칙으로 본다.

1974년 Bayern주 헌법재 소는 『기 학교에서의 수학 교육에

한 Bayern주 교육부 장 의 고시』에 한 법 성격과 련하

여 다음과 같이 시함으로써, 이것이 행정규칙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27)

a) 교육과정과 교과내용 시간표는 단지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교육행정 청의 명령(Anordnung)을 의미한다. 교육과정 등은

법규명령의 성격을 갖지 않으며 특별한 법률상의 수권을 필요

로 하지도 않는다.

b) 공립의무학교에서 통 으로 확립된 원칙에 의거하지 않는

새로운 수업교과를 도입할 때, 이것이 타당한가 하는 문제는

교육과정을 선정하는 교육행정 청의 자체 단에 근거할 수

있다.

다만 의 례는 그것이 행정규칙이지만  행정당국에 의해 공

포된 교육과정과 교재 계획 교육목 의 확정은 헌법 으로 확정

되어 있는 제한에 구속되며, 형식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한

26) T. Böhm, a. a. O., S. 58.

27) Bay VerfGH, 28. 3. 1974, Vf 7-Ⅶ-73, SPE 396, 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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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Bayern주 교육 수업제도에 한 법률 제4조 1항과 2항,

등학교법 제1조와 제3조 1항)의 테두리 내에서만 타당하다.

Bayern주 헌법 제126조 1항에 의해 보장되어 있는 부모의 교육권

은 그것들에 의해 침해되거나 배제되지 않아야 한다 고 하여 헌법

과 법률에 의한 구속 부모의 교육권에 의한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

4. 교과서허가와 채택

가. 독일에서의 교과서 제도

(1) 교과서제도의 연 과 평가

독일에서의 교과서 제도는 Bayern의 Karl Theodor 제가

주의 교육정책을 실시하여 1770년 일반학교령을 공포하고 학교

의 국가화(Verstaatlichung)와 세속화(Sekularisierung)를 추진하면

서 사인에 의한 교과서 출 을 지하고 그 제작 보 권을 독

한 이후 변 을 거듭하 다.28)

19세기에는 Wilhelm von Humboldts가 교과서 선택의 자유화

(Liberalisierung)를 주장하여 상당한 호응을 얻었으나, 20세기에

들어와서 제1차 세계 이 발발하자 다시 교과서의 체주의 ․

정치 ․국가 목 이 시되어 국가에 의한 교과서 강제

(Schulbuchzwang)가 진행되었다.

한 1918년 Weimar 공화국시 에 들어와서는 Weimar 헌법정

신에 일치하는 제국차원에서의 교육개 조치(학교조직의 민주화,

28) 자세한 것은 Walter Müller, Schulbuchzulassung, Aloys Henn Verlag,

Kastellaum / Hunsruck 1977, SS. 4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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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교육이 강제 교육방침과 교육과정 제정, 수업내용의 개 )

의 일환으로 국가에 의한 교과서 허가 채택 제도가 도입되었으

나 사실상 교과서에 한 국가의 결정독  과 법률의 근거도 없

는 행정 청에 의한 자의 지배가 계속되었으며, 제3제국에 와서

이러한 통이 화되었다.

독일에서 행과 같은 교과서 제도의 틀이 잡힌 것은 1946년에

서 1950년 사이에 독일 연방공화국이 제3제국시 의 교과서 국가

독 제도(Schulbuchmonopol)를 청산하고, 연방의 부분 주가 헌

법에 교재선택의 자유를 규정하고 교과서 제도의 법률유보를 인정

하여 교과서의 허가, 채택, 보 , 재정보조에 한 사항을 각종 법

령에 규정하게 되면서부터이다.

독일에서의 교과서 허가제도 채택제도의 법 근거에 해서

보면 학설이나 례는 개 기본법 제7조 1항과 각주헌법에 개별

으로 규정되어 있는 국가의 학교제도 감독권에 그 일차 인 근거

를 구하고 있다. 한편 교과서 허가 제도의 합헌성 여부가 법원의

심 에 오른 것은 1970년 들어와서 교과서 출 사들이 집단

으로 법정투쟁을 벌이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요컨 , 독일의 교과서제도를 일별해보면, 교과서 선택에 해 국

가가 결정권을 갖는다고 하는 원칙은 18세기 이후 지 까지 변

함이 없었으나, 구체 방법에 있어서는 과거 주의 국가에서나

체주의 국가에서는 교과서 독 이 강제된 이 있다. 그러나 민

주 ․사회 법치국가를 지향하는 Bonn기본법 이후의 시 에

어들면서부터는 사인에 의한 교과서 출 이를 제로 하는 국

가의 교과서 허가와 채택제도, 교과서 허가에 있어서 그 검정기

의 법률유보 제도가 정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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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과서 허가 제도의 법 성격

교과서 제도를 우리나라에서처럼 국가의 여의 과정과 법 성

격에 따라 검정제도와 국가제도, 인정제도로 분류할 때29), 독일에

서의 재 교과서 제도는 그 성격상 이 가운데 정확히 어느 유형

에 속한다고 볼 것인가 하는 이 문제된다. 이에 해서는 각 주

의 제도가 서로 상이한 이 있어 일률 으로 말하기는 곤란하나

첫째, 심사 차에 있어서 부분의 주에서 교육부에 의한 수정제

안(Korrektur-oder anderungsvorschlage)을 받으며, 수정이 이루

어지지 않으면 거부되는 조건부 허가(bedingte Zulassung)의 과정

을 밟게 된다는 , 둘째, 허가를 받은 교과서는 일정한 채택 차

를 거쳐서 학교 수업에 사용되는데 부교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교과서 즉 본교재로 사용된다는 , 교과서 제도와

련하여 독일에서는 Schulbuchzulassung이라는 표 을 사용하나,

보다 정확하게는 Genehmigung으로 표 하는바, Gehehmigung은

그 법 성격이 행정법상 허가(Erlaubnis)로서 원칙 지의 해

제 가 아니면 허가유보부 지의 해제 에 해당하며, 기속행 라

기보다는 재량행 로서 단순히 사용 여부만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

라 일정한 요건에 따라 그 내용의 법 여부까지 심사하는 것이라

는 등에 근거해 볼 때, 인정제도가 아니라 검정제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본다.

29) 헌재, 1992. 11. 12, 89헌마88 심 청구기각결정 (교육부, 헌법재 소 례집Ⅰ,

1992), 1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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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가의 교과서 허가

(1) 교과서허가 제도와 학설의 검토

일반 으로 국가는 수업내용에 한 통제의 필요성에 따라, 사인

에 의해 출 된 교재의 사용을 용인하지 않으며, 교육부장 의 교

과서에 한 허가를 제도화하고 있다. 교육과정 이 외에 교사에게

교과수업에서 가장 요한  내용 부담 이 되는 것은 교과서이

다. 교과서는 교사의 국가교육과정에의 구속과 교사의 교육이 자유

사이를 매개하는 수업매체로 인식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교과서가 일반 인 헌법원칙과 법규명령을 반하지

않으며, 교육과정에 일치하고, 교육방법 인 측면에서 하며, 값

이 무 비싸지 않는 한, 형식 심사 차를 통과하게 되면 학교에

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과서의 허가는 국가가 하지만

교과서의 선정과 채택은 개별학교 단 로 하고 있다. 개별학교에서

의 교과서 선정 채택은 부분 학교 의회 혹은 교사 의회에서

결정한다.30)

교과서허가 차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에 해

서는 학설의 립이 있다. 그러나 각 주에서는 교과서 허가는 기본

법 제5조 1항의 출 사의 언론 사상의 자유와 자의 지 소유

권과 계될 뿐만 아니라, 교과서 자체가 교육과정보다도 더 직

이고 지속 으로 수업의 내용에 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 인정

차의 기본 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있다. 이는 교과서 허가는

국가의 교육고권의 결과이며, 수업내용이 국가의 통제 하에서 사실

상 벗어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본 인 사항 이외

30) H. Heckel u. H. Avenarius, a. a. O., S. 4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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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보다 구체 인 것들은 일반 으로 교육부장 의 명령에 임되

어 왔다. 임의 범 는 교과서 허가의 요목과 개별학교에서의 그

것의 채택방법에 국한된다.31)

(2) 교과서 허가제도의 합헌성에 한 례의 태도

독일에서의 교과서 재 동향을 검토해 보면 1971년과 1973년의

교과서 허가 차에 한 합헌 결과, 1973년의 교과서 선택권에

한 합헌 결정, 1982년의 교육과정변경에 따른 교과서허가 취소 합

헌결정, 교육목 과 교과서 내용의 일치 여부와 련하여 내린 합

헌 결정, 1988년에서 89년 사이의 세 건에 걸친 헌법상 교육의

립성 용의 원칙에 의거한 교과서의 교화 작용의 헌결정

등을 소개할 수 있다. 여기서는 교과서 허가에 해서만 검토하고

있으므로, Hessen주 국사재 소, 연방행정재 소 연방헌법재

소의 교과서 허가 결정만을 검토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후술하는 교

과서 채택 교육내용결정 등의 논의에서 보기로 한다.

1971년 Hessen주 행정재 소는 “교과서 허가 차는 헌이 아니

다. 교과서허가 차는 학교에서 사용될 교과서가 일반 인 헌법원

칙과 법규를 반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학교에서 어떤 교과

서가 사용되는가를 결정하는 국가의 권리는 기본법 제7조 1항

Hessen주 헌법 제56조 1항(교육제도에 한 국가의 감독권)으로부

터 도출된다. 기본법 제5조 2항은 출 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유(일

반법률의 조항, 소년의 보호를 한 법률규정 개인 명 권에

의한 제한)를 규정한다. 출 의 자유는 기본법 제3조(법률 앞의 평

31) 를 들면 Art. 30 Abs. 1 bay EuG, §4 Abs. 1 : §35a bw SchulG ; §2

Abs. 2 hess Gesetz über Unterrichts geld- und Lern mittelfreiheit ; §

17a Saarl SchoG und §111 sh Sch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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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침해하지 않는 범 에서 허용된다.”32)고 하여, 교과서허가

차의 합헌성을 인정하고 있다.

1973년 연방행정재 소는, “국가의 학교 감독권 개념은 그 역

사 발 과정을 검토하여 연방행정재 소에서 일 된 결을 해

왔거니와 동개념은 학교제도의 조직, 계획, 지도 감독을 한 국

가권한의 총체로 악되는 것이다. 기본법 제 7조 1항의 테두리 내

에서의 국가의 형성 범 에는 교육목 을 확정하고 교육내용을 결

정할 권리가 포함된다. 교과서가 교육목 에 해 요구되는 조건들

을 구비하고 있는지에 한 감독권도 이 권한에 포함되어 있다. 그

러므로 어떤 교과서가 공립학교에서의 수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허

가할 것인지에 한 결정권은, 기본법 제 7조 1항에 의해 이 부터

교육고권의 담당자로서의 국가에 인정된 권한이다. 공립학교에서

사용하기 해 제작된 수업교재를 술하고 그것을 출 하는 교과

서 자와 출 사의 권리는 기본법 제7조 1항에서의 국가교육고권

의 유보에 의해 헌법 으로 단된다.”33)고 결한 바 있다.

다. 교과서 채택 사용에 한 국가의 권한과 교육의 립성

등에 의한 제한

(1) 교과서 채택 사용에 한 일반법리

교과서 채택권과 련해서 문제가 된 것은 이 권리의 주체가

구인가 하는 과 정치 으로나 종교 으로 편향된 내용의 교과서

의 경우에 부모가 이에 법 으로 항할 수 있는가 하는 이다.

우선 교과서 선택권의 주체와 련해서 보면 학설은 체로 기

32) VGH Hes, Kassel, 8. 6. 1971, Ⅱ-OE-71/70, SPE 702, S. 1.

33) BVerWG, 13. 3. 1973, Ⅶ-13-107. 71, SPE 702, S.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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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 제 7조 1항상의 국가의 학교감독권 규정에 근거해서 주가 그

주체가 된다고 보고 있다. 통설에 의하면 어떤 책을 교과서로서 수

업에 사용되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은 행정 청이 그 자신의 교육

단에 따라 결정해야 할 교육행정사항(Sache der Schulver-

waltung)이다. 교육행정 청에는 기본법 해석에 의할 때 범 한

재량이 허용되고 있다.34)

그러나 교육행정 청이라 하여 이를 교육부장 이 직 행사하는

것은 아니고, 권한의 임에 의해 일선의 개별 학교가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보통이며, 구체 으로는 체 혹은 교과별 교사 의

회가 결정권을 행사한다.

다음에 국가가 편향된 교과서를 선택하는 문제에 해서는 학설

과 례는 국가에는 수업형성을 한 범 한 교육 재량권이 인

정되나 이 재량권도 교육에서의 국가의 립성 용의 원칙에

의해 제한된다고 하는 원칙 입장을 견지하여 교육은 학생을 정치

으로 이념 으로 혹은 세계 으로 교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서는 아니된다는 , 국가의 교육행정은 항상 기본법 제2조 1항상

의 학생의 인격발 권을 목표로 하는 수업형성에 주안 을 두어야

한다는 , 교과서의 선택 사용에서도 이 원칙이 용된다는

등을 강조하고 있다.35)

학교에서의 교과서 채택은 국가의 권한이다. 따라서 학생이나 그

부모가 특정한 세계 이나 교리에 한 편향성 시비의 다툼이 있다

하여 해당 교과서의 사용을 지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

는 것은 아니다. 기본법 제6조 2항 1문(부모의 교육권)도 이를 보

34) BVerWG, 3. 5. 1988, 7 C 89, SPE 702, S. 7.

35) SPE 702, S.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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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고 있지 않다.36)

학교차원이 아니라 어떤 교사가 개인 인 차원에서 편향된 수업

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부모와 학생이 이에 해

어떤 직 인 개입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러나 학생 부모는 그들의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결정에 의해

교사의 배정을 받고 수업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교사에 해 직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국가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국가 자신의 교육목 의 철을 자제하고 부모와 학생을

입장을 수용해 것을 기 할 수 있을 뿐이다.37)

교과서 선택 사용과 련된 례로는 술한 바처럼 이에

한 주의 권한을 명시 으로 인정한 례로는 1973년 연방행정재

소가 결정한 것이 있다.38) 이 례는 “주는 기본법 제7조 1항에 의

한 국가의 학생감독의 테두리 내에서 학교에서 수업에 사용할 교과

서를 선택할 권한이 있다”고 단하고 있다. 이 례는 한 교과

서 인정의 합헌성을 인정하여 “Hessen주법상 교과서 허가에 한

규정은 교과서 출 자에게 기본법 제5조 1항(출 의 자유)의 기본

권에 어떤 침해도 가하지 않는다.”고 하 다.

Ⅱ. 용의 원칙과 구체 교육제도

교육의 립성 원칙이 국가 자신의 학생 부모에 한 입장에서

요구되는 것이라면, 용의 원칙은 학생 부모의 국가에 한 다

양한 요구를 국가가 수용하는 입장에서 요구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36) SPE 702, S. 10.

37) T. Böhm, a. a. O., S. 39.

38) BVerWG, 13. 3. 1973, Ⅶ B 107. 71, SPE 702. S. 1.



- 58 -

국가는 술한 바처럼 논리 으로나 세계 으로나 정치 으로

기본가치에 한 최소한의 동의 (Mindestkonsens)만을 교육목

으로 설정하고, 그 이상에 해서는 자유민주 질서 내에서의

 가치다원주의 (Pluralismus der Werte)를 수용하여야 한다. 독

일학교법학에서는 이것을 교육에서의  용의 원칙 이라 한다.

국가는 사회에서의 다양한 기존의 가치 을 포용하기 해 국가의

교육 로그램을 개방 으로 운 해야 하며, 결코 어떤 특정한 입장

을 주입하는 교육을 해서는 아니된다. 국가는 한 교육제도에 있

어서 배타성을 가져서는 아니되며, 진리 탐구에 하여 법 의 입

장에 서서 재 해서는 아니된다.39)

용의 원칙과 련하여 재 상 가장 쟁 이 된 것은, 국가의 종

교교육과 종 혼합학교의 운 학생, 부모의 종교의 자유 보장

문제이다. 보다 구체 으로는 학교기도(Schulgebet), 학교 배

(Schulandacht), 종교수업 이외의 과목에서의 기독교 교리교육

(christliche Gesinnungsunterricht) 등이 특히 문제가 되어 왔다.

용의 원칙과 련된 그 밖의 례로는 기본법 제4조 1항의 세계

의 자유의 상으로서의 성교육 문제가 있다.

1. 종교교육과 용의 원칙

가. 공립학교에서의 학교 배, 학교기도 문제

독일 례법상 공립학교에서의 학교 배, 학교기도에 한 법

원의 입장은 비교 하다. 컨 , Hannover고등행정재 소

는 “공립기독교학교에서의 아침 배의 실시는 헌법 반이 아

39) H. Heckel u. H. Avenarius, a. a. O., S. 42.



- 59 -

니다.”40)라고 하고 있으며, 연방행정재 소는 “1966년의 1월 27일

의 Niedersachen주학교법에 의한 학교 배는 기본법을 침해하지

아니한다”41)고 결정하 고, 연방헌법재 소도 “기본법 제7조 1항에

보장된 교육고권의 테두리 내에서, 주가 종 에 구애되지 않는 종

혼합학교에서 학생의 자발 참여를 제로 하는 종 인 학

교기도를 종교수업 이 외에서 허용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주

의 자유이다.”42)라고 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학생의 강제 참석을 요구하는 때에는 기본법상

국민의 교육의 자유의 원칙 반으로 헌이라 결하고 있다.

컨 , Hessen주국사재 소가 “Hessen주 학교에서 실행되는 학교기

도는 Hessen주 헌법 제48조 2항에 의해 아무도 강제로 참석해서는

아니되는 종교 행사이다. 기본법 제4조 1항과 Hessen주 헌법 제

9조에 규정된 신앙과 종교 신조의 자유의 기본권은 모든 종교

혹은 세계 신념을 표명하지 않고 이것을 침묵하는 권리를 포함

한다(소극 종교 신조의 자유). 따라서 양심 이유 때문에 그

것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이 속한 학 에서 학교가 학교기도를 실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기도 시간에 그 학생을 참석시키는

것은 학생의 Hessen주 헌법 제48조 2항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다. 이 경우 학생은 신앙의 자유의 기본권에 한 침해를 받으면서

그의 종교 혹은 세계 입장의 표명을 강제당할 이유가 없으

며, 그 학 에서의 수업을 거부할 수 있다.”43)고 시하 으며,

Nordrhein-Westfalen주 고등행정재 소도 “Nordrhein-Westfalen

40) OVG Hannover, 14. 3. 1968, Ⅳ A 107/67, SPE 718, S. l.

41) BVerWG, 27. 2. 1970, Ⅶ B 40. 69, SPE 718, S. l.

42) BVerfG, 16. 10. 1979, l BvR 647/70 u. l BvR 7/74, SPE 718, S. 2.

43) Hess StGH, 27. 2. 1965, P. St. 388, SPE 718, S.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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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서 학생 그 부모의 이의신청이 제기된, 수업시간 동안의 신

앙고백행 로서의 공통된 학교기도는 허용되지 않느다.”44)고 하여

같은 취지의 결을 내렸다.

연방행정재 소도 “교육의무가 있다고 해서 종교수업 이 외의 수

업시간 에 종 혼합학교에서 실시되는 학교기도에 강제로 참석할

의무는 없다. 기본법이 국가의 세계 -종교 립성을 천명하고

있으므로, 주의 종 에 구애받지 않는 혼합학교(Gemeinschaft

-sschule)를 설립할 수 있다. (종 혼합학교에서는) 학생이 원하면

불참할 수 있을 경우, 학교 기도회의 개최는 학생 교육권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도 허용되며, 기본법 제4조 1항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학생의 소극 자유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를 반 하는 학생과 그의 교육권자에게 다른 학생의

학교기도를 지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45)라고 하여 학교기도

를 함에 있어서 국가가 견지해야 할 용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나. 종교수업 이 외의 수업에서의 종교교육 문제

종교수업 이 외의 수업에서의 종교교육 문제와 련하여서는

Bremen주 국사재 소 결이 있다. 동재 소는 “일반 으로 기독교

토 를 가진 성서 역사 과목이라 하더라도 신앙 으로 구속되지

않는 수업은 복음 토 에서의 기독교 교리수업(chridtliche

Gesinnungsunterricht)으로 이해되어서는 아니된다.”46)고 보고 있

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종교수업 외에서의 교육이 가능하다. 그러

44) OVG NW, Münster, 28. 4. 1972, V A 921/69, SPE 718, S. 2.

45) BVerwG, 30. 11. 1973, Ⅶ C 59, 72(OVG Münster), SPE 718, SS. lff.

46) Brem StGH, 23. 10. 1965, St 2/4/1964, 1/1965, SPE 652, S.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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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반 으로 ‘신앙 으로 구속되는 수업’ 즉 기독교 교리수업은

종교수업 이 외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원칙이다. 기

본법 제4조 1항상의 학생 부모의 종교의 자유의 소극 측면의

침해 때문이다.

다. 세계 교육과 용의 원칙

교육에 있어서 국가의 용의 원칙이 요청되는 하나의 역

은 세계 교육 역이다. 연방헌법재 소는 성교육과 련하여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47)

1. 개별 성교육은 우선 기본법 제6조 2항의 의미에서의 부모의

자연 교육 에 속한다. 국가가 학교에서 성교육을 실시할

권리는 기본법 제7조 1항에 의한 교육과제에 국한된다.

2. 학교에서의 성교육은 이 역에서의 다양한 가치 념에 개방

이어야 하며, 일반 으로 부모의 자연 교육권과 종교

혹은 세계 신념을 존 해야 한다.

3. 학교가 이러한 원칙을 수하는 한 정규수업으로서 허용되며,

이에 한 부모의 동의에 종속되지 않는다.

4. 부모는 학교에서의 성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한 시기 한

정보청구권을 가진다.

5. 학교에서의 성교육의 실시여부에 한 결정 자체는 입법자의

권한이다. 즉, 법률유보의 상이다. 그러나 그것이 생물학

요인과 다른 요인에 한 객 인 지식만을 달하는 것인한

그러하지 아니하다.

47) BVerfG, 21. 12. 1977, l BvL 1/75 ; BvR 147/75, SPE 790, 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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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종 혼합학교의 설립과 종교의 자유

기본법 제4조는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기본법 제

7조 2항도 주입법자가 공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기본법 제4조의 기본권을 존 하도록 배려하고 있다.48) 연방헌법재

소도 기본법 제4조 1항과 2항으로부터 나오는 기본권(신앙과 양

심의 자유)은 부모가 옳다고 생각하는 종교교육 혹은 세계 교

육을 그의 어린이들에게 수할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고 보고

있다.49) 그러나 이 권리가 자유인 것은 아니다. 동재 소는

 학교의 극 종교수업권과 부모의 소극 종교교육의 자유가

긴장 계에 들어설 때에는, 입법자는 헌법 으로 보호되는 상이한

법익 사이의 일치의 원리 에 의해서 이를 해소 하여야 할 것이

라고 하여, 양자의 법익 사이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다. 동재 소는

 만일 학교가 세계 ․종교 강제를 가 배제하고, 비록 종

교수업이 기독교 교리에 근거한 것이라도, 다른 종교 ․세계

인 입장과 객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며, 용의 원칙

(Toleranzgebot)을 존 한다면, 부모와 학생이 이로 인하여 신앙과

양심의 갈등에까지 이르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Baden-

Wurtenberg주 헌법 제15조 1항의 기독교 종 혼합학교 규정은

기본법과 일치한다고 하며 일정한 원칙에 따른 종교교육을 합헌이

라 보고 있다.

연방헌법재 소의 이와 같은 입장은 주에서 종 혼합학교

(Gesamtschule)를 설립하는 데에도 그 로 철되고 있다. 즉, 동

48) 기본법 제7조 2항은 “교육권자는 자녀의 종교교육참가에 한 결정권을 가진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9) 이하 례의 내용에 해서는 BVerfG, 17. 12. 1975, l BvR 63/68, SPE 276,

S. 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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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소는 Nordrhein-Westfalen주에서의 기독교 종 혼합학교의

설립에 해서, Nordrhein-Westfalen주헌법 제12조에 의거한 종

혼합학교는 기본법과 일치한다. 종 학교(Bekenntnissc-hule)외

에 혹은 그 신에 종 혼합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기본법 제6조 2

항(부모의 권리) 기본법 제4조 1항(신앙 양심의 자유)과 일

치한다.”50)고 시한 바 있다. 한 Bayern주에서의 종 혼합학교

설립 종교수업에 해서도 같은 취지의 결을 내리고 있다.51)

동재 소는 “‘Bayern주헌법 제135조 2항과 Bayern주 등학교

법’ 제7조 1항은 상이한 신앙과 세계 을 가진 학생으로 구성된 학

에서 오직 기독교 교리에 따라서만 수업을 하도록 강제하지 않

는다. 서양 인 문화권의 공동선이 된 가치와 규범이 기독교에 의

해 결정 으로 규정되고 범 한 지배를 받고 있다는 은 고려되

어야 한다. 종 혼합학교 학 에서 학생들의 자발 인 동의 에서

그같은 교리를 교육하는 것은 그것에 의해 다른 학생이 손해를 보

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법과 일치한다 고 시하고 있다.

제4 교원의 교육의 자유 원리

Ⅰ. 교원의 지 와 법 토

독일에서 교육의 자주성에 해당되는 개념을 의로 해석하면 교

원의 교육의 자유로 귀착된다.

50) BVerFG, 17. 1. 1975, l BvR 548/68 (NordRhein-Westfalen), SPE 276, S. 3.

51) BVerfG, 17. 12. 1975, l BvR 428/69 (Bayern), SPE 276, 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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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나라에서 그 지만 독일 학교법상 교사의 법 지 는

그 교사가 소속된 학교가 공립학교인가 사립학교인가에 따라 다르

게 규정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공립학교 교원의 법 지

를 심으로 이들의 권리와 의무가 국가의 교육고권과의 계에서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기본법에 사립학교의 자유가 규정되어 있으나 체 학교제도에서

차지하는 비 이 약하다.

공립학교 교사는 주 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식공무원으로서의 지

를 갖는다. 따라서 공무원법이 용된다. 한 공무원법이 교원에

게 용되는 범 내에서는 공무원법도 학교법의 일부를 이루며,

주의 문화고권에 종속한다. 공무원법은 기본법 제70조의 연방질서

에 따라 원칙 으로 주법 할에 속하기 때문에, 주립학교 교사에

한 법의 형성도 주의 권한 사항이다. 요컨 , 교사의 법 지 는

주공무원법에 의해 규제된다.

공무원법 역에서의 주의 입법권은 기본권 제33조 2항에서의 5

항52)까지의 공무원에 한 헌법 규정과 연방 공무원법에 의해 제

한된다. 기본법 제33조는 모든 독일인에게 그 성과 능력과 업

에 의해, 종교나 세계 과 계없이 공직에 취임할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공무원에게는 고권 권한의 행사가 인정되는 만큼,

지 까지 내려온 직업공무원제도의 원칙에 따라 권리의 제한이 수

52) 기본법 제33조(독일인의 국민 동등지 ) 2항: 독일인은 구나 그 성, 능력

문 업 에 따라 모든 공직에 균등하게 취임한다. 3항: 시민 ․국민

권리의 향유, 공직취임의 허용, 그리고 공근무 게에서 취득하는 권리는 신앙이

나 세계 을 소유하거나 소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를 입어서는 아니된다.

4항: 고권 권능의 행사는 일반 으로 공법상의 근무 계와 충성 계에 있는

공무원에게 속 의무로서 임되어야 한다. 5항: 공근무법은 직업공무원제

의 통 인 제원칙을 감안하여 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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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된다.

기본법 제75조 1호53)는 연방에 연방과 주, 지방 자치단체, 기타

공법상 행정주체와 공무원의 법 계를 규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

다. 이러한 권한으로부터 연방은 공무원권리기본법(Beamtenrech-

tsrahmengesetz: BRRG)을 제정한 바 있다. 이 법률은 연방 각

주의 공무원법에 우선한다. 그러나 각 주도 일정한 범 에서의 규

제의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주공무원법은 주에 따라 상이한 이 있지만 체 으로 볼 때,

본질 인 면에서 연방공무원법(Bundesbeamtengesetz: BBG)의 원

칙을 따르고 있다. 연방은 기본법 제74조의 a(공무원의 여에

한 입법권)에 의해 그 밖에도 공무원 보수 후생을 통일 으로

규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연방보수법(Bundesbesoldungsgesetz:

BBesG)과 공무원후생법(Beamtenversorgungsgesetz: BeamtVG)

이 그 이다. 공립학교 교사들에게는 이러한 법률 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요한 특수법률들의 용을 받으며,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의 용을 받는다.54)

독일학교법상 공립학교 교사의 법 지 와 련하여 주로 논의

되는 것은 사범교육을 받고 있는 비교사들의 법 지 , 교원의

기본권과 공무원 계, 공무원 계에서의 일반 권리와 특별한 권

리, 교원의 경제 권리, 교원의 의무와 의무 반의 효과, 고용인으

53) 기본법 제75조(연방의 외곽조항): 연방은 제72조의 제 하에서 다음의 사항에

하여 외곽조항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다. 1. 제74조 a가 다른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주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법상의 제한과 공근무 계에 있는

자들의 법률 계.

54) Hans Heckel, "Rechte und Pflichten des Lehrers", K. Nevermann u. I.

Richter(hrsg.), Rechte des Lehrers, Rechte der Schüler, Rechte der

Eltern, R. Piper & Co. Verlag, München, 1977, S. 2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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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교원의 지 등이다.55) 본 연구에서는 이 가운데 공무원

계에서의 권리와 의무, 교육의 자유 문제를 심으로 검토해 보기

로 한다.56)

55) Hans Heckel u. H. Avenarius, a. a. O., S. 204f.

56) 비교사의 법 지 , 교사의 경제 권리 등도 국가의 교육고권의 제한사유로

작용하지만 여기에서는 주로 직 교원의 법 지 를 논의하기 해 비교사

는 그 상에서 제외하며 교사의 경제 권리나 근무조건 등은 학교에서 학생

을 교육하는데 직 련된 문제가 아니라는 에서 논의를 생략한다. 다만 참

고로 보면

사범교육과정 교직발령과 련하여 헌법 문제화된 례로는 김나지움에서

의 “독일어와 역사교과 지원자들에게 확실한 라틴어 지식의 자격을 요구하는

것은 Bayern주 헌법 반이 아니다”라고 한 것(Bay VerfGH, 26. 4, 1984,

Vf. 7-Ⅶ-82, SPE 394, S. 1)과 “주가 기 학교 보통학교에서의 교직지원

자 가운데서 오직 이들 두 학교 유형가운데 한 가지 만의 교사자격을 가진 다

른 주 출신 지원자를 배제하더라도 그것은 기본권 반이 아니다”(BVerfG,

19. 9. 1983, 2 BvR 1274/83, SPE 390, S. 43)라고 한 것이 있다.

교원의 경제 권리와 련된 례로는 “공무원의 보수 생활보장의

역에서의 입법권은 기본법 제20조 1항 상의 연방국가 원리에 의해 연방에 친한

행 이며, 이는 범 에서 교육제도에 한 주의 교육고권은 제한된다”고 한

례(BVerfG, 26. 7. 1972, 2 BvF 1/71, SPE 184, S. 1), 부업(Nebentätigkeit)

에 따른 보수결정시에도 부양수당을 고려해야 한다는 례(BVerfG, 12. 4.

1972 2 BvR 714/70, SPE 942, S. 1), 교사의 퇴직시 연 생활에 한 규정

변경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해 제한된다는 례(BVerfG, 10. 12. 1985. 2

BvL 18/83, SPE 656, S. 2)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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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교원의 공무원 계에서의 권리와 의무

1. 교원의 공무원 계의 권리

교원이 공무원 계로부터 갖게 되는 권리는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신분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라고 할 수 있다.57)

교원이 신분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에는 국가로부터 복지배려

와 보호, 컨 , 공무상 지체부자유하게 된 교원의 생존배려와 모

성보호청구권, 휴가를 얻으며, 임용과 직, 승진, 연 수혜 등에서

능력과 성 근무성 에 따른 평등한 우를 받을 권리 등이

포함된다.58)

공무원 계에서 발생하는 교원의 요한 권리는 역시 직무수행에

한 권리라 하겠다. 공무원으로서의 교원의 직무수행에 한 권리

는 공직 그 자체에 한 권리와 직무상 단에 한 권리로 구분

하여 검토할 수 있다.

첫째는 공직 그 자체에 한 권리이다. 공무원은 그의 사 교육

과 경력 보수수 에 상응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내외 으로 그의 직함을 표

57) 공무원 계에서의 권리에 한 자세한 논의에 해서는 G. Reble, von den

Rechtsverhältnissen des Lehrers, Verlag Konkoordia AG., BühL-Baden,

1958: H. Heckel, a. a. O., SS. 29ff.: P. Seipp, Schüler, Richter, Lehrer,

Hermann Luchterhand Verlag, 1957, SS. 101ff.: F. Lehman, Rechtskunde

für Lehrer, R. Oldenbourg Verlag, München, 1984, SS. 21ff. 참조

58) F. Lehmann, a. a. O., S. 29. 교사의 평등권에 한 례로는 일시 학교장

직무 행의 지 와 련된 멘교육행정법 52조 1항에 한 합헌성 결

(BVerfG, 3. 7. 1985, 2 BvL 16/82(Bre), SPE 728, S. 3.), 교장 보직의 거

근거를 막연하게 규정한 Nordrhein-Westfalen주 교육행정법 23조 1항 C의 무

효 결(VerGH NW, 23. 2. 1863, 6/62, SPE 820 S. 1), 교사의 표 견에

한 지시가 문제가 된 결(VG Berlin, 28. 12. 1978, Ⅲ A 1277/78, SPE

694, S. 4)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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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할 수 있는 권한도 여기에 포함된다. 연방헌법재 소는 1982년

결에서 “‘Bremen주보수법’ 제1조 1호에 등 단계 Ⅱ의 교사 자

격을 가진 교사에 하여 ‘공립학교에서의 교직을 가진 교사’라고

표 하고 있는 것은 교육법 제33조 5항과 일치하지 않는다. 교육법

제33조 5항으로부터 공무원에게는 그 직무에 상응한 직무표시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직무표시에 해서는 특히 직무내용의 성질, 직무

담당자의 사 교육 일정한 직업집단의 직무의 속성이 거가

된다”59)고 시하고 있다. 공무원 계 종료시 복무증명서의 발

청구권도 여기에 속한다.

둘째는 직무상 단에 한 권리이다. 공무원은 직무상 단권을

가지고 있다. 그 단은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있어서 본질 토

이다. 교사의 직무상 단권은 부분 수업 역에서 요구된다. 공무

원의 직무수행상 단에 있어서는 부분 주에서 직상 공무원이

감독하게 하고 있으며, 교원의 경우 학교장이 감독한다. 학교장은

교사로부터 직무수행과 련된 보고를 받을 권한이 있다. 교사의

직무수행과 련된 단은 외부에 해 직 인 법 효력을 가진

규제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행 의 문제는 아니며, 따라서 취

소소송(Anfechtungsklage)의 상이 아니다. 그러나 법한 단

은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들에 의해 이행소송(Leistung-

sklage)의 상이 된다.

다만 직무상 단이라고 하는 것은 평가를 수반하는 고도의 인

식행 로서 오직 재 에 의해서만 사후 으로만 심사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 상 합헌성 통제는 그 단이 차규정을 침해하

는가, 부 한 사실에 근거하 는가, 보편타당한 평가 척도를 간과

59) BVerfG, Beschluß vom 14. 12. 1982, 2 BvR 1261/79, SPE 116, 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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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는가, 본래 요구되는 목 과 다른 비교를 하 는가 등에 국한

된다.

2. 교원의 공무원 계에서의 의무

교원의 공무원 계에서의 일반 의무는 교원에 용되는 법 계

에 따라 다르다. 특히 이것은 교육공무원과 고용 교사의 의무로 구

분된다. 공무원인 교사의 의무는 공무원법으로부터 발생하고, 고용

된 교사의 의무는 연방고용인임 계약과 개별 인 노동계약으로부

터 발생한다. 이 집단의 요한 차이는 복무 계가 공법에 기 하

는 것이냐 사법 는 사회법에 기 하는 것이냐 하는 에 있다.

후자에 계에서만 해약의 고지가 가능하다. 이하에서는 교육공무

원에 한 공무원법상 규제에 해서 논의한다. 왜냐하면 부분의

교사는 공무원이며, 고용된 교사의 의무는 공무원인 교사의 그것에

상당부분 일치하기 때문이다.60)

독일학교법상 공무원으로서의 교원의 법 의무는 그 유형으로

볼 때 일반의무, 공무원으로서의 개별 인 의무, 교사로서의 개별

인 의무가 있으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에 부업(Nebentätigkeit)과

학생의 보호 감독의무가 있다.61)

이 가운데 첫째, 교원의 일반의무로 문제되는 것은 충성의무, 복

종의무이며, 둘째, 공무원으로서의 개별의무로 문제되는 것은 거주,

직무상 비 엄수, 보수 수령의 의무이다. 셋째, 교사로서의 개별의

무로 문제되는 것에는 수업과 교육, 학생보호, 학생 표와 부모

양육자와의 력, 근무시간 등이 있다.62)

60) T. Böhm, a. a. O., S. 62

61) H. Heckel u. H. Avenarius, a. a. O., SS. 246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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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업은 교사의 인 노동력을 학교에 바치도록 되어 있

는 의무를 피해 는 제한하는 것이 되어 독일학교법상 커다란 쟁

으로 부각되어 있다. 부업에는 겸직(Nebenamt)의 특징을 가진

것과 겸업(Nebenbeschäftigung)의 특징을 가진 것이 있다. 겸직은

본업(Hauptamt) 외에 주, 지방자치단체 는 특별자치단체를 해

행사되는 모든 공무이다. 겸업은 공직의 내외부에서 겸직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부수 활동이다. 공무원은 최고행정 청이 요구하는

경우, 그것이 그의 본무에 상응하는 한 겸직 혹은 겸업을 인수하여

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겸업의 경우에는 일반 으로 학교수

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한 교사의 감독의무는 학교와 교사가 그들에게 탁된 학생을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타인이 그 학생들에 의해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학생을 리할 의무라 하겠다. 감독의무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것은

수업 의 감독, 등하교길의 감독 학교에서의 휴식 의 감독,

체육, 소풍, 견학 등에서의 감독 등이다. 여기서는 이들 의무를 모

두 상론할 수는 없다. 다만 정치 충성의무63)에 해서는 연방헌

법재 소의 기본원칙이 제시되어 있다.64)

공무원으로서의 교원이 이러한 법 의무를 반하면 형사법상,

징계법상의 처벌과 배상법상의 일정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62) F. Lehmann, a. a. O., SS. 26-28

63) H. Heckel u. H. Avenarius, a. a. O., SS. 276ff.

64) BVerfG, Beschluß vom 22. 5. 1975, 2 BvL 13/73, SPE 510, 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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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교사의 교육의 자유의 보장과 한계

1. 교육의 자유의 의미

여기서 ‘교육의 자유’라고 하는 개념은 독일학교법상 P dagogische

Freiheit를 직역한 것이다. Hennceke는 규범 인 의미에서 볼 때

교육의 자유란 교사에게 개인 으로 는 집단 으로 귀속되는 자

유재량권으로 악할 수 있다고 한다.65) Stock는 이를 ‘학생교육에

한 교사의 자율 형성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66) 교

육 견지에서 볼 때 교육의 자유는 세 가지 측면에서 요청된다.67)

첫째는 교육활동 주체의 본질 측면이다. 교육활동은 그 본질상

가역성과 창의성, 수용성을 가진 미성년인 인간과의 생동하는 상호

작용이기 때문에 자유를 필요로 한다.

둘째는 교직의 특성 측면이다. 교직은 문직이다. 따라서 다른

문직에서와 마찬가지로 고도의 자율성이 요청된다. 특히 이 측면

에서는 개인 권리로서의 교육의 자유가 강조된다.

셋째는 교수 방법론의 독자성 측면이다. 교육학의 견지에서 볼

때 교육은 그 상 방법에 있어서 특수성과 독자성이 인정된다.

특히 이러한 측면에서는 집단 권리로서의 교육의 자유가 강조된

다. 교사 의회를 통한 교사들의 학교참여권 행사가 그 구체 방

식이 된다.

본래 ‘교육의 자유’는 국가의 학교감독권에 해서 의미를 갖는

65) F. Hennecke, "Versuche einer juristischen Begründung von pädagogische

Freiheit", RdJB 1986, S. 234.

66) M. Stock, "Die Pädagogische Freiheit des Lehrers in Lichte des

Schulischen Bildungsaufrags", RdJB 1986, S. 212f.

67) F. Hennecke, a. a. O., S. 23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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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이다.68) 그러나 이 자유는 학생을 상 로 하는 교실 장에서

의 교수-학습 활동에서의 교원의 자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간

으로는 학생과 부모에게 해서도 주장되는 것이라 하겠다.69) 교

원도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가에 한 복종의무가 있지만,

이 교육의 자유에 근거하여 그 의무가 보충되고 수정된다.70)

이러한 에서 ‘교육의 자유’는 교원의 특권이라 하겠다. 부모의

경우에도 교육의 자유가 인정되나 그 의미가 다를 뿐만 아니라 보

통은 ‘교육권(Erziehungstrecht)’이라고 하는 념이 용되고 있다.

국가의 경우에는 교육고권이 인정되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교육에

해 국가에 탁된 권한(Erziehung- sauftrag)’을 행사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교육의 자유’는 당치 않다.

68) 이 독일법률가 의가 학교법률안에서 교육의 자유를 교육활동에 한 학교

감독 청의 권한의 제한의 측면에서 근하려 한 데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동법안 제66조 2항은 “교사는 법규의 역 내에서 자기책임 하에 교육한

다. 교사의 교육 활동에 요구되는 교육의 자유는 법규에 의해 불필요하거나 요

구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T. Böhm, a.

a. O., S. 75).

69) 이에 한 T. Böhm의 소론은 다음과 같다. “교사는 자신의 이름으로서가 아

니라 학교의 기 구성원(Organwalter)으로서 부모와 학생을 상 한다. 교사는

국가를 리한다. 기본법 제7조 1항에 의한 국가의 감독에서는 학교제도의 계

획, 운 , 조직 감시를 한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 부모와 학생은 교사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 하도록 쟁송수단을 동원하여 철시킬 수 있는 청구

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교사의 활동에 교육 합목 성이 인정되는

한 그들에게 어떤 종류의 명령도 할 수 없다. 이것은 교사가 교육의 자유와 그

에게 교육 으로 옳다고 보여지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음을 근거로 한다. 교사

의 교육 활동은 부모와 학생의 직 개입을 받지 않는다. 교사의 활동은

결국 교사의 교육의 자유를 감시할 상 의 여에 좌우된다. 부모와 학생은 항

상 학교장에게 소원(Beschwerden)을 제기하고 교사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학교감독권을 발동해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기된 소원을 심사함에 있어서

학교장과 학교감독 청은 부모와 학생에 한 교사의 교육의 자유가 교사의

어떤 특권은 아니지만 학생의 복지에 이바지하되 자기 책임 하에 행동하는 교

육자로서의 교사의 신과 권 에 근거하며, 보장되고 존 되어야 할 교육

활동의 하나라는 을 유지하여야 한다”(T. Böhm, a. a. O., S. 77)

70) H. Heckel u. H. Avenarius, a. a. O., S.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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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교육의 자유의 실정법 제도화는 독일에서의 ‘학교 민주

화’의 역사 산물이라 하겠으며 독일학교법의 성격을 규정하는

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71) 이하에서 이에 한 법 근거와 용범

그 내용과 한계 그것이 국가교육고권을 어떻게 제한하는

가 하는 을 차례로 고찰해 보기로 한다.

2. 교육의 자유의 법 근거와 성격

주마다 표 은 다르지만 교육의 자유는 모든 주의 학교법에서

인정된 사항이다. Hessen주 교육행정법 제59조 2항은 ‘교육의 자

유’라는 표 을 사용하여 “교사는 법률상 학교감독 청의 지시

교사 의회의 규정의 한계 내에서 자기책임 하에 수업한다. 교사의

교육의 자유는 오직 그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Nordhein-Westfalen 주 교육행정법 제14조 3항 2

문은 ‘교육 책임’이란 표 을 사용하여 “학교 감독은 복무감독

문감독을 포함한다. 학교감독은 교육 책임을 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Niedersachen주 학교법 제38조 2항은 ‘직 교

육의 책임’이라 하여 “교사는 자신의 책임 하에 수업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Baden-Würtemberg주 학교법 제38조 2항은 ‘직

교육의 책임’이라 하여 “교사는 그에게 용되는 규정의 한계

내에서 학생의 교육에 한 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

며, Bayern주 교육법 제38조 1항 1문도 “교사는 학생의 교육에

71) T. Böhm, a. a. O., S. 76. 일본의 경우에도 ‘교육의 자유’가 학설과 일부 례

로 인정되고 있으나 이것들은 독일에서의 이론을 한 것이다. 일본은 교육

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자유를 하 법에서 구체 으로 인

정하고 있지도 않다. 이에 해서는 Sumiko Ichikawa-Aso, a. a. O., S. 57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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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 , 교육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Berlin, Bremen, Saarland, Hamburg, Rheinland-Pfalz, Schleswig-

Holstein 주에서도 각각 계 규정을 두고 있다.72) 례에서도

이 개념을 자명한 원칙으로서 제하고 있다.73)

그러나 이상의 법률 근거 외에 기본법상 근거에 해서는 학

설의 립이 있다. 기본법 제5조 3항 1문(교수의 자유)에서 근거를

구하는 입장과 기본법 제7조 1항(학교제도) 제2조 1항(자유로운

인격발 권)에서 구하는 입장이 그것이다. 자의 입장은 교육의

자유를 교사의 개인 인권으로 보는데 반해, 후자의 입장은 그것

을 직무수행상의 권한으로 본다.

그러나 교육의 자유를 기본법 제5조 3항의 ‘교수의 자유

(Lehrfreiheit)’에서 그 근거를 구하는 입장은, 이 자유에서의 교수

에 한 개념을 ‘연구’에 의해 얻어진 결과의 달이라고 하는 의미

로 한정하는 독일헌법학계의 통설과 례에 의해 부정되고 있다.74)

통설은 학교수업을 교수의 자유의 용 범 에서 배제하며, 교육의

자유는 학교제도에 한 국가의 모든 책임에 근거하여 법 인 구속

을 받으며, 기본법에 의해 보호되는 교수의 자유의 헌법 내재 한

계보다도 더 좁게 해석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통설은 교육의 자유

를 기본법 제5조 3항에서 구하는 입장은 교육과정을 결정하는 국

가의 권한 즉, 국가의 교육고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 하고 있

다.

72) §10, Abs. 1 bln Schul VerfG; §40, Abs. 1 brem SchulG; §28, Abs. 1, S. 1

saarl SchoG; §44, Abs 1 hmb SchulG; §20, Abs. 1 SchulG; §78, Abs. 1

SH SchulG.

73) 를 들어 BVerfGE 47, 46(83)

74) BverfGE 35, 78(112f): Gerhard Eiself, Schulaufsicht in Rechtsstaat, DÖV

1981, S. 82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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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자유를 기본법 제7조 1항상의 교육제도에서 근거를 구하

는 입장은 교육의 자유의 법 성격에 주목하고 있다. 이 입장은

교육의 자유를 교사 자신을 한 인권으로 보지 않고 그 직무를

해 보장되는 기능으로 보며, 따라서 그 본질은 개인 인 것이 아

니라 국가의 교육의 목 과 학생의 교육 이익을 해 도출되는 것

이라고 보고 있다. 즉 교육의 자유는 기본법 제7조 1항의 학교를

효과 으로 리할 국가의 권한과 기본법 제2조 1항의 학생의 인

격의 자유로운 발 에 한 권리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본다.75)

본래 교육의 자유를 독일실정법상 교사의 법 권리로 보장하게

된 것은 독일학교법학을 개척한 Heckel의 주장에 따른 것이다. 그

는 “교사는 그가 스스로 자유로울 때만이 자유를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입법을 통해 교육의 자유를 법 으로 보장하여야 한

다고 주장하면서76), “교사는 법률과 학교감독 청의 명령 는 교

사 의회의 의결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한 자기 자신의 책임으로 교

육한다. 교사의 교육의 자유는 필요한 최소한의 경우에만 제한되어

야 한다”77)라고 하는 법안을 제시하 다. 그 후 Heckel은 Hessen

주 교육부 부국장으로 있는 동안 1961년 Hessen주 교육행정법 제

정과정에서 법안을 가결시키게 되었다. 재 다른 주에서 교육

의 자유를 법 권리로 승인하게 된 것은 모두 Hessen주의 이 조

항에서 향을 받은 것이다.

Heckel이 교사에게 이러한 자유를 보장할 이론 근거로 인식한

75) H. Heckel u, H. Avenarius, a. a. O., S. 235. 이외에도 Eiselt, Ossenbühl,

Starck 등 다수가 이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T. Böhm은 이를 교육의 자유의

제3자 효력이라고 설명하고 있다.(T. Böhm, a. a. O., S. 75)

76) H. Heckel, Schulrechtskunde, Luchterhand Verlag, Neuwied u. Darmstadt

1957, S. 168.

77) I. Richter, a. a. O., S.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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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교사의 ‘공무원법상 특수 지 에 한 이론’(Lehre von der

beamtenrehtliche Sonderstellung des Lehrers)이다. 그는 1957년

의 ‘학교법론’(Schulrechtskunde) 에서 교사의 교육의 자유를

기본법 제5조 3항에서 구하는데 반 하여 동조항은 학이 아닌

의무교육과정학교에는 용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다.78) 그러나

1960년 말에 이르러 Heckel의 이 이론에 반 하는 다수의 학자

들에 의해 학문의 자유에 한 이론을 제로 하여 이 권리의 법

근거를 기본법 제5조 3항에서 구하는 학설이 제기되었다.79) 이

에 해 Heckel 자신도 1976년 학교법학 제5 에서 교사의 특수지

이론은 기본법 제5조 3항에 의해 헌법 으로 보장되거나 혹은

교육과정의 본질에 근거하는 것이라고 하여 학문의 자유이론을 수

용하는 듯 하 으나80) 1986년 제6 에서는 다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학문의 자유는 학에 특수한 것이므로 의무교육학교에는

용되지 아니하며, 교육의 자유는 역시 교육활동자체의 본질론을 그

핵으로 하되, 기본법상 근거를 찾을 경우에는 동법 제7조 1항(국가

의 학교감독권)과 제2조 1항(자유로운 인격발 권)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81)

생각건 , 교육의 자유는 그것이 ‘자유’라는 표 을 쓰고 있음에도

78) H. Heckel, a. a. O., S. 168.

79) 컨 , Staff, Schulaufsicht und pädagogische Freiheit des Lehrers, DÖV

1969, S. 627; Perschel, Die Lehrfreiheit des Lehrers, DÖV 1970, S. 1; M.

Stock, Pädagogiche Freiheit und politischer Aufrag der Lehrfreiheitder

Art. 5 Abs. 3 GG für Lehrer an Schulen Diss., Bonn, 1975참조. 이 학설

에 한 자세한 논의에 해서는 I. Richter, a. a. O., SS. 251ff.; H.

Romberg, Wissenschaftliche Lehrfreiheit in der Schule, RdJB 1984, SS.

134-141참조

80) H. Heckel u. P. Seipp, Schulrechtskunde, Luchterhand Verlag, 1976, S.

209.

81) H. Heckel u. H. Avenarius, a. a. O., S.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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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기본 인권의 의미에서의 자유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

다. 상기한 바 독일 실정법에서도 Hessen주를 제외한 부분의 주

에서 ‘교사의 자기 책임’, ‘자신의 교육 책임’, ‘직 교육 인 책

임’ 등의 표 을 쓰고 있는 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Böhm도 교육

의 자유란 ‘교사의 교육 독립’(Pädagogiscke Unabhängigkeit)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82) 따라서 후설의 입장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교육의 자유의 내용과 범

가. 교육의 자유의 내용

교육의 자유의 내용은 교육의 자유의 개념과 그 법 성격을 어

떻게 보느냐 하는데 따라서 달라진다. 교육의 자유를 앞에서와 같

이 직권으로 보면서 그 근거를 기본법 제5조에서 구하지 않고 동

법 제7조와 학교조직법 자체에서 구하는 입장에서 보면 교육의 자

유의 내용은 학교조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될 수 밖에 없다

Hennecke는 법 으로 창설되고 규범 으로 작용하는 교육의 자

유란 결코 ‘교육의 자의’(Willkür des Pädagogen)가 아니라고 하

면서, 교육의 자유는 어디까지나 헌법과 학교법 등의 규정에 따라

학부모로부터 국가에 의해 학교에 임된 범 내에서만 인정된다

고 보고 있다.83)

82) T. Böhm, a. a. O., S. 76.

83) F. Hennecke, a. a. O., SS. 235ff. 교육과제와 교육의 자유에 한 자세한 논

의에 해서는 M. Stock, a. a. O., SS. 215ff.; H. Roth, "Lernprozess und

Freiheit", J. P. Ruppert(hrsg.), Festschrift für E. Stein, Verlag Gehlen,

1988, SS. 205-216; M. Stock, Pädagogische Freiheit und Politischer

Aufrag der Lehrer, Quelle & Meyer, Heidelberg, 1971; D. Knab, "Leh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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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교육의 자유는 오직 이 자유를 통하여 학교교육이 의미있

게 이루어질 수 있을 때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따라서 학교

교육목 의 실행을 한 역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면 법 으로 보

장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 그는 교육의 자유는 미성

숙한 학생의 교육청구권을 해 요청되는 명령이며, 학생의 복지를

해 교사에게 부여되는 책무이지 학생에 한 지배권이 아니라고

한다.

교육의 자유에 한 이러한 구체 내용을 그 행사 방법에 따라

극 측면과 소극 측면으로 나 어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말

할 수 있겠다.

첫째, 극 측면에서 교육의 자유는 교사들이 스스로의 책임하

에 교과의 성격에 합한 자율 이고 문 인 수업을 할 권리로

구체화된다. 즉, 앞에서도 언 하 지만, 교육의 자유는 수업 교

육활동의 형태의 자유로운 형성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

에서의 교육의 자유는 다시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째는 교육방법상의 자유이며, 둘째는 수업내용 소재를 선택할

자유이다.84)

교원의 교육의 자유를 이러한 에서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심으로 종합해 보면, 교사는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여러

가지 교과서 가운데 당한 교과서를 선택할 자유와 교육목 과 교

육과정을 교육의 본질에 입각하여 재해석․분석하고 이를 토 로

수업내용을 학사 일정에 맞추어 히 배분할 자유, 단 시간마다

주제를 설정하여 여기에 필요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

und -plan", Der Lehrer in schule und Gesellschaft, R. Piper & Co.

Verlag, München, 1972

84) H. Heckel u. H. Avenarius, a. a. O., S.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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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사할 자유로 설명된다. 이러한 측면에서의 교육의 자유는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개 교사 의회를 통한 집단 학교참가권행사

로 구체화된다. 이러한 집단 권리로서의 교육의 자유는 학교조직

법의 구성요소인 동시에 제도 성격을 갖는 권리로서 그 실 형

식에 있어서 교과 의회나 는 체 의회에 의한 한정된 결정권

의 행사 는 교사 표의 제도 학교참여권의 행사로 구체화된다.

그러나 교육의 자유는 그것이 어디까지나 ‘자유’라고 하는 본질상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에 이 맞추어진 것이며, 따라서 그 내용

도 불가피하게 소극 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무엇으로부터의 자

유’라고 하여 ‘직무상 명령의 복종에 한 의무’로부터 해방시키려

는 것은 아니며, 다만 국가가 부당한 규제 즉, 자의나 특정한 정치

이념의 주입 등에 의해 교육활동에 간섭하는 것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85) 따라서 교원의 교육의 자유의 소극

측면은 불가피하게 개인 권리로서의 교육의 자유의 법 보장 문

제로 귀착된다.

나. 교육의 자유의 범

(1) 교화 교과서에 한 비 의 자유

교화 내용을 주로 하는 교과서의 사용에 해서는 교사의 교

육 권리 는 교육의 자유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입장에 따

라 Nordrhein-Westfalen주 고등행정재 소의 입장과 연방행정재

소의 입장이 상반되어 있다.

Nordrhein-Westfalen주 고등행정재 소는 이른바 교사의 ‘교육

85) T. Böhm, a. a. O., S.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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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pädagogische Entgegenwirken)에 의해 교과서의 흠이

보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면, “비록 방법에

따른 이러한 보정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보정은 제도 으로

보장된 것이 아니며, 모든 교사에게 기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교화 교과서가 ‘비 된 수업’(ausgewogene Unterricht)에 의해

립화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단하 다."86)

이에 해서 연방행정재 소는 교과서가 교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교사가 이를 비 으로 소화함으로써 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동재 소는 교화 교과서의 사용에 의해 국가의 립성과 용

의 원칙이 침해되는지의 여부의 문제에 해서 “교육행정 청은 수

업에 사용할 교과서를 인정할 때에는 교육에서의 국가의 립성과

용의 헌법 원칙을 고려한다.”87) 따라서 “교화 교과서의 사용

은 배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교육에서의 국가 립성과 용의

원칙은 교육법상 개념에 의할 때 교과서가 교육정책 으로 논란거

리가 되는 세계 컨 , ‘해방교육(emanzipatorische Pädagogik)’

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서 당연히 침해되지는 않는다.” 한 “교과

서가 이러한 원칙을 침해할 때 교사에게 이러한 흠을 수업형성

(Unterrichtsgestaltung)에 의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경우에도 문제

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교과서 자체가 세계 으로 편향되어 있

을 뿐만 아니라 교사가 이를 비 으로 해석하여 공정한 입장에서

수업할 수 있는 제도 보장 즉 ‘교육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을 때

인데, “그 때에는 해당 교과서는 학교에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86) T. Böhm. a. a. O., S. 38.

87) BVerwG, 3. 5. 1988, 7 C 92. 86, SPE 702. S.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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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하고 있다.

동재 소의 이러한 태도는 요컨 , 교화 교과서라고 해서

으로 사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교사에 의해 공정한 입장에서

비 될 수 있을 때에는 사용가능하다고 함으로써, 교사의 교육의

자유에 교과서에 한 비 의 자유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겠다.

(2) 교사의 평가 행 의 재량 범

Bayren 주 헌법재 소는 “교사가 상 학교 입학 자격을 부여하

는 보통학교 최고시험에 한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Bayren 주 헌

법 제 101조 상의 행동의 자유의 기본권을 향유한다”고 보고 있다.

동재 소는 국가가 보통학교에서의 각 학생들의 재능의 상이성과

성 차이에 따라 보다 나은 수학 능력을 가진 학생을 특별히 배

려하여, 보통학교 수료 후 연속 진학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교사도 그러한 학생에 하여 교육 으로 책임있는 단을 하여 일

정한 학업 수 에서의 특별한 자격을 인정하기 해서는 한 평

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단하 다. 즉, “평가 기간에 있어서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가지고 학업의 향상도를 찰해야만 하는 것

이 아니고 방법이 하면 일시 인 학업 변동만을 근거로 평가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교사는 특정 학생의 취학 자격을 부

여하기 해 서류 심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그 이상의 다른 조건

의 충족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88)

동재 소는 학입학자격시험(Abitur)을 치를 때 구술시험을

허용할 것인지의 단에 한 학교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

88) Bay VerfGH, 21. 7. 1981. Vf, 10-Ⅷ-79, SPE 308, 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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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Bayren 주 헌법 제118조 1항의 평등조항 특히 여기에 근거

한 기회균등으로부터 공립학교에서의 진 졸업시험에 한 일

정한 원칙 즉 성 주의 공개 경쟁 원칙이 발생한다”고 보아 재

량 행 를 제한하고 있다.89)

Berlin 주 고등행정재 소는 이러한 “학교감독 청에 의한 평

가 방법 변경에 해 교사들의 소권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교사가 학생의 성 을 자신의 책임으로 문 지식에 따라 단

할 권한은 헌법에 근거를 가진 국가의 학교 감독권에 하지 않

는다고 하는 명확한 유보 하에서만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90)

Berlin주 행정재 소는 “학교감독은 그 성격에 의할 때 법 통제

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사회 통제로서의 합목 성 통제

이며, 학교조직법 제 10조에 규정된 수업과 교육에 있어서의 교사

의 평가방법을 수정하는 권한을 포함한다.”91)고 보고 있다.

4. 교육의 자유의 법 보장

원칙 으로 학교감독 청의 명령은 교사를 구속한다. 그러나 이

러한 원칙은 범 한 범 에 걸쳐 제동이 걸리고 있다. 특히 교육

견지에서 볼 때, 학교감독 청은 그 감독권을 가 조언과 지

도 격려에 국한할 필요가 제기된다.

학교감독 청은 교사의 교육활동이 합법 이고 정당하게 이루어

지는 한 그것의 형성을 명령이나 다른 특별한 조치에 의해 침해해

서는 아니된다. 교사는 학교감독 청의 지시에 의해 그 자유를 부

89) Bay VerfGH, 25. 7. 1979. Vf, 6-Ⅷ-76, SPE 102, S. 6.

90) OVG Berlin, 30. 1. 1987, 4B 8. 86, SPE 694, S. 16.

91) VG Berlin, 20. 9. 1985, VG 5 A 203. 83, SPE 694, S.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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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게 침해당한다고 생각되면, 단계 으로 권리구제를 한 구체

차를 밟을 수 있다. 우선 직상 상 에게 이의 제기 권리

구제를 신청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교육청 는 교육

원회의 이의신청을 하며, 그래도 수용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의 자유는 그 성격상 교사가 자기 자

신의 권리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직무의 보유자로서 행사하는 것이

므로 취소소송의 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92)

5. 교육의 자유의 한계

교원의 교육의 자유의 한계와 련하여서는 법령상의 한계, 교육

감독 청의 감독권과의 계, 학교장의 권한과의 계, 교사 의회

의 결정권과의 계 등 4가지 차원에서 고찰할 수 있다.

가. 법령과 학교감독 청의 감독권에 의한 한계

교육의 자유는 그것이 학생을 해 교사에게 인정되는 책임의

성격을 갖는 것인 이상, 국가의 공립학교제도의 운 권과 학생들의

교육이익을 침해할 수 없다. 교사는 개인 시각과 신념에 의해 법

령이 규정하는 교육규 과 수업수 요건을 이탈할 수 없다. 교사

는 헌법과 법률 기타 법규를 존 하여야 한다. 한 이미 앞에

서 본 것처럼 교육의 자유는 교육에 한 학교감독 청의 법한

감독까지 거부할 수 있는 자유는 아니다. 따라서 국가의 교육지표,

정부의 명 조치, 교육부장 에 의해 고시되는 교육과정 교육

92) 교육의 자유에 한 법 보장과 그 구제 문제에 한 자세한 논의에 해서

는 T. Burmeister, "Die 'pädagogische Freheit' ein Klagloses Recht?",

RdJB 1989, SS. 415-4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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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설정, 교육당국의 특별한 교육과정상의 요구나 교육평가지침

등에 구속된다.93)

법원의 례로는 평가방법에 한 감독청의 감독권과 교원의 교

육의 자유의 한계에 한 Berlin주 행정재 소의 결이 있다.94)

동재 소는 기 학교 여교사가 성 표상의 일반 인 평가에 있어

서 2인칭을 사용하여 ‘ 의 태도…’와 같은 식으로 표 한 것을, 학

교감독 청이 청구인에게 일반 인 평가 진술은 3인칭으로 작성하

도록 명령하 는데, 이러한 조치가 교육의 자유를 침해하 는가 하

는 것이 문제된 데 하여 다음과 같이 결하고 있다.

“비록 사람이 학교감독청의 조치에 의해 제한되어서는 안 되는

교육에서의 자유로운 역이 있다 하더라도 명령은 여기에서 허

용할 수 없는 방법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성 증명서에서의 학생

에 한 평가 진술 방법의 문제는 결코 교육 형성의 자유의

역에 속하지 않는다.95) 학교감독 청의 이러한 명령은 학교에서 다

양하게 행사되며 공개 으로 이루어진다. 그 명령 자체는 학생에

부과된 수업의 내용이나 형성과 계된 것이 아니라 성 증명서의

발부를 한 단지 일정한 형식을 정하는 것이다. 성 증명서는 무

엇보다도 학생들의 교육권자 즉, 학부모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통일 으로 3인칭으로 평가서술되어야 하고 객 으로

최소한 자의 이 아니도록 표 되어야 한다. 그것은 청구인의 자유

에의 침해가 아니다. 수업 교육활동의 핵심 역을 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형식의 통일 규제를 목 으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93) H. Heckel u. H. Avenarius, a. a. O., SS. 235-236.

94) VG Berlin, 17. 12 1987, VG 7A 120. 86., SPE 480, S. l.

95) T. Böhm, a. a. O., S.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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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장의 감독권과 교원의 교육의 자유

학교감독 청의 감독권에 의한 교사의 교육의 자유의 제한은 교

장의 교사에 한 계에서도 그 로 타당하다. 교장은 학교에

한 교육 , 행정 인 반 인 책임을 지고 있으며, 그 범 에서 지

시권을 가진다. 교장은 교실에서의 교사의 수업수 이 최신의 교육

이론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교사의 수업을 독려할 수 있다.96) 한편

교사는 자신에게 부과된 일정한 교과수업을 거부할 수 없으나, 자

신의 공과 무 한 교과를 가르칠 의무는 없다. 교장의 강제 인

직무상 요구가 있더라도 그것이 일시 인 보결이라면 모르되, 학생

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교과수업을 지속 으로 해야할 의무는 없

다.97)

교장의 감독권과 교원의 교육의 자유와의 계에 한 법원의

례로는 Düsseldorf 행정재 소의 결을 들 수 있다.98)

동재 소는 한 학 의 학생들이 교사의 수업을 방해한데 해서

그 교사가 이를 공개 으로 비난한 일에 하여 교장이 그 교사에

게 앞으로 비난을 하지 못하도록 지시하자, 당해 교사가 그 지시는

그의 교육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 법행 라 하여 소송을 제기

한 사건에 하여, “교사는 단지 학교의 독립 부분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인 공무원법상 원칙99)에 따라 그의 상 의 명

96) 학교장의 수업참 에 한 권리를 명시 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으로는 컨

, Niedersachsen 주 학교법 제30조 1항 2문, Baden-Würtemburg 주 학교

법 제41조 2항 2문, Bayern 주 징계령(Landesdisziplinarordnung:LOD) 제27

조 4항 1문이 있다. 독일학교법학에서는 학교장의 수업참 이 학교법에 명시

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것은 교육활동의 실시에 한 책임을 지고 있는 학교의

운 자로서의 학교장의 지 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T.

Böhm, a. a. O., S. 79)

97) H. Heckel u, H. Avenarius, a. a. O., S. 237.

98) VG Düsseldorf, 7. 3. 1984, IOK 3590/82, SPE 480, S.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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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에 복종한다.”, "만일 각각 교사가 교육방법을 타인의 향으로부

터 독립하여 스스로 결정하도록 허용한다면 그것은 학교장에 의한

학교의 운 과 일치하지 않을 수 도 있다.", “그러므로 교사는 학교

장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그는 그의 교육의 자유에 의거할 수 없

다”고 단하고 있다.

다. 교사 의회의 결정에 의한 한계

여기서 문제되는 교육의 자유는 개인으로서의 교사의 권리 측면

이다. 교사 개인의 자유는 각 학교가 학교운 의 목 을 설정하고

이를 실 해 나가고자 하는 공동목 에 구속된다. 특히 문제가 되

는 것은 이러한 공동목 실 의 과정에서 형성되어 있는 각종

의회이다. 요컨 교사 개개인은 법하게 내려진 교사 의회의 타

당한 결정에 따라야 한다. 교사 의회는 학년 는 학교 수 에서

구성되며, 각 에 따라 교과서의 채택, 수업자료의 확보, 교수방법

의 공동 근 등의 교수-학습 과정과 생활지도 방법 등에 다양한

결정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교사 개개인의 교육의 자유는 이 범

에서 제한된다.

그러나 교사 의회도 교사 개인의 교육의 자유를 제한된 범 에

99) 컨 , 공무원권리기본법 제37조는 “공무원은 상 에게 상의하고 그를 보조하

여야 한다. 공무원은 상 들에 의해 내려진 명령을 수행하며 그의 일반 인 지

침을 따라야할 의무가 있다. 이것은 법규에 의한 명령에 구속되지 않고 오직

법률에만 복종하는 공무원에게는 용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Nordhein-Westfalen 주 교육행정법 제20조 2항 1문과 3문은 “학교장은 학교

를 운 한다. 학교장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의 상 이다”라고 규정하

고 있다. 다른 주의 규정들도 다양한 표 을 쓰고 있지만 내용 으로는 동일하

다. 를 들면, Bayern 주 교육법 제36조 2항, Niedersachsen 주 학교법 제30

조 4항, Baden-Würtenberg 주 학교법 제41조 2항 1문 등이 그것들이다(T.

Böhm, a. a. O., S.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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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인정해 주어야 한다. 구체 으로 보면 교사 의회는 모든 경우

에 교사 개인이 할 수 있는 구체 이고 개별 인 사안을 결정하는

데 여하지 않으며, 오직 교육 활동의 원칙(Grundsatze der

p dagogischen Arbeit)만을 확립할 수 있다. 개별 인 경 의 결

정은 교사에게 유보되어 있다. 각 주학교법도 명시 으로 교사 의

회의 결정에 반 하는 교사의 교육 자유 역을 보장하고 있다.

컨 , Niedersachsen 주 학교법 제23조는 “교사 의회는 교사

자신의 교육 책임, 특히 그의 교수방법상 자유를 배려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Nordhein-Westfalen 주 학교 력법

(Schulmitwirkunggesetz) 제3조 2항 2문도 “교사 의회는 수업과

교사의 형성에 있어서 교사의 자유와 책임을 지나치게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Bayern 주 교육수업법 제37조

3항, Baden-Würtenberg 주 학교법 제44조 2항도 비슷하게 규정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수업과 교육의 통일성 뿐만 아니라 교

사의 교육의 자유도 보장하고 있다.100)

제5 사립학교의 자유 원리

Ⅰ. 사립학교의 법 의미와 사립학교제도의 다양성

사립학교(Privatschule)는 사인에 의해 설립되고 운 되는 학교

이며, 교육이 자신의 책임 하에서 이루어지고 부모와 학생이 자유

로이 선택할 수 있는 학교이다. 그러므로 독일에서는 사립학교를

100) T. Böhm, a. a. O., S. 77. 이에 해서는 F. Lehmann, a. a. O., SS.

159-16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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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학교’(freie Schule) 는 자유로이 운 되는 학교라고

표 하기도 한다.101)

독일의 학교제도는 공립학교 주로 조직‧운 되고 있다. 따라서

체학교에서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 은 미미한 편이다. 기 학

교(Grundschule), 보통학교(Hauptschule), 간학교(Realschule),

김나지움 I 단계 학교는 의무교육학교로서 부분 공립학교이며,

사립학교는 종교교육을 목 으로 하는 종 사립학교가 많은 비 을

차지하고 있다.102) 특히 기 학교와 보통학교는 이를 보통 ‘ 등학

교’(Volksschule)라고 하는데 사립 등학교는 기본법 제7조 5항에

따른 특별한 인가조건에 의해서 극히 제한 으로만 허용되고 있다.

재 주종을 이루는 사립학교는 특수학교, 직업학교, 직업 문학교,

문학교, 특수 재교육기 이다.103)

한편 독일은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공립학교제도뿐만 아니라 사립

학교제도도 주법률에 의해 규정된다.104) 그 결과 사립학교제도는

법 으로는 주마다 상이하다. 그러나 1951년의 주교육부장 상설회

의에서 일정한 약을 체결함으로써 많은 부분에 걸쳐 통일을 보게

되었다.105)

101) T. Böhm, “Schulrechtliche Fallbearbeitungen", in : SPE, Luchterhand

Verlag, 1981, S. 43.

102) 직 종교교육을 목 으로 하는 것 외에 특수학교 등 다른 사립학교도 많

이 있으나, 이것들도 종교 동기에서의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 부분이다. 그러나 Baden-Würtemberg, Bayern, Niedersachsen과

Saarland주에서는 공립 등학교의 탈종교화(Entkonfessionalisierung)에 따라

종교교육에 한 기회를 보장하기 한 사립종교학교가 상 으로 증가하

다(H. Heckel u. H. Avenarius, a. a. O., S. 137).

103) H. Heckel u. H. Avenarius, a. a. O., SS. 139ff.

104) Baden-Würtemberg, Berlin, Bremen, Hamburg, Hessen, Rheinland-Pfalz

그리고 Saarland州에서는 私立學校法이 單行法律로 되어 있으며, 나머지 州에

서는 一般學校法에 편제되어 있다.

105) die Vereinbarung vom 10 / 11. 8. 1951(KMK-BeschlS, Nr. 484) 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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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 사립학교의 자유에 한 법 근거와 내용 한계에

한 독일학교법상 일반 법리와 련 례를 검토·평가해보기로 한

다.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와 련된 례는 부분 후술하는 용

학교에 련된 것들이다. 따라서 이에 해서는 별도의 항을 설정

하여 검토한다. 한편 사립학교와 련하여서는 사립학교에 취학하

는 학생 그 부모의 국가에 한 학비보조청구권이 인정되는가

하는 이 문제되나106), 여기서는 사립학교자체의 권리만을 상으

로 하고 이 문제에 한 논의는 생략하기로 한다.

Ⅱ. 사립학교 자유의 내용과 한계

1. 사립학교 자유의 내용

기본법 제7조 4항 1문에 규정된 사립학교의 자유는 사립학교의

설립과 운 에 한 개인 ·주 공권을 보장할뿐만 아니라 제도

로서의 사립학교를 보장한다.107)

첫째, 기본법 제7조 4항 1문에 의해 모든 독일국민은 사립학교를

설립할 자유가 있다. 이 자유는 비록 사립학교 설립에 한 지역사

회의 수요가 부족하고 그 지역에 사립학교를 설립하게 되면 공

립학교가 침체될 상황이 되더라도 보장된다. 독일 통설은 공립학교

BEFT, Nr. 40. 1, S. 12 (H. Heckel u. H. Avenarius, a. a. O., S. 144에서

재인용).

106) 여기에 해서는 BGH, Urteil v. 3. 11. 1982, ⅠⅤ b ZR, 324/81 ; Bay

VerfG, Urteil v. 8. 12. 1982, VG 15-Ⅶ-81, in : J. P. Vogel,

“Schulgeldersatz beim Besuch privater Schulen”, RdJB 1983, SS. 248ff.

참조.

107) 보다 자세한 것은 J. P. Vogel, “Zu einem Recht der freien Schule”, RdJB

1970, SS. 11-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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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설립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 한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도 보장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둘째, 기본법 제7조 4항 1문에 의해 사립학교 설립자는 사립학교

운 의 자유를 가진다. 학교운 의 자유에는 학사의 자유로운 형성

과 교사의 자유로운 임용 학생의 자율 선발에 한 권리가

포함된다.

사립학교운 의 자유는 우선 사인에 의한 학사의 자유로운 형성

에 한 권리를 의미한다. 여기서 형성의 자유라 함은 사립학교 설

립자가 자신의 교육 ·종교 ·세계 운 구도에 따라 학사를 자

유로이 운 해 갈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그러나 후술하는 용

학교는 기본법 제7조 4항에 의한 인가조건과 평등원칙에 의해 상

당한 제한을 받게 된다.

사립학교운 의 자유는 한 교사의 자유로운 임용권을 포함한

다. 이 권리는 사립학교는 원칙 으로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

는 사람을 임의로 임용할 수 있고 학교 자신의 단이 아닌 타의

에 의한 임용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그러나 후술하는

용학교에서는 공립학교 교사와의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를 임용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립학교 교원의 학교설립자에 한 법 계는 원칙 으로 민법

노동법에 의해 규정된다.108) 따라서 노동 계로부터 발생하는

다툼은 노동재 소가 할한다.109) 컨 , 사립학교에서 교사가 종

교수업을 거부하는 경우 그를 해고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처음

108) F. Müler, Das Recht der Freien Schule nach dem Grundgesetz, Duncker

& Humblot, Berlin, 1973, S. 64f.

109) F. Lehmann, Rechtskunde für Lehrer, R. Oldenbourg Verlag, München,

1984, S. 16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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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종교수업을 거부하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고용계약

이 법하게 성립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들은 모두 노동법 민

법의 법리에 따라 결정된다.110)

즉, 첫번째 문제에 해서는 기본법 제7조 3항 3문에서의 공립학

교교사의 양심에 반하는 종교수업 거부권이 사립학교 근무 계에도

용되어야 한다는 헌법상 기본권의 효력에 한 직 효력설이 주

장되기도 하나, 통설은 간 용설의 입장에서 민법 노동법의

구체 해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두번째 문제에 해서도 처음부터 특정한 기본권을 행사하지 않

기로 하는 계약은 독일 민법 제138조 1항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사립학교 교사는 사회보장법의 원칙에 따라 사회보장을 받

으며 해고통지보호법(Kündigungsschutzgesetz)에 따라 해고통지

를 사 에 받을 권리를 향유한다. 한편 비기독교 사립학교 교원

은 경 참가에 한 규정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경 기본법

(Betriebsverfassungsgesetz : BetrVG)111)의 용을 받는다. 따라

서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운 의 기본방침(Tendenzbetrieben)에

110) H. Peters, “Elternrecht, Erziehung, Bildung und Schule," Karl A.

Bettermann, Hans C. Nipperdey, U. Scheuner(Hrsg.), Die Grundrechte,

Dunker & Humblot, S. 427.

111) 이 법은 1951년에 제정된 후 수차례 개정되었다. 이 법에 의하면 최소한 5인

이상의 상근 피선거자격을 가진 종업원 가운데 3인을 운 원회 원으로

참가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운 원회는 범 한 공동결정권

(Mitbestimmungsrechte)을 가지고 있어서 노동시간의 시종, 휴가계획, 종업

원의 태도 근무성 에 한 감독을 한 기술 제도의 도입 용, 해

고통지에 한 청문, 후생 등의 사회계획(Sozialplan) 등에 자문을 한다. 경

기본법은 연방과 주의 인사 표법(Personalvertre-tungsgesetze)상의 공무원

에게까지 용된다. 그러나 이 법은 그것이 기업의 특성 는 운 의 기본로

선에는 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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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동결정권을 제외한 학교의 반 운 에 참가할 권리를 갖는

다.

기독교 학교의 경우, 일정한 교사집단은 특별한 법 지 를

린다. 컨 , 복음주의 주립교회와 다수의 카톨릭 교구에서는 교

사의 일부를 공무원으로 하고 있으며, 공무원법을 용하고 있다.

한 카톨릭 수도회학교는 구성원을 노동자로 보지 않으며 노동법

용을 하지 않는다. 다수의 주에서는 후술하는 용학교의 학교장

교사에게 공립학교 학교장 교사와 동일하게 공직신분표시권

(Amtsbezeichnungen)을 인정하고 있다.112)

끝으로 사립학교운 의 자유에는 학생선발권의 자유가 포함된다.

이 권리는 학교 자신이 교육 으로 책임질 수 있는한 원칙 으로

공립학교의 선발원칙과 진 원칙에 구애받지 않고 학생을 자유로운

방식에 의해 선발·진 시킬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이 권리의

한계는 그 남용에서 나타난다. 용학교의 경우에는 그 특성으로

인해 더욱 더 제약을 받게 된다.

한편 사립학교를 설립할 권리는 국가의 모든 자유로운 질서의

불가결한 구성부분이다.113) 독일학교법상 통설도 기본법 제7조 4항

1문은 사립학교를 제도 즉, 국가의 객 법질서이자 사회 질서

의 구성부분으로서 보장하고 있다고 본다. 제도로서의 보장은 설립

과 존립의 보장을 의미한다. 따라서 설립요건을 충족시키는 한 국

가로부터 폐쇄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제도보장은 입법,

행정과 사법을 구속한다.

112) H. Heckel u. H. Avenarius, a. a. O., S. 146.

113) T. Böhm, a. a. O., SS.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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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립학교 자유의 한계

가. 학교 설립 자유의 한계

기본법 제7조 4항 2문 이하와 동조 5항은 여러 가지 학교유형

가운데 공립학교를 신하는 사립학교 이른바 용학교 특히 사립

등학교에 하여 명시 인 한계사유를 설정하고 있다.

첫째, 기본법 제7조 4항 2문 이하에 의하면 용학교는 국가의

인가를 필요로 하며 주법률에 의한 침해유보의 상이 된다. 한

그 교육목 , 설비 교사의 학력에 있어서 공립학교에 뒤지지 않

아야 하며, 학부모의 재산상태에 따라 학생의 취학과 재학 계에서

차별하지 말아야 하고, 교사 임용시에는 그의 경제 법 지

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가도 사립학교가 이러한 요

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용학교로서 인가하여야 한다.

둘째, 기본법 제7조 5항에 의하여 사립 등학교(기 학교와 보통

학교)의 설립은 엄격히 제한된다. 즉, 교육청이 특별한 교육상의 이

익을 인정하는 경우, 교육권자들의 신청에 따라 사립 등학교가 종

의 구별이 없는 혼합학교나 특정의 종 학교 세계 학교로 설

립되어야 할 경우, 이러한 공립학교가 그 지방에 없는 경우에만 인

가될 수 있다.

특히 이 자유와 련하여서는 기본법 제5조 1항상의 사립 등학

교의 설립제한이 문제된다. 동조항은 특별한 교육 이익이 인정되

어야만 등학교과정의 사립학교 설립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이

에 해 종래 이 개념을 엄격히 해석하여 왔으나 례는 최근 이를

완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컨 , Hessen주 행정재 소는 여

기서의 ‘특별한 교육 이익’(besondere pädagogische Intere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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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념이 불확정 개념이긴 하나 그 다고 하여 교육행정당국에 이

해석에 한 범 한 자유재량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회통

념상 사립학교가 새로운 교육목 과 교육방법을 가지고 있다고

단될 때에는 특별한 이익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시한

바 있다.114)

나. 학교 운 자유의 한계

사립학교의 운 즉, 학교의 운 구조 형성과 교원 학생의 자

유로운 임용 선발의 자유도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115)

첫째, 용학교는 기본법 제7조 4항과 5항상의 인가조건과 공립

학교와의 등가성의 원리에 의해 학사운 과 교원임용 학생선발

반에 걸쳐서 제한을 당하게 된다.

둘째, 사립학교 가운데 용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를 보충학

교(Egränzungsschule)라 한다. 보충학교는 취학의무 있는 학생을

임의로 입학시킬 수 없다.

셋째, 용학교와 보충학교를 포함한 모든 사립학교는 평등의 원

칙에 제한된다. 컨 , 학생선발시 부모의 재산의 유무에 따라 학

생 입학에 차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비싼 등록 을 받

아 부당이득을 취해서도 아니된다.

넷째, 사립학교는 일반 인 질서법상의 요건 즉, 일반 인 법률상

·정책상의 요구를 존 해야 한다. 사립학교의 설립과 운 의 목

은 기본법에 구속된다. 한 사립학교는 학교운 과정에서 안 과

114) Hess VGH, Urteil v. 29. 11. 1982, Ⅵ OE 120/76, in : J. P. Vogel, “Freie

Schule Frankfurt, als Ersatzgrudschule”, RdJB 1983, S. 235 참조.

115) H. Heckel u. H. Avenarius, a. a. O., SS. 145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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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를 확보하여야 하며, 건물 등의 시설과 학생의 건강 보호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임용되는 교사는 인격 으로나 문 으로 자질

을 겸비하여야 한다.

Ⅲ. 용학교의 인가와 재정보조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와 유사한 정도에 따라 용학교(Ersatzschule)

와 보충학교(Ergänzungschule)로 구분된다. 용학교는 사립이지

만 공립학교와 비슷한 권리‧의무를 가지나 보충학교는 공립학교와

무 하다. 사립학교로서 용학교가 아닌 것은 모두 보충학교이다.

이하에서 용학교를 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독일학교법상

용학교의 문제는 주로 기본법 제7조 4항 1문상의 ‘사립학교의 자

유’의 제한의 사례로 논의된다.

1. 용학교의 설립인가와 자격인허

가. 설립인가

첫째, 용학교는 처음부터 기존의 공립학교를 신하기 해

설립된 사립학교이다. 용학교는 공립학교에 하여 종속성

(Akzessorietät)을 가진다. 따라서 공립학교가 구조변경(Struktur-

veränderungen)을 하면 그 용학교도 구조변경을 해야 하며, 만

약 용학교가 이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인가 취소를 당하게 된다.

Bayern주행정재 소는 이 경우에는 국가는 임의로 인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해 사립학교가 어떤 법 권리도 주장할 수 없

다고 시하고 있다.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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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용학교의 인가요건으로는 공립학교와의 등가성이 요구된다.

즉, 교수목 과 시설 교사의 학력과 경력이 공립학교와 같은 수

에 도달해야 한다. 이것을 등가성의 원칙(Gleichwertigkeitsprinzip)

이라 한다.

사립학교가 용학교로 인가를 받기 해서는 공립학교제도상의

학교 유형의 본질 특징에 상응하여야 한다. 그러나 교수목 과

교육시설에서 같은 별과 유형의 공립학교와 동일한 평가를 받을

경우에는 국가가 반드시 인가를 해 것을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가 인정된다.117)

나. 자격인허

인허(Anerkannung)는 교육평가와 각종 증명서발부 수료증

수여에 국한되는 개념이다. 용학교에 의해 발 되는 증명서와

수료증이 그 로 공립학교의 그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는 것

은 아니다. 독일에서 모든 자격제도(Berechtigungswesen)의 규제

는 국가에 유보되어 있다. 용학교가 학생들에게 이러한 증서를

발 하려면 주의 인허가 필요하다. 인허를 받은 사립학교는 이른

바 ‘수권인’(Beliehene)으로서의 자격을 가진다. 사인은 수권행

(Beleihungsakte)에 의해서 비로소 자신의 이름으로 일정한 고권

행(hoheitliche Wahrnehmung)을 할 수 있게 된다. 인허의 조건

은 주마다 상이하다. 인허를 받은 용학교는 학생의 입학과 진

116) Bay VGH, 28. I. 1982, 7 CE 81 A, 2144 in : J. P. Vogel, “Rechtsweg

bei Entlassung aus staatlich anerkannter Ersatzschule”, RdJB 1983, S.

245.

117) H. Avenarius, Gesetzvorbehalt und Privatschulrecht, Luchterhand

Verlag, Frankfurt/Main, 1979, S.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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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의 개최시 교사나 부모 학생들에게 같은 공립학교에

용되는 규칙을 용할 의무가 있다.

다. 인가와 인허의 구별

법 으로만 보면 독일학교법상 학교설립인가와 학교자격인허는

다르다. 인가는 사립학교가 의무교육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는

용학교로서 합하다는 국가의사표시인데 하여, 인허는 공립학교

와 마찬가지로 사립학교도 학생에게 일정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는 국가의사표시이다. 인가는 사립학교로서 공립학교에 요구되는

정도의 등가성이 갖추어지면 국가가 인정해야 하는 것이지만, 인허

는 사립학교의 권리가 아니며 따라서 인허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설립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격인허도

함께 받는 것이 보통이라 하겠다.

2. 용학교를 한 국가의 재정보조

가. 용학교의 재정보조 청구권

기본법 제7조 4항으로부터 요구되는 등가성의 원칙의 결과 용

학교는 국가에 하여 재정보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118) 그러나 용학교라고 해서 모두 그런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다. 공익성(Gemeinnützigkeit)을 가져야 한

다. 여기서 용학교란 그 본질에 있어서 공립학교를 신할 공익

목 으로 설립되는 것이므로, 공익성 없는 용학교가 있을 수 있

118) J. Berkemann, “Schutzpflicht des Staates gegenüber Ersatzschulen”,

RdJB 1987, SS. 386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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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겠다. 이에 해서는 독일 각 주

의 입법 태도가 다르다. 컨 , Bayern주와 Hessen주는 학교설립

자의 법형태를 시하여, 용학교라 하여 다 공익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설립자가 법인의 형태를 갖추고 세법상 공익법인

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만 공익성을 인정하고, 재정보조청구권을 행

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해 다른 주에서는 이러한 조건들을 요구하지 않으며,

리목 (Gewinner zielung)이 아닌 교육목 (pädagogische Zielset

-zungen)을 가지고 운 되는 한 공익성을 인정, 사실상 거의 모든

용학교에 재정보조청구권을 보장해주고 있다.

용학교의 국가에 한 재정보조청구권을 선언한 례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119)

연방행정재 소는, 교사와 학부모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사립김나

지움 설립 인가신청을 하면서 학교운 에 필요한 자 조달을 해

비싼 등록 을 걷기로 한데 해서, 주가 이같은 조치는 부모의 소

유 계에 의해서 취학 학생의 차별을 결과하게 될 것이므로 기본법

제7조 4항 3문 반이며 따라서 인가를 해 수 없다고 하자,

조합이 등록 을 내리는 신 학교운 에 필요한 경비를 주정부가

재정보조해 것을 청구한 사건에 해서, “학교는 국가에 의한

재정 배려를 요구할 수 있다”120)고 하면서 기본법 제7조 4항에

의해 도출되는 국가에 한 재정보조(Subventionierung)의 청구권

을 인정하 다. 동재 소가 제시한 논거는 다음과 같다.

119) 보다 자세한 것은 H. Avenarius, “Bundesverfassungsgericht und Privat

schulfinanzierung”, RdJB 1990, SS. 201ff. 참조.

120) BVerwG, 22. 9. 1967, Ⅶ C 71. 66, in : T. Böhm, a. a. O., S.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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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 제7조 4항을 문리 으로만 해석하면 여기에서는 국가가

사립학교를 재정보조할 의무가 있다거나 아니면 없다거나 하는 어

떤 명시 근거도 도출되지 않는다.121) 그러나 그러한 청구권은 기

본법 제7조 4항의 의미와 목 으로부터 발생한다. 기본법 제7조 4

항은 국가의 학교독 을 거부하며 사립학교를 설립할 권리를 보장

한다. 이러한 보장의 의미는 사립학교는 국가의 경 범 내의 것

은 아니나, 국가는 기본법 제7조 4항에 규정된 제가 충족되면 의

무 으로 인가를 해주어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국가

보조와 부청구권은 이러한 의무로부터 도출된다(이 도움이 없

다면 용학교제도는 기본법의 취지와는 달리 실패하고 말 것이

다). 만일 국가가 재정 보조를 거 한 결과, 학교가 비싼 학비를

걷게 하고 이로써 당국이 이를 이유로 사립학교의 인가를 거 하

게끔 된다면, 그것은 사립학교 제도의 기본법 보장의 의미와 목

을 반하는 것이다. 부모의 소유 계에 따른 학생의 차별은 기

본법에 의해 명백히 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연방행정재 소의 입장을 분석해 보면, 동재 소는 용

학교의 재정보조청구권이 기본법 제7조 4항에 명시 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나 동조항이 용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취지를 종

합 으로 검토해 볼 때, 이러한 권리는 동조항의 논리 ·목 론

해석으로부터 도출되는바, 첫째는 국가가 지고 있는 사립학교 설립

의 자유에 한 실질 보장의무에서, 둘째는 국가의 국민에 한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의무(값비싼 학비로 인한 학생의 취학기회

의 차별 지)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단하고 있다 하겠다.

121) 같은 취지의 례로는 Bay VerfGH, 3. 3. 1983, Vf. 15-Ⅶ-81, SPE 244, S.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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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헌법재 소도 용학교에 한 국가의 배려의무를 강조하여

“기본법 제7조 4항 1문은 용학교를 보호·보조할 입법자의 의무의

근거가 된다”122)고 해석하고 있다. 동재 소는 재정보조 상을 의

무교육 용학교에 국한하지 않고 그 범 를 넓 가고 있다. 이에

따라 동재 소는 국가에 의한 재정보조 상이 되는 학교를 의무교

육과정의 학교로만 제한하고 있는 Hamburg 사립학교법 제18조를

기본법 제7조4항의 사립학교보호의무 반이라고 시하 다.123)

나. 재정보조의 이행형식 범 와 한계

용학교는 학교운 의 경상비(Laufenden Kosten des Schul-

betriebs)에 한 국가의 정식보조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124) 그러

나 이러한 원칙이 확립되기까지에는 법원에서 상당한 례의 축

이 필요했다. 여기서 련된 헌법 례들을 검토해보기로 한다.

첫째, 용학교에 한 국가의 보호의무와 그 보호의무의 이행의

형식에 한 례로는, 연방헌법재 소에서 “기본법 제7조 4항 1

문125)은 국가에 용학교제도를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보호의무로부터 결과하는 국가의 행 의무는 용학교제도가 그 존

립 자체의 을 받을 때에 발생된다. 국가가 이 의무를 어떤 방

식으로 이행할 것인가 하는 것은 입법자의 결정에 따른다. 입법자

는 그의 보호의 범 내에서 용학교를 재정 으로 보조할 의결을

할 수 있으며, 기본법 제3조 1항126)으로부터 그 제한의 근거가 도

122) BVerfG, 8. 4. 1987, 1 BvL 8/84, 1 BvL 16/84, SPE 236, SS. 35-59. 이에

한 례 평석으로는 T. Böhm, a. a. O., S. 47 참조.

123) J. Berkemann, a. a. O., S. 386 참조.

124) H. Heckel u. H. Avenarius, a. a. O., S. 154.

125) 기본법 제7조 4항 11문 : 사립학교 설립의 권리는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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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된다”127)고 시한 것이 있다. 이 례는 이행 형식을 입법자의

재량에 맡기되 평등의 원칙을 고려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Nordrhein-Westafalen주 헌법재 소는 용학교에 한

주의 재정보조의 범 와 련하여 주헌법 제8조 4항에 규정된 불

확정헌법개념 즉, ‘필요한’(erforderlich)이라고 하는 표 의 확정을

강조하여 말하기를 “입법자는 사립학교가 재정 보조를 그의 체

운 비 가운데 어느 정도로 어떤 기 에 의해서 어떤 차에 따라

기 할 수 있는가 하는 에 해 구체 이고 확실한 기 을 정하

여야 한다”128)고 하면서 그러한 기 이 확립되었을 때에는 그것을

평등하게 용하여야 한다고 시하고 있다. 동재 소는 평등의 원

칙의 용의 로서 신‧구학교 보조에 한 사건에서 “법률은 새로

설립되는 사립학교도 ‘필요한’ 보조에 한 청구권을 가지기 때문

에, 그 한도 내에서 신‧구 설립 학교를 평등하게 취 해야 한다”고

시한 뒤, “사립학교를 한 재정 부의 방법과 정도에 한

법률상의 규제에 한 형성에 있어서 입법자에게는 범 한 재량

역이 인정되어야 한다. 동시에 그때그때의 경제사정이 고려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국가가 그의 인가에 의해 이제 막 설립된

학교에 한 재정을, 이미 충분히 기반이 잡힌 사립학교를 장려하

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보조하는 것은 합헌 이라 할 수 없다”고

하여 합리 차별을 인정한다.

한편 연방행정재 소는 재정보조의 구체 용범 와 한계에

126) 기본법 제3조 9항 :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

127) BVerfG, 8. 4. 1987, 1 BvL 8/84, 1 BvL 16/84, SPE 236, S. 35.

128) VerfGH NW, 3. 1, 1983, VerfGH 6/82, SPE 236, S. 3. 이에 한 례 평

석에 해서는 J. P. Vogel, “Zur finanziellen Förderung von privaten

Erasatzschulen”, RdJB 1983, SS. 232-2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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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본법 제7조 4항의 해석에서 사립학교의 설립과 운 을 한

비용을 구별한 뒤 “설립의 경우에는 국가보조의 보장을 요구할 어

떤 권리도 성립하지 않는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립시설이며, 사

인 동기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보조는 사립학교의 설

립에 한 것이어서는 아니되며 그 유지의 보장을 한 것이다.”

한 “사립학교의 유지를 한 국가보조도 결코 모든 비용을 포함

해서는 안된다. 기본법 제7조 4항은 학교설립자의 재산을 보조하자

는 취지는 아니다. 다만 학교설립자가 튼튼한 경제 기반이 없으

면 스스로의 방편이나 재원에 의해 재정 으로 안정된 운 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법 제7조 4항에 비추어 이것은 국가의 조정

(Ausgleich)의 상이 될 수는 있다”129) 하여 설립이 아닌 운 비,

운 비 가운데에서도 기본 으로 필요한 최소액을 국가의 조정에

의해 구체 으로 결정·집행한다고 하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3. 보충학교

보충학교는 공립학교에 한 용목 에 사하지 않는 사립학교

이다. 그것은 학교의 권한, 교육 상, 조직형태에 있어서 공립학교

와의 유사성(Vergleichbarkeit)이 없다.130) 보충학교에서는 특히 직

업교육학교가 요하다. 보충학교는 용학교와 비교할 때 법 으

로 완 히 구별된다. 보충학교는 인가없이 설립이 가능하다.131) 주

129) BVerwG, 30. 11, 1984, 7 C 66. 82(NW), SPE 236, SS. 14ff. ; T. Bohm,

a. a. O., S. 47.

130) H. Heckel u. H. Avenarius, a. a. O., SS. 154ff.

131) 그러나, F. Müller는 이에 반 하여 국가가 보충학교에 한 정보를 수집하고

기본법 제7조 1항의 학교감독권을 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인가를 받게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한 자세한 것은 ders., a. a. O., S. 5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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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만 개교에 한 통보만을 요구한다. 용학교가 아니므로

용학교가 국가에 해 요구할 수 있는 여러가지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Ⅳ. 사립학교에 한 국가의 학교감독범 와 그 제한

1. 사립학교에 한 국가감독권의 일반 법리

이상 사립학교의 자유에 해 검토해 보았거니와 사립학교도 국

가의 감독 하에 있다. 기본법 제7조 1항이 국가의 감독권이 모든

학교제도에 미치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 사립

학교에 한 국가 감독권의 범 와 그 제한 문제를 종합 으로 검

토해 보기로 한다.

사립학교에 한 국가의 감독권은 원칙 으로 법감독에 국한된다.

즉, 학교감독권은 사립학교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도출되는 그의 한

계를 수하는지 어떤지를 감독한다. 따라서 문명령(fachliche

Weisungen)에 의해 사립학교에서의 교육에 직 으로 개입할 수

없다. 그러나 용학교의 경우에는 문감독이 가능하다. 컨 ,

일반 학입학자격기 (Allgemeine Hochschulreife)과 같은 학교졸

업시험자격을 부여하는 인허를 받은 용학교의 입학심사는 공립학

교에서의 심사와 동등한 요건과 차를 밟도록 조치할 수 있다.

컨 , 연방재 소는 1984년 결에서 용학교도 공립학교와 동일

한 기 이 용되어야 하므로 “청강생이라는 이유로 김나지움 최고

학년에의 진 을 정규 학생들보다 지체시키기 한 목 에서 학생

을 같은 학년에서 2번이상 유 시킬 권한이 없다”132)고 시한바

있다. 기본법 제7조 4항 3문은 용학교가 “교수목 과 시설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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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진의 학문 형성에서” 공립학교에 뒤떨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설은 사립학교에 한 학교감독 청의 감독 범 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첫째, 문감독권은 용학교의 교육내용과 그 활동 반에 걸쳐

서 행사된다. 교수목 제도는 원칙 으로 인가 단계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운 과정에서도 공립학교의 그것에 떨어지지 않도록

되어야 한다고 해석한다. 교수목 의 개념은 그것들이 주헌법에 규

정된 바와 같이 일반교육목 의 의미를 포함한다. 용학교는 그것

이 공립학교 ‘ 용’이므로 공립학교에 용되는 교수목 에 뒤떨어

져서는 안된다. 학교졸업시험의 등가치성을 유지하도록 동일한 시

험령과 진 령이 용된다. 교수목 의 동일한 수 유지에도 교사

의 지식 능력의 등가치성이 한 요구된다.

둘째, 법감독권은 모든 사립학교의 인 ·물 시설 반에 걸쳐서

행사된다. ‘시설(Einrichtungen)’의 개념의 의미는 수업의 외부

조건 즉, 학교건물, 재산목록, 교재 등을 포함한다. 열악한 학교로부

터 학생을 보호할 기본법 제7조 4항의 의미와 목 은 수업의 질에

본질 으로 향을 미치는 수업을 한 모든 외부 조건상의 개념

의 확장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시설에는 교수 학생 계의 비율

도 속한다.

2. 사립학교에 한 문감독의 구체 범 와 그 제한

이상 사립학교에 한 감독 범 를 언 하 으나 문감독 범

132) BVerwG, Urteil v. 18. 11. 1983, IIV C 114. 81, in : Bode Pieroth,

"Privatschulfreiheit und staatliche Aufsicht", RdJB 1984, S.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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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련하여서는 좀더 자세한 논의가 필요하다. 사립학교의 문감

독과 련하여 특히 문제되는 것에는 인정받지 못한 교과서의 사용

여부이다.

이에 해 통설은 인정되지 않은 교과서의 사용은 이로 인하여

헌법에 근거한 교육목 을 침해하거나 혹은 공립학교의 교수목 보

다 떨어질 때에만 불허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그러

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일반 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구

체 인 책의 분석’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본다. 통설은 원칙 으

로 교육부로부터 인가되지 않은 책의 사용이 기본법 제7조 4항 3

문의 반은 아니며, 동시에 교과서에서 국가에 의해 법정된 교수

목 을 침해하지 않은 범 내에서 다른 교수목 을 추구하는 것은

사립학교의 특성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은 논리

는 독자 수업방침에도 용된다. 사립학교는 국가의 교육방침

(Staatliche Richtlinien)에 구속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러한 방침

은 사립학교의 특성을 규정하는 교수목 을 고려할 수 없기 때문이

다. 독자의 지침이 교수목 에서의 낙후를 래할지 어떨지는 오직

개별 으로 단할 수 있다.

한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의 교과규 에 구속되지 않는다. 사립

학교는 자신의 교육 이념에 따라 수업내용을 교과에 배열할 수

있다.133) 그러나 공립학교에 뒤떨어지지 않는 지식수 에 도달하여

야 한다. 이와 련하여 독일에서 종종 논의되는 것에 성교육이 있

다. 혹설은 사립학교에서 성교육을 포기하는 것은 기본법 제7조 4

항 3문의 반이며, 용학교로서의 지 의 상실의 결과까지 낳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반 견해는 기본법 제4조 1항134)의 체

133) T. Böhm, a. a. O., S.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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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해석에 의하면 이 규정은 세계 으로 혹은 종교 으로 규정

된 교육개념에 근거하고 있는 학교에 성교육의 실시를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성교육의 포기는 부모 학생의 어떤 기

본권도 침해한 것이 아니며, 주헌법에 규정된 교육제도의 목 도

침해하지 않으며 그것은 결정 요성을 갖는 기본법 제4조 1항

상의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에 근거하는 것이라고 본다.

요컨 , 사립학교에 한 국가감독권의 범 는 특히 교육의 내

사항에 한 문감독의 역에서 사립학교의 특성상 그 독자 교

육목 과, 교육과정, 교재선택 수업내용의 형식의 자유가 인정되

는 범 에서 그만큼 제한된다고 하겠다. 이를 반 로 사립학교를

심으로 정리하면 사인에 의해 운 되는 학교의 권리와 그 한계는

보통 기본법과 주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법익의 형량에 따른다고 하

겠다. 즉, 사립학교의 자유와 그 한계는 양질의 교육과 헌법 ·법률

으로 설정된 교수 목 에의 지향을 확보해야 하는 학교제도에

한 국가감독의 이익과, 반 로 학생의 자유로운 자기발 에 사하

고, 그들 학교의 종교 ·세계 지향이 기본가치의 확보에 결정

으로 기여하는 사립학교의 자유의 이익과의 형량에 따라 결정된

다는 것이다.

134) 基本法 제4조 1항 : 信念·良心의 自由와 宗敎的·世界觀的 認識의 自由는 不可

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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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교육제도 교육행정, 학교운 상의 기본원리

Ⅰ. 교육제도의 법치국가 원리

교육제도는 기본법상 법치국가 원리의 용을 받는다. 교육제도

는 기본법 제20조 3항에 의해 행정과 사법이 법률에 구속되고 그

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되면 독립된 법원에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치국가 원리의 용을 받는다.

독일에서 교육제도는 입법자의 법률유보에 의해 그 범 가 확정

된다. 법률유보는 하나의 규범체계를 제로 한다. 법률 유보에

해서는 연방헌법재 소의 본질상 이론이 용되고 있다. 여기서 본

질성 이론이란 기본권 보호의 에서 기본권의 실 에 본질 인

내용은 반드시 법률에 유보하여야 한다고 하는 이론이다. 학설과

례는 입법자가 학교제도에 한 본질 결정을 할 것을 요구하

며, 이것을 교육행정에 임하는데 반 하고 있다. 결에 의하면

교육목 , 일반 인 학습목표, 학교교육의 기본구조, 부모 학생

의 학교참가, 재학 계를 규정하는 규정의 개발 등의 사항들이

체로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할 본질 인 것들로 인정되고 있다.

교육제도에 한 법률유보의 원칙에 해서 연방헌법재 소와 주

헌법재 소 국사재 소 등에서 결정된 례는 10여건이 된다.

주로 문제가 되었던 것은 1970년 의 독일학교교육 개 과정에서

의 주의 학교조직 교육과정운 에 한 권한 범 이다. 이것들

에 한 구체 내용은 련 사항을 다룰 때 살펴본다.

한편 행정부의 교육고권 행사 역시 법치국가 원리의 용을 받

고 있다. 기본법 제80조 1항 2문에 의해 행정부는 의회가 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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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목 범 에 따라 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구체 집

행을 해 스스로 행정규칙을 발하는 등 행정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그것들의 구체 집행을 한 여러 형태의 행

정행 를 하게 된다. 독일 학교법에서는 행정부에 의한 이러한 일

련의 교육고권 행사를 학교감독이라는 개념으로 포 하고 있다.

교육고권 행사의 사법 형태는 학교법 자체의 헌법 재 그

구체 집행의 사법 통제로 나타난다. 여기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

은 학생 학부모, 교사의 권리보호에 한 사항으로서, 사법부는

이를 해 입법부와 행정부에 의한 교육고권의 행사를 조사한다.

이러한 형태는 국가 스스로 자기제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 하겠

다.

이를 구체 으로 학교를 심으로 하여 살펴 보면 학교에서의

교육처분이 법원칙을 반하여 부당하게 결정되는 경우 학교의 상

방으로서의 학생, 부모와 그 밖의 이해 계인은 학교의 처분 로

따를 필요가 없다. 그들에게는 그들이 그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생각되면 행정심 그 밖의 법 수단, 필요하면 법원에의 소송

까지 인정된다. 기본법은 학교를 법 통제하에 두고 있다.

Ⅱ. 교육행정의 민주성과 문성, 분권과 력의 원리

1. 교육행정의 민주성 원리

독일기본법상 민주주의 원리는 법치국가원리와 함께 국가 권한

의 배분에 귀 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련 문헌들에 따르면 교육

제도의 민주성이란 우선 학교가 민주 으로 합법화된 국가기 즉

의회의 법률, 정부의 명령과 처분,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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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한다. 학교에는 학생을 민주 정신으로 교육해야 하는 과

제가 부여된다. 교육행정 청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연방공화국의

의회주의 의제 체제 내에서, 다수가 결정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소수의 보호가 인정된다고 하는 것을 배우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한 학교는 민주주의란 한편으로는 공개된 논쟁과 갈등에 의해 존

립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익비교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

도록 조성하여야 하며, 학생들에게 국가나 사회에의 임감 있는

참여에 한 능력을 갖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학교의 민주화’(Demokratisierung der Schule)가

학교제도의 운 을 담당해야 할 국가에게 정치 으로 더 이상 향

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자는 의미는 아니다.

2. 교육행정의 문성 원리

가. 일반행정에의 편입

국가의 교육행정은 간단계까지는 일반행정에 편입되어 있다.

일반행정 청은 동시에 교육행정 청이다. 독일에서 특수행정 청

으로서의 독자 교육행정 청은 외이다. Baden-Würtemberg주

에서만 에서부터 에까지 독자 교육행정 청을 가지고 있다.

그 밖의 부분의 주에서는 구단 로 활동하는 교육청과 교육 원

회가 있는데, 구행정기 에 편입되어 있으며, 그 단계가 무

하여 독립성이 항상 받고 있다.

나. 문직으로의 충원

독일에서는 교원행정 청의 공무원은 그가 담당하는 교육사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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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자격이 엄격히 구별되어 있다. 교육의 내

사무에 한 학교감독공무원은 문 사범교육을 받고 교육행정경

력이 있는 임공무원이어야 한다. 이러한 자격 요건은 Weimar주

헌법 제144조에까지 소 하며, 모든 주의 헌법 는 학교법에 규정

되어 있다. 학교감독공무원의 직무수행은 그 공무원이 충분한 행정

경험을 가지고 있을 때 효율 으로 된다. 그 때문에 일반 으로는

학교감독 청의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직 에 따라 다르겠으

나, 학교행정경험이 필요하다.135) 한 오늘날 거의 모든 주에서는

직무를 수행하는 학교감독공무원에게 계속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등

그 문성을 확보하기 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외 교육사무를 담당하는 리 문 공무원은 부분 법

공자들이며, 다른 특별한 자격요건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해서도 교육학 , 심리학 사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문제 을 들어 비 을 하는 사람이 많다.

3. 교육행정의 분권과 력의 원리

가. 교육고권의 주체로서의 ‘국가’와 주와의 분권과 력 원리

독일은 연방국가로서 연방과 주 사이의 할의 한계가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다.

기본법 제70조 1항은 연방과 주 사이의 입법권의 할에 한

규정을 두어 첫째, 기본법 제71조, 제73조의 연방의 배타 입법권

에 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과, 둘째, 배타 입법권에 속하

나 연방법률이 명시 으로 임한 사항, 셋째, 기본법 제72조에 의

135) 이에 해서는 Nordrhein-Westfalen주 교육행정법 제4조 5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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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연방과 주의 경합 입법 역에 속하는 사항 가운데 연방이

그 입법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사항을 주의 입법사항으로 하고 있

다. 한 기본법 제30조의 주의 입법사항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국

가 권한의 행사와 국가 과제의 수행인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국가사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 기본법 제7조 1항이 “모든 학교제도는 국가의 감독 하에

있다.”고 할 때의 그 국가는 구체 으로 연방인가 각 주인가 하는

문제는 여기에서 제기된다. 각 기본법 규정의 종합 선택에 의

하면 교육은 기본법 제73조의 연방의 배타 입법사항이나 이 법

제74조의 경합 입법사항이 아닌 주의 고유한 소 사항이다.136)

즉, 독일 기본법상 학교제도는 이 법 제30조가 규정한 “이 기본법

이 다른 규정을 두지 아니하거나 연방에 허용하지 아니한 사항”에

해당되며, 그 범 에서 각 주가 국가로서의 권한을 행사한다. 다시

말하면 독일 기본법상 ‘교육’에 한 국가의 권한이라 했을 때 그

국가는 16개 주를 의미한다. 따라서 교육고권은 16개 주가 제각기

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서로 다른 내용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

게만 규정하여서는 교육이 연방 차원에서 갖는 민족통합수단으로

서의 의미가 약화되게 되어 있어 큰 문제 으로 지 되었다. 이것

이 1969년 기본법 개정에 의해 동법에 제91조 b를 두게 된 배경이

다.137) 동조항은 ‘교육계획 연구에 한 연방과 주의 력이라

136) C. Starck, a. a. O., S. 269.

137) 이 조항에 의해서 구체 으로 창설된 기구가 교육계획 연구 진을 한 연

방과 주( 력) 원회(Bund-Länder Kommission für Bildungsplannung und

Forschungsförderung : BLK)이다. 그러나 이 에도 연방차원의 교육담당국가

기 는 력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컨 , 연방교육학술부(Bundes-

minister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나 교육부장 상설회의(Ständligen

Konferenz der Kultusminiser : KMK)등이 그것들이다. 그러나 의 BLK

나 연방교육학술부, LML등은 모두 의 는 자문기구일뿐 교육행정 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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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연방과 주는 약에 의거하여 교육계획과 지역 성을

띤 학문 연구의 시설과 계획의 지지에 력할 수 있다.”고 규정

함으로써 각 주간의 교육제도의 상이성을 연방차원에서 극복할 수

있는 제도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요컨 , 독일에서 교육에 한 국가의 권한이라 할 때, 그 국가

는 원칙 으로는 각 주를 의미하며, 다만 외 으로 기본법 제

91조 b의 범 에서 연방이 여할 때도 있는 것이다. 특히 학의

경우에는 기본법 제90조에 의해 연방의 필요성 력사항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범 에서는 연방의 개입권이 그만큼 강화된다고 보아

야 할 것이다.138)

로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컨 , KMK의 회의에서 의결

된 사항의 법 효력의 문제에 해서 연방헌법재 소는 다음과 같이 시하

고 있다. “학교의 조직 구성은 원칙 으로 부모의 결정권에서 생된 국가

(주)의 형성 역에 속한다.” 따라서 “한 주가 교육부장 회의의 합의를 하

여 독자 인 시범학교를 설립한다 하더라도 ‘연방충성의 원칙’ (Grundsatz

der Bundestreue)에 반되지 않는다.” “학생은 보다 많은 시범학교의 설립

에 의해 다양한 학교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 의 보장을 받는다. 각주에서 시

범학교 혹은 學敎實驗에 련된 다른 규정을 용한다. 하여 연방공화국의 연

방 구조(föderalistische Struktur)와 평등의 원칙을 침해한다 할 수 있다”

(BVerfG, Beschlußvom 25. 8. 1978, 1 BvR 338/75, SPE 766, S. 3).

138) 연방헌법재 소는 특히 종교수업의 문제에 한 주의 학교법상 배타 할권

을 제한하여 “제국 약(Reichskonkordat)(제국 약이란 1933년 7월 20일 체

결된 교황과 독일제국 사이의 약 명칭이다. 이 약에 의해 독일제국은 신

앙고백의 자유와 카톨릭교의 공 행사를 보장한 바 있다.)은 민족사회주의

지배의 붕괴에 의해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하 다(기본법 제123조 2항 참

조. 동조 제2항 1문은 “이 기본법상 주입법권의 할에 속하는 사항과 련하

는 것으로서 독일제국에 의해 체결된 조약은, 그것이 일반 인 법원리에 따라

유효하고 계속 효력을 갖는 것일 때에는, 연계자의 모든 권리와 이익을 보장

하여 지속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933년의 제국 약의 당사자는

연방공화국이며, 그것은 체로서의 연방과 주를 의미한다. 주는 제국 약의

교육규정(제국 약 제21조 참조. 그 내용은 학교에서의 카톨릭 종교 수업이

정규교과이며, 교회의 교리와 원칙에 따라 부여된다는 것 등임)을 존 하여야

하며 이에 반 할 어떤 기본법 근거도 없다. 다만 주는 학교법에서의 그의

배타 할권의 범 내에서 종교에 한 그의 약상의 연계를 스스로 형

성할 수 있을 뿐이다.‘(BVerfG, 26. 3. 1957, 2 BvG 1/55,SPE 652, S. 1)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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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 제7조의 국가교육고권에 한 내용을 개 함에 있어서는

“국가”에 한 의미를 이 게 새김으로써 비로소 근할 수 있다.

즉 이 법 제7조 1항상의 “모든 학교제도는 국가의 감독을 받는다”

고 했을 때의 ‘국가’나, 동조 제3항의 종교교육에 한 국가의 감독

권의 의미에서의 국가는 구체 으로 주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법

리를 동조 제1항에 그 로 입하면 “모든 학교제도는 그 학교제도

가 속한 주의 감독을 받는다”고 하는 해석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다.139)

나. 3단계 행정조직과 주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권과 력

교육고권의 주체와 련하여서 특히 문제되는 것에 행정부의 학

교감독조직이 있다. 독일에서의 학교감독조직은 다음과 같은 네 가

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세 단계 조직

국가(혹은 州)의 학교감독은 그 교육행정 청에 의해 이루어진다.

교육행정 청은 원칙 으로 세 단계로 조직된다. 앙단계에서의 최

고교육행정 청, 시․도단계에서의 상 교육행정 청, 시․읍․면

고 하고 있다.

139) 이러한 해석에 하여 기본법 제72조(연방의 경합 입법권) 제74조(경합 입

법권의 범 ) 7호 공공복지사업, 13호의 직업훈련지원 학술 연구의 진흥규

정에 근거하여 연방이 행사하는 직업훈련 등에 한 입법권은 의의 국가교육

고권행사에 포함된다는 해석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들 내용은 기본법 제7조의

학교제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게 볼 것이 아니다. 아무튼 이들 경

합 입법권 규정에 근거하여 연방이 입법권을 행사한 구체 로는 Gesetz

über die religiöse Kindererziehung v. 15. 7. 1921 ; Bundesgesetz über

individuelle Förderung der Ausbildung (Bundesausbildung-sförderungs

gesetz BAföG) v. 26. 8. 1971 ; Berufsbildungsgesetz v. 14. 8. 1969)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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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의 하 교육행정 청이 그것들이다.

첫째, 국가수 에서는 교육부장 이 최고학교감독 청이다.

둘째, 상 행정 청( 는 간학교감독 청)은 시․도 단 의

청으로서 최고행정 청으로부터 권한을 임받음으로써 성립한

다. 간교육행정 청은 등단계 Ⅱ와 Ⅰ의 학교 즉, 김나지움과

부분의 간학교, 직업학교에 한 제1차 감독 권한을 행사하

며, 하 의 행정 청인 교육청과 교육 원회가 제1차 감독권을 행

사한 학교에 해서는 제2차 감독권을 행사한다.140)

셋째, 하 행정 청은 시․읍․면 단 의 감독 청으로서 기 학

교와 상 행정 청이 제1차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은 그 밖의

학교를 감독한다. 체로 기 학교와 보통학교에 한 제1차 감

독이 이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감독조직에 있어서의 이러한 3단계 원칙(Prinzip der Dreistufigkeit)

은 각 주의 학교유형의 다양성으로 인해 단일하게 용되지 않는다.

주의 규모가 작거나 도시국가인 경우에는 단계가 축소되어 있다.

컨 , Saarland주와 Schleswig-Holstein주에서는 간감독 청

이, Rheinland-Pfalz주와 Ber-lin에서는 하 감독 청이 생략되어

있으며, Hamburg와 Bremen에서는 최고행정 청으로서 교육 원

회만 있다.

(2) 주와 지방자치단체의 분권과 력

기본법 제7조 1항은 모든 교육제도에 한 감독은 국가에 속하

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에 해서는 침묵

140) 간 하 학교감독 청의 개 에 해서는 Franz Köller, a. a. O., SS.

448-45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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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그러나 Weimar주 헌법 제144조141)는 학교감독권 행사

에 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142)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조로 학교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학교감독권의 행사에 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는 다양한 형

태로 나타난다. 국가와 혼성행정 청(Mischbehöde)을 조직하거나,

특별한 임에 따라 국가로부터 학교감독권을 임받기도 한다. 그

러나 어떤 경우이든 요한 것은, 명령에 따른 이행을 한 국가

권한의 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공무원이 학교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가의 수임인으로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 학교

감독 청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Bayern주, Nordrhein -Westfalen주, Schleswig - Holstein주와

Saarland주에서의 1차 학교감독기 인 교육청은 혼성 청이며 국

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구성된다. 국가공무원은 지방장학 으

로서 국가에서 견되며 일반 으로 교육의 내 사항을 감독하

고,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밖의 직원으로서 체

로 교육의 외 사항을 감독한다. 이러한 사정은 2차 감독기 에

서도 마찬가지이다. Baden-Württemberg주와 Hessen주에서의 교

육청 Niedersachsen주에서의 학교감독청은 순수한 국가 청이

다. Rheinland-Pfalz주는 지방정부에 그 권한을 임하고 있다.

학교를 감독하기 한 주의 권한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권의

141) Weimar 헌법 제144조(학교의 감독) :모든 학교는 국가의 감독에 따른다. 단,

공공단체로 하여 이에 여 할 수 있다. 학교의 감독을 담당하는 리는

이를 주된 직무로 하고 문의 지식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142) 독일 기본법상 연방과 주 지방자치단체와의 권한연계에 해서는 Horst

Stephany, Staatliche Schulhoheit und kommunale Selbstverwaltung, W.

Kohlhammer Verlag, 1964 ; H. Heckel, Schulrecht und Schulpolitik,

Bildungswesen und Föderalismus in Rechtsverleichendersicht, RdJB

1978, SS. 181-18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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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해서는 연방행정재 소의 례가 있다. 동재 소는 “지방

자치단체의 자치행정권은 기본법 제7조에 규정된 국가의 학교감독

권에 의해 제한된다. 그러나 자치행정권의 본질은 제도보장의 성격

상 그것에 의해 제한되지 아니한다. 공립학교에 한 감독에서는

국가의 감독과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이 립 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혼합 형태로 작용할 수 있다. 학교의 설립과 같은 조직

처분에 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국가의 법 통제에 의해 뚜렷한

이유 없이 제한된다면, 이는 기본법 제7조 1항에 확정되어 있는 국

가감독권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143)라고 시한 바 있다.

Ⅲ. 학교운 의 자율과 참여의 원리

1. 학교의 법 성격

학교에는 용과 개정을 주로 하는 자율 인 풍토가 요구된다.

독일학교법은 학교를 권리능력없는 공 조물로 악하면서도 가능

한 최 한의 범 에서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데 그 주안 을 두

고 있다. 의회와 정부는 학교가 민주주의에 입각해서 교육할 수 있

도록 학교운 에 학생과 부모에게 학교참가권을 인정하고 있다. 학

교의 법 성격에 한 정확한 평가를 제로 이러한 들에 해

서 검토해보기로 한다.

공립학교는 그의 임무로 보면 교육기 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일

반 인 행정조직의 구성부분, 즉 공 조물인 동시에 행정 청이기

도 하다.144) 그러나 이러한 이 성격 학교는 행정기능에만 치

143) BVerwG, 31. 1. 1964, Ⅶ C 49. 62(LVG Nds.), SPE 694, S. 1.

144) H. Stephany, a. a. O., S.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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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교육자체에 한 임무에 소홀할 수가 있다. 1960년 학교

법학의 태동시 과거의 학교에 해 ‘ 리된 학교’ (verwalteten

Schule)라고 하여 비 을 한 이 있는데, 그 요지는 학교가 가진

청조직으로서의 성격을 지 한 것이다.

학교의 이 성격 가운데 법 으로 의미있는 것은 공 조물로

서의 성격과 행정 청으로서의 성격이므로 여기서는 이것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145)

첫째, 공립학교는 연방내 모든 주에서 권리능력 없는 공 조물

(nicht rechtsfähige öffentliche Anstslt)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므

로 여기서는 두 가지가 문제된다. 공 조물이란 무엇이며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란 무엇인가 하는 이다.

Otto Mayer는 공 조물이란 공행정의 주체가 특별한 공 목

을 달성하는데 지속 으로 사하기 한 일정한 물 ․인 수단

의 혼합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 즉, 공립학교(국가보조를 받는 공립학교 포함)는 비독립 지

방 자치단체 조물이며, 국립학교는 비독립 국가 조물이다. 그

러나 이것은 단순한 사회학 개념에 불과하며 법 으로 평가할 때

에는 그 권리 자체가 문제시되어야 한다. 학교는 조물이기는 하

지만 권리능력이 없다. 학교의 설립과 변경, 존속 폐지는 설립자

와 학교감독 청의 소 사항이며, 학교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 학

교유지와 학교재정, 학교건물 재산에 한 리도 학교 설립자

의 과제에 속하며 학교의 권리가 아니다.

학교에는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재 상으로나 재 외 으로 학교

를 표하는 것은 그 설립자이다. 학교는 설립자가 스스로 이것을

145) H. Heckel u. H. Avenarius, a. a. O., SS. 66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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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하지 않는한 자신의 권리로서 법률행 를 할 수 없다. 학교 설

립자는 교육목 에 이바지하는 학교 재산의 소유자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교육의 외 사항 리에 해서 그 권한을 학교에 임할

수 있다.

둘째, 공립학교는 행정 청으로서의 성격도 가짐으로써 권리능력

없는 공 조물이지만 여 히 일정한 고권 권한을 행사한다. 따라

서 공립학교에서의 각종 증명서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학

교장은 련 법령에 의해 직인권(Siegelführungsrecht)을 행사한다.

2. 학교운 의 자율의 원리

학교는 교육행정의 체계에서 최하 조직으로서 국가의 학교감독

권 설립자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따라서 학교는 어

떤 자치권(Autonomie)도 행사할 수 없다.146) 그러나 학교는 학교

의 독립성, 자기 리, 자기책임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주목할만

한 자유재량 역(Freiheitsspielraume)을 법률 으로 보장받고 있

다.147)

146) 일반 으로 Autonomie라 할 때에는 제한된 지역에서 국가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일정한 사무를 특히 법규명령제정 등에 의해 스스로 규정하는 방법으로

그 구성원들에게 권한을 행사하는 것 즉, 지방의 자치입법권을 가리킨다.

한 본문에서 거론한 Autonomie도 공법상 법인 혹은 조력의 자치입법권

을 의미하는데, 그 핵심은 법규명령의 제정에 의해 구성원의 법 계를 스스로

규정하는 것이다. 개 이러한 자치권은 정 혹은 자치규약의 형태로 구체화

된다. 요컨 , Automonie라 했을 때 그 핵심은 자치입법권이라 할 수 있으며,

입법권 없이 단순히 주어진 법령의 범 내에서 인정되는 행정의 자율성은

여기서 의미하는 Autonomie는 아니다. 재 학교에는 Autonomie는 인정되

지 않고 있다. Creifelds(hrsg.), Rechtswörterbuch, C. H. Beck'sche

Verlagsbuch handlung : München, 1986, S. 123.

147) H. Heckel u. H. Avenarius, a. a. O., S. 68. 실정법의 로는 Baden-

Württemberg주학교법 제23조 2문 ; Bayern주학교법 제36조 2문, 제37조 3

문 ; Berlin주학교조직법 제9조 2문 ; Bremen교육행정법 제17조 ; Hambu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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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상 법령에 의해 인정되는 이러한 재량 역 내에서 상

으로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으며, 학교감독 청이나 설립자가

법률에 보장된 이러한 기능을 본질 으로 박탈하거나 과도한 명령

이나 지침에 의해 침해할 때에는 일정한 제재를 받게 된다.

학교에 자유가 인정되는 가장 요한 역은 교육활동 역이지

만 학교생활의 보호 학생의 입학허가, 교육의무의 감독, 징계처

분, 교육평가, 직업상담 등과 같이 학생보호와 한 련을 맺고

있는 임무에도 인정된다. 학교의 자유를 지키는 것은 직 으로는

학교운 권자의 책임이지만 학교의 자유가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교

육의 자유도 의미를 갖는 교육당사자로서의 교사와 그 합의체인 교

사 의회도 간 인 책임이 있다. 한 학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학교감독 청의 권리와 의무도 련 학생과 부모의 이익

일반복지의 측면에서만 인정된다.

그러나 이미 에서도 언 하 지만 학교의 무제한 자유는 인

정되지 아니한다. 학교는 헌법 질서와 그것에 구체화된 기본 가치

에 일반 으로 구속됨은 물론, 헌법상 는 법률상 교육목 과 교

육과정 학교조직에 의해 확정된 학교유형과 학교 별에 따른 성

격에 구속된다. 나아가 학교구성원의 의사와 이해는 특단의 이유가

없는 한 항상 존 되어야 한다. 한편 외 교육사무의 행정에서는

학교설립자의 권리만이 인정되며 학교 자신의 권리는 처음부터 인

정되지 않는 것이어서, 이 역에서는 학교의 자유도 문제가 될 여

지가 없으며, 으로 학교설립자와 학교감독자의 감독에 따라야

학교조직법 제1조 4문 3호 ; Hessen주교육행정법 제44조 1문 ; Niedersachsen

주교육법 제21조, 제101조 3문 ; Nordrhein-Westfalen주교육행정법 제 14조

3문 ; Rheinland-Pfalz주교육행정법 제18조 ; Saarland주교육규칙법 제17조

2항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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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독일학교법상 학교행

정의 독립성과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법령의 범 내에서

허용되는 학교행정의 상 자율성에 그치는 것이지 실질 의미

의 자치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1970년 ‘학교의 민주화’ 과정에서 독일교육자문회의

교육분과 원회는 아래로의 권한의 임에 의해 교육 역과 행

정 역에서의 학교의 독립성을 확 할 것을 권고하 다. 즉, 동

원회는 학교감독 청의 지시권을 과감하게 철폐함으로써 교육의

계획과 형성에 있어서의 학교의 결정재량권을 확 하고, 국가의 교

육과정개발에 있어서 학교의 력권을 제도화하며, 학교를 법 으

로 독립된 행정단 로 확립시켜 할당된 재정을 독자 으로 운용하

게 할 것을 권고하 다. 나아가 동 원회는 교육행정 청의 문감

독권을 제한하고 학교가 자신의 교육과정을 스스로 편성할 수 있도

록 재량권을 넓 주며 앙의 교육과정도 간이화해 것을 요구하

다.

그러나 동 원회의 이러한 입법개 안은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반 되지 못했다. 이것은 학교재량의 범 화와 자치화는 교육의

국 으로 단일하고 균등한 수 의 확보에 이 될 것이라는 우

려가 크게 작용하 기 때문이다. 이에 해 Heckel은 “학교의 자유

는 법 인 보장도 요하지만 학교장과 교사의 책임감과 용기가 더

요하다. 학교의 자유는 그것이 강력한 개성에 의해 행사될 때에

는 형식 인 법제도 이상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학교가

스스로 자치권을 확보하기 한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학교의 자치와 자율에 해 지시와 개입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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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과 보호를 하는 학교감독 청의 태도도 요하다고 보고 있

다.148)

3. 학교 참여의 원리

가. 학교참여의 의의

독일 학교법상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한 가지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학교참여권이 제도 으로 보장되고 있다는 이다. 학교참

여제도는 독일 기본권 제7조와 제20조 등에 근거하는 것으로 국가

교육고권 행사에 있어서 요한 원리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 이

하에서 학교참여의 의의, 학교참여의 법 토 , 학교참여의 형식

등에 해서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학교참여(Schulpartizipation)라고 함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학교의 운 과 결정에 참여하는 제도화된 권리, 는 그 제도를 의

미한다.149) 공식 학교참여가 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그것이 제

도화된 권리라고 하는 데에 있다.

비공식 학교참여는 과거 군주시 에도 당연한 일로 받아들

여졌다. 학교가 그 운 에 있어서 일차 으로 교사의 력과 그

단에 의존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당연한 일이었으며, 부모의 학교에

한 개별 인 도 마찬가지로 인정되었다.150) 학생도 한 결코

학교 교육의 객체에만 머물지 않았으며 학교운 에 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극 인 의사개진을 통하여 학교의사 형성의 한 추를

148) H. Heckel u. H. Avenarius, a. a. O., S. 69.

149) H. Heckel u. H. Avenarius, a. a. O., SS. 69ff.

150) 이에 한 논의로는 컨 , H. U. Müller, "Faktische Elternschaft als

soziale Realität" RdJB 1990, SS. 204f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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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비공식 학교참여는 제도 으로 보

장된 권리가 아니라는 에서 법 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법 효력을 갖는 학교참여제도가 확립된 것은 그 게 오래된 일

이 아니다.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에게 력권(Mitwirkungsrechte)

을 인정한다는 것은 Weimar공화국 시 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생

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즉,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학교는 교사들의

의견을 듣기는 하지만 책임을 지지 않으며, 학생과 학부모를 학교

권력(Schulgewalt)에 복종시키지만 그들의 권리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 거의 권한을 행사하는 교장에 의해 리될 뿐이었으

며, 학교참여란 일부 진보주의자들의 이상에 불과할 뿐이었다.

학교참여를 일반 으로 인정하게 된 것은 제2차 세계 후 연방

공화국 시 에 들어와서부터이다. 즉, 이 때부터 기존의 ‘행정 료에

의해 리된 학교’를 합의제 운 방식(kollegiale Schulleitungs

-formen)에 의한 학교로 탈바꿈시키고, 교사 의회를 학교에서의

의사를 형성하는 주된 기 으로 인정하기에 이르 다. 연방공화국

에서의 구체 인 발 과정을 보면 학교참여제도는 우선 등학교에

서 시행되고 차 으로 김나지움과 직업교육학교에까지 확 되어

나갔는데, 처음에는 교사들만의 집단 참여권이 인정되었으며, 교

사 이 외에 부모와 학생들에게까지 이 권리가 보장되게 된 것은

그 후의 일이다.

학교참여제도는 기부터 그 형식이 완비된 것이 아니며 특히

1960년 말부터 70년 사이에 벌어진 ‘학교의 민주화’ 운 에

의해서 비로소 그 내용이 정비되고 제도가 확충되었다.

오늘날에는 학교참여는 개별학교 차원을 넘어 지역 차원이나

시․도 단계, 나아가 주 수 에서 앙 지방정부의 교육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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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감독 그 밖의 교육고권 통치활동에 한 보충 력권

(zusätliche Mitwirkungsrechte)으로서 행사되고 있다.

1973년 독일교육자문 원회 교육분과 원회는 교육제도에 있어

서의 조직과 행정의 개 을 한 권고안에서 교사와 학생, 부모의

학교참여를 강화할 것을 제안함으로써 이 운동의 성과를 구체 으

로 반 하고 있다.151)

나. 학교참여의 헌법 근거

교사와 학생, 학부모에게 제도화된 학교참여는 헌법 으로 인정

되고 있는가 혹은 인정된다면 어느 정도의 범 에서 인정되는가 하

는 문제는 학설상 다툼의 상이 되어 왔다. 어떤 학설은 기본법

제20조 1항과 제28조 1항의 민주주의원리, 동법 제6조 2항과 제2조

1항의 부모의 권리와 학생의 권리 등에서 그 법 근거를 구하지

만, 다른 학설은 이러한 해석에 반 하면서 기본법 제7조 1항상

의 학교감독권에서 그 근거를 구한다. 이 학설은, 학교는 학생들이

사회와 국가에 훌륭하게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도록 국가

로부터 임무를 임받았는데, 이러한 임무를 잘 완수하기 해서는

학생들을 오직 민주주의와 용과 개정의 정신으로 가르쳐야 하는

바, 그것은 참여 으로 형성되는 학교조직에서 가장 잘 실 되므로

궁극 으로 국가의 학교조직 형성권의 근거가 되는 기본법 제7조 1

항에 귀착되는 것이라고 하는 논지를 개하고 있다.

생각건 , 독일학교법상 학교참여의 헌법 근거는 이를 어느 일

151) 이에 해서는 Deutscher Bildungsrat, Zur Reform von Organisation und

Verwaltung in Bildungswesen. Teil I : Verstärkte Selbständigkeit der

Schule und Partizipation der Lehrer, Schüler und Eltern, Stuttgart, 197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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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만 구하기보다는 종합 으로 고려해도 좋다고 본다. 즉, 기본

법 제20조, 제28조, 제6조 2항과 제2조 1항은 물론 제7조 제1항등

이 모두 학교참여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 학교참여 형식

학교참여 형식은 각 주마다 규정하고 있는 방법이 달라서 통일

된 정리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통설은 성격과 내용에

따라 체로 소극 참여와 극 참여, 참여와 공동결정이라고

하는 형태로 유형화하고 있다.

첫째, 소극 참여는 Saarland주의 학교참여에 한 법률 제2조

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정보청

구권 행사를 그 심 내용으로 한다. 이 권리의 행사가 소극 이라

고 하는 이유는 이 권리는 단지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에 해 학

교로부터 주어지는 정보를 취득할 권리를 의미할뿐, 이로써 학사에

직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는데 있다. 따라서 엄격한 의미에서 보

면 이것은 직 인 활동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참여라고 하기

에 부 한 면도 있다.

둘째, 극 참여는 그 내용에 따라 참여와 공동결정이라고 하

는 두 가지 형식으로 구분하는 것이 보통이다. 참여는 체로 구성

원들 상호간의 경험과 의견을 교환하는 토의, 격려와 희망사항

요구사항들의 경청, 학교에 한 공동자문활동 의견 개진, 합의

와 실행을 목 으로 하는 토론, 제안권 이의제기권의 행사 등을

내용을 하고 있으며, 공동결정은 선거에서의 투표권 행사와 학교와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 징계처분에 한 재 등을 포함하고 있

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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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가지 형식의 구체 범주에 해서는 논의가 분분하나,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이 게 법 으로 보장된 참여제도가 있다

고 해서 구성원들의 학사에 한 실제 인 개입이 항상 이 제도에

따라 자동 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그 구성

원들이 무 심과 태만으로 수동 으로 행동하는 부모 표나 학생

표는 학교조직에서 강력한 입지를 확보할 수 없다.

라. 학교참여의 조직

각주에 있어서 학교의 법 조직은 원칙 으로 동등하다. 학교참

여의 측면에서 학교조직을 살펴보면 학교조직은 학교의 의사형성과

그 운 을 직 으로 표하는 기 과 간 으로 학교조직에 참

여하는 기 으로 구성된다. 자의 기 에는 학교운 에 해 직

책임을 지고 있는 학교장과 교사 의회, 학교 의회가 있으며 후자

의 기 에는 학생 표회의와 학부모 표회의가 있다. 이들 기 의

조직과 권한에 한 구체 인 법 검토는 본고의 과제가 아니거니

와 여기서 개략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조직에서 가장 두드러진 기 은 학교장이다. 학교장의 법

지 는 학교운 의 형태가 리 이냐 의 이냐 하는데 따라 학

교의 리자로서의 지 와 교사 의회의 기 으로서의 지 로 구분

된다.

오늘날은 모든 주에서 교사들의 체 의회가 어도 학교에서의

교육에 한 책임을 수행한다고 하는 원칙이 용되고 있으며, 이

에 따라 학교장의 지 도 학교의 리자로서의 지 보다는 교사

의회의 기 으로서의 지 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나아가 학교장이 교사 의회의 의장으로서 동 의회가 의결한



- 126 -

것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이를 독임제(Alleinverantwortung)로 운

하느냐 다시 3인 는 5인으로 조직된 학교운 원회

(Schulleitungskollegium)의 합의제로 운 하느냐 하는데 해

주마다 입법례가 다르다. 이 부분에 이르러서는 재 Hessen주

와 Niedersachsen주가 운 원회에 의한 합의제 운 을 규정한

것 외에는 모두 독임제를 규정하고 있다.152)

그러나 독일교육자문 원회와 독일법률가회의 학교법 원회는 합

의제 운 의 법제화를 권고하고 있다. 학교장의 임명은 국립의 경

우에는 학교감독 청의 소 사항이며, 공․사립의 경우에는 원칙

으로 학교설립자가 임명하나, 기본법 제20조 2항과 제28조 1항의

의제 민주주의 원칙의 용을 받아 교사 의회 는 학교 의

회의 일정한 력권이 인정된다.

한편 교사 의회(Lehrerkonferenz)는 학교에서의 교사집단의 자

치기 으로서 학교장의 고유한 할권이나 교사․학생 학부모로

구성된 학교 의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교육활동에

련된 제반 사항을 결정하는 주체이다. 교사 의회는 학교장과 그

학교의 모든 교사들로 구성되는 체 의회(Gesamtkonferenz)와

학년별, 학 별, 교과별로 구성되는 부분 의회(Teilkonferenzen)로

구분된다. 교사 의회는 교육활동에 한 요사항을 결정하는데

컨 , 진 결정, 학생 징계처분 등의 결정이 여기서 이루어진다.

한 학교 의회(Schulkonferenz)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표들

로 구성된 의체로서 학교조직변경, 학교규칙, 통학수단 등을 결정

한다.

학생 표(Schülervertretung)는 학생공동책임(Schülermitverant-

152) Deutscher Bildungsrat, a. a. O., S. 112f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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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tung) 는 학생공동행정(Schülermitverwaltung : SMV) 원리

에 의해 인정되는 학생자치기 으로서 학생의 이익에 해 이를 학

교 의회에서 표하고 자치 으로 선택된 과제를 처리하게 되는

데, “학교에서의 학생의 지 에 하여” 1973년 5월 25일 주교육부

장 상설회의가 의정서를 채택한 이후, 오늘날에는 모든 주에서 제

도 으로 인정되고 있다. 학생 표회의는 12년간의 의무교육과정

가운데 5학년 이상에 하여 1단계에서 3단계까지의 표를 두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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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미국헌법상 교육제도의 기본원리

제1 서 론

미국 연방헌법은 우리 헌법 제31조 제4항과 같이 교육의 자주

성․ 문성․정치 립성을 제도 으로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

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육문제는 연방정부에 부여된 헌법 과제라

기보다는 주정부에 부여된 정책 과제로 인식되어 우리나라에서와

같은 맥락에서 교육의 자주성․ 문성․정치 립성을 논의하기

힘들다. 교육문제를 주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부분의 주에서도 교

육이 “지식의 계발을 통해 인간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에 기여”1)

한다거나 “공화제 정부형태(republican form of government)의 안

정성이 시민의 도덕성과 지성에 좌우된다”2)는 인식3)하에 교육의

1) Texas Constitution, Art.7 Sec.1:"A general diffusion of knowledge being

essential to the preservation of the liberties and rights of the people, it

shall be the duty of the Legislature of the State to establish and make

suitable provision for the support and maintenance of the efficient system

of public free school". California 주헌법도 거의 동소이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Art.9 Sec.1)

2) Constitution of the State of South Dakoda, Art. VIII Sec.1: "The stability

of a republican form of government depending on the morality and

intelligence of the people, it shall be the duty of the Legislature to

establish and maintain a general and uniform system of public schools ..."

Idaho 주헌법도 유사한 목 하에 주의회의 입법형성권을 인정하고 있다.(Art.

IX Sec.1)

3) 이 두 가지 목 을 모두 언 하고 있는 경우로는 Arkansas 주헌법의 경우를

들수 있다: “Intelligence and virtue being the safeguards of liberty and the

bulwark of a free and good government..."(Art.14 Sec.1) Connecticut,

Delaware, Georgia, Hawaii 등 상당수의 주에서는 이런 교육의 요성을 명문

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암묵 으로 제하고 주의회가 교육에 한 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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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에 바탕한 자율보다는 정치 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정

치기 인 주의회의 입법권에 교육문제에 한 범 한 형성권을

부여하고 있다.4)

그러나 일련의 교육법 련 결정에서 우리 헌법재 소가 제시한

로 교육의 자주성․ 문성․정치 립성이 특정한 의미를 가진

다고 할 때 그 의미에 상응하는 미국의 법제도차원의 논의를 재구

성해 보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연방헌법에서의 교육

규정의 부재와 주헌법에서 주의회에 부여된 입법형성권의 범 성

에도 불구하고 연방헌법상의 기본 인권의 보장규정은 교육의 자

주성․ 문성․정치 립성을 확보하는 장치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한 교육에 한 주헌법과 주법률들 가운데 교육의

자주성․ 문성․정치 립성과 련되는 규정들이 산재하고 있

기 때문에 이들 규정들의 의미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장에서는 미국헌법체계에서 교육 련 이슈들이 가지는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면서 우리 헌법재 소와 학계의 해석론으로부터 도출

되는 교육의 자주성․ 문성․정치 립성이 내포하는 의미를

제로 그에 상응하는 미국 교육법의 헌법 논의를 정리해 본다.

입법형성권을 가지는 규정을 두고 있다.

4) 개의 주헌법에서 공교육재정의 조달방법에 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도 교육

의 요성에 한 주의 헌법 의무를 뒷받침하기 한 것이다. 한편 기본권으

로서의 교육권의 측면에서 주의 교육에 한 헌법 보장의무를 근하는 경우

로 Wyomying 주 헌법(Art. 97-1-023)이 유일한 것도 이러한 교육에 한 주

의 통제권에 한 인식이 미국헌법체계의 기 에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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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논의의 범

1. 교육의 자주성․ 문성․정치 립성의 의미와 내용

헌법재 소는 교육의 자주성이란 원칙 으로 교육내용과 교육기

구에 한 교육자의 자주 결정권과 행정권력의 통제로부터의 자

유를 의미하는데 좀더 구체 으로는 교사의 교육시설설치자 교

육감독권자로부터의 자유, 교육내용에 한 교육행정기 의 권력

개입의 배제 교육 리기구의 공선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

다.5) 이러한 교육내용에 한 자주 결정권과 교육기구에 한 참

여권과 련한 미국 교육법의 헌법 논의는 교원의 권리의 맥락에

서 논의되고 있다. 특히 교육내용에 한 자주 결정권의 문제는

교육교재의 선택권과 교육방법의 선택권의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

다. 반면 교육기구에 한 참여권은 교원의 결사의 자유나 표 의

자유와 련된 논의들과 연계된다.

한편 헌법재 소는 교육의 문성에 하여 교육정책이나 그 집

행이 가 교육 문가의 주도나 참여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의 교육의 문성은 교육의

자주성의 제가 된다는 의미에서 교육내용과 교육기구에 한 교

육자의 자주 결정권의 문제와 본질 으로 첩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6)

5) 헌재 2001.11.29. 2000헌마278, 례집 제13권 제2집, 773면.

6) 실제로 미국에서 교사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한 교사의 교재선택권 등을 인정

하는 논거의 하나로 문성(professionalism)이 제시되고 있다. (Goldstein

1976: 1335-1338) 우리 교육법학계에서도 교육의 자주성은 교육제도의 법정주

의, 교육자치제도, 교사의 교육자유권, 교육의 립성 원리와 히 연 되는

포 인 주제로 본다. (표시열 2002: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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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미국에서의 교육의 자주성과 문성을 논구하는 과제는 교

육내용과 교육기구에 한 교육자의 자주 결정권을 헌법 차원

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 될 것이다.

교육의 정치 립성의 문제는 우리 교육기본법 제6조가 규정

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교육이 교육본래의 목 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 되어야 하고, 어떠한 정치 ․ 당 는 개인 편

견의 를 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의미한

다. 그 다면 교육의 정치 립성은 교육자가 교육권을 남용하여

정치 편견이 담긴 내용을 교수하는 것에 한 문제와 교육자의

정치활동의 허용범 의 문제가 되고 이는 교육자의 정치 표 의

자유, 학문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어느 정도까지 보장될 수 있

느냐를 논하여야 할 것이다.

2. 학교육의 배제

미국의 부분의 주헌법은 학교육을 심으로 한 고등교육이

교육제도의 정 을 이룬다는 에서 공교육의 요요소로 인정하여

고등교육에 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상

학의 자치가 별개의 규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을 고려하여 이

장의 논의에서는 학교육을 배제하고 다룬다.

3. 사립교육의 배제

19세기 반 공립학교가 도입되기 이 에 미국민의 교육을 담당

하던 사립교육은 교육에 한 개인책임주의에 바탕하여 주법의 통

제로부터도 자유로웠다. 공교육의 도입되기 시작한 이후에도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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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반까지 사립교육에 한 정부의 통제는 드물었다. 20세기

일부주에서 공교육을 의무화하고 이를 반하는 부모 보호자를

경범죄(misdemeanor)로 처벌하는 입법을 제정하 으나 자녀양육

교육권을 침해하 다는 이유로 연방 법원에 의하여 헌선언되

었다.7) 그러나 20세기 반 교육의 공공성이 인정되기 시작하면

서 주의 사립학교에 한 통제권도 확 되었으나 연방헌법상의 정

교분리의 원칙8)이나 법 차원칙에 따라 제한된 범 에 그쳤다.

의무출석일수의 할당 등 최소필요교육을 이행할 의무를 부과하거나

사립학교인가요건을 강화하는 게 주요한 규제이다.9) 따라서 사립학

교에는 강한 자율성이 인정되어 주의 범 한 규제권이 인정되는

공립교육의 경우와 구별된다. 그런데 이같은 사립학교의 자율성은

어디까지나 종교의 자유 등 교육이외의 자유를 실 하기 한 것이

지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한 것이 아니므로 이 의 연구범

에서 제외한다.

7) Pierce, the Governor of Oregon et al. v. Society of Sisters of the Holy

Names of Jesus and Mary, 268 U.S. 510(1925): “연방내의 모든 정부가 존립

근거로 하고 있는 자유의 기본원리는 주가 할내의 모든 아동들을 공립학교교

사에 의해서만 교육받도록 함으로써 그들을 정형화할 수 있는 주의 일반 권

한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아동은 단순한 주정부의 피조물이 아니며 그들을 양육

하고 그들의 운명을 지도하는 자들이 보호아동에게 추가 으로 필요한 것들을

단하고 제공할 의무 권리를 가진다”(535면).

8) 사립학교의 상당수가 종교계통학교이고 주의 개입은 정교분리원칙 반으로 인식

되는 것이 일반 경향이다. 물론 주의 사립학교에 한 지원도 정교분리원칙

반으로 인식된다.

9) Valente 1998: 328-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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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교육의 자주성․ 문성과 련한 미국 법제도

례의 동향

Ⅰ. 교육기구에 한 교육자의 자주 결정권

1. 교육행정체계의 개

미국의 교육제도에서 교육기구에 한 교육자의 자주 결정권을

악하기 해서는 미국의 교육제도에 한 개 인 이해가 필요

하다. 미국은 연방제국가이므로 연방과 주, 그리고 지역교육자치체

가 교육행정체계를 구성하는 기본단 가 된다.

가. 연방과 교육행정

연방정부의 구성과 그 기능에 한 기본법인 연방헌법은 교육제

도에 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방정부는 교육제도에서

특별한 지 를 차지하지 못한다. 그러나 통상 인 연방정부의 권한

행사가 교육제도와 연계될 가능성은 존재한다.

(1) 연방의회

연방의회는 연방헌법 제1조 제8항10)의 일반복리(general welfare)

10) "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lay and collect Taxes, Duties,

Imposts and Excises, to pay the Debts and provide for the common

Defence and general Welfare of the United States". 이 조항의 ‘일반복리’

개념의 해석과 련하여 미국 헌법제정자 표 이론가인 제임스 매디슨

과 알 산더 해 톤은 상반된 의견을 보 다. 매디슨이 이 조항을 제1조에 열

거된 의회의 권한을 재확인하는 것 외에 극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소극

해석론을 제시한 데 반하여 해 톤은 별도로 조세권발동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근거규정이라는 극 해석론을 제시하 다. 연방 법원은 1936의 농업

구조조정법(Agricultural Adjustment Act)의 헌심사(United States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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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한 조세권에 기 하여 교육재정에 한 입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농업기술교육의 진흥을 목 으로 연방정부가 지

를 제공하는 문 학의 설립을 지원하는 1862년 모릴법(Morrill

Act of 1862), 공사립학교의 식을 개선하기 한 1946년 국학

교 식법(National School Lunch Act of 1946), 국가방 활동에

필요한 문인력의 양성을 목 으로 한 1958년 국가방 련교육

법(1958 National Defense Education Act), 소득가정의 교육지

원을 한 1965년 등교육법(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of 1965), 장애학생의 교육지원을 한 1975년 장

애아동교육법(Education for All Handicapped Children Act 1975)

등이 그 이다. 그러나 이런 법들이 교육정책에 한 주의 자율권

을 박탈할 수는 없고 오로지 특정정책을 수용하도록 유도하거나 권

고할 수 있을 뿐이며 수용여부에 한 주의 선택권은 인정된다.11)

연방의회는 이외에도 헌법 제1조 제8항의 주간통상규제권이나 계약

자유조항에 근거하여 교육정책에 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12)

Butler, 297 U.S. 1)에서 해 톤의 해석론을 채택하여 연방의회의 재정지출

련권한은 헌법상 열거된 권한의 행사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시하 다. 뒤이

어 1937년 연방 법원은 일반복리는 유동 개념이며 자의 권한행사로 증명

되지 아니하는 한 연방의회가 공공복리를 해 재정지출을 승인할 수 있다고

시(Helvering v. Davis, 301 U.S. 619)하 고 교육이 공공복리의 한 분야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11) Alexander 2001: 69 즉, 연방의 교육지원 교부조건이 교육 으로나 재정 으

로 혹은 법 으로 침해 성격을 가진다면 주는 연방의 교육 로그램에 참여

하지 않을 수 있다. Wheeler v. Barrera, 417 U.S. 402(1974), modified 422

U.S. 1004 (1975)

12) 주간통상규제조항과 련하여서는 노사 계나 안 통학문제등이 공립학교

운 에 향을 수 있고 계약자유조항의 경우 공립학교고용 계에 련된다.

(Alexander 2001: 69; McCarthy 199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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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부

연방정부의 교육부(US Department of Education)는 연방정부의

교육재정보조 의 구체 집행을 통해 교육문제에 여할 수 있다.

(3) 사법부

연방기 사법부는 헌심사권(judicial review)의 행사를 통

해 교육제도에 상당한 향력을 미친다. 수정헌법 제1조의 표 의

자유, 종교의 자유, 결사의 자유와 수정헌법 제5조와 제14조상의

법 차(due process of law)의 보장을 한 사법부의 활동은 교

육제도의 헌법 한계를 설정하는데 요한 역할을 한다.

나. 주와 교육행정

교육에 한 궁극 인 법 권한은 주가 보유한다. 에서 언

하 듯이 연방국가인 미국의 연방헌법은 교육제도에 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방헌법에 의하여 연방정부에 귀속되지 아

니한 사항에 한 결정권은 각 주와 인민에게 유보된다는 미국연방

헌법 수정 제10조에 의하여 교육제도에 한 원칙 인 권한은 각

주에게 부여되어 있다.13) 50개의 주는 각자 고유한 수요에 따라 독

특한 교육제도를 발 시키고 있지만 일반 인 교육행정체계는 하와

이를 제외한 부분의 주에서 동소이하다. 개의 주헌법은 교육

에 한 규정을 두고 있고14) 그 핵심사항은 주의회의 궁극 인 교

육 련정책결정권 감독권과 구체 교육정책결정 집행에

13) Alexander 2001: 68, 90-91; Johnson 1999: 31; Reutter 1981: 1.

14) Massachusetts, Minnesota 등 일부 주의 헌법에서 교육에 한 독립된 조항

을 두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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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는 주교육 원회(State Board of Education)나 주교육감(Chief

State School Officer)의 구성 조직, 권한에 한 내용을 둔

다.15)

주의 교육행정체계는 주교육 원회(State Board of Education),

교육감(Chief State School Officer), 주교육부(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주교육자치구의 사원체제로 설명된다.16)

(1) 주 교육 원회

교육정책의 결정권과 집행권은 부분의 주에서 원칙 으로 주교

육 원회에 귀속된다. 주헌법기 인 주교육 원회는 주법률의 한계

를 일탈하지 아니하는 범 내에서 교육행정 반에 한 결정권을

가진다. 주교육 원회의 구성방법이나 인원 권한은 주마다 다르

다. 구성방법은 일정한 거주요건을 갖춘 주민 가운데 주지사가 임

명하거나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것이 일반 이다.17) 교육 원이 주

지사에 의해 임명되는 경우 개 상원이나 주의회연석회의의 동의

를 받아 민주 정당성을 확보한다. 교육 원의 임기도 주별로 다

15) Alaska, Maine, Maryland, Massachusetts, Minnesota, North Dakoda, New

York의 경우처럼 주헌법에 주교육 원회와 주교육감에 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고, Idaho, Ohio, Rhode Island처럼 두 기 의 헌법상의 지

는 규정하되 세부내용은 주입법에 포 으로 임하는 규정을 두거나 Iowa처

럼 원래 헌법상의 기 으로 규정하 으나 헌법개정으로 그 규정을 삭제하고

주입법권에 으로 임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교육 원회의 헌법상의 지 와

구성방법 등에 한 기본규정을 두는 것이 부분의 주헌법의 태도이다.

16) 주교육자치구의 경우 하 교육자치구와 간교육자치구가 있는 경우도 있어 오

원체제로 볼 수도 있으나 양자는 교육자치구라는 에서 동일하므로 사원체제

로 설명한다.

17) 선거직으로 하는 경우: Colorado, Hawaii, Kansas. 임명직으로 하는 경우:

Arizona, Florida, Georgia, Missouri, Montana, North Carolina, Virginia,

West Virginia(이상 주지사 + 상원 혹은 의회의 인 ), Mississippi(주지사,

부지사, 하원의장 + 상원인 ). 선거직과 임명직 주의회가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Illinois, Ohio, Texas, Ut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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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데 4년 내지 7년의 경우가 많다. 임명되는 경우나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경우 모두 학교구나 의회선거구를 심으로 일정수의

원을 배정하여 소외지역이 없도록 배려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

다. 선거에 의한 경우도 정당의 참여를 인정하는 경우와 Hawaii

주의 경우처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

(2) 주교육감

주교육감(Chief State School Officer)은 각 주마다 다양한 명

칭18)을 가질 뿐만아니라 그 임명방법 구체 직무도 다양하다.

개의 경우 주교육 원회에 임명되지만 주지사가 임명하거나 선거

에 의해 선출되는 경우도 있다.19) Winsconsin처럼 일부 주에서는

주교육정책결정권 자체를 주교육감에게 부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

반 으로는 주헌법이나 법률에 그 권한의 근거를 두는 주기 인 교

육감은 주입법에 의해 부과되거나 주교육 원회가 결정한 교육정책

과 계획을 집행하는 직무를 담당한다. Louisiana나 Mississippi 주

에서는 주교육감이 주교육부장 의 직무를 겸하기도 한다. 상당수

의 주에서는 교육감이 공교육과 련된 분쟁의 재결청으로서의 역

할도 담당한다. 이때 교육감의 결정은 사법심사의 상이 되어 법

원의 최종심 에 의해 시시비비가 가려진다.

18) 가장 보편 인 용어는 State Superintendent of (Public) Education(or

Instruction)이고 Florida 주처럼 State Commissioner of (Public) Education

이나 Illinois 주처럼 Chief State Educational Officer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19) 주지사가 임명하는 경우: Virginia, 선거직인 경우: Wisconsin, Georgia, 교육

원회 임명 혹은 선거 입법권이 택일할 수 있도록 한 경우: Louisiana,

Indi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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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교육부

주교육부는 일반 으로 교육법이 제 로 실행되고 있는지를 감독

하고 그 실행을 보조하기 한 여러 활동을 수행한다. 교사자격증

의 리나 주재정보조 의 분배와 같은 규제기능에서부터 지방교육

자치구가 독자 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법 행정 문제에 한 자

문 의기능을 수행한다. 주 체차원에서 유기 이고 균형잡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기도 하는데 최

근 이 기능의 요성이 강조되는 경향이다.

(4) 교육자치구(local school district)와 교육행정

주가 교육에 한 법 권한을 가지지만 통 으로 주는 교육

자치구(local school district)를 설립하여 그 자치구의 여러 지역교

육 원회들에 구체 인 교육정책의 집행을 임하고 있다. 주가 직

교육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효율 이지 않기 때문이다.20)

교육자치구의 할 역은 일반행정구역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

다. 지역교육 원회(이하 이 섹션에서는 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

원회로 통칭함)의 규모는 주마다 천차만별이다. 원회의 원은

개 5명에서 9명 사이이며 실제사용경비만이 지 되는 무보수명

직이 부분이다. 90%에 가까운 원회의 원들이 선거로 선출되

며 선거는 개의 경우 정당의 개입이 지된다. 원의 피선자격

은 개 유권자의 자격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외에 교육 문가로

한정되지 않는다.21) 원회는 주의 기 이기 때문에 원의 법

지 는 주공무원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아니다.22) 원회의

20) Alexander 2001: 92

21) 교육 원의 피선자격을 교육 교육행정 문가로 제한하고 있는 우리의 법제

( 를 들어, 지방교육자치법 제60조 제2항 제3항)와 구별되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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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기능은 지방자치체와 유사하기 때문에 지방자치체(quasi-

municipal corporations)로 간주된다. 원회는 합의체기 으로 순

수기술 행정권의 행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회단 로 활동한

다. 원회는 주헌법과 주법률이 명시 으로 부여한 권한의 범 내

에서 활동하여야 하는데 개 집행권, 사법권, 입법권(규제조치

의결권)을 모두 가진다.

2. 교육자의 교육행정과정에의 참여가능성

미국의 교육행정체계를 개 하면서 밝 진 바와 같이 미국의 교

육기구는 원칙 으로 교육 문가의 문성과 자주성을 고려하기 보

다는 정치 민주성을 주요한 구성원리로 삼는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공립학교는 공법인이며 국민에 의해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사

고가 반 된 것이다.23) 정치 으로 구성된 주의회와 주정부, 그리

도 자치 민주성을 확보한 주교육 원회와 지역교육 원회가 교육

정책에 한 결정권을 행사하는 한편 교육자들에 한 고용 감

독기능을 수행한다. 교사의 문성에 바탕한 자주 교육행정의 가

능성은 교육방법(pedagogical methodology)에 한 문성이며 교

육내용과 교육행정에 한 문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에 한 결정권이 교사에게 부여되기 보다는 정치 결정과정

에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배 견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교

육 원회의 구성에 교사가 여할 수 있는 길마 도 상당히 제한

이다.24) 특히 교사들이 그들을 고용하고 있는 학교구의 교육 원회

22) Alexander 2001: 92.

23) Alexander 2001: 31.

24) Arizona 헌법의 경우 특이하게 주교육 원회 원에 교사의 몫이 할당되어 있

다.(Art.11 Se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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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될 수 있는가에 하여 법원은 부정 이다.25)

그러나 교육행정과정에 교육자가 직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제

한되어 있다고 하여 간 으로 여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교육자도 일반시민의 지 에서 교육행정에 한 표 의 자

유를 행사할 수 있으며 한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하여 교원단

체 등 이익단체를 조직할 결사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다.

가. 교육정책에 한 표 의 자유

미국 연방헌법 제1조는 연방정부와 련하여 연방시민의 표 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 권리는 연방헌법 제14조의 법 차조

항을 매개하여 주정부에 해서도 행사될 수 있다.26)

그러나 이 자유는 일반시민으로서의 권리로서 특수신분, 를 들

어 공직에 종사하는 자가 그 직을 유지하면서 일반시민과 동일한

수 으로 이 자유를 향유할 수는 없다는 것이 연방 법원의 통

인 입장이다.

이러한 통 입장의 논거는 권리(right)와 특권(privilege)의 구

25) Haskins v. State ex. rel. Harrington, 516 P.2d 1171(Wyo.1979) 이 사건은

Wyoming 주의 Park County 제1 학교구 교육 원에 그 학교구소속 교원인

Haskins가 선출되자 교원임용권자로서 기능할 수 있는 교육 원과 피고용자인

교원의 지 를 동시에 보유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자격을 박탈한 주지역법원

결정에 하여 Haskins가 주 법원에 항소한 것이다. 주 법원은 지역법원의

결정을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하 다. 법원의 논지는 표 의 자유와 공무담임

권이 인정되지만 이들 권리는 우월 인 주의 이익이 존재하는 경우 제한될 수

있고 양립불가능한(incompatible) 공직의 겸임을 지하는 것은 그 제한의 한

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26) 이하의 내용들에 한 조사 연구에는 선행연구인 김 천, “교원의 지 와

권리: 교원의 지 와 권리에 한 한국과 미국에서의 입법 례의 경향을

심으로-” 한국교육법연구 제6집․제7집(통합호), 237-264면; L.Fisher et al.,

염철 역, 교사와 법, 원미사(2001), 제9장에 의해 많은 도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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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이다. 공직에 있는 자가 일반시민과 마찬가지로 헌법상의 자유를

향유하는 것은 주 권리이지만 공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특권

이라는 논리다. 정치 주장을 한 경 을 해임한 사건에서 그 해임

처분의 헌여부에 한 논증을 통해 홈즈(Holmes) 법 은 정치

표 을 할 헌법상의 권리를 가질 수는 있어도 경찰 이 될 헌

법 권리는 없다고 시하여 공직자의 표 의 자유가 공직에 종사

한다는 이유만으로 제한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 다.27) 이런 권리

와 특권의 구별논증은 주정부에 고용된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공립학

교 교원에게도 1968년까지 용되었었다.

그러나 1968년 주정부에 고용된 교육공무원인 공립학교 교원들

도 공 사안(matters of public concern)에 하여는 연방헌법수

정 제1조상의 표 의 자유를 향유한다는 연방 법원 결정이 나왔

다. 1968년 Pickering v. Board of Education of Township High

School District 205, 391 U.S.563(1968)사건에서 미국 연방 법원

은 정년보장 교원(tenured teachers)이 공 으로 요한 사안에

해 공개 인 의견을 표명하 다는 이유로 해고당해서는 아니된다고

시하여 교원의 교육정책에 한 표 의 자유를 보장하 다. 이

사안에서 문제된 교사의 행 는 교육 원회의 재정정책을 비 하는

내용을 지방신문에 기고한 것이었는데 연방 법원은 교육기 의 재

정정책에 한 의견도 공 사안에 해당된다고 보았다.28) 이 결정

27) McAuliffe v. Mayor of New Bedford, 155 Mass.216, 29 N.E. 517(1892).

28) 연방하 법원에서의 교육정책에 한 교원의 표 의 자유가 논의된 두 사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Bernasconi v. Tempe Elementary School District No.3, 548 F.2d 857

(9th Cir.1977) - Arizona 주의 한 등학교 상담교사가 멕시코계 학생들

이 스페인어가 아닌 어로 시험을 본 후 그 결과 열등반으로 배치되는

정책을 비 한 것에 한 보복으로 다른 학교로 근조치되자 시민권침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할연방지역법원은 원고의 표 의 자유권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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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주목할 것은 사안에서 문제된 표 행 의 주체가 가진 법

지 이다. 연방 법원은 공 사안에 한 의사표 의 자유는 유

권자로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 에서 인정되는 것임을

분명히 하 다. 즉, 교원이 교육정책에 해 비 하는 것은 교육의

자주성과 문성에 바탕한 것이라기보다는 일반시민으로서의 정치

자유권의 용이한 행사를 해 인정되는 것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 다.

이러한 원칙은 1977년 비정년보장 교원(nontenured teachers)의

경우에도 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t. Healthy City School

District Board of Education v. Doyle, 429 U.S. 274(1977) 결

에서 연방 법원은 비정년보장 교원에게도 교육당국의 정책에 해

반 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았다.29)

사에 의해 근되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근으로 보수나 지 에 변화가

없음을 들어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연방항소법원은 보수나 지

에서의 손해가 없더라도 자신에게 합한 근무처를 정책에 한 비 활동

을 이유로 옮기도록 하는 것은 “보호가치 있는 정부로부터의 이익”을 침해

한 것에 해당되고 비 으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하는 학교당국의 이익이 정

책에 한 반 의견을 피력할 상담교사의 권리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없

다는 이유로 원고승소결정을 내렸다.

(2) Knapp v. Whitaker, 757 F.2d 827 (7th Cir. 1985) - Illinois 주의 한 고

등학교 교사 겸 운동부코치가 학교구의 고충처리 차, 코치에 한 불충분

한 여비수당 등을 비 한 행 에 하여 코치직을 박탈당하자 시민권침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지역법원은 기본 으로 침해사실을 인정하 지만

징벌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하 고 연방항소법원도 해당교사의 비 행

공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여 일부원고승소결정

을 내리고 징벌 손해배상청구도 기각하 다.

(3) Anderson v. Central Point School District No.6, 746 F.2d 505 (9th

Cir. 1984)- 학교구 체육정책에 한 비 을 이유로 정직되고 차후 재계약

거부를 통고받은 체육교사 겸 운동부코치에 하여 연방헌법이 보장하는

표 의 자유를 침해당한 이 인정되어 손해배상등이 인정되었다.

29) 이 사건에서 연방 법원은 비정년보장 학교수가 표 행 를 이유로 재임용

상에서 탈락한 것에 해 정년보장여부가 표 의 자유의 침해를 주장하는 소

송의 법요건이 될 수 없다고 시한 Perry v. Sinderman, 408 U.S.

593(1972) 사건을 인용하면서 “수정헌법 제1조 제14조의 권리가 원고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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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 히 임용문제와 같은 사 사안에 한 표 의 자유

는 일반시민에 비하여 제한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30) 그 주요한

논거는 공직자의 표 의 자유를 일반시민수 에서 최 한 보장하게

되면 공무의 효율성과 실효성이 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31) 한

교원의 표 의 자유가 사법심사의 상이 된 경우에 그 제한을 정

당화할 공익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입증책임은 주에게 있지만

사안의 성격에 따라 그 강도가 달라진다. 즉, 공 사안인 경우 주

는 제한을 정당화할 이익의 존재를 명확히 증명해야 하지만 사

사안인 경우 표 의 자유가 교육당국의 권 나 조화로운 근무환경

을 훼손할 수 있다는 추상 인 정황의 제시만으로도 그 제한이 정

당화될 수 있다.32)

년보장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의해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선언하 다. 이 사

안은 한 교사가 라디오 로그램에서 교육당국의 복장규정을 공개하 다는 사실

과 여학생들에게 음란한 제스처를 취하 다는 이유 등으로 재임용이 거부되자

복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연방지역법원과 항소법원은 표 행

가 재임용거부의 요한 계기가 된 을 인정하고 복직 손해배상을 인정

하 다. 그러나 Rehnquist 법원장이 표집필한 연방 법원의 다수의견은 표

의 자유를 행사한 결과 불이익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과 복직을

허용할 수는 없으며 만일 해당교사의 표 행 가 없었더라도 교육 원회가 동

일한 결정을 할 것인지의 여부에 한 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결정을

기환송하 다.

30) Connick v. Myers, 461 U.S. 138(1983).

31) 교원이 직 련되지는 않았지만 공직자의 표 의 자유의 한계를 다룬 1994

년의 Waters v. Churchill에서 연방 법원은 다음과 같이 시하고 있다: “헌

법수정 제1조를 정부고용 련사건에 용함에 있어서 건은 공무수행에 있어

서 그 목 을 최 한 효율 이고 실효성있게 달성할 정부의 이익이 가지는

요도는 정부가 지배주체로서 기능할 때보다는 고용의 주체로서 기능할 때 훨씬

강화된다. 정부는 효율성을 이유로 일반 공 의 표 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그러나 정부가 정부기능의 효율성을 해 특정인을 고용하려 할때 표 의 자유

의 제한은 한 것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 511 U.S. 661, 699(1994).

32) Alexander 2001: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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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정책에 한 결사의 자유

교사들도 미국연방헌법 수정제1조에 의해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

되는 결사의 자유의 향유주체가 된다. 따라서 교사들의 단체결성

활동의 자유는 원칙 으로 보장된다. 실제로 이 자유에 바탕하

여 교원의 이익단체가 존재한다.33) 이들 교원단체를 통해 교육정책

에 한 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교원의 결사의 자유도 공교육을 담당하는 공교육의 주체

로서의 지 에 의하여 학교업무를 방해하거나 교육활동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즉, 교원들은 교내교육환경에 혼

란을 야기하지 아니하는 범 내에서 집단 의사표시를 할 수 있

다.34)

한편 표 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결사의 자유도 교사로서의 지

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시민으로서의 지 에서 보

장되는 자유를 교사에게도 당연히 인정하는 것이라는 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교육의 문성과 자주성에 바탕하여 인정하는 것

이 아니라 일반시민의 정치 자유를 보장하는 연장선에서 인정되

는 것이다. 결사의 자유의 문제는 결사체의 정치 활동이 주로 문

제되는 바 교육의 정치 립성의 문제에서 다루고 여기서는 교육

33) 미국에는 국 규모로 두 개의 교원단체가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국교

육 의회(NEA: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와 미국교사연맹(AFT:

American Federation of Teachers)가 그것이다. 이들 교원단체는 교육정책에

하여 교육자들의 입장을 변하는 역할을 한다. 김유환, “미국에서의 교육주

체 상호간의 법 계”, 한국교육법학회 2003추계학술 회 자료집(2003.9.27),

102-103면.

34) Roberts v. Lake Central School Dis. 317 F.Supp.63(N.D.Ind. 1970),

Gierringer v. Central School Dis., 477 F.2d 803(8th Cir.1975((criticism

against school ban on abortion counselling), Raposa v. Meade School

Dist., 790 F.2d 1349(8th Cir.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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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과정에의 교사의 참여가 결사의 자유를 통해 보장된다는

만 지 하도록 한다.

3. 소결

공립학교 교원은 표 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통하여 교육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참여권은 교육의 문성과

자주성에 바탕한 것이라기 보다는 일반시민과 마찬가지로 국가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정치 참여권의 성격인

것이므로 교원의 신분에 바탕한 참여권은 아니라는 을 유의할 필

요가 있다.

Ⅱ. 교육내용에 한 교육자의 자주 결정권

1. 교육내용에 한 법체계 행정체계

공립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에 한 최종 결정권은

개 주의회에 부여되어 있다. 주의회의 교육내용에 한 결정권의

유일한 통제장치는 연방헌법과 주헌법상의 기본권보장규정과 입법

권에 한 제한규정이다.

가. 주헌법의 교육내용에 한 규정

가장 일반 인 주헌법상의 교육내용과 련한 규제규정은 종교교

육에 한 것이다. 부분의 주에서 공립학교에 하여는 특정종

를 선 하는 교육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종 의 신

념에 입각하여 설립되고 운 되는 사립학교에 주재정의 지원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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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35) 그 외에도 주헌법에

교육내용에 한 개별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다. 몇몇 사례를

들어보자. Oklahoma 주헌법은 주의회가 공립학교에서 “농업

(agriculture), 원 (horticulture), 축산(stock feeding) 가정학

(domestic science)”의 요소들이 교육될 수 있도록 지원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36) North Dakoda 주헌법은 모든 교육이 진실성, 인

내, 순수성, 공공정신, 모든 종류의 순수한 노동에 한 존 의

요성을 각인시킬 수 있는 내용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주의회로 하여

문맹을 퇴치하고 교육과정에서 정한 통일성을 추구하여야 하

며 산업, 과학 농업의 진보를 이루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

록 의무를 부과한다.37)

나. 주법의 교육내용에 한 규정

각 주의회가 교육내용에 한 결정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일정하

지 않다. 일부 주에서는 교과과정자체에 한 상세한 규정을 담은

상당수의 주법률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 반면 나머지 주에서

는 포 규정을 두고 있다. 부분의 주에서 연방헌법에 한 교육

을 필수과목으로 정하고 있으며 체주의 약 3분의 2 정도가 주헌

법에 한 교육을 필수과정으로 요구하고 있다. 약 4분의 3정도의

주에서 등교육에 미국역사과목을 요구하는 한편 약 19개의 주에

서 등교육에서도 미국역사과목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다. 이외에

35) South Dakoda 주헌법의 경우는 특정종 학교에 한 재정지원을 지하면서

도 비종 내용의 교재를 부하는 것은 허용하는 헌법규정을 두고 있는 특

색이 있다. (Art. III Sec.20).

36) Constitution of the State of Oklahoma, Sec XIII-8.

37) Constitution of the State of North Dakoda, Art. VIII Sec.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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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부분의 주에서 수학, 철자법, 음주 마약의 폐해, 안

기 체육교육과정을 요구하는 규정들을 가지고 있다.

상세한 교육내용과 련한 규정을 두고 있는 로는 Delaware

주의 한 법률을 들 수 있는데 이 법률은 1차 휴 기념일

(Armistice Day)을 기념하여 오 11시와 12시 사이에 기념식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다.38) Indiana의 한 주법은 선거직 2주내에

6등 에서 12등 의 학생 원에게 선거 련토론수업을 다섯 차례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39) California 주교육법은

농민운동가 Cesar Chavez와 미합 국농장노동운동(farm labour

movement)에 한 역사를 교과과정에 포함시키도록 특별히 요구

하고 있다.40) 일부 주에서는 일정수의 유권자가 지지하는 과목을

교과과정에 포함시킬 것을 규정하는 법률조항이 있고 일부 주는

합리 인 이유를 제시한 학생들에게 특정과목의 수강을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교육 원회에 부여하는 법률규정을 두고 있기도

한다.

주법률에서 교육내용에서 지하고 있는 사항들은 개 특정종

교리(sectarian doctrines), 체제 복 교의(subversive doctrines),

공산주의(Communism), 생체해부(vivisection)에 한 것들이다.

다. 하 교육행정체계

주법률의 규정을 시행하는 주교육 원회와 주교육부의 명령과 규

칙들이 교육내용에 하여 규정하는 정도도 주별로 천차만별이다.

그러나 주별로 교육내용에 한 상 입법들의 다양성이 존재함에도

38) Reutter 1981: 30.

39) Reutter 1981: 30.

40) California Education Code, Sec. 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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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실 으로 교과내용에 한 구체 이고 실질 인 결정은

지역교육 원회에서 이루어진다는 에 있어서는 모든 주가 공통

이다. 특히 교육방법에 하여는 지역교육 원회의 자율권이 상당

히 보장되는 경향이 있다. 를 들어, 필수교과과정에 한 결정이

상 행정단계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교육방법에 한 결정은

주로 지역교육 원회의 자율성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 이다. 그러

나 지역교육 원회가 궁극 으로 교과과정에 한 주의 규제에 따

라야 한다는데 의문이 없다. 즉, 주입법, 주교육 원회규칙, 주교육

감의 명령, 주사법부의 법령해석에 따라야 한다. 많은 주에서 주교

육부가 제정한 교과과정지침서(state guidelines)에는 필수교과과정

과 임의교과과정이 있고 필수교과과정을 지역교육 원회는 거부할

수 없다. 주교육 원회나 해당지역시민의 교과과정과 련한 주차

원의 규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주의 규제에 불응하는 것

이 면책되지 아니한다. 다만 실 으로 주차원의 규제가 허용하는

범 내에서 지역교육 원회는 교과과정에 한 범 한 재량권을

가진다.

2. 교육내용에 한 주의 감독 규제권의 실례 (1) :

Nebraska 주학교법

Nebraska 주학교법은 주법 제79장에 편재되어 있다. 이 장에서

교육내용과 련하여 특기할만한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다문화교육 로그램 시행의무

지역교육 원회는 교육부와 의하여 아 리카계 미국인,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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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미국인, 히스패닉계 미국인, 태생미국인의 문화, 역사, 기여도에

한 교육을 인간 계와 그 민감성에 강조 을 두고 강의하는 다문

화교육 로그램을 유아원단계에서부터 12학년까지 시행할 의무가

있다.41)

나. 미국정체성교육 로그램 시행의무

삶의 원칙에 한 정립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고 미국이 지향하는 가치인 자유, 정의, 민주, 미국

에 한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도록 교육체계를 운 하고 교과서를

채택하며 교과과정을 정립하는 것이 교육제도의 목 임을 선언하고

있다. 이를 실천하기 하여 지역교육 원회는 매학년도 에 3인의

원으로 구성되는 미국주의 원회(committee on Americanism)를

설치한다.

미국주의 원회는 미국사와 시민정부론에 한 교육에 사용될 교

과서의 검정권을 가진다.42) 이 원회는 이들 교과서들이 미국의

독립과 입헌정부의 수립 연방의 유지에 기여한 인물들의 업 을

충분히 강조하고 단순히 역사 사건이나 시간을 기술하는 수 을

넘어서 다양한 민족그룹들이 미국제도에 한 존 과 자 을 발

시키는데 기여한 바를 서술하도록 지도할 권한도 부여받고 있다.43)

특히 미국사교과에서는 다양한 인종그룹이 미국의 한 단일국가

의 발 , 정치, 행정, 학문, 문학, 의학, 교육, 음악, 미술의 발 ,

시에서의 병역의무의 수행에 있어서 기여하 음을 충분히 강조하여

41) Sec.79-720.

42) Sec. 79-724 (1)(a).

43) Sec. 79-724 (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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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44) 공립학교 뿐만아니라 모든 사립 종립학교의 6학년이

하의 학년에서는 매주 최소 한시간 이상 미국사에 련되거나 미국

의 웅들의 업 에 한 낭독회를 가지거나 애국 가요(patriotic

songs)를 부르며 모든 학생들이 국가(the Star- Spangled Banner

and America)를 암송하도록 계도하며 국기에 한 양과 그 게

양시의 올바른 자세를 지도한다.45) 공립학교 뿐만아니라 모든 사립

종립학교 5학년에서 8학년 최소한 3분의 2의 기간동안 매주

최소한 3단 강의를 검정교과서를 통해 미국사강좌를 배정하여 애

국심을 배양할 수 있도록 흥미롭고 알찬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야 한다.46) 고등학교의 최소 2개 학년은 매주 최소 3단 강의를 공

민교육에 배당하여 연방헌법과 주헌법, 정치체제의 장 나

즘, 공산주의, 혹은 이와 유사한 이데올로기의 문제 과 험성,

시민의 의무에 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47)

다. 미국인디안아동을 한 인디안언어교육 로그램

미국인디안아동이 인디안언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인디안아동이

있는 학교에서는 인디안언어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48)

3. 교육내용에 한 주의 감독 규제권의 실례 (2) :

North Carolina 주 등교육법

North Carolina 주 등교육법은 주법 제115C장에 편재되어 있

44) Sec. 79-724 (2).

45) Sec. 79-724 (3).

46) Sec. 79-724 (4).

47) Sec. 79-724 (5).

48) Sec. 79-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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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육내용과 련하여서는 기본교육 로그램(Basic Education

Program)의 시행에 한 규정이 특기할만 하다. 기본교육 로그램

은 주 역에서 모든 공립학교가 시행해야할 핵심교과과정을 주교육

원회가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주 등교육법이 수권하고 있는 것

이다. 특히 기본교육 로그램이 포함하고 있는 핵심교과과정으로

주법이 규정하고 있는 주요한 것들은 다음과 같다.

(1) 등과정에서 1년, 등과정에서 1년 도합 2년동안 North

Carolina 주의 역사와 지리에 한 수업을 필수 으로 이수

한다.49)

(2) 학년별로 한 교재를 활용하여 미국연방의 시민권, North

Carolina 주정부제도, 미연방정부제도, 자유시장경제제도, 불

법마약과 알코올의 험성에 한 통합교육이 시행되도록 지

역교육 원회는 한 조치를 취한다.50)

(3) 학교보건교육 로그램(school health education program)을

마련하여 유아원부터 9학년까지 연령 에 합하게 다음 사

항을 교육한다: 정신 감정건강, 마약 알코올남용방지,

양, 치아건강, 환경건강, 가족생활, 소비자건강, 질병통제,

성장 계발, 응 구호술, 후천성면역결핍증을 포함한 성병,

혼 순결, 자 거안 51)

(4) 고등학교 사회교육교과과정 (high school social studies

curriculum)을 통하여 민주정치과정에 참여하는 훈련을 하게

하여 시민권과 공민교육을 시행한다. 특히, 학생들에게 각

49) N.C. Gen.Stat. Sec.115C-81 (b1).

50) N.C. Gen.Stat. Sec.115C-81 (c).

51) N.C. Gen.Stat. Sec.115C-81 (e1)(1).



- 152 -

선거직 공무원에 하여 안에 한 편지보내기, 투표

민주정치과정에 참여하는 일의 요성에 한 교육, 안

정치제도에 한 정보, 민주정치과정과 입법과정에 한 정

보를 사회교육교과과정에 포함시키도록 한다.52)

4. 교육내용에 한 주의 규제권에 한 례의 동향

가. 연방 법원의 결정

(1) Meyer v. Nebraska, 262 U.S. 390 (1923)

연방 법원은 9학년 이하의 학생들에게 미국시민으로서의 성장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외국어의 교육을 지하는 네 라스카 주법

이 연방헌법수정 제14조에 의해 보호되는 자유권에 포함되는 외국

어교사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부모의 자녀교육권,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여 헌이라고 시하 다. 연방 법원은 네 라스카 주법의

입법목 의 정당성은 인정하 으나 그 실 방법이 하지 못하여

실체 법 차를 반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 문제된

학교는 사립학교 고 공립학교의 경우 교과과정에 한 정부의 통

제권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한 문제는 Epperson v.

Arkansas 사건까지 미해결의 과제로 남겨졌다.53)

(2) School District v. Schempp, 374 U.S. 203(1963)

연방 법원은 공립학교에서 강의 시작시간에 성경을 독하거나

주기도문을 반복하도록 하는 주법을 헌으로 선언하 다. 비록

부분의 학부모가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정교분리의 원칙상 정부의

52) N.C. Gen.Stat. Sec.115C-81 (g1)(1).

53) Goldstein 1976: 1307-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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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 다. 이 사건에서

연방 법원은 객 으로 비종교 인 교육목 을 달성하기 하여

성경을 교재로 사용하는 것까지 지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

다.54)

(3) Epperson v. Arkansas, 393 U.S. 97 (1968)

연방 법원은 공립학교에서 진화론의 학습을 지하는 아칸소 주

법을 정교분리원칙에 반하는 헌법률로 선언하 다. 이 법은 공립

학교에서 “인류가 하등동물로부터 진화해 왔다는 이론을 가르치거

나”“이 이론을 담은 교과서를 공립학교에서 채택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지하고 이를 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한편 담당

자를 면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 결정으로 공립학교에서의 교과과

정에 한 정부의 통제권도 인 것이 아니라 제한 인 것임이

연방 법원에 의해 확인되었다.

나. 연방하 법원의 결정

(1) Keefe v. Geanakos, 418 F.2d 359(1st Cir. 1969)

고등학교 어교사 Keefe가 비어인 “motherfucker”를 반복해서

사용한 한 월간지 기사에 한 분석을 과제로 부과한 다음 그 비

어의 어원과 그 기사에서의 의미 등을 심으로 그 비어에 한

수업을 진행하 다는 이유로 학교 원회에 소환되었다. Keefe가 수

업시간에 그 비어의 사용을 지하라는 결정에 불복하자 정직결정

54) 1980년에는 십계명을 학교벽에 게시하도록 규정하는 Kentucky 주법을 정교분

리원칙 반으로 헌선언하기도 하 다. (Stone v Graham, 449 U.S. 39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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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려지고 그에 한 해고 차가 개시되었다. Keefe는 교과과정

에 한 결정권이 학문의 자유에 의해 보장된다는 논지로 해고청문

회를 지시킬 것을 주장하는 소를 제기하 다.

Massachusetts 연방지역법원은 Keefe의 청구를 기각하 으나

제1 연방항소법원은 이를 번복하여 청문 차 지결정을 내렸다. 항

소법원의 논지는 학부모의 정서(sensibilities)가 교육내용의 성

을 평가하는 기 이 될 수는 없으며 문제의 기사는 학술

인 가치를 지닌 내용있는 읽을거리로 이런 기사를 무턱 고

교육 장에서 배제하는 것은 교육의 진정한 가치를 왜곡하는 것

이라는 취지 다.55) 결국 교육 가치(educational value)가 있

음이 입증되면 교사의 교육내용에 한 단권이 존 된다고 법

원이 단하고 있다.

(2) Lindros v. Governing Bd., 9 Cal.3d 524, cert. denied, 414

U.S. 1112(1973)

고등학교 비 임 어교사인 Lindros가 10학년 창작수업에서 비

어인 motherfucker를 사용한 자신의 교육경험을 담은 소설을 읽어

것이 빌미가 되어 재계약이 거부되자 교육당국을 상 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캘리포니아 주 법원은 당시의 정황으로 볼 때

그런 류의 비어의 사용은 오히려 교육 목 을 달성하는데 유용하

다는 이유로 Lindros의 주장을 받아들 다. Keefe 사건의 경우

와 마찬가지로 교육 가치가 인정된다는 사실 때문에 교육내용에

한 교사의 자율권이 인정된 것으로 분석된다.

55) 418 F.2d 359, 361-362(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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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편 1950년 정부 복을 선동하는 교육을 지하는 주법률

들이 연방 법원의 헌심사를 통과하 으나 1960년 말 상

당수가 헌선언되었다.56)

5. 교육자의 교육내용에 한 자율성의 허용범 와 법 근거

가. 교육내용에 한 자율성의 허용범

앞서 지 하 듯이 교육내용에 한 최종 인 결정권은 주의회와

교육당국에 있으며 공립학교의 교육자들은 당국이 설정한 한계를

일탈하지 않는 범 내에서 자율성을 가진다. 법률에 구체 으로 권

리가 부여되지 아니하는 한 교과내용의 확정이나 수업과정의 계획

에 한 교육자들의 건의를 받아들일 의무가 교육당국에 존재하지

않으며, 교과내용 일부분을 고의로 가르치지 않는 것도 허용되

지 않는다.57) 한 교육방법선택에서의 재량을 이유로 기본교육내

용을 본질 으로 변질시키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58) 이런 실에

한 교육자들의 항수단은 표 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들어 교

육내용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표 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도 자유가 아니므로 이를 제한할 주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제한될 수 있다. 그 제한의 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교육 가

치(educational value)가 없는 경우, 학교규율을 실질 으로 해하

는 경우이다. 특히 교육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강의와의

56) Reutter 1981: 34.

57) 를 들어, 종교 이유로 애국심을 고취하는 내용을 수업하지 않을 자유는 보

장되지 않는다고 선언한 Palmer v. Board of Education of Chicago, 603

F.2d 1271, 1274(7th Cir. 1979), cert. denied, 444 U.S. 1026(1980). 이외에도

김 천, 250-251; Levin 1986: 1660-1661.

58) Millikan v. Board of Directors, 93 Wash. 2d 522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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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성(relevance), 수강생의 연령 합성(suitability to the age)과

성숙성이 주요한 기 이 된다.59)

나. 법 근거로서의 학문의 자유와 표 의 자유

연방 법원은 정식으로 학문의 자유를 등학교 교실에서 주장

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한 은 없다. 학문의 자유는 표

의 자유의 한 내포로 인정되고 있기는 하지만 학 등 고등교육

기 의 교육자에게 인정되어 왔고 등학교 교사에게 인정되지는

않아왔다.60) “교육자가 문가 단에 따라 하다 여겨지는

것을 교육할 자유”61)로 정의되는 학문의 자유는 그 자체로 독자

인 헌법 기본권이 아니라 학교에서 “정통 신념으로만 교실을

포장하는”(cast a pall of orthodoxy over the classroom)62) 입법

59) Turner-Egner 1989: 378-379.

60) 학문의 자유의 인정범 를 고등교육기 이 교육자로 한정하는 주요한 논거는

교육을 서술 교육과 분석 교육으로 구분하는 교육에 한 이분법 이해

이다. 자의 경우 단순한 사실 달 측면이 심을 이루고 후자의 경우 가치

단 측면이 심을 이루기 때문에 후자의 경우 학문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

지만 자의 경우 학문이 자유를 인정할 여지가 다고 보는 것이다.

S.Goldstein, "The Asserted Constitutional Right of Public School

Teaches to Determine What They Teach", 124 U.Pa.L.Rev. 1293,

1297-1298(1976).

61) Edwards v. Aguillard, 482 U.S. 578(1987)

62) 이 표 을 처음 사용한 Keyishian v. Board of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the State of New York, 385 U.S. 589 (1967)에서의 Brennan 사의 다음

설시는 학문의 자유와 련된 연구에서 자주 회자되고 있다: “우리 국민은 학

문의 자유를 보호하기 하여 최선을 다하여 왔다. 학문의 자유는 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우월 가치를 가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자유는 연방

헌법수정 제1조의 주요한 내용으로서 정통 신념으로만 교실을 포장하는

법을 지한다. ... 특히 교실은 “사상의 자유시장”(marketplace of ideas)이다.

국가의 미래는 권 를 가진 자들의 선택이 아니라 다양한 주장들 가운데 진실

을 발견할 수 있는 사상의 교환활동이 폭넓게 이루어지는 환경속에서 훈련된

지도자들의 손에 달려있다“.(385 U.S. at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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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하는 헌법수정 제1조상의 표 의 자유를 특수하게 표 하는

것을 의미한다.63) 그 결과 등학교의 경우 헌법 권리로서의

학문의 자유 그 자체를 인정하는 사례가 없지만64) 표 의 자유의

한 내포로서 그와 련된 이익이 보호된 는 있음은 에서 살핀

바와 같다.

Ⅲ. 교재선택권

1. 교과서선택권

교육에 한 주의 궁극 인 통제권을 고려할 때 최종 인 교과

서선택권이 주에 있다는 에 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

나 구체 인 교과서선택권의 행사과정은 주별로 차이가 많다. 반

정도의 주에서 주교육 원회 혹은 주교과서심의 원회가 교과서선

택권을 행사한다.65) 교과서심의 원회가 설치된 주의 경우 이들

원회는 교육 문가들로 구성된다.66) 각 주는 특정교과에 하여 단

일교과서를 지정할 수도 있고 일정수의 교과서목록을 제시할 수도

있지만 단일교과서의 지정은 오늘날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나머지

주의 경우 지역교육 원회에 교과서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 경

63) Alexander 2001: 708.

64) 를 들어, Mailloux v. Kiley, 323 F.Supp.1387, 1392 (D. Mass.)는 학문의

자유가 등과정에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있다.(Goldstein 1976:

1328 재인용).

65) Virginia 주의 경우 주헌법이 주교육 원회의 교과서 부교재인정권을 부여하

고 있다.(Art. VIII Sec.5(d)).

66) 를 들어, Oklahoma 주헌법은 주지사가 임명하는 교육 문가(active

educators)로 구성되는 교과서선정 원회로 하여 지역교육 원회소속의 지역

교과서선정 원회가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는 기본교과서목록을 제정할 수 있

는 헌법상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Sec. XIII-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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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주차원의 권한을 지역교육 원회에 임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

이 일반 이다. 법리 으로 이 임권은 주의회나 주교육 원회의

결정에 의해 회수될 수 있다. 주차원에서 교과서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지역교육 원회가 보충교재선택권을 인정하는 경우

가 많다. 그런데 Colorado 주의 경우처럼 주헌법에 주의회나 주교

육 원회가 교과서를 지정하는 행 를 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

다.67)

주법이 교과서의 내용에 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다.

개의 주에서 폭력을 선동하거나 종 인 내용를 포함시키지 못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텍사스 주의 경우 “공립학교에서 구입되어지

는 모든 생리학 보건학 교과서는 음주와 마약의 해악에 하여

최소한 한 장(chapter)이상을 할애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

다.68)

체의 3분의 2를 넘는 수의 주에서 특정학년이하의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무상으로 지 하며 일부 주는 공립학교에 을 두고 있지

않은 아동에게도 교과서를 무상 여하는 경우가 있다.69) 이런 주법

은 연방 법원의 합헌결정을 받은 바 있다.70)

2. 부교재선택권

주차원에서 지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한 폭넓은 부교재선택권

이 지역교육당국에 인정된다. 부교재의 선택에 하여 학부모나 납

67) Constitution of the State of Colorado, Art.IX Sec.16.

68) Reutter 1981: 43.

69) 를 들어, 비종 교과서를 모든 학령아동에게 무상으로 여할 수 있도록

한 Constitution of the State of South Dakoda, Art.VIII Sec.20.

70) Reutter 1981: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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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개의 경우 법원은

당해 학생이 그 교재를 사용하는 수업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허용

하는 선에서 부교재선택권의 자율 행사를 허용한다. 물론 폭력을

선동하거나 종 이거나 특정공동체의 도의 념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는 경우 교재의 사용을 지하는 경우도 있다.

3. 교재선택권과 련된 례

가. Brubaker v. Board of Education, 502 F.2d 973 (7th Cir. 1974)

랑스어, 언어기술, 산업미술 수업시간에 마약이나 섹스를 찬미

하는 경향의 시를 담은 부교재를 8학년학생들에게 배부한 비 임교

사들이 재계약이 거부된 사안에 하여 제7연방항소법원은 수업내

용과 직 으로 연계되지 아니하고 학년학생들에게 하지 아

니한 내용임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재계약거부결정의 정당성을 인정

하 다. 교육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부교재의 자율 사용에

한 규제가 정당성을 인정받은 경우이다.

나. Fowler v. Board of Education, 819 F.2d 657, cert. denied,

108 S.Ct.502 (1987)

고등학생들에게 Pink Floyd의 성애를 찬양하는 내용의 화

(The Wall)을 수업시간에 제공한 교사를 해고한 사안에서 제6연방

항소법원은 당해교사가 그 화를 사 에 검토한 바도 없으며 그

화를 내용으로 토론을 한 것도 아니라 수업과는 무 하게 시간때

우기로 화가 상 되었다는 이유로 교육 목 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해고는 정당하다고 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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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Parducci v. Rutland, 316 F.Supp. 352 (Middle District,

Alabama 1970)

알라배마 미들 디스트릭트 연방지역법원은 학문의 자유와 교실에

서의 선동주의로부터 학생을 보호할 주의 이익은 비교형량의 방법

을 통해 조화되어야 한다고 제한 후 교사의 교재선택이 “학교의

질서유지를 한 합리 인 요건들” (reasonable requirements of

discipline in the school)을 “실질 으로” (materially and

substantially) 훼손하 는지를 단하여야 한다는 심사기 을 제시

하 다.

라. Fisher v. Fairbanks North Star Borough School District, 704

P.2d 213 (Alaska 1985)

“미국의 소수자”(American Minorities)라는 강의를 주 하는 교

사인 Fisher가 동성애를 다룬 소설을 부교재로 채택하면서 당국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교과서 부교재채택 에 교육당국의 사 승인

을 얻도록 하는 규정을 반하 다는 이유로 재임용되지 못하 다.

Fisher가 사 승인은 연방헌법 제1조상의 표 의 자유 반이라는

주장을 제기하자 법원은 표 의 자유가 교과과정을 통제할 교육

원회의 권한과 상충되지 아니한다고 시하여 Fisher의 주장을 기

각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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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교육방법선택권

1. 개

로리다 주법은 음주와 마약의 폐해를 가르치도록 규정하면서

“사진, 도표, 구두강연 기타 승인된 방법”에 의하여 교육하도록 구

체 인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미네소타 주법은 애국심을 고취하

기 하여 미국역사와 미국의 정치인이나 애국자들의 기를 숙독

하게 하는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용언어와 련하여 3분의 2에 해당하는 주가 어를 사용하도

록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루이지애나 주는 주헌법에 그런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 North Carolina 주 등교육법은 등과정에

서 외국어강좌이거나 연방법을 수하기 하여 특별히 허용된 경

우가 아니라면 어로 수업을 진행할 의무를 교육행정가와 교사에

게 부과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71)

그러나 외국인 부모를 둔 자녀에 한 외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가 많다.

교육방법선택권은 원칙 으로 주교육부나 교육 원회등 교육당국

에 있으며 학부모는 그들이 반 하는 일부방법을 사용하는 교과로

부터 자녀를 배제해 것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특정방식 로 교

육이 이루어지도록 극 으로 요청할 권리가 없다. 일부 주에서는

교재나 부교재의 채택에 한 부모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경우도 있

다.72)

71) N.C. Gen.Stat. Sec.115C-81(b).

72) North Carolina 주 등교육법은 성병, 혼 순결, 혼 임신에 한 교과과정

에 사용될 교과서 부교재에 한 학부모의 심의권을 인정하고 있다.(N.C.

Gen.Stat. Sec.115C-81 (e)(6)).



- 162 -

2. 례

가. Mailloux v. Kiley, 323 F.Supp.1387 (D. Mass.1971), affirmed,

448 F.2d 1242 (1st Cir. 1971)

사회 으로 용인되는 용어와 그 지 않은 용어를 구분하기 한

목 으로 fuck과 sexual intercourse를 비교하여 설명한 교사를 해

임한 사안에서 매사추세츠 연방지역법원은 연방헌법이 개방 인 정

신과 창조 인 상상력, 모험심을 유발하기 해 교사의 자유로운

단에 의한 교육교재선택권을 인정한다고 제하면서도 등학교

는 부모나 공동체의 이해 계도 반 할 필요가 있어 통 인 교육

방법을 사용하여 기본 인 지식을 제공할 의무가 교사에게 있다는

도 인정하 다. 결국 이 두 가지 이익을 조화롭게 해소하기 해

서는 교육방법에 한 명확한 지침이 교육당국에 의해 마련되어야

하며 만약 그 지침을 교사가 어긴 경우 그에 한 징계를 받는 것

을 허용되지만 그런 지침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보더라도

부 하다고 볼 수 있는 극단 인 경우가 아니라면 자유로운 교육

방법을 사용하 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 다.

나. Kingsville Independent School District v. Cooper, 611 F. 2d

1109(5th Cir. 1980)

고등학교 미국사교사인 Cooper는 학생들에게 남북 쟁이후 재건

기의 역사를 교육하기 하여 당시 인물에 한 역할체험법

(roleplaying simulation)을 사용하 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가 인

종문제에 한 지나친 감정을 유발한다는 불만을 제기하자 학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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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이 그녀의 재임용을 거부하 고 이에 해 Cooper는 학문의 자

유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 다. 제5 연방항소법원은 역할체험

법이 교육방법으로서 연방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 의 자유의 보

호를 받으며 이를 시행한 교사는 그녀가 사용한 교육방법에 의해

교사로서의 효용성(usefulness)을 능가하는 혼란이 래되지 않는

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시하 다. 이 결정은 특정교육방

법에 의한 학교에서의 혼란이 야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사용

한 교사를 징계할 수 없고 그 혼란이 교사로서의 효용성을 압도하

는 수 에 이를 것을 요구한다는 에서 교사의 교육방법에 한

자율권을 강하게 보장하는 심사기 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73)

제4 교육의 정치 립성과 련한 미국의 제도와

례의 동향

앞서 연구범 와 련하여 언 한 바와 같이 교육의 정치

립성은 우리 교육기본법 제6조가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교육이

교육본래의 목 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 되어야 하고, 어

떠한 정치 ․ 당 는 개인 편견의 를 한 방편으로 이

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련하여 실 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 문제는 교육자가 교육

권을 남용하여 정치 편견이 담긴 내용을 교수하는 것이며 두 번

째 문제는 교육자의 정치 활동이 인정되는 범 는 어디까지인가

73) Turner-Egner 1989: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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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결국 교육의 정치 립성의 문제는 교육자의 정치 표

의 자유, 학문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어느 정도까지 보장될 수

있느냐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다.

Ⅰ. 교육내용에 있어서의 정치 립성

교육내용에 한 궁극 인 통제권이 주에 귀속된다는 은 앞서

설명한 바 있다. 여기서는 교육내용에 한 통제권의 특수문제로서

정치 내용의 교육이 허용되는 범 를 교육의 정치 립성 요구

라는 측면에서 고찰해 본다.

1. 미국 주법상 교육내용에 있어서의 정치 립성

몇몇 주 헌법은 교육의 정치 립성을 확보하기 하여 특정

정당의 당원으로서의 자격이나 정치성향심사를 임용조건이나 입학

요건으로 하는 것을 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를 들어, Utah

주헌법 Art. X, Sec. 8이나 Arizona 주헌법 Art. 11, Sec.7이 그러

하다. 한편 Idaho 주헌법의 경우는 공립학교에서 정 성격의 책

이나 문건이 사용되거나 소개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

다.74)

부분의 주에서 교육의 정치 립을 확보하기 한 주법을

채택하고 있다. 를 들어, California 주교육법은 교사가 정치

의견이나 소속정당을 밝히도록 요구하는 교육당국의 조사나 설문에

어떤 경우에도 응할 의무가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75) 이 법은교사

74) Constitution of the State of Idaho, Art.IX,Sec.6.

75) California Education Code, Sec. 490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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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마르크스, 닌, 스탈린주의에 따라 폭력 명으로 미국헌정체계

의 복을 도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산주의를 찬양하거나 학

생들을 의식화하는 행 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76)

2. 교육내용에 있어서의 정치 립성과 련한 례

교육내용의 주입성 련 례로는 Goldsmith v. Board of

Education, 225 P. 783 (Cal. 1924)가 있다.

이 사건의 사실 계는 Sacramento의 한 고등학교 교사인

Goldsmith가 수업시간에 교육감선거에 출마한 특정후보자를 찬양

하면서 학생들의 부모에게 그 후보에게 투표해 것은 선동하여

“ 문가로서 치 못한 행실”(unprofessional conduct)을 보 다

는 이유로 교육 원회의 징계 원회로부터 10주간 정직처분을 받게

되자 그 처분을 취소하고 복직을 명하는 처분(mandamus)을 구하

는 소를 제기한 것이다. 주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 고 항

소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하 다.

Ⅱ. 교육의 정치 립성에 바탕한 교원의 정치 활

동에 한 제한

1. 미국 주법상 교원의 정치활동에 한 제한

가. 충성서약(loyalty oath)

미국의 주들 가운데 교육자로 임용되기 해서는 소 충성서약

76) California Education Code, Sec.5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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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요구하는 주법을 가진 경우가 있다. 이들 서약제도의 합헌여부

는 서약의 내용에 따라 좌우된다.

(1) 충성서약을 헌으로 시한 사례

1) Cramp v. Board of Public Instruction, 368 U.S. 278

(1961)

주공무원에게 “공산당에 한 어떠한 형태의 찬양 지원도 하

지 않을 것”(aid, support, advice, counsel or influence to the

Communist Party)을 서약하도록 요구하고 만일 서약을 거부한 공

무원을 즉시 해임하도록 규정한 로리다 주법에 따라 교직으로부

터 면된 교원이 문제의 법률규정이 지나치게 애매모호하여 법

차가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하 다는 이유로 헌소송을 제기하

다. 주 법원은 이 청구를 기각하 다. 연방 법원은 당해교원의 주

장을 인용하여 주 법원의 결정을 기하 다. Stewart 사가 표

집필한 연방 법원의 결정은 헌심 의 상이 된 법률에서 문제

삼는 행 가 정부를 폭력 으로 복시킬 것(violent overthrow of

state or federal government)을 선동하거나 공산당에 가입하는 행

와 같이 객 단의 기 (objective measurement)이 결여되

어 있어 보통의 지능을 가진 사람들(men of common intelligence)

이 그 해석 용에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애매한

표 으로 특정행 를 요구하거나 지하는 법률로 법 차의 가장

핵심 요소(the first essential of due process of law)를 반하

고 있다고 시하 다. 특히 련된 행 가 연방헌법에 의하여 보

호를 받는 자유권과 련되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표 에 의한 규제

는 더욱 강한 헌 의를 받게 된다고 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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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aggett v. Bullitt, 377 U.S. 360 (1964)

1931년 제정된 워싱턴 주의 한 법률은 모든 교원들에게 국기와

미국연방 워싱턴주의 제도에 한 존 , 법과 질서의 수

미국연방정부에 한 충성을 맹세77)하도록 임용요건으로 강제하고

있었으며 1955년의 한 법률은 모든 주공무원들에게 “체제 복을 지

향하는 사람”(subversive person)이 아니라는 내용의 선서78)를 임

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특히 1955년 법률은 “체제 복을 지

향하는 사람”을 타인에게 폭력 혹은 명 방법으로 입헌정부를

복하거나 변경하거나 그 같은 행 를 방조할 의도를 가진 모든

행 를 지르거나 방조하도록 교사하거나 유도하는 사람으로 시

하고 있었으며 공산당을 체제 복 조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연

방지역법원은 1955년법의 규정이 애매모호하지 않고 충분히 구체

이어서 수정헌법 제1조와 제14조를 반하지 않았다고 결정하

고 1931년법에 하여는 주법원의 해석이 있을 때까지 단을 유

보하 다. 연방 법원은 1931년법과 1955년법 모두가 애매모호하여

법 차를 반하 다고 시하 다. 나아가, 연방 법원은 주가

피고용인에게 부 하게 애매모호한 내용의 행 를 하지 않을 것

77) “I solemnly swear (or affirm) that I will support the constitution and

law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of the State of Washington,

and will by precept and example promote respect for the flag and the

institution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State of

Washington, reverence for law and order and undivided allegiance to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Wash. Laws 1931, c. 103([377 U.S.

360, 361-362]재인용).

78) "[n]o subversive person, as defined in this act, shall be eligible for

employment in, or appointment to any office, or any position of trust or

profit in the government, or in the administration of the business, of

this state, or of any county, municipality, or other political subdivision

of this state." Wash. Rev. Code 9.81.060([377 U.S. 360, 362]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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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서약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일반 사안의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

지만 특히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하여 보호되는 표 의 자유를 축

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3) Keyishian v. Board of Regents of New York, 385

U.S. 589(1967)79)

뉴욕주 교육법 제3021조는 “반역 이며 치안교란 인”(treasonable

or seditious) 언사나 행 는 공립학교제도내에서 해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뉴욕주립 학교 시간강사인 Keyishian

은 재 공산당원이 아니며 과거에도 공산당원이었던 사실이 없다

는 서약을 거부하여 해고되었다. 연방지역법원은 이 법이 합헌이라

고 보았으나 연방 법원은 무엇이 치안교란 인지에 한 분명한

지침을 제공하지 못하여 애매모호한 규정이므로 헌이라고 보았

다.80)

(2) 충성서약을 합헌으로 시한 사례

1) Ohlson v. Phillips, 304 F.Supp.1152 (D. Colo. 1969),

affirmed: 397 U.S. 317(1970)

콜로라도주 연방지역법원은 공립학교 교원 학교수에게 미국

연방헌법 주헌법을 지지할(uphold) 것을 맹세하도록 강제하는

주법은 애매모호하지도 않고 다른 이유로도 헌법 반일 수 없다고

시하 다. 지역법원은 서약의 내용이 헌법 조직법체계에 한

단순한 인정에 불과하므로 연방헌법상의 표 의 자유 등을 침해하

79) 이 사안의 당사자는 학교원이어서 이 의 상범 를 벗어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당해법률이 공립학교교원에게도 용되기 때문에 련성이 인정된다.

80) 385 U.S. 589, 597-604(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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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고 보았다.

2) Cole v. Richardson, 405 U.S. 676 (1972)

매사추세츠주법이 공립학교 교원을 포함하여 모든 주공무원에게

미국연방헌법 매사추세츠 주헌법을 지지하고 헌 법의 폭력

수단으로 연방 주정부를 복시키는 것에 반 한다는 취지81)의

충성서약을 요구한 것에 하여 연방지역법원은 연방 주정부

복과 련된 규정은 애매모호하여 수정헌법 제1조상의 자유를 침해

하기 때문에 헌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연방 법원은 문제의 주법

이 연방헌법 반이 아니라고 시하 다. Burger 법원장이 표

집필한 결문은 지역법원이 헌선언했던 정부 복조항은 구체

인 상황에서 특정한 행 를 요구하는 규정이 아니라 공공의 신뢰를

받고 있는 지 에 있는 자들이 입헌정부의 차를 수할 것을 확

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 반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82)

(3) 정치단체 가입과 정치활동

공립학교교원의 정치단체가입은 일반인에 비하여 자유롭지 못하

다. 그 다고 정치단체가입이 면 으로 지되는 것은 아니다. 정

당에 가입하 다는 이유로 교원임용이나 재임용을 거부하는 것은

헌의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83) 특히 불법정당에 가입한 경

81) “I do solemnly swear (or affirm) that I will uphold and defend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Constitution of the

Commonwealth of Massachusetts and that I will oppose the overthrow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r of this

Commonwealth by force, violence, or by any illegal or unconstitutional

method."

82) 405 U.S. 676, 683-685 (1972).

83) 교원이 정당에 가입하 다는 이유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는 것이 헌법

으로 허용되느냐에 한 연방 법원의 확립된 결은 없다. 그러나 당 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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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도 그 사실만으로 교원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

다. Keyishian v. Board of Regents of New York, 385 U.S.

589(1967)은 뉴욕주 공무원법 제105조 제1항 (c)과 주교육법 제3022

조 2항에서 공산당원은 공립학교교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규정한 것의 헌성을 심사한 결정이다. 연방 법원은 구체

인 불법행 에 여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불법단체에 가입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교원자격을 박탈할 수 없다고 시하 다.84)

그러나 정당활동의 정도에 따라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

는 여지는 충분하다. 교원의 정치활동의 자유는 원칙 으로 헌법

보호를 받지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제한이 가능한 것은

일반인의 경우와 동일하다. 원칙 으로 교사의 정치활동은 교내질

서에 혼란을 래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허용된다. 를 들어,

수업시간에 선거와 련되어 학생들을 선동하는 경우는 헌법 보

호를 받을 수 없지만85), 학생들에게 자신의 견해를 설득하기 한

이유로 공무원의 임용 등 신분변동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헌의 의심을 받는

행 로 본 례가 있다. Rutan v. Republican Party of Illinois, 110 S.Ct.

2729(1990) Illinois 사건은 주지사가 공직임용동결령을 공포하고 주지사의 허

가없이 신규임용과 복직허가를 제한하 는데 이 시스템에 따라 일부 하 직

공무원이 주지사와 같은 공화당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복직허가를 받지 못하

다기 때문에 복직을 허가해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 다. 연방지

역법원은 청구원인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인용하지 않았는데 연방 법

원은 승진, 보 등이 정당에의 가입이나 지지를 이유로 향을 받는 것은 수

정헌법 제1조 반이며 공무원임용요건을 정당에의 가입여부에 연계시키는 것

은 이를 정당화할 주의 우월 이익을 증명하지 못하면 헌법 반이라고 시

하 다. 그러나 푸에르토리코의 New Progressive Party의 열성당원인 교원

Saquebo가 당 을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하 다는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가 당 때문에 재임용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 다는 논거로 원고패소 결을 내렸다. 특히 이 결정에서 연방지역법원

사 Perez-Gimenez는 연방법상 정치 성향을 고려하는 것이 불법이 되지는

않는다고 설시하기도 하 다.

84) 385 U.S. 589, 605-610 (1967).

85) Goldsmith v. Board of Education, 225 P. 783 (Cal.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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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 노력없이 정치 표 을 담은 상징물을 착용하는 것은 허용

된다.86) 한편, 정규업무시간이외에 교외에서 시 를 주동하거나 참

여하는 것은 헌법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교내에서

의 정치활동은 헌법 보호를 받기 힘들다. 정당가입만을 이유로

교원의 신분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헌법 반의 의심을 강하게 받지

만 강도 높은 정치활동을 지하는 법은 합헌일 수 있다. 를 들

어 연방공무원에게 일정한 정도를 넘어서는 정당활동을 할 수 없도

록 규정한 Hatch Act의 제9(a)항87)에 하여 연방 법원은 합헌결

정을 내린 바 있다.88)

86) James v. Board of Education of Central Dist. No. 1 of Towns of

Addison et al., 461 F.2d 566 (2nd Cir,. 1972). 이 사안은 베트남 쟁에 반

하는 뜻으로 검은색 완장을 두르고 수업을 진행하 다는 이유로 해고된 교

사가 표 의 자유침해를 이유로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연방지역법원

은 청구를 기각하 으나 항소법원은 완장의 착용만으로 교실의 혼란을 야기하

여 부당한 향을 학생들에게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기

하 다.

87) 18 U.S.C. 61h: “(a) ...No officer or employe in the executive branch of

the Federal Government, or any agency or department thereof, except a

part-time officer or part-time employee without compensation or with

nominal compensation serving in connection with the existing war effort,

other than in any capacity relating to the procurement or manufacture of

war material shall take any active part in political management or in

political campaigns. ...”(330 U.S. 75, 78(1947)에서 재인용).

88) United Public Workers v. Mitchell, 330 U.S. 75, 102-103(1947): “연방의회

는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통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합리 인

범 내에서’(within reasonable limits)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규제할 수 있다.

공무원의 정치활동이 허용되는 범 에 한 결정권은 우선 으로 연방의회에

있다. 사법부는 그러한 규제가 일반 인 국가권력(the general existing

conception of governmental power)의 범 를 일탈하는 경우에만 개입할 수

있다. 일반 인 국가권력의 범 는 변화하는 교육 , 사회 , 경제 상황과 역

사 행에 의해 확인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심사 상법규의 용을 받은

당사자는 공무원으로서 정당지구당집행 원으로 활동하는 것에 한 규제는 오

랫동안 공직심사 원회나 유사사건에 한 법원의 결 여론의 지지를 받

아왔었다. 연방의회와 행정당국은 공직의 규율과 효율성을 제고할 권한을 보유

하고 있다. 연방의회가 공무원의 특정행 가 공직의 정체성과 권능을 훼손한다

고 단하면 그러한 험을 방하고 공직의 운용을 확보하기 한 입법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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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결 론

이상의 논의를 총 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교육원칙으로 보장하는 교육

의 자주성․ 문성․정치 립성은 미국의 연방헌법과 각주헌법

에서 명문으로 혹은 묵시 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둘째, 공교육에 있어서 교육 문가의 자주성보다는 교육에 한

국가 통제권의 우 가 확립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행정체계에서

교육 문가로서의 교원의 역할은 미미하며 단지 일반시민의 지 에

서 연방헌법상의 표 의 자유나 정치 참여의 자유, 혹은 법

차 보장을 향유하고 있을 뿐이다.89) 이러한 자유도 공무원 지

와 교육의 공공성을 이유로 한 통제에 의해 상당히 제한 으로

인정된다.90)

셋째, 국가의 공교육에 한 강한 통제권의 헌법 기반은 국가

하부교육행정기 의 민주 정당성과 지방교육자치로부터 찾는

다. 민주 으로 구성된 의회 교육행정기 이 공교육의 기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지역별로 민주 으로 구성된 하 교육행정기

이 구체 집행을 담당한다. 즉 행정체계의 민주성과 더불어 실

필요가 있다. Hatch법은 그러한 필요에 따른 의회의 입법이고 여러 정황을 고

려하건 이 법상의 규제를 헌이라고 볼 수 없다.”

89) 이 에서 교육의 자주성 등에 한 교육원칙을 제도보장으로 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서 공교육제도에 한 국가의 감독은 필요 최소한의 합리 인 범 에

그쳐야 하는 것과 구별된다. 우리나라에서의 교육의 자주성의 헌법 의의와

황에 한 분석으로는 신 직(2003: 98이하 119면 이하) 참조.

90) 가톨릭 학교 성선제 교수에 의하면 미국교원들의 경우 문가교육이수자일 것

을 요구하지 않는 에서 교원의 자주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이 결

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지 하고 있는데 일단 구체 검증을 거

쳐야 하겠지만 문가교육이수자에게만 교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우리의 경우와

비교할 때 유의해야 할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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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행정권을 범 하게 교육자치체에 임하여 실행하는 교육자치

체제를 통해 교육에 한 국가통제가 가질 수 있는 험성, 즉

실 실성의 부족과 자기지배력의 상실을 해소하는 교육체제를 구축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넷째, 공교육에 병행하는 사립교육은 종교의 자유와 같은 교육외

의 자기목 가치를 존 하는 취지에서 강한 자율성이 확보된다.

즉, 사립교육의 자율성이 교육의 문성과 자주성에 바탕한 것이

아니라는 에서 교육의 자주성을 헌법 가치로 인정하지 아니하

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자율성은 사립학교에

한 정부재정지원에 한 강한 규제와 동 의 양면을 이루고 있다는

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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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일본헌법상 교육제도의 기본원리

제1 서 론

오늘날의 교육은 학교교육이라는 공교육체제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가정교육이라는 사교육의 범 를 벗어나 학교는 자녀에 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공장소가 되었으며, 한편으로는 아동과 학

생의 반 인 생활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기도 하 다. 따라서 한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에 한 교육과 반 인 교육정책의 성

패여부는 교육이 어떠한 외부 압력이나 통제도 받지 않고 교육의

이념과 원리에 의하여 자주 이고 독자 으로 시행되고 운 되느냐

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종래의 학교교육은 교육외 인 외부 인 정치세력이나 단

체의 향아래, 그 스스로의 자주성과 문성을 보장받지 못한 체

운 되었으며, 특히 학교는 거 한 교육행정조직의 말단 기 으로

서 특정권력집단의 이데올로기 이념이나 편향 인 가치 을 학교

교육이라는 제도 틀 속에서 여과 없이 주입하는 공공기 으로 밖

에 역할을 다하지 못하 다. 이러한 상은 결국 자유로운 개성의

발 과 인격의 신장 독창성과 창의력의 계발이라는 교육이념과

배치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아동과 학생의 학

습권을 보장하기 하여, 한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실 하기 하

여 필연 으로 요구되는 단 학교의 교육자치가 제 로 보장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교육의 자주성과 문성의 보장은 학생의 학습권과 부모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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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실 하기 하여 요구될 뿐만 아니라 교육의 이념과 목 을

실 하기 해서도 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오늘날

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교육의 자주성․ 문성 정치

립성의 보장을 헌법 교육법상의 원칙으로 선언하여 그 보장에

노력하고 있다.

우리의 행헌법도 제31조 4항에서 “교육의 자주성․ 문성․정

치 립성 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헌법상의 원칙을 구 하기

하여 교육기본법은 제6조 1항에서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 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 되어야 하며, 어떠한 정치 ․당

는 개인 편견의 를 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

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2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4조 3항에서는 교육의 정치

립성을 보장하기 한 교원의 정치활동제한과 련하여 “교원은

특정 정당 는 정 를 지지하거나 반 하기 하여 학생을 지도하

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국가공

무원법(제65조)과 사립학교법(제55조, 제58조)에서 ․ 등교사의

정치 활동을 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교육의 자주성과 문성 정치 립성을 보장하

기 하여 련 법령상에 구체 인 규정들을 두고 있다. 그러나 그

개념의 의미나 구체 인 내용 범 등에 해서는 정립된 이론

도 미진한 편이며 구체 인 사례를 통한 례 한 축 되어 있지

않은 형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교육의 자주성․ 문성․정치 립성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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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과 의미 구체 인 내용을 살펴보기 하여 재 일본의 교육

법령에서는 이들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한 학계의 학설

과 이론 구체 인 례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의 교육법 안을 해결하기 한

시사 은 무엇인지를 정리하고자 한다.

제2 교육의 자주성

Ⅰ. 교육의 자주성에 한 교육기본법 규정

행 일본헌법에는 우리 헌법 제31조 제4항과 같은 교육의 자주

성․ 문성․정치 립성에 한 명문규정이 없다. 다만 교육기

본법 제10조에서 교육의 자주성 자율성 보장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일본 교육기본법 제10조(교육행정) 제1항은

“교육은 부당한 지배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국민 체에 하여 직

책임을 지고 행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래 이 규정은 1946년 제국의회의 의원 헌법개정 원회에서

「교육근본법」안을 검토하면서 “교육권의 독립”을 법안에 포함시

킬 것이 논의되었고, 그 후 교육쇄신 원회에 제출된 “교육기본법

안요강”에서는 “교육행정은 학문의 자유와 교육의 자유를 존 하고

교육의 목 수행에 필요한 제조건의 정비확립을 목표로 하여 행해

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 었다. 그러나 그 후의 입안과정에

서 “교육의 자주성”이란 단어는 자칫 교육자의 독단이라는 념으

로 오해되기 쉽기 때문에 삭제되기에 이르 고1), 신 “교육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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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지배를 받아서는 안되고.....”라는 표 으로 바 것이다.

이것은 제2차 세계 의 교육행정에 의한 교육지배를 엄격

히 반성하고 교육행정에 의한 교육지배를 주로 지하고자 하는 의

미를 부여하여 “부당한 지배”의 지를 규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

다.2)

특히 이 에 하여 “종래 료나 일부 정당 기타 부당한 외부

간섭에 의해 교육의 내용이 매우 왜곡된 이 있음은 말할 나 가

없다. 따라서..... 일반 으로 부당한 지배에 교육이 복종해서는 안되

기 때문에, 여기서는 교육권의 독립..... 그 정신을 표 한 것이다”라

고 설명하고 있다.3) 한 당시의 문부상이었던 경태랑은 “교육

권 독립의 원칙은, 그것이 부당한 정치 , 행정 간섭의 역 밖에

놓여져야 함을 의미한다. 종래 우리나라에서의 교육은 정치 으로

는 행정 으로 부당한 간섭 아래 신음하고, 교육자는 그 결과 비

굴하게 되고 교육 체가 축되고 왜곡되어, 그 결과 군국주의

극단 인 국가주의의 발호를 래하게 되었던 것”4)이며, “공무원인

교원이라 하더라도..... 상․하 의 행정 청의 명령계통 속에 편입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교육기본법은 교육

행정의 근본방침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은 부당한 행정 ․권력

지배에 복종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교육자 자신이 불기속 독립의

정신으로써 자주 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5)

1) 有倉遼吉, 敎育關係法Ⅱ, 基本法 코멘타르, 日本評論社, 1992, 127-129面

2) 田中二郞, 敎育基本法の成立事情, 日本敎育法學 年報 第3号, 有斐閣, 1947,

231-235面

3) 辻田力․田中二郞 監修, 敎育基本法の解說, 新評論社, 1979, 129面

4) 田中耕太郞, 新憲法と文化, 學陽書房, 1948, 101面

5) 田中耕太郞, 上揭書, 104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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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교육기본법 제10조 제1항의 의미와 해석

1. 교육에서 지되는「부당한 지배」의 의미

교육기본법 제10조 제1항의 근본취지는 “교육의 자주성”확보에

있으며, 동조에서 지되는 “부당한 지배”의 주체로는 리 정치

․사회 세력 일반이며, 정당․노동조합․재계․종교계․매스

컴․일부 부모 등 그 외에 교육행정․학교 리자가 포함되는 것으

로 이해되고 있다.6) 그러나 각 주체에 의한 교육 여는 다양하기

때문에 교육 여의 방법을 짚지 않고 “부당한 지배”의 주체론 만을

잘라내어 논하는 것은 법 으로 의미가 없으며, 교육행정에 의한

교육 여는 제도 ․항상 인 것이라는 성질상 다른 주체에 의한

교육 여와는 별개로 법논리 으로도 동조항의 해석․ 용상 특히

논할 가치가 있다고 한다.7)

이러한 교육행정의 여에 해, 일본 문부성는 법률의 근거에

기 한 교육행정의 교육지배는 정당하고 법하다는 주장을 제기해

오고 있다. 즉 국민에게 주권을 부여하고 주권자로서의 국민 체에

게 책임을 지는 민주주의의 정치체제를 취하는 한, 국회에서 입법

상 인정된 범 내에서 행정상의 지배는 제10조가 부당한 지배로

서 지하는 “부당한 지배”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교육기본법

에서 지하고자 하는 “부당한 지배”는 국민 체에 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정당․조합 등에 의한 독선 인 지배가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8)

6) 有倉遼吉, 前揭書, 127面

7) 兼子仁, 敎育法(新版), 有斐閣, 1991, 293面

8) 日本文部省地方課法令硏究 編著, 新學校管理讀本(改訂版), 第一法規, 1975, 49

面



- 179 -

그러나 이러한 해석에 해서는 교육을 간단히 국정의 일부로

보아버리고 국민과 교사의 교육의 자유의 헌법 보장을 제로 하

고 있지 않다는 문제 과 더불어, 교육기본법 제10조의 입법자의

의사에도 담겨져 있는 ‘교육의 자주성’의 법 보장이라는 본래 인

원리를 무산시켜버리는 것이라는 비 이 있다.9)

한편 이 에 하여 재 일본 교육법학계에서는 동법 제10조에

의한 ‘교육의 자주성’의 법 보장을 해서는(이는 ‘학문의 자유’와

‘교육을 받을 권리’의 헌법 보장에 연결되어 있다), 교육행정에

의한 법 구속력을 갖는 교육지배는 그 제도 강력함 때문에 정

형 인 ‘부당한 지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

다.10) 따라서 다른 정치 ․사회 세력들에 의한 교육지배도 본래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법 구속력에 의하지 않은 사실상의

지배이고 제도 이거나 항상 이지 않은 이상, 각각 개별 으로 교

육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부당한 지배’에 해당되는가 아닌가를 정

하면 족하다고 한다.11)

2. 교육의「국민 체에 한 직 책임」의 의미

일본 교육기본법 제10조 제1항은 후단에서 “교육은.......국민 체

에 하여 직 책임을 지고 행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래 이 조문은 60년 의 서독 란트입법에서의 “교사의 교육의 자유”

9) 兼子仁, 前揭書, 294面

10) 兼子仁, 前揭書, 294面 ; 宗像誠也, 敎育と敎育政策, 岩波新書, 1961, 78-81面 ;

有倉遼吉, 前揭書, 132-133面 ; 尾輝久, 現代敎育の思想と構造, 岩波書店,

1992, 335-336面 ; 牧柾名․平原春好, 敎育法, 學陽書房, 1994, 28-30面 ; 神田

修, 敎育權の獨立と敎育行政の責任および限界, 永井憲一․ 尾輝久 編, 敎育法

を學ぶ, 勁草書房, 1976, 78-85面 등 參照

11) 兼子仁, 前揭書 294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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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장을 달리 표 한 것으로서 “직 교육책임”(unmittelbare

pädagogische Verantwortung)의 법리를 표 한 것에 해당하며,

교육의 자주 책임성의 조리를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조문의 본래 입법의도에 해서는 “정치와 교육은 마찬가지로

국민 체에 하여 책임을 지는 계에 있기 때문에 그 계에 있

어 양자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직 ’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와 교육이 직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의 의

사가 교육과 직결되기 해서는 실 인 일반정치상의 의사와는

별도로 국민의 교육에 한 의사가 표명되고, 그것이 교육상 반

되는 조직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되고 있다.12)

한편, 교육의 국민에 한 책임은, 의회민주제의 정치 통로를

통한 간 행정책임으로는 그 성질상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어디

까지나 각 학교의 교사가 학부모와 아동을 필두로 한 국민의 교육

요구에 직 이고 일상 으로 그 교육활동 속에서 응할 수 있는

‘문화 직 책임’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며, 여기에는 학교교

사에 한 국민으로부터의 “교육의 신탁”이라는 문제와 교사의 교

육권과 학부모의 교육요구권과의 계가 문제된다고 한다.13)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국민 체”는 정치의사의 주체인 주권자

내지 참정권자로서의 국민은 아니고(정치 다수결에 의한 “국민

체”는 실 으로 상 다수의 국민에 지나지 않는다), 교육의사의

주체로서 문화 자유인 교육의 자유와 학습권을 갖는 국민개개인

체로서의 국민을 뜻하며 “문화의 담당자로서의 국민”을 의미한다

고 해석하고 있다.

12) 田中耕太郞, 前揭書, 104面

13) 兼子仁, 前揭書, 敎育法, 297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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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에서 2차 직후의 교육개 당 에 설정된 교육

원의 공선제는 교육기본법 제1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직 교

육책임”의 원리를 구 하는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14)

당시 제정된 교육 원회법(1948년 제정)은 제1조(목 )에서 “이

법률은 교육이 부당한 지배를 받지 않고, 국민 체에 하여 직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자각 하에 공정한 민의에 의한 지

방실정에 부합된 교육행정을 행하기 하여 교육 원회를 설치하고

교육본래의 목 을 달성함을 목 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교육 원회 공선제15)는 일반 정치의사와는 별도로 주민의

교육의사를 표명하는 문화 통로의 하나로서 문화 교육책임체제

의 일각으로서 재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3. 교육의 자주성 확보를 한 기본원칙

교육기본법 제10조 제1항은 교육의 자주성 확보에 그 입법취지

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입법취지를 실 하기 하여 동 조

항으로부터 교육과 교육행정에 한 요한 기본원칙이 도출된다고

한다. 기본원칙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16)

첫째, 교사의 교육권의 독립의 원칙이다. 교육은 교사가 과학

진실에 근거하여 아동을 가르치고 아동의 발달가능성을 최 한으로

개발시키는 활동이기 때문에 교사의 교육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지

14) 辻田力․田中二郞 監修, 敎育基本法の解說, 新評論社, 1979, 131面

15) 재 일본에서 교육 원회 원은 임명제로 지명되고 있다. 즉, 地方敎育行政의

組織 運營에 한 法律 제4조(임명) : 교육 원회 원은 당해 지방자치단

체의 장의 피선거권을 갖는 자로서 인격이 고결하고 교육․학술 문화에

한 식견을 갖고 있는 자 가운데 지방공공단체의 장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

명한다.

16) 鈴木英一․室井 力 編, 敎育法の基礎, 靑林書院新社, 1978, 80-82面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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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면 안 된다. 특히, 국민 체에 하여 “직 책임”을 진다는 것

은 교사가 다른 공무원들처럼 문부성이나 교육 원회 등 교육행정

당국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과 같이 국민에 하여 간 으로 책임

을 지는 것이 아니라 자주 인 책임을 지는 교육활동을 갖고 직

부모나 국민의 교육에의 기 를 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의

미한다. 따라서 교사가 국민의 교육의사가 무엇인가를 알기 해서

는 국민의 총의가 반 된 국회를 통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하여,

교사가 교육행정의 지배에 복종할 것을 주장하는 의회주의론은 “직

책임”의 진의를 왜곡하는 주장이다.

한 오늘날의 교사의 교육권의 독립은 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의

권한을 의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교직원집단의 교육

권의 독립(학교자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둘째, 문부성과 교육 원회 등 교육행정이 교육내용과 교육활동

에 하여 여할 수 있는 것은 “지도조언”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교육행정의 상을 강제하지 않는 지도조언이어야

하지만 그 내용까지 문제삼지 않는 것은 아니며, 어디까지나 헌법

과 교육기본법의 취지에 맞는 민주 인 내용을 갖지 않으면 안 된

다는 것을 뜻한다.

셋째, 교육기본법 제10조의 교육의 자주성 확보는 교육행정의 지

방자치원칙을 의미한다.

2차 이후 교육개 에 의해 문부성의 앙집권 지배로부터

벗어나 교육행정의 지방분권화가 행해졌다. 특히 앞에서 언 한 바

와 같이 1948년의 교육 원회법에 의해 지역주민의 직 선거에 의

한 교육 원선출이라는 공선제의 교육 원회 제도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1956년 지방교육행정의 조직 운 에 한 법률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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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선제는 폐지되고 임명제 교육 원회제도가 발족했다. 교육행정의

집권 지배가 부활하고 료통제를 본질로 하는 학교 리체제의

강화가 교육내용의 국가통제와 함께 진된 것이다. 교육 원회의

부분은 자주성을 상실하고 문부성의 하부기 화 되었다. 재의

임명제에 있어서 교육행정의 지방자치를 원칙으로 하더라도 실질

으로는 형해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재 일본에서는 교육기본법 제10조의 이상에 입각하여 교육의

주민자치를 확립하고, 그 기반 에서 지역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실 할 수 있는 교육 원회제도를 통하여 교육행정의 지방자치를

재생하는 것이 요한 과제로 되고 있다.

Ⅲ. 교육의 자주성에 한 례의 동향

교육기본법 제10조 제1항의 “부당한 지배”의 범 내용과

련하여 문부성 등의 교육행정기 과 교육법학계의 견해가 상충되고

있다. 교육행정기 은 교육내용이나 방법에는 여할 수 없는가 아

니면 합헌 인 법률규정에 의하는 한 교육내용과 방법에도 교육행

정기 은 법하게 여하여 규제를 할 수 있는가가 논쟁의 주된

쟁 이 되고 있다.

이 과 련하여 일본 최고재 소는 학력테스트 결17)에서 다음

과 같은 충 견해를 내놓고 있다. 즉 “교육기본법 제10조 제1항

이 배척하고 있는 것은, 교육이 국민의 신탁에 부응하여.......자주

으로 행해지는 것을 왜곡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지배’이며, 그러한

지배로 인정되는 한 그 주체여하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

17) 高裁判所, 昭和51年 5月 21日, 大法廷判決, 刑集30卷 5号, 615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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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합헌 법률이 명하는 바를 그 로 집행하는 교육행정기 의

행 가 여기서 말하는 ‘부당한 지배’에 해당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

하지만,...........다른 교육 계법률은 교육기본법의 규정 동법의 취

지와 목 에 반하여 해석되어서는 안되므로, 교육행정기 이 그들

법률을 운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법률규정이 특정 으로 명하고 있

는 것을 집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서 말하는 ‘부당한 지배’가 되지 않도록 배려하지 않으면 안되는 구

속을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고 한다.18)

최고재 소의 이러한 결은 일정범 의 교육내용에 한 행정

결정의 여지를 인정하고는 있지만, 그것과 ‘부당한 지배’를 어떻게

구체 으로 구별할 것인가의 문제를 남겨놓고 있다. 그러나 법률에

근거한 교육내용행정에서도 교육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의한 ‘부당

한 지배’ 지의 원리가 용된다는 해석을 공인한 에서는 높이

평가된다. 다만, 이 결에서 문제되는 것은, 실 으로 부분의

법률이 해석의 여지를 갖고 있으므로, 교육내용행정에 한 법률규

정의 해석운용에 있어서는 반드시 교육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의

한 ‘부당한 지배’ 지의 원리가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만약 행정에 의한 교육지배를 일의 으로 명기하는 것과 같은 법률

규정이 있다면, 먼 그 합헌성을 문제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한 교육기본법 제10조는「교육행정」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

지만, 제1항은 ‘교육’을 주체로 하는 규정이고, 교육의 자주성을 보

장하는 취지로 보아 사립학교 리자에 의한 법 구속력 있는 교육

지배에 해서도 동항의 ‘부당한 지배’ 지는 균등하게 용되는 것

으로 해석하는 것이 교육조리상 당연하다19)고 하며, 일본의 례도

18) 兼子仁 編, 敎育判例百選(第三版), 別冊ジュリスト No. 118, 有斐閣, 1992, 46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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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확인하고 있다. 즉 동경지방법원은, 동경의 사립M고등학교의

사회교사가 1964년도의 수업내용이 학교교장에 의해 마이크로 녹

음되고 그 수업내용이 “ 정불편”이라는 교시에 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65년 3월에 해고당한 사건에서, 그 해고가 교육기본법 제10

조 제1항에 반되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된다고 정하여 동 교

사의 지 보 을 시한 바 있다.20)

제3 교육의 문성

Ⅰ. 교육의 문성에 따른 자율성

일본의 행헌법이나 교육기본법에는 우리의 헌법 제31조 4항과

같은 교육의 문성에 한 명문규정이 없다. 그 밖의 교육 련 법

령에서도 ‘ 문성’이라는 용어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교육법 이론이

나 학설에 있어서도 교육의 문성 문제는 주로 교육의 자율성 보

장을 한 이론 근거로 사용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교사의 교

육권보장과 련하여 교육의 문성을 논하고 이를 실 하기 하

여 학교교사의 교직의 문직성을 논하고 있다.

행 교육법령에서는 교육의 문성에 한 명문규정 해석의

근거규정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학자들은 교육의 문성을 설명

하기 한 실정법 근거로는 교육에 한 국제법규라고 할 수 있

는 ILO․유네스코의 “교원의 지 에 한 권고”를 들고 있으며, 교

19) 兼子仁, 前揭書, 敎育法, 295面

20) 東京地判 昭和47․3․31, 判例時報 第664号, 23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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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철학 근거로는 ‘교육조리’를 들고 있다.

교육의 문성에 한 교육조리 근거에 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21) 즉, 먼 교육의 문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교육

학 이유로 교육 상인 아동의 인격 인 발달의 가능성에 한

고찰을 들고, 다음으로 이를 실 하기 한 교사의 교육 문 자

율성의 보장을 거론하고 있다.

일본의 교육학설에 의하면 “인간의 가능성의 면 개화를 한

의도 활동인 교육은..... 발달의 법칙성에 따라 합리 으로 조직될

때 가능하게 된다”고 하거나 는 “교육방법은 교재를 매개로 하여

교사와 아동의 인간 의 과정에서 교사되는 과학 방법에 의

해서만 그 유효성이 보장된다. .........방법의 과학성은 아동의 발달에

한 과학 인식을 기 로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사는 과학

진실과 술 가치에 의거한 교육내용의 연구자이며, 아동의

발달에 한 문 지식을 갖고 아동의 지성과 감성의 발달의 정

도에 따른 교재를 선택하여 수업과정을 통한 아동의 발달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새로운 당한 교재를 개발하고

비하는 것은 문가로서의 교사에게 요청된다”고 한다.22) 다만, 이

러한 아동의 인간 「발달의 법칙성」은 교육학이나 그 밖의 아동

학에서 일률 인 교육내용으로 채택하여 일반 으로 규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한 어린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발달의 방법

에는 당연히 지극히 다양한 법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발달의

법칙성」에 근거한 교육의 문성은 일상 으로 학생들의 학습을

하고 있는 교사의 자주 인 연구와 단에 의하여 진실로 확보되

21) 兼子仁, 前揭書, 敎育法, 276-277面 參照

22) 尾輝久, 前揭書, 現代敎育の思想と構造, 326-327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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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향상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다른 사람이 강제

으로 개입할 때에는 교육 문 인 지도조언에 의한 조력과는 달

리, 해당 어린이들의 능력발달의 정도에 합치되는 교육을 보증할

수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의 문성 자율성이 어린이의 학습권과 인간 발

달권을 보장하는 교육에 있어서 더 없이 요하다는 것은 법원의

결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즉, 교사에게는 “아동․학생의 심

신의 발달과 이에 한 교육효과를 과학 으로 확인하고, 무엇보다

도 아동․학생에 한 깊은 애정과 풍부한 경험을 갖는 것이 요구

된다. 따라서 교사에 한 교육 내지 교수의 자유가 존 되지 않으

면 안 된다”고 한다.23)

한 교육의 문 자율성은 개별 교사의 교육권은 물론 각 학

교의 교사집단의 교육권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도 보고 있다.24)

Ⅱ. 교직의 문직성

1. 일본에서의 교직의 문직성의 논의

교사의 직무는 그 수행에 있어 문 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며 한 교사자신의 문 인 단을 필요로 한다는 에서 직무

의 문직으로서의 성격이 부정될 수 없다. 일본에서의 교직의

문직성의 논의는 후 교원양성제도의 개선과 련하여 그 문직

성이 논의되었다.

23) 日本의 敎科書裁判 의 하나인 일명 “杉本判決 ”, 和歌山地判, 昭和 48年 9月

12日, 判例時報 715号 9面

24) 尾輝久, 前揭書, 現代敎育の思想と構造, 332面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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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교육제도개선 원회는 보고에서 “교사로서의 직업은 고도의

교양을 필요로 하는 문직업”으로서 “교사는 교육에 한 올바른

사명감과 아동․학생에 한 깊은 교육 애정을 기반으로 하여 세

계 시야에 입각하여 인간 이고 국민 인 일반교양을 비함과

동시에, 사회의 진 에 따른 문 인 지식과 아동․학생의 교육에

맞는 교직교양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서술하여25), 교직의 문

직성의 확립을 제기하 다.

이 보고서에서의 교직의 문직성의 제기는 교원양성정책의 개선

을 주된 목 으로 하는 것이었지만, 학계에서의 논의는 교직의

문직성의 강조를 교사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교사의 성직론을 옹

호하는 이론 배경으로 유입하는 경향으로 경도되었다.

당시의 표 인 성직 옹호론자인 경태랑은 다음과 같은

을 들어 교직의 성직론을 주장하고 있다. 즉, 교사는 법률가, 의사,

성직자와 마찬가지로 학문 인 기술을 수행하는 사람이며, 교직은

공공 사의 정신을 그 본질로 한다는 에서 교직은 문직에

속한다고 한다. 그리고 특히 교직은 피교육자에 한 애정이 요구

되며,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탁받은 수임자로서의 교사와 학부

모 사이에는 고도의 신뢰 계가 요구된다는 에서 근로자와는 다

른 문직으로서의 교직의 특수성이 있다고 한다.26)

그러나 이러한 교직의 문직성의 강조는 교사의 교육권의 자율

성이나 교육의 자유를 보장하고 학교교육의 자치를 보장하기 한

이론 근거로 제기된 것이 아니라 교사의 일반 근로자로서의 성격

을 부정하여 근로기본권, 특히 단체행동권을 부인하기 한 정책

25) 敎育制度檢討委員 ․梅根悟 編, 日本の敎育をどう改めるべきか, 勁草書房,

1973, 121面

26) 田中耕太郞, 敎育基本法の理論, 有斐閣, 1961年 683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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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에서 제기되었다는 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교직의 문직으로서의 특성에 해 다음과 같이 덧붙여

설명하고 있다. 즉, ⅰ) 교사의 수업활동과 학생지도에 필요한 기술

과 능력은 해당분야에 한 최신의 연구결과에 한 식견과 정보뿐

아니라, 인간의 성장과 발달․행동심리․정신건강과 생․학생의

요구에 한 고도의 지식을 필요로 하는 정신 활동이므로 교사자

신이 장기간에 걸친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고서는 그 직업이 요구

하는 소양과 지식을 갖출 수 없다는 , ⅱ) 교사는 다른 문직인

의사․변호사 는 성직자와 같이 고도의 자율성과 사회 책임성

을 아울러 가져야 한다는 사회 윤리 특성이 있다는 등이

다.27)

이러한 개념들을 종합해 보면 “ 문직”이라는 용어 속에는 두 개

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하나는, 교직이라는 직

업은「 문성」을 요한다는 것이다. 즉 교직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는 교육에 한 일정한 문 인 지식과 기술 경험을 가진

문가이어야 한다. 따라서 교직이라는 직업은 일반인에 의하여 쉽게

체될 수 없는 직업으로서, 교원양성제도나 교원자격제도에 의하

여 그 문성이 보증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교직이라는

직업은 에서 언 한 그 업무의 문성을 보장하고 실 하기 하

여 의사나 변호사 는 성직자와 같은 문직으로서의 신분보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는 고도의 문 인 “자율성”

과 자기의 권한 하에 독자 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주성”

이 요청되며, 특히 동일한 교직에 종사하는 교원단체간의 단결권

등이 요구된다고 한다. 따라서 교직이 문직으로서 보장받기 해

27) 田中耕太郞, 前揭書, 敎育基本法の理論, 684面 以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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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교육의 “ 문성”과 교직의 “ 문직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

․제도 장치가 필수 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28)

2. 교직의 문직성의 실정법 근거

일본의 행 교육법령에서는 교직의 문직성에 한 명문규정

근거규정을 찾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학자들은 교직의 문직

성을 설명하기 한 실정법 근거로 국제법규라고 할 수 있는

ILO․유네스코의 “교원의 지 에 한 권고”의 련 규정들을 들

어 설명하고 있다.29)

일본에서 교직의 문직성의 확립에 기여한 것은 ILO․유네스코

의 「교원의 지 에 한 권고」라고 할 수 있다. 이 권고는 국․

공립과 사립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교원의 지 에 하여 규정하고

있다. 먼 , 일반 인 원칙으로「교원의 지 는 교육의 목 과 목표

에 비추어 정해지는 교육의 필요성과 일치되어야만 한다. 교육의

목 과 목표를 완 하게 실 함에 있어 교원의 정당한 지 교

직에 한 정당한 사회 존 이 커다란 요성을 갖는다는 것을

인식하여야만 한다」(제5항).「교육업무는 문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교육업무는 엄격하고 부단한 연구를 통하여 획득되고 유지되

는 문 지식 특별한 기능을 교원에게 요구하는 공공 업무

의 하나이며, 교원이 담당하는 어린이와 학생들의 교육과 복지에

하여 개인 , 집단 인 책임감을 요구하는 것이다」(제6항).「교

원의 양성과 고용의 모든 면에 있어서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정

28) 兼子仁, 前揭書, 敎育法, 311-315面 參照

29) 兼子仁, 前揭書, 敎育法, 311面 以下 ; 伊津野朋弘, 敎師の權利と責任, 敎育開發

硏究所, 1988, 16面 以下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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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견해, 국 , 출신지역 는 경제 조건에 의거한 일체의 차별

이 행해져서는 안 된다」(제7항).「교원의 근로조건은 교원이 가장

효과 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그 직업 업무에 념할 수 있도록

정해져야 한다」(제8항).「교원단체는 교육의 발 에 크게 기여하는

단체이므로, 교육정책의 결정에 여하는 단체로서 인정되어야만

한다」(제9항).「교육발 에 있어서의 교원의 역할과 인간의 개발

사회의 발 에 한 교원들의 공헌의 요성을 인식하고,

교원이 그 역할에 부합되는 지 를 향수할 수 있도록 보장에 심

을 가져야 할 것이다」( 문)고 규정함으로써, 교직의 문직성에

하여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권고의 평가는 행 일본 법

제상의 교원의 법 지 를 생각할 때, 교직의 문직성과 교원단

체의 역할의 요성을 결코 간과될 수 없게 하는 부분으로 해석하

고 있다.

한 교직의 문직성(profession)의 강조가 결코 교사의「근로

자성」과 조화되지 않는 것도 아니며, 일반시민과 단 된「성직

성」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 컨 , 권고는「교원의 임

과 근로조건은 교원단체와 고용주 사이의 교섭과정을 통하여 결

정되어야만 한다」(제82항). 「법 는 임의 교섭기 을 설치

하여, 이에 의해 교원이 교섭단체를 통하여 공 는 사 인 고용

주와 단체교섭을 행할 권리가 보장되어야만 한다」(제83항). 「고

용 약 고용조건으로부터 발생하는 교원과 고용주간의 분쟁해결

을 하여 한 합동기 이 설치되어야 하며, 만약 이러한 목

으로 설치된 수단과 차를 부 사용하 거나, 당사자간에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교원단체는 그 밖의 다른 단체가 그 이

익을 보호하기 하여 일반 으로 갖는 것과 같은 다른 수단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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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할 권리를 갖는다」(제84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 「교원은

시민이 일반 으로 향유하는 모든 시민 권리를 행사하여야 할 것

이며, 한 공직에 취임할 권리를 갖는다」(제80항)라고 서술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권고는 교사의 근로자성과 시민성을 제로 한

후에 부가 으로 교직의 문직성을 서술하고 있으므로, 후자가

자와 모순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다. 즉, 교직의 문직성으로 인

해 교사의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30)

여기에서 말하는 교직의 문직성이란 교사가 담당하는 교육의

본질로부터 도출되는 것이기 때문에31), 권고는 이러한 제 하에서

교사가 학문의 자유를 향유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학생

에게 가장 합한 교재 방법을 단할 수 있도록 하기 하여

교사에게 각별히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승인된 과정의 강의

범 에서 교육당국의 조 하에 교재의 선택과 채용, 교과서의 선

택, 교육방법의 채용 등에 하여 요한 역할이 부여되어야 한

다」(제61항).「교원과 교원단체는 새로운 과정, 새로운 교과서, 새

로운 교육도구의 개발에 참가하여야 한다」(제62항).「모든 지도․

감독제도는 교원의 업무상의 직무수행을 격려하고 원조하는 것이어

야 하며, 교원의 고유한 자유, 창조성, 책임감 등을 손상시키는 것

이어서는 안 된다」(제63항)고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교사의 학문의 자유와 교육의 향수를 제로 한 교직

의 문직성의 평가는 일본 행헌법 제23조와 제26조의 정신에도

부합되며 교육기본법 제1조의 교육의 목 에도 일치된다고 한다.

그리고 권고는 교직의 문직성과 련하여 특히 교원단체의 역

30) 伊津野朋弘, 前揭書, 敎師の權利と責任, 21面 以下

31) 兼子仁, 前揭書, 敎育法, 274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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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에 하여 극 으로 평가하고 있다. 즉 앞에서 본바와 같이 교

원단체가 교육정책의 결정에 여하여야 할 단체라는 것을 일반원

칙으로 인정하고 있으며(제9항), 그 외에도 교원의 승진(제44항),

징계기 의 설치(제49항), 교과서 등의 개발(제62항), 교원의 직무

수행에 한 직업상의 기 의 설정․유지(제71항), 근로조건의 결

정(제82항), 근무평가제도(제124항) 등에 한 교원단체의 의권과

참가권의 인정을 권고하고 있다. 이것은 오늘날 교육을 직 책임

지고 있는 교사나 교원단체에 한 정당한 평가 없이는 교육의 발

과 향상을 기 하기 어렵다는 국제사회의 일반 인 상식을 반

하고 있는 것으로, 일본 교육법령의 해석과 용에서 극 으로

수용하여야 할 부분으로 보고 있다.32)

3. 교직의 문직성의 내용과 한계

이러한 교직의 문직성에 해서 일본의 학계에서는 인정하고

있지만, 그 구체 인 내용과 제도가 무엇이며, 그 범 의 한계가 무

엇인가에 해서는 분명하지가 않다. 여기서는 일본 교육법학의

가인 겸자인 교수의 견해를 심으로 정리해 본다.33)

겸자인 교수는 일본교육법제에서의「교직의 문직성」에 한

법 원리 요소와 그와 련된 교육법제도로, ① 교사의 학교교육

활동의 자주성보장(교사의 교육권), ② 학교교사의 자주연수의 책무

와 권리(교사의 자주연수권), ③ 학교교사의 문자격을 공증하는

교원면허제도, ④ 학교교사의 특별한 신분보장 등을 들고 있다.

그는 학교교사는 미래사회를 이끌어 나갈 새시 의 주역들로 하

32) 伊津野朋弘, 前揭書, 敎師の權利と責任, 22-23面

33) 兼子仁, 前揭書, 敎育法, 311面 以下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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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기 능력을 길러주는 공교육제도의

주 자로서 주도 지 를 담당하도록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임

받은 사람이며, 교육의 장에서 그 직무를 통하여 개개 학생들의

인격신장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평화를 유지하고 문화를

계승․창조하며, 국가․사회의 지속 인 발 의 추 역할을 수

행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교원의 직무는 학생들의 건

한 인격의 신장을 목표로 하여 그들을 직 지도․교육하는 것이

고, 이러한 직무는 태어나면서부터 교육을 받고 학습하여 인격체로

서 성장해 가는 피교육자인 학생들의 기본 권리인 교육을 받을

권리와 서로 앞뒤 면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교원직무의 문성 가운데서 특히 교원의 사회 역할과

련하여 사회 ․윤리 특성을 강조하여, 교원직무 특유의 사회

사기능이라든지 개인 는 집단 자율권과 그 자율의 범 안

에서 행한 행동과 단에 하여 범 한 개인 책임을 지게 되

며,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는 높은 수 의 직업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하며, 그 경제 보수가 사회 사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하여,

교원직무의 문성이 갖는 사회 한계를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는 교육제도의 구조 특성과 교육의 문

성․자주성에 내재하는 두 가지의 제조건으로부터 도출된다고 한

다. 그 하나는 교원직무의 자주성이 교육을 받을 기본권을 가진 피

교육자인 학생들의 권익과 복리증진에 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가 속한 한 시 의 국가와 사회공동체의 이

념과 윤리라는 테두리 안에서 직무의 자주성은 제약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즉, 교사의 문성과 자주성은 그 자체가 책임을 수반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피교육자인 학생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공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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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와 그 시 의 국가 는 사회공동체의 공동이념 는 윤리와

조화될 수 있는가 라는 상 계에서 그 범 가 정해진다는 것

이다.

교사가 문직으로서 학교교육활동의 자주성을 보장받는다는 것

은 교사의 교육권이 독립된 권리로서 보호받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

이며, 이를 해서는 교사의 자질의 검증이 요구되는 교원양성기

과 제도의 설립이 요청된다고 한다. 그리고 기존의 교원에 해서

는 문직으로서의 교육업무의 수행에 요구되는 새로운 지식과 기

술의 습득을 하여 자주 인 연수의 권리와 책임이 부여되어야 하

며, 이와 함께 문직으로서의 교원의 신분에 부합되는 특별한 신

분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제4 교육의 정치 립성

Ⅰ. 교육의 정치 립성의 의의

교육의 정치 립성이란 교육에 한 정치 ․당 개입과

지배를 배제하여, 교육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옹호하기

한 원칙으로서, 교육의 종교 립성과 함께 근 이후의 공교육의

립성에 하여 세워진 기본원칙 의 하나이다. 그 의의와 내용은

역사 으로 볼 때 각국의 정치형태와 구조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

으며, 시즘과 일당독재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국가목 에 사

하고 정치에 종속되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원

칙은 애 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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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세계 후 부분의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교육의

정치 립성을 선언하고 이를 법제화하고 있다. 우리 행 헌법도

제31조 4항에서 교육의 “정치 립성”을 선언하고 있으며, 교육

기본법도 이를 뒷받침하기 하여 제6조 1항에서 “교육은 교육 본

래의 목 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 되어야 하며, 어떠한 정

치 ․당 는 개인 편견의 를 한 방편으로 이용되어

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의 정치

립성을 실 하는 기본 인 내용으로는 i) 당 정치교육의

지 ii) 교사의 정치활동의 규제 iii) 교육행정의 정치 립성 iv)

교육에 한 정치 압력의 배제 v) 교육의 정치에의 불간섭 등을

들고 있다.34)

공교육의 종교 립성이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한 원리로서 생성되었다면, 그것은 근본 으로 교육이 종교라고

하는 교육외 인 힘에 의한 지배로부터 자유로운 ‘자주성의 보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1차 세계 이후에는 공교육의 정치 립

성에도 원용되었다.

따라서 학생에 한 교육이 정당정치와 정치활동에 의하여 지배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교육이 정치 지배를 받지

않는 환경의 조성을 정당정치의 국가자체가 행한다는 것은 기본

으로 문제 을 내포하는 결과가 된다. 실 으로도 교육의 정치

립성을 보장하기 하여 교육에 한 정치 압력을 배제하거나

교육의 정치에 한 간섭을 지하기 한 구체 인 제도 장치의

정비 없이, 오로지 정부에 의한 교사 규제 인 정치 립정책만

이 정치 립성을 담보하는 제도로 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을

34) 權寧星, 憲法學原論, 法文社, 2003, 2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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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더라도, 공교육의 정치 립성의 원리를 실 하기 한 법제도

인 장치가 아직은 미흡하다고 할 것이다.

Ⅱ. 일본에서의 교육의 정치 립성의 논의

교육의 정치 립성의 의미와 그 실 을 한 구체 인 선결

조건으로 요구되는 문제 과 련하여, 일본에서는 교사가 교육할

수 있는 정치 교육의 범 와 한계에 한 문제와 이에 근거한

교사의 정치활동의 규제의 문제로 집약되고 있다.

일본교육기본법 제8조는 제1항에서「양식있는 공민에게 필요한

정치 교양은 교육상 이를 존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여

교육에 있어서의 정치 교양의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론 제2항에서「법률에 정한 학교는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는 반 하기 한 정치교육, 그 밖의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된

다」고 하여 편향 인 정치교육 정치활동을 지하고 있는데,

이를 교육의 정치 립성의 근거규정으로 보고 있다.35)

그런데 이 교육의 정치 립은 인 의미를 갖는 것이 아

니라, 상 인 의미를 갖는데 불과한 것이므로, 교육 특히 정치교

35) 이에 해 星野安三郞敎授는 ‘敎育의 政治的 中立’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

며, 敎育基本法 第8條 第2 의 문언을 보더라도, 敎育의 政治的 中立은 없으며

敎育의 政黨的 中立만을 規定하고 있을 뿐이라고 한다(星野安三郞, 敎育の政治

的 中立․正黨的 中立․政治的 獨立, 靑山法學論集 第16卷 第1号, 1975, 79面

以下 參照).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 해, 오늘날의 政黨政治에서는 政黨的 中

立은 政治的 中立과 같은 것이며, 한 政黨的 中立도 相 的인 것에 불과하다

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敎育의 政治的 中立은 존재하지 않으며, 敎育의 政黨的

中立만 存在한다고 하는 것에 과연 어떤 意味가 있는 것이며, 보다 現實的으로

어떤 相異한 效果가 發生하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고, 이것은 用語上의 論議

에 불과하다는 批判이 제기되고 있다(伊藤公一, 敎育法の硏究, 法律 文化社,

1981, 351면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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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에 정치와는 무 한 진공의 역이 있으면, 교육의 정치

립을 달성하기 해서는 그 진공의 역으로 도피하면 되지만,

교육은 실의 정치세계와의 계를 피할 수 없는 이상, 정치세계

의 각 집단과 일정거리를 갖고 특정집단의 주의, 주장, 정책만에 특

히 계하지 않는 것이 요청되며, 교육기본법 제8조 제2항의 정치

립은 이러한 의미의 립이며, “특정”의 정당의 지지․반 를

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36) 따라서 교사에게는 가능한 한 자신의 정치 입장을 자제

는 억제하고, 객 진리와 보편 타당한 가치를 추구하는 태도,

자신의 가치 이나 자신이 신 하는 세계 과 다른 그 밖의 가치

이나 세계 에 해서도 가능한 한 연구하고 그로부터 필요한 것을

참작하는 태도, 그리고 그것에 하여 아동과 학생들에게 이해시키

고 연구시킴으로써 학생들의 학문연구와 인간 인 성장에 도움을

주는 냉정하고 용 인 태도가 요구된다고 한다.37) 즉, 공정하고

객 인 태도로서, 서로 립되는 사상과 견해를 공평하고 평등하

게 제시하는 것이 교육의 정치 립이라는 것이다. 한 교육의

정치 립은 교원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교육하는 것이며, 그러

한 자율성에 의해 교육의 립은 달성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38)

이러한 견해를 따르는 례도 보여지고 있는데, 일본의 교과서 재

의 하나인 이른바 삼본 결에서는 「교육 내지 교수의 자유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아동과 학생에게 어떠한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

여도 되는 것은 아니며, 학교에서의 교육은 그 본질상 정치 으로

36) 伊藤公一, 上揭書, 315面

37) 鈴木安藏, 敎育の政治的中立と學問の自由, 鈴木安藏․星野安三郞 編, 學問の自

由と敎育權, 成文 , 1969, 112面.

38) 勝田守一, 敎育の中立, 敎育評論 1960年 臨時增刊号, 118-119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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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종교 으로도 일당일 에 편향되지 않은, 이른바 교육의 립성

이 지켜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것은 교사의

교육의 자유가 어린이의 교육을 받을 권리에 응하는 국민(부모포

함)의 책무에서 유래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어쩌면 당연한 것이

라 할 것이지만, 한 교육의 립성은 교사들의 책임하에 자율

으로 확보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고

시하고 있다.39)

결국 일본에서의 교육의 정치 립은 특정의 정당정 에 치우

치지 않은 객 이고 공평한 정치 교육을 교사자신의 책임하에

자율 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 해 자율성이 보장된 교원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하는 교육이 정치 으로 립이 되려면, 그 제로서 모든 교원

은 항상 정치 으로 립의 입장에 있으면서, 그 교육 한 항상

정치 으로 립이라는 것이 증명되어야만 한다40)는 비 이 제기되

고 있다.

Ⅲ. 교사의 정치활동의 규제

재 일본에서의 교원의 정치활동의 규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하나는 아동과 학생의 교육이라는 공무와

직․간 으로 계 있는 제한이며, 다른 하나는 국․공립학교교원

의 공무원으로서의 제한이다.

일본의 교육기본법 제8조는 제1항에서 「양식있는 공민에게 필

39) 東京地方裁判所 1970年 7月 17日 判決, 判例時報 第604号, 51面

40) 伊藤公一, 前揭書, 316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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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정치 교양은 교육상 이를 존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규정

하여 교육에 있어서의 정치 교양의 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제2항에서는「법률에 정한 학교는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는 반

하기 한 정치교육, 그 밖의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

정하여 편향 인 교육활동을 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법률에서

정한 학교”란 국․공․사립의 「소학교, 학교, 고등학교, 학, 고

등 문학교, 맹학교, 농학교, 양호학교 내지 유아원」(학교교육법

제1조)등 이다. 따라서 먼 , 이러한 학교에서 학교 체가 편향 인

교육활동을 하는 것이 지되며, 다음으로 학교구성원인 교원이 자

신의 신분에 의거하거나 는 자신의 신분을 이용하여 편향 인 교

육활동을 하는 것이 지된다.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학교교육

활동」의 범 이다. 이에 해 경태랑 교수는 교육활동의 범

에 포함되는가의 여부의 로써, 수업시간 의 활동, 야외수업, 견

학, 수학여행, 학교밖에서 개인으로서 학생을 하는 경우, 교

우회에서 당 인 선 을 행한 경우 등은 부 교육활동에 속한다

고 보고 있다.41)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 해 학교밖에서 교원의 신

분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 인 입장에서 학생을 하는 경우와

출석이 임의이며 주로 졸업생들이 주체가 되는 교우회에서 교원의

신분을 사용하지 않고 당 인 선 을 한 경우까지 교육활동으로

보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비 되고 있다.42) 한편 유창요길

교수는 교육활동의 범 를 더욱 좁게 보아 공립 학교의 교사가 휴

일에 특정정당의 회에 자신의 학교의 학생들을 인솔하고 참가한

사례에 하여, 이는 교육활동이 아니며, 학교가 행한 정치활동에

41) 田中耕太郞, 敎育基本法の理論, 有斐閣, 1971, 613-614面

42) 伊藤公一, 前揭書, 敎育法の硏究, 313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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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다.43) 이와 같이 교육활동이란 단어는 해석

하는 사람에 따라 그 범 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제에

하여 논한 례로는 동경지방재 소의 례가 있다. 이 결에서는

「학교자체의 교육활동으로서 행한 경우가 아니고 교원개인으로 행

한 교육활동이더라도 그 정치성으로 인해 정치활동으로 된 경우,

는 교원개인이 교원으로서의 교육활동을 버리고 한 사람의 공민

으로서 정치활동을 한 경우라도 교원의 신분을 이용하거나 는 학

교를 거 으로 한 결과 자연히 교육상 향을 미치고 교육상 지장

을 경우에는, 당해교원의 행 를 통하여 학교교육의 정치

립성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모든 경우가 교육기

본법 제8조 제2항의 취지에 따른 기 (삼)의 (3)(즉, 학교를 거 으

로 하거나 는 교원의 신분을 이용하여 일당일 에 편향된 정치활

동을 하는 경향이 강하여 교육상 지장을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

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44)」고 시하고 있다.

일본에서 학교교육의 정치 립을 확보하기 한 것으로 교육

기본법 제8조 제2항 외에「 립확보법」45)이 있다. 자는 편향교

육 자체를 지하여 교육의 정치 립성을 확보하기 한 것이

며, 후자는 편향교육을 교사․선동하는 것을 지하여 교사의 정치

립성을 확보하기 한 것이다. 교육의 정치 립성의 확보

라는 에서는 간 으로 의미가 같다고 할 수 있으나, 이 립확

보법은 1954년 교육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교육이

43) 有倉遼吉, 敎育基本法 第8條, 基本法 コンメンタ-ル 新版 敎育法, 日本評論社,

49面

44) 東京地方裁判所 1954年 8月 30日 判決, 判例時報 第34号, 1954, 3面

45) “義務敎育 諸學校에서의 敎育의 政治的 中立의 確保에 한 臨時措置法(1954年

6月 3日 制定, 法律 第157号)”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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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서, 편향교육 그 자체에 한 것이 아니라 편향교육의 교사

는 선동에 하여 형벌을 과하는 단독입법으로 제정된 것으로,

일본 교육의 특수한 상황을 반 하는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립확보법의 심 인 규정은 제3조인데, 여기서는「 구도 교

육을 이용하여 특정의 정당, 그 밖의 정치 단체의 정치 세력의

신장 는 감소에 이바지할 목 으로 학교교육법에서 규정하는 학

교의 직원을 주된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의 조직 는 활동을 이용

하여 의무교육 제학교에 근무하는 교육직원에게 의무교육 제학교의

아동 는 학생들에 하여 특정의 정당 등을 지지 는 반 시키

는 교육을 행할 것을 교사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

고 있다. 그리고 제3조에 반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는

3만엔 이하의 벌 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4조), 한 교사

는 선동된 교직원이 근무하는 학교의 설치자의 구별에 따라, 국

립의 의무교육 제학교에서는 학교장이, 공립의 의무교육 제학교에

서는 지방공공단체의 교육 원회가, 사립의 의무교육 제학교에서는

지사가 청구하는 바에 의하여 처음으로 수사가 시작되도록 하고 있

다(제5조). 이는 수사기 이 가능한 한 교육에 여하는 것을 제한

하려는 취지이다. 그리고 제3조의 해석에는 가능한 한 엄격한 해석

이 요구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첫째, 여기에서 지되는 행 는 한

사람의 시민, 한사람의 국민으로서의 행 와 계 있다는 것, 둘째,

불특정의 사람에 하여 실행의 결의를 생기게 하거나, 는 이미

생기고 있는 결의를 조장하는 자극을 부여한다고 하는 의미의 「선

동」이라는 단어는 상기간 이상의 자유의 제한을 래할 험성

이 있다는 것, 셋째, 교사․선동행 를 형벌로써 처벌하고 있다는

것 등에서이다.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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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상과 같은 내용을 갖고 있는 립확보법에 하여는

이 부터 본법의 용에는 입증방법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과

교육의 정치화는 본법에 반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는 이루어지

지 않는다는 등을 들어 본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견해가

있었다.47) 실제로도 이제까지 본법이 용되어 재 에 이르게 된

사례는 하나도 없으며, 본법의 존재의의와 목 이 교육기본법 제8

조 제2항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의무교육의 정치 립성을 확보할

필요성을 교육계와 사회일반에 주지시키는데 있다고 한다면, 그 효

과는 이미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보고 있다.

일본에서도 사립학교를 제외한 국․공립학교의 교원은 당연히 공

무원으로서의 지 를 갖는다. 따라서 국립학교 교원은 국가공무원

법의 용을 받고 있으며, 공립학교교원도 재는 정치활동의 제한

에 하여 지방공무원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상의 용을 받고 있

다. 이것은 앞에서 본 립확보법과 함께 이른바 “교육이법”으로서

성립된 “교육공무원특례법” 제21조의 3의「공립학교 교육공무원의

정치행 의 제한에 하여는 당분간, 지방공무원법 제36조의 규정

에 의하지 않고, 국립학교 교육공무원의 에 의한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결국 일본의 국․공립학교의 교원은 모두 국가공무

원법에 의한 정치행 의 제한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 국

가공무원법상의 정치행 에 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국가공무원법은 먼 , 공무원은 국민 체의 사자이며, 력으

로 직무수행에 념하여야 한다(제96조 제1항)는 복무규정을 근간

으로 하면서, 제102조에서 공무원의 정치활동의 제한에 해 규정

46) 伊藤公一, 前揭書, 敎育法の硏究, 323面

47) 田中耕太郞, 前揭書, 敎育基本法の理論, 621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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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제102조에서는 선거권의 행사 이외에, i) 정치 목 을

하여 기부 그 밖의 이익의 수수에 여하는 것(제1항) ii) 인사

원규칙에서 정한 정치행 를 하는 것(제1항) iii) 공직의 후보자가

되는 것(제2항) iv) 정치 단체의 임원 등이 되는 것(제3항)을

지하고 있다. 그리고 ii)의 규정을 이어 받은 인사원규칙14-7(정

치 행 )에서는 ‘정치 목 ’을 8개 항목(제5항), ‘정치 행 ’를

17개 항목(제6항)으로 각각 특정하고48), 의 ‘정치 목 ’을 갖고

‘정치 행 ’를 하는 것을 지하고 있다. 이러한 지규정은 임시

임용자, 휴가 인 자, 휴직자, 정직자 일시 으로 근무를 하지

않는 자에게도 용되며(동 규칙 제1항), 특히 공무원이외의 자와

함께 행한 경우(동규칙 제2항), 자기의 리인, 사용인 등을 통하여

간 으로 행한 경우(동규칙, 제3항), 근무시간외에 행한 경우(동

규칙 제4항)에도 용된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제102조 제1항, 즉

의 i)과 ii)에 반한 자에 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는 10만

엔 이하의 벌 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10조 제1항 19

호).

이상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본의 국가공무원법은 그 스스

로 정치활동의 규제에 하여 상세히 규정하지 않고 행정입법인 인

사원규칙에 폭 인 임을 하고 있다는 , 그리고 그 인사원규

칙의 제한내용이 포 이고 범 하다는 , 정치활동이 제한되

는 지역이 국 이라는 , 형벌규정을 두고 있다는 등에서 헌

법상의 평등원칙을 반하여 헌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의 ․ ․고교의 교사의 부분을 차지하는 공립학교

48) 人事院規則 14-7의 第5 (政治的 目的)과 第6 (政治的 行爲)의 具體的인 內容

은 兼子仁 등編,敎育 六法, 學陽書房, 1997, 456-457面 參照



- 205 -

교사의 정치활동에 하여 다른 지방공무원과는 달리 보다 엄격하

고 범 하게 제한을 하고 있다는 에서 기본권의 침해여부가 문

제되고 있다.49)

이러한 교육공무원법 제102조와 인사원규칙 14-7의 합성성 여부

에 한 일본의 례를 살펴보면, 그동안 많은 변천을 보여주고 있

는데, 체로 그 합헌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부분이며, 그러한 경

향은 최고재 소 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

한 최고재 소 결은 지방재 소의 결에도 향을 미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먼 1958년에 최고재 소는 3개의 결을 연달아

내고 있다. 그 최 가 3월 12일의 결로서, 여기에서는 체의

사자론과 공공의 복지론을 근간으로 하여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제

한하는 국가공무원법 제102조는 헌법 제14조의 평등원칙에 반되

지 않는다고 하 다.50) 이어서 4월 16일에도 같은 취지에서 동법이

헌법 제14조 제28조(근로자의 근로3권)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

으며51), 더욱이 5월 1일에는 이 두 개의 결을 원용하여 인사원

규칙14-7은 헌법 제31조의 법 차에 반하지 않으며, 합헌․합법

이라고 시하 다.52) 이러한 례들은 약 10년간 선도 인 례로

서 운용되었지만, 1968년 3월 24일의 원불사건53) 제1심의 욱천지방

49) 有倉遼吉, 敎育の政治的中立性をめぐる問題を論ぜよ, 兼子仁 編, 敎育演習敎育

法制, 新日本法規, 1970, 51面 ; 日本에서 公立學校 敎員은 政治活動의 制限에

하여는 國家公務員法과 人事院規則 14-7의 용을 받지만, 違反에 한 制

裁에 하여는 國家公務員法의 刑罰規程의 適用을 받지 않고(敎育公務員特例

法 第21條의 3의 第2 ), 懲戒處分을 받는데 그치고 있다. 즉 公立學校 敎員의

政治活動制限의 範圍는 國家公務員과 같지만, 그 制裁는 地方公務員의 例에 따

르고 있는 것이다.

50) 判刑集 第12卷 3号, 501面

51) 判刑集 第12卷 6号, 942面

52) 判刑集 第12卷 7号, 1272面

53) 이 事件은 北海道 宗谷郡 猿拂村의 한 郵便局에 勤務하는 郵政事務官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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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소의 결로 인하여 그 흐림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 이 결

의 시내용의 요 을 보면 다음과 같다. i)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할 권리는 헌법 제21조의 표 의 자유에서 유래하는 요한 권리

이기 때문에, 체의 사자라는 신분에 의해 어느 정도의 제한은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제한의 정도는 권리의 요성에 비추어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만 하는 것이며, ii)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의

해 야기되는 폐해는 그 공무원의 지 , 직무내용, 정치활동의 태양

등에 의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며, 행정과정에 여함이 없고 더

욱이 그 직무내용이 상세하게 구체 으로 정하여져 재량의 여지가

없는 직 공무원이 근무시간외에 국가시설과 직무를 이용하

지 않고, 한 직무의 공정을 해할 의도 없이 정치활동을 행한 경

우에는 그 폐해가 히 다고 할 것이며, iii) 따라서 이러한 경

우에까지 형벌을 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

110조 제1항 19호는 이러한 행 에 용되는 한에 있어서는 합리

인 필요최소한도의 범 를 넘어선 것으로 헌법 제21조(표 의 자

유)와 제31조( 법 차)에 반된다고 시하고 있다.54) 이 결은

원불사건의 제2심 결에도 강한 향을 미쳐 같은 취지의 결을

이끌어 냈으나, 최고재 소 결에서는 제2심의 결을 기하고 유

죄를 선고함으로써 기존의 례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다. 최고재

소 결의 주요 시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55) i) 헌법 제21조의

同地區 勞動組合協議 事務局長을 맡고 있던 被告가 1967年의 衆議院議員選

擧때, 協議 의 決定에 따라 日本社 黨을 支持할 目的으로 同黨 公認候補

의 選擧用포스터 6장을 公營揭示場에 揭示하고, 한 약 18장의 포스터를

揭示할 것을 他人에게 依賴하여 配 한 行爲로 인하여, 國家公務員法 第102條

人事院規則14-7(第6 13号)에 違反하여, 國家公務員法 第110條 第1 19

号의 罰則 規程이 適用되어 簡易裁判에서 罰金 5000엔의 略式命令을 받고 正

式裁判을 請求한 事件이다.

54) 判例時報 第514号, 20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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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 기반을 이루며, 기본 인

권 에서도 가장 요한 것이지만, 공무원의 정치 립성이 유지

되는 것은 국민 체의 요한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를 훼손할 염

려가 있는 공무원의 정치 행 를 지하는 것은, 합리 이고 필

요 불가결한 한도에 그치는 한, 헌법상 허용되는 바이다. ii) 공무원

에 한 정치 행 의 지가 의 한도 내에 그치는가 아닌가를

단함에 있어서는 ⓐ 지의 목 ⓑ 이 목 과 지되는 정치

행 와의 련성 ⓒ 정치 행 를 지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과

잃는 이익과의 균형이라는 3가지 에서의 검토가 요구된다. iii)

공무원의 정치 행 가 자유롭게 방임되는 때에 생기는 폐해를 방

지하고, 행정의 립 운 과 이에 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해 공무원의 정치 행 를 지하는 것은 헌법의 요청에 부응하

는 것이며, 국민 체의 공동이익을 옹호하기 한 조치라고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의 지의 목 은 정당하다. iv) 공무원의 정

치 립성을 훼손할 염려가 있는 정치 행 를 지하는 것은

ⓑ에서 말하는 지목 과의 사이에 합리 인 련성이 있는 것으

로 인정된다. v) 공무원의 정치 행 를 의사표명의 제약의 목

으로 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정치행동이 래하는 폐해의

방지를 목 으로 지하더라도, 이에 의해 의사표명의 자유가 제약

되지만, 그것은 단지 행동의 지에 수반된 한도에서의 간 이고

부수 인 제약에 지나지 않으며, 더욱이 국가공무원법 제102조 제1

항 인사원규칙 14-7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이외의 행 에 의해

의사를 표명할 자유까지도 제약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지에 의

55) 高裁判所 1974. 11. 6.大法廷判決, 判刑集 第28卷 9号, 398面 以下, 判例時

報 第757号, 30面 以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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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얻어지는 이익은 공무원의 정치 립성을 유지하고 행정의

립 운 과 이에 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한다고 하는 국민 체의

공동이익이기 때문에 얻어지는 이익은 잃는 이익에 비해 요한 것

으로, ⓒ에서 말하는 균형을 잃는 것은 아니다. vi) 당해 공무원의

리직․비 리직의 구별, 업․비 업의 구별, 재량권의 범 의

등은 정치 행 지의 합헌성의 단에 반드시 요한 의미

를 갖는 것은 아니다. vii) 정치 행 의 지가 합헌인 이상, 그

지에 반하는 행 에 하여 제재로써 형벌을 가할 것인가 아닌

가는 원칙 으로 입법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헌법 제21조에 반하

는 것은 아니며, 한 정치 행 의 지가 헌법 제21조에 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반행 를 구성요건으로 하여 벌칙을 법정

하여도 그것이 헌법 제21조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최고재 소는 국가공무원법 제102조, 제110조 제1항

19호와 인사원규칙 14-7를 합헌으로 시 하 으며, 그 후의 하

심 결들은 이 결을 답습하거나 향을 받아 거의 같은 내용의

결을 내리고 있다.56)

일본에서 ․ ․고교 교사의 정치 권리는 교육기본법상의 교

육목 에 의하여, 그리고 국가공무원법과 립확보법 인사원규

칙14-7의 용에 의하여 다른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에게 보장

되는 정치 권리에 비해 심하게 제한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56) 1975年 6月 17日의 豊橋郵便局事件의 第2審判決에서도 「 高裁判所의 判決로

말하더라도, 特定의 事件에 있어서․․․法解釋을 나타낸것에 지나지 않기 때

문에,․․․당연히 이후의 다른 下級審의 裁判을 拘束하는 것으로는 解釋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法的 安定性의 見地에서도 下級審裁判所에서는 의 判斷

과 다른 見解를 갖는 것이 相當하다고 할 만한 特別한 事情이 인정되지 않는

限, 그 判斷을 重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고 判示하고 있다(判例時報 第

785号, 114面). 한 1976年 2月 25日의 全國稅京都支部 랭카드事件의 第1審

判決(判例時報 第805号, 442面 以下)에서도 같은 趣旨의 內容을 判示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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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례의 태도를 보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제5 학의 자율성과 사학의 자유

Ⅰ. 학의 자율성과 학자치

행 우리 헌법은 제22조에서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그

권리의 내용으로 당연히 학의 자치가 보장된다고 헌법학계에서는

일치된 견해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도 우리 헌법은 제31조 제4항에

서 별도로 학의 자율성보장에 해서도 규정하고 있어, 양 규정

의 상호 련성과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해 간혹 논란이 제기되기

도 한다.

우리 헌법 제22조는 국민의 학문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오

늘날은 학문의 주체가 개인뿐만 아니라 주로 학이라는 기 으로

이 됨에 따라 학문의 자유의 주된 주체가 학이 되었으며, 그로

인해 학문의 자유의 내용 에 당연히 학의 자치가 포함되는 것

으로 해석함에는 이론이 없다. 따라서 헌법 제22조의 학문의 자유

는 개인 기본권으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학의 기본권 내지

학의 자치에 한 제도 보장 규정으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갖는다

고 보고 있다. 한편 우리 헌법은 제31조 제4항에서도 학의 자율

성을 규정하여 학자치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제22조의

해석상 보장되고 있는 학의 자치를 보다 더 확실히 보장하고 제

도화할 것을 국가에 요구하는 생존권 성격의 기본권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헌법만이 갖고 있는 학의 자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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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확한 근거규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헌법 제22조에 내포된

학의 자치를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덧붙

이면 독일의 경우, 학의 자치에 한 명문규정은 없으며, 단지 기

본법 제5조 3항의 학문의 자유 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

다.

학의 자율성 내지 학의 자치에 한 이러한 명문규정을 갖

고 있는 우리 헌법과는 달리 행 일본 헌법은 제23조에서 학문의

자유만을 규정하고 있어, 학자치에 한 해석과 련하여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본헌법 제26조의 국민의 교육

을 받을 권리와의 계에서 학의 자치를 어떻게 해석하고, 그 근

거규정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에 해 학설이 나 어져 있다. 이

하에서는 학의 자치를 둘러싼 일본에서의 논의를 검토해 본다.

1. 학자치의 이념

일본의 행 학교교육법 제52조는 학의 목 에 해, “ 학은

학술의 심으로서 리 지식을 수함과 동시에 깊이 있고 문

인 학 를 교수연구하며 지 ․도덕 능력과 응용력을 개시

키는 것을 목 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규정에 의

거해 볼 때, 학자치의 이념이 무엇인가에 해서는 견해가 갈리

고 있다.

가. 종래의 학설

일본의 종래 학설은 “ 학의 자치는 학의 본질로부터 나오며

학문의 자유의 핵심에 해당한다”고 보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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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택 의 교수는 그 근거로서 “학문연구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기

존의 사고방식을 비 하고 새로운 방식을 이끌어 내는 노력이기 때

문에, 이에 해서는 특별히 고도의 자유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하며,57) 그 이유로 ⅰ) 학문은 창조 인 인간정신의 귀 한 성과이

며, 인류문화의 집 인 표 이기 때문에 특별한 배려와 신 한

취 이 요구된다는 것 ⅱ) 학자나 연구자는 그 역에서의 문가

이며, 지도 인 입장에 있는 “선택된 사람”이기 때문에, 통상인을

상으로 한 평균 인 수 에 입각한 정치나 행정의 단에 의거하

여 간섭해서는 안되며 국가나 사회도 그 독립성을 존 하여야 한다

는 것 ⅲ) 학문의 진보는 문화의 선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체의 속으로부터 해방되지 않으면 안 된다. ⅳ) 학문의

진보 신발견은 일반 으로 상식 인 사고로는 기이하게 느껴지

기 때문에 반 한다거나 박해 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 등을 들고

있다.58)

한 고유신일 교수는 “ 학의 자치는, 오늘날의 학이 인류지

식의 경계를 확 하는 지 생활의 라는 역할과는 무 하게 정

치산업사회가 제공하는 자 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의

기능이 그 설치자(자 제공자)에 의하여 왜곡될 우려가 있기 때문

에, 학을 외부압력(공권력이나 학설치자의 권력 등)의 제약이나

구속으로부터 해방시켜 학이 그 본래의 기능(교육연구)을 자주

․자율 으로 결정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라

고 한다.59)

57) 宮澤俊義․芦部信喜 補訂, 全訂日本國憲法, 日本評論社, 1978, 60面

58) 宮澤俊義, 註解日本國憲法(上), 1993, 有斐閣, 455-456面

59) 高柳信一, “憲法 23條”, 有倉遼吉 編, 基本法コンメタ-ル憲法․新版, 日本評論

社, 1997, 105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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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례

한편, 일본최고재 소도 포포로사건의 결에서, 헌법 제23조는

“일면, 리 모든 국민에게 그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다른 면에

서는 학이 학문과 술의 심으로서 진리탐구를 그 본질로 한다

는 것을 함께 고려한다면, 특히 학에 있어서의 그들의 자유를 보

장하는 것을 취지로 하는 것이다”고 시하고 있다.60) 그러나 근래

에는 “학문의 자유의 보장은 일반의 시민 의 자유 이상의 고도의

자유의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

다”고 보는 문제제기의 학설61)로 부터 향을 받은 결도 찾아볼

수가 있다. 즉, 일본의 교과서재 인 이른바 삼본 결에서는 “학문

과 교육은 본질 으로 불가분의 일체를 이룬다. 헌법 제23조는 교

사에 하여 학문연구의 자유는 물론 학문연구결과 자체에 한 정

당한 학문 견해를 교수할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실제문제에 있어서, 재의 교사에게는 학문연구

의 제조건이 정비되어 있다고는 보기가 어렵다. 따라서 교육 내지

교수의 자유는 주로 학에 있는 교수에게 인정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하 교육기 에 있는 교사에 해서도 기본 으로는 교육

의 자유가 부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62)

다. 새로운 학설

학의 자치를 헌법 제23조의 학문의 자유에 한정하여 해석하는

종래의 견해에 해 비 태도를 취하며, 헌법 제26조의 국민의

60) 高裁判所 大法廷, 昭和 38年 5月 23日, 刑集 17卷 4号, 370面

61) 高柳信一, 前揭論文, 103面

62) 東京地判, 昭和45年 7月 17日, 判例時報 第597号, 10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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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받을 권리와의 계 속에서도 학자치의 이념을 찾고자 하

는 견해가 있다. 즉, 종래와 같이 하 교육기 에서의 학교교육과

학교육과의 일 성을 부정하고 학문연구와 교육이 분리되는 실

에 한 반성이 요구되며, 더욱이 학을 포함한 학교교육 체를

국가가 통제하고자 하는 교육정책 하에서의 종래와 같은 학자치

에 한 한정 해석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학문연구

와 교육은 불가분의 일체임을 인식하고 학이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장” 내지 국민의 교육권을 형성하는 하나의 “장”

으로서 요구되는 자치, 즉 학문과 연구와 교육의 장 일반의 자율성

보장의 원리로서의 “ 학자치”의 이념을 요시하지 않으면 안 된

다고 한다.63)

2. 학자치의 법 근거

가. 헌법 제23조 설

종래의 일본 헌법학은 학의 자치의 법 근거를 헌법 제23조

(학문의 자유의 보장)에서 찾았으며, 헌법 제23조는 주로 학에서

의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해 왔다.64) 그러나

이에 해 근래에는 오히려 “연구자는 시민으로서 동료시민과

동등한 시민 자유 이상의 것을 갖는 것은 아니며, 동시에 시민

자유의 보장에 의하여 개인으로서의 진리탐구의 자유를 보장받는

것이라고 할 것”65)이라고 비 받고 있으며, 한 삼본 결에서도,

63) 永井憲一․中村睦男, 生存權․敎育權, 現代憲法大系 7, 法律文化社, 1989,

238-239面

64) 宮澤俊義, 前揭書, 註解日本國憲法(上), 460面

65) 高柳信一, 前揭論文, 103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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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교육기 의 교육의 자유도 헌법 제23조를 법 근거로 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 최근에는 “학문의 자유보장의 주된 목 은 교

육연구자가 시민으로서 갖는 것이지만, 연구기 의 외 리권력

때문에 교육연구기 의 내부에는 타당하다고 할 수 없는 자유(사상

의 자유, 사상의 표 ․교환의 자유)를 연구교육기 의 내부에

철시키고, 교육연구자로 하여 이를 회복시킬 수 있게 하는 데에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일반 인 경향이다.66)

나. 헌법 제26조 설

학자치의 보장의 법 근거를 헌법 제26조에서도 구해야 한다

고 보는 견해이다. 즉, 학문연구와 교육의 과학 ․실천 인 통일의

“장”으로서의 학자치의 법 근거로 제26조를 들고 있다.

학은 ⅰ) 학문연구와 교육의 임무를 맡은 교수와 ⅱ) 스스로

학문을 연구하고, 더욱이 학문연구의 선배인 교수의 지도(교육)를

받는 학생과 ⅲ) 학에서 학문연구와 교육이 행해질 수 있는 조건

정비를 책무로 하는 직원 등의 삼자에 의하여 구성되기 때문에,

학의 자치는 이 삼자간의 연 에 의하여 유지되지 않으면 안 된다

고 한다.

그런데 헌법 제23조의 “학문의 자유”는 학문연구에 있어서 “사

상”과 “표 ”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며, 그것은 학에서만 보장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으로 보장되는 것

이기 때문에, 그 학문의 자유는 헌법상의 인권의 주체인 아동․학

생에게도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문의 자유

는 보통교육의 장에서도 보장되어야만 하며, 이 경우, 아동의 성장

66) 高柳信一, 前揭論文, 103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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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의 단계에 따라 극 인 “연구의 자유"까지는 언 하지 않는

다 하더라도 어린이의 “학습의 자유(학문의 자유)”는 헌법 제26조

에 의하여 보장되는 “교육을 받을 권리”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룬다

는 것이다. 이를 “인권으로서의 교육권” 혹은 “학습권”이라고 칭할

수 있다고 한다.67)

그런데 이러한 권리가 보장되기 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요구

되는 데, 그 첫째는 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해서는 일반 사회

에서 리 “학문의 자유”의 성과가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며, 둘째

는 그 성과가 자유로이 학생들에게 달될 수 있는 수단의 자유(교

사의 교육의 자유)가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러한 조건의 내용을 실 하는 것은 결국 학생의 학습의 자유(학문

의 자유)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

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 ․고교 학 등의 모든 학교에서 “학문의 자유”

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과 능

력, 즉 인간으로서의 인격을 최 한 존 하기 해서는 국가가 경

제 조건 등의 교육조건의 정비를 의무로서 행할 뿐만 아니라 교

육의 내용에 해서도 획일 인 지배를 하는 것이 필요불가결 한

데, 이를 보장하기 한 것이 “학교의 자치”이며, 그것은 ․ ․

고교에서도 보장되는 것이며, 학에서 보장되는 경우가 “ 학의

자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한다.68)

67) 永井憲一․中村睦男, 前揭書, 生存權․敎育權, 239-240面

68) 永井憲一․中村睦男, 前揭書, 生存權․敎育權, 240-241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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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운 의 자율성

학의 자치는 무엇보다도 학에서의 연구와 교수의 자유를 의

미한다.69) 다시 말하면, 학의 자치에는 학에서의 학문연구와

교육의 자율성, 즉 교육행정권 내지 일반행정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학도 이른바 하 교육기

과 마찬가지 논리의 “교육권의 독립”의 보장이 요청되는 것이다.

보다 구체 인 요한 문제 을 지 하면 다음과 같다.

가. 학문연구 교육내용․방법의 자주 결정권

학의 자치가 실 으로 보장되기 해서는 먼 , 무엇보다도

학이 연구교육기능의 내용․방법․ 상을 연구교육기능자신에 내

재하는 법칙과 논리에 따라 자주 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요구된다.70) 따라서 ⅰ) 문부성에 의한 학설치 기 의 작성,

ⅱ) 문부성에 의한 과학연구비의 배분결정 등이 실 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71)

ⅰ) 실 으로 일본에서는 학을 설치하는 시 부터 그 후에

학부를 증설하는 경우에도 학부의 종류와 필수학과목 등의 커리큘

럼, 학생정원과 시설․설비의 규모, 교원의 인사구성 자격 등을

규제하는 설치기 이 되는 것을 문부성령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 학원의 설치기 , 단기 학의 설치기 등도 문부성령

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등학교와 학교에는 설치기 이 없다.

처음부터 학에 한 그러한 “기 ”의 작성을 문부성에 인정한 것

69) 宮澤俊義, 前揭書, 註解日本國憲法(上), 462面

70) 高柳信一, 前揭論文, 105面

71) 永井憲一․中村睦男, 前揭書, 生存權․敎育權, 245-246面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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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다.

ⅱ) 학에서의 교수의 학문연구에 한 조성을 하여 국가 산

에서 과학연구비를 배분하는 경우, 종래에는 일본학술회의 - 학회

에 소속된 연구자가 학술회의의원을 공선한다 - 가 배분을 결정하

는 심사 원을 자주 으로 선정해 왔는데, 지 은 그 심사 원을

문부성이 최종 으로 결정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학문연구의 내

용․방법 상의 자주 결정권을 침해하는 제도로서 문제가 되

고 있다.

나. 학교원의 인사 리기 인사의 자주 결정권

학이 본래의 학문연구와 교육의 자유를 기능 으로 유지하기

해서는 학교원인사 리기 인사의 자주 결정권의 보장이

필수 이다. 그러나 학재정의 운 을 맡은 설치자(사립 학의 경

우는 사학법인, 국․공립 학은 국가 는 지자체)는 종종 학운

에 있어서 인사의 자주 결정권을 경시 내지 무시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로 인해 학분쟁을 야기하기도 했다.

(1) 교원인사의 결정

일본에서 처음으로 교원인사의 자주 결정에 한 학의 행

이 생긴 것은 1914년의 몇몇 교원인사를 둘러 싼 분쟁을 거치면서

확립되었다. 즉 “ 학교수의 임면에는 교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

는 행이 이제 처음으로 정부에 의해 공인되게 되었다”고 설명하

고 있다.72) 그러나 그 후에도 이러한 행이 무시되는 사건이 발생

하기도 하 지만, 2차 후 새로운 헌법과 교육기본법제 하에서

72) 家永三郞, 大學の自由の歷史, 枯書房, 1962, 46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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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특례법”이 제정되면서 “교원의 채용 승진임용은 선

고에 의하며, 그 선고는 학 리기 (교수회의 의결을 거쳐 학장)

이 행하는 것”(제4조 1항 제25조 1호)으로 되었다. 그리고 일반

으로 학의 자치를 확립하는 심과제는 학에 있는 교원자신

에 의한 교원인사권의 보장이라고 설명되고 있다.73)

(2) 리기 인사의 결정

학장, 학부장 등과 같이 학에서 리직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기 의 인사에 해서도, 그것이 학의 학문연구와 교육의 외

인 독립성을 유지하는 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 이라는 에서

그 인사의 독립성이 요구된다.

일본 교육공무원특례법은 「학장 부국장의 채용은 선고에 의

하도록 하며, 그 선고는 학 리기 이 행한다」(제4조)고 규정하

고 있으며, 이 경우의 “ 학 리기 ”은 학장 채용의 경우에는「평

의회(한 개의 학부를 설치하고 있는 학에서는 교수회의 구성원)

내지 부국장으로 구성된 의회( 의회)」가 이를 맡으며, 부국장의

채용의 경우에는「학장」이 이를 맡는다(제25조 1호)고 규정하고

있다. 그 지만, 학의 리기 인사의 결정에는 가능한 한 민주

으로 학구성원 체의 의사가 존 되는 것이 요망되는데, 일교

학의 경우, 학장선거에 있어서 학의 교직원과 학생 원이 투표

에 참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실 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임용권자의 계이다.

일본 교육공무원특례법에서는 「 학의 학장, 교원 부국장의 임

용은..............임명권자가 행한다」(제10조)고 규정하고 있어, 국립

73) 高柳信一, 前揭論文, 105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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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에서는 학장 등이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임용권자”가 “문부

신”으로 되어 있다(국가공무원법 제55조). 그러나 그 임명권은

천황이 국회의 지명을 받아 내각총리 신을 임명하는 경우와 마찬

가지로 지극히 형식 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3) 학교원의 신분보장

학문연구․교육기 인 학교원과 연구자는 국가(지방)공무원

는 피용자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는 학교법인과의 계에서 고

용 계에 있지만, “ 학교원의 연구교육의 자유는, 그들의 고용자의

입장에 있는 자가 그들의 연구결과(그것은 강의, 논문 등으로 표

된다)의 평가자로 군림하면서, 이를 소극 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당해교원의 지 를 박탈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짐으로써 최 한

당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원의 연구교육의 자유는 이 을 제

거함으로써 최 한 보장될 수 있게 된다”74)고 설명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차 부터 학교원의 신분보장이 학문의 자

유와 학자치의 보장에 있어서 가장 으로 추구되어야 할 사

항으로 인식되어 왔다. 국․공립 학에 한 행법제에서는 교육

공무원특례법에서 “ 학교원은 학 리기 (평의회)의 심사결과에

의한 것이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제6조)고

규정하여 보장하고 있다.

특히 구체 으로는 다음과 같은 자유가 교원의 신분보장의 일환

으로 확립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75) 즉,

ⅰ) 학교원은 그 직무내용에 하여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한

다. 국공립 학의 교원은 형식 인 임명권자 학장․부국장 등의

74) 高柳信一, 前揭論文, 104面

75) 永井憲一, 憲法と敎育基本權(新版), 勁草書房, 1985, 270面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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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기 으로부터 직무명령을 받지 아니하며, 한 사립 학의 교

원은 학의 설치자 는 외 리기 (이사회 등) 학장․부국

장 등의 리기 으로부터의 업무명령을 받지 아니한다. 직무상의

지휘감독으로부터의 자유인 것이다.

ⅱ) 학교원은 학문연구와 교육의 역에 있어서 개별 으로 자

유가 보장된다. 그 내용에 하여, 국공립 학의 경우의 임명권자

혹은 사립 학의 설치자 등이 자신의 가치기 에 의거하여 특정의

학설을 지하거나, 그 표 에 하여 형벌을 과하거나 하는 등의

일방 인 징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것은 개인의 학문연구와 교

육의 자유의 침해인 동시에 국민의 교육권을 형성하는 학에서의

자치의 주요한 부분을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한 그 밖의

사유에 의한 징계에 있어서도, 행법제에서는 교육공무원특례법이

“교원은 학 리기 (평의회)의 심사결과에 의한 것이 아니면, 징

계처분을 받지 아니한다”(제9조)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에는 국립 학의 임명권자인 문부 신이 자유주의사상

에 의거한 형법학설을 시국가체제 하에서는 불온하다고 하여, 학

부교수회의의 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일방 으로 당해 교수를

휴직처분한 것과 같은 사건이 있었다. 이것은 오늘날의 에서

볼 때, 두 가지 에서 문제가 된다. 그 하나는 학교원을 그 학

설에 의거하여 징계했다는 이고, 다른 하나는 소속 학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 으로 임명권자가 징계권을 행사했다는 이다. 이

두 가지의 에서 동 사건은 학문의 자유와 학의 자치를 침해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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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의 재정자치권

학의 재정자치권과 련하여, 고유신일 교수는 “ 학은 그 제

공하는 서비스의 가(수업료)로 얻는 수입의 수십 배의 재정자

을 정치․산업사회로부터 제공받지 않으면 충실한 교육연구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학은 재정자 이 확보되지 않으면 연구․교육을

하지 않아도 되는 하 교육기 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명감

이 부여되어 있다. 따라서 그에 필요한 자 을 정치․산업사회에

요구하고, 이를 자주 으로 리할 권능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런 의미에서 학의 재정자치권이 무하다고 할 수 있는 재의

일본의 제도는 문제이다”고 지 하고 있다.76)

4. 학자치와 학생자치의 계

가. 학자치와 학생자치

일본에서는 1969년에 정 에 달한 이른바 “ 학분쟁”의 와 에

새로운 학자치의 구축론이 개되었다. 그 논의의 하나로서 학생

(원생)과 직원을 학자치의 주체 구성원으로 인정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거론되었다. 이 문제는 학교원 이외의 학생․직원에게도

학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역할을 부여하고, 그에 의거하여 학

자치의 의미와 내용을 수정하고, 학생의 교육권과 학문 연구권의

보장이라는 내실을 갖는 새로운 학자치의 상을 창조하는 것과 깊

은 련이 있다.77) 이 에 하여 일본 헌법학계도 학생의 자치에

해서는 본격 인 논의를 나타내고 있지만, 직원의 자치에 해서

76) 高柳信一, 前揭論文, 106面

77) 野上修 , “學問の自由と大學の自治”, 憲法と敎育法(永井憲一敎授還曆記念), エ

イデル硏究所, 1991, 98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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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 다할 논의가 없다.

학자치와 학생자치와의 계에 하여, 정설( 극설)과 부정

설(소극설)이 립하고 있다. 부정설은, 학에서 학생이 갖는 자유

와 자주성은 본래 학자치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라고 하여,

학생자치에 하여 소극 인 평가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견해

에서는 학생자치를 교수․연구자가 담당하는 학자치의 반사 효

과로만 보고 있고, 학생을 학의 주체 인 존재로는 보고 있지 않

으며, 단지 학이라는 조물의 이용자에 불과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정설은, 학생을 학구성원의 일원으로 보고, 학

생자치는 학자치와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과 역

을 달리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학생을 학자치를 담당하는 한

구성원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학생자치의 헌법상의 근거에 해서

는 다툼이 있으며 정설은 없다. 이 에 하여 정헌일 교수는

정설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 학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장”이고, 헌법과 교육기본법제 하에

서의 국민의 교육권을 형성하는 “장”이라고 하면, 학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학생이 그 학에서의 자치의 주체

구성원이 되는 것은 논리 필연이라고 하겠다. 행법제에서는 학

교교육법이 「교수는 학생을 교수하고, 그 연구를 지도하며, 연구에

종사한다」(제58조 4호)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학생을

학에서의 연구자의 일원으로 여기는 것을 제로 한 것이라고 해석

된다. 따라서 이 규정은 학생을 학자치의 주체 구성원으로

치시키는 법 근거가 되는 것이다”78)고 한다. 즉, 헌법 제26조의

78) 永井憲一․中村睦男, 前揭書, 生存權․敎育權, 250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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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받을 권리와 헌법 제23조의 학문의 자유․ 학자치를 통일

으로 해석하여 학생의 교육권의 보장을 학자치의 심에 놓고,

직 으로는 법률상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학생을 학자치의 주

체 구성원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나. 학생의 학자치에의 참가

학생을 학자치의 구성원으로 보는 정설의 견해에 따를 경우,

학생의 학자치에의 참가와 련하여 구체 으로 문제되는 것은

학생의 학자치의 참가범 와 차이다.

총 하여 언 하면, 학자치의 주체 구성원은 ⅰ) 학문연구와

교육의 임무를 맡은 교육연구자와 ⅱ) 스스로 학문을 연구하고, 더

욱이 학문연구의 선배인 교수의 지도(교육)를 받는 학생과 ⅲ)

학에서 학문연구와 교육이 행해질 수 있는 조건정비를 책무로 하는

직원 등의 삼자이기 때문에, 학의 자치는 이 삼자간의 연 에 의

하여 유지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 그리고 가장 바람직한 학

자치는 비록 은 범 이더라도, 학의 학장․부국장 등의 리기

의 인사, 시설․설비 커리큘럼 등을 포함하여 학의 자치를

유지․운 해 감에 있어 필요한 모든 사항에 하여 이 삼자의 의

사에 의거하여 결정하는 것이라고 한다.79) 그리고 구체 으로는

“각각의 학의 구체 상황에 하여는 각 학이 자치 으로 결

정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80)고 한다. 물론 이때 삼자 각각의 기

능의 차이와 결정할 상인 사항의 성질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한다.81)

79) 永井憲一, 前揭書, 憲法と敎育基本權, 272面

80) 高柳信一, 前揭論文, 107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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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학자치와 사학의 자유

1. 사학의 법 지

교육은 국민의 인격의 완성을 목 으로 함과 동시에 다음 세

를 승계 할 국민을 육성하기 하여 국민 스스로가 창조 으로

하는 정신 ․문화 ․사회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신은 일본헌법과 교육기본법에도 나타나 있다.

2차 후 일본에서의 사학의 법 지 는 그 의미에 있어서

근본 인 환을 가져왔다. 즉 국공립학교의 체보조기 혹은 공

교육에 하는 학교라는 사고방식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게 되었

다. 따라서 사학은 사학조성 합헌론에서 개되고 있는 헌법 제89

조82)의 해석에서 보여지는「공 지배」에 속하는 교육사업으로 인

정되어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사립학교법 제1조83)에 의거한 자주성의 존

과 공공성의 확보를 강조하여 사학을 국공립학교의 교육과는 다른

교육을 행하는 기 으로서 국가의 사업을 국가를 신하여 행하는

기 으로 보는 소극 인 견해가 있기도 하다.84)

행 일본의 헌법․교육기본법제에 있어서의 사학법제는 2차

의 사학법제의 원리를 환하여, 민주 인 교육행정조직을 확

81) 永井憲一․中村睦男, 前揭書, 生存權․敎育權, 251面

82) 헌법 제89조(공 재산의 지출 는 이용의 제한) 공 그 밖의 공 재산은

종교상의 조직 는 단체의 사용, 편익, 유지를 하여, 혹은 공 지배에 속하

지 않는 자선, 교육, 박애의 사업에 하여 이를 지출하거나 그 이용에 제공해

서는 안 된다.

83) 사립학교법 제1조(법률의 목 ) 이 법률은 사립학교의 특성에 비추어 그 자주

성을 존 하고 공공성을 고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 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

으로 한다.

84) 文部省私學法令硏究 編著, 私立學校法逐條解說, 第一法規, 1970年, 190面



- 225 -

립하고 경 주체의 교육 ․민주 운 을 도모하며, 민주 사학

조성제도를 확립하는 것을 그 취지로 삼고 있다. 특히 사립학교법

이 사학의 자주성의 존 과 공공성의 확보를 강조하여 과 같은

국가의 감독통제 하에 있는 보조기 으로서의 사학을 부정하고 있

는 것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기축으로 하는 헌법․교육기본

법의 원리에 의거한 공교육체제의 일환으로 사학을 자리 매김 하고

자 하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학의 자주성의 존 과 공

공성 확보는 사학에 특유한 것으로만 볼 수 없으며,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권리로서의 교육”을 보장하는 공 기 으로서

의 사학이 국민의 교육의 헌법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 ․공공

채무를 수행하기 한 원리라고 할 수 있다.85)

2.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

가. 사학의 자주성의 원리

사학의 자주성은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교육의 자유를

기 로 한다. 사학교육의 자유는 이러한 국민의 교육의 자유의 일

환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헌법 자유로서 헌법상 보장되고 있다.

즉,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권리이며 주권의 보유자인 국민의 고

유의 권리이다. 건강하고 문화 인 생활을 할 생존의 권리를

교육의 측면에서 실 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민은 이러한 “권리로

서의 교육”을 실 하기 하여 교육의 획일성을 배제하고 자유로우

며 다양한 교육을 행할 수 있는 교육제도의 확립과 민주 인 교육

85) 笠原 正, “私學と敎育條件の整備”, 日本敎育法學 編, 敎育條件の整備と敎育

法, エイデル硏究所, 1980, 302-303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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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보장하는 사학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특히, 사학의 자유

는 사학설치의 자유와 사학교육의 자유를 내포하는 것으로, 학문․

사상․표 의 자유와 일체를 이루는 개념이며 한편으로는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에 부응하는 자유이다. 특히 종교교육을 시발로 하는 독

자 인 교풍과 건학정신에 의한 자유로운 교육을 보장하는 것이

다.86)

이와 같이 사학의 자주성은 국민의 교육의 자유에 입각하여 헌

법 자유로서 사학의 자유의 법리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데, 사학설치자의 헌법 자유는 독선 자유를 허용하는 것은 아

니라 학부모의 교육에의 권리, 아동․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 교

사의 학문․사상․표 ․교육의 자유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87)

나. 사학의 공공성의 원리

후 일본에서 사학의 공공성의 원리가 처음으로 제기된 것은

1946년 교육쇄신 원회의 제1회 건의사항인「사립학교에 한

것」에서 “학교경 주체의 건 한 발 을 조성하고, 이에 공공 ․

민주 성격을 부여하기 하여, 이를 민법상의 법인과는 별개의

특별법인으로 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여 “학교법인법”의 제정을

건의함으로써 비롯되었다. 그 후 제3회 건의사항인 「사학의 진흥

에 한 것」에서 사학의 공공성의 확보를 법 으로 확립하는 안을

건의하여 사립학교법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경 주체인 학교법인의

책무를 분명히 명시하기에 이르 다.

86) 笠原 正, 上揭論文, 私學と敎育條件の整備, 303-304面 參照

87) 浦田賢治, 法學セミナ-別冊 「コンメンタ-ル敎育法」(新版), 日本評論社, 1997,

227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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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그 동안의 교육이 군국주의․ 국가주의 경향을 띠고

공립에 편 되어 사학의 극 인 역할을 부정하게 되고 더욱이 교

육의 자율성 는 학문․교육의 자유를 오히려 반국가 인 것으로

배척해 온 것에 한 자각과 반성에 연유한 것이다.88)

한 “임시사립학교진흥방책조사회”의 1967년도 보고서「사립학

교진흥방책의 개선에 하여」에서 “사립학교는 국가 ․사회 존

재의의를 자각하고, 그 경 을 바르게 하며, 법령의 기 에 합치되

는 교육을 행하는 등 그 공공성을 높여 사회의 기 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는 스스로의 사회 책임을 지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사

학이 국가와 사회의 발 에 기여할 것을 표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후의 사학이 헌법과 교육기본법제 하에서 국가의

교육사업을 보완하는 특허사업에서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

장하는 공 교육사업으로 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나 문

부성 계기 은 여 히 사학을 국가독 교육사업의 일부를 구

성하는 보완 ․ 찬 교육사업으로 밖에 보고 있지 않다. 그러나

사학은 일본헌법 제26조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주요한 근

거로 하며, 국민의 교육에 한 다양한 요청을 실 하는 교육의 기

회균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실 으로 이를 보장하는 교육기 이라

는 에서 사학의 공공성이 인정되며, 공교육기 으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갖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89)

3. 학자치와 사학조성

학의 자치가 진정으로 확립되기 해서는 학재정의 자주성이

88) 笠原 正, 前揭論文, 私學と敎育條件の整備, 304面

89) 笠原 正, 上揭論文, 私學と敎育條件の整備, 304-305面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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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날 학의 자치가 입법과 행정에 의

한 통제와 재정과 산에 의한 압박에 의해 괴되고 형해화 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

에 해 일본의 헌법학계는 일반 으로 학의 재정 자치에 한

제약을 “ 학자치의 한계”로 설명하면서, 학설치자의 학에

한 재정 통제 사학조성을 통한 국가의 사립 학에 한 통제

를 학문의 자유나 학의 자치와는 무 한 것으로 당연시하고 있

다.

그러나 재정을 보조한 자의 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일반 사

회의 논리를 그 로 학에 용하게 되면 학의 학문과 교육은

지 한 향을 받게 된다. 학의 자치를 인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해서는 그 자치의 일환으로서 학의 재정 자치를 확립하는 것

이 요구된다.90) 사립 학의 경우는 국가의 사학조성을 통하여 이루

어지는 재정 면에서의 통제를 배척하고, 보조 을 사학의 자주성을

하여 사용한다고 하는 재정 자치가 보장되어야만 한다.

일본의 헌법학계에서는 사학조성을 둘러싸고 재 합헌론과 헌

론이 립하고 있다.91) 사학조성 합헌설이 통설 지 를 차지하고

있지만, 종래의 합헌설은 사학이 일본헌법 제89조의「공 지배」

에 속하기 때문에 공비조성은 헌법에 반되지 아니하고 공비조성

의 헌법상의 근거도 역시 제89조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반하여,

최근의 헌법학설은 사학조성의 합헌성을 단지 헌법 제89조와의

계에서뿐만 아니라 헌법 제26조의 국민의 교육권보장의 문제로서도

논하고 있다. 그 결과, 사학조성을 헌법 제89조에서만 보아 소극

90) 野上修 , 憲法問題の解明, 法律文化史, 1997, 136面

91) 野上修 , 私學助成の憲法論と實態論(一), 法律論叢 第42卷 第1号, 1981, 36面

以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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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합헌화 하지는 않고 헌법 제26조를 주요한 법 근거로 하여

사학에 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극 인 조성을 헌법상의 의

무로까지 해석하고 있다. 즉, 정헌일 교수는 학의 재정자치권의

확립은 지극히 요한 것으로서 “공 지배”를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의 지배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92),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 그 자체가 “공”의 사업인 것이며,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 는 공공단체의 헌법상의 의무인 것으

로서, 그에 한 경제 지출(국고부담)은 국가 는 지방공공단체

가 의무로서 이를 이행해야만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93)고

하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학설은 특히 교육법학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더욱 상세히 고찰되고 있는데, 사학에 한 국가조성의무의 헌법상

의 근거를 헌법 제89조가 아니라 제26조에서 구하고 있는 이 주

목되며, 그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94)

헌법 제26조가 교육을 받을 기회를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

는 한, 공교육기 으로서의 사학에서 배우고 있는 국민에 하여

국가가 실질 인 의미에서의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 하는 것은 헌

법상이 책무라고 한다. 특히 헌법 제26조의 국민의 교육권의 보장

규정은 단순히, 공교육을 받을 기회를 실질 으로 보장하는 것만을

목 으로 하는 아니라, 그 궁극 인 목 은 국민에게 건강하고 문

화 인 생활을 할 기 인 조건을 평등하게 보장하고자 함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 제26조의 국민의 교육권보장 규정은

92) 永井憲一․中村睦男, 前揭書, 生存權․敎育權, 249面

93) 永井憲一, 前揭書, 憲法と敎育基本權(新版), 勁草書房, 1985, 255面

94) 野上修 , 私學助成の憲法理論, 法律論叢 第61卷 第4․5号 合倂, 238面 以下 參

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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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5조의 국민의 생존권보장 규정과 그 목 에 있어서

한 계를 갖는다고 한다. 헌법 제23조에 하여 헌법 제26조가 갖

는 의의에 있어서도,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는 국가가 교육

학문연구를 극 으로 원조하고 나아가 재정의 용도를 간섭하

지 않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지 의 사학은 교육연구의 측면에서나 재정의 측면에서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사학을 원조하는 것이 사학에서의

학문의 자유를 실질 으로 보장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며, 한

편으로는 사학에서의 교육․학문연구활동을 “사학”이기 때문에 방

임한다거나 재정을 원조하기 때문에 학운 에 여해도 된다는

생각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요약해서 말하면, 헌법 제26조는 한편으로는 헌법 제25조의 국민

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과 깊은 계를 갖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

로는 제23조의 학문의 자유에 실질 인 보장을 부여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사학조성(보다 엄 하게는, 사학에 한 공비부담)

을 국민의 권리로 인정하는 헌법상의 핵 인 근거규정이 된다.

사학조성을 헌법 제89조의 「공 지배」와의 계에서만 논의하는

한, 사학구제로서의 조성론이라는 한계와 사학조성에 수반되는 국

가규제의 문제를 벗어날 수 없게 된다. 헌법 제26조에 근거하여

“권리로서의 사학조성”이라는 시각을 갖는 경우에만 사학을 “원조

하더라도 통제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확립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헌법 제26조의 국민의 교육권규정은 사립 학의

재정 자치를 보장하는 심 인 근거규정이 된다고 보고 있다.95)

95) 野上修 , 前揭論文, 學問の自由と大學の自治, 103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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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결 론

행 일본헌법은 우리 헌법 제31조 제4항과 같은 교육의 자주

성․ 문성․정치 립성 학의 자율성에 한 명문의 규정

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문제에 한 해석 법이론의 구성

은 헌법상의 다른 련 규정, 컨 제23조의 학문의 자유나 제26

조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해석과 련하여 유추하고 있으며, 그 밖

의 교육기본법상의 규정이나 기타 하 법률상의 련규정을 해석하

여 법리를 구성하고 있다.

일본에서의 논의를 간단히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행 일본헌법에는 교육의 자주성에 한 명문규정이 없으며, 다

만 교육기본법 제10조에서 교육의 자주성 자율성 보장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10조(교육행정) 제1항은

“교육은 부당한 지배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국민 체에 하여 직

책임을 지고 행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 헌법학계는 이 조항의 근본취지는 “교육의 자주성”확

보에 있으며, 동조에서 지되는 “부당한 지배”의 주체로는 리

정치 ․사회 세력 일반이며, 정당․노동조합․재계․종교계․매

스컴․일부 부모 등 그 외에 교육행정․학교 리자가 포함되는 것

으로 이해하고 있는 한편, 일본 문부성는 법률의 근거에 기 한 교

육행정의 교육지배는 정당하고 법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교육법학계는 각 주체에 의한 교육 여는 다양하기

때문에 교육 여의 방법을 짚지 않고 “부당한 지배”의 주체론 만을

잘라내어 논하는 것은 법 으로 의미가 없으며, 교육행정에 의한

교육 여는 제도 ․항상 인 것이라는 성질상 다른 주체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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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여와는 별개로 법논리 으로 동조항을 해석․ 용하여야 한

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동조항에 의한 ‘교육의 자주성’을 법 으로

보장하기 해서는(이는 ‘학문의 자유’와 ‘교육을 받을 권리’의 헌법

보장과도 연결되는 것으로) 교육행정에 의한 법 구속력을 갖

는 교육지배는 그 제도 강력함 때문에 형 인 ‘부당한 지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다른 정치 ․사회 세력들에 의한 교육

지배는 그것이 법 구속력에 의하지 않은 사실상의 지배이고 제도

이거나 항상 이지 않으면 각각 개별 으로 교육의 자주성을 침

해하는 ‘부당한 지배’에 해당되는가 아닌가를 정하여야 한다고 한

다.

일본의 행헌법이나 교육기본법, 그 밖의 교육 련 법령에서도

교육의 ‘ 문성’에 한 규정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교육법 이론이

나 학설에 있어서 교육의 문성 문제는 주로 교육의 자율성 보장

을 한 이론 근거로 사용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교사의 교육

권보장과 련하여 교육의 문성을 논하고 이를 실 하기 하여

학교교사의 교직의 문직성을 논하고 있다.

행 교육법령에서는 교육의 문성에 한 명문규정 해석의

근거규정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학자들은 교육의 문성을 설명

하기 한 실정법 근거로는 교육에 한 국제법규라고 할 수 있

는 ILO․유네스코의 “교원의 지 에 한 권고”를 들고 있으며, 이

론 근거로는 ‘교육조리’를 들고 있다. 즉, 교육의 문성이 보장되

어야 하는 교육학 이유는 교육 상인 아동의 인격 발달의 가

능성을 실 하기 해서 이며, 이를 구체 으로 보장하기 해서는

다음으로 교사의 교육 문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

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의 문 자율성이 학생의 학습권과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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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권을 보장하는 교육에 있어서 더 없이 요한 원리임을 법

원의 결은 밝히고 있으며, 한 개별 교사의 교육권뿐만 아니라

각 학교의 교사집단의 교육권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도 보고 있다.

일본교육기본법 제8조는 제1항에서「양식있는 공민에게 필요한

정치 교양은 교육상 이를 존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여

교육에 있어서의 정치 교양의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론 제2항에서「법률에 정한 학교는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는 반 하기 한 정치교육, 그 밖의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된

다」고 하여 편향 인 정치교육 정치활동을 지하고 있는데,

이를 교육의 정치 립성의 근거규정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 교육의 정치 립은 인 의미를 갖는 것이 아

니라 상 인 의미를 갖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교육은 실의 정치

세계와의 계를 피할 수 없는 이상, 정치세계의 각 집단과 일정거

리를 갖고 특정집단의 주의, 주장, 정책만에 특히 계하지 않는 것

이 요청되며, 교육기본법 제8조 제2항의 정치 립은 이러한 의

미의 립이며, “특정”의 정당의 지지․반 를 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

에게는 가능한 한 자신의 정치 입장을 자제 는 억제하고, 객

진리와 보편 타당한 가치를 추구하는 태도, 자신의 가치 이나

자신이 신 하는 세계 과 다른 그 밖의 가치 이나 세계 에 해

서도 가능한 한 연구하고 그로부터 필요한 것을 참작하는 태도, 그

리고 그것에 하여 아동과 학생들에게 이해시키고 연구시킴으로써

학생들의 학문연구와 인간 인 성장에 도움을 주는 냉정하고 용

인 태도가 요구된다고 한다. 즉, 공정하고 객 인 태도로서, 서

로 립되는 사상과 견해를 공평하고 평등하게 제시하는 것이 교육



- 234 -

의 정치 립이라는 것이다. 한 교육의 정치 립은 교원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교육하는 것이며, 그러한 자율성에 의해 교육

의 립은 달성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 일본의 례도 학교

에서의 교육은 그 본질상 정치 으로도, 종교 으로도 일당일 에

편향되지 않은, 이른바 교육의 립성이 지켜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이것은 교사의 교육의 자유가 어린이의 교육을 받을 권리

에 응하는 국민(부모포함)의 책무에서 유래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한 것이며 교육의 립성은 교사들의 책임하에 자율 으로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고 시하고 있다.

결국 일본에서의 교육의 정치 립은 특정의 정당정 에 치우

치지 않은 객 이고 공평한 정치 교육을 교사자신의 책임하에

자율 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의 학의 자율성 문제는 고등교육기 에 해 규정하고

있는 학교교육법의 해석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행 학교교육

법 제52조는 학의 목 에 해, “ 학은 학술의 심으로서 리

지식을 수함과 동시에 깊이 있고 문 인 학 를 교수연구하며

지 ․도덕 능력과 응용력을 개시키는 것을 목 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의거할 때, 학자치의 이념이 무엇

인가에 해서는 견해가 갈리고 있다.

일본의 종래 학설은 “ 학의 자치는 학의 본질로부터 나오며

학문의 자유의 핵심에 해당한다”고 보아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학의 자치를 헌법 제23조의 학문의 자유에 한정하여 해석하는 종

래의 견해에 해 비 태도를 취하며, 헌법 제26조의 국민의 교

육을 받을 권리와의 계 속에서도 학자치의 이념을 찾고자 하는

견해가 등장하고 있다. 즉, 종래와 같이 하 교육기 에서의 학교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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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과 학교육과의 일 성을 부정하고 학문연구와 교육이 분리되는

실에 한 반성이 요구되며, 더욱이 학을 포함한 학교교육

체를 국가가 통제하고자 하는 교육정책 하에서의 종래와 같은 학

자치에 한 한정 해석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학문

연구와 교육은 불가분의 일체임을 인식하고 학이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장” 내지 국민의 교육권을 형성하는 하나의

“장”으로서 요구되는 자치, 즉 학문과 연구와 교육의 장 일반의 자

율성 보장의 원리로서의 “ 학자치”의 이념을 요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 그리고 학자치의 법 근거에 해서도 제23조

의 학문의 자유에서 찾는 종래의 견해에 해 비 태도를 취하

며, 학문연구와 교육의 과학 ․실천 인 통일의 “장”으로서의

학자치의 법 근거로 제26조를 들고 있다.

학은 ⅰ) 학문연구와 교육의 임무를 맡은 교수와 ⅱ) 스스로

학문을 연구하고, 더욱이 학문연구의 선배인 교수의 지도(교육)를

받는 학생과 ⅲ) 학에서 학문연구와 교육이 행해질 수 있는 조건

정비를 책무로 하는 직원 등의 삼자에 의하여 구성되기 때문에,

학의 자치는 이 삼자간의 연 에 의하여 유지되지 않으면 안 되며,

․ ․고교 학 등의 모든 학교에서 “학문의 자유”와 “교육

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과 능력, 즉 인

간으로서의 인격을 최 한 존 하기 해서는 국가가 경제 조건

등의 교육조건의 정비를 의무로서 행할 뿐만 아니라 교육의 내용에

해서도 획일 인 지배를 하는 것이 필요불가결 한데, 이를 보

장하기 한 것이 “학교의 자치”이며, 그것은 ․ ․고교에서도

보장되는 것이며, 학에서 보장되는 경우가 “ 학의 자치”에 해당

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학의 자치는 무엇보다도 학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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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와 교수의 자유를 통하여 실 되는데, 무엇보다도 교육행정권

내지 일반행정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보장이 요구된다고 보고 있

다. 보다 구체 으로는 학문연구 교육내용․방법의 자주 결정

권, 학교원의 인사 리기 인사의 자주 결정권, 학교원

의 신분보장, 재정자치권의 보장 등이 요구된다.

학생을 학자치의 주체 구성원으로 인정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련하여, 정설( 극설)과 부정설(소극설)이 립하고 있다.

부정설은, 학에서 학생이 갖는 자유와 자주성은 본래 학자치

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라고 하여, 학생자치에 하여 소극 인

평가를 하고 있다. 반면에, 정설은 학생을 학구성원의 일원으로

보고, 학생자치는 학자치와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

능과 역을 달리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학생을 학자치를 담

당하는 한 구성원으로 보고 있다. 행법제에서 학교교육법이 「교

수는 학생을 교수하고, 그 연구를 지도하며, 연구에 종사한다」(제

58조 4호)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학생을 학에서의 연구

자의 일원으로 여기는 것을 제로 한 것이라고 해석되며, 따라서

이 규정은 학생을 학자치의 주체 구성원으로 치시키는 법

근거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 즉, 헌법 제26조의 교육을 받을 권리

와 헌법 제23조의 학문의 자유․ 학자치를 통일 으로 해석하여

학생의 교육권의 보장을 학자치의 심에 놓고, 직 으로는 법

률상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학생을 학자치의 주체 구성원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학생의 학자치의 참가범 와 차에

해서는, 비록 은 범 의 참가라 할지라도 학의 학장․부국장

등의 리기 의 인사, 시설․설비 커리큘럼 등을 포함하여

학의 자치를 유지․운 해 감에 있어 필요한 모든 사항에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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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의사가 반 되도록 할 것이며, 구체 으로는 각각의 학

의 구체 상황에 따라 각 학이 자치 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하고 있다.

일본에서의 사학의 법 지 는 후 그 의미에 있어서 근본

인 환을 가졌다. 즉 국․공립학교의 체보조기 혹은 공교육에

하는 학교라는 사고방식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사학은 사학조

성 합헌론에서 개되고 있는 헌법 제89조의 해석에서 보여지는

「공 지배」에 속하는 교육사업으로 인정하여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행 일본의 헌법․교육기본법제에 있어서의 사학법제는 2차

의 사학법제의 원리를 환하여, 민주 인 교육행정조직을 확

립하고 경 주체의 교육 ․민주 운 을 도모하며, 민주 사학조

성제도를 확립하는 것을 그 취지로 삼고 있다. 특히 사립학교법이

사학의 자주성의 존 과 공공성의 확보를 강조하여 과 같은 국

가의 감독통제 하에 있는 보조기 으로서의 사학을 부정하고 국민

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기축으로 하는 헌법․교육기본법의 원리에

의거한 공교육체제의 일환으로 사학을 자리매김 하고 있는 것이다.

사학에 한 국가보조의 문제와 련하여, 일본의 헌법학계에서

는 재 합헌론과 헌론이 립하고 있다. 사학조성 합헌설이 통

설 지 를 차지하고 있지만, 종래의 합헌설은 사학이 일본헌법

제89조의「공 지배(공の지배)」에 속하기 때문에 공비조성은 헌

법에 반되지 아니하고 공비조성의 헌법상의 근거도 역시 제89조

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반하여, 최근의 헌법학설은 사학조성의

합헌성을 단지 헌법 제89조와의 계에서뿐만 아니라 헌법 제26조

의 국민의 교육권보장의 문제로서도 논하고 있다. 그 결과, 사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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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헌법 제89조에서만 보아 소극 으로 합헌화 하지는 않고 헌

법 제26조를 주요한 법 근거로 하여 사학에 한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의 극 인 조성을 헌법상의 의무로까지 해석하고 있다. 그

리고 지 의 사학은 교육연구의 측면에서나 재정의 측면에서 커다

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사학을 원조하는 것이 사학에

서의 학문의 자유를 실질 으로 보장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하

며, 한편으로는 사학에서의 교육․학문연구 활동을 “사학”이기 때

문에 방임한다거나 재정을 원조하기 때문에 학운 에 여해도

된다는 생각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한다.

요약해서 말하면, 헌법 제26조는 한편으로는 헌법 제25조의 국민

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과 깊은 계를 갖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

로는 제23조의 학문의 자유에 실질 인 보장을 부여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사학조성(보다 엄 하게는, 사학에 한 공비부담)

을 국민의 권리로 인정하는 헌법상의 핵 인 근거규정이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헌법 제26조의 국민의 교육권규정은 사립 학의

재정 자치를 보장하는 심 인 근거규정이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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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한국헌법상 교육제도의 기본원리

제1 교육의 자주성과 보장원리와 그 제도

Ⅰ. 헌법상 교육의 자주성 보장 원리의 취지

헌법 제31조 제4항이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법 근거가 되고 있

는 은 다수가 인정하고 있지만,1) 소수는 이 을 부정하고 있다.

이것은 교육의 자주성의 의미에 해서 해석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

이다.

다수설은 교육의 자주성 보장의 근본 취지는 교원과 학생, 학부

모의 교육의 자유 특히 교원의 교육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서, 여기에 그 교육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보장하기 해

서 교육자치 한 제도 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을 부정할 수 없

는 것이기 때문에, 동조항은 교육의 자유를 보장하는 근거조항일뿐

만 아니라, 교육자치를 보장하는 근거조항이기도 하다고 한다.

그러나 소수설은 교육의 자주성 보장은 교육자치가 아니라 교육

법 계의 당사자, 특히 교원의 인권 혹은 직권으로서의 교육의 자

유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본다.2) 이 학설은 교육의 자주성 조항에서

1) 김도창, 일반행정법론(하), 1993), p. 192 ; 박윤흔, 최신행정법론(하)(박 사,

1996), p. 101 ; 강경근, 헌법학원론(일신사, 1993), p. 476 ; 구병삭, 신헌법원론

(박 사, 1995), p. 578 ; 김철수 외, 주석 헌법(법원사, 1995), P. 259 ; 김철수,

헌법학개론(박 사, 1995), p. 540 ; 홍정선, 지방자치법론(법 사, 1994), p. 209.

2) 이기우,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 방향,” 한국사회과교육학회 「사회와 교육」,

제12집(1997), pp. 37-39 참조. 동교수는 교육자치의 실제를 교사의 자율성과

자기책임성 혹은 교육의 자유로 악한다. 그러나 교육자치는 어디까지나 이러

한 자유를 보장하기 한 교육행정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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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의 근거를 찾는 주장은 동조항의 근본 취지를 잘못 이해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동조항은 궁극 으로 교원 학교의 교

육의 자유 혹은 자율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를 가진 것이라고 하는

을 든다.

연구자는 다수설이 타당한 것으로 본다. 교육의 자주성 조항의

의미를 그 게 좁게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소수설이

제기하는 일부 비 에 해서는 으로 공감한다. 소수설은 다수

설이 교육자치를 시하지만 그 제도의 근본 취지보다 교육자치 그

자체를 궁극 인 목 으로 생각하여 정도 이상으로 그것을 강조한

다고 비 한다. 소수설은 교육자치의 근본 취지는 그것을 통하여

교육법 계 당사자들의 교육기본권 특히 교원의 교육의 자유를 보

장하는 데에 있는 이상 우리가 교육자치를 논하더라도 이 을 놓

친다면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다.

생각건 , 이 주장은 매우 타당하고 필요 한 지 으로서 경

청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교육자치가 형식 으로나마 시행된 지

벌써 10여년이 되었지만 학교 장에서의 교원의 교육의 자유 혹

은 자율성이 이 제도를 시행하기 보다 신장되었다고 할만한 징후

는 에 띄지 않는다. 교육자치가 제 로 이루어지자면 소수설의

주장 로 이 부분에서 크게 개선되는 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연구자는 이 부분은 교육자치의 궁극 인 목 이기는 하

지만 교육자치와는 별개로 다루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것은 교육

자치의 개선과 함께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 그 시행령으

로서의 공무원복무규정의 개정 교육공무원복무규정의 제정이 별

도로 요청되는 부분이라고 본다.3)

3) 許宗烈, “公法上 特別權力關係理論과 憲法 제31조 제4항-國․公立學校 敎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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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법학계 다수 학자들의 견해가 연구자와 같은 생각을 피

력하고 있다.4) 여기서 제도보장이 공법상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하는 에 해서는 상론하지 않는다. 요컨 , 통 으로 확립되어

온 제도의 경우 그 본질 요소는 헌법 으로 보장되는 것이므로

이것은 법률로서도 침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

다고 하겠다.5) 따라서 교육자치제도 이러한 제도보장 이론에 따르

면 그 본질 요소 역시 법률로서도 이를 침해할 수 없는 것이라

고 하겠다. 이하에서 교육의 자주성원리의 제도 표 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교육자치제도와 학교운 원회 제도 교원의 교육

권의 보장에 해서 검토하기로 한다.

Ⅱ. 교육의 자주성 원리의 구체 용

1.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도입과 운

가. 행 지방교육자치제의 법제상 특색

(1) 동일지방자치단체 내의 복수 의사결정기 의 양립성

우리 나라 지방자치법제는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내에 두 개의

勤務關係 關聯 法制 改正을 한 公法的 接近-,” 「敎育法學 硏究」, 제7호

(1995), pp. 258-259.

4) 이에 한 헌법 행정법 련 문헌을 보면 김철수, 주석 헌법, 234 ; 권 성,

헌법학원론(법문사, 1996), pp. 182, 244-245 ; 홍정선, 행정법론(하)(박 사,

1996), p. 613 ; 신 직, “지방교육자치 합리화를 한 법제정비방안,” 법제연구,

1995(통권 제9호), p. 60에서는 동조항이 교육자치를 제도 으로 보장하는 근거

조항이라고 하는 을 명시 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가령 명시 으로 밝힌

것은 아니지만 다수 문헌들은 교육의 자주성을 제 로 보장하기 해서는 교

육 원이나 교육감의 공선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의 각주상

의 문헌 참조). 이들 문헌들은 교육자치라고 하는 제도를 제로 하여 근한

논리라고 할 것이다.

5) 許營, 韓國憲法論(박 사, 1995), p.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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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기 과 두 개의 집행기 을 두고 교육․학 에 한 사항

은 그 지방자치단체 내의 교육 원회와 교육감이 지방의회와 지방

자치단체장과 별개로 독립하여 장하게 함으로써 륙법계식도 아

니고, 미법계식도 아닌 특이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 때문에 비

교법학 으로나 비교행정학 인 견지에서 일부 사람들이 우리 나라

의 지방교육행정구조를 특이한 유형으로 보아 행 련 법제에

하여 끊임없이 시비를 걸고 있다.

그 다면 공법 인 견지에서 볼 때 과연 우리 나라의 행 지방

교육자치제도는 기본 으로 잘못된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연구

자는 이것은 우리 나라에 특유한 헌법 제31조 4항상의 교육의 자

주성과 문성 정치 립성 보장의 취지에 입각한 정당한 행

정구조로 본다. 륙법계의 지방교육행정구조의 유형을 제1유형(

륙형), 미법계 특히 미국법계의 그것을 제2유형(미국형)으로 본다

면 우리 나라의 그것은 제3유형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한국형으로

정착시켜 볼만한 것이라고 본다.

행정조직법상 동일한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내에 복수의 기 을

둘 수 있는 근거는 무엇보다도 행정조직법상 행정주체와 행정기

이 구별된다고 하는 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재 지방교육자치

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한 이해를

결여함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하나

의 기 에 불과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사무와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고, 교육․학 에 한 별도의 기 이 불필요한 것으로 오해

하고 있다.

행정법상 행정주체란 “행정상 법률 계에 있어서 행정권의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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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 당사자”를 의미한다. 행정주체에는 국가 공공단체(보통지

방자치단체, 특별지방자치단체, 조물법인, 공공조합)와 때로는 이

에 하는 공기업체6) 행정사무를 임 받은 사인이 있다. 한

행정기 이란 행정주체인 국가나 공공단체가 행정사무를 의결하고

집행하기 하여 설치하는 행정주체의 기 을 말한다. 행정기 은

그가 행사하는 권한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집행기 (행정 청)과

의결기 , 보조기 , 보좌기 등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구별은 지

방자치단체의 조직에도 그 로 타당하다. 지방자치단체 자체와 지

방자치단체의 장을 같은 것으로 혼동해서는 아니 된다. 법인 자체

와 그 법인의 기 은 구분하여야 한다. 이것은 권리 주체를 다루는

법 문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상식이다. 교육자치를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지 이 상식의 문제를 가지고 혼란을 겪고

있다.7) 지방교육자치법 제2조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 에 한

사무는 특별시· 역시·도의 사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것이 당연히 그 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의 기 에 불과한 지방자치

단체장의 사무가 되거나 지방의회의 할 사항이 되는 것은 아니라

고 하는 에 유의하여야 한다.8)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그 성격과

6) 공기업이란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나 이들이 설립한 법인이 직 으로 사회

공공복리를 하여 경 하는 기업이다. 공기업은 그것을 설립하고 경비를 부담

하는 주체에 따라서 국 기업, 공 기업, 국 공비기업으로 나 며, 정부와의 독

립성 여하에 따라서 행정청형 공기업(우편, 철도사업등)과 공 조물법인( 액 정

부출자, 서울 학교병원) 특수법인기업(회사형태, 한국 기공사, 한국 력공

사, 한국통신공사)등으로 구분한다.

7) 그 로서는 敎育部, 「問答으로 풀어 본 地方敎育自治에 한法律改正法律案」,

1997.5, p. 12 참조.

8) 地方敎育自治에 한法律 제2조는 法的으로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

다. 첫째는 地方敎育自治를 실시하는 自治團體의 級別을 시․군․구 수 의 基

礎自治團體가 아니라 시․도 수 의 廣域自治團體로 묶는다는 의미이고, 둘째는

그 교육자치를 실시하는 주체를 미국처럼 별도로 敎育區를 구성하는 방법에 의

하지 아니하고 國家와 함께 통상의 行政主體의 하나인 地方自治團體로 통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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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 따라서 어떤 기 에서 어떻게 처리하게 할 것인지는 다시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률로 정하기에 따라서 특정 사무

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제3의 기 을 두어 이 기

으로 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9) 지방자치법 제112조가 교육

⋅학 에 한 사무를 분장하기 해 ‘별도의 기 ’을 둔다 함은

바로 이러한 의미이다. 즉, 이 조항은 교육·학 에 한 사무에

해서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에 맡기지 아니하고 이에

한 집행기 과 의결기 을 따로 둔다는 의미로서, 행 지방교육

자치법상의 교육감과 교육 원회를 정한 조항이다. 그러므로 “지

방자치단체의 교육·학 에 한 사무는 시·도의 사무로 한다”고 하

는 행 지방교육자치법 제2조를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풀어 말

하자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 에 한 사무는 구체 으로는 교

육․학 에 한 별도의 행정기 인 시·도 교육감 교육 원회의

사무로 한다”는 의미가 된다.10)

결국 행 지방자치 련법제에 따르면 시‧도라는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자치행정의 집행기 인 특별시장, 역시장, 도지사와 교육자치

행정의 집행기 인 특별시교육감, 역시교육감, 도교육감이 병존하

며, 마찬가지로 일반자치행정의 의결기 인 시‧도의회와 교육자치

행정의 의결기 인 교육 원회가 병존하는 구조를 갖게 되었다. 이

킨다는 의미이다. 통상 으로는 법 제2조의 의미를 前 에 한정시키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동조항이 後 의 의미도 가지고 있음에 주목하고자 한다.

9) 鄭在晃, “敎育權과 敎育自治의 公法的 保障에 한 硏究,” 韓國敎育行政學

「敎育行政學硏究」, 제16권 2호(1998.7), pp. 310 참조.

10) 련 조문을 보면 행 地方敎育自治法 제13조 제1항은 “敎育委員 는 當該

地方自治團體의 敎育․學藝에 한 다음 各 號의 事 을 審議․議決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同法 제25조는 “ ․道의 敎育․學藝에 한 事務의 執行機關

으로서 ․道에 敎育監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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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행 지방교육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원회와 교육감

을 함께 묶어 합의제집행기 으로 하 던 종래의 체제와는 다

른 것이 되었다. 종래에는 시‧도라는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 의결

기 은 하나이고 집행기 은 둘이었으나, 재는 의결기 도 둘이

고 집행기 도 둘이 된 것이다.11)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행 지방자치법제가 륙법계의 다

른 나라나 미법계의 나라들과 달리 행정기 을 행정사무의 성격

에 따라서 복수로 두도록 하고 있는 이러한 체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이다. 상당수 사람들은 이러한 체제를 비정상 인

유형으로 보아 교육․학 에 한 의결기 으로서의 교육 원회를

폐지하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연구자의 생각은 이와 다르다. 지방자치단체의 기 을 구

체 으로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헌법이념과 지방자치

의 취지 자치사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나라 국회가 입법

정책 으로 정할 문제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 이 체제는 헌법상

의 교육자치를 보장하는 취지에 입각한 것이므로 정당한 구조라고

본다.12)

(2) 교육 원회와 교육감의 특별행정기 성

그 다면 이러한 행정조직법상의 법리를 바탕으로 할 때 별도로

설치된 시․도교육 원회와 시․도교육감은 구체 으로 어떤 법

성격과 지 를 갖는가?

11) 石琮顯, 一般行政法(下)(삼 사, 1994), p. 190-6 ; 朴允炘, 게서 p. 193.

12) 李尙圭, “法的 側面에서 본 地方敎育自治의 問題”, 韓國敎員團體總聯合 敎育

政策硏究所, 敎育自治制, 이 로 좋은가(제19회 교육정책토론회 자료집), 1992.

6, 35-36면 ; 朴允炘, 게서, 동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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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건 , 교육 원회와 교육감이라고 하는 양 기 을 축으로 하

는 교육자치기 의 행법상 성격은 시⋅도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

의 교육⋅학 에 한 특별행정기 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13)

행 지방교육자치법상 교육 원회 교육감의 법 성격

지 를 구체 으로 단하기 해서는 헌법 제31조 4항과 제117조

제2항 교육법 제6조와 제14조, 지방교육자치법 제1조와 제2조,

지방자치법 제2조와 제112조를 종합 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보면 행 교육 원회와 교육감은 헌법 제31조 제4항

의 교육의 자주성 보장을 하여 헌법 제117조 제2항과 지방자치

법 제2조상의 지방자치단체인 시⋅도가 교육기 을 설치․경 하고

지도․감독하는 권한 행사의 한 방편으로서(지방자치법 제2조, 지

방교육자치법 제2조, 교육법 제6조), 교육·학 에 해 공정한 민의

에 따라 각기 실정에 맞는 교육행정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법률

로써 일반행정기 인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과는 별도로 설치

한 특별행정기 들이라 할 수 있다(교육법 제14조, 지방자치법 제

112조).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교육감은 일반행정사무를 분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과는 별도로 특히 교육, 과학 체육에 한 사무

를 분장하기 하여 두는 특별집행기 으로서(지방자치법 제85조와

제102조 제112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체육에

한 행정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행사한다.

13) 같은 해석으로는 金東熙, 行政法 Ⅱ(박 사, 1998), p. 90 ; 정재황, 게서, p.

310 참조. 박윤흔 교수는 행의 지방교육자치기 을 “교육행정을 담당할 특

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하 다고도 말할 수 있겠다.”고까지 평가한다(박윤흔,

게서, p. 1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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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원회는 일반행정사무에 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시⋅도의

회와는 별도로 교육, 과학 체육에 한 사무에 해 의결권을

행사하기 해 두는 특별의결기 이다(지방교육자치법 제13조).

(3)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 원회, 교육감의 권한 계

의 등성

그 다면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의 별도의 행정기 인 교육감

교육 원회는 역시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행정기 인 지방의

회 지방자치단체장과 어떤 계를 갖는가?

이 문제는 교육자치를 제도 으로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제4항의 정신에 따라서 구체 으로 법률로 정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요한 것은 헌법 제31조 제4항상의 정신을 살려야 한다

고 하는 인데, 이 에 유의컨 , 일반자치기 이 반드시 교육자

치기 에 비하여 우월한 지 에 서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양자는

한 자치단체 내의 상호 등한 자치기 으로서 일정한 조체제를

구축하면서 각각 자기 장 사무의 의결과 집행을 통하여 그 자치

단체의 공공복리라고 하는 공동의 목 을 추구해 가는 계에 있다

고 본다.

재 지방교육자치법 제13조는 교육 원회에 해 시․도의회에

제출할 학 에 한 조례안의 심의․의결권만 부여하고, 최종 인

의결권은 시․도의회가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서 학

계 일각에서는 그 취지가 "교육행정에 한 요한 사항에 해서

는 지방자치단체 체 차원에서 종합 조정하려는 것이라 할 것이므

로 지방의회에서는 구체 인 세부 사항에 하여서는 교육 원회

의 의결을 그 로 받아들이고 총 ․종합 견지에서 강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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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 재의 운 은 이러한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14)

(4) 지방자치법 제112조의 개정론

연구자가 제시한 지방교육자치법 해석론이 철되기 해서는 병

행해서 처리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행 지방자치법 제112조이

다. 동조항의 문제 은 동조항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학

에 한 사무를 분장하기 하여 “별도의 기 ”을 둔다고 하면서

도 그 치를 제6장 ‘집행기 ’의 장에 잡고 있는 이다. 혹자는

바로 이 을 들어 이 법이 교육 원회도 ‘집행기 ’으로 규정한 증

거가 아니냐 하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15)

그러나 이미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것은 그 게 볼 것이 아

니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비록 지방자치법상의 동조항이 교육‧

학 에 한 사무의 분장을 한 기 을 ‘집행기 ’의 장에 규정하

고 있으나, 지방교육자치법 제3조 제13조가 교육 원회의 성격

을 분명히 의결기 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래 입법자인

국회의 의사도 마찬가지 으리라고 본다. 연구자는 해석론상 이러

한 성격의 자치 기 을 당 의 지방자치법에서 집행기 의 장에 규

정한 것은 입법과정상의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그

것이 아니라면 지방자치법이 교육 원회를 교육ㆍ학 에 한 집행

기 으로 규정하 다가 나 에 지방교육자치법을 제정할 때에 다시

이를 의결기 으로 규정한 것은 입법부 스스로 의사의 일 성을 결

한 것이 된다. 이 경우에는 양자간의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14) 박윤흔, 게서, p. 151.

15) 하연섭,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 방안,” 교육부 지방교육자치제도개선 특별

원회「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방안」(공청회자료집), 1998. 10. 15, p. 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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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이 문제된다. 특히 이것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법 상

호간의 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각 법의 효력이 달라진다.

논자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에 한 기본법 혹은 모법

으로 보고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이 지방교육자치법에 비하여 상 법

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따라서 하 법인 지방교육자치에 한법률

은 지방자치법과 충돌하는 범 에서 그 효력을 잃는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지방자치법을 일반법으로 보고 교육자치법을

특별법으로 보거나 아니면 지방교육자치법은 규정하는 법 역이

달라 지방자치법과 아무런 계가 없는 신법으로 보아, 특별법 혹

은 신법으로서의 지방교육자치법이 지방자치법에 우선하여 용되

므로 그 범 에서 지방교육자치법과 충돌하는 지방자치법의 련

규정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는 이 경우에

후자의 입장에 찬동한다.

그러나 연구자는 이미 밝혔듯이 이 부분을 입법자의 의사의 일

성의 결여로 보기보다는 입법의사는 동일하 지만 입법과정상의

오류로 보며, 그 원인을 입법 기술상의 편의에서 찾고자 한다. 즉,

동조항은 집행기 으로서의 교육감뿐만 아니라 의결기 으로서의

교육 원회도 염두에 둔 것이지만 한 조문으로 묶어 규정하다 보니

그 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이런 경우에는 동조항을

그 로 두고서 종합 해석을 통하여 그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 옳

다고 생각한다. 이 게 볼 때, 지방자치법 제112조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는 별도로 교육·과학 체육에 해서는 자치

입법권을 가진 의결기 으로서의 교육 원회와 자치행정권을 가진

집행기 으로서의 교육감을 둔다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



- 250 -

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번에 이러한 해석론보다 입법론으로서 그

개정방향을 설정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아 교육 원회의 법

성격에 한 해석상의 립을 해소하기 하여 동조항을 집행기

의 장에서 분리하여 제7장을 따로 두어 거기에서 규정하든지, 아

니면 동조항을 양분하여 교육감에 해서는 이 집행기 의 장에 그

로 규정하고, 의결기 인 교육 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장의 의결

기 의 장에 을 따로 두어 거기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나. 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근본 인 문제

행 지방교육자치제의 근본 인 문제 은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계법령이 지방교육자치기 의 자치입법권을 공동화(空洞化)

하고 있는 이라고 하겠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조례와 산안 결산, 특별부과 등에 해서 지방의회가 자치

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행사하게 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자치법 제8

조도 이를 받아 부수 인 사항을 제외한 조례 제정권과 산안 편

성권 결산 심의권을 지방의회가 최종 으로 행사하게 하고 있

다. 연구자는 행 지방교육자치도 지방자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지

는 이상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교육자치기 이 일반자치기

과 별개로 자치를 할 수는 없다고 본다. 양자는 어떤 틀이든

일정한 조 체제를 구축함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행법처럼 교육․학 에 한 최종 인 의결권 자체를

지방의회가 행사하게 함으로써 결과 으로 교육 원회가 책정한 교

육 산안이 시ㆍ도의회에서 삭감되거나 우선 순 가 바 는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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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시키는 것은 교육자치기 의 교육자치입법권과 교육자치재정권

을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교육조례는 그것이 규정하는 사항이 문 인 교육․학 에 한

사항 즉, 교육과정이나 교육방법, 교육인사, 교육시설 등과 련된

문제일 경우에는 사실상 일반 자치기 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

의회가 거의 여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문제는 교육조례가 교육

재정 특히 교육 산의 운용에 한 사항을 규정할 때인데, 이것

한 교육 인 에서 장기 계획에 따라서 투자 우선 순 와 규모

를 정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산 운용에 있어서 일반자치기

과의 조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으로 그 의사결

정권을 일반자치기 이 행사하게끔 하는 것은 문제이다. 선거 때의

표를 의식하여 정치 ㆍ단기 안목으로 권한을 행사하기 쉬운 정

치 기 인 지방의회가 이것에 여하게 하는 데에는 제한을 가하

는 것이 당연하다.16)

요컨 , 행 계 법령이 교육 원회의 법 상을 행과 같

이 지방의회의 심기 으로만 규정하는 한, 교육자치제는 그 명과

실이 합치되지 않은 채 여 히 지방자치제의 형해화된 장식물

로만 남아 있을 것이다. 이것은 헌법 제31조 4항과 교육법 제14조

가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ㆍ 문성ㆍ정치 립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교육 원회의 바람직한 법 상을 모색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 하겠다.

16) 앙일보, 상게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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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육자치제의 변화를 한 다양한 시도들

교육자치제를 변화시키기 한 시도들은 1991년 실질 인 교육

자치제가 새롭게 시작되는 시 부터 지 까지 계속되고 있다. 표

인 로서는 1997년 7월 정부가 교육 원회의 합의제 집행기

화를 개정안의 핵심 내용으로 설정하여 제184회 임시국회에 제출

한 지방자치에 한법률 개정안17), 1998년 10월 9일 정부의 지방교

육자치제도 개선 특별 원회가 1997년의 것과 사실상 동일한 지방

교육자치체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것을 골자로 10월 15일 공청회

를 개최한 다음 그 이듬해에 확정한 안, 2000년 5월에서 8월 사이

에 기획 산처와 일부 연구기 이 교육자치를 일반 자치에 통합하

기 하여 검토한 추진방안, 2001년 1월에서 9월 사이에 교육인

자원부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추진 원회가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의 연계 강화를 명분으로 시도의회 내 독립형 혹은 연계형 상임

원회를 두는 방향으로 검토한 방안 등을 들 수 있다.

17) 당시 정부법안의 핵심 내용은 의결기 으로서의 교육 원회는 폐지하여, 시도

의회가 그 기능을 신하도록 하며, 교육 원회를 합의제 집행기 으로 환시

키자는 안이었다. 연구자는 그해 7월 11일 국회교육 원회가 주 한 ‘地方敎育

自治에 한法律改正法律案公聽 ’에 진술인으로 참여하여 이 법안에 한 견

해를 피력한 바 있다. 당시 연구자는 정부의 地方敎育自治法改正案이 사실상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자치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문제 이 많으며, 따라서

국회가 이를 졸속으로 처리하여 이제 갓 걸음마를 시작한 교육자치를 다시 질

식사시키기보다는 일단 정부안을 유보시킬 것을 제안하는 요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연구자 등의 이런 주장이 주효하 는지는 모르지만 어 든 그해 12월

17일의 개정 법률에서는 교육행정 구조의 본질 인 부분에 한 손질은 일단

유보되고, 당장 改正이 필요한 부분, 즉 敎育委員 敎育監의 選出 方法만 처

리된 바 있다. 그 구체 인 내용에 해서는 國 敎育委員 , 「地方敎育自治

에 한법률개정법률안에 한공청회자료」, 1997.7.11, pp. 63-79 참조. 이 정부

개정안은 약 3년간에 걸쳐 敎育改革委員 , 敎育部 內務部 등의 논의를 거

치는 진통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하는 에서, 新政府가 들어서더라도 폐기하

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불행하게도 그러한 측은 정확히 맞아 떨어져

그 이듬해에 다시 같은 법안을 놓고서 국회에서 거론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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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들의 공통 은 명분상 교육자치를 유지하면서, 일반자치와

의 통합 혹은 연계방안을 강구한 것이라는 이지만, 문제 은 모

두 교육자치의 본질에 한 이해의 부족을 드러내거나 일반자치와

의 이원 운 의 문제 을 내세워 교육자치를 약화시키려 한다는

이다.

라. 바람직한 시․도교육 원회의 법 상

(1) 의결기 으로서의 교육 원회의 존속

행 지방자치법제는 한 지방자치단체 내에 의결기 인 지방의회

와 집행기 인 지방자치단체장을 두는 외에, 교육과 학 에 한

사무를 장하는 특별기 으로서의 의결기 인 교육 원회와 집행

기 인 교육감을 둠으로써 복수기 주의를 취하고 있다.18) 그 결과

양자의 상호간의 권한 계가 문제가 되지만 이미 앞의 논의에서 확

인하 듯이 양자는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복리라고 하는 같은

목 을 하여 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양 행정기

상호간의 등 계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

다만 문제는 이로 인하여 방 기 들간에 끊임없는 갈등과 반

목이 유발하고 있다면 련 법제를 개정해야 한다는 것인데, 결국

요한 것은 그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안처럼 교육

자치기 을 폐지 는 약화시키느냐, 아니면 일반자치기 이 더 양

보하도록 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연구자는 이미

앞에서 논의한 로 여기에서 후자의 양보가 법리 으로 요청된다고

18) 李尙圭, “法的 側面에서 본 地方敎育自治의 問題”, 韓國敎員團體總聯合 敎育

政策硏究所, 「敎育自治制, 이 로 좋은가」(제19회 敎育政策討論 資料集),

1992. 6, 35-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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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따라서 정부연구 원회안은 의결기 으로서의 교육 원회를 폐지

하자고 하지만 연구자는 그것의 존속을 주장한다.

(2) 교육 원회의 의결기 성의 강화

의결기 으로서의 교육 원회를 폐지하지 아니하고 존속시키는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가 이 지 하고 있고 지

까지 심각하게 경험해 온 것처럼 교육 원회와 시․도의회간의

의결과정상의 복 문제이다. 여기에서는 이 을 개선하는 방안

을 검토하기로 한다.

지 까지 몇 가지 안들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안처럼 아

의결기 으로서의 교육 원회를 폐지하는 안이 행 헌법의 취

지상 허용되지 않는다면 결국 남는 방법은 행법이 지방의회로 하

여 교육 원회를 속시키도록 하고 있는 것과 반 로, 교육 원

회를 확실하게 독립형 의결기 으로 하거나 아니면 특별지방자치단

체로서의 교육구로 하는 안이라 할 것이다.

연구자는 이들 방안 가운데 첫 번째 방안 즉, 행의 지방자치

행정구역과 그 할 지방자치단체를 제로 하여 그 안에서 교육

원회와 교육감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더 많은 자율

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독립형 의결기구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본

다.

구체 으로 말하면 지방교육자치법 제8조상의 교육․학 에 한

조례 산안에 한 의결권을 교육 원회가 최종 으로 행사하

도록 하되,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교육비 특별회

계 입 이나 ․ 등학교의 용지 수용, 사회교육시설에 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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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산 등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 련되거나 주민에게 직

재정 부담을 주는 사항 의무부과에 한 사항, 시․도의 일반

회계 련 사항 등에 해서는 교육행정학계나 국교직원노동조합

의 안처럼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다. 이 게 하는 것이 헌법상의 교육의 자주성 조항의 취지를 살려

재 교육 원회의 지 가 시ㆍ도의회의 심기 혹은 선심기

는 지방의회의 한 분과 원회, 는 속기 등으로 규정되고

있는 을 불식하고,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법리 로 교육 원회의

의결기 성을 강화하는 안이라는 생각이다.

(3) 시․도의회와 시․도교육 원회의 연계성 강화

시․도교육 원회와 시․도의회의 권한 계를 와 같이 확정하

는 경우에도 실에서의 구체 인 시행과정에서는 여 히 상호간의

갈등과 립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아 별개의 행정주체로서 완

히 독립되어 있는 미국의 교육자치단체와 일반자치단체의 경우에

도 그러할진 동일자치단체 내에 등한 두 기 을 두도록 하는

우리 나라의 경우 궁극 으로 이 문제를 벗어날 수 있을지는 의문

이다. 다만 여기에서 두 가지 안을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다.

1) 교육 원회에의 최종 인 의결권 부여 지방의회에의 동

의권 등 부여

기 상호간의 권한상의 갈등은 보통 그 설정된 권한의 한계가

모호한 데에서 비롯된다. 그 다면 교육 원회와 지방의회 상호간

의 갈등 해소를 한 한 가지 방법은 각자의 권한을 비교 구체

으로 자세하게 규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말하자면 사 에 양자의

충돌을 막기 해서 게임의 규칙을 상세히 정하는 의미를 갖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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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즉, 지방교육자치법에 교육 산을 의결하고 집행하며, 여러

가지 교육기 교육시설을 설치하고 폐지하는 데 있어서 교육

원회가 어디까지 권한을 행사하며, 여기에 하여 시․도의회가 어

디까지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 을 헌법 제31조 제4항상의 교육

의 자주성 보장의 취지를 살려 상세히 규정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그 내용으로서 행 지방교육자치법 제8조 제1항 1

호 내지 3호상의 시․도의회의 교육조례 등에 한 최종 인 의결

권을 교육 원회에 부여하고, 지방의회에는 주민에게 직 재정

부담을 주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에 련된 사항 등에 한 동의권과 그밖의 교육 원회의 재정지출

의결에 한 승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구체 으로는 동의를 요하는 사항에 해서는 시도의회가 그 내용

에 해서도 수정할 권한을 가지며, 교육 원회가 동의를 얻지 않

거나 그 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재정지출 자체를 할 수 없

도록 하되, 승인을 요하는 사항에 해서는 시․도의회에 수정권을

주지 아니하며 어디까지나 승인에 그치게 하고, 시․도의회가 승인

을 거부하려고 할 경우에는 그 거부할 수 있는 요건을 법정토록

하며, 승인 거부 시에는 다시 그 의안을 교육 원회에 환부하여 교

육 원회가 수정토록 하는 등의 차를 밟도록 하자는 것이다.

시․도의회의 승인 거부에도 불구하고 교육 원회가 원안을 재확정

코자 할 경우에는 그 의결정족수를 강화하는 신 그 결과 다시

의결한 건은 시․도의회가 그 로 승인하도록 하고, 정한 기간 내

에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 교육 원회의 안이 바로 확정되어 교육

감에게로 이송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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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도교육 원회와 시․도의회의 행정 의체의 구성

한편 와 같은 방법에도 불구하고, 방간에 권한이 충돌하여

교육행정의 지연이 래되는 경우에는 그 조정 방법과 차를 상세

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행 지방교육자치법상 이와 련된 규정으로는 제13조 제3항(지

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 련된 일정 사항에 한 교육 원회 의

결시 시․도의회와의 사 의제도)과 제4항(교육 원회의 교육조

례 일반회계 련 사항등 발의시 시․도의회와의 사 의제

도)이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다.

가령 지방자치법 제142조 이하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련된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 의회 구성을 허용하

는 것처럼, 시․도교육 원회와 시․도의회, 혹은 시․도교육감과

시도지사 상호간에 안을 의할 수 있는 의체를 구성하도록 법

제화하는 것도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다고 본다.

2. 학교운 원회제도와 교원 학부모의 학교 운 참여

가. 학교운 원회의 법제화 연 개요

정부는 교원정책으로서 학교운 원회를 설치하여 학교교사와

학부모가 이에 일정비율 참여하도록 1995년 당시 지방교육차치에

한법률을 개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법제화하 다(1995.7.25, 법률

제4951호). 학교운 원회에 한 규정을 당시 지방교육자치에

한법률에 규정한 취지는 이것도 지방교육자치의 일환으로서 지방교

육자치의 조기정착 발 과 련된 사항이라는 것이다. 주요골자

는 단 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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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교육을 창의 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 등학교에 학교

운 원회를 설치한다고 하는 원칙 선언이다.(법 제44조의 2).

구체 조문을 보면 동법 제3장 제3 에 제44조의 2(학교운 원

회의 설치)에 “①단 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 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국․공립

의 등학교․ 학교․고등학교에 학교운 원회를 구성․운 한

다. ②사립의 국민학교․ 학교․고등학교에는 학교운 원회를

둘 수 있다. ③학교운 원회의 기능․구성 운 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

한다.”고 되어 있었다.

이 조문을 분석해 보면 첫째, 학교운 원회를 단 학교에서의

교육자치제도로 그 성격을 규정하고 둘째, 그 설치에 있어서는 국·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분리하여 국·공립의 등학교· 학교·고등

학교에 동 원회를 의무 으로 설치하되, 사립의 경우에는 임의

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차별화하 으며, 셋째, 국·공립 사립학교

를 막론하고 동 원회의 기능과 구성 운 등에 하여 필요한

보다 구체 인 사항은 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의 조례

로 정한다는 것이다.

이 개정법률은 그간 쟁 이 되어 왔던 몇 가지 문제 우선 학

교운 원회를 설치하는 것에 하여 법 으로 이를 확정하 다는

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 종래 학교운 과 련하여 학생들과 학

부모 교사가 이에 참여할 제도 장치가 무했던 것에 비하면

진일보한 것이어서 환 할만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동법률은 이러

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 을 야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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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교운 원회제도의 문제

학교운 원회제도의 가장 큰 문제 은 계 법률이 동 원회의

법 성격을 처음부터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는 이다. 이 제

도를 처음 규정했던 지방교육자치에 한법률 제44조의2는 그 기

능․구성 운 등에 한 일체의 사항을 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시․도조례에 일임하 다(동조 제3항). 이것은 정부

국회가 동 원회 성격을 의결기 으로 하자는 당 의 교육개 원

회안에 해서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를 반 하는 학교장들

의 압력과 이를 철시키려는 학부모 교사, 기타 계자들의 압

력 사이에서 원칙을 견지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재에는

․ 등교육법 제32조가 동 원회는 학교헌장 학칙의 제정

는 개정 사항 등을 「심의한다」고 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동 원회

가 심의기 임을 정식으로 인정한 것이 되었지만, 여 히 그 구체

인 성격은 시행령에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법 제34조). 따라서

시행령이 정하기에 따라 동 원회의 성격이 크게 향을 받을 소지

를 안고 있다. 그 결과 동 원회제도를 반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

이 동 원회의 상을 격하시키기 해 시비를 걸어 왔으며, 그것

이 ․ 등교육법시행령 제60조(운 원회의 심의 등)에 상당 부

분 반 되어 있다.

3. 교원의 교육권의 보장

가. 교원의 교육권의 의미와 그 헌법 근거

교원의 교육권이란 쉽게 말해서 교원이 학습자를 상 로 교육을

하는데 인정되는 권리 혹은 권한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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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이 교육권은 구체 으로 교과교육 역과 생활지도 역

에서 실 된다. 교원은 학교 수 , 학년 수 혹은 학 수 에서의

교과교육의 목표 설정과 내용 선정 조직, 교수방법의 선택, 평

가, 생활지도 등에서 이 권리 혹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헌법

제31조제4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의 자주성․ 문성․정치 립성 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우리는 이 조항이 에서 언 한 교원의 교육권의 헌법 근거

를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어떤 사람은 이 조항이 특히 그 게

볼 만한 이유가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교

원의 교육권보다는 교육 그 자체의 본질을 구 하기 한 교육자치

제도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연

구자는 이 조항이 교육자치제도의 헌법 근거가 됨은 물론, 교원

의 교육권의 헌법 근거도 된다고 본다.19)

그 다면 이 조항이 교원의 교육권의 근거가 된다는 해석은 어

떻게 가능한 것인가? 그것은 특히 이 조문에서의  교육의 문

성 보장 규정 덕분이다. 교육의 문성은 이것을 의로 해석하면

곧 교원의 교과교육 혹은 생활지도상의 문성을 말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을 넓게 해석하면 여기에 교육행정의 문성 등을 포함시

19) 헌법상의 이 조문에 근거해서 교육기본법 제5조는 ‘교육의 자주성등’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교육자치를 정하고 있다 :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 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의 실시를 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운 의 자율성은 존 되며, 교직원․학

생․학부모 지역주민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운 에 참여할

수 있다.” 교육기본법의 이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 지방교육자치에 한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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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수도 있다. 그러나 구든지 의심의 의지 없이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이것이 교원의 교육활동에서의 문성의 헌법 근거가

된다는 이다.

한 이 조항 에서  교육의 자주성 과  정치 립성 도

교원의 교육권의 근거조항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이 조항

에서 교육의  자주성 과  립성 을 릴 장 주체는 결국 교

원이기 때문이다. 해석이 그 게 되는 한 교원은 학교에서 학생들

에게 교육을 함에 있어서 자주 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며, 이러

한 교원의 자주 교육활동에 정치 세력이나 종교 세력이 간섭

할 수 없게 된다. 독일에서는 교원이 이 게 하여 리는 교육권을

 교육의 자유 (paedagogische Freiheit)라고 하여 각 주 법률에

서 확실하게 보장하고 있다.20)

나. 교원의 교육권의 법 성질

교원의 교육권의 법 성질과 련해서 다투어질 수 있는 부분

은 이 권리를 기본권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라고 본

다. 이것 역시 독일에서는 학설의 립이 있다. 한편에서는 이것을

인권으로 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것을 직권(職權)으로 본다.

직권으로 보는 것과 인권으로 보는 것의 차이는 그것의 법 보

장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인권인 경우에는 인권보장에 한 헌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최 한의 보장을 받는다. 따라서 이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공공복리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러한 사유가

있더라도 그 제한은 법률로써만 가능하고, 법률로 제한하더라도 그

20) 공교육기 에서의 교원의 교육의 자유에 해서는 허종렬, “학교 교원의 교육

의 자유,” 서울 학교 학원 법학석사학 논문, 198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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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권리가 직권인 경우에는

이러한 보장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극단 으로 말하면 법률에

의해서 이 권리 자체를 부정하는 것도 헌이 아니게 된다. 이러한

해석론을 구교육법 제75조상의 교사의 직무에 입하여 보면 의

권리를 인권으로 보는 경우에는 교육법 제75조 제1호 제4문상의

 교사는 교장의 명을 받아 가르친다. 고 하는 규정은 교사의 인

권으로서의 교육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어서 헌이 된다. 그

러나 직권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것의 본질 내용의 침해의 경우에

도 헌은 아니게 된다.

잠정 인 결론이지만, 연구자는 이것을 인권이라고 보기는 어렵

다고 보며, 교사가 교직을 수행하는 동안에만 보장되는 직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21) 다만 이 권리는 직권이기는 하지만

이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직 향을 받는 사람이 학습자인 계로

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맥락에서 이 권리도 인권에 하는 반사

인 보호를 받는다고 본다. 이제 교원의 교육권 보장의 세 가지

측면에 해서 구체 으로 검토해 본다.

다. 교원의 교육권의 구체 내용

헌법 제31조 제4항에 의거할 때, 교원의 교육권은 학생을 가르치

되, 그 과정에서 문성을 발휘하고, 자주성과 정치 립성을 지

21) 혹자는 이것과 련하여 학문의 자유와 그것에 따른 교수 혹은 강학(講學)의

자유를 비교할는지도 모른다. 양자의 근본 인 차이는 교수 혹은 강학의 자유

는 이미 학교수만의 유물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인권으로 인식되고 있는

반면, 교사의 교육권은 학교라고 하는 울타리 내에서만 인정되는 교사에게 특

유한 권리라고 하는 이다. 따라서 학문의 자유 차원에서의 교수 혹은 강학의

자유와 학생의 학습권에 조응한 의미에서의 교사의 교육권을 같은 것으로 볼

것인가 하는 은 신 하게 단할 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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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권리를 말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의무로서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하겠다. 외부에서 그러한 을 침해할 때에는 그것을 거부할 수 있

다는 에서 권리이며, 외부에서의 간섭과 무 하게 본인이 스스로

그 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에서 의무이다.

(1) 교육에서의 문성을 발휘할 권리 보장

교원의 교육에서의 문성 의 요소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본

다. 한 가지는 가르치는 교과목에 한 문 인 지식이며 다른 한

가지는 학습자의 학습심리 발달 단계 등에 한 이해와 교수방

법에서의 문성이라고 본다. 나머지 한 가지는 교사로서의 사명감

과 품성도야라고 생각한다. 이 세 가지 요소 물론 핵심 인 것

은 교과목에 한 문 인 지식과 학습자에 한 이해 교수방

법상의 문성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연구자는 이런 들 못지

않게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이 사명감과 품성이라고 본

다.22)

헌법이 교원으로 하여 이러한 문성을 발휘하도록 보장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

우선 이 조항은 교원들이 문성을 발휘하는 과정에 외부에서

간섭하는 것을 하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수업

활동에 한 장학사와 학교장 등의 지도와 조언도 교원들의 이러한

문성을 배려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 조항은 교원이 학생을 가르침에 있어서 문성을 발

22) 교육기본법도 같은 입장에서 규정된 것으로 본다. 이 법 제14조(교원)은 다음

과 같이 교원의 문성에 해서 규정하고 있다 : ①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문성은 존 되며, 교원의 경제 ․사회 지 는 우 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

다. ②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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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여러 가지 제도 , 법 , 재정 뒷받침을

하여야 한다는 을 규정한 것이라고도 본다. 특히 이 조항은 교

와 사 에 하여 비교원들이 문성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교원양성 교육과정을 운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등교육법

상의 임시교원양성소와 같은 제도에 해서 합헌성의 심사를 요구

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본다.

최근에 교원의 문성을 하는 여러 가지 정책과 제도들이

시행됨으로써 교원들의 사기를 하시킨 경우가 많다. 컨 , 등

학교 안에서 3개월의 보수교육에 의하여 과원 교사를 과시킨 것

이나 등학교 교사 자격소지자를 단기 보수교육만으로 등학교에

임용한 사례들이 그런 것들이다. 이런 정책과 제도들은 교원의

문성 보장 취지를 훼손하는 헌 인 시책이 아닐 수 없다.23) 한

타직종 종사자의 교직 입직 확 문제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연구자는 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게 하는 경우에도

헌법상의 교원의 문성 보장 취지에 비추어볼 때, 이들이 어도

교사로서의 품성을 닦고 학습자에 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

록 하는 정도의 정규 교육의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본

다. 즉, 반드시 교 혹은 사 로의 편입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흔히들 교원 양성 문제를 쉽게 생각하는데,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부모는 운명 으로 만나는 것이므로 훌륭한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지만, 제2의 부모라 할 수 있는 선생

님 은 정부가 정책을 개발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훌륭한 자질을

23) 2001년 각 시․도교육감과 교육부에서 추진한 「보수교육을 통한 임용 방

안」은 교 측의 반 로 철회되었으며, 2년간의 교 편입과정을 밟도록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서 재 시행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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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분을 선택할 수 있다. 최근 수년동안 교원정년 단축 등의 추

진 과정에서 이 을 소홀히 다루어 아무나 교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릇된 생각이 리 퍼지게 된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 교육에서의 자주성과 립성을 지킬 권리 보장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말하는 교육의 자주성이란 교육이 정치

세력이나 종교 세력 혹은 기타 사회특정 세력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학생들의 개성과 특기를 살리는 인성 주로 이루어

져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본다. 교육의 자주성은 그 자체로써 외부

세력의 교육에 한 간섭을 배제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

서 이 개념은 자연스럽게 교육의 립성과 통한다고 하겠다.

교육의 립성에는 그 외부 세력의 역에 따라서 정치 립성,

사회 립성, 경제 립성24), 문화 립성25) 등의 의미가 포

함된다고 본다. 우리가 흔히 기억하는 정치 립성은 이러한 여러

가지 립성 가운데 일부에 해당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즉, 정치

24) 교육의 경제 립성의 개념도 요하다고 본다. 교육 문제를 경제 에

서 단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외면하게 됨으로써,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교육 문제는 교육 논리로 풀어야 한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든 존 되어

야 할 것이다. 교원 정년단축 과정에서 정부의 기획 산처가 이 문제를 경제

에서 근함으로써 교육계의 반발을 샀던 례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최

근 학 입시 교육의 여건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우수한 편인 서울의 강남 지

역을 심으로 아 트 값이 폭등하자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여기에 자립형 사

립고와 특수목 고 등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것도 교육 문제를 경제 논리에 입

각해서 풀어보려고 하는 발상이라 하겠다.

25) 교육의 립성에 ‘문화 립성’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연구자의 견해이다.

교원들은 교실에서 문화 으로 다양한 가치 을 가진 학습자와 그 보호자들

사이에서 립 인 태도를 견지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이 립성은 교원 스스

로 두발과 복장, 흡연 등에서 어느 한 쪽의 유행에 쉽게 기울어지거나 학생 지

도시 특정 사조를 지나치게 강조하지 말아야 하는 소극 의무를 짐은 물론,

교육 으로 의미있는 문화사조가 학교에서 지나치게 축되는 일이 없도록

극 으로 교육할 의무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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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성은 교육의 자주성의 정치 측면을 반 한 원리라고 본다.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 이 발생한다. 그 다면 왜 헌법은 특히

정치 립성만 헌법에 규정하 는가 하는 문제이다. 생각건 , 그

이유는 교육에 하여 여러 세력들에게서의 립이 요구되지만 특

히 정치권으로부터의 립이 실히 요청되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그만큼 교육이 정치 으로 오염되어 폐해도 컸기 때문이다. 각종

교육정책을 정치 으로 단함으로써 교육계의 황폐화가 래된 경

우를 우리는 최근에 많이 발견한다. 특히 정년단축의 결정이나 그

것의 재연장 추진 사건 등은 표 인 사례라고 본다.

교육의 정치 립성은 이것을 수해야 할 주체에 따라서 구

별해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이것은 국회나 정부

등 정치 세력에 해서는 자의 인 교육 여의 근 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보며, 교원들에 해서는 자신들의 교육활동에 해서 외

부의 부당한 정치 간섭을 받을 경우 교육 응을 할 수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우리는 이 후자의 것을 교원이 정치

립성을 지킬 권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한 헌법이 교

육의 정치 립성을 보장하겠다고 한 것은 교원들에게 학생들에

한 정치 선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의무를 부과한 것

이기도 하다.26)

교원의 교육권 행사에서의 정치 립성 유지 의무와 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행 선거 계법이 교원들이 선거운동 기간

특정 정당 혹은 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이다.

그러나 차제에 이것은 허용하여야 한다고 본다. 교원의 정치 활

26) 교육기본법 제14조(교원) 제3항은 “교원은 특정 정당 는 정 를 지지하거나

반 하기 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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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은 학생에 한 정치 립성 유지 의무와는 별개로 교원들의

기본권 행사에 해당된다고 보기 때문이다.27)

라. 구교육법 제75조의 헌성과 행 법령의 내용

1998년 3월 이 의 구교육법 제75조 제1항은 “각 학교의 교원

는 사무직원과 그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하면서 그 제1호

에서 국민학교, 학교, 고등학교,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공민학

교, 고등공민학교와 특수학교에는 교장, 교감과 교사를 둔다. 교장

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교감은

교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장리하며 학생을 교육하고, 교장 유고시

는 교장을 리한다. 교사는 교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교육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 조항은 1946년 법 제정 후 1998년 3월 이

까지 50여년동안 한 번도 개정된 바가 없다. 요컨 , 학교 내에

서의 교직원 상호간의 법 계에 한 해방 직후의 제정법의 규정이

50여년이 지난 최근까지도 그 로 학교사회를 규율해온 상황이었

다. 그 결과 문제가 되어 온 것은 동조항이 오늘날의 학교 사회의

실을 제 로 반 하고 있는가 하는 이었다. 오늘날 학교사회는

해방 당시의 학교사회와 다르다. 수직 구조에서 수평 구조로,

상명하복의 계에서 자율 조의 계로 교직원 상호간의 권한

계가 바 고 있으며, 학교의 운 을 교장의 권 지도력에 의

존하기보다는 구성원이 참여하여 민주 으로 운 할 것을 요구하

게 되었다. 특히 이러한 계기가 된 것은 역설 이게도 1970년 의

유신교육체제 하에서 교육의 립성이 정부의 개입으로 심각한 침

27) 이것에 해서는 강인수․허종렬․이명균, 교원 교원단체 정치활동 계 법

률 개정방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0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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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당하면서부터이다. 이때부터 교사들은 차츰 교사로서의 권리

의식에 을 뜨게 되었으며, 1980년 에 어들어 법학계와 교육학

계에서 상당수의 련 논문이 쏟아지면서,28) 교사의 교육의 자유

는 교육권의 독립 내지 교육의 자율성의 법 보장이 요구되기에

이르 다. 교조 사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이 가능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러한 주장을 조직 으로 철시키기 한

평교사들의 집단운동이 정부와의 충돌로 빚어낸 성격이 강하다는

이다. 의 조직을 인정하든 아니 하든 교사들은 이제 교육의 자

유를 자신들의 직무상의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게 되었으며, 실제로

수업과정에서 상당한 자율권을 행사하게끔 되었다.29)

여기에서 1997년 교육법 면개편작업이 진행되던 당시 시

인 변화를 반 하여 개정방안을 구체 으로 제시한 것을 보면 의

28) 지 까지 나온 다수의 학 논문이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논하고 있다. 김용

호, 교육을 받을 귄리에 한 연구, 서울 학교 학원 법학석사학 논문, 1981

; 조상희, 교육권과 학습권, 서울 학교 학원 법학석사학 논문, 1986 ; 허종

렬, 학교교원의 교육의 자유, 서울 학교 학원 법학석사학 논문, 1987 ; 안규

철, 한국교육법의 효력에 한 연구, 동국 학교 학원 교육학박사학 논문,

1986 ; 김윤섭, 한국교육법의 기본원리에 한연구, 성균 학교 학원 교육학

박사학 논문, 1992 등 참조.

29) 최근 한국교총에서 실시한 교원들의 법의식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교사들은

교육에 련된 사람들 구의 권리가 가장 요하게 생각되고 보호되어

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에 학생의 권리(54.5%) 다음으로 교사의 권리

라고 답하고 있음(41.2%)을 보여주고 있다. 한 교사의 수업에 한 교장의

수업참 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에 해서는 교사의 권리를 방해하므

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나(12.7%), 사 계획에 의한 것은 어쩔 수 없으

나 수시로 정에 없이 하는 것은 권리 침해라고 생각하는 사람(35.8%)이

체의 반수에 달하고 있다(48.5%) 교과서의 내용이 자기의 생각과 다를 때 어

떻게 가르치는가 하는 질문에 교사의 생각은 교과서 내용과 다르다고 설명하

거나(50.3%), 교과서가 틀렸으므로 자신의 생각을 가르친다(9.3%)고 하여,

체의 59.6%가 교과서 내용에 수정을 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강인수 외,

교원법의식실태조사결과, 한국교총, 1994. 11. 9-10면과 19-23면 참조). 따라

서 이제 교육법을 면 개정하기 해 학교사회 구성원의 상호 계를 검토함

에 있어서는 교원들의 이러한 변화된 법의식 는 권리의식을 충분히 고려하

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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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5조의 제1항 제1호 제4문 “교사는 교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교육한다”에서 ‘교장의 명을 받아’를 삭제하자는 방안과 ‘교장의

명을 받아’를 ‘학교의 장의 지시를 받아’로 고치자는 방안30), “교

사는 체 국민의 자녀교육에 한 숭고한 권한과 의무를 임 받

아 진리와 양심에 입각하여 학생을 교육한다”고 개정하자는 방안31)

등이 있었다.

당시 연구자는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교사의 교육권을 법에 어떤

식으로 규정할 것인가 하는 에 해서는 두 가지 안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우선은 우리나라에서 기왕에 나와 있는 개정방

안인 동시에 일본의 이기도 한 것으로서, 기존의 ‘교장의 명을

받아’라고 하는 법문을 삭제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의 장 은 입법

체계상 교육법 제75조 제1항 제2호 제4문과 동일한 규정방식이 된

다는 과 법 제75조상의 체 구성원의 임무규정방식과 조화를

이룬다는 이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독일의 입법례처럼 ‘교장의

명을 받아’를 삭제하는 신에 다른 거를 제시하는 방법이다. 즉,

독일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교사는 헌법과 이 교육법 제1조에 규정

된 교육의 목 의 범 내에서 진리와 양심에 따라 학생을 교육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는 정도의 개정안을 제시하는 방법이다. 결국

이러한 논의가 어느 정도 수렴되어 재는 ․ 등교육법 제20조

(敎職員의 任務) 제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敎師는 法

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學生 는 園兒를 敎育한다.”

30) 상게서, 동면에서의 이 찬 氏의 견해 참조.

31) 교 외, “교육 계법 개정안”, 1989. 1. 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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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헌법상 교육의 문성 원리와 그 제도

Ⅰ. 문제의 소재와 논 범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문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조 제6항은 “…교

원의 지 에 한 기본 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이들 조항들은 1980년 제8차 개정 헌법에서 추가된 조항들이

다. 제헌 헌법에 없던 교육의 문성을 뒤늦게나마 헌법 인 차원

에서부터 보장하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두 조항을 종합

으로 해석하면, 교원의 지 에 한 기본 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

되, 그 방향은 그들의 교육의 문성을 극 으로 보장하는 쪽으

로 정한다는 것이다.

재 교원의 문성을 구 하기 한 여러 가지의 하 법령들

이 만들어지고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행 교원 계 법제는 상

의 헌법의 취지를 살리는데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두 가

지 정도의 원인이 있다고 본다. 하나는 교육의 문성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며, 교육에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가 하는 에

해서 정설이 없는 듯이 보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 가지는 교원양성

과정이 다른 문직 양성과정과 달리 부실한 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이 법안을 제기하는 정책당국과 국회에도 향을 미쳐서

이 부분 보장을 소홀히 다루게 된 것이라고 본다.

교육의 문성 개념 자체에서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 그것의 정

착을 한 법제화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한 개념 정리가 되어

있더라도 그것을 보장하여야 하겠다는 사회 공감 가 형성되지



- 271 -

않으면 그것의 법제화를 기 할 수 없다. 연구자는 교육의 문성

에 한 헌법 의 공유가 필요하다고 보고 여기에서 헌법상

교육의 문성 보장 법리와 교원지 법정주의의 의미를 검토해 보

기로 한다.32)

Ⅱ. 헌법상의 교육의 문성의 개념과 그 향유 주체

교육의 문성은 매우 다의 인 개념이다. 그러나 연구자가 이를

종합 으로 정의해 보면, 교육의 문성이란 교육활동에서 요구되

는 교원의 문 능력이라 하겠다. 그 능력이란 교육활동의 제측

면에서 요구된다. 교과교육은 물론 생활지도에도 이것이 요구된다.

이 능력에는 가르치는 교과의 내용에 한 학문 소양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수-학습방법이 포함된다. 따라서 헌법

이 이러한 교육의 문성을 보장하는 일차 의미는 교육이 특수한

자격과 교양을 가진 문가의 손으로 운 되고, 그것을 뒷받침할

교육정책의 수립과 집행도 교육 문가의 참여 하에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헌법재 소도 같은 단을 하고 있다.33)

교육의 자주성․자주성․ 문성․정치 립성을 헌법이 보장하

고 있는 이유는 교육이 국가의 백년 계의 기 인만큼 국가의 안정

인 성장․발 을 도모하기 해서는 교육이 외부세력의 부당한

간섭에 향받지 않도록 교육자 내지 교육 문가에 의하여 주도되

32) 본고에서 논 하고자 하는 교원은 교사에 국한된다. 본래 교육법상 교원에는

․ 등교육법 제19조 이하의 ․ 등학교의 교사, 교장, 교감은 물론, 유치

원의 원장과 원감 교사, 고등교육법 제15조 이하의 학의 임강사, 조교

수, 부교수 교수, 명 교수, 조교도 포함된다.

33) 헌재, 19992.11.12., 89헌마 88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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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교육의 문성의 일차 인 향유 주체는 교사라고 하겠다. 즉, 교

육의 문성은 우선 교사의 교육의 문성 혹은 교사의 문성의

문제라고 본다. 따라서 우리는 문성이 요구되는 교직을 문직으

로 분류하고, 그것에 당 성을 부여하며, 그것의 실 구 을

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교육의 문성의 2차 향유 주체는 교육행정가라고 본다.

교육행정이 일반행정과 다른 을 직시하여, 교육행정에 특유한 법

원리에 충실하며, 교육의 문성 보장을 하여 교육행정 측면에

서 취할 수 있는 노력을 교육행정가들이 해 주어야 한다. 실정법은

이를 하여 교육행정직에 일반직 외에 장학직과 연구직을 설치하

고, 여기에 연구 과 연구사, 장학 과 장학사 제도 견교사제

를 마련해 두고 있으며, 그 제도를 계속 개선․보완해가고 있다. 지

방교육자치단체에서는 교육행정의 문성 보장을 해서 법은 교육

감과 교육 원의 자격요건을 제한하고 있다. 앙정부에도 교육행

정의 문성 강화를 하여 행정구조를 장학직과 연구직 주로 개

편하고, 이들의 리더쉽 훈련을 한 투자를 하여야 할 것이다.

Ⅲ. 교육의 문성 보장을 한 제도와 그 내용

교육의 문직성을 구 하기 한 구체 인 내용과 제도가 무엇

인가 하는 에 해서는 한 가지 답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교육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문성은 존 되

며, 교원의 경제 ․사회 지 는 우 되고 그 신분은 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국가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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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는 교육의 자주성 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의 실정

에 맞는 교육의 실시를 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에 교육의 문성 보장의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 하겠다. 정부가 교원의 자질 검증이 요구되는 교원양성기

을 설립하고, 련 제도를 형성하는 것은 이 의무의 구체 인 이행

에 해당된다. 교육의 문성을 보장하기 하여 계 법령이 규정

한 제도와 그 내용들을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1. 교육자치제의 실시

교육의 자극성을 보장하기 한 자치조직으로서 지방교육자치제

도는 교육의 문성 보장과도 한 련성을 맺고 있다. 지방교

육자치법 제1조는 “교육의 자주성 문성과 장 교육의 특수성

을 살리기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기타 하

계에 한 사무를 장하는 기 의 설치와 그 조직 운 등에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 에 이바지함을 목 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교육자치에서의 문성 보장방법

으로 교육 원회의 원 과반수를 교육경력 혹은 교육행정 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제5조 3항 단서 조항), 학식과 덕망이

높고 시․도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

닐 것을 요구하고 있다(제8조 제1항). 한 교육 원 선출에 교원

단체가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제5조 2항). 아울러 교육감의 경우에

도 그 자격 요건을 학식과 덕망이 높고 교육경력 혹은 교육공무원

으로서의 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인 자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제

32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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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사의 자질향상 의무 부과

교육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

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이것은 교사 자신에게도 문성 함양의 의무를 지운 것으로 본

다. 그러나 여기에서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교사의 품성과 자질

의 구체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것은 교직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즉, 교직

을 문직으로만 볼 것인가, 성직으로도 볼 것인가, 노동직으로 보

는 경우에는 어떠한가 하는 에 따라서 그 자질론의 내용이 달라

진다.

흔히들 교직의 성격이 다 이라고 한다. 즉, 교직은 성직인 동

시에, 문직이며, 노동직이라고 하는 복합 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는 것이다.34) 그러나 에서 교직의 성격과 련하여 요한 의

미를 갖는 것은 역시 문직성이라고 할 수 있다. 배종근․이미나

의 연구(1988)는 재 한국인의 교직에 한 시각은 일반인들의 경

우 성직 7.2%, 문직 55.7%, 사무직 12.1%, 노동직 12.1%이며,

교사들의 경우 성직 5.1%, 문직 52.6%, 사무직 20.8%, 노동직

21.%%로 나타나고 있다.35) ILO․UNESCO의 「교원의 지 에

한권고」제6항도 이 을 인정하고 있다.

34) 헌법재 소도 이 을 인정하여 교직의 특성에 고도의 교직윤리를 강조하고 있

다. “교원은 다른 문직인 의사․변호사 는 성직자와 같이 고도의 자율성과

사회 책임성을 아울러 가져야 한다는 사회 윤리 특성이 있다.”(헌재,

1991.7.22. 선고, 89헌가106 결정, 헌재집, 제3권, 1991, 416).

35) 그러나 앞으로 기 되는 교직 으로서는 학부모들은 윤리 도덕성 50.6%,

문성 41.4%, 공공성 5.6%, 노동성 1.2%로 나타나고 있으며, 교원들은 윤리

도덕성 24.7%, 문성 68.8%, 공공성 3.5%, 노동성 1.5%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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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업무는 문직(profession)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교육업무는

엄격하고 부단한 연구를 통하여 획득되고 유지되는 문 지식

특별한 기능을 교원에게 요구하는 공공 업무의 하나이며, 교원이

담당하는 어린이와 학생들의 교육과 복지에 하여 개인 , 집단

인 책임감을 요구하는 것이다.

헌법재 소도 이 을 인정하여 문직으로서의 교직에 요구되는

특성과 자질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교원은 미래 사회를 이끌어 나갈 새시 의 주역들로 하여 자

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기 능력을 길러주는 공교육제도의 주 자

로서 주도 지 를 담당하도록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임받은

사람이며, 교육의 장에서 그 직무를 통하여 개개 학생들의 인격

시장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평화를 유지하고 문화를 계

승․창조하며, 국가․사회의 지속 인 발 의 추 역할을 수행

하는 사람이다. 교원의 수업활동과 학생 지도에 필요한 기술과 능

력은 해당분야에 한 최신의 연구 결과에 한 식견과 정보뿐만

아니라 인간의 성장과 발달․행동심리․정신건강과 생․학생의

요구에 한 고도의 지식을 필요로 하는 정신 활동이므로 교원

자신이 장기간에 걸친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고서는 그 직업이 요

구하는 소양과 지식을 갖출 수 없다.36)

문직으로서의 교직에 종사하는 교사들이 갖추어야 할 자질이

무엇인가 하는 에 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혹자는 연구방

법 즉, 통 근방법, 행동주의 근 방법, 인본주의 근

36) 헌재, 1991. 7.22. 선고, 89헌가106 결정, 헌재집, 제3권, 1991, p.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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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에 따라 자질을 논하기도 한다. 통 인 근 방법이란 실제

교수 능력이 아닌 이상 인 교사의 특성을 밝히고자 하는 근 방

법을 말하며, 행동주의 근방법은 행동주의 심리학에 바탕을 두

고 객 인 검증 차를 거쳐서 교사들의 실제 자질 특성을 규명하

고자 하는 근방법이라고 한다. 인본주의 근방법은 교육의 최

종 목 을 학습자의 자아 실 에 두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교

사의 정의 특성에 을 맞춘 연구를 말한다고 한다. 교사의 자

질을 규명함에는 이러한 세 가지 근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한다.

생각건 , 통 근 방법에서는 흔히 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

로 두 가지를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많이 알아야 하고, 잘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논자에 따라서는 이 의 하나를 자질로

거론하기도 한다. 자를 강조하는 입장을 학문 인 것을 추구하는

입장(academic pursuits)이라고 하면, 후자를 강조하는 입장을 직

업 인 것을 추구하는 입장(professinal pursuits)이라고도 할 수

있다. 선행 연구들이 히 지 하고 있듯이 오늘날 교사의 자질

논의에서는 어느 한 쪽의 극단 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를 찾기는

어렵다. 바람직한 교사 양성을 해서는 그릇된 자질론을 지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의 두 가지 입장 에는 통합 입장이 타당하

다고 믿는다.

한편 교육공무원법 제38조 제1항은 “교육공무원은 그 직책을 수

행하기 하여 부단히 연구와 수양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여 교

육종사자의 직연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행의 교원연수제도는

법 인 뒷받침이 미흡한 이 있으며, 그 운용과 지원체제에 있어

개선의 여지가 지 않다. 지 까지 교원들에게 연수가 의무의 일

부로 인식되어 온 것은 잘못이다. 그들에게 연수는 의무일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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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문직으로서의 교육업무의 수행에 요구되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하여 필요한 자주 인 권리로서도 인식되어야 한

다.

3. 교원자격제도 신분보장제의 시행

우리 나라 ․ 등교육법 제19조는 ․ 등학교 교원을 교장,

교감 교사로 구분하고, 제20조에서 그들의 임무를 규정한 다음,

제21조에서 각각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 역시 교원을 문

직으로 규정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교사는 정교사(1 ․2 )․ 교사․ 문 상담교사․사서교

사․실기교사 양호 교사(1 ․2 )로 나 되, 별표 2의 자격 기

에 해당하는 자로서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장

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아울러 행 교육공무원법이나 교원지 법은 문직으로서의 교

원의 신분에 부합되는 특별한 신분 보장을 하기 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두고 있다.

4. 교원단체의 합법 활동 보장

교육기본법 제15조는 교원단체 결성권을 보장하고 있다. 재로

서는 학계나 교육계에서 이 법상의 단체를 교원노조가 아닌 문직

단체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자는 이것을

그 게 볼 것은 아니고 이것을 의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즉, 이 법상의 단체를 구체 으로 결성할 권리는 교원지 법 제13

조 이하의 규정에 따른 문직단체 결성권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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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법상의 교원노조설립권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본다.

Ⅳ. 교육의 문성 보장의 한계와 외재 제한

1. 교육의 문성의 내재 한계

교육의 문성 보장은 그 내재 인 한계를 가진다. 헌법재 소의

단도 같다.

교원의 직무는 학생들의 건 한 인격의 신장을 목표로 하여 그

들을 직 지도․교육하는 것이고, 이러한 직무는 태어나면서부터

교육을 받고 학습하여 인격체로서 성장해가는 피교육자인 학생들의

기본 권리인 교육을 받을 권리와 서로 앞뒤면을 이루고 있다.”고

하면서, “교원직무 특유의 사회 사기능이라든지 개인 는

집단 자율권과 그 자율의 범 안에서 행한 행동과 단에 하

여 범 한 개인 책임을 지게 되며, 그 직무 수행에 있어서는

높은 수 의 직업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하고, 그 경제 보수가 사

회 사보다 우선할 수 없다.37)

2. 교육의 문성의 외재 제한

교사가 갖는 문 인 사항 컨 , 수업 내용, 교육방법, 교재의

선택, 성 평가, 교 인 교육과정의 편성 등에 한 결정 개입

은 월권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교원의 문성 보장은 외

재 제한을 받고 있다. 부모와 교사와의 계에 해서는 부모는

37) 헌재, 1991.7.22. 선고, 89헌가106결정, 헌재집 제3권, 1991, 406-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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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게 교육에 한 문 지도를 구하는 권리, 즉 교육 요구권

을 가진다. 그들의 요구 결과 교사의 교육 처가 미흡하면 학부

모들이 그들의 교육권을 행사하여 학교에 하여 항변을 하기도 하

고, 교육과정에의 참여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 에서 교사의 문

성은 제약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헌법재 소도 이 을 인정하고

있다.

학교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가르칠 권리를 수업권이라고 한다면,

이는 자연법상으로는 학부모에게 속하는 자녀에 한 교육권을 신

탁받은 것이고, 실정법상으로는 공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의

임에 기 를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교사라고 하는 지

에서 생기는 학생에 한 일차 인 교육상의 직무권한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는 학생의 수학권의 실 을 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서, 양자는 상호 력 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양자의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수학권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하나로서

보다 더 존 되어야 하며, 그러한 범 내에서 교사의 수업권도 일

정한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다.38)

Ⅴ. 교육의 문성과 교원양성정책의 방향

1980년 제8차 헌법개정에서 헌법 제31조 제6항이 교육제도 외에

교원의 지 에 해서도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이른바 법정주의를

취하고 있다.

헌법에서 기본권에 해서 기본 인 사항을 반드시 법률로 정하

38) 헌재, 1992.11.12 선고, 89헌마88, 헌재집 제4권 pp. 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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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는 법정주의를 취하는 것은 그 기본권의 본질을 헌법 차

원에서 보장하며, 이것을 어도 국민의 표기 인 국회를 통하여

법률로써 확인․보장하고자 함에 있다고 볼 것이다(법률유보의 범

에 한 본질성 이론). 이 게 볼 때 교원지 법정주의의 취지

는 교원의 지 에서 본질 인 부분 즉, 헌법상 교원의 지 에 한

기본 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이것을 행정에 유보하거나

함으로써 자의 으로 이 본질 인 사항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의미라고 하겠다.39) 따라서 여기에서도 역시 요

한 것은 그 다면 교원의 지 에서 무엇이 본질 인 사항인가 하는

문제라고 하겠다. 역시 이것은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

문성 정치 립성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가운데 교원의 양성과 련해서 보면 은 교원의 교육의 문성

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이 원칙에 입각해서 말하면 모든 교원 양성 정책을 포함

한 교원의 지 에 한 법률 제정에서는 교육의 문성 원리를 형

성하는 방향에서 근하여야 하며, 이 원칙에서 벗어나는 입법을

하는 경우에는 헌의 비 을 면할 수 없게 된다.

39) 법정주의에 한 다른 설명으로는 이른바 칙령주의(勅令主義)를 방지하기 한

것이라고 하는 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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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헌법상 교육의 정치 립성 보장 원리와 그

제도

Ⅰ. 교육의 정치 립성 원리

헌법학계에 따르면 헌법상 교육의 정치 립성을 보장한다는

것은 “교육환경의 정치 공해로부터의 해방”이나 “정치 오염으

로부터 교육환경을 지키는 일”40)로서, 교육계가 그 본연의 기능을

벗어나 정치 역에 개입하지 말아야 하는 것(교육의 정치 립)

은 물론 국가권력이나 정치 세력이 교육계에 해서 부당한 간섭

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의미(정치의 교육 립)를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41)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 문헌을 보면 「교육의 정치

립」을 「정치의 교육 립」이란 개념과 완 히 구별하는 경우

를 보게 된다. 일본 학계에서는 교육의 정치 립성을 교육계의

일당일 에 치우친 정치교육을 하는 것으로 악하여, 일본 교육

기본법상의 당 정치교육의 지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고 있

다.42) 그들에게 교육의 정치 립은 헌법상의 개념이 아니라

「일본의의무교육학교에있어서교육의정치 립성확보에 한임시조

치법」(소 립확보법)이라고 하는 법률상의 개념이다. 정치의 교

육 립에 해서는 별도로 일본 교육기본법 제10조 제1항43)이

이것을 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40) 許營, 韓國憲法論(博英社, 1996), p. 413.

41) 權寧星, 憲法學原論(法文社, 1995), p. 246.

42) 이 개념은 교육기본법이나 학교교육법 등에도 나타나지 않는 개념이다. 深山正

光, 게서, p. 209.

43) 日本敎育基本法 제10조 제1항 : 교육은 부당한 지배를 받지 아니하며 국민

체에 하여 직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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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교육의 정치 립의 구체 인 내용으로서는 국내 학계

가 “교육의 정치 무당 성, 교육에 한 정치 압력의 배제, 교

육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교원의 정치 립, 교육의 정치에의

불간섭”을 들고 있다.44) 동학계에서는 교원의 정치 립 혹은 교

사의 정치활동의 지를 교육의 정치 립성 보장의 당연한 내용

으로 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헌법재 소에서 교육 원 자격에서의 학 교수와 ․ 등교원

차별 문제에 하여 내린 결을 보면 동재 소도 같은 입장을 취

하고 있다. 이 결에서 동재 소는 교육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지한 정당법 제6조와 제17조, 각종 선거법상의 겸직 지나 입후보

제한 규정들과 같이 ․ ․고등학교 교사들의 교육 원 입후보자

격을 제한한 지방교육자치에 한 법률은 “교육의 …정치 립성

보장을 하여 합리 인 제한”이라고 단하고 있다.45) 이것은 헌

법재 소가 간 으로 교원들의 정당 가입 지를 규정한 행

계 법률들을 합헌으로 보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이 히 지 하는 바와 같이 교육의 정치

립성을 보장한다는 이유만으로 교사들이 “교육의 장에 끌어들

이지 않고, 교육에 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 내에서 행하는 정

치활동까지도 …… 할 수 없다.” “ ․ ․고등학교의 교사들에

게 획일 으로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참정권의 시각에서 문

제가 있다.”46)

44) 權寧星, 게서, p. 246.

45) 이 례의 문제 에 해서는 정재황, 교원의 권리․지 에 한 헌법재 소의

례 경향,“ 한국교육법연구, 1995, pp. 225-230 ; 고 , "교원의 법 지 에

한 연구," 연세 학교 학원 교육학박사학 논문, 1997, pp. 267-272 참조.

46) 許營, 게서, p.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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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 , 헌법 제31조 제4항상의 교육의 립성 보장 원칙에 의거

하여 교원의 정치활동이 제한되는 장소와 상, 내용은 학교 내에

서의 학생에 한 당 정치교육과 정치선 , 선거운동에 국한하

여야 할 것이며, 그 밖의 정치활동은 정치 기본권 차원에서 교원

에게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Ⅱ. 교원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에 한 계 법령의

태도와 공법학계의 논의 동향

1. 논의의 필요성

한때 정당들이 교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하 다. 그 내용은 행 정당법에 규정된 공무원과 교원의 정

당 가입 지 조항을 폐지함으로써, 군인과 경찰, 소방직 공무원 등

특수직 종사자를 제외한 공무원, 따라서 교육공무원을 포함한 공무

원이 개인 자격으로 정당에 가입하여 근무 시간 외에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이다.47) 그러나 교원이 단체로서 정치활동

을 하는 것은 여 히 불허할 태세이다. 이에 해서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이라고 한다)나 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 교조”라 한다)은 국민의 참정권 확 차원에서 이것을 원칙 으

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아울러 교원단체의 정치활동까지

보장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 문제는 새 정부 하의 여당이 새로 추진하

는 것이 아니고, 이미 수년 부터 교육계에서 제기해 온 안

하나이다. 즉, 1989년과 1991년 사이 교원지 향상을 한특별법 제

47) “공무원․교원 정당 가입 허용,” 한겨 신문, 1998.3.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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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작업을 추진하던 때부터 교원지 향상을 한 하나의 방편으로

한교육연합회(지 의 한국교총)와 교조가 이것을 주장하 으며,

당시 민주정의당, 평화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이 이에 동의하 던 사안

이다.48) 당시 이 법안이 실제로 입법화되지 않았던 것은 역시 교육

의 정치 립성 보장 논리 때문이었다. 지 도 이 안을 반 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 논거를 들어 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2. 교원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에 한 계 법령의 태도

가.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 여부에 한 계 법령의 태도

행 국내 계 법령은 교원 개인의 정치활동 허용에 해서 극

히 부정 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교원은 특정정당 는 정 를 지지

하거나 반 하기 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된

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정치운동의 지’라

48) 당시 大韓敎育聯合 敎員地位法案 제5조(정치활동의 자유)는 “교원은 정당 기

타 정치단체에 가입할 수 있으며, 교육활동에 향을 미치지 않는 범 에서 정

치활동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 다. 한 제6조(공직 취임 복직)는 “교

원은 선거직 는 다른 공직에 취임할 권리를 가지며, 이로 인하여 교직 임무

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휴직하며, 그 종료시 복직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

정하 다. 한 平和民主黨案은 그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당 기타 정치단

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그 제3호에서 “모든 공직에 취임

할 권리”를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교원이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

취임으로 인하여 교직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직 취임 기간동안 휴직 처리

되며, 공직 취임 기간이 끝나면 교원으로 복직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2년 韓國敎總의 優秀敎員確保法案 연구보고서에서도 법안 제8조(정치

활동의 자유)에 “교원은 교육활동에 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 에서 정당

는 정치단체에 가입할 수 있으며, 정치활동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한 바 있

다. 제9조(교원의 피선거권)에 “교원이 휴직하는 경우에는 교육 원 는

지방의회 의원에 선출 될 수 있다”고 규정한 바 있다. 이것들에 한 구체 인

소개에 해서는 許宗烈, 敎育法制 整備方案 硏究(韓國敎總, 1994), pp.

106-108, 133-13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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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국․공립학교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고, 공직 선거 운동에

여할 수 없도록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49) 이를 받아 정당법

제6조도 발기인 당원의 자격에서 학의 임강사 이상의 교원

을 제외한 국․공․사립학교의 ․ ․고등학교 교원을 배제하고

있다. 한 공직선거 부정선거방지법 제9조와 제60조도 공무원 기

타 정치 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부당한 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향을 미치는 행 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동법 제53조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교육 원회

교육 원, 정당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은 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 의

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90일까지 그 직을 사퇴하도록 하고 있다.

사립학교법도 그 제55조에서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하여는

국․공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한 규정을 용하도록 함은 물론,

그 제58조 제1항에서 사립학교 교원의 면직사유로 제3호 “정부를

괴함을 목 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권장한 때,” 제4호

“정치운동 기타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 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는 어느 정당을 지지 는 반 하기 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를 규정함으로써 정치활동을 지하고 있다.

49) 國家公務員法 제65조(政治運動의 禁止) : 특정정당 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 하기 하여 投票에 한 일정한 권유 행 , 서명운동의 기획․주재 그

권유 행 , 문서 는 도서의 공공시설 게시 행 , 기부 모집 행 공공자

이용행 , 타인의 政黨 加入 勸誘 行爲, 다른 공무원에 한 이러한 행 의

권유나 이러한 행 에 한 보상 약속행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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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허용 여부에 한 계법령의 태도

교원 개인의 정치 활동을 지하고 있는 의 경우와는 달리

행법상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을 직 규제하는 법령은 찾아보기 어

렵다. 다만 공직선거 부정선거방지법 제9조가 “정치 립을 지

켜야 하는 기 ․단체는 선거에 부당한 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향을 미치는 행 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동법 제10조가 원칙 으로 사회단체 등은 공명선거추진 활동

을 할 수 있도록 하되,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 지된 단체는

이것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에 띈다. 문제는 행

교육기본법 제15조상의 교원단체가 이 법에서 말하는 ‘정치 립

을 지켜야 하는 단체’ 혹은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 지된 단

체’에 해당되는 것인가 하는 이다. 이 문제는 계 법령의 종합

인 해석을 필요로 한다.

생각건 , 교원단체는 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하여 “교육의 진흥

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교원의 경제 ․사회 지 를 향상시

키기 하여” 조직된 단체일 뿐 계 법령 어디에도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 교원지 향상을 한특별법 제11조 이하

가 교원단체가 교육부와 교육감을 상 로 교섭․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그 시행령 제3조가 교섭․ 의 사항에서 정치 인 문

제를 배제하고 있는 , 국가공무원법 제65조가 교원단체의 구성원

인 각 교원들의 정치활동을 일체 지하는 동시에, 동법 제66조가

교원들의 ‘집단행 ’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등을 종합 으로

해석할 때, 행법상 교원단체는 의 ‘정치 립을 지켜야 하는

단체’ 혹은 ‘법령상의 정치활동이 지된 단체’에 해당된다고 볼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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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원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에 한 공법학계의 논의 동향

그동안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 여부 문제를 연구한 학계의 성과

를 보면 행정법학계와 헌법학계가 나름 로 이 문제를 짚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행정법학계의 논의 동향을 보면, 동학계에서는 교원의 정치

활동 문제를 주로 공무원법 분야에서의 직업공무원제(정치 립

성)와 공무원의 기본권 제한, 공무원의 정치활동 지의무 문제로

취 하고 있다.50) 그러나 동학계에서는 주로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

하기 하여 엽 제(spoilsystem)를 종식시킨 직업공무원제의 확립

을 강조하면서, 이를 하여 공무원의 정치 립성이 요청되고

있다고 하는 극히 형식 인 취 을 하고 있다.51) 구체 인 내용으

로서는 국․공립학교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 경력직공무원의 정

치 활동은 지된다고 하는 ,52) 그러나 특수경력직공무원 컨 ,

통령, 국무총리, 장․차 , 국회의원, 비서 등의 정무직 별정

직 공무원의 정치활동은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는 53)

등을 거론하고 있다. 요컨 , 재 국내 행정법학계의 교원의 정치

활동 논의 동향은 이 문제를 지엽 으로 다루는 데에 그치고 있으

며, 그것도 련 조문을 간단히 소개하는데 머물고 있는 정도라 하

겠다.

이에 반하여 헌법학계가 이 문제를 다루는 내용을 보면 행정법

50) 李尙圭, 行政法論(下)(法文社, 1995), p. 210, 240 ; 洪井善, 行政法論(下)(博英

社, 1995), p. 138. 참조.

51) 李尙圭, 상게서, 동면 ; 洪井善, 상게서, 동면 ; 石琮顯, 一般行政法論(下)(三英

社, 1995), p. 235 참조.

52) 洪井善, 게서, p. 178.

53) 金道昶, 一般行政法論(下)(靑雲社, 1992), p.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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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보다는 구체 이다. 동학계가 교원 개인의 정치활동을 다룬 부

분은 주로 ①정치 기본권 분야에서의 공무원의 기본권 제한 사유

부분, ②헌법 제31조 제4항에서의 교육의 정치 립성 부분이다.

그러나 그것도 체 으로 보면 역시 형식 인 취 에 그치고 있을

뿐 본격 인 심을 보이고 있지 아니하다. ③교원 개인이 아니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에 해서는 행정법학계와 마찬가지로 헌법학

계도 이것을 별도로 검토한 흔 이 무하다. 아마도 교원의 문제

에는 교원단체의 그것까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하는 인식에서 그

게 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이것 역시 그 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 교원단체를 별도로 다루는 것이 필요할 때

가 있을 것이다.

한편 보통 정치활동이라 함은 헌법상으로는 정치 기본권의 행

사라고 하는 표 으로 통용된다. 정치 기본권의 행사에는 정치

표 의 자유, 정당가입과 정당활동의 자유, 투표와 공직선거입후보

제 선거운동의 자유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54) 교

원의 정치활동이라고 하는 개념도 이러한 범주를 포함하는 것이라

하겠다. 한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의 보장 범 에는 체로 교원의

권익을 옹호하기 한 의회 로비 활동, 정부의 교육정책에 한

건의 비 활동, 공직선거에서의 후보자 추천 특정 후보 지지

활동 등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4) 金哲洙, 게서, pp. 498-5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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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학의 자율성 보장 법리의 재검토

Ⅰ. 학 자율성의 의미와 헌법 근거 성격

1. 학의 자율성의 의미-특히 학의 자유 혹은 학의 자치

의 계를 심으로

헌법학계에서 학의 자율성을 직 정의한 를 찾기 어렵다.

개는 학의 자율성을 정의하기보다는 학의 자치 혹은 학의

자유를 정의하면서 이것이 헌법상 학의 자율성이란 표 으로 명

문화되었다고 설명한다. 이하에서 학 자치 혹은 학의 자유 개념

과 학의 자율성 개념의 계에 해서 본다. 세 가지 개념의 계

에 해서는 연구하는 사람에 따라서 약간씩 보는 입장이 다르다.

가. 학의 자율성과 학 자치를 동일하게 보는 견해

김철수 교수 등은 “ 학의 자율성은 학문의 자유에 있어서 가장

강조되는 학의 자치를 교육제도상에서 보장한 것이다.”라고 해석

한다.55) 학의 자율성을 학문의 자유의 제도 보장에 해당되는

학 자치와 동일한 개념으로 악하면서 헌법 제31조 제4항은 이

것을 한번 더 명시 으로 확인하는 정도의 보완규정 성격을 띠는

것으로 본다.56)

55) 김철수 외, 주석헌법(법원사, 1993), p. 260.

56) 권 성, 헌법학원론(법문사, 1995), p. 248 ; 허 , 한국헌법론박 사, 1995), p.

397 ; 강경선, 헌법학강론(일신사, 1993), p. 478 ; 양건, 헌법연구(법문사,

1995) p. 358. 허 교수는 학문의 자유를 진리 탐구의 자유라고 규정하고, 그

내용으로서 학문 연구의 자유, 학술활동의 자유, 학문기 의 자유가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학술활동의 자유에는 교수의 자유와 연구결과 발표의 자유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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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문헌도 학의 자율성은 첫째, 학에서의 연구의 자유

와 교육내용에 한 정부의 불간섭을 의미하며, 둘째, 학인사의

자치와 학시설 학생 리에 한 자치 곧 학의 자치

(Akademische Selbstverwaltung)를 의미한다고 한다.57)

나. 학의 자율성이 학의 자유와 학의 자치를 포 하는 보

다 넓은 개념이라고 보는 견해

권 성 교수는 “학문의 자유의 일환으로 학의 자치와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헌법이 학의 자

율성을 명문화한 것도 바로 이 정신을 구 하기 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58)

다. 결 어

연구자는 학의 자율성이 학의 자유와 자치의 개념을 포 하

는 보다 의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후자의 입장이 타당한 것으로

본다.

학의 자율성이란 헌법재 소가 밝힌 바와 같이 “ 학에 한

공권력 등 외부 세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학인 자신이 학을 자

주 으로 운 할 수 있는 학의 자유와 그 제도 보장”을 의미하는

개념으로서, 헌법상 학문의 자유 그 자체는 아니지만, 그 자유를 보

구를 한 집회․결사의 자유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학문기 의 자유

는 종래 학문연구의 당인 ‘ 학의 자유’만을 의미하 으나 지 은 그밖에 많

은 연구기 들도 학문연구를 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 의 자유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57) 김철수 외, 주석헌법, p. 260.

58) 권 성, 게서, p.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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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기 한 필요불가결한 수단이 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라. 학의 자율성의 헌법 근거

학의 자율성의 헌법 근거는 명백하다. 행 헌법 제31조 제4

항은 “… 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없다고 하여 학의 자율성이 헌

법상 보장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학의 자치는 헌법 제31조 제4항에 학의 자율성이 규정되기

이 부터 종래 헌법학계에서 이미 헌법 제22조상의 학문의 자유의

한 내용 혹은 그것의 제도보장으로 해석되어 왔다. 헌법 제31조 제

4항상의 학의 자율성은 이미 헌법 제22조를 통하여 확인되어 온

학의 자유와 그 자치를 이 조항에서 한번 더 명시 으로 확인하

는 정도의 보완 규정 성격을 띠는 것이다.59)

3. 학의 자율성의 법 성격과 그 제한의 한계

학계에서 학의 자율성 자체의 법 성격을 논한 것을 찾기는

어렵다. 그러나 학의 자율성을 종래 하나의 제도보장으로 보았던

학자치와 같거나 혹은 이 학자치를 포함하는 보다 의의 개념

으로 이해한 것을 고려하면, 학의 자율성이 어도 제도보장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는 에 해서는 체로 합의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60)

59) 동지: 허 , 한국헌법론(박 사, 1995), p. 397.

60) 표 인 로서는 권 성 교수의 입장을 들 수 있다. 그는 학의 자치를 교

육자치제도라고 하는 넓은 틀 속에서 다루고 있다. 권 성, 헌법학원론(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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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학계에서 하나 공통 인 것은 학의 자율성 자체를 기

본권의 범주에 놓고 해석한 사람은 드물다는 이다. 에서 본

로 허 교수는 학의 자치를 학의 자유를 구 하기 한 본질

인 수단으로 이해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만 권 성 교수에

게서는 학의 자율성이 하나의 기본권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하

는 을 도출해낼 만한 가능성을 확인하게 된다. 학의 자율성에

학 자치만이 아니라 학의 자유가 포함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

다.

주목할만한 것은 헌법재 소의 결정이다. 헌법재 소는 학의

자율성을 단지 하나의 제도보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으로

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음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61)

헌법 제31조 4항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학의 자율성

보장은 학에 한 공권력 등 외부 세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학

인 자신이 학을 자주 으로 운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인으

로 하여 연구와 교육을 자유롭게 하여 진리 탐구와 지도 인격

의 도야라는 학의 기능을 충실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한

것으로서, 이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 수단이자 학에 부여

된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생각건 , 학의 자율성은 학의 자유와 학의 자치를 포 하

는 개념이라고 보는 경우, 그것이 기본권으로서의 성격도 갖는다는

헌법재 소 단은 특히 그 개념 속에 내재한 학의 자유를 염두

에 두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1995), pp. 247-251.

61) 헌재, 1992.10.1 선고, 92 헌마 68, 76(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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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학 자율성의 주체로서의 ‘ 학인’의 실체

1. 실문제로서의 학 자율성의 주체 논쟁

헌법재 소가 선언한 바 로 학의 자율성을 학문의 자유의 확

실한 보장 수단이자 학에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해석하는

경우, 그 기본권 향유 주체로서의 ‘ 학인 자신’의 실체가 무엇이냐

하는 이 문제가 된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사립학교법 개정론을

둘러싼 계 당사자들의 주장에서 이것이 쟁 이 되고 있다. 구체

으로는 학의 장(국립 학의 경우) 혹은 학교법인이사회(사립

학의 경우)와 교수회와의 계, 교수회와 직원회의 학생회와의

계등에서 이 문제를 둘러싸고 다투는 일이 잦다. 컨 , 학교법

인이사회와 교수회 사이에 교원의 임면권을 학교의 장에게 주자고

하는 주장과 그것을 반 하는 주장이 맞서는 경우가 그러하다.

본고에서는 이 문제와 련해서는 우선 학교의 장 혹은 법인이

사회와 교수회와의 주체논쟁에 국한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아울러

그동안 이 문제와 련해서 학계에서 개진되는 견해들에 한 소감

을 미리 밝히면, 헌법학자의 단과 교육 실 이것을 뒷받침하

고 있는 실정 법률 상호간에 괴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2. 헌법학계의 기존 입장

헌법학계에서는 오래 부터 학의 자율성의 주체를 교수회와

학생회로 해석해 오고 있다.62) 권 성 교수는 교수 주체설과 구성

원 주체설의 립을 소개하고 교수 주체설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

62) 김철수, 헌법학개론(박 사, 1995), pp. 45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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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63) 그 논거는 교수가 학문 자유의 주체라는 데에서 찾고 있다.

권 교수는 학교 재단은 단지 학교 운 리 담당자로서의 지 만을

갖는다고 보고 있다.

학의 자치는 국․공립 학의 경우에는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자

율을 뜻하는 것이며, 사립 학의 경우에는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자

율은 물론이고, 특별히 법인이사회로부터의 자율이 그 기본 요소

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의 견해와 동일한 것이라고 하겠다.64) 즉,

학 자치의 주체에는 학생회나 학의 다른 구성원들도 있지만 교

수회가 역시 심 인 것이라고 설명한다.

요컨 , 이 입장에서는 학 인사 등 요한 학 행정 사항은

반드시 교수회의 단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65) 김

철수 교수는 학문의 자유를 실질 으로 보장하기 해서는 교수의

신분을 법 과 같이 독립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

다.66)

3. 실정법과 실사회의 태도

학계의 견해와 달리 실정 법률은 학의 자율성의 주체를 그 기

의 운 책임을 맡고 있는 학교의 책임자 혹은 사학법인의 경

63) 권 성, 헌법학원론(법문사, 1995), p. 248.

64) 양건, 헌법연구(일신사, 1995), p. 359.

65) 김철수, 게서, p. 452.

66) 김철수, 상게서, p. 453. 그러나 최근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은 교수 사회의 신분

보장을 깨뜨리는 규정을 담고 있다. 컨 , 같은 법 제11조(신규채용등) ③

학에 근무하는 교원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99.1.29 법 5717> [시행일 20002.1.1]. 제11조의2(계약제

임용 등) 학의 교원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무기간․ 여․근무

조건, 업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99.1.29 법 5717> [본조시행일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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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보고 있다.67) 일반 인 사회 인식도 이 비슷하다. 교원 인

사 등 학의 요한 행정 사항에 해서도 이것을 교수회가 아니

라 학교 책임자 혹은 학의 설치․경 자가 정하는 것으로 본다.

4. 결어

가. 경우에 따른 주체 논의의 가변성

헌법재 소는 학의 자율성을 향유하는 주체로서의 ‘ 학인 자

67) 컨 , 실정법률로는 사립학교법 제16조 (이사회의 기능), 제53조 (학교의 장

의 임면), 제53조의2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등이 그 게 규정하고

있다 : 제16조 (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

다. 1. 학교법인의 산․결산․차입 재산의 취득․처분과 리에 한

사항, 2. 정 의 변경에 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는 해산에 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한 사항, 5.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교원의

임면에 한 사항, 6.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 에 한 요사항, 7.

수익사업에 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 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

항, ② 이사장 는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 계가 상반하는 때에는 그 이사장

는 이사는 당해 사항에 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53조 (학교의 장의

임면) ① 각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를 설치․경 하는 학교법인 는 사립학

교경 자가 임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학교육기 의

장을 임기 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각 학교의 장의 임기에 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교법인인 사립학교경 자는 정 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 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3조의2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

의 임면) ① 각 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 는 사립학교경 자가 임면하

되,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야 한다. 1. 학교법인 법인인 사립학교경 자가

설치․경 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사인인 사립학교경 자가 설치․경 하는 사립학교

의 교원의 임면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

육기 의 교원의 임면권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

장․학장에게 임할 수 있다. ③ 학교육기 의 교원은 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 여․근무조건, 업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에 하여는 국․공립 학의 교원에게 용되는

련 규정을 용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의 임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 임면권자는 교원인사 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한

재임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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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라고 하는 은 밝히고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학인 자신

이 구인가 하는 에 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학의 자율성의

주체 문제는 본질 으로 이 자율성이 구로부터의 구의 자율성

이냐 하는 문제라고 본다. 연구자는 학의 자율성을 향유하는 주

체를 획일 으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학의 자율성은 때로는 국가로부터의 학 구성원들의 자율성

을 뜻하기도 하며, 이 경우에는 학인 자신에 국립 학의 경우 그

학의 장도 포함되며, 사립 학의 경우 학교법인이사회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본다. 그러나 학의 자율성이 때로는 국가로부터의 자

율성뿐만 아니라 학교설립자로부터의 학구성원 특히 교수들의 자

율성을 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교수들만이 그

주체가 되는 것이라고 본다.

생각건 , 학 자율성 향유의 주체를 그 구성원 특히 교수들에

게 한정하여 그 기 장 혹은 그 설치․경 자의 경 의 자율성을

면 부정하는 것은 실과 동떨어진 념 법학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허 교수는 학원의 민주화 혹은 학민주주의를

내세워 모든 학 내의 기구에 학구성원이 동률로 참여할 것을

주장하는 일부의 움직임에 해서 독일연방헌법재 소가 일 이

신호를 보낸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 하고 있다.68)

나. 세 가지 경우의 학 자율성의 주체론

학의 자율성은 구체 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에 그 주

체의 논의가 달라진다고 본다.

68) 허 , 게서, p. 398에 소개된 BVerfGE 35, 7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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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학의 자율성은 원칙 으로 학교 설치․경 자와 교수회

등이 분 한다고 볼 것이다.

에서 소개한 미국의 사례처럼 학 설립자(국․공립 학에서는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임을 받은 총장이, 사립 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사회)는 주로 ①재정 운용, ② 학 리와 질

서유지 등에 한 권한을 가지고, 교수회는 주로 교육․연구와

련된 각종 사항에 한 권한을 갖는 주체로 보되, 양자가 한

련을 맺는 부분 컨 교원인사 부분에서는 양자가 공동으로 의

사결정권을 갖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아울러 사립

학들에 있어서는 그 설치․경 자의 사학에 한 자주 운 권

이라는 권리도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물론 이러한 구분이 인 것은 아니며, 서로 깊은 연 을 맺

고 있다고 야 할 것이다. 따라서 때로는 앞의 부분에 해서도

그것을 행사함에 있어서 교수회의 심의를 요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것이며, 뒤의 부분에 해서도 교수회가 그것을 자주 으로 결정함

에 있어서 학교법인이나 그 학의 장이 여할 수밖에 없는 경우

가 있다고 야 할 것이다.

둘째, 학의 자율성은 때로는 국가로부터의 학 구성원이

리는 자율성이라고 야 할 경우가 있을 것이다. 컨 , 학의 설

립과 폐지, 학 입시와 학생정원의 책정, 특정과의 개폐와 교육과

정의 결정, 재정 지원 요구 등에 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국가의

간섭 혹은 거부 등에 직면하는 경우에는 학의 장 는 학교법인

이사회와 교수들은 국가에 해서 같은 이해 계를 가지는 ‘한 가

족’의 입장에 선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학의 자율성은 국가로부터뿐만 아니라 학의 장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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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이사회로부터 교수들이 리는 자율성이라고 야 할 경

우도 있을 것이다. 컨 , 학교법인이사회 혹은 총장이 교수들의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자와 후자는 서로 립하는

계에 서게 되며, 이 경우 헌법학계의 통설은 학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이 헌법에 규정되게 된 본래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헌법은

‘교수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본다.69)

즉, 학의 자율성은 기본 으로 학교수들이 학문의 자유를 리

도록 하자는 데에 그 취지에서 교수들이 국가 권력 혹은 학교설립

자로부터 리는 자유이며 제도라는 것이다.70)

Ⅲ. 학의 자율성이 행사되는 역

1. 학의 자유와 학 자치를 구분하는 입장

허 교수는 학의 자유의 역으로서 “ 학 운 에 한 학

의 자주 인 결정권”을 든다. 학에 자유를 인정하는 것은 학

운 에 한 국가의 간섭․조종․침해를 최 한으로 이고 학의

69) 컨 , 양건 교수가 이 자율성은 국․공립 학의 경우에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자율을 뜻하는 것이며, 사립 학의 경우에는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자율은 물론

이고, 특별히 법인이사회로부터의 자율이 그 기본 요소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라고 할 것이다. 양건, 게서, p. 361.

70) 학자에 따라서는 교수집단이 학운 에 직 참여해야 한다는 근거를 이 게

설명한다 : “ 학의 운 에 련된 내부 조직 가운데 특히 교수집단은 교육과

연구라는 본연의 임무에 직 으로 종사한다는 과 장기간의 지 훈련을

통해 일반 인 지성을 가장 잘 발휘할 것으로 기 된다는 때문에, 학 운

에 있어서, 핵심 인 당사자로서의 지 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수

집단의 지 와 권한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는 문제는 학의 체 인 운

형태가 그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요한 문제이다.” 이것에

해서는 이차 , “ 학에서의 교수회의 법 지 와 권한”, 한교육법학회 「교

육법학 연구」, 제8호(1996.12), pp. 21-49(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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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인 결정권을 최 한으로 보장하기 한 취지라는 것이다.

허 교수는 학 자유의 제도보장 수단으로서 에서 말한

학 자치를 들면서, 구체 인 자치 역으로서 학인사, 학학사,

학질서, 학재정 등 학 운 에 한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

다.71) 김철수 교수는 학자치의 역으로서 ①교원의 인사에 있어

서의 자치, ②시설의 리에 있어서의 자치, ③ 학생의 리에 있어

서의 자치, ④ 연구교육의 내용 방법의 자주결정권, ⑤ 산 리

에 있어서의 자치권을 말한다고 한다.72)

2. 학의 자유와 학자치를 구분하지 않는 입장

권 성 교수는 학의 자유 혹은 자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학의 자율성이 행사되는 역으로서 학 인사에 한 자치권 내지

자주 결정권, 학 리와 운 에 한 자주 결정권, 학 학사에

한 자주 결정권을 들고, 특히 학 리․운 에 한 자주결정권

에 연구와 교육의 내용 그 방법과 상, 교과과정의 편성 등에

한 자주 결정권, 연구와 교육을 한 시설의 리에 한 자주

결정권, 학의 재정에 한 자주 결정권 등이 포함되며, 학사에

한 것으로는 학생의 형과 성 평가, 학 의 인정, 학 의 수여,

학생에 한 포상과 징계 등에 한 자주 결정권이 포함된다고 한

다. 학의 자주 인 가택권과 질서유지권, 징계권도 포함된다고 한

다.73)

강경선 교수 역시 학의 자유, 학 자치, 학의 자율성을 구

71) 허 , 게서, p. 397.

72) 김철수, 게서, p. 452.

73) 권 성, 게서, p.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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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지 않고 혼용하면서 학의 자율성은 기본권 주체인 학의 주

공권으로서의 성격을 함께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학운 에

간섭하려는 국가 권력에 한 방어권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본다.

따라서 학의 자치를 보장하기 해서 학의 내부 기구로서 설치

하는 각종 보직․ 원회․교수회․학생회 등의 활동에 한 국가의

간섭과 조종도 마땅히 배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이러한 학

자치는 어디까지나 학문의 자유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한 것이

므로, 내재 인 한계를 스스로 지닌다고 보고 있다. 동 교수는 학

교수들이 자기 공 역에서 벌어지는 각양의 상에 하여 자유

롭게 비 할 수 있도록 하기 해서는 국․공․사립 학을 막론하

고 임명권자와 기타 상 권자는 일체 지휘감독 내지 간섭을 하여서

는 안 된다고 지 하고 있다.74)

구병삭 교수도 양자를 구분하지 아니한다. 그는 교수회의 자치에

의하여 연구와 교육의 내용, 교과과정의 편성, 입학생, 학 수여, 시

험 등에 한 자주 결정권, 학의 인사, 시설 리, 재정에 한

자주 결정권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75)

3. 학 자치의 측면에서만 보는 입장

양건 교수는 학의 자율성을 학자치의 에서 악하면서,

그 제도의 ‘핵심 내용’을 설명하는 에 자치의 역으로 ①교원

인사에 한 자주 결정, ②교육․연구의 내용, 방법의 자주 결

정, ③재정에 한 자주 결정, ④ 학의 리와 질서유지 등에

한 자주 결정을 열거하고 있다.76)

74) 강경선, 게서, 동면.

75) 구병삭, 상게서, p.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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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어

학계에서 논의되는 학 자율성이 보장되는 역은 사실상 국․

공립 학과 사립 학, 사립 학 내에서의 설치․경 자와 교수

학생들의 권한 혹은 권리를 구분하지 않고 학이라고 하는 기 이

자율 으로 려야 할 것으로 희망하는 모든 사항들에 걸치는 것으

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학의 자율성은 학의 자유라고 하는 기본권과 학의

자치라고 하는 제도보장을 포함하는 말이다. 따라서 그 역을 검

토함에서는 양자를 구분하여 근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앞으로

는 그 작업이 구체 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Ⅳ. 학 자율성의 내재 한계와 외재 제한

학의 자율성을 와 같이 학의 자유라고 하는 기본권을 포

함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한 학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경우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기본권 제한에 한 일반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을 용하게 된다. 이것을 외재 제한이라 한다. 아

울러 학자치는 그 목 이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자는 것이므로 그

목 에 따른 내재 한계를 가진다. 내재 한계에 한 것부터 보

기로 한다.

1. 내재 한계

허 교수는 “ 학의 자치는 학문연구의 실 을 높이기 한 것

76) 양건, 게서, p.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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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통치 형태에 한 민주주의 원리를 학 내에서 실험해 보기

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 하고 있다.77) 즉, 학 자치가 학문연

구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이미 그것은 제도보장으로서 보장받

을 가치가 없는 것이며, 그 에서 학 자치는 법령에 의한 외재

제한 이 에 내재 한계를 가지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2. 외재 제한과 그 한계

학의 자율성도 헌법재 소의 단 로 기본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 경우 학의 자율성을 법률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학문의 자유에 해서는 독일은 법률에 의한 제한도 배제하고

있다.78) 학문의 자유란 단 으로 연구 교수의 자유를 말하는 것

으로서 자유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일 학기본법을 보

면 학의 자율성에 해서는 그 게 보지 아니한다. 우리 헌법에

서는 학문의 자유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

에 따라서 제한하며, 학의 자율성은 그 자체의 개별 법률유보

에 따라서 제한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법률에 의한 학의 자율성 보장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일차

으로는 교육의 자주성, 문성, 정치 립성을 제로 그 자체

의 자율성을 형성해가도록 하는 의미의 형성 법률유보의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 그러나 이차 으로는 그 게 범 를 형성해 가는

것 자체가 그 자율성의 범주를 제한하는 의미도 가지게 된다고 본

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의 헌법 제37조 제2항 상의 기본권 제한

77) 강경선, 게서, 동면.

78) 콜라드 헷세 , 계희열 역, 서독헌법원론(삼 사, 1985), p.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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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칙이 그 로 용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학의 자율성

도 국가의 공공복리, 질서유지 등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

학의 자율성의 외재 제한의 한계에 해서는 크게 두 가지

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첫째, 학의 자치 혹은 자율성 혹은 자유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학문의 자유 보장을 한 것이므로, 그 제한이 학문의 자유를 침해

할 정도의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79)

둘째, 학문의 자유는 정신 자유로서 우월 지 를 가지기 때

문에 이것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명백하고 존하는 험의 원칙,

비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법률의 합헌성 추정 배재의 원칙을

용하여 다른 기본권에 비하여 고도의 보장을 하여야 한다고 해석하

고 있다.80) 학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일단 이 원칙은 그

로 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학의 자율성을 법률에 의하여 보장하는 과정에서 그 보장의

범 를 제한하더라도 그 제한이 학의 자율성의 본질 내용에 해

당하는 것은 침해할 수 없다. 따라서 여기에서 요하게 떠오르는

것이 학의 자율성의 본질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이다.

재 헌법학계에서는 학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개념을

가지고 그 본질을 논한 것은 별로 에 띄지 않는다. 그러나 학

의 자율성도 기본권의 일부로써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면, 그 본질

내용에 한 규명이 필요하다 하겠다. 실제로 행의 고등

교육법은 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79) 김철수 외, 주석헌법, p. 261 ; 강경선, 게서, p. 476.

80) 구병삭, 게서, p.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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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것의 헌 여부를 단하려면 그 본질 내용에 한 침해

여부를 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Ⅴ. 학 자율성을 한 노력

학이 자율성을 갖지 못함으로 인하여 자생력과 경쟁력을 잃어

버린지 오래되었다. 국립 학의 경우 얼마 까지만 해도 학내 연구

소 명칭 하나 바꾸는 일로도 통령령의 개정을 기다려야 했다. 지

도 하부조직으로서 학내에 컨 , 기획실을 설치할 것인지의 여

부를 학이 아니라 정부가 결정한다. 학이 자율성을 상실한 요

인은 정부의 법률이 아닌 명령에 의한 학 규제와 정부조직의

료주의, 학행정에 한 문성의 결여, 학 자체의 자율화 함량

미달에서 찾을 수 있다. 학의 자율성 확보를 해서는 교육 계

법을 개정하여 학 내의 행정조직과 인사행정, 교육과정행정, 학생

선택, 연구시설 재정행정 등에서 자율성을 갖도록 학에 폭

권한을 이양 혹은 임하여야 한다. 아울러 학 스스로도 구성원

들과 민주 의사결정과정을 정착시켜 본연의 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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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헌법상 교육제도의 기본원리

비교 시사

제1 비교방법의 난 과 한계

본 연구는 교육과 련된 헌법재 에서 그 헌 여부를 단하

는 데에 가장 요한 거가 되는 헌법 제31조 제4항상의 교육의

자주성, 정치 립성, 문성에 한 비교법 연구를 함으로써,

헌법재 소가 향후의 유사 사건에 한 단을 함에 있어서 보다

심도있는 검토와 타당한 결론에 이르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그 목 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그러한 목 을

달성하는 데에는 몇 가지 어려움을 겪었음을 고백한다.

우선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다른 나라들의 경우, 우리나라 헌법

과 같은 조문을 두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같은 주제의 학설

는 례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는 이다.

한 각자 그 나라에서 강조하는 기본원리들이 공통된 부분도

있지만 서로 다른 도 많았던 것이 연구를 어렵게 한 요인으로

작용하 다. 이러한 사정이 발생한 것은 실제로 각 나라들이 강조

하는 원리들이 다른 데에서 비롯된 도 있을 것이며, 한편으로는

실제로 우리나라와 같은 원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한

정된 연구 능력과 시간상의 사정으로 인하여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마치 그런 것처럼 단한 데에서 비롯되는 도 있을 것이다. 아무

튼 각 나라들에서 강조하는 원리들이 달라서 비교 자체가 쉽지 않

은 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그 결과 거기에서 어떤 공통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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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와 시사 을 발견해낸다는 것도 어려운 일로 생각된다.

그러나 어떤 에서는 바로 그러한 자체가 하나의 시사 을

주는 측면도 있다고 보고 싶다. 즉, 우리나라 헌법상의 교육제도의

기본원리와 다른 나라 헌법상의 그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결국 요한 것은 자기 나라 나름 로의 독특한 헌법상의 기본원리

들의 철학과 이치들을 스스로 심도있게 형성해 가는 노력들이 필요

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한계를 제로 하더라도 우리는 할 수 있는 로

연구 목 에 충실하게 뭔가를 발견해내기 하여 노력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연구한 각국 헌법상의 교육제

도의 기본원리들을 다시 확인해 보고, 시사 을 도출해내는 작업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제2 각국 헌법상의 교육제도의 기본원리의 비교

우선 제2장 랑스헌법상 교육제도의 기본원리에서는 우리는 교

육이 공공서비스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는 을 문헌연구를 통

하여 확실하게 확인하 다. 랑스에서 교육에 한 헌법상의 가장

요한 규정은 1946년 헌법 문의 “모든 등 에 있어서 무상이고

세속 인 공교육의 구성은 국가의 의무이다”는 부분과 “국가는 어

린이와 성인들에게 교육, 직업교육, 문화를 릴 평등한 권리를 보

장한다”고 규정한 부분이다. 이밖에도 평등권이나 자유권, 생존권

차원의 기본권 규정도 교육 분야에 그 로 용된다. 한편 1982-

1983년 지방분권 실시 이후 이를 반 하여 2003년 3월 17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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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랑스 헌법 제1조는 행정권의 분권을 선언하고 있다. 교육 역

시 이러한 지방분권에 따라 국가는 공교육을 체계화할 의무를 지며

공교육을 운 하고 각 학교별로 교육계획을 일 성 있게 유지시

킬 의무를 지고, 교육의 방향과 교육내용을 규정하고 수료를 인정

하는 학 를 수여하며, 학교에 종사하는 직원의 보수를 책임지며

교원의 모집과 양성 리의 책임을 진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는 1982-1983년 지방분권화 이후 새로운 권한으로 교육계획에 있

어서 학교의 치설정과 투자결정권, 교육기 의 설립과 리에

한 권한을 부여받았다. 교육의 공공서비스성에 한 내용은 교육법

법률편 제111-1조에서 확인되는데, 이 조문은 “교육은 국가의

제일 우선 사업이다. 교육공공서비스는 아동과 학생들에 맞추어 구

상되고 조직된다.”고 하여 교육이 공공서비스임을 명시 으로 선언

하고 있다. 공공서비스는 일반 으로 공익을 만족시킬 목 으로 공

공단체에 의하여 수행되는 활동으로 정의되며 조직 (organique)

의미에서는 이런 활동을 수행하는 기 (인 , 물 수단의 총합)을

말한다. 공공서비스라고 하는 개념은 구제도(Ancien régime)하에서

도 있어 왔지만 특히 19C에 와서 간섭국가(Etat interventioniste)

의 이미지에 부합하기 한 정부부서의 팽창으로 인해 요하게 부

각되었다. 즉, 야경국가로부터 국가가 국민들에게 직 으로 부

를 제공해 주여야 하는 극국가로, 사법국가에서 행정국가로 변모

하게 되면서, 이러한 새로운 행정기 들의 창설임무로 등장한 것이

바로 공공서비스다. 연구결과 랑스에서 공공서비스는 세 가지 기

본 원칙에 의해서 제공되는데, 1. 평등의 원칙, 2. 계속성의 원칙,

3. 응의 원칙이 그것들이다. 랑스에서는 교육 역시 이러한 공공

서비스의 법리에 따라서 규율되며, 1. 교육의 의무성, 2. 교육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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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성, 3. 교육의 국가 독 과 그 결과로서의 계약에 의한 사립학교

의 국가교육에의 참여와 공립학교와 유사한 는 경쟁 계에 있는

사립학교의 지,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통합화 지향 등의 특징을

나타낸다. 요한 것은 이러한 국가독 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립

성과 교육의 평등성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랑스헌법의

다른 원리인 자유민주주의와 양립 가능하다는 이다. 나아가

랑스에 있어서 교육은 공공서비스 에서도 문화 공공서비스로서

의 성격을 가지며, 학생의 자유와 학교 참여, 세속주의(laicité)의

원칙, 교원의 자유, 학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 특히 이번 연구

에서 랑스에서의 학의 네 가지 자치 즉, 규정상의 자치, 행정상

의 자치, 재정상의 자치, 교육상의 자치와 특권에 한 법리를 한

것은 향후 헌법재 소의 학의 자율성 련 사건 단시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제3 장 독일기본법상 교육제도의 기본원리에서는 우리는 교육

부에 한 사회국가 원리, 교육내용 방법에서의 립성과

용의 원리, 교원의 교육의 자유 원리, 사립학교의 자유 공공성

원리, 교육제도에 한 법치국가원리, 교육행정의 민주성과 문성

원리, 학교운 의 자율성고 참여 원리들을 하 다.

교육 부의 사회국가 원리의 표 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에서는 이 권리는 기본 으로 일반 이고 평등한

교육기회에 한 생 배분 청구권이며, 입법자에 의한 법률의

제정에 의해서만 개인의 직 ․주 권리로서 구체화될 수 있

다고 하는 을 거듭 확인하 으며, 교육내용 방법에서의 립

성과 용의 원칙에서는 그 원칙이 구체화됨으로써 교육목 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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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과 교과서 채택 사용에 한 국가의 권한이 상 화됨을 확

인하 다. 용의 원칙에서는 실 으로 종교교육과 용의 원칙,

공립학교에서의 학교 배, 학교기도 문제, 종교수업 이 외의 수업에

서의 종교교육 문제, 세계 교육과 용의 원칙, 종 혼합학교의

설립과 종교의 자유 등이 검토되었다.

교원의 교육의 자유 원리에서는 교원의 공무원 계에서의 권리와

의무, 교사의 교육의 자유의 법 근거와 성격, 교육의 자유의 내용

과 범 등 검토되었는데, 그것이 직권이기는 하지만, 그러기에 더

욱 개인 인 사유로 그러한 자유를 포기하지 못한다는 과 그러한

자유에는 국가에 의한 교화 교과서에 한 비 의 자유가 포함되

기도 한다는 을 확인하 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는 그것이 직권

이라고 하는 한계상 법령과 학교감독 청의 감독권에 의한 한계,

교장의 감독권에 의한 한계, 교사 의회의 결정에 의한 한계 등이

인정된다고 하는 도 확인하 다. 사립학교의 자유 원리에서는 사

립학교의 법 의미와 사립학교제도의 다양성 등이 검토되는 에,

사립학교의 자유란 학교 설립의 자유와 운 의 자유를 말한다는

과 그것이 공립 용학교로 기능하는 경우 국가에 재정보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을 확인하 다. 아울러 사립학교에 한 감독

도 그것이 교육기 이라는 에서 주로 문감독이 인정되며, 법감

독은 외 으로만 인정된다고 하는 도 확인하 다. 독일은 비교

교육제도 교육행정, 학교운 에서 합리 인 기본원리가 용

되고 있는데, 교육제도의 법치국가 원리, 교육행정의 민주성과 문

성, 분권과 력의 원리, 학교운 의 자율성 원리가 그것들이다. 여

기에서 에 띄는 것은 교육행정기 의 업무 문 감독 분야에

는 반드시 문직으로 충원한다는 과 주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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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권과 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다. 아울러 학교

운 의 자율과 참여의 원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도 거듭 확인하

다.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학교의 법 성격을 주로 행정기 으로

만 규정해놓고 있는데, 실제로는 행정기 인 동시에 교육기 이라

고 하는 이 성격을 띠고 있다는 을 인식하는 것이 학교자치

의 첫걸음이라고 하는 도 여기에서 확인된다.

제4 장 미국헌법상 교육제도의 기본원리에서는 특히 교육의 자

주성․ 문성과 련한 미국 법제도 례의 동향을 살펴본 결과

교육기구에 한 교육자의 자주 결정권, 미국식의 교육행정체계

를 개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것에 따르면 연방차원에서는 연방

의회, 교육부, 사법부 등이 교육문제와 련하여 주 심의 교육제

도에 연방 가치를 보완하기 한 커다란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

며, 주로 교육행정이 이루어지는 곳은 주헌법과 주법률의 범 한

형성권을 제로 주 교육 원회와 주교육감, 주교육부, 교육자치구

(local school district)등의 차원에서라는 도 확인하 다. 한 교

육행정체계는 기본 인 교육행정공무원을 주공무원으로 하는 등

앙통제형이지만 실무 집행은 범 한 자치를 허용함으로써 국가

의 교육지배권이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을 순화시키고 있다.

미국에서는 사교육의 경우 교육 그 자체보다는 종교 등 타가치

의 실 을 한 수단으로서의 교육의 성격을 인정하여 범 한 자

율성을 리는 반면 공교육의 경우 그 정치 기능과 의의 때문에

정치 통제권이 우선시 되어 교육의 자주성과 문성원리를 압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교원의 교육정책에 한 향

력도 일반시민으로서의 지 에 바탕하여 시민 자유권을 행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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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내에서 인정되어지며 교육행정기구에 한 우월 참여권은 인

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과거 교원의 특수한 지 에 바탕하여 일반

시민에 비하여 제한 이었던 교사들의 교육정책에 한 표 의 자

유의 보장범 는 1970년을 후하여 꾸 히 확 되어 왔다.

한 교육내용과 련하여 교원은 표 의 자유를 근거로 교육내

용에 한 자주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주법과 교육행정당국

의 교육내용에 한 규정에 의해 상당히 제한될 수 있는 체제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 다. 교육교재선택, 교과서선택, 부교재선택

은 원칙 으로 교육행정당국이 주법에 근거하여 우선 결정권을

가지며 그 규제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 내에서 교원의 구

체 재량권이 인정된다.

한편 교원의 정치 립성 원칙에서는 교원의 신분상의 지 와

련한 정치 립성, 교육내용에 있어서의 정치 립성, 교원단

체활동과 련된 정치 립성, 이들 정치 립성과 련한 례

등을 살펴보았다. 정치 성향을 이유로 교원임용 등과 련한 신분

상의 불이익을 수 있는지와 련한 례나 충성서약(loyalty

oath)에 한 것들을 검토하 는데, 근거법률규정의 구체성의 정도

에 따라 그것을 헌으로 시한 사례와 합헌으로 시한 사례가

갈리고 있음을 확인하 다. 아울러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정치단체

가입과 정치활동도 허용된다고 하는 도 확인하 다.

제5 장 일본헌법상 교육제도의 기본원리에서는 교육의 자주성에

한 교육기본법 제10조 제1항상의 교육에서 지되는「부당한 지

배」의 의미를 검토하고, 교육에 하여「국민 체에 한 직 책

임」을 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검토하 다. 아울러 교육의 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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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정법 근거, 교직의 문직성의 내용과 한계도 검토하 으며,

교육의 정치 립성 부분도 검토하 다. 학의 자율성 부분도

보았는데, 그 부분의 법 근거에 해서는 헌법 제23조 설과 헌법

제26조 설의 다툼이 있는 것을 보았다. 일본에서는 학자치와 학

생차지가 상충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분야 례도 나와 있다.

한편 교육의 문성과 련하여서는, 일본의 행 교육법령에서

는 교육의 문성에 한 명문규정 해석의 근거규정을 찾을 수

가 없기 때문에 학자들은 교육의 문성을 설명하기 한 실정법

근거로는 교육에 한 국제법규라고 할 수 있는 ILO․유네스코의

“교원의 지 에 한 권고”를 들고 있으며, 이론 근거로는 ‘교육

조리’를 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교육의 문 자율성이

학생의 학습권과 인간 발달권을 보장하는 교육에 있어서 더 없이

요한 원리임을 법원의 결 한 밝히고 있으며, 개별 교사의

교육권뿐만 아니라 각 학교의 교사집단의 교육권의 근거가 되는 것

으로 평가하고 있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교육기본법 제8조는 제1항과 제2항에서 편향 인 정치교육

정치활동을 지하고 있는데, 이 교육의 정치 립은

인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상 인 의미를 갖는데 불과한 것으

로서, 교육은 실의 정치세계와의 계를 피할 수 없는 이상, 정치

세계의 각 집단과 일정거리를 갖고 특정집단의 주의, 주장, 정책만

에 특히 계하지 않는 것이 요청되며, 교육기본법 제8조 제2항의

정치 립은 이러한 의미의 립이며, “특정”의 정당의 지지․반

를 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

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일본에서의 교육의 정치

립은 특정의 정당정 에 치우치지 않은 객 이고 공평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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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교육을 교사자신의 책임 하에 자율 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해

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일본에서의 학의 자율성 문제는 고등교육기 에 해 규정하고

있는 학교교육법의 해석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학자치의

이념이 무엇인가에 해서는 견해가 갈리고 있는 형편이다. 최근의

견해는 학의 자치를 헌법 제23조의 학문의 자유에 한정하여 해

석하는 종래의 견해에 해 비 태도를 취하며, 헌법 제26조의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의 계 속에서도 학자치의 이념을 찾

고자 하는 견해가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학의 자치는 무

엇보다도 학에서의 연구와 교수의 자유를 통하여 실 될 수 있으

며, 특히 교육행정권 내지 일반행정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보장이

요구된다고 보고 있다. 보다 구체 으로는 학문연구 교육내용․

방법의 자주 결정권, 학교원의 인사 리기 인사의 자주

결정권, 학교원의 신분보장, 재정자치권의 보장 등이 실히

요구된다고 해석하고 있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6 장 한국헌법상 교육제도의 기본원리에서는 헌법 제31조제4

항의 규정을 심으로 교육의 자주성과 그 제도보장으로서의 교육

자치, 학교운 원회제도와 교원 학부모의 학교 운 참여, 구

교육법 제75조의 헌성과 행 법령의 내용, 헌법상 교육의 정치

립성 원리와 그 용, 교육의 정치 립성 원리, 학의 자

율성 보장 법리의 재검토등의 작업을 하 다.

그 결과 본 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 다. 첫째, 교

육의 자주성 보장의 근본 취지는 교원과 학생, 학부모의 교육의 자

유를 보장하는 것이지만, 여기에 그 교육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보

장하기 해서 교육자치 한 제도 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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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동조항은 교육자치를 보장하기 한

취지도 가진 것으로도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교육의 자주성 원리가

구체 으로 구 되고 있는 부분은 지방교육자치제도와 학교운

원회의 법제화, 교원의 교육권 보장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가

운데 특히 행 지방교육자치제도는 동일지방자치단체 내에 복수의

집행기 과 의사결정기 이 양립하는 특색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것은 우리 나라에 특유한 헌법 제31조 4항상의 교육의 자주성과

문성 정치 립성 보장의 취지에 입각한 정당한 행정구조라

할 수 있다. 한 학교운 원회는 1995년에 지방교육차치에 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법제화되었는데 그 취지는 단 학

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

육을 창의 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에 있었다. 이 제도는

재에는 ․ 등교육법 제32조에 규정되어 학교헌장 학칙의

제정 는 개정 사항 등을 「심의」 는 자문하는 기능을 발휘하

고 있다. 교원의 교육권의 보장 부분에서는 그 법 성질이 쟁 인

데, 인권설과 직권설(職權設)의 립이 있지만 다수설은 이것을 직

권설로 보고 있다. 그러나 연구자는 이 권리가 직권이기는 하지만

이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직 향을 받는 사람이 학습자인 계로

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맥락에서 이 권리도 인권에 하는 반사

인 보호를 받는다고 본다. 1998년 3월 이 에는 이 권리가 구교

육법 제75조 제1항제1호 제4문이 “교사는 교장의 명을 받아 학생

을 교육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실정법상 부정되었으나 재는

재는 개정되어 ․ 등교육법에 ‘교장의 명령’이 아닌 ‘법령에 따

라 가르칠 권리’로 규정되었다.

둘째, 헌법상 교육의 문성 개념은 제헌 헌법에 없던 것을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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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추가하게 된 것으로서 재의 교원의 법 지 를 결정하는

헌법상의 가장 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이 조항과 같은 헌법 제

31조제6항의 교원지 법정주의 원칙을 종합 으로 해석하면, 교원

의 지 에 한 기본 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되, 그 방향은 그들의

교육의 문성을 극 으로 보장하는 쪽으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행 교원 계 법제는 상 의 헌법의 취지를 살리는데 미

흡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이 이러한 교육의 문성을 보장하는 취

지는 교육이 특수한 자격과 교양을 가진 문가의 손으로 운 되

고, 그것을 뒷받침할 교육정책의 수립과 집행도 교육 문가의 참여

하에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교원의 문성을 보장하기 한

구체 인 용사례로서는 교육자치제의 실시, 교사의 자질향상 의

무 부과, 교원자격제도 신분보장제의 시행, 교원단체의 합법

활동 보장등을 들 수 있다. 교육의 문성을 살리려면 특히 교원

양성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교육의 문성 원리를 존

하여야 하며, 이 원칙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는 헌의 선언을 하

여야 할 것이다.

셋째, 헌법 제31조제4항상의 교육의 정치 립성과 련하여서

는「교육의 정치 립」과 「정치의 교육 립」을 구별하는

것이 요하다고 보았다. 자는 교육계의 편향 인 정치교육을

하는 것이며, 후자는 교육에 한 정치권의 부당한 지배를 하는

것이다. 아울러 양자의 개념은 교원의 정치활동과는 구별하여야 한

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개념들간에 분명한 구분이 없이

혼동을 겪어왔으며, 그 결과 련 법령은 지 까지 정치권의 교육

계에 한 간섭에는 무력한 반면, 교육계의 정치활동은 지나치게

제한하여 왔다. 그러나 교육의 정치 립성을 보장한다는 이유만



- 316 -

으로 교사들의 정치활동을 무제한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앞

으로 련 법령의 개정이 기 된다.

넷째, 학의 자율성 보장과 련해서는 그 개념 규정이 늘 불명

확하 다. 학계에서도 학의 자율성과 학 자치를 동일하게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학의 자율성이 학의 자유와 학의 자치

를 포 하는 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는바, 연구자는

후자의 입장이 타당한 것으로 본다. 아울러 학의 자율성의 법

성격과 련해서도 그 자체를 논한 것을 찾기가 어렵다. 그러나

학의 자율성이 어도 제도보장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는 에

해서는 체로 합의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학계에서 하나

문제 은 학의 자율성 자체를 기본권의 범주에 놓고 해석한 사람

이 드물다는 인데, 주목할만한 것은 헌법재 소가 이 과 련하

여 향 인 단을 하 다는 이다. 즉, 학의 자율성을 단지 하

나의 제도보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으로서의 성격도 가지

고 있음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학 자율성의 향유 주체인 ‘ 학

인’의 실체도 주장하는 사람들 간에 사로 다르다. 특히 최근에 와서

는 사립학교법 개정론을 둘러싼 계 당사자들의 주장에서 이것이

쟁 이 되고 있다. 구체 으로는 학의 장(국립 학의 경우) 혹은

학교법인이사회(사립 학의 경우)와 교수회와의 계, 교수회와 직

원회의 학생회와의 계등에서 이 문제를 둘러싸고 다투는 일이

잦다. 학계에서는 학 자치의 주체에는 학생회나 학의 다른 구

성원들도 있지만 교수회가 역시 심 인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

나 실정법은 학의 자율성의 주체를 그 기 의 운 책임을 맡고

있는 학교의 책임자 혹은 사학법인의 경 자로 보고 있다. 일반

인 사회 인식도 이 비슷하다. 생각건 , 학의 자율성은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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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에 그 주체에 한 논의가 달라진

다고 본다. 첫째, 학의 자율성은 원칙 으로 학교 설치․경 자와

교수회 등이 분 한다고 볼 것이다. 둘째, 학의 자율성은 때로는

국가로부터의 학의 구성원이 리는 자율성이라고 야 할 경

우가 있을 것이다. 셋째, 학의 자율성은 국가로부터뿐만 아니라

학의 장 혹은 학교법인 이사회로부터 교수들이 리는 자율성이

라고 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한편 학의 자율성이 행사되는

역도 학의 자율성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에 따라서 달라

진다. 그러나 학의 자율성은 학의 자유라고 하는 기본권과

학의 자치라고 하는 제도보장을 포함하는 말이다. 따라서 그 역

을 검토함에서는 양자를 구분하여 근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제3 시사

이상 각국 교육제도 운 에 용되는 헌법상의 기본원리들을 정

리하고 종합 으로 비교해 보니, 다음과 같은 시사 이 도출된다.

첫째, 교육은 주로 국가의 권력 작용이라고 하기보다는 공공서비

스로서의 비권력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교육에 하여 일

정한 부분 국가가 이를 무상의무할 책임이 있으며, 따라서 교육에

한 국가의 여는 피할 수 없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는 교원들 교육행정가들의 문성을 신장하고 존 하며, 표 의

자유와 정치활동도 허용한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참여도 보장한다.

그러나 국가 스스로는 교육의 정치 립을 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다. 넷째, 학교는 단순한 공행정기 이 아니라 학교자치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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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기 이라고 하는 이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내부에 체 구

성원이 참여하는 자치기구를 두어야 한다. 다섯째, 사립학교를 허용

하더라도 그것이 공립학교를 용하는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그것

에 걸맞는 상응한 재정보조를 해주어야 한다. 여섯째, 와 같은 공

동 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헌법과 례, 학설과 제도가 교육의 자

주성과 문성, 정치 립성의 원리 가운데 강조하는 부분이 서

로 조 씩 다른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컨 미국은 교육의

문성보다는 자국성을 더 강조하는 경향에 있으나 한국은 문성

도 자국성 못지 않게 강조하고 있다. 일곱째, 학의 자치는 이를

규정상의 자치, 행정상의 자치, 재정상의 자치, 연구 교육상의

자치로 구분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학의 자율성은 제도보장으

로서의 이러한 학자치를 수반하는 학의 기본권을 규정한 것으

로서 고등교육법은 이러한 취지를 살리는 쪽으로 면 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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