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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이후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 지역 사범대학 가산점 및 복수 부전공 가산점 제도가

폐지된 이후 현재는 관련 논의가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초등교사 수급불균
형이나 대도시 쏠림현상 등이 부각되면서 초등교사 임용시험의 지역가산점 문제가 다시 주목
받고 있음을 볼 때, 중등교사 임용시험 가산점 또한 향후 채용 시장의 변화에 따라 다시 뜨
거운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등교사 임용시험의 가산점 제도

․

에 대한 법원 및 헌재 판결의 법리를 비교 분석하고, 그러한 논의들이 안고 있는 미해결 과
제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향후 제기될 수 있는 가산점 관련 쟁점들을 논의하였다. 분석결과,

․

2004년 교육공무원법 개정 이후 법원 및 헌재의 지역 사범대학 및 복수 부전공 가산점 관련

판결들이 대부분 합헌 결정을 내리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들은 2004년의 2001헌마882 판결
과 달리 가산점 제도의 목적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 균형
의 원칙 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다 엄격한 심사 척도를 적용할 경우 이들 판
결은 위헌으로 결정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따라서 2010년 이후 비록 중등교사 임용시
험에서 사범대학 가산점과 지역가산점, 복수 부전공 가산점 등이 모두 폐지되었지만, 그러한

․

가산점 제도의 도입 이유가 되었던 지역 간 교원수급의 불균형 해소, 우수한 지역 인재 유치,
농어촌 학교의 통폐합 및 선택적 교육과정 운영으로 인한 전문성 있고 통합교과 지도가 가능

․

한 다양한 교과담당 교원의 탄력적 운용, 연계성 없이 실시되고 있는 복수 부전공 이수 경
향성 차단 등은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따라서 가산점 제도가 폐지된 2010

․

년 이후 학교 현장의 변화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 검토하고, 새롭게 등장하게 된 정책적 한
계들을 보완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고민들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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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난 해 서울교육대학교(이하 서울교대) 총학생회는 서울지역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지
역가산점을 높여야 한다고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하였다1). 학생들이 정부에 이러한 요구를
제기한 가장 큰 이유는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13학년도 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
쟁시험(이하 임용시험)부터 1차 시험에 적용되는 지역가산점을 8점에서 3점으로 대폭 낮추
면서 타 시도 소재 교육대학 졸업자들이 대거 서울지역 임용시험에 응시하였고(서울시교육
청, 2012.7.10.), 그 결과 서울교대 출신 학생들의 서울지역 임용시험 합격률이 이전보다 낮
아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2013학년도 시험에서 지역가산점을 낮춘 것은 서울시

「교육공무원법(법률 제11066호, 2011.9.30.)」 제11조에
의해 1차 시험성적의 10% 이내에서 시․도교육청별로 서로 다른 지역가산점을 적용하여
왔으나, 2013학년도부터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이 공통적으로 가산점을 3점으로 낮추었으
교육청만이 아니었다. 이전까지는

며, 울산시교육청의 경우 가산점이 1점에 불과하였다. 이처럼 타 지역으로의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짐에 따라 서울과 경기, 인천 등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과 대도시 지역은 초등교

․

사 임용시험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졌으나, 강원도나 충남 북 등 대도시 주변의 도 단
위 지역들은 응시자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대도시 쏠림 현상’이 심화된 것이 사실이다. 이
러한 이유로 일각에서는 초등학교 임용시험의 지역가산점을 이전처럼 더욱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지역가산점 제도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
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폐지하고 동일한 조건에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초등학교 임용시험의 지역가산점 문제는 이미 2014년에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서
위헌 여부를 따지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 있으며, 동일 지역 교육대학 출신자들에게 주어
지는 지역가산점은 합헌으로 결정되었다(2010헌마747, 2014.4.24.).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지
역 내 교육대학 졸업자들에 대한 지역가산점 부여는 기본적인 사항이

「교육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임용권자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지역
가산점을 부여할 수밖에 없다는 점, 지역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은 그런 점을 알고도
다른 지역 교대에 입학한 것에서 기인했고 노력 여하에 따라 가산점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라도 타 지역의 임용시험에 합격할 길이 열려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
하여 응시생들의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1) 뉴스1(http://news1.kr/articles/?2466873, 검색일: 2016. 0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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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달리, 국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의 지역가산점 제도는 이보다 훨씬 앞선
2004년에 이미 위헌 판결을 받았으며, 2010년 이후에 완전히 폐지되었다. 2004년 당시

「교

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809호, 2002.11.5., 이하 시험규

」

칙) 에 의하면, 중등교사 임용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되며, 1차 시험은 서술

․

적 단답형 선택형 또는 논문형의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2차 시험은 논문형의 필기시
험과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고 1차 시험의 경우, 동 규칙
제8조 제3항에 의거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

․

있도록 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각 시 도교육청은 지역 사범대학 가산점이나2) 복수 부전

․

․ ․

․

공 가산점, 어학 정보처리 체육 기술 분야에서의 능력에 대한 가산점, 도서 벽지 지역
가산점 등을 부여하였다3). 그러던 중 2002학년도 대전광역시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참여했
던 응시자 한 명이 당시 ‘시험요강에 포함되어 있던 가산점 항목들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
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교
육인적자원부령 제777호, 2000.12.19.)」 제8조 제3항에 근거하고 있으며, “…공개전형에 있어
당시 교육당국은 기존의 가산점 항목들이

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연령, 기타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한

…

「교육공무원법(법률 제5717호, 1999.1.29.)」 제

11조 제2항과 “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라

고 규정한

「교육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17115호, 2001.1.29.)」 제11조 제3항의 위임․재위

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헌재(2001헌마882,

「교육공무원법(법률 제5717호)」 제11조 제2항의 경우, 시험과목이나 배점, 시
험실시 공고 절차 등 공개전형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기술적․절차적인 사항들을 위임한
2004.3.25.)는

것일 뿐, 가산점에 관한 사항까지 위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들어 기존 가산점 제
도가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만일 교육당국의 주장처럼

「교육공무

」 제11조 제2항의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가산점

원법(법률 제5717호)

항목에 관한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라면, 이는 ‘포괄위임금지 원칙’ 또한 위반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결국, 헌재는 기존의 가산점 부여 행위가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갖지 못하고 있으므

․

로, 지역 사범대학 가산점과 복수 부전공 가산점이 모두 위헌이라고 판시한 것이다.
이후 가산점 제도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는 2004년에

「교육공무원

2) ‘지역 사범대학’ 가산점은 응시지역 소재 사범대학 출신인지 여부에 따른 ‘지역가산점’과 사범대학 출신
인지 여부에 따른 ‘사범대학 가산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그 외에도 대학 재학기간 중의 성적에 대한 가산점(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 제2항, 시험규칙 제8조 제3항)
과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가산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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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법률 제7223호, 2004.10.15.) 을 개정하고 제11조의2(채용시험의 가점)와 [별표 2]의 가산

․

점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 사범대학 가산점 및 복수 부전공 가산점 규정을
포함한 각종 가산점의 한도가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5%에서 10%로 축소되었으며, 복

․

수 부전공 가산점은 입학년도에 따라 적용기간을 달리하되 2005학년도 입학생을 마지막으
로 2010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만 한시적으로 가산점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는 2010년 이후 지역 사범대학 가산점, 복수 부전공 가산점 등이
완전히 폐지되었다.
이처럼 2004년에 실시된 헌재의 2001헌마882 판결은 ‘법률유보의 원칙’을 들어 사범대학

․

․

가산점과 복수 부전공 가산점 제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았으나, 이후 실시된 복수 부전
공 가산점 제도에 대한 헌재의 2005헌가13 판결(2006.6.29.)과 지역 사범대학 가산점 제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이하 서울행법)의 2006구합12722 판결(2006.11.29.), 지역가산점 제도에 대
한 헌재의 2005헌가11 판결(2007.12.27.), 사범대학 가산점에 대한 대구지방법원(이하 대구지
법)의 2006구합387 판결(2008.4.23.) 등은 모두 합헌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한시적이기는 하나
2004년의

「교육공무원법(법률 제7223호)」 개정을 통해 중등교사 임용시험 가산점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1헌마882 판결에서는 보충의견
형태로 ‘법률유보의 원칙’ 위배 외에 실체적으로도 충분히 위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
이 함께 제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실시된 모든 판결에서는 2001헌마882에서

․

지적한 지역 및 사범대학 가산점, 복수 부전공 가산점 등의 실체적 위헌 가능성을 배제하고
교육 현실을 고려한 불가피한 제도로 그 타당성 및 적절성을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

2010년 이후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지역 및 사범대학 가산점, 복수 부전공 가산점 제

도는 모두 폐지되었으나, 최근 초등교육 부문에서 교원수급불균형과 대도시 쏠림현상 등이
가속화되면서 지역가산점 문제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처럼, 향후 중등교사 임용시험
에서도 관련 쟁점들이 새롭게 부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4
년에 실시된 헌재의 2001헌마882 판결과 그 결과로 시행된 동년 10월의 교육공무원법 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들 사건들을 전후로 중등교사 임용시험의 지역 및 사범대

․

학 가산점, 복수 부전공 가산점 제도에 대한 법원 및 헌재의 판결이 위헌에서 합헌으로
바뀌게 된 이유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헌재에서 평등위반심사 시 적
용하는 엄격한 심사척도 즉,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

․

형성’을 기준으로 분석 대상 판례들의 주요 심사 내용 및 법리 해석의 차이를 비교 분석

․

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들을 바탕으로 2004년 전 후의 법원 및 헌재 판결에 나타나는 특
징을 분석하고, 향후 제기될 수 있는 가산점 관련 문제점들을 함께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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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가산점 관련 조항의 입법 경위 및 목적
임용시험의 가산점 관련 법률이 신설된 것은 헌재로부터의 위헌 판결이 직접적인 계기
가 되었으나, 제도 자체는 다양한 정책적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전부터 실시해 오던
것이었다. 이하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관심 사항인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의 지역 사범대

․

학 가산점 및 복수 부전공 가산점 제도를 중심으로 입법 경위와 추구하고 있는 정책적
목적, 현황 등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지역 사범대학 가산점 제도
지역 사범대학 가산점 제도가 도입된 것은 1990년 10월 8일 ‘국립 사범대학 출신자의

·

국 공립학교 교원 우선 임용’을 규정하고 있던

「교육공무원법(법률 제4304호로 개정되기

」 제11조 제1항이 헌재로부터 위헌 결정(89헌마89)을 받
은 후, 1990년에 「구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4304호, 1990.12.31.)되고 공개전형을
통하여 국·공립학교 교원을 충원하기 시작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전의 것, 이하 ‘구 교육공무원법’)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정부는 중등교사의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등교원양성

․

의 개방화 및 다양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당초 중등교원양성의 중심기관이었던 국 공립
사범대학 출신자만으로는 급증하는 교원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되자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에게 사범대학 졸업자와 같은 자격을 부여하였고, 나아가 사립 사범대학의 설립을 확

․

대 인가함으로써 필요한 중등교원을 양성하여 왔다(인천지법 2003구합1411). 그러나 1980년
대 이후 교원 수급에 있어 공급과잉의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구 교육공무

」 제11조 제1항에 의해 우선채용의 혜택을 받던 국립 사범대학 졸업자들조차 미발령
대기자에 이름을 올리는 적체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당시 국․공립 사범대학 출신자들을
원법

먼저 충원하고 남는 자리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순위고사를 통해 필요한 교원을 선발했던
점을 고려하면, 사립 사범대학 졸업자와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들은 임용이 거의 불가능
한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1990년 10월 89헌마89 판결에서

「구 교육

」 제11조 제1항이 “합리적 근거 없이 국․공립학교 교사로 채용되고자 하는 교사
자격자를 그 출신학교의 설립주체 또는 학과에 따라 차별하고, 국․공립 사범대학 출신 이
공무원법

외의 교사 자격자가 가지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동 법조항이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및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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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계기로 공개경쟁에 의한 임용시험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출신 대학의 유형에 관계
없이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면 누구나 임용시험을 거쳐 그 성적에 따라 교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였다. 더불어 1990년 12월에

」

「교육공무원 임용 후보자 선정경쟁시

험규칙(문교부령 제589호, 1990.12.26.) 을 개정하고, 지역 사범대학 졸업자에 대한 가산점

·

제도를 도입 시행하게 되었다. 지역 사범대학 출신자를 위한 이러한 가산점 제도는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통한 교육자치의 실현과 지역 출신 우수 교원의 확보, 지역 사범대의
보호 육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지역별 대학 지정에 관한 기준
(1990.12.24. 문교부 양성 25000-613)」을 마련하여 각 시․도교육위원회에 전달하였다(왕기
교육부(당시, 문교부장관)는 제도 시행을 위해

항 외, 1991; 인천지법 2003구합1411). 1991년 임용시험부터 대학소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응시지역을 구분하고, 공개전형 과정에서 동일지역 지원자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

․

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2005년의 경우 모든 시 도에서 지역 사범대학 가산점을 부
여하였으며,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기는 하나 대략 2~3.5점 정도를 부여하였다.

2. 복수․부전공 가산점 제도
교원자격증 내에 부전공 과목이 표시되기 시작한 것은 1964년 7월 20일

」

「교원자격검정

령(대통령령 1878호) 이 개정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후 1992년 2월 17일에 동령이
다시 개정되면서 그 적용 대상이 ‘사범대학 또는 대학의 졸업자’에서 ‘교직과정 이수자’로
확대되었으며, 복수 전공자에게 복수의 교사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당시에는
사범대학 또는 대학의 교육과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 사범대학의 학과(또는 대학의 교육
과)를 복수로 전공한 자에 한하여 해당 전공학과의 자격증을 각각 수여하는 방식을 취하였
다. 그러나 1998년 8월 11일의 개정(대통령령 15866호)을 통해 교직과정 이수자라 하더라도
복수전공을 이수할 경우 복수의 교사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였다. 이처
럼 복수전공과 부전공은 서로 다른 과정을 거쳐 진화해 왔지만, 교원의 다양한 능력 개발
과 인력 운용을 보다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동일한 정책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다만, 이
수에 필요한 학점 기준의 차이로 인해 복수전공은 주전공 외에 별도의 자격증이 발급되지
만, 부전공은 주전공 자격증 내에 부전공 과목이 표시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정부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복수전공 및 부전공 교사자격증 취득을 장려하는 정책을 추

․

진해 왔으며,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1995년 12월 공개전형부터 복수 부전공 가산점 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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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되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농어촌 학교의 통폐합과 초 중등학교의 교육과정 개편

相馳)교

등으로 인하여 학교현장에서 원래의 전공과목 이외의 과목을 가르치는 소위 ‘상치(

사’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다(2001헌마882, 2005헌가13). 특히, 1997년 12월
에 고시된 제7차 교육과정의 도입에 따라 고등학교 2, 3학년의 다양한 선택교육과정을 효율
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자격 교원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교육환경의 변화는 교원

․

의 다기능화와 인력운용의 탄력성 제고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정부의 복수 부전공 가산점
제도는 2004년에 2001헌마882 사건에서 위헌 판결을 받기 전까지 큰 문제없이 지속되었다.
결국, 헌재의 위헌 판결 후 2004년 말에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복수․부전공 가산

점 규정을 포함한 각종 가산점의 한도가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5%에서 10%로 축소되었

․

으며, 복수 부전공 가산점 규정은 입학년도에 따라 적용기간을 달리하여 2005학년도 입학
생에게 2010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도록 그 내용이 변경되었다.
2005년 당시 복수의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전공으로 취득한 전공학점 외에

․

복수 자격취득 대상 전공교과에 대한 42학점의 별도학점을 요구하였으며4), 시 도교육청별
로 2~4.5점의 복수전공 가산점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부전공 가산점은 2005년도 임용시험
의 경우 주전공 교과 외에 부전공 이수를 신청하고 30학점을 별도로 이수해야 했으며, 주
전공 과목으로 응시하는 경우 1~3.5점의 가산점이 부여되었다(2005헌가13, 2005헌가11).

Ⅲ. 헌재 및 법원의 판결
「교육공무원법(법률 제4304호, 1990.12.31. )」 제11조 제1항
의 개정과 「교육공무원 임용 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문교부령 제589호, 1990.12.26.)」의
입법부 및 행정부는 1990년

개정을 통하여 가산점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충분히 마련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헌재는 2004년 2001헌마882 사건을 통해 이상의 지역 사범대학 가산점 제도가 타당한 법률
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 상의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
으며, 교육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능력주의와 기회균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교육공

」 제10조도 위반하고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결국, 헌재의 이러한 위헌 지적
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 사범대학 가산점과 복수․부전공 가산점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야 했으며, 2004년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제11조의2를 신설하고 이와 관련된
무원법

4) 교원자격검정령 개정(2007.12.20.)을 통해 복수전공 기준 이수학점은 50학점으로, 부전공 과목 표시 기준
이수학점은 38학점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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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를 추가함으로써 가산점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법률 개정 및 신설 이후 가산점 제도에 대한 법원의 판결 또한 크게 달
라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헌재의 경우, 2001헌마882 사건을 통해 가산점 제도는 ‘법률유
보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 또한 실체적으로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
러나 2004년의 법률 개정 이후, 2005헌가13 사건과 2005헌가11 사건의 판결에서는 해당 가
산점 조항이 국민의 평등권이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여 앞선 판례와 정반
대의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변화는 일선 법원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법률 개정이
있기 전 인천지법은 2003구합1411 사건에 대한 판결(2003.10.29.)을 통해 지역 사범대학 가
산점 제도의 위헌성을 지적함으로써 헌재의 2001헌마882 판결의 계기를 마련했던 반면, 대
구지법은 2006구합387 사건의 판결(2008.4.23.)을 통해 헌재의 앞선 두 합헌 판결(2005헌가
13, 2005헌가11)을 지지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들 판결들이 어떠한 법리 해석을 통해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하였는지를
살펴보고,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간단히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헌재 및 법원의 심사 기준

․

지역 사범대학 가산점 및 복수 부전공 가산점 제도는 2004년의

」

「교육공무원법(법률 제

7223호)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최
근까지도 다수의 헌법소원 및 소송의 대상이 되어왔다.

「교육공무원법」11조의2 및

[별

표 2]에 관련된 판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항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여기에
서는 각 재판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헌재나 법원에서 취했던 위헌 심사 기준이 무엇이었
는지를 먼저 살피고자 한다.
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라고 규정
함으로써, 누구에게나 그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

․

하고 있다. 그런데 국 공립 중등학교 교사는 법적으로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므로, 국
가는 능력주의와 기회균등원칙에 입각하여 자격을 갖춘 교사 희망자들의 공무담임권을 최
대한 보장할 책무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개 전형 시험에서의 가산점 제도는
서로 경쟁관계에 놓여 있는 응시자들 중 일부 특정 집단에게만 시험 외적인 평가기준에
의하여 우대를 해주는 기능을 한다. 이는 능력주의나 기회균등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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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결과적으로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직 취임의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
에서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5).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평등권 위반 여부 심사의 경우, ‘엄격한 심사척도’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를 다음의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는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이고, 둘째는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

․

는 경우이다(김철수, 2004; 조석훈 김용, 2007). 그런데 본 연구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가산
점 제도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차별금지 사유나 영역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대신, 지역가
산점을 받지 못하는 자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이 공직에 진입하는 것 자체에 대한 제약이
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산점 제도의 위헌 여부를 살피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따른 엄격한 심사척도를 적용함이
옳다(2005헌가13). 이는 차별적 취급의 목적이 정당한지(목적의 정당성), 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한지(방법의 적절성), 그로 인한 피해가 최소에 그치고 있는지(피해

․

의 최소성),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 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큰
지(법익의 균형성) 등 과잉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해야 함을 의미한다(조석

․

훈 김용, 2007; 서울행법 2006구합12722). 실재로 헌재와 법원 모두 가산점 제도의 위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되도록 엄격한 심사척도를 적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2001헌마
882, 2005헌가13, 2005헌가11, 인천지법2003구합1411).

2. 가산점에 대한 판례 및 주요 심사 내용

․

지역 사범대학 가산점 및 복수 부전공 가산점의 위법성 심사를 핵심으로 하는 대표적
인 판례는 여섯 개 정도가 존재한다. 헌재에서 다루었던 사건은 2001헌마882와 2005헌가13,
2005헌가11 등이 있으며, 법원에서 다룬 사건은 인천지법의 2003구합1411과 서울행법의
2006구합12722, 대구지법의 2006구합387 등이 있다. 이하에서는 각 법원의 쟁점별 법리해석

의 차이를 분석하기에 앞서 각 판례들의 판결요지와 최종 결과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

「교육공무원법(법률 제7223호)」 제11조의2 및
[별표 2]와 「교육공무원 임용 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809호)」 제8조
국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의 가산점은

5) 우리 헌법에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헌법 제32조 제4항 내지
제6항, 헌법 제34조 제2항 내지 제5항 등),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지역 사범대학 가산점 및 복수
부전공 가산점 제도는 이러한 예외 규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가산점의 부여기준이 충분히 객관적이
고 타당한지, 가산점으로 반영되는 능력이 실제로 직무수행에 기여하는 정도와 가산점이 차지하는 비
중 사이에 합리적 비례관계가 인정되는지 등을 엄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98헌바33, 98헌마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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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및 제1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 다만, 후자는 상위법인

「교육공무원법」

이 있기 때문에 관련 소송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후
자의 제8조 제2항 ‘재학기간 중의 성적에 대하여 일정비율로 환산한 점수를 제1차 시험성적
에 가산할 수 있다’라는 부분의 경우, 대학에서의 교육 충실도 및 임용 희망자의 능력을 반
영하기 위한 가산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논란의 여지는 작아 보인다. 하지
만, 최근 많은 대학들이 상대평가에 의해 성적을 부여하고 있어 고교등급제의 문제에서처럼
각 대학 간에 존재할 수 있는 수준차이를 고려해야하는지 여부는 여전히 문제 가능성을 내

․

포하고 있다. 만일, 임용시험의 실시기관인 각 시 도교육청이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환산점
수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위헌 소송도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의 위헌 여부를 가리
기 위해 제기된 소송들이며, [별표 2]가 포함하고 있는 지역 사범대학 가산점과 복수․부전공
<표 1>에 제시한 가산점 관련 판례들의

가산점이 주요 심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리고 지역 사범대학 가산점에 대한 판례는
다시 응시지역 소재 사범대학 출신자인지 다른 지역 사범대학 출신자인지에 따른 ‘지역가산
점’ 관련 판례(인천지법 2003구합1411, 2005헌가11)와, 사범대학 출신자인지 비사범대학 출신
자인지에 따른 ‘사범대학 가산점’에 대한 판례(2001헌마882, 대구지법 2006구합387), 그리고
두 가지 사안을 모두 다루고 있는 판례(서울행법 2006구합12722)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그런데 심사대상이 어떤 가산점인지에 관계없이 2004년의 교육공무원법(법률 제7223

」

호) 개정을 기점으로 재판 결과에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법률 개정 이전에 이루

․

어진 인천지법 2003구합1411 재판과 2001헌마882 재판은 지역 사범대학 가산점 및 복수

부전공 가산점 모두를 위헌이라고 판시하였으나, 법률 개정 이후의 2005헌가13 재판과 서
울행법 2006구합12722 재판, 2005헌가11 재판, 대구지법 2006구합387 재판 등은 두 가지 가
산점 제도 모두를 합헌으로 보았다. 흥미로운 점은 2005헌가13의 경우 두 명의 재판관이

․

위헌 취지의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는 법률 개정 전 후의 과도기적 특성
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후 실시된 재판들은 모두 재판관 전원일치의 합헌
판결을 내리고 있다.
2001헌마882 사건은 임용시험의 가산점 제도가 근거 법률을 가지고 있지 않아 헌법 37조
2항의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됨을 지적함과 동시에,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하더라

도 위 가산점 조항은 여전히 실체적으로 위헌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2004년

「

」

의 교육공무원법(법률 제7223호) 개정 이후의 헌재 판결에서는 2001헌마882에서 지적했던
실체적인 위헌 사안들이 모두 합헌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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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지역 사범대학 가산점 및 복수․부전공 가산점 관련 판례
법원

사건번호

원고(제청자)
피고
응시자

인천
2003구합1411
지법
인천광역시
교육감
응시자
헌재 2001헌마882

대전광역시
교육감
대전
지방법원

심판대상: 지역 가산점 제도
판결요지
1. 헌법상의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
2. 교육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능력주의와 기회균등의 원칙
을 선언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 위반
심판대상: 사범대학 가산점 및 복수 부전공 가산점 제도
판결요지
1. 법률유보의 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2. 사범대학 가산점에 의한 능력주의의 제한과 복수 부전공
가산점의 형평성 및 법익의 균형성 훼손은 위법
3. 가산점 제도는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 침해
심판대상: 복수 부전공 가산점 제도
판결요지
1. 필기시험으로 검정되지 않는 교원의 능력 및 다양한 교과
영역의 교사에 대한 필요의 증대 목적의 합리성 인정
2. 적절한 가산점 비율 및 차별효과
3. 복수 부전공 기 이수자들의 정책신뢰 위해 한시적 운영
4.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 침해 없음
심판대상: 지역 사범대학 가산점 제도
판결요지
1. 지역 대 타지역, 사범대 대 비사범대 사이의 차별 합리적
2.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정성을 갖추었기 때문에 침
해의 최소성 원칙과 법익 균형성 원칙 위반된다고 볼 없음
3. 과잉금지원칙 위배 안 됨
심판대상: 지역 가산점 제도
판결요지
1. 우수한 인재 유치를 통해 지역 사범대의 질적 수준 유지
2. 자신의 선택에 따라 이익과 손해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자
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받아야 하는 기본권의 침해와 차이
3. 법률조항의 한시성 등을 고려할 때,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신
청인의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대상: 사범대학 가산점 제도
판결요지
1. 지역 사범대학 가산점 제도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정하며 침해의 정도가 과도하지 않고 법익의 균형성을 갖
추고 있어, 응시지역 소재 ‘비사범대학’ 출신자의 헌법상 평
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음

․

․

․

→

헌재 2005헌가13

․

응시자
서울
2006구합12722
행법

서울특별시
교육감
대전
지방법원

헌재 2005헌가11

응시자
대구
2006구합387
지법

대구광역시
교육감

결과
(선고기일)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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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산점
위헌
(2003.10.29)
사범대 가산점
및
복수 부전공
가산점
위헌
(2004.03.25)

․
․

복수 부전공
가산점
합헌
(반대의견 2인)
(2006.06.29)

지역가산점
합헌
(2006.11.29)

지역가산점
합헌
(2007.12.27)

사범대 가산점
합헌
(2008.04.23)

한국교원교육연구 제33권 제2호
3. 쟁점별 법리 해석의 차이
가. 분석의 기본 틀
헌법재판소는 평등원칙 위반을 심사할 때 완화된 심사척도와 엄격한 심사척도 중 하나
를 사용하게 되는데, 본 연구의 주요 관심 대상인 임용시험의 가산점 제도는 ‘차별 취급으
로 인해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살
펴본 대부분의 판례에서 엄격한 심사척도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과잉금지원
칙의 위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
익의 균형성’으로 요약할 수 있는 엄격한 심사척도 기준을 적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분석대상에는 가산점 제도와 관련된 헌재와 법원 판례 모두를 포함하였다. 보통
하급법원은 상급법원의 판례를 따르게 되며 법원은 헌재의 법리 해석을 인용하게 되므로

․

(조석훈 김용, 2007), 본 연구에서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 결과는 생략하고 헌재 판례

가 갖는 법리 해석 상의 차이만을 비교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역 사범대
학 가산점이 ‘지역가산점’과 ‘사범대학 가산점’으로 분리될 수 있기 때문에, 판례에 따라 심
판 대상이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2001헌마882 판례는 사범대학 가산점과

․

․

복수 부전공 가산점을 다루고 있는 반면, 2005헌가13 판례는 복수 부전공 가산점을, 2005
헌가11 판례는 지역가산점만을 주요 심판 대상으로 하고 있다.
결국, 헌재 판례만으로는 가산점에 대한 논쟁을 충분히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가산점
제도에 대한 위헌과 합헌의 법리 해석 차이를 보다 정확하게 비교하기 위하여 법원의 판
례 또한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다만, 인천지법 2003구합1411 재판과 헌재의 2001헌마882

「

」

재판이 지적한 근거 법률의 부재는 이미 2004년의 교육공무원법(법률 제7223호) 개정을
통해 보완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이후의 판결들에서도 이를 통해 ‘법률유보 원칙’의 위배
요소가 사라진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근거 법률 마련에 대한 논의는 본 연구의 비교 대상
에서 제외한다.
나. 사범대학 가산점 및 지역가산점 제도에 대한 법리 해석의 차이
먼저 지역 및 출신대학에 따라 가산점에 차별을 두고 있는 지역 사범대학 가산점 제도의
‘목적의 정당성’ 측면을 비교하고자 한다. 지역가산점을 주요 심판 대상으로 하고 있는 판례

의 경우, 위헌 판결을 내린 재판부와 합헌 판결을 내린 재판부 모두 지역가산점 제도가 제
시하고 있는 입법 목적에 대해 그 필요성은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소 차이가 있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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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양쪽 재판부들 모두 지역 사범대학의 보호 육성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지역 사범대
학에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표 2> 지역 사범대학 가산점제에 대한 위헌 판결의 법리 해석
기준

목적의
정당성

위헌 판결의 법리

합헌 판결의 법리

【지역가산점】인천지법 2003구합1411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통한 교육자치의 실현
․지역 출신 우수 교원의 확보
․지역사범대의 보호·육성 등의 필요성 등은 인정

【지역가산점】서울행법 2006구합12722, 2005헌가11
․지역 사범대학에 우수한 인재 유치
․지역 사범대 및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지역교육의 균형발전 및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
제공

【사범대학가산점】2001헌마882
【사범대학가산점】서울행법 2006구합12722 및
․사범대학을 보호하는 것은 필요하나, 이를 비사 대구지법 2006구합387
범계대학 출신자에게 가산점의 불이익을 주는 ․지역 사범대학 보호 및 우수한 인재 유치
방법으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은 문제 ․교직 희망자들이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 후 임
․국가가 비사범대학 출신자들의 교사자격 취득 용시험을 준비하는 비효율 억제
을 허용하고 있는 이상, 비사범대학 출신자들의 ․사범대학 교육의 입시 학원화 방지
임용에 관한 정당한 기대이익도 보호할 책무

【지역가산점】인천지법 2003구합1411
【지역가산점】서울행법2006구합12722 및2005헌가11
․응시지역 소재 사범계 출신자만이 지역 실정에 ․우수 고교 졸업생들의 지역 사범대학 진학 유도
맞는 교육을 실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지역 사범대학 출신 교사는 타지역 출신자보다
만한 아무런 실증적 근거 없음
학생들과 지역적․정서적 동화 잘 되고, 지역의
․자유로운 경쟁 및 다양성을 제약하기 때문에 우 실정이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가능
수한 교사 확보 효과 의문
․교육의 다양화는 교사의 출신 사범대를 다변화
․지역사범대를 보호․육성하는 합리적인 정책수 함으로써 달성되는 것은 아님
단이라고 보기 어려움
․지역가산점 제도가 교사의 지적 수준을 저하시
킨다고 단정할 수 없음

방법의
적절성

【사범대학가산점】2001헌마882
【사범대학가산점】서울행법 2006구합12722 및
․관련법률 어디에서도 사범대학 출신과 비사범계 대구지법 2006구합387
대학 출신의 차별을 예정하고 있지 않음
․교사양성에서 사범대학의 교육과정이 비사범대
․사범대학의 교육과정이 더 전문화된 측면이 있다 학의 교육과정보다는 더 전문화된 측면
하더라도, 비사범계 출신자들의 소명감이나 자질 ․사범대학을 지원하는 사람들과 비사범대학을 지
이 사범계 출신자에 못 미친다고 단정할 근거 없음 원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교직에 대한 희망과 그
․사범계 대학에 대한 우수인재 유치는 교원수급불 진출 가능성에 대한 기대부터 다름
균형 해소와 임용시험 방식 개선, 교직 희망자들
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으로도 충분
․사범대 가산점에 의존하는 것은 일시적인 미봉책
에 불과하며 지나친 행정 편의주의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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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위헌 판결의 법리

합헌 판결의 법리

․지역가산점의 크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 ․전국에서 지역가산점 시행 → 모든 사범대학 졸
는 것으로 보아, 피해의 최소성을 위반하고 있다 업자는 응시지역을 스스로 선택함으로써 손해 혹
고 보지는 않는 것으로 보임
은 이익 예상 → 공권력행사로 인하여 자신의 의

사와 관계없이 받아야 하는 기본권의 침해와는
다름
지역가산점의 크기는 2~3.5점 정도로 타지역, 비
사범대 출신 응시자들의 교직 진출 자체를 불가
능하게 할 정도로 과도한 것은 아님
지역가산점을 전제로 지역 사범대학에 입학한 학
생들의 신뢰를 보호함과 동시에, 가산점 제도로
인하여 해당 지역 외의 사범대학 출신 응시자들
이 입게 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

․

피해의
최소성

․

․응시지역 사범대학 출신자가 타 지역 출신에 비 ․지방 사범대학의 육성을 통한 지방 교육의 질 향
법익의
균형성

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는 능력이
우수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실증적 근거가 없으
며,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 불분명
반면, 타 지역 출신자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제도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공무담임권 등 기본
권마저 침해

․

상, 사범대학 교육의 입시학원화 방지, 지역 간 균
등한 양질의 교육 보장 등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이
어느 정도 제한되더라도 이는 위법 아님
가산점제도를 믿고 지역 사범대에 입학한 재학생
이나 졸업생의 신뢰 보호와 타 지역 사범대 졸업
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

․

둘째, ‘방법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처음으로 지역가산점
제도의 위헌성을 지적한 인천지법 2003구합1411 판결(2003.10.29.)은 응시지역 소재 사범대
학 출신자만이 지역 실정에 적합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었다는 교육당

․

국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또한, 지역가산점 제도는 각 시 도별로 진입장벽을 설치하

․

고 있는 것과 같아서 자유로운 경쟁 원리를 제약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해당 시 도에 소
재한 동일한 사범대학 출신자가 다수를 차지하게 되어 교육의 다양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하였다. 결국, 지역가산점 제도가 지역의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책적 취지를 달성하는데 효과적
인 방법인가 하는 점에 있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산점 제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한 서울행법 2006구합12722
판결(2006.11.29.)과

헌재

2005헌가11

판결(2007.12.27.),

대구지법

2006구합387

판결

(2008.4.23.) 등은 지역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우수한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지역 사범대학

진학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우수한 교사를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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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역 사범대학의 보호 육성은 지역 내 교사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교육기관 및 교육
내용의 충실한 발전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지역 사범대학 졸업자는 같
은 지역 내에서 교생실습을 경험하기 때문에, 교사가 되어서도 지역에 대한 높은 이해와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인천지법 2003구합1411
판결이 우려하고 있는 ‘교육의 다양화’ 문제는 교육과정이나 교육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단순히 교사의 출신 사범대학을 다변화한다고 해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해 볼 때, 지역가산점 제도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이들 세 재판부는 인천지법과 달리 해당 제도가 비록 교육과정 및 교육
시스템의 추가적인 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기는 하나, 우수 인재 확보 및 지역 특수성을 반
영한 교육과정 운영의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충분히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제
도라고 보고 있다는 점에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한편, 사범대학 가산점 제도의 ‘방법의 적절성’에 대한 해석은 지역가산점에서 살펴본 것
보다 큰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범대학 가산점 제도의 위헌성을 지적한 헌재의 2001
헌마822 판결의 경우, 과연 사범대학 출신자들이 비사범대학 출신자들에 비해 더 높은 전
문성과 더 투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재판부는 고질적
인 교원수급 불균형과 단편적인 임용시험 방식이 안고 있는 각종 폐단으로 인해 존립 자
체를 위협받고 있는 사범대학을 보호하는 것은 분명 필요하나, 이를 비사범대학 출신자에
게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국가
가 비사범대학 출신자들의 교사자격 취득을 허용하고 있는 이상, 사범대학 출신자뿐만 아
니라 비사범대학 출신자들의 임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이익도 보호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범대학만을 위한 정책적 목적들은 정당성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실제로, 사범대
학 졸업자들의 전문성이 비사범대학 졸업자들보다 뛰어나다고 단정할 만한 실증적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 교사가 되고자 하는 결심이 비록 사범대학 출신자들보다 늦긴 하였
으나 교직과정 이수자나 교육대학원 출신자들이 교사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더 치열한
경쟁과 오랜 기간의 교육과정을 통과해야 한다는 점 등은 사범대학 가산점 제도에 대한
합헌 판결의 논거들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을 보인다. 당시에 비사범계대학 출신자 중
교직과정 이수자는 당해 학년 학과별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외에서 선발된 자들로, 교직
과목과 전공과목의 평균이 모두 80점 이상이 되어야 비로소 교사 자격을 획득할 수 있도
록 되어 있었으며(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2항,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15조 참조), 교
육대학원 출신자 또한 4년의 학부과정에 더하여 2년의 대학원 과정을 추가로 수료한 후에
야 비로소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사범대학 졸업자들보다 자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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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하다거나 소명의식이 부족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2004
년 10월 15일에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7223호)되고 사범대 가산점 제도가 법률

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면서 헌재에서 지적했던 위헌 요소가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
산점 제도가 가진 실제적 위헌 요소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서울행법 2006구합12722 판결과 대구지법 2006구합387 판결에서는 사범대학 가산
점 제도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매우 효율적인 제도일 뿐만 아니라 법률의 효과 또
한 확실하다고 지적하고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앞선 2001헌마822 판결에서는 사범대
학 출신이 비사범대학 출신에 비해 전문성이나 소명감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보았으나, 이들 판결에서는 사범대학 교육과정이 비사범대학의 교육과정보다 더 전
문화되어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서울행법에서는 사범대학을 지원하는 사람들
과 비사범대학을 지원하는 사람들 사이에 교직에 대한 희망과 기대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
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가산점 제도는 사범대학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데 현실적으로
매우 효율적인 제도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사범대학 가산점 제도를 합헌으로 판단한
이들 두 판결은 동일한 논쟁 지점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던 헌재의 2001헌마822 판결과
정반대의 해석을 시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피해의 최소성’ 측면에서는 헌재의 2001헌마822 판결 이후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
이 언급되고 있다. 헌재의 지역 및 사범대학 가산점에 대한 위헌 판결 이전까지는 가산점
의 크기보다는 가산점 제도 존재 자체의 정당성 및 적절성에 보다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
으나, 이후에 실시된 법원 및 헌재의 판결에서는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타지역, 비사범대
학 출신 학생들이 과연 과도한 피해를 입고 있는지 여부를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된 서울행법 2006구합12722 판결에서는 당시 서울지역 중등
교사 임용시험의 지역가산점이 2점에 불과하여 정보처리 자격증(1~2점)이나 복수전공(2점),
부전공(1점) 등에 비추어 과도한 가산점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비사범대학 출신자
들의 교직 입문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정도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역
가산점 조항보다 덜 제한적인 다른 입법 수단을 강구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지역가산점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공무담임권이나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에 대한 침
해의 정도에 있어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지역가산점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헌재의 2005헌가11 판결 역시 지역 사범대학 출신자에 대한 가
산점 제도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원법(법률 제7223호) 부칙 제2조를 통해 2010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
도록 하고 있어 가산점으로 인하여 타 지역 사범대학 출신 응시자들이 입을 피해를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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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고 있다고 보았다. 더욱이, 지역가산점 제도는 전국적으로 유사하게 실시되고 있어 자
신이 어떤 지역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이익이 될 수도 불이익이 될 수도 있으므로 입법 및
기타 공권력으로 인하여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받아야 하는 기본권의 침해와는 달리 보
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사범대학 가산점 제도를 합헌으로 판시하고 있는 대구지법
2006구합387 판결에서도 임용권자가 사범대학 출신자에게 부여하는 가산점의 크기가 제1차

시험 성적 만점의 10% 이내로 제한된다는 점과 사범대학 가산점 외에도 다양한 가산점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범대학 가산점 제도 실시로 인한 침해의 정도가 과도하
여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넷째, ‘법익의 균형성’과 관련하여 지역가산점 제도를 위헌으로 판시하고 있는 인천지법
2003구합1411 판결은 지역 내 사범대학 출신자가 타 지역 출신자에 비하여 지역 실정에 맞

는 교육을 실시하는 능력이 우수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실증적 근거가 없으며, 해당 제도가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이라는 것도 불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헌재 2001헌마882 판
결 또한 사범대학 출신자와 비사범대학 출신자 사이에 교사로서의 전문성이나 소명의식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을 밝히고 있다. 결국, 이들 두 판결은 지역가산점과 사범대학 가
산점 제도가 의도한 입법 효과를 달성하고 있다는 어떠한 증거도 찾을 수 없다는 점을 강
조하고 있으며,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의 불명확함과는 대조적으로 타 지역 출신자 또는 비
사범대학 출신자들의 불합리한 차별과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 침해 가능성은 직접적이고 가
시적이기 때문에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도 상당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반해, 지역가산점 제도를 합헌으로 판시한 서울행법 2006구합12722 판결은 지역가
산점 제도가 달성하고자 하는 지역 사범대학 육성 및 지방 교육의 질 향상, 일반대학의 다
른 학과에 진학하여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임용시험 준비에만 몰두하는 폐단의 방지, 사범
대학 내에서도 교과과정에 충실하기보다 오히려 임용시험 학원 등에서 시험 준비에만 몰
두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사태 등을 방지하여 지역 간에 차이가 없는 균등한 양질의 교육
보장을 꾀한다는 가치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로 인하여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이 어느 정도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득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법익 균
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인천지법 2003구합1411 판결이나 헌재 2001헌마
882 판결에서는 지역가산점의 효용에 대해 실증적 근거가 없으며 추구하고 있는 공익 또한

불명확하다고 보았으나, 서울행법 2006구합12722 판결에서는 다양한 사례들을 들어 실질적
인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헌재의 2005헌가11 판결과
대구지법 2006구합387 판결 또한 지역가산점 제도와 사범대학 가산점 제도가 갖는 입법 목
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법률 조항이 이루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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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국가 또는 사회의 이익이 그로 인하여 타 지역 또는 비사범대 출신들이 입을 불이익
보다 적다 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지역가산점과 사범대학 가산점 제도 모두 실체적 위헌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법(법률 제7223호, 2014.10.15.)」 개정 이후에 실시된 법원 및

헌재의 판결들은 대부분 지역 사범대학 가산점 제도를 합헌으로 판단하였다.
다. 복수․부전공 가산점 제도에 대한 법리 해석의 차이

․

복수 부전공 가산점 제도를 심판대상으로 하고 있는 판례는 다음 표에 제시하였듯이, 헌
재의 2001헌마882 판결과 2005헌가13 판결 두 개에 불과하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2005헌가

․

13 판결의 경우 복수 부전공 가산점 제도를 합헌으로 판시하였으나, 두 명의 재판관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이들이 제시하고 있는 위헌 사유는 2001헌마882 판
결에서 제시한 위헌 사유를 거의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전자에 제시된 합헌
판결의 보충의견을 작성한 재판관과 후자의 반대의견을 작성한 재판관이 동일 인물들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다 중요한 이유는 헌재의 2001헌마882 위헌 판결 이후 2004년에

」

「교

육공무원법(법률 제7223호) 이 개정되어 가산점 제도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고 가산점 규
모의 축소와 한시적 운영 규정이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산점 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실체적 위헌 사유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하

․

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평등원칙의 엄격한 심사척도 기준들을 토대로, 복수
부전공 가산점 제도에 대한 위헌 판결과 합헌 판결의 논거들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

우선, 최종 판결 결과에 관계없이, 2001헌마882 재판과 2005헌가13 재판 모두 복수 부
전공 가산점 제도의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공통적

․

으로 농어촌 학교의 통폐합과 초 중등학교의 교육과정 개편 등으로 인하여 다양한 과목
을 가르칠 수 있는 ‘상치교사’의 수요가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표 3> 복수․부전공 가산점제에 대한 위헌 판결의 법리 해석
기준

위헌 판결의 법리

합헌 판결의 법리

․농어촌 학교 통폐합,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 ․농어촌이나 소규모 학교의 경우 교육과정에서 요
편 등과 더불어 전공과목 이외의 과목을 가르치 구되는 다양한 교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충분한
교원 확보 어려움
목적의 는 ‘상치(相馳)교사’ 수요 증가
정당성 ․제7차 교육과정 도입에 따라 고등학교 2, 3학년의 ․변화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교원의 다기능화를
다양한 선택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
해 자격 교원의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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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방법의
적절성

위헌 판결의 법리

합헌 판결의 법리

․대상자가 실제로 복수의 교과목 모두를 충분히 ․필기시험에만 의존해서는 교원선발에 있어서 능
전문성 있게 가르칠 만한 능력을 갖추었는지에 력주의를 관철하는데 한계 → 필기시험으로 검
관한 실증적 근거 지나치게 빈약
정되지 않는 교원의 능력 고려 필요
․이른바 부전공 교사자격증의 소지자는 엄밀한 의 ․단일전공이나 복수전공 모두 최소 42학점의 전공
미에서 그 부전공 과목에 대한 독립된 교사자격
을 취득한 것이 아님

과목 이수를 요구하므로 전공분야에 대한 전문성
은 큰 차이 없음
부전공 관련 과목을 30학점이상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원자격검정령에 의해 부전공 표시과목
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짐
복수 부전공자는 넓은 범위의 교과교육을 포괄
하며, 효율적인 교원 채용 및 운용이 가능하여 입
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임

․

․ ․

․복수․부전공 교사자격증 취득 기회가 시기별․ ․다른 가산점 비율과 비교해보면 형성의 범위를
출신대학별로 균등하게 제공되지 않은 관계로,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복수․부전공 가산점은 출발선상의 형평성 훼손 ․헌재의 2001헌마882 위헌결정 이후 복수․부전
공 가산점 규모 적절히 축소
․2005학년도 중등임용시험에서 응시자 대비 합격
자 비율 약 7% → 복수․부전공 가산점자 대비
피해의
합격자 비율 약 9% → 복수․부전공 가산점의 공
최소성
무담임권 차별효과 크지 않음
․2006년 현재 사범대학 40개와 교직과정 개설 대
학 152개 모두 복수․부전공제 설치 → 복수․부
전공 가산점이 반드시 출발선상의 형평성을 훼손
하는 요인으로 보기 어려움

․복수․부전공 가산점은 교원인력 운영의 탄력성 ․이미 복수․부전공을 이수하였거나 입학당시 복
을 제고하고, 채용 교원의 수를 더 늘림이 없이 필 수․부전공 가산점이 있음을 알고 이를 이수하
법익의
균형성

요한 교원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미임용 교원
의 적체 해소’에 부정적 영향
교과목간 아무런 연계성도 없이 복수 부전공이
행해질 경우 오히려 교사의 전문성 및 국민 학습
권 강화에 부정적 영향

․

․

고자 한 입학생들의 신뢰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이므로 보호되어야 함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로써 복
수 부전공 가산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응시
생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고려임

․

․

둘째, 두 재판부는 교육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판단

․

을 달리하고 있다. 합헌 판결을 내린 2005헌가13의 재판부는 복수 부전공 가산점 제도를
통해 교원의 다기능화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교원 인력 운용의 탄력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

현실 여건 상 최선이자 가장 합리적인 수단이라고 보았다. 특히, 복수 부전공 가산점 제
도는 교원 양성과정의 충실성을 높이고, 필기시험으로 검정되지 않는 교원의 능력과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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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임용시험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방법의 적절성’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복수전공과 부전공 과정은 각각 최소 42학점과 30학점의 주전공 이외 전공과목을 이
수하도록 하고 있어, 이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들과 차별을 두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
이다. 더욱이 채용 교원의 수를 증가시키지 않고도 필요로 하는 교원을 충분히 충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정책적 효율성까지 갖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2001헌마882 판
결의 재판부는 이러한 2005헌가13 판결의 합헌 논거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논리를 전개하
였다. 우선, 가산점 대상자가 실제로 복수의 교과목 모두를 전문성 있게 가르칠 수 있는지
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교육실습은 복수전공 과목들 중 또는 주전공 과목과 부전
공 과목 중 어느 한 과목에 대해서만 실시해도 복수의 교사 자격증이 발급되고 있으며, 교

․

사자격증 취득은 무시험 검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임용시험은 복수전공이나 주 부

․

전공 과목들 중 어느 한 과목으로만 치르면 되는 점 등은 복수 부전공 교사자격증 소지
자의 전문성을 의심하게 한다. 그리고 엄밀한 의미에서 부전공 교사자격증의 소지자는 그
부전공 과목에 대한 독립적인 교사 자격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하였다.

․

결국, 복수 부전공 가산점이 교원양성 과정에서의 시간 투자와 노력에 대한 단순한 보상

․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면, 단지 복수 부전공 자격증의 소지만으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2001헌마882 판결에서와 같이 ‘방법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다. 때문에 해당 자격증을 소유한 자가 실제로 충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인력
운용의 탄력성을 제고시켜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실증적 검증이 먼저 이루어져야 비로소
합헌 결정을 내린 2005헌가13 판결의 논거도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두 판례의 팽팽한 긴장은 ‘피해의 최소성’에 대한 검토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

2001헌마882 판결의 경우, 복수 부전공 교사자격증 취득 기회가 시기별, 출신 대학별로 균

․

등하게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복수 부전공 가산점은 교원 임용을 희망하는 자들로 하여
금 출발선 상의 형평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2005헌가13의 재
판부는 2006년 현재 40개의 사범대학과 교직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152개의 대학 모두에서

․

복수전공과 부전공 제도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비해 복수 부전공 자격 요

․

건이나 이수 조건이 크게 완화되었기 때문에, 복수 부전공 가산점이 출발선 상의 형평성
을 훼손하는 요인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논거만을 놓고 본다면, 분
명 2001헌마882 판결이 지적한 ‘피해의 최소성’ 측면의 위헌성은 충분히 조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05헌가13 판결의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두 명의 재판관이 2001헌마
882 판결에서 제기된 형성평의 문제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점은 합헌 판결의 주요 논

거가 여전히 불완전하고 한계를 안고 있음을 의심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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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사 임용시험 가산점 제도에 대한 법원의 주요 판결 결과 및 변화 분석
마지막으로 살펴볼 ‘법익의 균형성’ 또한 상당한 인식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2005헌가

․

13 판결의 재판부는 복수 부전공 가산점 제도가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이

․

․

미 복수 부전공을 이수하였거나 입학 당시 중등교사 임용시험의 복수 부전공 가산점 제
도를 알고 있던 학생들의 신뢰를 보호함과 동시에 가산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응시생들
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배려의 측면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정책 및 법률에 대한 신뢰
보호라는 공익적 차원과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응시생들의 침해되는 사익 간에 적절한 조
화를 이루기 위한 법익의 균형성 차원의 논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2005헌가13 판결의 반
대의견을 제시한 두 명의 재판관은 2001헌마882 판결이 제기했던 법익의 균형성 위반 논리

․

․

가 여전히 조각되지 않은 채 남아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복수 부전공 가산점은 복수 부
전공 교사자격증 취득을 유도하여 교원인력 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채용교
원의 수를 늘리지 않으면서도 현실적으로는 필요한 교원인력을 충당하기 위한 것인 바, 이
러한 정책적 목표는 미임용 교원의 적체 해소라는 또 하나의 시급한 공적 과제와 관련하
여 긍정적으로만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간의
비교형량도 중요하지만,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또 다른 공익 간의 비교형량 또
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결국 복수 부전공 가산점 제도는 일부의 영역에서는 법익의 균형성 기준을 충족하고
있지만, 또 다른 영역에서는 여전히 위헌 요소를 조각하지 못한 채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Ⅳ. 논의 및 결론
앞으로 학생 수의 감소가 지속되면 학교가 필요로 하는 교원의 수도 급격하게 감소하게
될 것이다. 그럴 경우 신규로 채용하는 교사의 수 또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교원 임용시험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 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는 2010년 이후 중등교원

․

임용시험에서 지역 사범대학 가산점 및 복수 부전공 가산점 제도가 폐지되면서 관련 논
의가 중단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지방의 초등교사 임용시험 경쟁률은 갈수
록 낮아지는 반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과 대도시 지역으로 학생들이 몰리는 쏠림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초등교사 임용시험의 지역가산점 문제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을 고려해 볼 때, 중등교사 임용시험 가산점 또한 향후 채용 시장의 변화에 따라 다시 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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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운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중등교사 임용시험의 가산점과 관련된 다양한 판례들을 검토하고, 각 법
원과 헌재의 법리 해석과 관련 논거들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그리고 그러한 논의들이
안고 있는 미해결 과제는 무엇인지 등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살펴본 지역 사범대학 가산점 및 복수 부전공 가산점 제도에
대한 헌재의 판례들은 2004년 10월 15일

「교육공무원법(법률 7223호)」개정을 기점으로,

위헌에서 합헌으로 판결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경향이 기존 판례들에서 제기된 위헌 사유들이 완전히 제거됨으로써 나타난 결과라고 보
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2001헌마882 판결은 가산점 조항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있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보충 설명을 통해 실체적으로도 위헌
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후 2004년 10월 15일에

「교육공무원법(법률 7223호)」이 개정

되고, 동법 제11조의2(채용시험의 가점)와 [별표 2]가 신설되었으며, 부칙 제2조를 통해

․

․

국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의 지역 사범대학 가산점 및 복수 부전공 가산점 조항을 2010
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명시하는 등 가산점 부여를 위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
다. 이를 통해 2001헌마882 판결에서 지적한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 부분은 해소가 되었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근거 법률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헌재 재판부가 지적한 ‘실
체적 위헌 사유’들을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들도 취
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진행된 헌재의 2005헌가13 판결, 2005헌
가11 판결, 서울행법 2006구합12722 판결, 대구지법 2006구합387 판결 등은 지역 사범대학

․

가산점 및 복수 부전공 가산점 제도를 모두 합헌으로 판단하였으며, 헌재의 2001헌마882
위헌 판결과 정반대의 법리 해석 및 결론을 도출하였다.
2004년 헌재가 2001헌마882 판결을 통해 사범대학 가산점 제도를 위헌이라고 판단한 가

장 큰 이유는 이 제도가 헌법 제25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그것이 공공복리를 위해 어쩔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제
한에는 반드시 법률적 근거가 수반되어야 하지만, 당시의 사범대학 가산점 제도는 명시적
인 법률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유보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헌재는 정부가 사범대학 가산점 제도의 근거법률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이 제도
자체에는 결코 조각되지 않는 실체적 위헌 요소가 내재되어 있음을 함께 지적하였다. 첫째,
사범대학 출신자가 비사범대학 출신자에 대해 전문성이나 소명의식이 뛰어나다 단정할 수
없으며, 상위권 성적의 학생들만이 교직과정을 이수할 수 있고 교직과정과 전공과목 모두
높은 성적을 유지하여야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 교육대학원 출신들의 경우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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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부과정에 2년의 대학원 과정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비사범대학 출
신자들의 전문성이 오히려 사범대학 출신자들보다 높을 수도 있음을 암시하였다. 둘째, 사
범대학에 우수한 인재를 유인하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
나, 그러한 필요가 헌법적 요청에 기반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가산점에 대한 비사범대
학 출신자들의 불이익을 토대로 그러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
장하고 있는 능력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

이러한 가산점 제도의 실체적 위헌 요소는 복수 부전공 이수자에 대한 가산점 부분에
서도 비슷하게 제기되고 있다. 헌재 2005헌가13 판결의 경우,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의 복

․

수 부전공 가산점 제도에 대해 비록 합헌 판결을 내리고 있기는 하나 전체 재판관 중 두
명이 다수의견과 반대되는 소수의견을 제시하였다. 사실, 이들 두 재판관은 지역 사범대학
가산점 제도에 대한 2001헌마882 판결 당시 위헌 결정에 대한 보충의견을 제시했던 자들

․

․

로, 복수 부전공 가산점에 대해서도 비슷한 법리 해석을 적용하였다. 즉, 복수 부전공자
들이 단일전공자들에 비해 복수의 과목을 전문성 있게 가르칠 만한 능력이 있다는 실증적
증거가 상당히 빈약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가산점 부여는 객관적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보

․

았다. 그리고 복수 부전공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교원 운용의 탄력성 제고
및 채용 인원의 축소라는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미임용 교원의
적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부정적인 측면도 함께 가지고 있다. 그 외에도 연계성 없는

․

․

복수 부전공으로 인한 교사 전문성 저하, 시기 및 출신 학교에 따른 복수 부전공 진입

․

기회의 불균등, 교육대학원 출신자들의 복수 부전공 기회 박탈 등은 중요한 실체적 위헌
요소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과 반대로 가산점 제도를 합헌으로 판시한 법원 및 헌재의 판결들에서는 가
산점 제도가 갖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방법의 적절성 또한 폭넓게 인정하는

․

모습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지역 사범대학 가산점 및 복수 부전공 가산점 제도는 피해
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의 원칙 또한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가산점 제도 자체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보다 엄격한
심사 척도를 적용할 경우 위헌으로 판결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때
문에 가산점 제도가 위헌인가 아닌가의 문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과연 가산점 제도가
목적한 바가 무엇인지, 현실적 한계로 인해 위헌 요소를 내포한 정책적 차선을 선택하기보
다 국민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보장하고 능력주의 및 기회균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
는 최선의 정책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고민해 보는 것이 무엇보
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사범대학 가산점 제도의 실체적 위헌성을 지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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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헌마882 판결의 보충의견과 복수 부전공 가산점 제도의 위헌성을 지적한 2005헌가13

판결의 소수의견 등이 지적하고 있듯이, ‘가산점 제도가 필요한 현실의 문제’에 대한 편의
주의적 미봉책이 아니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정책 및 제도를 도입하는 것
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2010년 이후 비록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사범대학 가산점과 지역가산점, 복수 부전공

가산점 제도 등은 완전히 폐지되었지만, 그러한 가산점 제도의 도입 이유가 되었던 지역
간 교원수급의 불균형 해소, 우수한 지역 인재 유치, 농어촌 학교의 통폐합 및 선택적 교
육과정 운영으로 인한 전문성 있고 통합교과 지도가 가능한 다양한 교과담당 교원의 탄력

․

적 운용, 연계성 없이 실시되고 있는 복수 부전공 이수 경향성 등은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2010년에 중등교사 임용시험의 가산점 제도가

․

폐지된 이후 학교 현장의 변화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 검토하고, 새롭게 등장하게 된 정책
적 한계들을 보완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고민들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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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n the Judgement of the Courts on the additional point system
of secondary school teacher recruitment examination

Kim, Hoon Ho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The incentive system on regional secondary education college for secondary school teacher
recruitment examination has been abolished since 2010 and as a result, there no longer is
much debate on related issues nowadays. However, the issues on supply-demand imbalance
of primary school teacher and regional tipping effect are increasing which brings the
incentive system issue back on the discussion table. In this context, this research aims to
compare and analyze legal principals surrounding the incentive system and discuss whether
there are any unsolved problems related to revised legal system and policy. Followings are
the major findings from this research. First, since the amendment of education civil servant
law in 2004, most of court judgement related to regional secondary education college and
dual․academic minor program incentive issues have come to constitutional decision. These
judgements were based on broad recognition of incentive system including its legitimacy as
well as methodological appropriateness, minimality of damage and benefit and protection of
law. However, if stricter evaluation is applie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such judgement
may result in violation of constitution. Therefore, although incentive system on regional
secondary school teacher training college has been abolished since 2010, issues related to
regional imbalance of teacher supply and recruiting high quality teaching labor force in local
areas and etc still remain as unsolved problems. In this context, it is necessary to analyze
whether there are any changes in schools after the abolition of incentive system and review
current policy and legal system related to teacher recruitment system.

Key words : secondary school teacher, recruitment examination, additional point,
unconstituti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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