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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민주화 이후 한국정치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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姜 正 仁**

요 약

  이 의 목 은 민주화 이후 한국정치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충돌을 

다루는 것이다. 이를 해 먼 , 서구의 정치(사상)사를 볼 때 발생사 으로 자

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는 구분되지만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들 가운데 서구 

선진 국가에서는 물론  세계 으로도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는 그 이념

․정책  수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헌정체제상’으로 양자를 구분할 

커다란 실익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그 논거를 간략히 제시하 다. 아울러 우

리 헌법에 나타난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수렴 상을 확인하기 해 헌

법의 경제 련 조항을 간략히 일별하 다. 이어서 우리 헌법의 해석에 있어서 

일반 으로 민주공화국의 ‘민주’, ‘민주  기본질서’,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  

기본질서’의 의미에 커다란 차이가 없다고 생각되지만, ‘민주  기본질서’와 ‘자유

민주  기본질서’라는 구 들이 들어간 조항들이 명문화된 당시의 입법연 ( 는 

정치사)을 살펴보았을 때, ‘자유민주  기본질서’는 ‘민주  기본질서’에 비해 강

한 반공주의를 내포하고 있으며, 오늘날 그 유산이 정치는 물론 법체계에서도 

지속되고 있다는 을 지 하 다. 한 노무  통령 탄핵사건  행정수도이

에 한 헌법재 소의 결과 련하여 두 사건을 정치학계 일각에서 주장하

는 것처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충돌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한 후, 이 두 사건

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본격 인 충돌로 보기는 어렵다는 필자의 의견을 밝

혔다. 마지막으로 한국정치에서 필자가 우려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충돌을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충돌이라는 에서 논하 다. 

주제어: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민주주의,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민주  기

본질서, 자유민주  기본질서, 법치주의, 반공주의, 헌법재 소

* 이 논문의 일부는 필자가 2005년 12월 <헌법실무연구회>에서 발표한 미출간 논문,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주의”를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으며, 2008년 5월 30일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개최한 학술대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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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글을 시작하며 

이 에서 필자는 먼 , 서구의 정치(사상)사를 볼 때 발생사 으로 자유민주

주의와 사회민주주의는 구분되지만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들 가운데 서구 선진 

국가에서는 물론  세계 으로도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는 그 이념 ․

정책  수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헌정체제상’으로 양자를 구분할 커다

란 실익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그 논거를 간략히 제시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헌법에 나타난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수렴 상을 확인하기 해 헌법

의 경제 련 조항을 간략히 일별할 것이다. 이어서 우리 헌법의 해석에 있어서 

일반 으로 민주공화국의 ‘민주’, ‘민주  기본질서’,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  

기본질서’의 의미에 커다란 차이가 없다고 생각되지만, ‘민주  기본질서’와 ‘자

유민주  기본질서’라는 구 들이 들어간 조항들이 명문화된 당시의 입법연 (

는 정치사)을 살펴보았을 때, ‘자유민주  기본질서’는 ‘민주  기본질서’에 비해 

강한 반공주의를 내포하고 있으며, 오늘날 그 유산이 정치는 물론 법체계에서도 

지속되고 있다는 을 지 할 것이다. 한 노무  통령 탄핵사건  행정수도

이 에 한 헌법재 소의 결과 련하여 두 사건을 정치학계 일각에서 주장

하는 것처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충돌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한 후, 이 두 사건

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본격 인 충돌로 보기는 어렵다는 필자의 의견을 밝

힐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정치에서 필자가 우려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충

돌을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충돌이라는 에서 논할 것이다.

II. 어떤 민주주의인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민주적 기본질서

1.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는 구분되는가

서구의 정치사를 볼 때, ‘이념’ 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자유주의로부터, 사회민

주주의가 사회주의로부터 출발했다는 기원상의 차이 은 명백히 존재한다. 그러

나 오늘날 부분의 사회민주주의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자유민주주

의의 헌정  틀―다당제에 바탕을 둔 의제도, 기본  시민권의 보장, 권력분

립,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 등―을 수용하면서 발 해 왔기 때문에, ‘체제’면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구분하기란 다음 두 가지 이유로 단히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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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서구의 선진 민주국가들에서 목격되는 것처럼,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던 

정당과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하던 정당들 간에 일어나고 있는 이념 ․정책  수

렴 상을 들 수 있다. 나라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오늘날 사회민주주의를 운 할 

수 있는 부분의 서구 선진 국가에서는 보수 인 는 자유주의 인 정당들 역

시 2차 의 종결 이후 복지국가 는 수정자본주의의 이념을 받아들여 사회

보장제도를 도입하고 확충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왔기 때문에, 사회민주주의 정

당과 비교할 때 정책과 정강에서 사실상 커다란 차이가 없다. 마찬가지로 부분

의 사회민주주의 정당 역시 비효율성, 료제의 비  등을 이유로 국유화 강령, 

계획경제의 강화 등 사회주의의 본격 인 실 을 목표로 추진되는 정책들을 폐

기함으로써 두 세력들은 어느 정도 정책  수렴 상을 보여 왔다. 아울러 냉  

종언 이후, 신자유주의의  세계  확산으로 인한 이념  지형의 변화와 함께 

종래 진보 인 사회민주주의 정당들 역시 ‘제3의 길’ 는 ‘생산  복지’ 등을 

주장하면서(기존 복지정책의 후퇴를 포함하여) 우경화된 노선으로 방향 환을 시

도했기 때문에, 기존에 찰되던 수렴 상은 더욱 더 해지고 있다. 

둘째, 실정치에서 사회민주주의라는 독특한 정치체제를 식별해 내기가 어렵

다는 을 지 하지 않을 수 없다. 를 들어 우리는 가령 ‘ 후 서독 는 최근

의 통일독일에서 기독교민주연합이 집권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이고, 사회민주당 

등 좌 연합이 집권하면 사회민주주의 체제라고 구분하는 것이 설득력을 갖는

가?’라는 질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이런 질문을 국, 이탈리아, 랑스, 스웨

덴, 덴마크 등에 해서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런 질문에 정 으로 

답한다면, 이들 국가에서 보수 인 정당이 집권하다가 좌  정당이 선거를 통해 

집권하면 그 체제는 사회민주주의 체제로 환한 것이고, 반 로 좌  정당이 

집권하다가 보수 세력이 선거를 통해 집권하게 되면 이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로 환한 것이라는 주장 역시 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 게 되면 논

리 으로 해당 국가가 동일한 헌정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유동 이고 우발 인 선

거결과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사회민주주의 체제를 오락가락한다는 결론

이 나온다. 그러나 이 국가들의 정치 상을 찰해 볼 때, 집권정당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들의 헌정체제는 물론 부분의 정책 역시 커다란 변화가 없었

다. 의미심장한 차이를 꼽는다면 단지 복지정책에서 비교  여러 변화가 있었다

는  정도를 들 수 있을 뿐이다. 요컨 ,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세력과 사회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세력은 양자가 각각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상이한 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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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로기를 배경으로 출발했지만, 어도 오늘날 서구 선진민주국가의 실을 볼 

때, 양자는 선거에서 승리하기 해 정책 으로나 이념 으로 수렴 상을 보이

고 있다.

지 까지의 논의를 종합할 때,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체제 면에서 구

분하는 것은 재로서는 커다란 실익이 없다는 것이 필자의 소견이다. 나아가 우

리나라의 부분의 헌법학자들 역시 제6공화국의 헌법이 사회민주주의를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성낙인 2008, 133; 정종섭 2007, 195; 홍성방 2008, 

91-93). 컨  헌법 ｢ 문(前文)｣에 선언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이라는 구

,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선언한 제10-11조, 재산권 행사

를 공공복리나 공공필요에 따라 제한할 수 있게 한 제23조의 재산권 조항, 근로

의 권리  최 임 제 시행을 규정한 제32조, 사회보장제의 실시를 규정한 제34

조, 국민보건에 한 국가의 보호를 규정한 제36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경제 

질서를 존 하면서도 다양한 목 으로 기업의 국유화, 부분 인 계획경제의 도입 

 경제민주화를 규정한 제119조에서 제127조에 이르는 경제 련 조항은 행 

헌법 하에서도 상당한 수 에서 사회민주주의  개 이나 정책을 가능  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정치 역시 헌법 개정 없이도 이른바 사회민주주의에

서 강조하는 사회경제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성장․ 화하는 것

이 가능할 것이다. 헌법학자들이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로 “사회복지국가원리,” 

“사회국가원리,” 사회경제질서의 원리로 “사회복지주의”, “사회  시장경제주의” 

등을 제시하는 것도 필자의 해석을 뒷받침한다(성낙인 2008; 홍성방 2008; 김철

수 2006).

2. 우리 헌법에 나타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민주적 기본질서

행 헌법에서는 제1조 제1항의 ‘민주공화국’이라는 표  이외에도 ‘민주  기

본질서’와 ‘자유민주  기본질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양자의 계를 어

떻게 볼 것인가, 구분의 실익이 있는가에 해서는 헌법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

분하다.1) 헌법 ｢ 문(前文)｣은 “……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  기본질

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고 하고, 제4조는 “…… 자유민주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하여 ‘자유민주  기본질서’라는 

1)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필자가 참조한 대부분의 학자들은 구별의 실익이 별로 없다
고 생각한다(성낙인 2008, 133; 정종섭 2007, 195; 홍성방 2008, 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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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를 사용하는 데 반해, 제8조 제4항은 정당의 해산과 련하여 “정당의 목

이나 활동이 ‘민주  기본질서’에 배될 때에는 …… 헌법재 소의 심 에 의하

여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흥미롭게도 행 헌법 제32조 제2항은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필자는 헌법조항을 체 으로 살펴 볼 때, 우리 헌법이 궁극 으로 추구하는 

가치라는 에서는 자유민주  기본질서나 민주  기본질서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양자 가운데 어느 쪽이 더 강한 ‘방어  민주주의’를 

함축하고 있는가라는 에서는 차이가 있다. 컨  서독 기본법에서 명문화된 

정당조항과 기본권상실조항은 방어  민주주의를 강조하기 해 ‘자유민주  기

본질서’(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헌법의 정당조항은 방어  민주주의의 취지로 ‘민주  기본질서’라는 

표 을 사용한다. 그런데 그 제정취지나 문구를 보면 ‘민주  기본질서’가 오히

려 서독 기본법의 번역어로 사용된 우리말의 ‘자유민주  기본질서’에 비해 허용

이고 용 인 성격이 강하다. 아래에서 구체 으로 논할 것처럼, ｢ 문｣과 제

4조에서 평화  통일정책과 호응하여 등장하는 ‘자유민주  기본질서’는 북한을 

의식하여 방어  성격이 매우 두드러진다. 다시 말해 제8조 정당조항의 ‘민주  

기본질서’보다 ｢ 문｣과 제4조의 ‘자유민주  기본질서’가 훨씬 강한 방어  민

주주의의 색채를 띠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  기본질서와 자유민주  기본질서를 구분하는 김철수 교수는 그 논거로 

우리 헌정질서가 극 으로 복지주의를 추구하는데, 만약 민주  기본질서를 자

유민주  기본질서와 동일시하면, “사회민주  기본질서에서 나온 복지주의를 배

척하는 정당도 합헌이라는 곤란한 결과”가 나온다는 해석을 제시한다(김철수 

2006, 116). 이런 해석에 담긴 진보 인 발상은 복지주의에 한 김철수 교수 개

인의 신념을 피력하는 것임은 물론, 우리 헌법조항들이 사회민주주의에서 주장되

었던 복지주의를 많이 담고 있다는 에서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민주  기본질서를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공통개념으로 

보는 김철수 교수 자신의 논리(김철수 2006, 113)와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 공통

개념이라면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교집합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내용

이 (양자의 최 공약수 선에서) ‘최소한’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2) 그 다면 

2)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교집합으로서(최대공약수 차원에서) ‘최소한’의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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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으로(발생사 으로) 사회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와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이는 인 사회  기본권의 강조, 곧 사회  정의와 복지의 추구―이것은 김철

수 교수 역시 인정하고 있다―를 공통개념으로 상정하는 것은 논리 으로 무리

가 있지 않은가?3)

확인하건 , 필자는 우리 헌법이 수정자본주의에 입각하여 사회  기본권을 

범 하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헌법 하에서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정

당이 출 하여 집권을 하면서 정부의 극 인 개입을 통하여 복지와 분배정책

을 추구하더라도,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를 면 으로 는 원칙 으로 부정

하지 않는 한, 그런 정책이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민주  기본질서’는 물론 ‘자

유민주  기본질서’에 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한다. 그리고 국내의 많은 헌

법학자들 역시 원칙 으로 필자와 비슷한 입장을 취하리라고 생각한다. 

다른 한편 필자는 김철수 교수와 다른 이유로, 곧 사상사 인 차원  한국 

헌법사 인 차원에서는 ‘자유민주  기본질서’와 ‘민주  기본질서’가 구분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헌법 ｢ 문｣에 ‘자유민주  기본질서’(실제로는 ‘자유민주주의 기

본질서’)4)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들어간 것은 유신헌법 제정을 통해서이다. 그 

의 헌법 ｢ 문｣에는 ‘민주주의’, ‘민주생활’, ‘민주공화국’ 등의 용어가 나오지만, 

‘자유민주  기본질서’ 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는 나오지 않았다. 헌법 ｢

문｣에 ‘자유민주  기본질서’가 최 로 삽입된 유신헌법의 ｢ 문｣에서 련된 구

은 다음과 같다: “유구한 역사와 통에 빛나는 우리 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 의거  5․16 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  

통일의 역사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는 새

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 여기서 새로 삽입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과제는 “조국의 평화  통일의 역사  사명”과 

연 되어 있다. 비록 ｢ 문｣에서 “평화  통일 ……” 운운하고 있지만, 통일우선

론, 통일에 한 염원에 몰입하여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는’ 

적 기본질서를 강조하는 입장과 자유주의의 부분집합으로서 ‘최소한’의 민주주의를 요
구하는 입장은 물론 다르다. 후자에 대한 비판은 아래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제기될 
것이다.

3) 다만 복지주의를 배척하는 정당이, 고전적인 자유민주주의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사회(복지)국가원리, 사회복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 배치된다는 논거로 
위헌 정당으로 규정될 수 있을 법도 하다. 

4) 여기서 필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사실상 동일한 표
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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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자칫 소홀히 할 경우 제2공화국의 장면정권에서

처럼 신계와 학생들의 진 인 통일논의 등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하는 

정치  혼란과 불안이 래될 수 있다는 강한 우려와 경계심이 암시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행헌법의 ｢ 문｣ 역시 유신헌법의 ｢ 문｣을 이어 받아 는 그 

흔 으로서 “…… 자유민주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는 표 을 담고 

있는데 그 구  앞에서 “…… 조국의 민주개 과 평화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

여 ……”라고 하여, ‘민주개 ’이라는 단어가 추가되어 있기는 하지만, ‘자유민주

 기본질서’는 여 히 ‘조국의 평화  통일’과 호응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제6공

화국 헌법에 신설된 “…… 자유민주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정책을 수

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는 제4조의 규정 역시 북한과의 통일을 한 화와 

상의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정치  혼란은 물론 ‘통일 후의 정치체제를 둘러

싼 이념  논쟁과 혼란’을 염두에 두고, 통일을 추진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다는 을 못 박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필자는 사회민주주의를 포함

하는 넓은 의미의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실주의  에서 수용하기 때문에 

헌법의 이런 조항에 해 반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 헌법에서 ‘자유민주주

의’의 동의어로서 나오는 ‘자유민주  기본질서’는, 북한을 의식한 단히 방어

인 표 으로 사실상 강한 반공주의와 반북의식을 내포하고 있다는 에서 주목

할 필요가 있다.5) 

그 다면 명문화 당시 ‘자유민주  기본질서’( 행 헌법 4조)의 구체  의미는 

무엇인가? 물론 오늘날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궁극  가치나 ‘자유민주  기본질

서’와 련된 구 에 따르면, 우리는 북한의 인민민주주의는 배척할지언정 통일

된(통합된) 한반도(조선반도)의 정치체제로서 형태상 연방제(국가연합, 흡수통일/

통합)와 이념상으로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는 타 으로 1국 2체제론

(그러나 남한은 자유 는 사회 민주주의)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6) 우리 헌

5)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할 때 자유의 의미는 인민민주주의(공산주의)와 구별하려는 
의미 이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계희열 2005, 298 각주 207) 역시 자유민
주적 기본질서의 ‘배제성’에 주목한 해석이라 할 수 있다. 성낙인 교수 역시 우리 헌
법이 수용하는 정치체제로서 자유민주주의는 “다원성을 부정하는 전체주의와 인민민
주주의”라고 하면서 자유민주주의의 배제성에 주목하고 있다(성낙인 2008, 133). 우리 
헌법 전문(全文)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는다.  

6) 한편 이석연 변호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통일정책은 위헌적이라고 주장
한다. 그는 “통일은 자유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어야지, 자유민주주의가 통
일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라고 주장한다(이석연 2003, 72). 물론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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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자유민주주의는 사회민주주의를 배척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정치사에서 분단정부 수립 는 6․25 쟁 이후부터 민주화 

이 까지 부분의 기간 동안 자유민주주의는 극 으로 실 되어야 할 ‘실질  

가치’라기보다는 북한의 으로부터 남한을 지켜야 한다고 언명할 때 동원되는 

‘명목  가치’의 성격이 강했다. 그 기 때문에 북한의 에 비한 반공과 경

제성장을 해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상당히 희생될 수 있었던 것이다. 나아가 

헌법상 정당조항의 존속 여부를 떠나 우리 헌정사에서 자유민주주의는 반북과 

반공이라는 비수를 정치  반 세력에게로 돌리는 다분히 선제공격 인 성격을 

함축하고 있었다. 이런 사실은 한국 정치사에서 (민주화 이 의) 집권세력은 

물론 우익 단체들이 항상 반공을 주장하는 동시에 실 되지도 않은 ‘자유’ 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외쳤다는 , 민주화 이후에도 여 히 정치 에서 색깔논

쟁(색깔공세)이 제기되며 ‘친북좌 ’ 정권이라는 호칭이 운 되고 있다는 에서 

여실히 확인된다.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라는 담론은 민주화 이 에는 실 을 

한 극  가치가 아니라 사상 으로 의심스러운 인사들 는 정부에 반 하는 

세력의 에 처하려는 목 으로 행사된 공격 이고 인 언술로 기능했

으며, 민주화 이후에는 보수세력이 김 -노무  정부의 개 조치에 제동을 걸

기 한 언술로 작동해 왔던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민주화 이  한국정치에서 

자유민주  질서는 규범상 방어  민주주의 개념에 입각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실 되지도 않은 자유민주  질서를 방어하기 해 정치  반 세력에게 

선제공격을 가할 수 있는 매우 인 담론으로 활용되었다. 그 기 때문에 북

한을 의식하고 있는 “조국의 평화  통일” 는 “평화  통일정책”이라는 구  

뒤에 ‘민주  기본질서’라고 해도 무방할 것을 반공  의미를 암묵 으로 부가하

기 해 ‘자유민주  기본질서’라는 말을 붙인 것이라 사료된다. 이런 사실은 ‘자

유민주  기본질서’의 내용은 “…… 모든 폭력  지배와 자의  지배, 반국가단

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라는 헌법재 소의 해석에서도 

확인된다(헌재 1990. 4. 2. 선고, 89 헌가 113; 김철수 2006, 116 주1)에서 재인

용). 나아가 ‘자유민주  기본질서’의 강력한 반공주의  성격은 민주화 이후 개

정된 국가보안법 조항들에서 “국가의 존립․안 이나 자유민주  기본질서를 

태롭게 한다”는 구 이 반복해서 출 하는 것을 통해서도 여 히 지속되고 있다.

통합의 형태로 연방제나 1국 2체제론을 받아들이더라도, 북한의 인권이 현재보다 대
폭 개선되지 않는다면 통합반대론은 합당하게 제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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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면 4․19 명 이후에 개정된 제2공화국 헌법에서 제13조 제2항으로 정

당조항이 신설되면서 ‘헌법의 민주  기본질서’라는 용어가 나온 것은 어떻게 볼 

것인가? 김 수 교수는 한국헌법사에서 이 조항에 해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 로 정당에 한 규정을 신설하여 정치발 을 도모하 다”고 평하면서 이

게 말한다. “이는 제1공화국 당시의 거 여당의 헌  정당 활동을 사 에 방지

하려는 정치  의도  정치․사회 으로 보호를 받는 정당을 기타 일반단체와 

구별하여 헌법  수 에서 보호를 받도록 함으로써, 정  정치발 을 이루는 

한편, 반민주 인 정당의 활동을 지하여 민주  기본질서를 안정시키고 이를 

통한 헌법의 수호를 완수하려는데 그 주된 목 이 있다”(김 수 2001, 457). 그

러나 김 수 교수의 이런 해석은 그 근거를 당시 국회에서의 헌법 개정 과정과 

련된 사실(토론, 논쟁, 회의록)을 통해 입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지 추론의 

수 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정당조항의 신설배경  김 수 교수의 해석과 련하여 필자는 두 가지 

의문이 있다. 첫째, 왜 우리 헌법에서는 정당의 해산 기 으로 반공  성격이 더 

강하고  서독 기본법에서도 채택하고 있는 ‘자유민주  기본질서’라는 용어 

신 ‘민주  기본질서’라는 용어를 사용했는가? 둘째, 김 수 교수가 말하는 것처

럼 정당해산 조항이 “당시의 거 여당의 헌  정당 활동을 사 에 방지하려는 

정치  의도”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개의 의문에 

한 필자의 추론은 김 수 교수와 다르다. 먼  필자는 ‘자유민주  기본질서’ 

신 ‘민주  기본질서’라는 용어를 쓴 것은 민주  기본질서가 자유민주주의와 사

회민주주의의 공통개념으로서 민주주의의 최소한을 지시하기 때문에 정당의 목

이나 활동에서 허용범 가 넓어지는 효과를 의도했다고 본다. ‘자유민주  기

본질서’라는 용어는 사회민주주의와 구분되는 소한 의미의 ‘자유민주주의’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자유민주주의 헌정체제를 받아들이지만 사회

주의로의 평화  이행을 제로 주요 생산수단의 국유화, 복지제도의 범 한 

시행 등을 통해 자유시장과 사유재산권을 크게 제한하는 정책을 추구하는 (서구 

헌정체제에서는 허용되는)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자유민주  기본질서’에 배

되는 것으로 해산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시 정당조항은 최소한 자유민

주주의는 물론 최 한 사회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정당까지 그 활동을 보장하겠다

는 허용조항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우리 헌법의 정당조항은 서독 기본법 등에 

향을 받아 방어  민주주의 개념을 내포한 것이었지만, 한국 헌정사의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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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때에는 앞에서 언 한 자유민주주의처럼 선제공격 인 방어개념이 아니라 정

당의 헌법  보호 그리고 사회민주주의 정당까지 그 활동을 보장하려는 (당시의 

강한 반공  풍토를 고려할 때) 매우 진취 인 허용규정의 성격이 강했다.7)8) 

다음으로, 우리 헌법의 정당조항이 진보 인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존재와 활동

을 허용하려는 규정이라는 필자의 해석은 “당시의 거 여당의 헌  정당 활동

을 사 에 방지하려는 정치  의도”라는 김 수 교수의 해석과 배치된다. 김 수 

교수가 그런 추론의 근거로서 어떤 논리와 사실을 제공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승만 정부 당시 벌어졌던 두 차례에 걸친 자유당의 불법 인 개헌 등 헌

인 정치활동을 감안할 때, 정당조항이 자유당과 같은 거  여당의 헌 인 횡포

를 장차 지하겠다는 의도를 내포할 수 있었으리라는 은 일견 수 이 간다. 

그러나 그 이후 개된 제3공화국과 유신헌법체제는 물론 두환 체제의 헌정사

를 고려할 때, 거  여당의 헌  활동을 문제 삼아 정당해산 결을 내린다는 

것은 일종의 사법쿠데타로서 민주화 이 의 상황에서는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오히려 필자는 첫 번째 의문에 한 필자의 추론  답변의 연장선상에

서 그 입법취지를 ‘진보당’과 같은 반공 이면서도 사회민주주의 인 정당을 정

부가 강제해산하는 것을 막기 한 의도로 해석하고자 한다. 제2공화국에서 여당

이 된 민주당이 제1공화국에서는 같은 야당의 처지에 있으면서도 조 암의 사형

과 진보당의 강제 해산을 사실상 묵인했기 때문에 이는 다소 의외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4․19 명공간이 가져온 민족사  진보성이 그런 진보  

조항의 명문화를 가능하게 했을 것이라고 추론한다. 4․19 명공간은 민주당으

로 하여  가능한 한 민주  색채를 강조하도록 했다. 이는 과거 같은 야당으로

서 조 암과 진보당의 성장에 을 느끼고 조 암의 사형과 진보당의 강제해

7) 이렇게 볼 때 “사회민주적 기본질서에서 나온 복지주의를 배척하는 정당도 합헌이라
는 곤란한 결과”가 나온다는 김철수 교수의 해석은 적어도 1960년 당시의 시점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물론 우리 헌법은 건국헌법부터 사회민주주의적 조항을 
적지 않게 포함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주로 방침적 규정이었지 현실적으로 그를 실천
할 수 있는 국가적 역량은 갖추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여 필자가 제
정당시의 시점에 적합한 해석이 항상 합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아니다.

8) 나아가 필자의 이러한 해석은, 앞에서도 인용한 바 있는 제32조 제2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
로 정한다.”에 나오는 “민주주의원칙”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듯하다. ‘민주주
의원칙’은 국민의 실업을 방임⋅방치할 법한 ‘자유민주주의원칙’보다 훨씬 더 근로자
에 우호적인 사회민주주의원칙을 포함할 것이라는 점에서 정당해산 조항의 ‘민주적 
기본질서’처럼 포용적이고 진보적인 느낌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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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 암묵 으로 조한 사실에 한 보상조치를 향 으로 취하는 것이 오히

려 이제 정권을 잡게 된(될) 민주당의 정치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된

다는 인식을 낳게 했을 것이다. 이런 해석의 타당성은 제2공화국 당시에 출간된 

헌법교과서에서 어느 정도 확인된다. 한태연 교수는 1960년에 출간한 신헌법이
라는 서에서 이탈리아 헌법과 서독의 본(Bonn) 기본법의 사례를 인용한 후, 신

헌법에 신설된 정당조항에 해 정당의 자유를 단순히 언론․출 ․집회․결사

의 자유의 측면에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고차 으로 보장하려는 데에 

그 정치  의의가 있다”(한태연 1960, 53)고 평가했다. 그리고 정당을 헌법재 소

의 결정에 의해 해산하게 한 것은 정부의 일방 인 행정처분에 의해 정당을 불

법화하고 해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한 것이라며, 과거 진보당의 해산의 경우가 

바로 그런 사례라고 지 했다(한태연 1960, 54). 다시 말해 “후진국가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정부에 의한 야당탄압을 방지”하기 한 조항으로 해석했던 것

이다(한태연 1960, 54). 필자는 당시의 정치상황에 근 해 있던 한태연 교수의 

해석이 김 수 교수의 해석보다 더 설득력이 있으며 필자의 추론과도 부합한다

고 생각한다.9)  

아무튼 자유민주주의에 한 행 헌법조항과 헌법학계의 일반  해석에서 필

자가 발견한 것은 헌법에 규정된 는 헌법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사회민

주주의를  배제하지 않고 오히려 사회  법치국가, 사회복지주의, 사회  시

장경제주의, 사회국가원리, 실질  법치주의, 사회  기본권 등 사회민주주의 원

리를 극 으로 포용할 수 있는 많은 구 들로 충만해 있다는 사실이며, 나아가 

헌법재 소 역시 그에 합당한 례를 지 않게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어도 

헌법, 헌법학계, 헌법재 소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방어  차원에서 정부에 비

인 정치세력이나 국민을 선제공격하는 무기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는 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는 헌법학계의 추세에 필 하지 못하고 있다. 과

9) 김철수, 홍성방 교수 역시 과거 정당조항의 신설취지를 진보당의 해산과 관련시켜 해
석하고 있다(김철수 2001, 172; 홍성방 2008, 112). 필자의 이런 해석은, 학생과 혁신
계의 급진적인 활동으로 빚어진 정치적 혼란을 명분으로 5⋅16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와 군부세력이 반공을 국시로 주장하면서도, 왜 그 후 헌법 개정 과정에서 정
당조항의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구절을 ‘헌법의’라는 부분만 삭제한 채 그대로 존치
시킴으로써 장차 혁신정당이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법적으로 남겨두었는가라는 의문
을 제기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1962년 12월 개정된 헌법개정안을 둘러싼 논쟁과 협상
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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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권 주의 시 에 집권세력이 자유민주주의를 규정한 헌법을 명목  헌법으로 

받드는 데 만족했듯이, 민주화 이후에 보수 세력은 자유민주주의를 매우 소하

게 이해하면서 우리 헌법이 설정하고 있는 사회국가 원리의 실 을 시장경제와 

법치주의의 논리를 내세우면서 반 하는 데 앞장서는 ‘역사  지체 상’을 드러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해서는 나 에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긴장을 검토

할 때 좀 더 자세히 논하기로 하고, 이에 앞서 노무  정부에서 일어난 탄핵사건

과 행정수도이 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과 헌법재 소의 결을 이른바 민주주

의와 법치주의의 충돌이라는 에서 검토하도록 하겠다.

III. 민주주의와 법치주의10)의 충돌

많은 학자들이 지 하듯이, 한국정치에서 1987년 민주화 이  권 주의 시

에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정  상 계에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권

주의 정권이 불법 으로 개헌을 하거나 법을 반해 가면서 장기집권을 꾀하

고 국민의 인권을 탄압한 이 많았으므로, 민주화 운동의 목표는 권 주의 정권

에 항하여 민주주의를 쟁취함으로써 한국정치에 (넓은 의미의) 법의 지배를 확

10) 필자는 ‘법치주의’(the rule of law)를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구분한다. 넓은 의미에
서 법치주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첫째, 법치는 자의적(恣意的)인 권력에 의한 지
배에 반대되는 관념으로서 일반적인 법의 최고성을 지칭한다. 이 점에서 법치는 인치
(人治: rule of men)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인간의 자의적인 정치권력을 규제하며 그
것을 비인격적인 것으로 전화시킨다. 둘째, 법치는 법 앞의 평등, 곧 계급과 계층에 
상관없이 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인 법의 평등한 적용을 받는다는 관
념을 지칭한다. 셋째, 법치는 최고의 법, 곧 헌법이 상위법으로서 통상적인 법을 구속
한다는 관념을 지칭한다. 그리고 세 번째 요소를 위해서 독립된 사법부가 입법부나 행
정부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 헌법과 같은 상위법에 의거하여 사법 심사(위헌 심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는 제도가, 오늘날 법치의 필수적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이 
점에서 법치주의의 세 번째 요소는 서구 근대사상의 전개과정에서 전통적으로 존재하
던 입헌주의(또는 헌정주의: constitutionalism)가 법치와 결합한 결과 추가된 것이다. 
따라서 현대 법치주의는 기본권의 보장, 권력의 분립, 성문헌법의 존재와 함께 자유주
의적 입헌주의(헌정주의)의 필수적 구성 요소로 인정된다(강정인 2005 및 거기 인용된 
문헌 참조). 그리고 이 글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충돌을 다룰 때는 주로 좁은 의
미의 법치주의, 곧 법치주의의 세 번째 요소인 사법부에 의한 ‘사법 심사(위헌 심사)’
를 지칭한다. 한편 대통령제하에서 법의 제정과 집행의 주체인 입법부와 행정부는 ‘민
주주의’, 곧 ‘다수의 지배’를 상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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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하는 것이라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 이후, 특히 1997년 

평화  정권교체를 통해 집권한 김 과 뒤이은 노무  개 정부의 출범 이후 

한국정치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다. 

물론 한국정치에서 (넓은 의미의) 법치주의의 비교  명실상부한 실 은 민주화

의 산물이며, 민주화 이후 지난 20년 동안 법치주의가 국민의 인권 신장  민

주주의에 기여한 측면을 결코 과소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김 -노무

 개 정부의 출범 이후 야당과 반 세력들이 헌법을 동원하여 법치주의를 주

장하면서 두 정부를 공격함에 따라 그런 우려가 등장했다. 특히 노무  정부에 

들어와서는 2004년 3월 노무  통령이 국회에 의해 탄핵 소추를 당하고,  

2004년 10월에는 헌법재 소가 국정 최  안인 행정수도이 계획의 근거법인 

｢신행정수도의건설을 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을 헌으로 결함에 따

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갈등 는 충돌에 한 우려가 최고조에 달했다.

이런 우려를 최장집 교수는 이 게 표 했다: “…… 헌법을 동원해 민주주의를 

공격하려는 경향이 차 노골화되는 오늘의 시 에서 헌법과 사법부의 역할 나

아가 헌정주의와 민주주의의 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더 이상 

회피될 수 없는 한국 민주주의의 심문제가 아닐 수 없다”(최장집 2005, 13). 

박명림 교수 역시 한국정치의 기 민주화 과정은 법치로 인해 발 했지만, 이제 

법치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동시에 심 하게 제약한다”고 언 했다(박명림 

2005, 268). 두 학자들 공히 민주화 이후 한국정치에서 목격되는 ‘정치의 사법화’ 

상을  세계 으로 증하는 추세의 한국  발 이라고 보며, 이를 민주주의

를 하는 상으로 염려한다. 이처럼 헌법재 소의 헌법재 과 탄핵 심 을 

통해 발생하는 정치권과 사법부 간의 긴장과 갈등은 흔히 민주주의(다수의 지배)

와 법의 지배(소수의 지배)11)의 충돌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민주주의와 법치주

의의 충돌에서 사법부의 법해석을 통한 법의 지배를 문제 삼는 이유는 다수의 

지배로서 민주주의를 표상하는 통령의 직무상의 활동이나 의회가 제정한 법률

이 민주  표성이 결여된 사법부의 반다수결주의 인 결정(the countermajo-

ritarian decision)에 종속당하기 때문이다. 아래에서 필자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의 충돌 문제를 노무  통령의 탄핵 심 과 행정수도이  헌 결정을 둘러싼 

정치학계에서의 논의에 기 어 간략히 검토하고자 한다. 

11) 좁은 의미에서 ‘법의 지배’는 ‘법의 해석을 전담하는 소수 법조인의 지배’를 초래한다
는 점에서 ‘소수의 지배’로 등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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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탄핵사태를 보자. 통령을 헌법재 소에 탄핵 소추하는 탄핵제도는 행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제도이고, 통령이 그 직무를 행사함에 있어서 한 

법행 를 질 을 때 국회는 권력의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다수결

에 의해 통령을 탄핵 소추할 권한이 있다. 그러므로 탄핵사태에서 통령과 국

회의 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충돌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삼권분립에 따

른 권력의 상호 견제와 균형의 결과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12) 국민의 표

인 국회가 다수결에 따라 민주 으로 선출된 통령의 법행 를 문제 삼아 탄

핵 소추를 의결했기 때문에, 이 에서 보면 국회와 통령의 충돌은 오히려 민

주주의(다수의 지배: 국회)  민주주의(다수의 지배: 통령)의 충돌이다. 한 

탄핵 소추에 한 심 권을 헌법재 소가 행사하고, 민주  표성이 미흡한13) 9

인의 헌법재 의 결정에 민주  표성을 지닌 통령과 국회가 복종해야 한

다는 사실 역시 입헌주의( 는 헌정주의)를 구성하는 권력분립주의에 따른 것이

기 때문에 엄 한 의미에서 법의 지배와 민주주의의 충돌로 보기 어렵다.14) 더욱

이 우리 헌법 제65조에 의해, 통령은 물론 행정부의 고  공직자, 헌법재 소 

재 , 법 , 앙선거 리 원회 원들 등도 직무상 법행 로 인해 탄핵 소

추의 상이 될 수 있다는 을 고려한다면 탄핵제도 자체가 민주주의와 법치주

의의 충돌의 사례로 악되기 어려운 이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동일한 입

헌주의 원리를 따르고 있으면서도 탄핵 심 을 국민의 표기 인 상원이 수행

하기 때문에, 국민  표성이 결여된 반다수결주의 인 소수의 지배라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곧 상원의 다수 결정에 의한 탄핵 결정 역시 (달리 구성된) 다

수의 지배로서 다수의 지배가 소수의 지배에 종속당한다는 불합리함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상원제도가 없어 국민  표성이 미흡한 헌법재 소의 결

12) 권력분립원리의 한 표현인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탄핵 소추와 탄핵 심판처럼 법치주
의를 매개로 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주요 국가기관의 담당자를 
임명하는 데 있어서 관련 기관들이 행사하는 동의권과 제청권 및 지명⋅선출권, 국회
의 예산심의권, 국정감사⋅조사권, 국무위원 해임건의, 중요 정책에 대한 동의권, 대통
령의 법률안 거부권 등이 그 예다.

13) 헌법재판관 9인 중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되어 대통령이 임명하
는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여 임명되는 3인과 달리 어느 정도 민주적 대표성을 갖는
다. 2005년 6월 30일 개정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헌법재판관과 선거관리위원 후보(피
추천자)들도 청문회 대상에 포함되어 민주적 대표성이 보강되었다.

14) 그러나 삼권분립의 원리에 따른 사법부에 의한 입법부와 행정부의 견제는, 불가피하게 
(현실적으로) 소수의 지배로 다수의 지배를 압박하는 효과를 갖는다. 



姜 正 仁 [서울 학교 法學 제49권 제3호 : 40∼7554

정에 의해 통령의 탄핵 여부가 결정되는 우리나라의 탄핵제도는 민주주의의 

입장에서 우려되는 목이 있다. 특히 민주화 이후 통령 선거주기와 국회의원 

선거주기가 불일치함으로써 통령의 소속정당과 국회의 다수당이 상이한 분할

정부가 자주 발생하는 우리 헌정제도 하에서 이런 우려는 상당한 근거를 갖는다. 

그런데 이런 원칙 이고 규범  측면에서의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는 것은 우

리의 정치 실, 곧 통령과 국회, 여당과 야당이 정치  화와 타 을 통해 국

정을 운 하기보다는 립과 충돌을 일으켜 빈번한 정국 경색이 나타나는 정치

문화라 할 수 있다.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 차상의 하자와 탄핵 소추 사유가 

된 노무  통령의 행 가 한 법행 가 아니었다는 을 고려할 때, 탄핵 

심 에 한 결과 여하를 떠나 정치인들이 탄핵제도를 이용하여 민주 으로 선

출된 통령의 지 를 박탈하려고 시도한 사실은 탄핵제도를 정쟁의 도구로 활

용한 것으로서 정치 으로 볼 때는 분명히 법치주의의 남용에 의한 민주주의의 

공격이라 할 수 있다.15) 이 은 탄핵 소추에 앞장 선 야당의 지도부가 행한 ‘

통령이 사과를 하면 탄핵 소추를 철회하겠다’는 식의 발언(사실상 탄핵을 추진할 

정도로 법이 아니었다는 을 자인한 언행), 총선을 앞두고 탄핵 소추에 한 

국민  반발이 거세지자 탄핵 소추 후 야당 내에서 나온 탄핵 철회 논란, 야당 

내에서 탄핵을 추진한 핵심세력들을 배제시킨 조치 등에서도 여실히 확인되었다

(박명림 2005, 266-267). 이 게 볼 때  단계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와 련하

여 좀 더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헌법재 소의 비민주  구성이나 법리상 

문제가 있는 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충돌에서 빚어지는 갈등보다 법치주의

를 빙자한 탄핵 소추 제도의 정치  남용 그리고 이로 인한 법치주의와 민주주

의의 상이 동반 추락할 험성이라 하겠다.

이처럼 당시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이 법치주의를 정쟁의 도구로 남용한 결

15)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판결은, 17대 총선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압승
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신임투표를 상징하는 등 탄핵 소추와 탄핵 결정을 전후하여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했기 때문에, 국민 다수의 의사와 
부합한 민주적 결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소추 절차상의 
하자를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명분으로 문제 삼지 않은 점은 대통령의 사소한 
위법행위를 문제 삼은 것과 대조해 볼 때 법치주의의 적용에 있어서 형평에 어긋난다
고 생각된다. 또한 중앙선관위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광범위한 정치적 역할을 무시
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확인한 점 역시 법치주의의 
남용이자 부적절한 ‘사법의 정치화’로 해석될 소지가 있음은 물론이다(김종철 2004; 
최장집 2005, 60; 박명림 2005,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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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지난 통령선거에서 압도 인 지지로 당선되어 취임한 지 얼마 안 되는 이

명박 통령 역시 탄핵 소추의 사유가 될 만큼 한 법행 가 없음에도 불

구하고, 일련의 실정(失政)에 더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한 조치가 기폭

제가 되어 최근 사이버 공간에서 탄핵 청원 서명의 상이 되었고, 네티즌의 열

화와 같은 호응  이에 한 정부의 미숙한 응 등으로 인해 통령  집권

여당에 한 지지율이 폭락하는 등 집권세력이 실정치에서 심각한 정치  타

격을 입고 있다. 탄핵 소추를 무분별하게 남용한 한나라당과 이명박 통령은 그 

부메랑 효과를 톡톡히 리고 있는 셈이다.16)

통령 탄핵 심 과 달리 행정수도 련 ‘특별조치법’을 헌으로 결정한 헌법

재 소의 결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본격 인 충돌에 해당한다. ‘특별조치법’

에 한 헌법재 소의 헌 결은, 노무  통령이 선거기간 동안 선거공약으

로 내세워 당선됨으로써 일단 국민  승인을 받았다는  그리고 국회에서 여야

당 모두가 압도  다수로 ‘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켰다는 에서 다수에 의한 민주

 결정이 법치주의(사법심사)에 의해 복된 것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충

돌의 형  사례다.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 소는, 이석연 변호사 등이 제기

한 ‘특별조치법’이 헌이라는 헌법소원에 해, 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

이 습헌법에 해당한다는 과 습헌법의 개정은 원칙 으로 성문헌법의 개정

차에 따라야 한다는 을 선언한 후, ‘특별조치법’은 수도이 의 의사결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헌법개정 차를 거쳐야 하는 바, 이에 필요한 국회의 헌법개정

차와 국민투표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조치법이 국민의 국민투표권

을 침해한 헌 법률이라고 시했다(2004 헌마 554, 566 병합).17)

헌 결의 법  논리가 하다는 제 하에 정치학 ․법학 인 입장에서 

필자가 제기하고 싶은 문제는 두 가지다. 첫째, 헌 결이 내려진 후 한나라당

16) ｢루이 보나빠르뜨의 브뤼메르 18일｣의 서두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에서 마르크스가 말
한 것처럼, 중대한 역사적 사건은 한 번은 비극적으로 일어나고, 또 한 번은 희극적으
로 반복된다(마르크스 1987, 146). 그러나 우리를 더 슬프게 하는 것은 그 희극적인 
재현이다.

17) 행정수도이전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하여 반론이 적지 않다. 그 요지
는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을 근거로 들었는데, 설사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이 관습헌법
이라 할지라도 헌법 개정은 성문헌법의 내용을 수정⋅삭제⋅증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습헌법에 대한 헌법 개정은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있을 수 없는 헌법 개정에 대한 국
민투표권 침해 운운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이런 판
결의 부당성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대표적인 글로는 김경제(2005a; 2005b)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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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여  자기모순성이다. 헌법재 소의 헌 결이 내려지자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헌법재 소의 결을 환 했다. 박근혜 표는 “국민들이 국가 정체

성과 법질서가 무 지는 것을 보며 불안해했는데,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일깨운 선고가 아니겠느냐”라는 발언을 통해 결을 법치주의의 승리로 받아들

다(세계일보 2004/10/22). 나아가 한나라당의 어떤 의원은 “노 통령이 행정수

도 이 에 명운을 걸었는데 헌 결정이 났으니 내각이 총사퇴해야 하는 것 아

니냐”라는 발언을 하여 논란을 빚기도 했다(국민일보 2004/10/21). 그러나 야당이

자 다수당이었던 한나라당은 2003년 12월에 헌법개정 차를 밟지 않고 하 법령

에 의하여 헌법을 개정하려는 시도에 해당하는 ‘특별조치법’에 해, 임박한 

2004년 총선을 의식하면서 (내심 반 하지만) 충청권의 민심이반을 우려하여 

부분 찬성 표결을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 소의 헌 결이 내려진 

후, (비록 2004년 5월경부터는 일부 의원들이 국민투표 등 국민  합의과정을 반

드시 거쳐야 한다고 다소 막연하게 주장했지만) 헌 인 헌법 개정 시도와 련

하여 다수당으로서 자신들이 지닌 책임에 해서는 별다른 언  없이 이처럼 노

무  정부만을 비 한 것은 일종의 자기모순을 드러낸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18)

둘째, 내각이 총사퇴해야 한다는 어떤 의원의 발언은 지나가는 정치공세로 들

릴 수도 있지만, 사실 헌법재 소의 헌 결정이 지닌 요한 헌법 ․정치  함

의를 시사하고 있다. 즉 그 발언은 ‘행정수도이 을 추진한 노무  정부의 주요 

공직자들은 탄핵감에 해당하고, 이를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은 사퇴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비 을 잠재 으로 담고 있는 것이다. 만약 헌법재 소의 결

로 헌법 개정에 해당하는 사안을 국민투표에 회부하지 않음으로써 국민투표권

을 침해했다는 논리를 받아들인다면, 노무  정부는 물론이고 특별조치법을 통과

시킨 국회 역시, 부정투표나 불법개표 등의 작 를 통해 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침

해한 것과 마찬가지로, 부작 에 의해 국민투표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있다. 어

떤 의미에서 후자는 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아  처음부터 쇄했기 때문에 자

보다 더 한 법행 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취임 후 노무  통

령이 행한 선거에서의 립의무를 반한 발언이나 재신임을 묻기 한 국민투

18) 당시 한나라당의 전여옥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마음 속 깊이 상처 입었을 충청도민
에게 위로를 드린다. 한나라당도 국민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신행정수도특별법을 통과
시켰던 데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는데(국민일보 2004/10/21), 이는 국민의 뜻을 헤아리
지 못한 점에 대한 정치 도의적 책임만을 언급한 것으로, 전여옥 대변인 역시 한나라
당의 헌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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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실시 의사표명 등이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단하기에 탄핵의 사유가 될 만큼 

한 법행 라면, 헌법 개정에 해당하는 정책을 헌법  차를 거치지 않고 

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추진하려고 한 노무  통령이나 이를 통

과시킨 국회의 다수 의원들 역시 (고의 여부를 떠나) 법행 를 지른 것으

로서 탄핵이나 국회의원직 사퇴 사유가 된다는 것이다.19)  

그런데 지 까지 진행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사법  검토)의 충돌에 한 논

의는 일원  민주주의 (monistic view of democracy)에 따른 것이다. 곧 선거에

서 승리하여 다수의 지지를 획득한 통령이나 국회의 다수당은 다음 선거까지 

국가의 요한 정책이나 법률을 자신들이 하다고 단하는 바에 따라 채택

하거나 제정할 수 있으며, 선거에서의 승자에 한 제도 인 견제는 반민주 이

라는 것이다. 이 입장에 따르면 민주  표성도 미흡한 헌법재 소를 포함한 사

법부가 재 을 통해 국회나 정부의 결정을 복시킨다면, 이는 명백히 반민주

인 것이다. 

그러나 이원  민주주의 (dualist view of democracy)에 따르면, 주권의 임

을 받은 국회의 다수 나 통령의 결정이 곧바로 다수의 지배로 승인되지 않으

며, 국정의 요한 안이나 사법 으로 문제가 제기된 사안( 헌 법령심사, 헌법

소원의 상이 된 사안)에 해서는 국민 여론 다수의 지지나 사법부의 검토에 

의해 사법  확인을 받을 것이 요청된다.20) 이 에서 국정의 요한 안은 국

회나 정부의 일원  다수의 동의가 아니라 ‘ 첩  다수’(overlapping majorities)

의 동의를 요청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통령이 결정한 정책이나 국회가 제

정한 법률이 심각한 국론분열을 야기하는 등 커다란 논란의 상이 될 경우 다

수 국민의 지지 는 사법  검토를 통한 사법부의 ‘소극  지지’21)를 얻을 때 

19) 물론 탄핵을 소추할 수 있는 대부분의 국회의원이 사퇴해야 한다면, 새로 국회가 구성
될 때까지 일종의 헌법불능 또는 헌법흠결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필자의 
이런 의문은 ‘정치의 사법화’의 논리를 극단적으로 진행시켜 본 것으로 정치 현실적으
로 한국의 헌정질서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임은 물론이다. 정치의 사법화의 의의와 한
계에 대해서는 김종철(2005)을 참조할 것. 

20) 일원적 민주주의와 이원적 민주주의에 대한 필자의 구분은 애커만(Bruce Ackerman)의 
구분에 착안한 것이지만, 그의 구분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Ackerman 1991, 1-33). 

21)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법률심사나 헌법소원과 관련하여, 정부나 국회의 결정에 반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 6인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하지만 ‘중첩적 다수’의 경우에는 정부, 
국회, 사법부 및 국민 여론의 동의가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부나 국회
는 과반수에 미달하는 4인 이상의 지지를 확보할 경우에도 자신들의 결정에 대한 사
법부의 승인을 받는 셈이라는 점을 말하기 위해 ‘소극적 지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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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소 민주 인 다수의 지배로 승인되는 것이다. 

이런 논리는 의회의 다수 는 통령의 입장이 국민 다수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민주 으로 보정하는 함의를 갖는

다. 의민주제를 채택한다고 해도 주권자인 국민의 집합  의사는 여 히 요

한 정치  향력을 행사한다. 더욱이 오늘날에는 정보사회의 도래와 함께 국민

의 집합  의사(=민의, 여론)를 집계하고 악하여 정책이나 입법에 반 하는 것

은 과거와 달리 매우 용이한 일이 되었다.22) 일반 국민의 여론은 수많은 언론매

체와 사이버 공간을 통해 끊임없이 확산․유포되고,  수렴․결집되고 있다. 과

거 의민주주의를 정당화하는 데에는 요한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일반 국민

의 정치  식견을 신뢰하기 힘들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수많은 국

민이 동시에 한 장소에 모여 집단  숙의와 결정을 내리기 힘들다( 는 일반 국

민의 의견을 수렴․집계하기가 어렵다)는 행정 인 이유도 작용하고 있었다. 그

러나 정보사회의 도래로 이러한 행정 인 어려움이 상당한 수 에서 극복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민주주의에서 의제도의 정치  비 은 19세기 민주주의에

서보다 차 감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지도자와 일반 시민의 정치  상호작용은 요한 정치  

변수로 부각되며, 일반 국민의 여론이 차지하는 정치  비 도 증 하고 있다. 

따라서 의민주주의를 취하더라도 오늘날 선거에서 다수표를 획득한 정치가나 

정당은, 과거처럼 다음 선거까지 임된 주권을 국민과의 감응 없이 국민  다수

의 이름으로 일 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국민  다수의 지지를 

확인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게 된다. 다시 말해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나 정치지도자의 민주  정당성은 다음 선거까지 포 으로 부여된 것이 아니

라, 이제 국민  지지의 부침에 따라 지속 으로 확인되고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

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민주국가에서 여론조사기 과 언론매체는 통령이나 정

당에 한 국민의 지지도를 조사하고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의민주제를 취하더라도 주권자인 국민의 집합  의사를 국정의 지침

으로 삼아야 한다는 이원  민주주의 을 취하면, 통령 탄핵 심 과 행정수도

이  헌 결을 보는 우리의 시각 역시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된다. 이런 이원  

민주주의 에 따라 탄핵사태를 보면, 국민의 표로서 선출된 의회의 의사와 국

22) 물론 동시에 설문의 교묘한 조작, 표본추출방법의 편향성 등에 의한 여론조사 결과의 
왜곡 현상이 중요한 문제로 거론되기도 한다는 점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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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집합  의사가 충돌할 때 ‘ 의민주제 하에서 일단 국회에 표권(주권의 

행사)을 임한 이상 국민은 묵묵히 복종하여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당연히 제기

된다. 당시 탄핵 소추를 결의하는 데 앞장선 정당들의 지도부는 일반 시민들의 

촛불시 , 가두시  등 격렬한 반발에 직면하여, 일단 헌법재 소의 심 을 기다

리라는 식의 응을 하면서 이런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 묘한’ 

기회를 통해 자신들의 의사를 표출할 수 있었다. 탄핵 소추 결의 후 실시된 17

 총선에서 국민들은 주권을 행사하여 탄핵 소추에 앞장선 정당들의 후보들을 

거 낙선시키고 다수당으로서 한나라당의 지 를 박탈함으로써 그들을 응징했

던 것이다. 따라서 만약 총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무시하고 헌법재 소가 노무  

통령에 해 탄핵 결정을 내렸더라면, 한국정치는 측할 수 없는 헌정  기

로 내몰렸을 것이다. 노무  통령의 탄핵에 한 한, 국민의 집합  의사는 국

회의 탄핵 소추 이 이나 이후에도, 그리고 헌법재 소의 결 이 까지도 곧 

탄핵에 반 하는 입장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한편 이원  민주주의론의 입장에서 ‘특별조치법’에 한 헌 결을 볼 때, 

우리는 노무  정부의 최  국정과제인 행정수도 이 에 한 국민의 지지가 취

임 에 히 증가했다가 그 후 지속 으로 감소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하

게 된다. <한겨 신문>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행정수도 이 에 한 국민여론은, 

노무  통령 취임을 후한 2003년 2월에는 국민의 57%가 찬성함으로써 통

령 선거 이 보다 찬성이 18% 정도 증가했으며 동시에 사 에 국민의 의견을 

묻되 국회통과 차(17.1%)보다는 국민투표 차(80.4%)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겨 신문 2003/02/26). 그러나 2004년 6월 <한겨 신문>의 

여론조사에서는 서울에서 충청지역으로 행정수도를 옮기는 것에 한 찬성과 반

 의견이 각각 40.1%와 42.9%(무응답은 17.0%)로 반 의견이 다소 우세한 것

으로 집계되었다(한겨 신문 2004/06/14). 나아가 헌법재 소의 결을 2개월 앞

에 둔 2004년 8월 에 여론조사 문기 인 < 리서치연구소>가 행한 조사에 

따르면, 찬성이 36.7%, 반 는 57.4%로 이제 반 의견이 찬성의견보다 20% 가

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동아일보 2004/08/08). 그리고 이러한 조사에서 일 되

게 발견되는 사실은 곧 60% 이상의 응답자가 수도이 에 해 국민투표의 실

시를 요구했다는 이다. 이런 사실은 결 이후에도 확인되는데, 한국방송공사

(KBS)가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 소 결 직후 국의 성인남녀를 상으로 

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우 잘한 결정’이 38.6%, ‘ 체로 잘한 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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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등 도합 체 응답자의 63.3%가 ‘잘했다’고 답한 반면, ‘잘못했다’는 응답

은 32.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국민들의 60% 이상이 헌법재 소의 결

을 지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안 2004/10/22).

이처럼 국민의 다수가 행정수도 이 에 반 하고  추진하더라도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노무  정부는 2004년 총선 이후 야당과 반 세력들

이 행정수도 이 계획에 해 문제를 제기했을 때, 행정수도 이 계획을 축소조

정 는 철회하든지 아니면 헌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국민투표회부나 헌법 개

정 등 다른 정치  방안을 강구해서 국민  합의과정을 거쳤어야 했을 것이다.23) 

그러나 당시 국회의 다수를 확보하고 있던 열린우리당과 노무  정부는 자신들

이 총선에서의 승리를 통해 국민의 주권을 포 으로 임받았다고 확신하는 

일원  민주주의 에 심취한 나머지, 국민 다수의 반 를 정치의 합목 성의 차

원에서 고려하지 않았다. 당시 정부와 열린우리당  그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행정수도이  등 개 에 반 하는 보수 세력의 책동에 헌법재 소 역시 공모하

여 법치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다수의 지배)를 복했다고 비 하고 싶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국민 다수가 일 되게 행정수도 이 에 반 했다는 사실을 고려

한다면, 이런 비 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상황을 바꾸어 최근 이명박 통

령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웠고 취임 후 추진하려고 하는 운하건설에 해 반

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런 비 의 취약성을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만

약 이명박 정부와 국회의 다수석을 확보한 한나라당이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된) 

다수 국민의 반 를 무릅쓰고 운하 건설계획을 추진한다면,24) 이에 반 하는 

정치세력이나 일반 국민은 이를 민주  결정에 의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

가? 앞에서 제시한 이원  민주주의 에 따른다면, 그런 결정을 민주  결정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론 으로 탄핵사건과 행정수도이  결에서 헌법재 소의 결정은 의  

다수의 결정이 아니라 국민  다수의 의사를 수용한 것이었다. 따라서 형식 으

23) 당시 대통령 지지도가 낮은 것은 물론 국민 여론을 감안할 때 국민투표 통과를 낙관
할 수 없었던 노무현 정부는, 행정수도 이전정책에 관한 국민투표는 법 규정과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국민투표에 회부하지 않았다. 

24) 물론 최근 <중앙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18대 의원 35%가 “환경 보존에 역
행하므로 무조건 폐지해야 한다”고 답하고, 50%가 “국민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때까지 
보류해야 한다”고 답함으로써, 대운하 건설 계획에 대해 ‘폐지나 보류’가 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앙일보 2008/05/17). 흥미로운 점은 행정수도이전 위헌 판결을 교훈으
로 삼아 국회의원의 다수 역시 이원적 민주주의관의 입장에서 답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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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충돌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원  민주주의의 견지에서 

보면 의  다수와 직  다수의 충돌에서 헌법재 소가 직  다수의 손을 

들어  것으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이다. 정치학자의 입장에서 볼 때, 탄핵 심

이나 행정수도이  결에서 헌법재 소는 애커만(Bruce Ackerman)이 말한 로, 

“자신들의 신  조치에 해 범 하고 심층 인 인민의 지지를 얻는 데 실

패한 정치엘리트에 의한 [민주주의의] 침식에 항해” 국민 다수의 의사를 존

함으로써 “민주주의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Ackerman 1991, 10). 이처럼 두 

사건에 해 헌법재 소는 민의의 수호자라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궁극 으로 

한국 민주주의에 의미심장한 기여를 한 셈이었다. 그리고 헌법재 소가 내린 

결의 결론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법리상의 심각한 결함에도 불구하고 정치 으로는 후폭풍을 일으키지 않

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 다 하더라도 법리상의 결함을 국민의 지지가 치유하

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장차 헌법재 소는 결문에 나타나는 법리상의 결함을 

개선하기 해 한층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국민의 표자인 정치엘리트의 행 가 으로 국민 다수

의 의견과 헌법재 소의 결에 의해 무효화, 무력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 비록 헌법재 소의 결이나 심 이 단심제이기 때문에 상소

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불편한 이 있지만, 통령이 추가 으로 탄핵 심

을 받을 만한 법행 를 지르면 국회의 다수는 다시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고, 행정수도이  헌 결 후의 정치  사태 개가 보여주듯이, 정부와 

의회의 다수 는 행정 심 복합도시건설을 한 일종의 후속 체입법을 통해 

헌법재 소의 결에 시된 논지를 우회하면서 자신들의 정치  목 을 원래

로 철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본래의 목 을 축소조정 는 변경함으로

써 부분 으로 본래의 목 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엘리트에게 허용된 

이런 정치  활동의 반경은, 의제  엘리트가 제기한 의제에 반응하는 방식으

로 형성되는 국민 여론의 소극  성격과 제기된 소송에 해서만 심 할 수밖에 

없는 사법제도의 수동  성격으로 인해 의외로 은 활동공간을 갖는다. 정치  

활동의 이런 여지는 헌법재 소의 단심제  결이 추구하는 정치  안정의 신

속한 확보를 기하는 동시에 의제  다수에게도 일정한 범  내에서 자유로운 

행 를 허용하는 민주  재량공간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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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충돌25)

1.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장애물로서 (신)자유주의

국의 사회학자인 마샬(T. H. Marshall)은 ( 국을 심으로 본) 서구의 민주

주의 발 사를 시민권의 확장과 련하여 3단계로 단순화시켜 고찰한 바 있다. 

첫 번째 단계가 략 18세기로서 시민권의 기본권  측면― 를 들어, 언론․사

상․종교의 자유 등 기본  인권의 보장―이 확보되는 국면이며, 두 번째 단계가 

략 19세기로서 시민권의 정치  측면, 곧 참정권이 실 되는 국면이고, 세 번

째 단계가 략 20세기로서 복지국가가 출 하여 시민권의 사회경제  측면이 

보장되는 국면이다(Marshall 1965, 4장). 이 도식에 따르면, 서구의 민주주의 발

사에서는 자유주의의 기본  인권보장과 참정권 확 를 통해 정치  민주주의

가 확보되고, 이후 사회민주주의 는 복지국가 이념의 확산과 더불어 일정한 수

에서 사회경제  민주주의가 실 되었다. 필자 역시 한국을 비롯한 비서구권 

국가의 민주주의의 발 단계를 ‘권 주의 체제 → 민주주의로의 이행 → 민주주

의의 정착(공고화) → 민주주의의 내포  심화’로 구분한 이 있다. 여기서 민주

주의의 ‘내포  심화’란 정치 ( 차 ) 민주주의가 실질  차원에서 민주화되는 

것, 곧 노동자․여성․(종교․인종․이념․문화 등의 면에서의) 소수집단․장애

자․노인․청소년 등 주변화되고 소외된 모든 계층의 정치  평등은 물론 실질

인 사회경제  평등이 확보되고, 나아가 민주주의의 실천이 단순히 공식 인 

정치 역에만 한정되지 않고, 직장․기업․학교․병원․가족 등 통상 사 인 

역으로 간주되는 일상 인 삶의 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포함한다. 요컨  내포

 심화는 (정치  평등의 제조건인) 사회경제  평등을 상당한 수 에서 확보

하고 참여민주주의를 확산시킴으로써 정치  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의 핵심 개

념인 ‘평등’과 ‘참여’( 는 극  자유)의 요소가 강화되는 것을 그 요체로 한다

25) 민주화 이전의 한국정치에서는 권위주의가 자유민주주의를 압도했기 때문에, 자유주의
와 민주주의의 충돌을 논할 수 있는 이념적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던 반면, 민주화 이후
의 한국정치에서는 복지정책의 도입 등 사회경제적 개혁과 관련하여 민주주의와 자유주
의의 충돌이 예견되었다. 그러나 냉전 종언과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수반된 세계사적 이
념지형의 급격한 변형에 따라,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가 맞이한 것은 과거의 서구 
민주국가들처럼 자유주의의 소극적⋅수세적 저항이 아니라 시장원리주의에 입각한 신자
유주의의 적극적⋅공세적 저항이었다. 따라서 필자가 아래에서 한국적 맥락과 관련시켜 
다루는 것은 주로 ‘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충돌이라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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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인 1998, 69-72).

압축  민주화를 경험해 온 한국의 경우에는 1987년 민주화 이후의 변화가 주

로 시민권의 기본  인권과 참정권이 명실상부하게 확보되는 과정이었으며, 이제 

이와 더불어 한국 민주주의는 사회  시민권 는 민주주의의 내포  심화를 달

성해야 하는 단계에 진입해 있다. 그러나 1997년 융 기를 극복하기 해 본

격 으로 도입된 신자유주의  개 은 이런 과제의 달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 특

히 민주주의의 내포  심화에 해당하는 사회민주주의나 참여민주주의는 ‘시장에 

항하는 정치’ 는 ‘시장의 횡을 거부하는 민주주의’로서의 속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는데, ‘큰 시장, 작은 정부’를 모토로 하면서 시장지상주의  자유주의

의 성향을 띤 신자유주의는 더욱 더 민주주의의 내포  심화에 이게 마련

이다.

서구의 선진 민주국가들 역시 ‘두 국민 헤게모니 로젝트’ 는 ‘20  80의 

사회’로 상징되는  지구  신자유주의의 공세에 의해 지 까지 성취한 사회민

주주의  성과를 잠식당해 왔다. 그러나 한국은 사회경제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시도를 본격 으로 시작해보기도 에 신자유주의의 거센 고를 맞이했고, 상

으로 진보 이었던 김 -노무  정부 역시 노동자  빈자를 한 보상 인 

분배정책을 제 로 수립․실천하지 못한 채 신자유주의  개 을 실시하도록 강

요받았다.26) 신자유주의  개 은 자본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해 시장의 

자율성을 최 화하고자 하는데, 국가주도 경제성장의 결과 왜곡된 시장이 제 로 

개 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는  다른 부작용을 래하고 있다. 김  정부 이

후 추진된 일련의 경제 개 이 왜곡된 시장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한 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국가주도의 경제발 과정에서 형

성된 재벌 주의 경제구조, 곧 불평등하고 비 칭  경제  구조가 상 으로 

평등하고 칭 인 것으로 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의 자율성 보장과 확

는 단지 사회경제  불평등을 더욱 증폭․심화시키는 데 기여할 뿐이다(이 일 

2003, 229). 그 결과 과거에 국제 인 냉 질서와 반공주의가 정치  민주화의 

걸림돌로 작용한 것처럼, 이제는 신자유주의  세계경제질서와 이에 부응하는 신

26) 통계청이 지난 5월 23일 발표한 1⋅4분기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731만 2천원) 대비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86만 9천원)은 8.41:1
로, 200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소득격차가 최대로 벌어졌음을 보여준다(한겨레
신문 200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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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개 이 한국 민주주의의 심화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2. 민주화 이후 한국정치에서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충돌

최근 한국정치에서 ‘헌법 등 지기’라는 스러운 별명을 얻을 정도로 법의 

지배를 철하는 데 헌신해 온 이석연 변호사는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우

리 헌법과 자신이 추구하는 헌법가치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내지 법 차)를 제시했다(이석연 2003). 그러나 그는 좁

게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의 긴장과 충돌, 넓게는 법치주의․자유주의․시

장경제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민주주의 사이의 긴장을 심각하게 의식하지 않

는 것 같다.27) 이석연 변호사는 우리 헌법상 보장된 민주주의를 최소한의 민주주

의로 이해하여 자유주의의 틀 내에서 작동하는 민주주의로 상정한다. “시민운동

도 헌법  테두리에서, 시장경쟁과 자유주의 정신의 테두리에서 해야 한다”(이석

연 2004, 534). 나아가 그는 부분의 헌법학자들과 달리 “우리 헌법은 경제에 

한 국가의 조정을 최소화한 법리를 용해 ‘자유시장경제원리’를 채택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제는 민주화의 상이 아니다”라고 못을 박는다(이석연 2004, 

533). 그러나 이석연 변호사의 입장에서처럼 민주주의를 최소한으로 정의하면 민

주주의는 자유주의의 부분집합으로서 양자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지만, 사회경제

 민주화와 참여민주주의를 민주주의의 핵심  의제로 보는 입장에 따르면 민

주주의와 자유주의의 충돌은 필연 이다.28) 

역사 으로 미의 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의 충돌이라는 형태로 

일어나는 갈등은 그 내용상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충돌을 함축하는 경우가 많

았다. 표 으로 미국의 루스벨트 통령이 뉴딜정책을 실시하면서 의회에서 통

과시켰던 많은 법들은 연방 법원에 의해 헌 결을 받음으로써 무력화되었는

데, 거기서 빚어진 다수의 지배와 법의 지배의 충돌은 그 내용상으로는 민주주의

27) 여기서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에 보완적이기도 하고 갈등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석연 
변호사는 법치주의를 주로 적법절차로 이해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가 아니라 형식
적 법치주의 수준에서 해석하고 있는 듯하다.

28) 물론 필자가 앞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구분할 실익을 부정하면서 검토
했던 우리 헌법의 여러 조항들은, 이석연 변호사의 주장과 달리, 우리 헌법이 민주주
의와 자유주의를 조화시키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하에서 
한국정치를 놓고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충돌에 관해 논의하는 것이 우리 헌법을 비
판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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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자유주의(특히 사유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의 보장)의 충돌이었다(Freejohn and 

Pasquino 2003, 257).

한국정치에서도 김 -노무  정부에 들어와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본격 인 

충돌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를 들어, 2004년 10월 20일 열린우리당이 4  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행정수도이  헌 결로 기세가 오른 한나라당과 보

수우익단체들은 개 법안의 헌 가능성을 주장하면서, 여당의 안 로 개  법안

이 통과되는 경우에는 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이런 응은 

의회의 다수를 차지한 여당이 수  우세를 내세워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헌법소

원을 제기한다는 략을 채택한 것으로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충돌을 고하

는 것이었다. 당시 4  법안은 ‘국가보안법 폐지안  형법  개정 법률안’(이

하 ‘국가보안법’),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한 개정 법률안’(이하 ‘언론 계

법’), ‘사립학교법  개정 법률안’(이하 ‘사립학교법’), ‘진실규명과 화해를 한 

기본법안  일제강  하 친일반민족행  진상규명에 한 특별법’(이하 ‘과거사

법’)이었다. 그런데 여당의 개  법안은 처음부터 헌 논쟁에 말려들었다. 그러

나 표 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과 련된 ‘국가보안법’의 폐지 문제는 마샬의 

분류에 따르면 사실상 자유주의  의제에 속하는 시민  기본권의 문제에 속하

기 때문에 굳이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충돌의 문제로 볼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한편 ‘언론 계법’과 ‘사립학교법’에 반 하는 의원들은 개정법이 재산권 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23조 제1항(+제37조 제2항)을 배한다는 근거로 헌 논쟁을 제

기했다. 이는 법치주의가 사유 재산권 등 자유주의  가치를 옹호하기 해 동원

된 것이다.

이처럼 4  개 법안의 경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충돌이 형식 으로 다

수의 지배라는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의 충돌로 표면화되었지만, 그 일부는 사실

상 내용면에서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충돌이었다. 물론 4  개  법안을 둘러싼 

모든 공방이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충돌과 련된 것은 아니지만, 계약  시장

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의 존 에 근거하여 사회경제  개 이나 복지확 를 추구

하는 정책에 해 필요하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한나라당의 입장은, 열린

우리당이 국회 내 다수를 활용하여 그런 정책과 입법을 추구할 경우 헌법재 소

의 결을 통해 자신들의 자유주의  이념과 가치를 방어하겠다는 것이기 때문

이다. 여기서 그러한 자유주의  신념과 가치는 ‘큰 시장, 작은 정부’라는 모토 

하에서 가  모든 결정을 시장에 맡김으로써 정부의 역할을 축소시키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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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다. 

신자유주의는 자본과 시장의 무제한의 자유를 옹호하는 시장지상주의  자유

주의로서, 우선 으로 돈에 의해 뒷받침되는 시장에서의 자유는 사실상 강한 자

의 자유와 횡을 표상한다. 이들에게 정부는 비효율성과 무능 그리고 자유의 제

한과 억압을 상징한다. 그러나 민주  정부를 지지하는 세력들에게 정부는 다수

의 지배, 공공성의 상징인 것이다. 따라서 사유재산의 존 과 자유 시장을 명분

으로 사회 ․정치 으로 요한 사안을 개인의 자유와 자유방임  시장에 맡기

는 것은 민주  통제를 포기하고, 공 인 사안을 강한 자의 횡과 시장의 횡포

에 맡기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공기업을 민 화하는 것, 국민건강을 담보하는 의

료보험 등 각종 복지제도나 공공서비스를 민 화하거나 시장화하는 것은, 그것이 

사회  약자의 보호를 한 공공  규제 장치를 수반하지 않는 한, 자본과 시장

의 자유를 극 화함으로써 민주  통제의 역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민주 이 된다.29) 이처럼 오늘날 한국사회에 횡행하는 신자유주의는 공

공성이 높은 수많은 의제들을 사사화(privatization: 사유화, 민 화)30)하거나 시장

29) 필자는 2005년 헌법실무연구회에서 발표한 논문에서 거의 무제한적으로 축적이 허용
된 사유재산이, 삼성의 비자금 조성 및 불법 로비사건을 통해 나타난 것처럼 사적 영
역에서 전제를 자행할 뿐만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의 정치적 민주주의마저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사유재산권의 엄격한 보호를 강조하는 자유주의는 
사적 영역에서는 물론 공적 영역에서도 힘없는 다수를 거대한 경제적 부를 축적한 특
권화된 소수의 전제에 방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고 나서 한국사회
를 특징짓는 거대기업(재벌), 거대 언론사, 사학재단 등이 법상으로는 사유재산에 속하
지만, 그 사유재산권의 행사는 접근가능성(access)이나 영향(impact) 면에서 공공복리나 
공공필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적 통제(public control)를 받는 것이 당연
하다는 논지를 전개했는데, 이는 공정거래법의 입법정신이기도 하다(강정인 2005 참
조).

30) 우리 정치학계에서는 ‘프라이비타이제이션’(privatization)을 ‘사유화’ 또는 ‘사인화’로 
번역하는 경향이 있는데 좀 더 정확한 번역어로는 사사화(私事化; ‘사사로운 일로 만
든다’; 이로 인해 정치학에서는 부패의 의미도 함축한다)가 합당하다. 경제학에서 프라
이비타이제이션은 국영기업의 ‘민영화’, 국유화에 대응하는 개념일 경우 ‘사유화’로 옮
겨지는 등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다. 경제학에서 프라이비타이제이션은 긍정적인 언어
로, 정치학에서는 부정적인 언어로 사용되는데, 이런 사실 역시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시장의 자유, 자본주의 등)의 갈등관계를 시사하고 있다. 이와 달리 정치학에서 ‘정치
화’(politicization)는 민주주의의 도래와 함께 긍정적으로 사용된다. 정치화는 일반 국민
이나 국민의 대표자 또는 공직자들이 사적인 또는 사회적인 갈등을 정치화(정치쟁점
화, 정치문제화)시켜 갈등을 정치적 언어(시민의 권리와 의무, 공공선과 정의, 자유와 
평등 등)로 표현하고, 공적 영역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대안들을 심의⋅숙고하면서 정
치적 해결을 강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여대생 취업문제, 직장에서의 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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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여 공  역의 밖에 둠으로써, 곧 시장과 자본 그리고 개인들의 사  결정

에 맡기고 민주  토론과 결정의 상 밖에 설정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범 를 극

도로 제약하고 축시키려 시도하고 있다.

서구의 역사를 보더라도, 보통선거권이 보장된 이후 다수의 지배로 인해 기득

권을 수호하기가 어렵게 된 자유주의 세력은 정치  의제설정권을 선 함으로써 

다수의 지배가 철되는 민주  역을 축소하고자 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자유

주의  기본권(인권)을 ‘다수의 지배’에 의해서도 침해하지 못하게 한 것은 커다

란 수확으로서 자유민주주의 는 입헌민주주의의 귀 한 성취 다.31) 그러나 자

유주의는 한 사유재산에 기반한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과 자유로운 시장의 결

정에 방임되는 역을 확 함으로써 민주  결정의 범 를 축소하고자 했다. 그

리하여 오늘날 시장지상주의  신자유주의는 고 인 야경국가 으로 돌아가 

국제정치 역, 국가안보나 치안유지를 제외한 거의 모든 역에서 비효율성이나 

부패를 이유로 정부의 개입을 축소하고 개인과 시장의 자유에 내맡길 것을 주장

한다. 이와 달리 민주주의는 어느 것이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과 자유로운 시장의 

결정에 맡겨져야 하는지는 민주  다수가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충돌은, 자유민주주의가 주로 국과 미국의 산물이듯

이, 미식 민주주의에 형 인 것이다. 민주화가 국이나 미국보다 늦게 시작

된 유럽 륙에서는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충돌이 미처럼 두드러지지 않았다. 

랑스의 경우에는 국가와 공동체의 연 성, 애국주의, 시민의 참여를 시하는 

공화주의가 심  이데올로기로서 민주화를 선도했고,  사회주의(  공화주의)

가 정치에 극 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자유주의(  공화주의)의 력이 약했으

며, 따라서 복지와 분배를 확 하는 정책에 해 자유주의가 국이나 미국처럼 

강력한 반 를 제기하지 않았다. 독일에서도 비스마르크가 일 이 1880년 부터 

사회주의자들을 탄압하면서 권 주의 인 온정주의 통에서 비롯된 보수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사회보장정책을 선진 으로 도입했으며, 당시 세력이 약했던 자

롱 문제를 정치(문제)화하겠다’고 했을 때, 이는 이 문제를 사적인 영역에 국한된 개인
의 자유와 책임의 문제, 시장의 자유에 맡겨야 하는 문제로 방치하지 않고, 공적인 영
역에서 의제화하고 공적인 정책과 입법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여 집행하겠다는 말이
며, 이로 인해 그 문제가 사적인 또는 시장의 영역에서 민주적 결정, 다수의 결정이라
는 공공의 통제로 이전하는 것을 뜻한다. 

31)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의 침해를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



姜 正 仁 [서울 학교 法學 제49권 제3호 : 40∼7568

유주의자의 반 는 쉽게 무력화되었다. 반 으로 볼 때, 2차  이후에도 공

산당, 사회민주당, 노동조합 등 사회주의 세력이 상당한 정치  지분을 확보하고 

있던 유럽 륙의 민주국가에서 자유주의는 분배와 복지 정책을 사유재산의 존

과 법의 지배를 주장하면서 효과 으로 무력화시킬 수 없었다. 이와 달리 정부의 

간섭과 개입에 강하게 항하는 개인주의 ․자유방임주의  자유주의의 통이 

강한 국과 미국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을 자유주의 세력이 강력하게 반

했다. 이런 역사  통의 차이 때문에 신자유주의가 득세한 이후에도(신자유주

의의 진원지인) 국과 미국에서는 복지제도가 신속하게 후퇴하고 해체된 반면, 

랑스․독일․이탈리아 등 사회민주주의의 통이 강한 국가에서는, 비록  세

계 인 신자유주의 압력에 차 굴복하고 있기는 있지만, 여 히 사회복지제도의 

감축이 진 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통시 부터 권 주의 시 에 이르기까지 연고주의, 집단주

의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고 개인주의  자유주의의 통이 미약하기 때문에 시

장지상주의  자유주의의 정착은 쉽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997년 

융 기 이후 진행된 구조조정정책으로 인해 노동의 유연성 확보를 포함한 신자

유주의  개 이 강요되었고, 시장지상주의 인 자유주의의 최  수혜자로 떠오

른 기업을 심으로 하는 세력들이 신자유주의를 극 으로 개해 왔다. 그

리하여 경련과 긴 한 련을 맺고 있는 자유기업센터와 자유기업원, 한국 하

크 소사이어티  미국식 경제학의 세례를 받은 경제학자들이 신자유주의의 

복음을 하는 데 앞장서 왔다. 한국정치의 이념  지형에서 이들이 상 으

로 막강한 자 ․조직․지식․언론을 동원하여 신자유주의 교리를 설 할 수 있

었던 데 반해, 이를 지할 수 있는 사회민주주의세력은 모든 면에서 매우 취약

했기 때문에, 이제 시장과 자본의 자유는 ‘선진화’라는 담론과 함께 공공재로서

의 성격을 우선 으로 부여받게 되었고, 시장의 무제한한 자유에 반 하고 정부

의 개입을 통해 분배와 복지를 추구하는 정책은 ‘좌 ’라는 딱지를 부여받게 되

었다.32) 과거에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진세력을 좌 라고 불 는데, 이제 시

장의 무제한한 자유에 반 하는 모든 세력을 좌 라 부름으로써, 시장의 무한자

유에 발맞추어 좌 의 외연 역시 무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 다. 이들은 더 이

32) 다만 보수주의의 다른 요소인 ‘단일민족’이라는 보수적 민족주의의 신화와 ‘국리민복’
이라는 유교적인 위민사상의 전통 때문에 한국사회에서 시장지상주의자들이 원하는 
만큼 신자유주의가 계속 위세를 떨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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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우리 헌법이 허용하고 인정하는 민주세력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자유민주

주의의 수호’를 해 선제공격이 가해져야 할 잠재  상인 ‘불온한 좌 ’가 되

었다. 반 로, ‘진정한 좌 ’는 물론 민주  개 세력에게, 시장의 무한자유를 옹

호하는 ‘자유민주주의’는 과거 권 주의 시 처럼 다시 한 번 ‘가까이 하기에는 

무나 먼 당신’으로 비쳐지게 되었다.33)

V. 글을 마치며34)

종래 한국정치에서 보수주의는 국가권력을 장악한 집권세력의 지배이데올로기

다. 그러나 개 인 김 -노무  정부에 들어와 집권세력의 교체가 상당한 

수 에서 이루어지면서, 집권 보수세력은 정국의 주도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

에 따라, 과거 집권세력의 비호 하에서 안주하고 있던 시민사회의 보수세력과 보

수언론은 보수행동주의, 뉴라이트 운동  포퓰리즘 담론공세를 통해 조직 ․이

념 으로 보수세력을 결집․동원하여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의 옹호를 명분으

로 내세우면서, (이  정권에 비해 상 으로) 민주주의의 내포  심화를 지향

하며 복지와 분배를 강조하고 시민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한 김 -노무  

정부를 ‘친북좌 ’ 정권 는 ‘포퓰리즘’(= 우정치) 정권으로 매도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그리고 안으로 신자유주의의 모토인 ‘작은 정부와 큰 시장’을 내세

웠다. 

여기서 ‘친북’이란 노무  정부가 (북한 인민에게 유례없는 인권탄압을 자행하

는) 김정일 독재정권을 상 로 북한의 인권문제에는 침묵하면서 화해와 력을 

추구하는 정책을 취하는 것을 비 하기 한 호칭이었지만, 동시에 노무  정부

에 포진해 있는 일부 386세 들이 과거 운동권 시 에 주체사상을 신 한 이른

바 ‘주사 ’ 다는 사실과 그들의 북정책을 연 시켜 의 불안감을 선동하

33) 뉴라이트 등 한국의 보수 세력이 자유민주주의를 이처럼 협소하게 해석하는 것을 경
계하기 위해서는,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가 복지와 분배에 중점을 두는 
사회민주주의를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유민주적 질서’와 ‘민주적 질서’, 
‘사회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굳이 구분할 실익이 없다는 홍성방 교수의 입장 
역시 경청할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홍성방 2008, 91-93). 

34) 이 글의 결론 부분은 강정인(2008)의 주요 내용을 압축적으로 요약하거나 발췌한 부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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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색깔공세도 내포하고 있었다. 앞에서도 언 한 것처럼, ‘좌 ’란 노무  정부

가 성장보다는 분배와 복지, 경쟁보다는 평등을 시함으로써 시장경제를 부정하

는 ‘좌 ’  정책을 추진한다는 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서구 민주주의에서 좌 가 정당성을 가지는 개념인데 반해, 앞에서 헌

법 조문과 국가보안법상의 ‘자유민주  기본질서’를 논할 때, 그리고 이석연식의 

자유민주주의를 검토하면서 언 했듯이, 민주화 이후 한국정치에서도 좌 는 여

히 정치  박해를 정당화하는 불온한 개념으로 남아 있다. 이처럼 좌  개념이 

지닌 선제 인(preemptive) 부정  효과 때문에, 이제 한국정치에서는 신자유주의

에 맞서 시장에 한 정부의 개입을 옹호하는 입장, 다시 말해 민주주의의 내포

 심화를 추진하는 세력은, 그 정도를 불문하고  그 목 과 이유의 정당성을 

고려할 필요도 없이, 과거의 ‘빨갱이’처럼 불온시되고 배척되는 담론효과의 희생

양이 된다. 이 에서 뉴라이트의 좌  개념은 다분히 의도 으로 설정되었다.35)

보수 세력이 보수행동주의와 뉴라이트 운동을 통해 김 -노무  개 정부를 

‘친북좌 ’ 정권으로 몰아붙이는 한편, 보수 언론과 지식인들은 개 정부를 ‘포퓰

리즘’(populism)이라는 담론 공세를 통해 압박했다. 포퓰리즘에 한 비 은 노무

 정부에 들어와서 더욱 강화되었는데, “보수  지식인들은 노무  통령이 사

상 최 의 ‘온라인 통령’이라는 과 참여정부가 인터넷 여론을 매우 시한다

는 에 주목하여 ‘인터넷 포퓰리즘’ 는 ‘디지털 포퓰리즘’이라는 새로운 형태

의 이데올로기  담론”을 개했다(이원태 2006, 95).36)

‘친북좌 ’라는 담론공세가 일반 국민으로부터 개 정부를 고립시키려는 공세

다면, ‘포퓰리즘’이라는 담론공세는 개 정부는 물론 이를 지지하는 국민들을 

싸잡아서 ‘인기 합주의’의 산물로, 민주주의의 타락된 형태인 ‘ 우(衆愚)정치’의 

표본으로 몰아세우는 담론 략이었다.37) 곧 포퓰리즘 담론을 통해 보수 세력은 

35) 그리고 이런 담론효과에 압도된 나머지, 심지어 한국의 진보진영마저 시장의 자유를 
주장하는 뉴라이트에 맞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라는 전통적 용어로 맞서는 대
신 ‘시장’ 대 ‘공공성’이라는 우회적 이분법을 사용하여 맞서고 있다. 다시 말해, ‘시장
의 자유’라는 무소불위의 신에 맞서 ‘신의 섭리에 대한 인간의 간섭’, 곧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감히 주장하지 못하고 ‘시장자유 대 공공성 강화’라는 우회로를 사용
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리게 된 것이다.

36) 여기서 자세히 논하지는 않겠지만, 인터넷 정치참여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정치참여로서 시민참여 거버넌스로 적극 유도함으로써 질적 심화
를 기하는 방향으로 순치되어야 할 것이다(이원태 2006, 100-101).

37) 본래 포퓰리즘이라는 개념은 ‘대중영합주의’와는 차이가 있는 개념인데, 보수언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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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정부가 제도권 정치, 특히 의회정치를 우회하여 국민에게 직  호소하고 

국민을 동원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치개 을 정당화하고, 경제정책에 한 지지를 

이끌어낸다고 비 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보수언론은 ‘포퓰리즘 = 다수의 지배 

= 우정치’라는 공식을 이끌어 내었다(홍윤기 2006, 22). 나아가 포퓰리즘에 

한 보수진 의 공격은 인민민주주의, 민 민주주의 등의 용어를 섞어 사용함으로

써 김 -노무  정부가 이념 으로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인 좌 정부

라는 색깔논쟁을 머 고 있기도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보수진 의 정치  방어선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은 민주

화 이후 변화된 한국정치의 이념  지형을 반 하고 있다는 에서 주목할 만하

다. 첫째, 보수진 은 이제 과거처럼 경제발 의 필요성에 따라 권 주의를 옹호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라는 차원에서 

포퓰리즘을 비 하는 논변을 구사했다. 둘째, 보수진 의 이런 비 에는 한국 민

주주의가 이제 거의 완성된 것이나 다름없는 정 수 에 도달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가  민주화는 필요하지 않으며, 따라서 김 -노무  정부가 추구하

는 ‘더 많은’ 민주주의의 추구는 다만 민주주의의 타락된 형태인 우정치나 포

퓰리즘에 불과하다는 논리가 함축되어 있다. 이처럼 보수진 은 사회경제  평등

의 강화를 추구하는 분배와 복지에 반 하면서 시장과 사유재산의 자유를 주장

하고, 시민의 정치참여의 활성화를 반 하면서 슘페터가 주장한 바 있는 엘리트

주의 ( 의제 ) 민주주의를 옹호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옹호하는 자유민주주

의가 우리 헌법이 담아낼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최소한’이고 이들이 옹호하는 

시장의 자유가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사회국가의 원리를 심각하게 하고 있

다는 은 분명하다. 다시 말해, 서구와 달리 복지와 분배 정책이 미비한 신생 

민주국가인 한국의 경우 이들이 옹호하는 극우  자유민주주의가 경제 역에서 

자유와 시장경제에 한 강조를 통해 사회  약자의 경제  지 를 더욱 악화시

킴으로써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면, 재 성취한 정치  민주주의의 존립마

 태로울 수 있다.

투고일 2008. 8. 23   심사완료일 2008. 9. 10   게재확정일 2008. 9. 11

경우에는 ‘대중영합주의’라는 단어를 병기함으로써,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의 역사적 
경험과 기억 속에서 포퓰리즘 정권의 ‘중하층 계급에 대한 분배위주의 정책으로 인한 
경제실정’을 선택적으로 추려내어 ‘대중영합주의’ 또는 ‘대중선동정치’와 연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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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lash of Liberal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in Korean Politics after Democratization

38)

Jung In Kang*

The purpose of this essay is to examine the clash of liberal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in the context of Korean politics after democratization. The essay 
consists of three parts. First of all, the author made the argument that the 
distinction between liberal democracy and social democracy is not of much 
relevance, as both have converged in terms of their ideology and policy-orientation 
in Western and non-Western democracies, although both have different historical 
origins. In order to confirm such convergence in Korea as well, he briefly 
reviewed clauses related to the basic economic order in the Korean Constitution. 
Then, although he agrees to the general interpretation that the “liberal democratic 
order” and the “democratic order” both of which appear in the Constitution are 
almost the same in their meanings, he attempted to show that the former has 
strong anti-communist element than the latter and that this legacy still remains 
strong, considering the origin of their insertion into the Constitution and the current 
legal and political practices. Second, the author examined whether the two 
consitutional cases related to President Roh Moo Hyun’s impeachment and moving 
the administrative capital from Seoul to Gongju area can be considered the clash of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and, then, came to the conclusion that these cases 
should not be considered the serious example of such clash. Finally, he suggested 
the argument that an impending clash of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is more 
likely to appear in the form of the clash between democracy and (neo-) liberalism.

Key words: liberal democracy, social democracy, democracy, liberalism, 
neo-liberalism, democratic basic order, liberal democratic basic order, 
the rule of law, anti-communism, the constitutional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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