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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比較 社會․文化的 文脈에서 본 

司法積極主義와 司法消極主義*

―하나의 探索―

1)

崔 大 權**

Ⅰ. 머리말

한국의 위헌법률심사를 사법적극주의로 성격 지을 수 있는 반면에 일본의 위

헌법률심사는 사법소극주의로 성격 지을 수 있다. 한국의 그것과 비교할 때에 일

본에는 마치 위헌법률심사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보일 정도로 소극적이다. 

바로 이러한 차이의 표출은 왜 그러할까 하는 흥미로운 질문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그것은 위헌법률심사 제도의 점을 제외한다면 한국과 일본은 대단히 

유사한 법 및 법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러하다. 이 글은 어떠한 요인

이 그러한 차이를 가져오는 것일까의 설명을 탐색해 보려는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차이를 설명해주는 요인으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분명한 요인 하나는 사

법심사의 제도적 차이이다. 일본에서는 최고재판소를 정점으로 하여 일반법원이 

위헌법률심사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대법원과 별개인 헌법재판소

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이 제도의 차이만으로 위의 차이를 충분히 설

명해 낼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필경 그러하지 못하리라 생각되는데, 그 이유는 

한국과 일본사회는 사법심사제도를 제외하고는 대단히 유사한 법제도․사법제도

를 가지고 있는 위에, 법보다는 사회적 조화(social harmony)를 우선시 한다든지 

다수결보다는 전원일치의 의사결정(consensus)을 선호함과 같은, 아시아 공통의 

사회적․문화적 특징들을 공유하고 있고, 나아가 일반법원형이든 헌법재판소형이

든 위헌법률심사제도는 둘 다 모두 서양으로부터 수입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05학년도 연구지원비
의 보조를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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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제도의 차이가 설명력을 가진다면 어느 정도까지 그리고 어떠한 설명력을 가

지는 것일까?

한국과 일본 사이의 사법적극주의 대 사법소극주의의 차이를 설명해 줄 위헌

법률심사 제도 차이 이외의 요인들을 탐색하여 보려는 시도를 이곳에서 행하여 

보려고 한다. 이같은 비교연구는 두 나라 사이의 비교 법적․사법제도적 연구뿐

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단순한 외형적 유사성 및 차이점 비교를 뛰어 넘는, 

비교 사회․문화의 분석을 요구하게 되는 까닭에 결코 용이하지 아니할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한 만큼 이곳에서는 오로지 탐색적 작업만을 시도할 것이다. 그리

고 위의 설명을 위하여 대담한 주장을 전개하게 될 것이다.

Ⅱ. 韓國의 司法積極主義와 日本의 司法消極主義

그러면 우선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그 탄생(1987) 이래 어떻게 기능하여 왔는지 

살펴보자. 헌법재판소가 실제로 사법심사의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한 1988년 9월

부터 2004년 12월 31일 현재까지, 아주 최근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사건1)을 

포함하여, 총 10,772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었다(년 평균 634사건 가량). 그

리고 헌법재판소가 실제로 다룬 10,171사건 가운데 263건에서 문제의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違憲이라는 판정을 받았고, 79건에서는 憲法不合致 결정을 받았으며 

(문제의 입법을 헌법재판소가 지정하는 일정한 시점까지 헌법에 합치하도록 개정

할 것을 요구하며 만약 그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헌․무효가 된다), 48건에서

는 限定違憲 결정을 받았고(여타의 부분에서는 헌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28건에

서는 限定合憲 결정을 받았으며(여타의 부분에서는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217

건의 헌법소원사건에서는 헌법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認容되었다(즉 헌법적으로 

보장된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이 헌법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

여졌다).2) 그러한 만큼 결국 전반적으로 635개의 사건에서 전체적으로나 부분적

으로 문제의 입법이 위헌결정을 받았고, 836건의 사건에서 합헌결정을 받았으며, 

3,385건의 사건은 棄却결정을 받았고, 4,905의 사건에서 却下결정을 받았다.

일본의 최고재판소가 위헌판결을 내린 바 있는 일본 판결의 수는 한국의 헌법

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사건 수와 아예 비교가 되지 아니한다. 반세기의 일본 

1) 2004.5.14. 결정 2004헌나1.
2) 헌법재판소공보 제96호, 8면(200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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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사에서 일본은 겨우 5, 6개의 위헌판결이 있었을 뿐이다. 1973년의 아이와 

尊屬殺人加重處罰위헌판결,3) 1975년의 히로시마 藥事法距離制限規定위헌판결,4) 

1985년의 森林法公有森林分割制限規定위헌판결,5) 1976년의 치바 衆議院定數配分

規定위헌판결,6) 1989년의 衆議院定數配分規定위헌판결,7) 2002년의 郵便法損害賠

償制限規定위헌판결8) 등이 그것이다. 이처럼 두 나라 사이의 사법심사에 관한 

통계 비교만으로도 일본이 사법소극주의인데 비해 한국은 사법적으로 상당히 적

극적임을 보여준다.

이곳에서는 정부의 행위(입법 등)가 사법적으로 違憲 결정을 받는 경우를 사법

적극주의(judicial activism)로 정의하고 合憲 결정을 받는 경우를 사법소극주의

(judicial passivism 혹은 restraint)로 정의하여 비교적 機械的으로 사법적극주의․

사법소극주의의 개념을 사용하 다. 그러한 만큼 이렇게 정의한 사법적극주의․

사법소극주의는 정치적 및 사회적․경제적 자유(또는 진보)주의 대 보수주의의 

구분과 관련이 없다. 사법적극주의는 수많은 결정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유주

의에 봉사하기도 하고 보수주의에 봉사하기도 한다. 사법소극주의도 또한 그러하

다. 그러므로 사법적극주의는 의회가 자유주의인데 사법부(헌법재판소 또는 최고

재판소)가 보수주의인 경우에나 혹은 사법부가 자유주의인데 의회가 보수주의인 

경우에 일어나게 된다.9)

사법적극주의․사법소극주의 개념의 사용과 관련된 또 한 가지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행위가 외형적․사법적으로는 합헌의 결정을 받았지만 그러

나 정부 행위의 원래의 또는 실제의 목표는 헌법해석의 방법을 통하여 좌절, 통

제 또는 제약되고 있는 결정의 유형도 존재하는 것이다.10) 위에서 언급한 헌법재

3) 문으로 된 일본의 헌법판례집으로 Lawrence W. Beer and Hiroshi Itoh, eds., The 
Constitutional Case Law of Japan, 1970 Through 1990(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96), 143-170면 참조.

4) 위 Beer and Itoh, eds., The Constitutional Case Law of Japan, 188-199면 참조.
5) 위 Beer and Itoh, eds., The Constitutional Case Law of Japan, 327-345면 참조.
6) 위 Beer and Itoh, eds., The Constitutional Case Law of Japan, 355-375면 참조.
7) 위 Beer and Itoh, eds., The Constitutional Case Law of Japan, 394-405면 참조.
8) 最高裁判所判決 平成 14․9․11 民集 56卷 7號 1439頁.
9) 崔大權, “憲法裁判所 決定의 政治的 意味”, 서울대학교 法學 제42권 3호, 1-27면, 특

히 14면 이하(2001). 예컨대 한국의 진보적 입법이라 할 수 있었던 소위 토지공개념
에 입각한 입법들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보수적 이유 때문에 
위헌결정을 받았다.

10) 일찍이 한국동란의 휴전 직후인 1953년 10월 8일에 한국의 憲法委員會가 내린 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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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소의 한정합헌, 한정위헌 등의 소위 變形決定은 이같은 유형에 속하는 결정의 

한 예일 것이다. 한정위헌결정은 제정법조항의 분리될 수 있는 부분만이 위헌이

고 그 조항의 다른 부분은 합헌인 경우에 내려지며, 한정합헌의 결정은 위헌인 

부분만이 위헌으로 판정받고 다른 부분은 합헌인 채 남아있는 경우에 내려진다. 

그러므로 제정법조항의 분리가능성(severability)이 이곳에서는 중요하다. 조항의 

분리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 조항은 전체적으로 위헌이나 합헌의 판정을 받

게 된다. 그러한 만큼 변형결정의 예에서도 사법적극주의의 정신을 읽을 수 있

다. 비교연구는 더 나은 분석을 위하여는 이러한 사례들도 다루어야 하리라 생각

된다. 다만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사법적극주의․사법소극주의의 구분만을 이곳

에서는 사용하려고 한다.

아무리 조심스럽게 접근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위에서와 같은 정신적인 적극

주의의 사례를 포함하여 분석한다고 할지라도, 한국의 사법심사는 적극주의이고 

그리고 일본의 그것이 소극주의인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말할 것도 없이, 사

법적극주의가 능사는 아니다. 다만 헌법적으로 부여된 사법심사의 권한을 행사함

에 있어 한국과 일본이 왜 그렇게 다를까 하는 지적 호기심이 생겨나는 것이 오

히려 자연스러울 뿐이다. 입법에 대한 사법심사의 점에서 한국과 일본을 차이나

게 만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Ⅲ. 關聯된 政治的 및 社會 文化的 要因들

1. 사회적 調和와 사회적 動力

일본의 사법소극주의의 원인을 일본 정치에도 스며든 사회적 調和(일본에서 

일컫는 “和”, social harmony)라는 일본 사회의 문화적 특질에 돌리는 것이 적절

하다고 생각한다.11) 사회적 조화의 다른 표현으로서 집단으로부터의 일탈과 같은 

정(1953헌심2)이 그 대표적 예이다. 이 결정은 아마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일본 헌
법판결의 유형인 合憲限定解釋이나 혹은 適用違憲 또는 違憲判斷回避의 한 예라고 말 
할만하다. 일본 헌법판결의 유형에 관하여, 口陽一, 憲法 I, (東京: 靑林書院, 1998), 
523-529면; 芦部信喜, 高橋和之 補訂, 憲法, 三版, (東京: 岩波書店, 2002), 357-359면. 
그리고 이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 일본판례들은 만약 문제된 사건들의 위헌성판
단이 한국의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행하여졌다면 아마도 한정합헌 또는 한정위헌의 결
정유형으로 내려졌으리라 생각된다.

11) 일본의 사법소극주의의 한 요인으로 일본 사회의 사회적 조화라는 문화적 특징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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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자기의사 표명을 어렵게 만드는 특질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개별행동을 

하는 개인에 대한 집단으로부터의 “왕따” 현상은 또 다른 표현형태라고 생각하

는 것이다. 일본사회의 특이한 정치적 결정의 형태는 다수결이 아니라 다양한 사

회적․정치 세력간의 조화(즉 타협)를 형성하는 全員一致의 형태라고 판단된다.12) 

이러한 문화적 특징은 입법으로 중요 변화를 이룩하기 위한 전원일치를 달성하

기 어렵게 만드는 경향을 동반한다. 그러나 입법부의 전원일치에 의한 결정에 따

라 한번 입법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이미 만들어진 입법에 대한 도전은 적거나 

별로 없다. 일본에서 법이 잘 지켜지는 것은 반드시 서양식 법치주의 때문이 아

니라 법의 배경이 되고 있는 전원일치적인 사회적 합의에 대한 존중 때문이며 

그러한 사회적 합의에 대한 일탈의 어려움 때문이다.13) 그러므로 변화는 시간이 

지고 설명하는 학자들은 많다. 伊藤正己, 裁判官と學者の間(東京: 有斐閣, 1993), 116- 
121, 132-133면 등; Herbert Bolz, “Judicial Review in Japan: The Strategy of 
Restraint,” in Kenneth L. Port and Gerald Paul McAlinn, Comparative Law: Law and 
the Legal Process in Japan, (Durham: Carolina Academic Press, 2003), 331면; John 
Owen Haley, Authority Without Power: Law and the Japanese Paradox,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특히 169면 이하. 그리고 Chie Nakane, Japanese 
Societ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0) 참조.

     사회과학적 설명 요인으로 사회문화적 요인(법문화)을 이용하는 것은 까딱하면 과
학이 아니라 인상주의적 관찰에 흐르게 할 위험성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예컨대 집단으로부터의 일탈(deviation)을 어렵게 하고 집단의 결정이 전원일치적 형태
를 취하게 만들며 이에 대하여 소송 등 異意의 提起를 어렵게 만듦과 같은, 관찰할 
수 있는 구체적 행태(behavior)들을 포섭하는 개념으로 사회적 조화(和)라는 일본 문화
의 특질을 사용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물(일본의 사법소극주의 현상)에 대한 사회과
학적 이해를 오히려 풍부하게 만들어 준다고 생각한다. 한국 사회의 사법적극주의를 
설명하기 위하여 도입한, 한국 사회의 사회적 동력(social dynamism)이라는 문화적 요
인을 두고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만약 이러한 문화적 요인을 사용할 수 없다면 주
제(사법적극주의/소극주의 비교)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얼마나 빈약하게 될 것인가를 
상상하기는 어렵지 아니하다고 생각한다. 사회과학적 설명도구로서의 법문화에 관하
여, 崔大權, 英美法 改訂增補版, (서울: 박 사, 1991), 311-315면 참조.

     한편 일본의 “和”는 창조된 전통이라는 Hobsbawm의 명제는 그것이 창조되었든 원
래 그러하든 이곳에서 일본사회의 사회․문화적 성격을 “和”(사회적 조화)로 규정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곳에서는 지금의 일본사회를 그렇게 성격 
짓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Ito Kimio, “The Invention of Wa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Immage of Prince Shotoku in Modern Japan,” in Stephen Vlastos, ed., Mirror 
of Modernity: Invented Traditions of Modern Japa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8), 37-47면 및 Eric J. Hobsbawm and Terence O. Ranger, eds., 
The Invention of Tra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참조.

12) Robert A. Scalapino and Junnosuke Masumi, Parties and Politics in Contemporary 
Japa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2), 특히 6, 1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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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걸리는 신중한 심의에 따라서만 그리고 대단히 느리게 일어난다. 일본의 이

러한 사회․문화적 특질이 (입법에 대한 도전도 적게 만들뿐만 아니라) 일본의 

판사들로 하여금 입법에 나타난 사회적 합의를 깨기를 꺼리게 만드는 경향을 가

져오게 한다고 믿는다.

나아가 일본의 내각에 의한 판사 및 대법관 임명제도도 입법에서 도달한 조화

(전원일치적 합의)를 사법결정과정에서 존중하게 만드는 경향을 수반하고 있다. 

내각은 수상 등 내각구성원들이 지니는 가치관 및 이데올로기와 같은 가치관 및 

이데올로기를 공유하는 법관들을 판사 및 대법관으로 임명할 것이기 때문이다.14) 

승진, 전보 및 10년 임기 후의 재임명 등의 인사권의 행사를 통하여 (최고재판소

사무총장을 통하여) 최고재판소가 가지는 하급법원 판사들에 대한 통제장치는 전

국의 판사들을 의견의 일치를 지니는 하나의 통일된 그룹으로 묶는 경향을 가져

온다.15)

말할 것도 없이, (위에서 본 바와) 유사한 조화의 사회․문화적 성격이 한국 

사회에도 그리고 그 정치적 결정과정에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와 집권

당간의 政協議會, 국회의 의결에 앞선 정당총무간의 總務會議, 정부․사용자․

노동자 간의 勞使政委員會는 입법 전에 중요정책을 두고 전원일치의 의사를 이

끌어내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적 장치의 몇 가지 예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전 협의의 장치들은 서로 대립하는 정당 사이의 자연스런 전원일치적 합의가 

13) 앞에 인용한 Haley, Authority without Power, 특히 186면 이하, 197면 이하.
14) J. Mark Ramseyer and Frances MacCall Rosenbluth, Japan's Political Marketplac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0), 142면 이하. 그리고 J. Mark Ramseyer, 
“The Puzzling (In)dependence of courts: A Comparative Approach,” Journal of Legal 
Studies, v.23, 721면 이하(1994); J. Mark Ramseyer and Eric B. Rasmusen, “Judicial 
Independence in a Civil Law Regime: The Evidence from Japan,” Journal of Law, 
Economics & Organization, v. 13, no. 2, 259-286면(1997); J. Mark Ramseyer and 
Eric B. Rasmusen, Measuring Judicial Independence: The Political Economy of 
Judging in Japa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3) 참조. 정권의 교체가 
일어나는 민주국가에서는 법원의 독립이 유지되고 일당이 장기 집권하는 나라에서는 
법원의 독립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는 명제를 펴고 있다. 선거에서 정권의 교체가 일어
나는 나라에서 법원의 독립은 집권하 을 경우의 이익은 적을지 몰라도 정권을 잃었
을 때의 손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15) Setsuo Miyazawa, “Administrative Control of Japanese Judges,” in Philip S.C. Lewis, 
ed., Law and Technology in the Pacific Community, (Boulder: Westview Press, 1994), 
263-281. John O. Haley, “Judicial Independence in Japan Revisited,” Law in Japan, v. 
25, 1-18면(199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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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역설적으로 정책합의를 미리 이끌어내야 할 절실한 

필요성 때문에 오히려 의도적으로 발명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사

전 합의장치가 실제로 작동을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 비록 전원합의가 입법정책결정의 모습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집단간

의 계속되는 알력 및 불신 때문에 전원합의가 추후에 잘 존중되지 아니하는 경

향이 있다. 일본 자민당의 장기집권을 위시한 일본의 놀라운 사회적 및 정치적 

안정과 비교하여, 정권교체를 포함하는 한국의 정치적 변화는, 한국 사회 및 정

치적 동태현상의 불가분의 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지나간 독재체제는 

한때 한국의 강력한 경제개발추진에 필수적인 사회․정치적 안정의 대용물이었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성공적인 산업화는 독재체제 하에서 억압받았던 집단, 

이익 및 사회세력들의 폭발적 동태현상을 불러왔다. 이같은 집단들의 폭발적 동

태현상은 한국의 민주화에 기여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 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사회적 화합(social harmony)으로 보다는 정치적 변화를 포함하는 집단들의 동태

현상(group dynamism)으로 성격 규명되어야 하리라 생각된다. 그리하여 한국의 

사법적극주의는 이같은 사회에 遍滿하는 집단동태현상의 한 가지 반 이라고 생

각된다. 급진적 변화를 포함하여 사회동태현상의 산물인 변화는 오늘날 한국사회

의 부인하기 어려운 요소가 되고 있다. 한국 헌법은 그 제정 이래 이미 아홉 차

례나 개정되었다. 위헌법률심사제도 자체도 한 때의 독립한 헌법위원회제도로부

터 헌법재판소제도로, 그리고 일본에서와 같은 입법에 대한 사법심사권을 일반법

원이 가지는 일반법원형으로, 또 다른 헌법위원회제도로, 그리고 현재의 헌법재

판소제도로 바뀌어 왔다. 지난 해(2004)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16)와 신행정수

도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17)은 한국사회의 동태현상의 한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고 생각한다. 이 두 사건은 한국 사회에 그 과정과 결과를 놓고 격렬한 정치적 

소용돌이를 불러왔었다.

그런데 일본의 여러 사법개혁의 항목 가운데에서도 법학교육개혁은 놀랍다. 한

국은 일본보다 훨씬 이전부터 법학교육개혁 논의를 심각하게 행하여 왔다.18) 그

16) 헌법재판소의 기각결정으로 끝났다. 앞에 인용한 헌법재판소 2004년 5월 14일 결정
(2004헌나1).

17)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을 하 다. 헌법재판소 2004년 10월 21일 결정(2004헌마554).
18) 1995-96년의 로스쿨 도입 논의에 관하여,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
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II), 제3차 대통령 보고서(서울: 대통령자문 교육개혁
위원회, 1996), 57-59면; 권오승, 사법도 서비스다(서울: 미래미디어, 1996);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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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한국에서는 아직도 법학교육의 무엇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는 과거와 같은 대통령자문기구인 사법개혁위원회가 아니라 대

법원 산하의 사법개혁위원회가 로스쿨 안을 이제 겨우 정부에 추천하고 있을 뿐

이다. “정태적인” 일본 사회에 염증을 느낀다면서 한국사회의 동력을 부러워하는 

일본 학자들을 만나기도 하며 심지어 한국의 대통령제는 곧 정치적 지도력과, 그

리고 일본의 내각책임제는 정치지도력부재와 동일시하는 일본 학자들도 만나곤 

한다. 법조계의 반대를 포함하여 그 저항에도 불구하고 소위 일본 형 로스쿨 도

입에 필요한 전원합의(consensus)를 일본이 성공적으로 이끌어 낸 것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일본의 로스쿨 도입 결정과정을 보면 로스쿨의 도입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주요세력들, 심지어 반대하는 그룹(예컨대 변호사 단체)까지도 소외시키지 

아니하고서 참여시켜 전원 일치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그러

므로 그 결정의 내용물을 보면 전원 일치의 합의를 위한 철저한 타협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일본에서는 한국의 전경련에 해당하는 經團連이 뒤에서 고 일본정

부가 이끌어 법학교육개혁을 이루어냈다. 한국의 경우에는 정부는 심지어는 반대

그룹까지 껴안는 리더쉽이 없었고 한국 경 계의 법학교육개혁에 대한 요구는 

약했으며 조직적이지도 않았다. 일본이 법학교육개혁에 관한 결정, 그 속도 및 

그 결의로 보여준 것은 일반적인 룰의 예를 보여주는 것인가, 아니면 그 예외를 

보여주는 것일 뿐인가? 내가 보기에는 일본 사회의 조화․전원일치의 합의라는 

특질을 잘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제 정부형태와 정치적 지도력의 등식은 분명히 잘못된 것임에 틀림없다. 

자기의 중요정책을 어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성공하지 못하면 대통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서울: 박 률출판사, 1996 등 참조. 그리고 1998-1999년의 로스
쿨 도입 논의에 관하여, 법학교육 제도개선 연구: ‘학사 후 법학교육’의 도입, 대통령
자문 새교육공동체위원회 법학교육제도연구위원회 보고서(서울: 대통령자문 새교육공
동체위원회, 1999) 등 참조. 한편 로스쿨 도입을 반대하면서 기본적으로는 현 체제의 
개선을 내용으로 하여 법학교육개혁을 말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사법개혁: 대통령 자
문위원회 보고서(서울: 사법개혁추진위원회, 2000), 391-430면 참조.

   그리고 Dai-Kwon Choi, “How is Law School Justified in Korea?” Seoul Law Journal 
(서울대학교 法學), v. 41 no. 1, 25-59면(2000); Dai-Kwon Choi, “Proposed Legal 
Education Reform in Korea: Toward Professional Model,” Ritsumeikan Law Review, 
no. 18, pp. 93-112(March 2001); 崔大權, “變化하는 法曹의 世界: 韓國의 經驗을 중심
으로”, 서울대학교 法學 45권 1호, 1, 16-22면(2004); 崔大權, 南裕惠 譯, “變化する法
曹の世界 ― 韓國の經驗を中心に”, 立命館法學, 293 , 355, 366-371면(2004); 최대권, 
법학교육․법학방법론(서울: 博英社, 2003)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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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의 정치지도력이란 약한 것일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단순 과반수의 지지를 얻

어 자기의 중요 정책을 국회에서 입법으로 통과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입법은 곧 반대당으로부터 나오는 다양한 도전에 부디 치게 된다.19) 박대통

령 정부 하에 2년제 司法大學院이 1961년에 도입되었었다. 그러나 법조계의 반

대에 굴복하여 사법대학원은 논의도 별로 없이 1971년에 현재의 司法硏修院으로 

대치되었다. 김 삼 대통령 및 김대중 대통령은 1995년과 1998년에 각기 법학교

육개혁을 위시한 사법개혁을 시도하 으나, 법조계의 반대에 부딪혀 그들의 법학

교육 개혁의 의지가 좌절되었고 법학교육개혁은 이루어지지 못하 다. 노무현 대

통령 정부 하에서는 2003년의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의 합의에 따라 대법원 산하

에 사법개혁위원회가 설립되었고 이 사법개혁위원회는 2004년 일년 간의 활동 

끝에 로스쿨의 도입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 사법개혁안을 정부에 건의하 다.20) 

이에 따라 이 개혁안을 실현할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를 대통령 산하에 두어 

지금 그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일본의 사법소극주의의 중요한 한 가지 요인으로 거론한 바 일본 사회의 조화

(social consensus)와 (그에 이르는) 전원 일치적 의사결정 형태(pattern)가 일본 사

회의 지배적인 사회․문화적 특질임은 일본의 사법과정에서 표출되고 있는 민사

소송사건 수에 대한 높은 조정사건(conciliation) 수의 비율에서도 감지할 수 있다

고 생각한다. 일본의 경우와 비교하면 한국 사회에서는 민사소송사건 수에 대하

여 조정사건의 수는 대단히 작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21) 이러한 사법과정의 차

이를 어떻게 설명하여야 할까, 그리고 사법소극주의․사법적극주의의 차이와 어

떻게 관련되는 것은 아닐까? 결국 한일 간의 사법과정의 차이도 사회적 조화

(social harmony)와 사회적 동태(social dynamism)라는 두 나라 사이의 사회․문

화적 내지 사회 구조적 특질의 차이와 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기왕에 소송에까지 나아가는 마당에 재판으로 결말을 

19) 그 대표적인 예는 아마도 앞에 인용한 바 있는 아주 최근의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
특별조치법의 위헌결정(2004. 10. 21. 2004헌마554․566)일 것이다.

20) 건의한 사법개혁안에 관하여, 사법개혁위원회의 사법개혁을 위한 건의문(2004.12.31) 
참조.

21) 신청에 의한 조정 및 강제조정을 포함하여, 일본의 경우에는 제도의 변화에 따른 증
감은 있어도 조정사건 수는 대체로 민사소송사건 수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데 
비해 한국의 경우에는 그것이 5% 미만이라는 사실이 이를 극적으로 보여준다. 그러
므로 어찌하여 이러한 차이를 가져오는 것인가의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 일
본의 司法統計年報 및 한국의 司法年鑑의 관련 통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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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으려고 하지 조정에 응하여 타협하려는 생각이나 경향은 약하다고 할까 별로 

없다. 이에 비하여 일본 사회에서는 소송을 끝까지 우기는 개인적 행태는 사회적 

조화를 깬다고 할까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보이지 아니하는 사회적 압력이 작

용하여 조정에 더 응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판사들의 행태도 사회적 조

화 내지 합의(consensus)를 존중하는 경향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짐작된다

(이것이 사법소극주의를 가져온다). 한국에서보다 일본에서는 소송사건이 더 오래 

걸린다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므로 민사사건 수에 대한 조정사건 수의 높은 비율

에 소송사건의 지체․소송사건의 폭주라는 요인도 작용할 것이리라 생각된다. 이

러한 요인들이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에 적극적이게 만드는 경향이 있을 것임에 

틀림없을 것이기 때문이다.22) 그러나 동시에 일본의 판사들이 표출하는 사회적 

합의 내지 전원일치의 결정에 대하여 지니는 (후술하는 바와 같은) 독자성

(autonomy)의 결여도 작용하는 것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지배적인 사회적 합

의 내지 전원일치에 벗어나는 결과를 판사에게 기대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어

려울 것이니까.

이에 비하여 한국 사회의 사회적 동태현상과 그리고 좀 더 독자성을 보여주는 

한국 판사들의 행태를 감안하면 한국에서 조정사건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대단히 

적은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사법소극주의․사법적극주의와 조

정사건 비율의 차이는 각 사회의 사회․문화적 내지 사회구조적 차이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사법소극주의 및 조정

이 일본 사회의 사회적 조화․전원일치의 사회․문화적 내지 사회구조적 특질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한 사법소극주의 및 조정이 사회적 주류(the main stream)

에 끼지 못하는 사회적 소수자(the social minority, 예컨대 재일교포나 일본의 천

민구릅인 소위 部落民 등)에게 보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으리라는 점도 

쉽게 감지할 수 있다.23) 그러한 만큼 헌법적으로 사회적 소수자의 보호에 어느 

22) Dan Fenno Henderson, Conciliation and Japanese Law: Tokugawa and Modern, 
(Tokyo: University of Tokyo Press, 1965), Ⅱ, 243면 이하, 특히 253-254면 참조.

23) 사회적 합의․전원일치 결정으로부터의 일탈이 어려운 만큼은 그것이 조정에 대한 선
호라고 할까 조정에 대한 의존도의 증대로 나타날 것이고 이것은 나아가 소수자의 보
호에 반드시 유리하게 작용하지 아니하리라는 짐작을 가능케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소송사건절차진행의 지체 및 소송량의 증대와 같은 요인은 하나의 매개변수로 작용하
리라 생각된다. 동시에 후술하는 바와 같이 소송사건의 폭증은 한국의 경우가 더욱 
심하다는 사실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한국에서는 대법원 측의 격려에도 불구
하고 반드시 조정사건 수의 증대로 나타나나고 있지 아니하다. 앞에 든 Hend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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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사법부가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일은 어렵지 아니하다

고 생각된다. 사법심사제도는 행정부․입법부의 결정(즉 입법)을 정당화하는 기능 

못지아니하게 소수자 보호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24)

2. 사법권 독립에 관한 인식(perception)

아마도 사법권의 독립이 한국에서는 일본에서와 다르게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에서는 사법적극주의가 사법권 독립의 한 측면일 뿐이라고 생각된

다. 무엇보다도 사법부와 법무부(성) 간의 인적 교류가 일본에서와는 달리 한국

에는 없다. 결국 사법권의 독립은 사법부 및 개개 판사의 외부 지시로부터의 독

자성(autonomy), 특히 정부로부터의 독자성을 의미한다.25) 이렇게 인식되고 있는 

사법권의 독립은 일제시대의 부정적 사법 경험으로부터 배운 학습과 함께 판사

들의 뇌리에 강력히 각인되어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은 1948년이래 한국의 

독재체제 하에서 더욱 강화되었다.

일제에 항거한 민족운동가들을 변호하 던 대표적 민족주의 법률가 가운데 한 

사람인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가 새로 독립한 나라를 위하여, 특히 새로 설립된 

사법부를 위하여 그러한 사법권 독립의 본을 세웠다. 이승만 대통령 시절(1948- 

60) 헌법위원회(김병로는 그 위원장이었다)가 입법의 위헌성에 대한 사법심사의 

권한을 행사한 일곱 번의 기회 가운데에서 두 번씩이나 위헌 결정을 내렸다.26) 

그리고 다른 한 번의 기회에서는 비록 외형적으로는 합헌결정을 내렸지만 헌법

해석의 방법을 통하여 정부의 의도를 좌절시킨 바 있다.27) 박정희 정부의 전반부

Conciliation and Japanese Law, Ⅰ, 특히 10-12면, 178면, 그리고 Ⅱ, 223 이하, 특히 
229면 이하 참조. 그리고 공산주의 중국에서의 조정의 실정도 흥미있게 주의할 필요
가 있다고 생각한다. Stanley Lubman, “Mao and Mediation: Politics and Dispute 
Resolution in Communist China,” California Law Review, v. 55 no. 5, 1284면, 특히 
1351면 이하(1967) 참조.

24) 崔大權, 憲法學講義, 증보판, (서울: 박 사, 2001), 414-416면; Jesse H. Choper, 
Judicial Review and the National Political Process: A Functional reconsideration of 
the Role of the Supreme Cour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참조.

25) 崔大權, 法과 社會(서울대학교 출판부, 1992), 123-157면. 한국에서의 사법권의 독립은 
사법부의 정부 및 기타로부터의 독립 못지 아니하게 개개 판사의 사법적 독자성을 의
미한다. Haley의 전게 “Judicial Independence in Japan Revisited” 참조. 일본에서는 개
개의 판사가 (사법부 내에서) 독자성을 누리고 있는지에 관하여 Haley는 의문을 제기
하고 있다.

26) 헌법위원회 결정(1952. 9. 9. 1952 헌심 1); 헌법위원회 결정(1952. 9. 9. 1952 헌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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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1972)에서는 대법원이 일본의 최고재판소와 같이 최종적으로 위헌법률심

사권을 가지는 미국형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1971년에 내린 한번의 판

결에서는 별개인 두개의 법률을 동시에 위헌이라고 하는 판정을 내렸다.28) 이 위

헌 판결은 더욱 권위주의적으로 변한 박정희 대통령 정부의 후반부(1972∼1979)

를 불러오게 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요인의 하나 다.

한국의 司法史에는, 판사들이, 특히 젊은 판사들이, 예컨대 정부가 비협조적인 

판사 몇에게 하찮은 혐의사실을 가지고 전격 기소하 을 때29) 혹은 정부에 고분

고분하 던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려고 하 을 때30)와 같이, 그들의 사법권의 

독립이 정부에 의하여 침해 내지 위협받았다고 느끼고 정부에 대하여 그리고 혹

은 대법원에 대하여도 집단적으로 항거한 司法波動이라고 불리우는 사건들이 있

었다. 이러한 사건들에서는 권위주의정부도 결국은 그들의 조치들을 철회하게 되

어 사법권의 독립이 확인되곤 하 다. 그러나 최근의 사법파동에서는 진보적인 

판사들의 표적은, 외부의 진보적인 변호사 및 시민단체들도 합세한 가운데, 오히

려 대법원의 보수주의에 향하고 있었으며 진보적인 대법관 및 판사 임명의 요구

를 포함하는 사법부 개혁을 향한 것이었다.31) 밖으로 들어낸 이러한 진보적 판사

27) 이미 인용(주 10)한 바가 있는 헌법위원회 결정(1953. 10. 8. 1953 헌심 2).
28) 사법적으로 적극적이었던 1971.6.22의 대법원 판결(70 다 1010). 이 판결에서 대법원

은 별개인 두 개의 법률조항, 즉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군인들에게 이 법률 
상의 배상청구권을 거부하고 있는 조항)와 법원조직법 제56조 제1항 단서(위헌판결을 
위하여는 대법관 재적 3분지 2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대법관의 3분의 2의 찬성을 요
구하고 있다)를 위헌이라고 판결하 다. 첫 번째 조항에서는 위헌판결과 관련하여 9
대 7의 의견의 나뉨이 있었고, 두 번째 조항에서는 위헌판결과 관련하여 11대 5의 의
견의 나뉨이 있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조항의 위헌결정이 없었다면 첫 번째 조항의 
위헌 결정은 법적으로 불가능하 을 것이다.

29) 이것이 소위 제1차 사법파동의 주요 쟁점이었다. 제1차 사법파동에 관하여는, 金哲洙, 
憲法學 下(서울: 志學社, 1972), 940-953면; 이헌환, “한국 사법사에 비추어 본 1971년
의 사법파동”, 법과 사회 제15호, 127-140면(1997); 이종전, “사법파동과 ‘해답없는 메
아리’(상)”, 시민과변호사 제36호, 172-181면(1997) 및 “사법파동과 ‘해답없는 메아리’
(하)”, 시민과변호사 제37호, 179-188면(1997) 등 참조.

30) 1988년의 제2차 사법파동에서는 이 쟁점이 介在되어 있었다. 제2차 사법파동에 관하
여는, 法院史(서울: 法院行政處, 1995), 1051-1055; 金石基, “소장법관의 도전, 사법부 
파동”, 月刊 京鄕, 1988년 8월호, 134-145면 등 참조.

31) 각기 1993년, 2003년 및 2004년에 일어난 제3, 제4 및 제5차 사법파동의 전말 참조. 
이들 사법파동에는 진보적인 정부의 등장, “보수적”인 대법원․대법원장․“정치적으로 
물든” 판사들에게 비판의 화살을 돌리는 진보적인 젊은 판사들, 변호사단체의 진보적 
변호사들과 시민단체의 시민대표들의 합세, 여성문제, 사법개혁의 요구, 법무장관,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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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모습은 사법부내의 전통적 조화와 통일성에 비추어 실은 이제껏 들어본 적

이 없었던 일탈현상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상당한 정도로 한국의 사법부는 대법원을 頂点으로 하는 관료적 위계질

서내의 조화 및 통일성과 같은 요소들을 일본의 사법부와 공유하고 있다.32) 대법

원의 입장과 다른, 개개 하급 판사들의 드러난 입장이나 의견들은 승진 등 그들

의 보직인사에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 권위주의시절에는 정부가 

정부에 순응하는 법률가들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하여 그를 통하여 (하급)판사들이 

너무 독립적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 다. 정부의 입장과 독립된 입장을 취하

거나 대법원의 입장에 동조적이지 아니한 판사들 여럿은 실제로 지방전출 등 좌

천되기도 하 다. 그렇게 좌천된 판사들은 사직하고 개업하 으며 민권변호사가 

되기도 하 다. 오늘날 정부로부터의 사법권독립은 과거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

다. 그러나 진보적 비정부단체가 대변하는 사회적 세력으로부터의 사법권독립의 

문제는 이제는 심각한 관심사항이 되었다. 아주 최근의 사법파동에서는 변호사회

의 대표들뿐만 아니라 몇 진보적 판사들도 대법원장 및 대법원에 대하여 그리고 

그들의 판사승진정책에 대하여 너무나 보수적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진

보적 대법관 임명에 대한 요구와 함께 사법개혁을 요구하고 있다.33) 근래에 대법

원이 추구하고 있는 사법개혁에는 이러한 이들 사법파동들도 그 배경으로 자리

하고 있다. 사법부 내에는 개혁성향의 젊은 판사들로 구성된 “우리 법 연구회”가 

활동해 왔다. 이들 판사들은 외부 언론에 대한 공개는 꺼리면서도 그러나 사법부 

내에서는 그들의 선배 법관들에게, 특히 대법원에 대하여 비판적인, 다양한 사법

개혁 안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활동 때문에 그들이 특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다.

법재판소 재판관 및 대법원의 대법관의 임명 등의 여러 요인들이 개재되어 있었다, 
제3차 사법파동에 관하여는 정종주, “끝나지 않은 제3사법파동”, 사회평론/월간 길을 
찾는 사람, 1993년 8월호, 134-139면; 정종섭, “한국 법원의 위기상황과 법원개혁의 
방향: 제3차 사법파동에 대한 분석”, 민주사회를위한변론 2호, 15-43면(1993) 등. 제4
차 및 제5차 사법파동에 관하여는, http://www.kinds.or.kr 사이트로부터의 신문기사들 
참조.

32) 崔大權, 전게 法과 社會, 149-154면 참조.
33) 사법부 내의 젊은 진보적 판사들과 사법부 밖의 변호사회의 진보적 구성원 및 시민단

체들의 이러한 목소리와 향력은 일찍이 유래가 없었던 2003년의 헌법재판소 여성재
판관 및 2004년의 대법원의 여성대법관 임명에서도 상당한 정도로 느낄 수 있다. 그
들의 임명에서는 종래의 사법체계 내의 서열이 무시되었기 때문에 보수적인 법조계인
사들로 하여금 정치적 및 사회적 세력으로부터의 사법권 독립을 걱정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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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바는 일반적으로 한국의 판사들이 일본의 판사들보

다는 (자기 나라의) 대법원이나 정부에 대하여 좀더 독립적이지 않을까 하는 점

이다. 아마도 한국 판사들의 이러한 독립성은 한국 역사 상 아주 오래된 言官制

度의 전통으로부터 유래한 것인지 모른다.34) 방금 인용한 연구에 의하면,35) 한국

의 臺諫(臺官․諫官)들은 중국의 대간들과 비교하여 그들의 治者에 대하여 좀더 

과감하게 언론을 폈으며 독립적이었다. 아무튼 일본의 판사들 간에는 사법체계 

내에서나 정부에 대하여 한국의 판사들보다는 조화가 더 두드러지고 있다. 서로 

비교가 되는 이러한 성향들이 자연스럽게 한국의 사법적극주의와 일본의 사법소

극주의에 각기 투 되어 있는 것이다.

3. 입법과정의 특징

입법이 한국의 입법과정에서 보다 일본의 입법과정에서 좀더 신중하게 행하여

짐에 틀림없다.36) 한국에서는 입법이 너무 졸속으로 이루어진다고 개탄하는 사람

들이 많다. 한국의 동태적 집단구조가 졸속 입법의 한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일

본에서는 정치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형성된 조화가 입법과정에 투 되어 입법을 

대단히 신중하게 행하도록 만든다고 생각한다. 한국에서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가 

위헌적인 법조항을 포함하여 다수의 잘못된 입법을 만드는데 또한 기여하 다. 

독재란 자기의 것과 다른 의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자기의 의사를 강행하는 체제

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 그리하여 실제로 권위주의정부가 만든 다수의 입법 및 

조항들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결정을 받았다.37) 일본에서는 內閣法制局이 

높이 평가를 받는 정부기관의 하나이며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간다고 듣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法制處는 반드시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같은 입법에서의 신중함의 

차이가 서로 대조되는 한국의 사법적극주의 대 일본의 소극주의의 차이와 또한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34) 이성무, 조선의 부정부패 어떻게 막았을까: 대간․감찰․암행어사 이야기, (서울: 청
아출판사, 2000). 그리고 김경수, ‘언론’이 조선왕조 500년을 일구었다, (서울: 가람기
획, 2000) 참조.

35) 위의 이성무, 조선의 부정부패 어떻게 막았을까, 33-39면.
36) 위의 伊藤正己, 裁判官と學者の間, 125-127면 참조.
37) 헌법재판소의 1989. 7. 14의 결정(88 헌가 5, 8. 89 헌가 44) 및 1989. 12. 18.의 결정

(89 헌마 32, 33)은 그러한 몇 가지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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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制度的 要因들

1. 憲法裁判所型 대 一般法院型

미국식 사법심사제도와 헌법재판소제도의 제도적 차이가 일본의 사법소극주의

와 한국의 사법적극주의 각각의 실적의 차이를 크게 가져왔음에 틀림없다. 다수 

대륙법계국가의 특별 헌법재판소는 그들 나라 판사들이 “일반 의사”(the general 

will)인 입법부 제정의 법을 적용할 뿐이지 법을 변경하거나 창조하지 아니한다

는 대륙법계의 전통에 부응하여 위헌심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임은 널리 잘 알

려져 있다.38) 대륙법계 판사들의 이 전통은 권력 분립의 원리 및 미법계 선례

구속 원칙의 부재와 연계되어 있다. 이처럼 창설된 헌법재판소는 주로 제정법의 

위헌성에 대한 사법심사의 특별 기능을 수행하도록 고안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은 위헌성의 문제가 그들에게 제기되었을 때 제정법의 

위헌성 여부를 어느 쪽으로든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사법적극주의적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일반법원형의 경우보다 크다.39)

헌법재판소와는 달리 대법원(최고법원)을 포함하여 일반 법원은 헌법적 쟁점 

이외에 원래 통상의 민사, 형사 기타 사건들을 재판하도록 고안되어 있다. 그러

므로 입법의 합헌성 여부 심사의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 기능은 오

직 헌법적 쟁점이 제기되었을 때 통상의 주요 기능에 대하여 附隨的으로만 그 

위헌 심사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정치적으로나 그 밖에 대단히 민감한 헌

법적 쟁점보다는 훨씬 용이하게 민․형사 기타 쟁점을 중심으로 하여 사건을 처

리하기가 쉽다. 더구나 판사들의 생각 속에 녹아있는 대륙법계 전통이 어렵고 혹

은 논의의 여지가 많은 헌법적 쟁점에 근거하여서 보다는 그들의 사건을 민․형

사 기타 쟁점에 근거하여 그렇게 처리하도록 만드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이 일본의 사법심사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바의 모습이며,40) 그리고 만

38) John Henry Merryman, the Civil Law Tradition: An Introduction to the Legal Systems 
of Western Europe and latin America, 2nd ed.,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5), 특히 34-38면 참조. 그리고 Mauro Cappelletti, Judicial Review in the 
Contemporary World, (Indianapolis: Bobbs-Merril, 1971), 특히 53-66면 참조.

39) 崔大權, “憲法裁判所의 政治學: 그 構造와 機能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法學 제34권 
1호, 106-127면(1993).

40) 위의 伊藤正己, 裁判官と學者の間, 127-129면; 위의 Bolz, “Judicial Review in Japan,” 
332-3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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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미국식 일반법원형이 한국에서도 채택되었다면 혹시 좀 덜할는지는 몰라도 

한국에서도 일어나리라고 생각되는 모습이다.

2. 裁判官 任命方法의 差異

한국도 대륙법계의 전통을 공유하고 있다. 사법적극주의․사법소극주의의 비교

를 더욱 대조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첫째로는 위에 든 정치적․사회적 조화와 

역동성의 요인들과 함께, 둘째로는 한국에서의 대법관 임명방법과 다른 헌법재판

소재판관 임명방법을 거론하여야 한다. 첫 번째 요인을 감안할 때 비록 미국식 

혹은 일본식 위헌법률심사제도가 채택되었다 하더라도 한국의 판사들은 사법심

사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지금의 헌법재판소재판관들보다는 못할지 몰라도 일본

의 판사들보다는 더 사법적극주의적이었으리라 짐작된다. 이러한 추정은 박정희 

통치의 전반부(1962∼1972)에서 한국의 하급법원 및 대법원이 보여준 사법심사의 

실적으로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에서는 헌법재판소재판관 9인은 6년의 임기를 가지고 대통령에 의하여 임

명된다. 그러나 재판관 9인 가운데 3인은 국회의 천거에 따라, 그리고 다른 3인

은 대법원의 천거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러므로 정부의 3부가 9인 재판관 

임명에 꼭 같이 참여하는 것이다. 그 임명 시 지역적 안배도 하나의 고려대상인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오늘날 여성 문제도 또 하나의 고려사항이 되었다. 아무

튼 국회가 천거하는 3인의 재판관 후보 천거에는 국회 院內의 여당․야당 등 교

섭단체들도 각기 한 사람씩 추천의 기회를 가지는 관행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대법원의 경우에는 대법관으로 임명될 자격은 충분히 갖추었으나 대법관 임명에

서는 탈락한 그러한 판사들을 대통령에게 헌법재판소재판관으로 천거하는 관행

을 가지고 있다. 결국 헌법재판소 임명방법은 재판관들 사이의 다양성이 확보되

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성은 다수의견, 소수의견 및 반대의견 등의 

작성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 되고 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와 관련하여 憲法訴願制度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에

서는 소위 抽象的 規範統制제도는 채택되지 아니하 다. 그러나 具體的 規範統制

제도와 함께 헌법재판소에 대한 헌법소원제도가 채택되고 있는 것이다. 말할 것

도 없이 어떠한 시민이라도 통상의 사법절차상 소송전략의 하나로 민․형사 기

타 법 쟁점과 함께 헌법적 쟁점(그것은 종국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 제기된다)도 

그 판단을 법원에 제기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통상의 법원에 계류된 소송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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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일 필요가 없이도, 그는 자기의 헌법적 권리가 공권력에 의하여 침해당하

을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개개의 시

민은 통상의 법원에 제기하여 수행하는 소송의 일환으로 헌법적 쟁점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인 때 보다 자기의 헌법상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훨씬 좋고 훨

씬 신속한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헌법소원제도와 함께, 헌법재판소에서의 헌법쟁송절차는 입법의 합헌성 여부의 

사법심사를 촉진하며 확실히 사법적극주의도 촉진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입법의 

합헌성 여부의 문제를 포함하여 헌법적 쟁점이 일반 법원의 쟁송절차에서만 다

투어질 뿐이라고 한다면 그 최종판결(결정)은 지방법원으로부터 대법원에 이르기

까지 헌법재판소의 쟁송절차에서 보다 훨씬 장기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41) 그

리고 시간이 지체됨에 따라 그 최종 판결(결정)이 나기 이전에 헌법적 쟁점의 新

鮮度가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처음 헌법적 쟁점을 불러오게 하 던 

사건의 사실관계가 너무나 바뀌어 그 사건에 대한 최종판결이 대법원(최고법원)

에 의하여 내려질 시점에 이르러서는 이미 헌법판단이 불필요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한국의 헌법쟁송에서는 법률상 헌법재판소는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결정을 내려야 한다. 다만 이 심판기간의 제한은 명령규정으로

서 보다는 訓示規定으로 취급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헌법소송이 

일본에서보다 훨씬 시간이 짧게 걸린다. 이같이 헌법쟁송절차기간이 짧다는 요인

도 사법적극주의를 촉진하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리라고 상정된다.

Ⅴ. 맺는 말

이 글에서 한국의 사법적극주의와 일본의 사법소극주의를 비교 정치적 및 사

회․문화적 문맥에서 살펴보았다. 이같은 비교 정치적 및 사회․문화적 연구는 

결코 용이하지 아니 하 다. 그러한 만큼 이 연구는 대단히 탐색적인 것일 수밖

에 없다.

일본에서는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형성된 전원합의(consensus)에 기초하여 입

법을 포함하는 정책의 결정이 이루어진다. 전원일치의 합의에 도달하려면 시간이 

41) 사법절차의 遲滯가 일본의 사법심사가 소극주의인 이유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위
의 伊藤正己, 裁判官と學者の間, 110-112면. 그리고 위의 Bolz, “Judicial Review in 
Japan,” 3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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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걸리지만 한번 전원합의가 이루어지면 일본은 사회적 조화(social harmony)

를 중시하는 사회인 까닭에 그로부터 일탈하는 것은 잘 용납되지 아니하는 경향

을 가지고 있다. 비교적으로 이야기할 때 한국에서도 당위적으로는 사회적 조화

와 전원합의적 의사결정을 역시 중시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사회적 동태현상

(social dynamism)이 실제로는 지배한다. 개인의 개성과 독자성이 일본에서보다는 

한국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것 같다. 한국에서는 전원일치의 합의에 도달하는 일

이 일본에서 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 같다. 또 전원합의가 이루어졌다하더라도 

한국에서는 일본에서만큼 강하게 개인이나 집단을 구속하는 것 같지 아니하다. 

그로부터 사회적 동태현상이 결과한다. 한국과 일본의 판사들은 각기 자기 나라

의 사회․문화적 특징들을 체현하고 있으며, 이것이 다시 각기 자기 나라의 사법

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에 투 되고 있는 것 같다. 한국의 판사들은 사법체계 

안에서나 정부에 대한 관계에서 일본의 판사들보다 좀더 독자성을 지니며 더 독

립적인 것 같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사회적 동태현상 대 사회적 조화의 각각의 사회․문화

적 특징들과 결합하여, 두 나라 사이의 입법에 대한 사법심사에서의 제도적 차이

가 두 나라의 사법적극주의 및 사법소극주의의 대조되는 그림에 크게 작용한다. 

헌법재판제도는 헌법소원제도를 포함하여 시민에게 미국식 일반법원형 사법심사

제도보다 좀더 직접적이며 넓고 빠른 헌법소송의 접근을 허용한다. 한국이 미국

식 사법심사 모델을 채택하 다면 한국에서의 사법심사도 현재보다는 덜 사법적

극적으로 작용하 을 것이라 생각된다. 미국식 모델에서는 최종적으로 대법원(최

고법원)까지 올라가 그곳에서 입법에 대한 사법심사를 받게 되는 까닭에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는 것이 보통이다. 대법원은 민사, 형사, 노동 및 기타 모든 

사건의 최종심이기도 한 것이다. 그곳에서 헌법적 쟁점은 통상의 민사, 형사, 기

타 사건의 소송에 부수하여 제기된다. 그러므로 대법원을 포함하여 일반 법원으

로서는 사건을 정치적으로 민감한 헌법에 근거하여서 보다는 민․형사법 등 다

른 법(실체법 내지 절차법)에 근거하여 처리하는 것이 훨씬 용이할 것이다.

사법심사에서의 사법적극주의 내지 사법소극주의는 그 자체로는 좋다 나쁘다

의 문제와 관계없다. 관찰자의 가치선호에 따라 사법소극주의가 사회적 안정, 정

체 혹은 보수주의를 의미할 수 있다면, 사법적극주의는 사회적 불안정, 동태현상 

혹은 진보를 의미할 수 있다. 한국의 사법적극주의 및 일본의 사법소극주의는, 

비록 두 나라가 대륙법계의 전통 및 동아시아의 문화유산과 같은 여러 가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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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는 것이 많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가 각기 보여주는 각자의 법, 사

회 및 정치에서의 서로 대조가 되는 특징들을 반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사법적

극주의는 한국 사회 및 정치 동태현상의 불가분의 한 부분임에 틀림없다. 사법적

극주의는 경우에 따라 권력이 지나치게 나아가는 것을 견제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 (사회 및 정치) 변화를 가져오기도 한다. 일본의 사법소극주의는 일본의 사

회적 조화, 정치적 안정(自民 의 장기집권 포함) 및 이와 함께 가는 전원합의에 

바탕을 둔 정책결정방법에 봉사한다. 일본사회의 이러한 사회구조적 특징은 전원

합의과정에서 배제되는 사회소수자에게 대단히 불리하게 작용하리라는 점은 분

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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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JUDICIAL ACTIVISM/PASSIVISM IN 
CROSS-SOCIO․CULTURAL CONTEXTS

― AN EXPLORATORY INQUIRY ―
42)

Dai-Kwon Choi*

This paper is designed to analyse a contrast of Korean judicial activism and 

Japanese passivism in cross-socio․cultural contexts. A comparative socio․legal 

study is not an easy task. Our study is necessarily a very tentative one.

In Japan, a policy decision including legislation is made on the basis of 

consensus that has been built on the related matters. Attainment of a consensus 

takes a longer time but once it is reached, a breakaway from it is not tolerated 

since Japan is a society where social harmony is seriously taken. In comparative 

terms, social harmony and consensus in decision-making are normatively taken 

also seriously in Korea. In practice, however, social dynamism seems to prevail 

in Korea. Individual personality and autonomy seem to be more pronounced in 

Korea than in Japan. Attainment of consensus seems to be much harder in 

Korea than in Japan. Consensus, even if it is reached in decision-makings, does 

not seem to be as strongly binding on individuals or groups in Korea as in 

Japan. Social dynamism results therefrom. Korean and Japanese judges seem to 

share their respective society's socio-cultural characteristics, which in turn seem 

to be reflected in their respective judicial activism and passivism dichotomy. 

Korean judges seem to be slightly more autonomous and independent-minded in 

the judicial hierarchy and toward the government than Japanese counterparts after 

all.

To a great extent, the institutional difference in judicial review of legislation 

* Professor Emeri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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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Korea and Japan is responsible for the two countries' judicial activism 

and passivism dichotomy, as combined with the socio․cultural characteristics of 

social dynamism versus harmony. A constitutional court system seems to provide 

citizens with a direct, broader and faster assesses to constitutional litigation, 

including the institution of constitutional complaint, than an American style 

judicial review system. If Korea adopted an American model, its judicial review 

probably would have been less active than presently it is. In an American 

model, it usually takes a longer time to have the constitutionality of legislation 

judicially reviewed finally by the supreme court, which is also the court of the 

last resort for civil, criminal, labor, and all other cases. There a constitutional 

issue is raised incidentally to an ordinary civil, criminal and other litigation. It 

would be easier for an ordinary court, including the supreme Court, to dispose 

of its case by relying more on the ground of other law (substantive and/or 

procedural laws) than on that of constitutional law which is politically sensitive.

In judicial review, activism and passivism as such are by no means the same 

thing as what is good or bad. Activism may indicate social instability, 

dynamism, and/or progress whereas passivism social stability, stagnation, and/or 

conservatism, depending on an observer's value preference. It seems to be 

obvious that Korean activism and Japanese passivism are reflections of the 

contrasting social characteristics of the two countries in their respective law, 

society and politics, despite the fact that they share many common things such 

as the civil law tradition and the East Asian cultural heritages. In turn, it seems 

to be also obvious that judicial activism is an integral part of the Korean social 

and political dynamism: it at times restrains oversteps of power and other times 

brings in changes. Judicial passivism in Japan serves social harmony, political 

stability (including LDP's long stay in power) and concomitant consensus-based 

decision-making methods in Japan. It seems clear, however, that this particular 

characteristics of Japanese society tend to work unfavorably to the social 

minorities who are left out in the mainstr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