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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彈劾審判에 있어 憲法裁判所의 彈劾與否決定權*

[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정]
1)

鄭 宗 燮**

Ⅰ. 序論

헌법재판소는 2004년 5월 14일 ｢2004헌나1｣의 탄핵심판사건(主審: 재판관 周善

會)에서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하 다. 노무현정부

의 출범이후 1년 반 정도 동안 일어난 노무현대통령의 대외적인 의사표시와 행

동이 우리 사회에 많은 갈등을 야기시키면서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반대

는 대통령선거 당시보다 더욱 심하게 대립적이고 전투적으로 되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국회는 대통령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하기에 이르 다. 이러한 과정에는 

대통령선거 당시 노무현후보자가 소속했던 민주당에서 노무현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탈당하여 새로 열린우리당을 창당하는 등 정치적인 소용돌이도 있었다. 

본시 대통령제에서 의회가 대통령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할 정도로 의회와 대

통령이 갈등을 빚으면 정치권에서 대통령의 위법행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하여 해결점을 찾고 정치력을 발휘하여 이 문제를 먼저 다루게 된다. 대통령의 

위법행위가 있다는 것만으로 바로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정치력의 

상실을 의미하고, 재판기관인 헌법재판소에 엄청난 부담을 지우는 것이 된다. 따

라서 탄핵심판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이 문제를 정치적

으로 해결하지 못한 부담은 정치권이 공통적으로 질 수밖에 없는 점이 있다. 정

치권이 이 문제를 다루지 못하고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한 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자기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합치하는가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

난하거나 지지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 이 글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05학년도 연구지원비의 
보조를 받았음.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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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이 사건에서는 국회의 탄핵소추로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이 청구되면

서 헌법재판소는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게 되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절차

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지지세력과 반대세력간의 대립이 격

화되었고, 탄핵에 관한 논의도 이들 양 진 간의 대리전의 양상을 띠게 되었다. 

이러한 두 세력간의 대립이 심각한 가운데서 헌법재판소 역시 외부의 향권 속

에 놓이게 되었다. 탄핵에 대하여 반대하는 세력은 헌법재판소에 압박을 가하려

고 하 고, 그러한 시도는 촛불시위 등의 대중집회를 통해서도 나타났다.1)

이러한 가운데 탄핵소추에 반대하는 진 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더라

도 承服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까지 등장하 고, 여당 국회의원에 의하여 헌법

재판소는 民主的 正當性이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는 승복할 

수 없다는 주장까지 등장하 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법학자 또는 정치학자 등 

전문가들 가운데는 양 진 의 어느 한편에 서서 각기 그 이익과 주장을 正當化

하는데 개입하기도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論理를 만들어내기도 하 다. 그러면

서 탄핵제도와 탄핵절차에 대하여 다양한 수준과 시각에서 여러 주장과 견해들

이 등장하 고, 이러한 복잡하고 때로는 혼란스러운 논의 속에서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진행되었다.

국회에 의하여 탄핵소추가 이루어지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절차가 진행되

는 동안에 헌법적으로 의미 있는 爭點들이 부각되었는데, 그 가운데 핵심적인 것

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파면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다. 대통령

을 파면하여야 한다는 진 에서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한 이상 헌법재판소는 위법행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만 판단하고 나머지는 국회

의 소추의견에 따라야 한다는 견해도 등장하 다. 이는 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이

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만 하고, 탄핵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정치적 기관인 국회가 

결정한다는 관점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저

지하려는 진 에서는 가령 대통령의 위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국회의 소

추의견에 적시된 사유는 중대하지 않다고 하고, 대통령의 파면에는 반드시 위법

행위에 重大性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 다. 憲法이나 憲法裁判所法

에 중대성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도 없고 중대성이라는 개념이 가

지는 법리적인 의미와 그 소송법적인 좌표를 명확하게 논증한 바도 없음에도 일

1) ｢동아일보｣ 2004년 3월 15일자, A30쪽; ｢조선일보｣ 2004년 3월 13일자, A11쪽; ｢중
앙일보｣ 2004년 3월 16일자, 3쪽; ｢한겨례신문｣ 2004년 3월 15일자, 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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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중대성이라는 개념을 들고 나온 것은 탄핵사유에 대한 개념적 조작을 통하여 

탄핵을 저지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배어 있었다.

탄핵심판을 둘러 싼 상황과 쟁점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되면서 대통령의 위법

행위가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게 되자 가능한 한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재판

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彈劾訴追를 撤回하도록 국회에 압력을 가하는 운동

도 생겨났다.2) 그런데 탄핵소추의 철회에 대해서는 실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

가 없어 이 점이 소송법적으로 또 하나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 반면 대통령의 

파면을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하여 탄핵을 지지하는 진 에서는 탄핵사유를 추가

하자는 논의도 등장하여 과연 소송법적으로 訴追議決書에 다른 사유를 더 추가

할 수 있는가, 추가할 수 있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하는 점도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그리고 우리 현행법의 규정상 탄핵결정에서 재판관이 개별

의견을 밝힐 수 있는가 하는 점도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사건이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권한쟁의심판, 정당해산심판, 탄핵심판 5개

로 열거적으로 한정되어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실정법인 헌법재판소법이 위헌법

률심판, 헌법소원심판,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만 재판관으로 하여금 개별의견을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憲法裁判所法 제36조 제3항의 입법상의 구조에서 과연 

개별의견을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정당해산심판과 탄핵심판에 대해서

는 개별의견의 표시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

니면 5개의 사항이 예시사항이 아니고 열거사항인데 그 가운데 3개만에 한정하

여 개별의견을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입법형식에서는 나머지 2개는 개별의견

의 표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점이 실정법의 해석

방법의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法政策的인 관점과 實定法解釋의 

문제가 올바로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相反되는 견해들이 등장하 다. 이 사건 

결정이후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여러 주제에 대하여 평가가 있었다.3)

이 논문에서는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던 쟁점인, 헌법재

판소가 대통령에 대하여 파면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가 하는 점을 

2) ｢조선일보｣ 2004년 3월 13일자, A11쪽; ｢중앙일보｣ 2004년 3월 17일자, 5쪽, 2004년 
4월 6일자, 1쪽; ｢한겨레신문｣ 2004년 3월 17일자, 3쪽 참조.

3) 예컨대, 許營, “盧武鉉 大統領에 대한 彈劾審判”, 韓國憲法判例硏究會(編), 憲法判例硏
究(서울: 博英社, 2004), 237쪽 이하; 李丞祐, “大統領盧武鉉에 대한 彈劾審判決定의 
評釋”, 같은 책, 261쪽 이하; 송기춘, “대통령노무현탄핵심판사건결정의 몇 가지 문제
점”, 민주법학 통권 제26호(2004. 8.), 332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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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혀보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탄핵사유에 있어서 위법행

위의 중대성이 법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것은 탄핵결정에서 파면의 실체적 요건을 분명히 하는 점에서도 필요한

데, 이 문제도 아울러 검토하기로 한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탄핵심판대상자에 대한 罷免與否에 대해서는 국회

의 소추의견에 기속됨이 없이 헌법재판소 스스로 판단하는 권한을 가진다는 점

을 분명히 하 고, 이런 전제 하에서 탄핵심판을 하 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위법행위의 重大性을 파면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다루었는데, 이

러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파면의 실체적 요건상 타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Ⅱ. 事件의 槪要와 爭點

1. 事件의 槪要

(1) 彈劾訴追의 議決 및 彈劾審判의 請求

국회는 2004. 3. 12. 제24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용태․홍사덕 

의원 외 157인이 발의한 ｢대통령(노무현) 탄핵소추안｣을 상정하여 재적의원 271

인 중 193인의 찬성으로 가결하 다.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

기춘은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같은 날 헌법재

판소에 제출하여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을 청구하 다.

(2) 彈劾訴追事由의 要旨

이 사건에서 국회가 탄핵소추하면서 설시한 사유의 내용을 크게 나누어 보면, 

피청구인인 노무현대통령이 (1) 국법질서를 문란하게 하 다는 점, (2) 권력형 부

정부패를 저질 다는 점, ⑶ 국정 파탄을 초래하 다는 점으로 되어 있다. 그 소

추의결서에 설시된 내용의 요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국법질서 문란

1) 특정 정당을 지지한 행위 등

가) 피청구인은 ① 2004. 2. 18. 경인지역 6개 언론사와의 합동기자회견에서, 

“개헌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나도 정말 말씀드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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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다”고 발언하고, ② 같은 달 24. 방송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4년 제대로 하게 해 줄 것인지 못 견뎌서 내려오게 할 것인지 국민이 분명하게 

해줄 것”,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

다”, “대통령이 뭘 잘 해서 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고 발언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이라 함) 제9

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85조 제1항, 제86조 제1항, 제255조 제1항을 위반하

다.

나) 피청구인은 ① 2003. 12. 19. 이른바 노사모가 주최한 ‘리멤버 1219’행사에 

참석하여 “시민혁명은 계속되고 있다. 다시 한 번 나서달라”고 발언하고, ② 

2004. 2. 5. 강원지역 언론인 간담회에서 “‘국참 0415’ 같은 사람들의 정치참여를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허용하고 장려해 주어야 한다”고 발언하여, 공선법 제9조 

제1항, 제59조, 제87조 및 헌법 제69조를 위반하 다.4)

다) 2004. 2. 27.자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 ‘17대 총선 열린우리당 전략기획’

이라는 문건에는 총선후보 입을 위해 ‘당, 정부, 청와대가 함께 참여하는 컨트

롤 타워 구성’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 ‘先당․中청․後정’이라는 총선 위주의 

국정운  순위를 매겨놓고 있는바, 이는 청와대의 조직적인 선거개입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피청구인이 이와 같이 특정 정당의 총선 전략을 지휘한 것은 공선법 

제9조 제1항, 제86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것이다.

라) 피청구인은 ① 2004. 1. 14. 연두기자회견에서, “개혁을 지지한 사람과 개

혁이 불안해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서 갈라졌고, 대선 때 날 지지한 사람

들이 열린우리당을 하고 있어 함께 하고 싶다”고 발언하고, ② 2003. 12. 24. 측

근들과의 회동에서 “민주당을 찍으면 한나라당을 돕는다”고 발언하여, 공선법 제

9조 제1항, 헌법 제8조 제3항,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 다.

마) 피청구인은 국민을 협박하여 특정 정당 지지를 유도하고 총선민심에 향

을 미치는 언행을 반복함으로써 공선법 제237조 제1항 제3호, 헌법 제10조, 제19

조, 제24조를 위반하 다.

2) 헌법기관을 경시한 행위 등

가) 피청구인은 2003. 4. 25. 국회인사청문회의 고 구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4) ‘국참 0415’는 노무현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사조적인 ‘노사모’의 정치조직으로 밝혀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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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부적격 판정을 묵살함으로써 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제78조, 국가정보

원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하 다.

나) 피청구인은 2003. 5. 8. 대국민 인터넷 서신을 통하여 현직 국회의원들을 

‘뽑아버려야 할 잡초’라는 취지로 표현함으로써 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국가

공무원법 제63조, 형법 제311조를 위반하 다.

다) 피청구인은 2003. 9. 3.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 해임건의안 의결을 수용하

는 것을 해태하여 거부하는 듯한 자세를 취함으로써 헌법 제63조 제1항, 제66조 

제2항, 제69조를 위반하 다.

라) 피청구인은 ① 2004. 3. 4. 청와대 홍보수석을 통하여 선거중립의무의 준

수를 요청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② 같은 날 

현행 선거관련법에 대해 ‘관권선거시대의 유물’이라고 폄하하고, ③ 같은 달 8. 

자신의 공선법 제9조 위반행위를 ‘경미한 것’, ‘미약하고 모호한 것’이라고 평가

절하함으로써, 헌법 제40조, 제66조 제2항, 제69조를 위반하 다.

마) 피청구인은 2004. 3. 8. 국회의 탄핵 추진에 대하여 ‘부당한 횡포’라고 발

언하여 헌법 제65조 제1항, 제66조 제2항, 제69조를 위반하 다.

바) 피청구인은 2003. 10. 10. 기자회견에서 최도술의 SK비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하여 “수사가 끝나면 무엇이든 간에 이 문제를 포함해 그 동안 축적된 국민 

불신에 대해서 국민에게 재신임을 묻겠다”고 발언하고, 같은 달 13. 국회에서 행

한 시정연설에서 “국민투표는 법리상 논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합의가 

이뤄지면 현행법으로도 가능할 것”, “정책과 결부시키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지만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좋겠고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겠다”, “재신임을 받을 경우 

연내에 내각과 청와대를 개편하고 국정쇄신을 단행할 계획”이라고 발언하여, 헌

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제72조를 위반하 다.

(나) 권력형 부정부패

1) 썬앤문 관련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가) 피청구인은 2002. 6. 안희정으로 하여금 썬앤문(대표 문병욱)에 대한 감세

청탁을 국세청에 하도록 하여 썬앤문의 세금 171억원이 23억원으로 감액되었는

바, 이는 형법 제129조 제2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를 위반한 것

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2. 11. 9. 서울 리츠칼튼호텔 일식당에서 이광재의 주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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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문병욱과의 조찬자리에 참석하 고, 피청구인이 조찬을 마치고 나간 직후 이

광재는 문병욱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하 는데, 이는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이하 ‘자

금법’이라 함) 제30조, 형법 제32조 위반에 해당한다.

다) 피청구인은 2002. 7. 7. 김해관광호텔에서 문병욱으로부터 돈뭉치 2개(1억

원 정도로 추정)를 받아 수행비서 여택수에게 건네줌으로써 형법 제129조, 국가

공무원법 제61조, 자금법 제30조를 위반하 다.

2) 대선캠프 관련 불법정치자금 수수

노무현 대선캠프의 정대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9억원, 이상수 총무위원장은 

7억원, 이재정 유세본부장은 10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각각 수수, 이를 노무현 

대선캠프에 전달하 는데, 피청구인은 여기에 관여하 으므로 자금법 제30조 위

반에 해당한다.

3) 측근비리 연루

가) 최도술과 관련된 비리

최도술은 ① 2002. 5. 장수천과 관련한 피청구인의 채무변제를 위해 새천년민

주당 부산지역 선거대책위원회 계좌에 남아있던 지방선거 잔금 중 2억 5천만원

을 횡령하여 장수천 대표 선봉술에게 전달하 고, ② 2002. 12.부터 2003. 2. 6. 

사이에 장수천 채무변제를 위해 불법자금 5억원을 모아 선봉술에게 전달하 으

며, ③ 2002. 3.부터 같은 해 4. 사이에 피청구인의 대통령후보 경선자금을 마련

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통해 1억원의 불법자금을 수수하 고, ④ 대통령선거 이후 

넥센타이어 등에서 2억 9,650만원의 불법자금을 수수하 으며, ⑤ 청와대 총무비

서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삼성 등으로부터 4천 7백만원을 수수하 고, ⑥ 대통령

선거 직후 SK로부터 11억원 가량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받았는바, 이러한 최도술

의 행위는 피청구인의 지시나 묵인이 없으면 불가능하므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자금법 제30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

에관한법률 제3조, 형법 제129조, 제356조, 제31조, 제32조 위반에 해당한다.

나) 안희정과 관련된 비리

① 2002. 8. 29.부터 2003. 2. 사이에 강금원은 이기명 소유의 땅을 위장 매매

하는 방식으로 19억원의 불법자금을 제공하 고, ② 안희정은 2002. 9.부터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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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12.까지 7억 9천만원의 불법자금을 모아 선봉술 등에게 전달하 으며, ③ 안

희정은 대통령후보 경선 당시 5천만원, 대통령선거 당시 삼성으로부터 30억원, 

2003. 3.부터 같은 해 8. 사이에 10억원의 불법자금을 수수하 는데, 피청구인은 

이를 지시, 방조하 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자금법 제30조, 형법 제31조, 제32조를 위반한 것이다.

다) 여택수와 관련된 비리

여택수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재직 시 롯데로부터 3억원의 불법자금을 수수하

여 그 가운데 2억원을 열린우리당에 창당자금으로 제공하 는데, 피청구인은 여

기에 관여하 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자금법 제30조, 형법 제129조, 

제31조, 제32조를 위반한 것이다.

라) 양길승과 관련된 비리

청와대 부속실장이던 양길승은 2003. 6.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

던 이원호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수사무마 청탁 등을 하 다는 혐의로 구속되

었다.

4) 정계은퇴 공언

피청구인은 2003. 12. 14. 청와대 정당대표 회동에서 피청구인 측의 불법정치

자금 규모가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넘으면 정계를 은퇴할 것이라고 공언하 고, 

2004. 3. 8. 현재 검찰수사 결과 7분의 1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도 은퇴공약을 무

시함으로써 헌법 제69조,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자금법 제30조를 위반하 다.

(다) 국정파탄

피청구인은 국가원수이자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국민을 통합시키고 국가발전

과 경제성장에 모든 역량을 결집시킴으로써 국민의 행복추구권 보장과 복리증진

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할 헌법상의 책무를 저버린 채, 성장과 분배간의 

정책목표에 일관성이 없고, 노사간의 권리의무관계에 대하여는 뚜렷한 정책방향 

없이 흔들려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을 가중시켰으며, 정책당국자간의 혼선과 이념

적 갈등을 야기하여 경제 불안을 가중시켜왔고,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과 노

력을 특정 정당의 총선 승리를 위하여 쏟아 붓는 등 불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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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왔으며, “대통령 못해 먹겠다”는 발언을 하거나 재신임국민투표를 제안하고, 

정계은퇴를 공언하는 등으로 무책임하고 경솔한 국정운 을 함으로써 국민을 분

열시키고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여 헌법 제10조, 제69조를 위반하 다.

2. 爭點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주요 쟁점은 (ⅰ) 탄핵사유로서의 위법행위가 존재하는

가, (ⅱ)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서 중대성은 위법행위의 구성요소인가, (ⅲ) 위법

행위가 인정될 때 헌법재판소는 필수적으로 파면결정을 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파면여부에 대하여 판단권을 가지는가하는 점이었다. 여기서는 주로 (ⅲ)의 쟁점

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ⅱ)의 문제에 대하여 그 법리를 밝히기로 한다.

Ⅲ. 憲法裁判所의 判斷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의 심판에서 탄핵사유로서의 위법행위의 존재에 대하여 

국회의 소추의결서의 내용 전부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일부를 배척한 나머지 부

분에 대해서는 위법행위가 존재함을 인정하 다. 그러면서 국회의 심판청구에 대

하여 대통령이 탄핵소추사유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하기는 하 지만 파면하기

에 충분하지 않아서 파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 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여기서 우리 헌법상의 탄핵심판에서는 국회의 탄핵소추

가 있는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그 위법행위의 존재를 인정하면 자동적으로 파면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파면여부는 헌법재판소가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 다.

｢헌법은 제65조 제4항에서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고 

규정하고, 헌법재판소법은 제53조 제1항에서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

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데, 여기서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은 헌법 제65조 제1항의 탄핵사유

가 인정되는 모든 경우에 자동적으로 파면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문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이러한 해석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법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법위반의 경중을 가리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파면결정을 해

야 하는바, 직무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위반을 이유로 파면을 해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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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피청구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헌법적 징벌의 요청 즉, 법익형량의 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의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

란, 모든 법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단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

대한’ 법위반의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憲法裁判所는 ｢(1) 대통령의 2004. 2. 18. 경인지역 6개 언론사와의 기

자회견에서의 발언, 2004. 2. 24.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대통령 기자회견에서의 

발언은 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의 중립의무에 위반하 다. (2) 2004. 3. 4. 중앙선

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행위는 법치국가이념에 위반

되어 대통령의 헌법수호의무에 위반하 고, 2003. 10. 13.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

투표 제안행위는 헌법 제72조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수호의무에 위반하 다｣라고 

하여, 대통령이 직무상 위법행위를 한 것을 인정하 음에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파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 다.

｢(1)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대통령의 법위반 사실의 개요

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대통령의 법위반 사실은 크

게 기자회견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중립의무’에 위반한 사실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결정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고 현행 선거법을 폄하하는 발언을 하고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안

함으로써 법치국가이념 및 헌법 제72조에 반하여 대통령의 헌법수호의무를 위

반한 사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 법위반의 중대성에 관한 판단

(가) 대통령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선거에서의 중립의무’

를 위반하 고, 이로써 국가기관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과정에 향을 미

치고 정당간의 경쟁관계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요청에 위반하 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위반행위가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관권개입을 시도하는 등 

적극적․능동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기자회견의 자리에서 기자

들의 질문에 응하여 자신의 정치적 소신이나 정책구상을 밝히는 과정에서 답변

의 형식으로 소극적․수동적․부수적으로 이루어진 점, 정치활동과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대통령에게 헌법적으로 허용되는 ‘정치적 의견표명’과 허용되지 않

는 ‘선거에서의 중립의무 위반행위’ 사이의 경계가 불분명하며, 종래 ‘어떠한 경

우에 선거에서 대통령에게 허용되는 정치적 활동의 한계를 넘은 것인지’에 관

한 명확한 법적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한다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구성하는 ‘의회제’나 ‘선거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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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공선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향은 

크다고 볼 수 없다.

(나) 준법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통령의 언행은 사소한 것이라도 국민의 법의

식과 준법정신에 막대한 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대통령이 현행 선거법을 경

시하는 발언을 한 것은 법률을 존중하고 집행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

는 대통령으로서는 가벼운 위반행위라 할 수 없다.

그러나 대통령이 현행 선거법을 ‘관권선거시대의 유물’로 폄하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현행법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중

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소극적․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과정에서 발

생한 법위반행위이다. 물론, 이러한 발언이 결과적으로 현행법에 대한 경시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에 위반했다는 비난을 면할 길이 

없으나, 위의 발언이 행해진 구체적인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다거나 법치국

가원리를 근본적으로 문제 삼는 중대한 위반행위라 할 수 없다.

(다) 대통령이 헌법의 대통령제와 대의제의 정신에 부합하게 국정을 운 하

는 것이 아니라,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안함으로써 직접 

국민에게 호소하는 방법을 통하여 직접민주주의로 도피하려고 하는 행위는 헌

법 제72조에 반할 뿐만 아니라 법치국가이념에도 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대통령이 단지 위헌적인 재신임 국민투표의 제안만을 

하 을 뿐, 이를 강행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고, 한편으로는 헌법 제72조의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재신임의 문제가 포함되는지 등 그 해석과 관련

하여 학계에서도 논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민주주의원리를 구성하는 헌

법상 기본원칙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행위라 할 수 없고, 이에 따라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인 향이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가) 결국, 대통령의 법위반이 헌법질서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하여 본다면, 

대통령의 구체적인 법위반행위에 있어서 헌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평가될 수 

없다.

따라서 파면결정을 통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

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위반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

으므로,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대통령의 권한과 정치적 권위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이며,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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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경시하는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의 권한과 권위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이

다. 특히, 짧은 민주정치의 역사 속에서 국민의 헌법의식이 이제야 비로소 싹트

기 시작하 고 헌법을 존중하는 자세가 아직 국민 일반의 의식에 확고히 자리

를 잡지 못한 오늘의 상황에서,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확고한 태도

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대통령은 ‘법

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로서 자신 스스로가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해

야 함은 물론이고, 다른 국가기관이나 일반 국민의 위헌적 또는 위법적 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나섬으로써 법치국가를 실현하고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Ⅳ. 爭點에 대한 檢討

1. 彈劾制度의 理念的 法原理的 地形

(1) 彈劾制度의 發生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쟁점들은 탄핵제도의 본질 및 기능과 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먼저 탄핵제도라는 것이 어떠한 이념 하에 만들어졌으며 어떠한 원

리 하에 작동하는 메커니즘인가 하는 문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탄핵제도는 

특정한 법원리에 의해 연역적으로 만들어진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통치시스템의 

발달에 따라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이고 이에서 원리들이 형성되고 체계화된 것

이므로 탄핵제도가 가지고 있는 이념적․법원리적 지형을 살펴보는 것이 선행적

으로 요구된다.

탄핵제도가 오늘날 헌법제도로까지 발달해온 궤적을 추적해보는 데는 우선 탄

핵제도의 발생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탄핵제도는 멀리 중세 국 노르만왕조 때 있었던 왕의 법정인 Curia Regis에

서 비롯한다. 국에서 탄핵제도는 원래 의회가 정부를 감독하는 하나의 수단으

로서 국왕의 신하들이나 고관들이 非行을 저질 음에도 이를 問責할 법규정이 

마땅하지 않거나, 권력자의 압력이나 간섭 등으로 인하여 통상의 형사재판으로는 

법의 집행이 공정성을 기하기 어려울 때, 고관들에 대해 의회가 행한 소추에서 

발달하 다. 이런 탄핵제도의 직접적인 목적은 국왕으로부터 직접 향을 받고 

있는 고관들의 비행이나 無能을 통제하고 이들을 파면하는 것에 있었다. 탄핵제

도는 Curia Regis의 사법작용의 결과로 생겨난 것이지만 그 작용은 의회가 兩院

으로 분리되면서 上院에 승계되었다. 하원에서 소추하고 상원에서 심판하는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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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갖추어진 것은 14세기 Good Parliament에서 생겨났으며, 국 헌정사에서 완

전한 의미의 탄핵제도가 출범한 것은 이에서 비롯한다. 이러한 것은 탄핵제도가 

군주에 대한 의회의 권력통제로 형성되고 발전된 것임을 보여 준다. 국민주권이 

더욱 심화되면서 의회는 곧 국민의 化身이므로 탄핵제도는 民主的 正當性(=민주

주의적 정당성 democratic legitimacy)에 의한 君主的 正當性(군주주의적 정당성 

monarchic legitimacy)의 통제라는 理念的․原理的 地形을 형성하게 되었다.

미합중국에서는 1787년 憲法制定會議에서 탄핵제도가 논의되었는데, 탄핵재판, 

즉 탄핵여부결정권을 최고재판소에게 부여할 것인가 의회에 부여할 것인가 하는 

것도 이 당시에 논의되었다. 탄핵심판의 관장기관을 民主主義(democracy)에 바탕

을 두는 정치기관인 의회로 할 것인가 法治主義(rule of law)에 바탕을 두는 사법

기관인 최고재판소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쟁점으로 제기된 것은 탄핵제도가 유

권적 판단행위로 이루어지고, 이러한 것이 유권적인 판단행위인 이상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정치적 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되어 탄핵제도

를 보는 관점을 民主主義의 관점에서 볼 것인가 아니면 法治主義의 관점에서 볼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겨났기 때문이었다. 이는 

국의 제도를 막연히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국가를 건국함에 있어서 國家構

成原理로 작동하는 점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탄핵

제도에서는 로크적인 관점만이 아니라 몽테스큐적인 관점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는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새로 독립한 아메리카에서는 이미 군주는 존재하

지 않고 權力의 分立(separation of power)이라는 관점에서 국가시스템을 볼 수 있

었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가능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아무튼 이런 논의를 거치

면서 결국 미합중국의 경우도 탄핵을 관장하는 기관을 양원제인 의회가 담당하

는 것으로 낙착되었다. 미합중국헌법은 대통령과 부통령, 모든 공무원들에 대한 

의회에 의한 탄핵제도를 입법화하 다. 탄핵제도에 대하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의 관점에서 검토한 결과 민주주의 쪽으로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기울게 되었다

는 의미이다.

독일에서 탄핵제도는 19세기 각 Land에서 고관들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문책하는 비상수단으로 발달된 것인데, 헌법상 최초로 입법화한 것은 

1818년 Baden헌법이다. 국왕의 신하나 고관이 故意 또는 重過失로 헌법을 위반

하거나 국가의 복지나 안전을 위험하게 한 때에 의회에서 탄핵소추하 고, 國事

裁判所의 기능을 한 참사원에서 재판을 하 다. 여기서 참사원은 의회의 상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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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능을 달리 하는 것이어서 탄핵을 의회의 통제시스템으로만 본 것은 아니라

고 보이고, 오히려 탄핵을 국사재판의 개념으로 포착하는 현상이 주목된다.

프랑스에서 탄핵제도는 한편으로는 大臣이나 高官들의 잘못을 규탄하는 것으

로 발달하 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통령에 대해 叛逆을 방지하는 特別刑事節次로 

발달하 다. 프랑스에서 탄핵제도를 최초로 입법화한 것은 프랑스혁명이후에 처

음 채택한 1791年 憲法이다. 1791年憲法은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고 의회는 單院

制를 채택하 는데, 여기서 국왕의 대신과 행정권에 속하는 주요 관리의 책임에 

대해서는 國民高等裁判所(haute Cour nationale)에 소추하 다. 국민의 일반적인 안

전 또는 헌법에 대한 침해기도 및 음모를 이유로 하여 고소된 자는 의회인 國民

立法議會(Assemblée Nationale Législative)에 의하여 국민고등재판소에 소추되었다(同

憲法 § 100, § 122).

(2) 彈劾制度의 理念的․原理的 地形

탄핵제도가 형성된 과정과 그 시스템의 세부적인은 장치는 각 나라마다 다소

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공통된 점은 그 이념에서 군주 또는 지배자(이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신하 등 국가 내의 지배세력 포함)의 專斷的인 권력행사와 恣意的인 

권력남용에 대한 통제의 필요로 인하여 생겨났다는 점이고, 이런 통제원리가 탄

핵제도를 지배하는 원리로 설정되었다는 점이다. 國民主權理念의 성장으로 지배

자의 권력에 대한 통제는 주권자인 국민의 信任(trust)을 바탕으로 국민을 대변하

는 의회가 관장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이념적으로나 법리적으로 

이는 철저하게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에 의존하는 형태를 띠게 되었다. 그리고 국

민의 신임에 기초하고 있는 의회가 이런 탄핵에 관한 권한을 가지는 이상, 탄핵

의 대상, 사유, 효력은 의회에 대한 신뢰와 군주나 지배자에 대한 불신의 정도에 

비례하여 정해졌다. 각 나라의 역사와 현실에 따라 탄핵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다르게 나타난 것도 이러한 점에 기인한다고 보인다. 그런데 의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신임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의회도 권력기관으로서 권한을 남용할 여지가 

상존하고, 탄핵에 관한 권한도 남용될 수 있다는 점을 착안하기에 이르러서는 탄

핵에 관한 권한을 전적으로 의회로 하여금 독점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사법기관

과 나누어 가지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이 고려되었고, 立憲主義(constitutionalism)의 

발달에 따라 탄핵에 관한 권한도 남용되고 오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탄핵제도가 전적으로 民主主義에만 의존할 수는 없고 法治主義에도 의존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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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성이 받아들여졌다.

이와 같이 탄핵제도에 민주주의원리와 법치주의원리가 支配原理로 고려되면서, 

탄핵제도를 구체적으로 디자인함에 있어 민주주의원리와 법치주의원리를 어느 

정도로 고려하는가에 따라 탄핵의 절차, 탄핵에 관여하는 기관, 탄핵결정의 주체 

등이 다르게 나타났다.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의 기초(=정당성)를 확보함에 있어서 

민주주의원리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경우에는 탄핵의 주체를 의회로 하고, 탄핵

의 사유도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에 한하지 않고 때로 정치적인 책임도 포함시키

고, 탄핵의 범위도 확장시키는 형태를 띠었다(民主主義 모델). 탄핵소추나 탄핵심

판의 기관을 기준으로 볼 때, 이는 政治모델의 특성을 보여준다. 이와 달리 법치

주의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탄핵의 사유를 위법행위에 한

정하고, 탄핵결정도 사법기관으로 하여금 관장하게 하는 틀을 취하는 양상을 띠

었다(民主主義+法治主義 結合 모델). 탄핵소추나 탄핵심판의 기관을 기준으로 볼 때, 

이는 司法모델의 특성을 보여준다. 이 경우에도 민주주의원리를 더 강조하고 법

치주의원리를 시스템의 구조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고려한 경우에는 사법기관

의 관여를 필요최소한의 역에 한정하는 구조를 가졌고(강한 民主主義 + 약한 法

治主義 모델), 민주주의원리와 법치주의원리를 조화시키는 방향에서는 의회와 사

법기관이 공히 탄핵절차에 관여하는 방식을 취하고, 이러한 원리의 공존 속에서 

탄핵의 사유, 대상의 범위, 효력의 범위 등을 그 나라에 합당하게 설정하여 제도

화하 다(均衡 모델). 어느 모델이나 소추의 절차나 심판의 절차는 실정법으로 정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는 법치주의가 적용되고 있으나, 여기서 모델화하는 

것은 탄핵소추권 또는 탄핵심판권의 정당화이므로 이러한 점에 초점을 맞추어  

｢민주주의 모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결합 모델｣로 명명한다.

憲法政策的으로 탄핵제도를 보는 관점과 디자인의 구체적인 좌표는 이러한 원

리들의 비중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에 의하여 정해진다. 우리나라는 1948年憲法

이래 현재까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원리와 법치주의원리를 조화시키는 지점에 

탄핵제도의 좌표를 설정하고 이를 제도화한 균형모델을 취해오고 있다(뒤에서 보

듯이, 이러한 균형 모델에서도 심판기관의 구성에서는 유형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탄핵의 구체적인 절차와 소송법적인 문제도 그 나라의 탄

핵제도가 원리적으로 어떠한 지점에서 좌표가 설정되었는지를 고려하여 해석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하나의 원리로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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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彈劾制度의 모델

탄핵제도가 가지는 이념적․원리적 지형을 위와 같이 나누고, 그에 해당하는 

나라를 보면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여기서는 헌법제도의 형성과 발달에서 중요

한 의미를 가지는 서구의 나라와 우리나라와 같이 아시아지역에서 서구의 제도

를 받아들여 자기나라에 적합하게 채택한 아시아지역 국가들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제도를 보는데, 보다 넓은 시야와 스펙트럼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아 이

를 동시에 분석의 대상으로 삼기로 한다.

(1) 民主主義 모델

탄핵의 이념적 기반을 君主的 正當性에 대항하는 民主的 正當性의 체계로 보

는 관점에서는 민주적 정당성을 구현하는 유일한 국민대표기관인 의회에 탄핵에 

관한 권한을 집중시킨다. 이의 원형적인 시초는 英國의 제도이고 美合衆國도 이

러한 시스템을 채택하 다. 여기서는 兩院制로 된 의회에 탄핵에 관한 권한을 부

여하되, 절차의 합리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下院에게 彈劾訴追權을 부여하고 上院

에게 彈劾審判權을 부여하 다. ｢하원-탄핵소추권, 상원-탄핵심판권｣의 형태이다. 

필리핀이나 인디아도 이러한 모델을 취하고 있다.

탄핵제도를 민주주의에 의존하는 것으로 고안하는 방식에는 이러한 것을 변형

하여 의회에 기반을 두지만 따로 탄핵심판기관을 구성하여 여기서 탄핵심판을 

관장하는 형태도 있다. 프랑스나 일본국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더 강한 유형

은 의회에서 바로 대통령을 罷免(=解任)시키는 제도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이

에 해당한다.

제1유형: ｢하원-탄핵소추권, 상원-탄핵심판권｣

국에서는 탄핵재판에서 공직자에 대한 파면과 함께 형벌도 선고하는데, 내각

의 각료들과 고위공직자, 법관, 의원, 군인, 주교 등에 대하여 탄핵이 행해져 대

상에서 거의 제한이 없고, 탄핵의 사유도 명문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판례에 의

해 결정된다. 직무상 관련된 것에 한하지 않고 널리 인정된다. 下院(House of 

Commons)에서 소추하고 上院(House of Lords)에서 심판한다.

미합중국에서는 대통령, 부통령, 미합중국의 모든 공무원이 反逆罪, 收賂罪, 기

타 重罪와 輕罪의 책임이 인정되는 때에 하원에서 소추하고 상원의 판결로 탄핵

된다(美合衆國憲法 Art. Ⅰ, Sec. 3, Art. Ⅱ, Sec.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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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필리핀에서는 대통령, 부통령, 대법관, 헌법위원회 위

원, 옴부즈맨이 헌법위반, 반역죄, 뇌물죄, 부정이득죄, 부패, 다른 중대한 범죄를 

행한 경우에는 탄핵이나 유죄판결로 파면된다. 필리핀은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데, 탄핵의 소추는 하원이 하고, 탄핵심판은 상원이 행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는 최고법원장이 이를 주재하지만, 표결하지는 않는다. 상원의원의 2/3이

상의 찬성으로 파면결정을 한다(필리핀헌법 제11장 § 2, § 3). 이는 미합중국의 탄핵

제도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인디아에서는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한 경우에 탄핵된다. 양원제를 취하고 있는 

인디아에서 탄핵은 연방의회의 양원 가운데 어느 하나의 院이 의원 1/4이상의 찬

성으로 탄핵안을 제출하고(인디아헌법 § 61①), 14일 이상이 경과한 후에 의결하는

데, 여기서 동원의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소추된다(동헌법 § 61②). 탄핵소

추가 있으면 소추한 院이 아닌 다른 院에서 심사를 하거나 심사하여야 하고, 심

사를 하거나 심사하도록 한 다른 院에서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그날

로 파면된다(동헌법 § 61④). 이러한 것은 탄핵절차를 민주주의에 강하게 의존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모델에 해당한다.

제2유형: ｢의회 또는 의회기반의 소추기관, 의회기반 탄핵심판기관｣

日本國에서는 소추된 재판관에 대하여 衆議院議員과 參議院議員으로 구성되는 

彈劾裁判所에서 탄핵재판을 한다(日本國憲法 § 64). 재판관의 탄핵은 중의원의원

과 참의원의원 각 10인으로 구성되는 裁判官訴追委員會의 訴追에 의해 중의원의

원과 참의원의원 각 7인으로 구성되는 탄핵재판소에서 행한다(國會法 § 125, § 126; 

裁判官彈劾法 § 4, § 5, § 16). 탄핵에 의한 파면의 사유는 ① 직무상의 의무에 현저

히 위반하거나 직무를 심히 怠慢하는 경우, ② 기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재

판관으로서의 威信을 현저히 잃은 비행이 있는 경우이다(裁判官彈劾法 § 2).

프랑스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재판은 상원과 하원의 24명의 의원들로 구성

되는 高等彈劾裁判所(=高等司法院 Haute Cour de Justice)에서 관장하고(프랑스헌법 §

68, § 68-2), 그 외 행정부의 공무원들이 重罪(crime) 또는 輕罪(délit)를 저지른 경우

에 행하는 탄핵재판은 양원의 12명의 의원과 3명의 최고재판소(Cour de cassation)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共和國彈劾裁判所(=共和國裁判所 Cour de Justice de la 

République)에서 관장한다(동헌법 § 68-1). 공직자를 파면시킴은 물론이고 형벌도 선

고한다. 대통령은 大反逆罪(haute trahison)를 범한 경우에 양원의 다수결로 訴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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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동헌법 § 68). 그 외 공무원의 경우에는 최고재판소의 검찰총장이 기소한다(동헌

법 § 68-2). 탄핵의 문제를 형사적인 처벌과 결합하여 재판기관에서 처리하는 방식

은 1791年憲法에서 채택한 제도의 구조와 동일하다. 미에 비하여 사법관과 사

법기관에 대한 불신이 큰 프랑스에서 미와 같은 수준의 민주주의 모델을 취하

지 않고 민주주의에 법치주의를 가미한 형태를 취한 것이 주목된다.

제3유형: ｢의회-직접 파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대통령이 국가원수이고 행정수반인데, 하원의 의원 가

운데서 하원에 의해 선출된다(대통령으로 선출되면 하원의원직을 상실한다). 여기

서 대통령이 헌법 또는 법률에 대한 중대한 침해, 심각한 비행(misconduct), 대통

령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원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대통령을 해

임한다(남아공헌법 § 89). 이러한 해임절차 이외에 따로 탄핵을 정하고 있지 아니

하므로 이는 실질에서 탄핵과 동일하다. 이러한 유형도 민주주의 모델에 해당한

다고 할 수 있다.

(2) 民主主義와 法治主義 結合모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양 원리를 탄핵의 지배원리로 고려하여 고안한 탄핵제

도에는 탄핵의 소추와 심판에 관한 권한은 기본적으로 의회가 가지되, 그 절차에

서 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사법기관을 관여시키는 형태가 있다. 이는 기본적

으로 탄핵을 민주주의의 원리에 기반한 것으로 보는 것에서는 민주주의 모델과 

같으나, 법적인 판단은 정치적인 향을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법의 독립이 보장되는 사법기관에게 맡기는 방식이다. 여기서도 양

원제를 취하는 경우에는 ｢하원의 소추 ―사법기관의 행위의 불법성 판단―상원

의 심판｣의 구조를 가지는 형태가 있고(예: 러시아, 몽골, 인도네시아), 단원제의 경

우에는 ｢소추기관(수상 또는 의원)의 소추 ―사법기관의 행위의 불법성 판단―

의회의 심판｣의 구조를 띠고 있는 형태가 있다(예: 싱가포르).

이와 달리 탄핵소추권의 남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러한 남

용의 문제를 민주주의의 문제로 방치하지 않고 법치주의의 틀에서 바로 잡으려

는 형태가 있다. 여기서는 탄핵소추권은 의회에게 부여하지만, 탄핵심판권은 사

법기관에게 부여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예: 독일, 타이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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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한 민주주의+약한 법치주의,

제1유형: ｢하원의 소추 - 사법기관의 행위의 불법성 판단 - 상원의 심판｣

러시아는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 대통령의 파면은 彈劾에 의해서만 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의 탄핵에서는 반역죄 또는 다른 중범죄를 이유로 

下院에 해당하는 국가두마가 1/3이상의 찬성으로 소추하고 소추된 후 3개월 이내

에 上院에 해당하는 聯邦會議가 이를 심판한다(러시아헌법 § 102ⅱ, § 93). 이런 탄

핵은 순전히 의회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법기관이 관여하게 하

는데, 聯邦最高法院은 연방대통령의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을 성립시키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정하고, 聯邦憲法裁判所는 탄핵소추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의 여

부에 대하여 결정한다. 사법기관에 의하여 탄핵사유와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도 파면을 할 것인가는 聯邦會議가 정하는 것이다. 이는 범죄행위의 존재와 절차

의 적법성은 사법기관으로 하여금 결정하게 하고, 탄핵의 소추와 탄핵의 심판은 

의회가 하도록 하는 것으로 탄핵절차를 민주주의원리에 강하게 의존하면서 법적

인 문제에서만 사법기관의 관여를 허용하는 형태에 해당한다.

인도네시아는 대통령과 부통령이 반역죄, 뇌물수수죄, 다른 형사법상의 중대한 

범죄,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

한 경우에 議會(House of Representative)는 國民協議會(People's Consultative Assembly)

에 탄핵안을 제안한다(인도네시아헌법 § 7B①). 이 경우에 의회는 재적의원 2/3이상

으로 헌법재판소에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이런 요구를 받은 憲法裁

判所는 90일 이내에 의회의 조사요구에 대하여 조사할 의무를 진다(동헌법 § 7B

④). 만일 헌법재판소가 조사결과 위법행위가 인정된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의회

는 전체 회의에서 국민협의회에 탄핵안을 제출하는 의결을 한다(동헌법 § 7B⑤). 

이러한 의결에 의하여 탄핵안의 제출을 받은 국민협의회는 3/4이상의 출석과 출

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파면결정을 한다(동헌법 § 7B⑦).

몽골공화국은 의회인 國家大評議會(State Great Hural)가 임명하는 수상이 내각을 

통할하는 의원내각제의 성격이 강한 혼합제 정부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대통령도 

법률안제출권, 법률안거부권, 국가긴급권, 국가대평의회에 대한 내각불신임요청권 

등을 가지고 있다.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 투표에 의하여 투표

를 하고 여기서 과반수의 득표를 한 자에 대하여 국가대평의회가 당선을 승인한

다. 몽골공화국에서는 대통령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선서에 위반하여 권한을 남용

한 경우에는 탄핵을 하는데, 먼저 憲法裁判所가 이러한 위법행위가 있는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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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재판을 하고, 위법행위가 인정되면 國家大評議會에서 유효투표자의 과반수

의 찬성으로 대통령을 파면한다(몽골헌법 § 35). 몽골공화국은 단원제의 의회를 가

지고 있으며, 위법행위의 존재여부에 대한 판단만 헌법재판소가 행하고 탄핵여부

에 대해서는 의회인 국가대평의회가 결정한다.

제2유형: ｢소추기관(수상 또는 의원)의 소추 - 사법기관의 행위의 불법성 판단 -

의회의 심판｣

싱가포르는 실질은 의원내각제의 정부형태를 취하면서 대통령을 직선으로 선

출하는데, 싱가포르에서는 대통령이 고의적인 헌법위반행위, 반역죄, 직권남용에 

의한 부정행위, 사기, 부정직과 부도덕을 수반하는 위법행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首相이나 議會議員 1/3의 해임(remove)발의를 하고, 최고법원장의 지명

으로 구성되는 審判委員會(최고법원장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통상 최고법원장을 포함

하여 5인 이상의 최고법원판사로 구성)에 의해 조사와 보고를 하게 하고, 이러한 행

위가 인정되면 議會의 재적의원 3/4이상의 찬성으로 해임된다(싱가포르헌법 § 22L

③). 이러한 해임제도 이외에 달리 탄핵제도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사실상 

탄핵과 동일하다. 싱가포르는 단원제의 의회를 가지고 있는데, 위법행위의 성립

에 대한 판단은 사법기관에게 맡기고 나머지 대통령의 해임발의(=탄핵소추)와 결

정은 전적으로 의회에게 맡기고 있다. 강한 민주주의와 약한 법치주의의 모델에 

해당한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탄핵소추권을 의회의 권한으로 하지 않고 의원

의 권한으로 디자인한 점이다.

2) 민주주의 + 법치주의 균형모델

독일에서는 연방대통령이 기본법이나 연방법률을 고의로 침해한 경우 聯邦議

會나 聯邦參事院의 訴追에 의해 聯邦憲法裁判所에서 대통령직의 상실여부를 선

고한다(基本法 § 61). 연방법관이 직무상 또는 직무 이외에서 기본법의 기본원칙이

나 란트(Land)의 헌법합치적인 질서를 위배한 경우에는 연방의회의 소추에 의하

여 연방헌법재판소는 재판관 2/3의 찬성으로 다른 직으로의 전보, 정직을 명할 

수 있고, 고의적인 위반인 경우에는 파면을 명할 수 있다(基本法 § 98②).

타이완의 경우에는 헌법의 개정으로 종래의 입법원과 국민대회로 입법기구가 

이원화되었던 것이 국민대회의 폐지로 일원화될 것으로 보인다(2004년 8월 입법원

에서 법안통과, 2005년 5월 국민대회 예정). 타이완은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데,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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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 부총통은 立法院에서 탄핵소추를 하고, 대법관 15인으로 구성되는 大法官會

議(상고심인 최고법원과 구별)에서 탄핵재판을 한다. 종래에는 입법원이 탄핵소추를 

하고 국민대회에서 국민대표 2/3이상의 찬성으로 파면하 다. 이러한 것은 탄핵

심판을 민주주의 모델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균형 모델로 변경하는 것에 

해당한다.

≪탄핵제도의 유형과 구조≫

유형

항목

민주주의모델 민주주의+법치주의 결합모델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强民弱法 모델

균형 모델
제1유형 제2유형

구조

｢하원-
탄핵소추권,
상원-탄핵

심판권｣

｢의회 또는 

의회기반의 

소 추 기 관 , 
의회기반 탄

핵심판기관｣

｢의회-직
접 파면｣

｢하원의 소추

- 사법기관의 

행위의 불법

성 판단-상원

의 심판｣

｢소추기관( 수상 

또는 의원)의 소

추-사법기관의 행

위의 불법성 판단

-의회의 심판｣

｢의회-탄핵소

추권, 재판기

관-탄핵심판권｣

국가
국, 미합중국, 

필리핀, 인디아

일본국,
프랑스

남아프리

카공화국

러시아, 몽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독일, 타이완,
한국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48年憲法에서부터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하고 재판기관

에서 탄핵심판을 하는 균형모델을 채택하 다. 1948年憲法부터 1954年憲法까지 

탄핵심판을 관장한 彈劾裁判所와 1982년 헌법부터 1969년 헌법까지 탄핵심판을 

관장한 탄핵심판위원회는 순전한 사법기관은 아니고 국회의원이 구성원으로 참

여하는 형태로 구성하 다. 이는 탄핵재판기관의 구성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를 결합한 형태를 취한 것이다. 1960년의 헌법과 1987년 헌법이 채택한 헌법재

판소는 순전한 사법기관으로서 구성하 고 재판관도 자격에서 법관의 자격을 요

구하 다. 1972년 헌법과 1980년 헌법이 채택한 헌법위원회는 그 구성원에서 법

관의 자격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러한 변천을 표로 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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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탄핵제도의 변천≫

헌법

항목

 1948년 헌법

-1952년 헌법

1954

헌법

 1960년 6월헌법

-1960년 11월헌법

1962년 헌법-

1969년 헌법

1972년 헌법-

1980년 헌법

1987년 헌법

탄핵소추

기관
국회(단원제) → 국회(양원제) 국회(단원제) → →

탄핵심판

기관

탄핵재판소

(재판장:
부통령 대법관

5 인+ 국회의원 

5인)
→

헌법재판소

(9인의 심판관-

법관 자격 필요

국회: 3인 선출,
대통령: 3인 임명,
대법원장:

3인 지명)

탄핵심판위원회

(위원장: 대법

원장 대법원판

사 3인+ 국회

의원 5인

* 대법원장을

심판하는 경우

- 국회의장이

위원장)

헌법위원회

(9인의 위원-

법관 자격 불요

국회: 3인 선출, 
대통령: 3인 임

명, 대법원장: 

3인 지명)

헌법재판소

(9인의 재판관

-법관 자격 필요

국회: 3인 선출, 
대통령: 3인 임

명, 대법원장: 3
인 지명)

3. 우리나라 彈劾制度의 構造

(1) 均衡 모델

우리 나라의 현재의 탄핵제도는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

핵심판을 하는 균형모델이다. 그리고 탄핵소추권과 탄핵심판권을 분리하여 각기 

다른 기관에 부여하고, 탄핵심판에서 그 결정에 따로 의결정족수를 정하여 이를 

행하고 있는 구조에서 보듯이, 탄핵심판권을 가지는 기관(예: 상원, 탄핵재판소, 헌

법재판소 등)에서는 탄핵대상자를 파면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권

한을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런 구조에서는 탄핵심판기관은 탄핵소추기관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의 탄핵제도에서도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

권과 탄핵심판권이 분리된 구조 속에 있을 뿐 아니라 탄핵심판에 필요한 決定定

足數를 정하고 있으므로(헌법 § 113①, 憲裁法 § 23②) 탄핵심판의 대상자에 대해 파

면할 것인가 아니할 것인가 하는 점을 독자적으로 결정하며, 탄핵소추기관인 국

회의 의사에 기속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것은 균형모델의 특징일 뿐 아니라 탄핵

소추기관과 탄핵심판기관을 분리하는 구조의 특징이기도 하다. 憲法裁判所法은 

제53조 제1항에서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고 정하고 있어, 문언만 놓고 보면,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를 ‘파면여부를 정하는 결정’이라고 하지 않았기 때



鄭 宗 燮 [서울대학교 法學 제46권 제1호 : 514～544536

문에 이는 ‘파면만 하는 결정’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는 반드시 파면하

여야 한다고 주장할지 모르겠으나, 탄핵제도의 전체적인 구조와 헌법재판소가 파

면결정을 할 때 필요한 정족수를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해석은 訓 學的으로

도 수용하기 어려운 억지가 아닐 수 없다. 또 立法者의 意圖나 立法技術上의 條

文表現에서 보더라도, 우리와 같은 구조에서 헌법재판소에게 소추절차의 적법성

과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권만 부여하

고 파면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점은 국회의 소추의결에 헌법재판소가 

기속되는 것으로 하려고 했다면, 소추의결서의 기재사항을 현재와 같이 정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탄핵심판청구서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가 존재하는지

의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정하 을 것이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판단

범위는 중요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에서는 헌법재판소는 소추절차의 적법여부

와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 또는 법률위반인지의 여부만을 결정한다고 정했을 

것이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위법행위의 존재에 대해서만 

판단할 권한을 가지고 파면여부에 대해서는 국회의 의사에 기속된다고 주장하

지만, 이는 우리의 탄핵제도의 구조와 이를 지배하는 법리를 잘못 이해한 것이

다. 물론 청구인의 주장은 민주주의에 강하게 의존하는 것으로 우리 현행 제도를 

위에서 본 ｢강한 민주주의 + 약한 법치주의 모델｣로 이해하려는 관점이지만, 우리

의 구조상 이렇게 이해할 여지는 없다.

｢대통령의 직무집행에 있어서의 헌법 또는 법률위반행위가 파면까지 가야 

할 중대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권한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에 부여되어 

있고, 헌법재판소의 심판범위는 탄핵소추절차의 합헌성․적법성 여부와 탄핵소

추된 구체적 위반행위 사실의 존재여부에 한정된다.｣

이렇게 볼 때, 현행 탄핵제도에서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에 대한 모든 요건에 

대하여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憲法裁判所는 탄핵심판에서 요구되

는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 공히 독자적으로 심사․판단하는 권한

을 가지며, 여기에 국회의 의사가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할 것이다.

(2) 罷免決定의 實體的 要件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의 실체적 요건을 심사하는 권한을 가진다고 할 때,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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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그 실체적 요건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 실체적 요

건은 憲法 제6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와 ｢직무의 계속수행허용성의 인정｣이다. ｢직무의 계속수행허용성의 

인정｣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현행 헌법상의 탄핵제도의 구조상 도출되는 헌법

재판소의 헌법상의 권한인데, 이는 헌법재판소가 심판대상자에 대하여 파면할 것

인가 파면하지 아니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헌법재판소는 파면하는데, 憲法裁判所法 제53조 제

1항의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라고 함은 이를 말한다.

따라서 罷免決定의 實體的 要件은 (1) 심판대상자가 위법행위를 했음이 인정될 

것(違法行爲의 存在), ⑵ 이 위법행위가 직무관련성을 가질 것(職務關聯性), ⑶ 심

판대상자에게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이익이 존재하지 않을 것(職務의 繼續遂行

許容性)이 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실체적 요건을 이와 같

이 판단하 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실체적 요건의 판단에서는 타당하다고 할 것

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게 직무상 관련된 위법행위를 

인정하 으면 파면을 하여야 하지 헌법재판소가 위법행위를 한 대통령에 대하여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 판단해서는 안 된

다고 한 비판은 현행 탄핵심판제도의 구조와 법리를 오인한 잘못된 주장이라고 

할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쟁점으로 부각된 것이 대통령의 탄핵에 있어서는 그 위법행위

가 인정되더라도 重大性이 인정되어야지 경미한 것으로는 파면되지 않는다고 한 

점이었다. 이러한 주장은 이 사건 탄핵의 과정에서 애매하게 주장되었는데, 대통

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있자 대통령의 파면을 저지하려는 세력들에게서 주로 주

장되었다. 그리고 대통령의 위법행위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파면할 만큼 중대하

지 않다는 논리로 이를 정당화하려고 한 것이었다. 그런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

른 주장은 주장이라고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이 쟁점은 어디에 그 좌표가 설정되

는가 하는 점이다. 법리적으로는 중대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違法行爲의 成立이 

阻却된다는 것인가 아니면 위법행위의 성립에는 향이 없고 職務의 繼續遂行許

容性을 조각시키는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된다.

현행 憲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만이 아니라 탄핵심판대상자를 모두 설시하

면서 이에 공통적으로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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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대상자를 구별하여 개별적으로 위법행위의 성립요건을 

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는 법문상으로도 명백하다. 명문의 규정이 이렇게 명백하

고 不確定槪念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한 해석의 법리상으로도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나라의 경우 중대한 범죄나 중대한 위법행위를 말

할 때는 명문상 중대함을 명시하여 놓은 것을 보더라도 憲法 제65조 제1항의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한 때로 해석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면 다른 심판대상자의 경우에도 공히 

중대한 위법행위의 경우에만 파면사유가 된다는 것으로 되고, 이는 헌법의 개정

으로 변경하여야 할 내용을 해석을 통하여 변경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그리

고 위법성의 인정에서 중대성을 부가하는 경우에는 형법이나 배상책임 등에서 

過失과 重過失을 구별하듯이 이는 명시적으로 적시되어야 한다. 우리 실정헌법의 

구조가 이러함에도 그 중에서 특히 대통령의 경우에만 중대한 경우라고 해석하

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이다. 우리 헌법과 같은 법문의 구조에서 중대성이라는 요

소를 가지고 위법행위의 성립을 개별화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만이 아니라 예컨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간의 경중, 국무총리와 평검사간의 경중 등 구체적으로 개별

적인 상황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헌법이 명시적으

로 대통령의 경우를 다른 경우와 구별하여 중대성을 위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 

정하지 않는 한 현행 법문과 같은 구조에서는 중대성이 위법행위의 성립에서의 

조각사유가 된다고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그러면 대통령을 파면하는 경우와 평검사를 파면하는 경우가 동일한가, 헌법재

판소 재판관을 파면하는 경우와 평판사를 파면하는 경우가 동일한가 하는 문제

에서 사안에 따라서는 동일하게 다루어야 할 경우도 있겠지만 그 헌법상의 지위

와 역할에 비추어 양자가 동일하다고 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면 동일한 위법행위

를 하 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경우에는 검사의 경우와 비교하여 그 위법행위

가 보다 중대한 경우에 파면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게 된다. 따라서 위법행위의 

중대성이 파면여부를 결정하는데 고려되지 않을 수 없는데, 그것은 실체적 요건 

가운데 직무의 계속수행허용성을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려되는 요소로 작용한다. 

중대성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중대성으로 판단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정하기 쉽지 않다. 형법상 輕罪와 重罪를 구별하는 경우에는 이 구별을 하

나의 기준으로 할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아니한 이상 중대성이라는 것은 추상개념

으로만 존재할 뿐 구체적인 기준이 되지 못한다. 결국 이 중대성이라는 것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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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形式槪念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채울 수밖에 

없는 形式原理로서의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것은 국무총리를 파면할 때도 고려

되고 국무위원을 파면할 때도 고려되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파면할 때도 고

려되고 평판사를 파면할 때도 고려된다. 이는 결국 그 표현이야 어떠하든지 실체

적 요건 중 ｢직무의 계속수행허용｣을 正當化하는 요소로 등장하게 된다. 그런데 

위법행위의 중대성이 인정되면 파면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위법행위의 중대성

이 인정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파면시킬 필요성이 상당히 정당화되기 때문에 

통상 파면될 것이다. 그러나 위법행위의 중대성은 ｢職務의 繼續遂行許容｣의 認定

與否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이므로 위법행위의 중대성이 인정되더라도 잔여임

기의 기간, 당시 국가의 국내적․대외적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의 대통령의 직무

수행의 필요여부 등 대통령으로 하여금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여야 할 이익이 

이를 압도하면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사건에서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하고자 한 세력은 위법행위의 중대성이 인정되느냐의 여부가 파면여부를 결

정한다고 주장하 지만, 이것도 법리적으로는 잘못된 것이다.

탄핵에 있어서 위법행위의 중대성이라는 것이 이러한 성질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도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위법행위가 중대성을 가지는가 아

닌가 하는 점을 ｢직무의 계속수행허용｣의 인정여부, 즉 파면여부를 결정하는 요

소 가운데 하나로 고려하게 될 것이고, 헌법재판소도 실제에서 아래와 같이 이렇

게 판단하 다. 헌법재판소가 위법행위의 중대성을 파면결정의 실체적 요건 가운

데 違法行爲의 成立要素로 보지 않고 職務의 繼續遂行許容性의 認否要素로 본 

것은 이런 점에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1) ‘법위반이 중대한지’ 또는 ‘파면이 정당화되는지’의 여부는 그 자체로서 

인식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파면결정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공직자의 ‘법위

반 행위의 중대성’과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 사이의 법익형량을 통하여 결정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탄핵심판절차가 헌법의 수호와 유지를 그 본질로 하

고 있다는 점에서, ‘법위반의 중대성’이란 ‘헌법질서의 수호의 관점에서의 중대

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법위반이 어느 정도로 헌법질서에 

부정적 향이나 해악을 미치는지의 관점’과 다른 한편으로는 ‘피청구인을 파면

하는 경우 초래되는 효과’를 서로 형량하여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지의 여

부 즉, 파면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 그런데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막중한 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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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헌법 제66조),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어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의기관이라는 점에서(헌법 제67조) 다른 탄핵대상 공무원과는 그 

정치적 기능과 비중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파면의 

효과’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차이로 나타난다.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

적 정당성’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하는 효과를 가지며,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은 물론이고, 국론의 분열현상 즉,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간의 분열과 반목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의 경우,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부여받은 ‘직접적 민주적 

정당성’ 및 ‘직무수행의 계속성에 관한 공익’의 관점이 파면결정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서 고려되어야 하며, 대통령에 대한 파면효과가 이와 같이 중대

하다면,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도 이에 상응하는 중대성을 가져야 한다.

그 결과,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공직자의 경우에는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

가 일반적으로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미한 법위반행위에 의해서도 파면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큰 반면, 대통령의 경우에는 파면결정의 효과가 지대하기 

때문에 파면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압도할 수 있는 중대한 법위반이 존재

해야 한다.

(3)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어떠한 것인지’에 관하여 일반

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나, 한편으로는 탄핵심판절차가 공직자

의 권력남용으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관점과 다른 한편으로는 

파면결정이 대통령에게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한다는 관점이 함께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될 것이다. 즉, 탄핵심판절차가 궁극적으로 헌법의 수호에 기여하

는 절차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파면결정을 통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

법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위반행위가 헌법수호

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 비로소 파면결정이 정당화되며, 대

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선거를 통하여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의기관

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

해야 할 정도로 대통령이 법위반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탄핵심판절차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질서, 

즉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본질적 내용은 법치국가원리의 기본요소인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사법권의 독립’과 민주주의원리의 기본요소인 ‘의회제

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헌재 1990. 4. 2. 

89헌가113), 대통령의 파면을 요청할 정도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위

반’이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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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구성하는 기본원칙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행위를 뜻하는 것이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그 외의 행위유형까지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

하는 행위 외에도, 예컨대, 뇌물수수, 부정부패, 국가의 이익을 명백히 해하는 

행위가 그의 전형적인 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예컨대, 대통령이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여 뇌물수

수, 공금의 횡령 등 부정부패행위를 하는 경우,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대통령

으로서 명백하게 국익을 해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여 

국회 등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국민을 

탄압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선거의 역에서 국가조직을 이

용하여 부정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의 조작을 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는 믿음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에 이르 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정당화되는 것이다.｣

Ⅴ. 彈劾制度에 대한 憲法政策的 再檢討

이 사건을 거치면서 등장한 논의들이 복잡한 면을 보인 것은 헌정사상 처음으

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경험하면서 탄핵제도에 관하여 이념적․원리적 논의와 

현행 제도의 구조와 이를 지배하는 법리에 대한 이해들이 뒤섞여 전개된 것에 

가장 큰 원인이 있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양상이 등장하게 된 원인에는 그간에 

국내 학계에서 탄핵제도에 대하여 세 한 쟁점에 대하여 깊이 연구한 성과가 충

분하지 못했고, 이 상황에 접하여 발언한 전문가들도 이를 깊이 연구한 성과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바라보는 일반인의 가치판단수준에서 어느 한편

에 자기의 좌표를 정하고 이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만들어 내다보니 전문적인 탐

구이전에 주장부터 앞서 논의의 혼란을 제대로 정리해내지 못하 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타당하 는가 

하는 것과는 별개로 탄핵제도에 대한 憲法政策的인 시각에서 필요한 논의는 언

급할 필요가 있다.

먼저 탄핵제도를 디자인함에 있어 民主主義原理와 法治主義原理를 어느 정도

로 配合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일정한 스펙트럼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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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점을 정하여 우리에게 적합한 제도를 디자인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와 같이 

균형모델로 할 수 있고, 결합모델에서 ｢강한 민주주의 + 약한 법치주의 모델｣로 

디자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헌법제도의 디자인에서 민주주의원리를 적용할 때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법치주의를 개입시킬 때의 장점과 단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주의는 民主的 正當性에 기초하여 모든 것을 결정한다. 여기서 발생하

는 오류는 민주주의의 속성이고 한계로 받아들인다. 법치주의는 민주적 정당성만

에 기초하여 결정할 때 따라오는 오류를 가능한 한 시정하고 축소시키려고 한다. 

민주주의는 모든 분쟁을 政治主義에 의존하여 결판을 내려고 하고, 법치주의는 

정치적 분쟁을 규범의 틀 속으로 끌어들여 司法主義에 의존하여 평화적으로 해

소시키려고 한다. 다만, 법치주의에 심하게 의존할 때에는 공동체의 구성원에 대

한 설득력이 약해진다. 다시 말해, 법치주의에 극단적으로 의존할 때는 국가운

이 소수의 司法官에 의해 결정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양자

를 배합할 때에도 그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는 그 공동체가 해결하여야 

할 과제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 배합의 원리는 탄핵제도에 있어 節次

나 關與 機關의 구성방법에까지 적용된다.

현재의 제도를 평가하자면, 우선 현행 제도는 탄핵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만큼 억제된 형태를 띠고 있다. 파면의 實體的 要件인 위법행위에 직무관련

성을 추가하는 것은 비교법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직무관련성의 추가로 인하여 

탄핵의 사유는 현저하게 축소되어 있고, 국정운 은 그 만큼 왜곡된다. 헌법재판

소는 이런 직무관련성이 가지는 제도왜곡의 위험을 인정하고 직무관련성을 아래

와 같이 덜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으나, 직무관련성이라는 요소가 탄핵제도를 왜

곡하기는 마찬가지다. 직무관련성을 폐지하고, 탄핵사유가 되는 불법행위는 불확

정개념을 배제하고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외국의 경우는 대부분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위법행위를 헌법이나 법률에 위

배한 모든 행위로 정하는 포괄적 방식을 취할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헌법위반행

위나 범죄행위를 명시적으로 열거하는 개별적 방식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정하는 경우에도 심판대상자에 따라 

구별하여 개별화할 것인지 아니면 심판대상자에 구별을 두지 않을 것인지 하는 

점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헌법 제65조에 규정된 탄핵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무집행

에 있어서’의 ‘직무’란, 법제상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 및 통념상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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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따라서 직무상의 행위란, 법령․조례 또는 행정관행․관

례에 의하여 그 지위의 성질상 필요로 하거나 수반되는 모든 행위나 활동을 의

미한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에 근거한 행위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지위에서 국정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으

로서, 예컨대 각종 단체․산업현장 등 방문행위, 준공식․공식만찬 등 각종 행

사에 참석하는 행위, 대통령이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에 출연하여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는 행위, 기자회견에 

응하는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한다.｣

彈劾對象者에 따라 탄핵의 실체적 요건을 差別化할 필요가 있는지와 의회에서 

탄핵을 관장하는 경우에 소추의결정족수와 심판정족수에서 차별화할 것인가 하

는 점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점에서 난이도를 달리 하는 경우에도 현

행 제도와 같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매우 어렵게 하는 것이 대통령제에서의 

대통령에 대한 권력통제와 헌법보호의 수단으로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탄핵심판에서 탄핵대상자에 따른 개별화의 작업은 직

무의 계속수행여부의 판단에서 행해지는데 굳이 탄핵소추의 단계에서 진입장벽

을 굳게 설치할 필요가 있는가하는 문제도 이에 포함된다. 이 문제에서는 미합중

국의 경우에 탄핵대상자에 관하여 구별을 두지 않는 점도 재음미할 필요가 있다. 

의원내각제에서는 내각불신임제도가 있지만 대통령제에서는 이러한 효과적인 통

제장치가 없고 이를 대신하는 것이 그나마 탄핵제도임을 고려하면 탄핵제도는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그리고 재판기관의 裁判官과 法官에 대한 탄핵제도를 다른 공무원에 대한 탄

핵제도와 같이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점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판기관

의 재판관에 대한 탄핵은 신분보장의 면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탄핵소추가 있는 경우에 직무를 정지하는 방식에 있어서 탄핵소추로 自動으로 

직무를 정지하게 하는 방식과 假處分에 의하여 직무를 정지하게 하는 방식에서 

어느 것이 보다 탄핵제도에 합당한 것인가를 정하는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 이런 

방식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탄핵심판자에 따라 구별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일괄적

으로 동일한 방식을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검토할 여지가 있다. 또 재판관이나 

법관이 아닌 공무원의 경우에도 選擧職인가 任命職인가에 따라 구별하여야 하는

가 아니면 구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는가 하는 점도 검토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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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結論

헌법정책적인 논의는 위에서 본 바와 같다고 치고, 이 사건 탄핵심판에서 헌법

재판소가 권한을 행사한 것이 타당한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결론을 내릴 

단계에 이르 다. 이 사건 대통령탄핵심판의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罷免與否

決定에 관한 권한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인가 아닌가 하는 점에서는 우리 헌법상

의 탄핵제도의 구조와 규정상 이는 헌법재판소의 專屬的인 權限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 중대성을 고려하여야 하는가 하는 점, 고려하여야 한다면 중대성

의 좌표는 어디인가 하는 점에서 헌법재판소가 위법행위의 중대성을 위법행위의 

성립요소가 아니라 파면여부결정의 요소, 즉 직무의 계속허용여부의 판단에서 고

려될 수 있는 하나의 요소로 고려한 점은 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고려를 할 수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罷免與否決定權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은 결정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5) 위법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에도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정도

의 위법행위가 있다면 대통령의 지위와 역할상 대통령보다 하급에 있는 공무원

과는 달리 파면되기에 충분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대통령을 파면하기에

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이는 헌법이 파면의 실체적 요건인 違

法行爲의 程度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중대성이라는 

형식원리의 내용을 채우는, 즉 직무의 계속수행허용여부를 정당화하는 요소에 대

한 가치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가치판단에서 헌법재판

소는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5) 나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시키지 않은 것은 타당한 결정이라고 평가하 다. 
정종섭/장훈 대담, “탄핵사태, 무엇을 남겼나”, NEXT 2004년 6월호, 35쪽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