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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우리나라 법치주의 및 의회주의의 회고와 전망
1)

崔 大 權
*

요 약

  회갑을 맞이하면 60년 인생을 뒤돌아보고 앞날을 망하듯 한민국 헌법, 그 

기  에 설립된 한민국의 60주년을 되돌아보고 앞날을 망함은 당연한 일

일 것이다. 더구나 새 정부가 들어선 년 에 일어났던 과격불법촛불시 는 

우리나라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법치주의와 의회주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회고하고 망하는 작업을 

우리나라 법치주의와 의회주의( 의정의 원리)를 심으로 하여 행하려하는 것

이 이 의 목 이다.

  의 과격불법시 가 법치주의 화두를 불러왔지만 분석 으로는 법치주의(the 

rule of law)가 아니라 실은 법치 내지 법(the rule by law)의 문제를 제기하

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건국 기 제헌헌법부터 법치주의

(기본권보장  헌법률심사제도는 표  )는 성문헌법의 불가분의 하나

으며 지 까지 한 번도 이로부터 벗어난 이 없었다. 다만 헌법규범에 어 나

는 정치 실(인권탄압, 헌법률심사제도의 작동정지 등)을 권 주의시 에 우리

가 겪었던 것이다. 이론 으로 법치주의와 경제발 을 연계시키는 것이 보통인

데, 우리는 권 주의시 에 어도 경제발 의 도약단계를 겪었기 때문에 권

주의 국의 경제발 과 우리의 그것을 함께 묶어서 설명하는 일이 많으나, 자

유민주주의 헌법 자체가 아  없는 국과 그러한 헌법이 있던 우리의 사정은 

다르다고 믿는다. 우리의 경우에 경제발 이 가져온 자유주의  효과( 컨  

산층의 성장 등)가 종국에는 성문헌법규범과 정치 실의 갭을 없애는 결과를 가

져왔는데, 이것이 우리가 부르는 민주화(1987)이다. 

  법치 내지 법은 법치주의 이 에 근 국가의 속성이다. 그것은 통치비용을 

감  하기 때문이다. 의 과격불법촛불시 는 우리나라 사회에 이 법치 내지

법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법치주의도 민주주의도 시장

경제도 사상의 각이 될 수밖에 없는 기 의 문제인 것이다. 시 자측이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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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처하는 정부측에서나 다 이 문제를 제기하 다. 사실 법보다 의를 존

하 던 유교 통의 타락 때문이었든 군주시 , 일제, 권 주의시 의 생존의 필

요성 때문이었든 우리나라 사회에는 법을 도덕이나 양심의 문제로 보기 보다는 

법을 가볍게 보거나 편의주의 으로, 아니면 오로지 수단 으로만 보는 정서가 

있어 법치( 법)를 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동시에 사회에 존재하는 연고주

의(인맥)가 한 법치의 작용을 해한다. 나아가 상당히 높은 부패인지지수가 

보여주는 바와 같은 부패의 만연이 법치를 해함을 우리가 알고 있다. 우리나

라에서는 법치주의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법치주의는 잘 하고 있다!) 법치

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구나 다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국민 표기 이자 입법기 인 국회는 그 

기능이나 구조 으로 ( 통령 못지 아니하는) 국가의 추기 의 하나이다. 국회

의 기능은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 하여 하나의 국가의사(입법 등)로 통합하

는 것(국회의 정치력)인데, 이 에서 헌법(즉 국민)의 기 에 훨씬 미치지 못하

고 있다.  구조 으로 국회는 통령의 향력으로부터(여당의 경우), 정당이

나 정 나 지역주의로부터(여야당 모두) 얼마나 독자 인지 의문이다. 그러한 의

미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의회주의가 기인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의회주의가 보여주는 바와 같은 헌법규범과 정치 실의 

격한 괴리 상을 놓고 우리가 의회주의를 망하면서 제기하여야 하는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 괴리 상을 제거하고 의회주의(의회가 나라정치의 심이 되는 

원리)를 헌법규범의 기 에 맞게 실로 만드느냐의 문제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정치인들을 심으로 하여 제기되고 있는 개헌논의는 국민의 

을 돌려보려는 정국 환용이지 정당성도 필요성도 발견할 수 없다. 더구나  

세계 인 경제 기에 직면하여 지  우리가 개헌논의로 시간과 정열을 허비할 

만큼 한가한 상황도 아니다. 나아가 의회주의가 제가 되는 내각책임제로의 개

헌은 험천만한 작란이라고 단된다. 왜냐하면 독자의 정치력을 발휘할  모

르는 국회가 어떻게 입법부․행정부를 능률 으로 꾸려나갈 수 있다는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제어: 법치, 법, 법치주의, 의회주의, 권 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 통합기능, 

독자성,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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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올해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심으로 하는 한민국 헌법이 제

정․선포된 지, 그리고 이 헌법에 기 하여 세워진 한민국이 수립된 지, 만 60

주년이 되는 해이다. 한 개인의 인생과정에서도 60주년이 되는 해는 환갑이라고 

하여, 자기의 생을 되돌아보며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내 가

족은, 내가 일구어 온 사업이나 평생의 일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

하는 큰 계기로 삼는다. 하물며 60주년을 맞이하는 한민국 헌법, 그리고 그 기

에 세워진 한민국에 해서야! 말할 것도 없이 60주년을 맞이하는 한민

국의 헌법과 한민국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오늘을 가늠하며 미래를 설계하고 

혹은 다짐하는 계기로 삼지 않을 수 없다.

이 에서는 한민국 헌법이 설계한 바에 따라 설립된 한민국의 기 가 되

는 핵심  원리인 법치주의  의회주의를 심으로 하여 과거를 되돌아보고 오

늘을 가늠하며 미래를 설계하고 망하려고 한다. 더구나 올해 들어 우리나라에 

새 정부가 출범한지 몇 개월도 지나지 아니한 시 에서 미국산 쇠고기수입문제

로 발되어 반정부 인 시 로까지 변질된 과격불법촛불시 가 나라의 큰 길을 

온통 휘젓고 다니는 가운데 TV앞에 고개 숙인 통령과 격렬한 불법촛불시  

만 보일뿐 당 싸움으로 40여일이나 지나도록 국회는 어디에 있었는지 보이지도 

아니하며,1) 개원하고도 나라를 하여 별로 생산 이지 아니한 국회의 모습을 

목격하면서,2) 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의 앞날을 가늠하여 보지 아니한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과격불법촛불시 가 

법치주의의 담론을 우리나라 사회에 발시켰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충돌의 화두가 지난 탄핵사태  수도이 헌결정 이래로 두되어 

왔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념  당리당략 등 차원의 국회의 개원거부 자체가 헌

법  국회법 반 등의 불법과 국론의 통합이 아닌 국론분열의 반 이라 생각

된다. 그런가 하면, 후술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요 정치

1) 최대권, “국회,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조선일보 2008. 6. 28.일자 시론.
2) 예컨대 조선일보 2008. 8. 9.일자 “18대 국회 71일째 공전… ‘끝이 안 보인다’ ” 기사; 

조선일보 2008. 8. 20.일자 “국회 82일반에 院구성” 및 “與野 ‘쇠고집’ 한발씩 양보했
지만…” 보도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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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의 길목에서 우리나라 국회는 헌법에서 행하고 있는 처방과는 달리 행동

하는 국민과 통령만 있는 무 의 “변두리의 지 ”3)를 차지하여 왔었으며, 쇠고

기 동에서도 그러하 다는 을 새삼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시 에서 

우리나라 한민국 헌법, 한민국, 법치주의, 그리고 의회주의에 하여 더욱이 

심각하게 회고와 반성과 망을 행하여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기의 경제를 포함한 국정 반의 불안과 혼돈 

속에서도 개헌논의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오고 있다. 개헌론이 진정으로 우리나라

를 한 구 약으로 믿고 제기하는 것인가, 만병통치약이기 때문인가, 아니면 면

피나 면책용인가, 혹은 단순히 국면 환용인가? 도 체 우리나라 정치의 요한 

국면에서는 언제나 개헌의 문제가 두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과거의, 컨

 군사독재시 의, 개헌논의와 오늘의 개헌논의가 다른 것은 무엇인가? 과격불

법의 반정부시 , 국회를 포함하는 무능한 정부, 그리고 이 가운데에서 정치권이 

제기하는 개헌논의의 이 3박자는 더 근본 인 질문, 즉 그러면 한민국 헌법이

란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무엇이냐, 한민국은 무엇이며, 법치주

의와 의회주의는 무엇이며, 어 하여야 하느냐 하는 질문을 제기  만든다고 생

각한다. 

이러한 질문에 답변하기 하여 아래에서 한민국 헌법의, 그리고 한민국의 

과거, 재  미래를 살피고, 이어서 우리나라 법치주의  의회주의의 과거, 

재  미래를 살펴본 후, 개헌논의를 문제삼아보려고 한다.

II.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

1. 법치주의의 문제

우리나라는 제2차 세계  이후에 건국한 국가 가운데 분단과 6․25 란  

극심한 빈곤을 극복하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취한 유일한 나라로서 우

3) 박찬욱, “한국 의회정치의 특성,” 의정연구, 1995년 제1호, 19-20면; Michael L. 
Mezey, Comparative Legislatures,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79), 39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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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스스로도 이를 뒤돌아보며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오늘의 우리 처

지를 살펴보면 선진국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그 문턱에 서서 죽을 쓰면서 이 로 

주 앉게 되지 않을까하는 두려움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우리가 세계 13번째 경

제 국이라면서 세계 100째 안에 드는 학이 겨우 하나 있을까 말까함을 부끄

러워하고 있다. 법치주의의 지수가 있다면 한민국의 법치주의는 몇 번째 쯤 되

는 나라일까? 그리고 한민국 헌법은 국회를 입법․국민 표․국정통제의 기능

을 수행하는 추  권력기 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그 기능을 심으로 

수를 매긴다면 한민국 국회는 세계 여러 나라 의회 가운데 몇 번째에 들것인

가를 등원을 거부하면서 불법촛불집회에 참가하여 정권퇴진까지 외쳤던 국회의

원들의 몰상식한 행동들까지 목격하면서 생각하 다. 

그러면 우리가 그 문 앞에는 왔지만 아직 그 진입은 못하고 있다는 선진국이

란 무엇인가? 선진국의 사  의미를 찾아보면, “학 ․산업 기술 그 밖의 일반

문화에 있어서 비교  먼  발달된 나라”(이희승)이고 이에 비되는 나라가 후

진국이다. 어로 표 되는 advanced state 는 developed nation의 어의로는 그

냥 앞선 나라를 의미할 뿐이다. 그리하여 어느 특정 분야( 컨  미술, 종교행 , 

군사무기발달 등)에서 앞선 나라도 선진국이라 상정할 수 있다. 컨  미  표

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아 리카의 미술이 랑스의 미술보다 못하다고 말할 

수 없다. 다만 미술시장을 가진 미술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랑스가 선진국이

라고 할 수 있을 것임에 틀림없다. 아마도 통상 으로 리 쓰이는 선진국 개념

의 함의는 체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앞선 나라를 심으로 하는 것이 아닐

까 생각한다. 그리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선진국은 한결 같이 법치주의에

서도 앞선 나라들이다. 

오늘날 통상 으로 선진국으로 지목되는 나라들은, 일본을 외로 한다면, 주

로 서유럽의 여러 나라와 미국을 심으로 하는데, 우연히도 민주주의와 시장경

제가 가장 앞선 나라들이다. 그리고 이 게 앞선 나라로 정의되고 있는 선진국 

개념은 민주주의  시장경제에 각기 여러 발 의 단계가 있음을 포섭하는 개념

임을 알 수 있다. 민주주의에서도 가장 앞선 민주주의로부터 독재가 아닐 뿐인 

단계의 정체(政體: 이를 민주주의라 부를 수 있을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

다)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여러 발 단계의 민주주의를 상정할 수 있다4). 가장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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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민주주의의 국가가 선진국으로 통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어느 발

단계의 민주주의에 이른 것일까? 아마도 시민의 민주  덕성(civic virtue)을 포

함하여 사회 체가 민주화된 선진 민주주의와 단지 독재가 아닐 뿐인 단계의 민

주주의의 간에 치하는 발 단계인, 겨우 헌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선거가 이

루어는 등의 입헌민주주의의 단계에 서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헌법 등 법

이 정한 것 보다 한 발도 더 나아가지 못한 민주주의 말이다. 그러한 만큼 우리

나라 민주주의에서는 선진민주주의에서 보다 법치( 는 법)가 역설 으로 더 

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법을 따르지 않으면 이미 민주주의도 없는 까닭이다. 

그리고 잠시 후에 언 하는 바와 같이, 법치 는 법의 문제는 선진 민주주의 

 선진 시장경제의 필수조건인 법치주의와 개념상 는 발 단계상 구별할 필

요가 있다. 우리나라 헌법도 법치주의를 그 필수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법 내지 법치가 제되지 아니하고는 법치주의 그리고 입헌주의가 실 될 수 없

다. 지 의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이 의 법이 한 문제되고 있음은 후술하는 

바이다.

경제발 에서도 가장 발 한 경제로부터 최빈곤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제

발  단계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리고 가장 발 한 경제는 한결 같이 시

장경제이고 그 정치체제는 가장 앞선 민주체제이다. 그리하여 여기서 가장 앞선 

민주주의와 가장 앞선 시장경제가 결합된 나라가 선진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선진국인 소  자본주의국가와의 경쟁체제에서 국가통제경제

(command economy: 이 국가경제체제는 체주의독재체제의 지지를 받았다)체제

를 지녔던 소련권의 몰락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필연 인 지지 계뿐만 아니

라 시장경제(  민주주의)와 선진국의 필연 계를 오히려 극 으로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공산주의국가통제경제체제를 지녔던 국은 1970  반의 시

장경제체제로의 개 개방을 단행한 이후 공산당일당체제 하에서 속한 경제성장

은 이룩하고 있으나 민주화의 문제를 안고 있음은 잠시 후에 언 하는 바와 같다. 

나아가 설사 선진 민주주의와 선진 시장경제를 지닌 경우 그것으로 선진국의 

필요조건은 충족하 다고 말할 수 있을지라도 충분조건까지 충족하 다고 말하

4) Giovanni Sartori, “Democracy” in th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117-11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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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유보의 입장은 여 히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선진국은 선진 민주주의  선진 시장경제뿐만 아니라 선진 “학 ”, 선

진 인 시민의식 등 다른 역에 있어서의 선진화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생각

되기 때문이다. 즉 졸부 선진 민주주의, 졸부 선진 시장경제도 가능할 것이기 때

문이다. 그 더라도 앞선 민주주의  앞선 시장경제는 문화 등 다른 역의 선

진화를 진하는 호의 인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선진 민주주의, 선진 시장

경제의 나라는 선진 문화국일 경우가 많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곳에서의 논의의 

편의를 하여 선진 민주주의  선진 시장경제를 심으로 하여 선진화의 문제

를 다루어보자. 지  세계에서 가장 앞선 선진 민주주의와 선진 시장경제를 가진 

나라들은 외 없이 법치주의가 앞선 나라들이라는 사실에서 선진화의 건은 

법치주의의 확립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믿는다. 즉 앞선 법치주의 없이 선진화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법치주의(the rule of law)를 다음과 같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교과

서5)  정의를 바탕으로 하여 법치주의에 한 논의를 개하곤 하 었다. 즉 첫

째로 법치주의에서 말하는 법은 무엇보다도 자연법, 정의 등을 포함하는 이성에 

기 한 법, 특히 기본  인권에 기 한 법을 의미한다. 둘째로 법치주의에서 말

하는 법이란 일반인이 아니라 국가권력담당자를 향하고 있다. 그리하여 법치주의 

국가의 법은 법을 집행하는 국가기 (행정  사법) 뿐만 아니라 입법기 (국회)

도 구속한다. 이 후자의 요소가 헌법률심사제도의 문제임은 물론이다. 셋째로 

국회가 제정하는 법(입법)은 모든 것을 구속한다. 넷째로 무엇이 법이냐의 단

은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사법기 이 수행한다(사법권의 독립)고 정의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년 2008년 의 과격불법촛불시 에 의하여 발된 우리나라에서의 

법치주의의 화두를 분석 으로 이해하기에 이러한 근이 과연 한가 하는 

회의를 하게 되었다. 에서 거론한 교과서  법치주의 정의의 화두는 2004년 

탄핵  수도이 법의 헌결정 정국에서 제기되었고, 년 2008년의 사태는 이

5) 崔大權, 憲法學講義, 증보판, (서울: 博英社, 2001), 321-326면, 특히 322면; Brian Z. 
Tamanaha, On the Rule of Law: History, Politics, The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특히 제7장 9l면 이하: A.V. Dicey,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the 
Law of the Constitution, 10th ed., (London: MacMillan, 1959), 183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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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법치주의의 문제에 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의 법치 내지 법의 

문제를 새삼 제기한 것이라고 찰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치( 법)와 법치주

의가 혼용되고 있음도 찰할 수 있었다. 동시에 법치주의를 정의하거나 논의하

고 있는 서양 문헌을 보면 법치( 법)의 문제는 그들 나라에서는 이미 그 기 가 

되어 있거나 법치주의의 제의 문제일뿐이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논의할 이유가 

없고,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법치( 법)의 논의를 찾아볼 수 없었다는 찰을 

할 수 있었다. 더구나 법치주의를 민주화  경제발 , 그리고 선진화의 문제에 

까지 연계시켜 논의하는 비교법   사회과학  시각에서는 의 교과서  정

의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방법론 으로 치 아니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법치주의 용어 사용례에는 어도 다음 세 가지 유형 내지 단계가 있다고 

단된다. 법치주의 첫 번째 유형 내지 단계는, 그 나라의 발 단계가 어떠하든, 그

리고 그 나라가 독재국가이든 민주국가이든, 법(law and legal system)이 그 나라 

통치의 요 장치인 나라라면 법치(주의)국가가 아닌 나라는 이 세상에 없다는 

의미의 법치주의이다. 사실 법치는 통치의 비용을 여주기 때문에 근 인 국

가라면 법치주의국가가 아닌 나라는 없다.6) 이러한 유형 내지 단계의 법치국가

의 법은 그 성격상 억압 (repressive)이다.7) 그리고 경찰이 요한 역할을 담당

한다. 법의 형성이나 집행 등을 통제하는 장치가 없음이 보통이다. 그리하여 그 

법은 료의 자의나 부패와 친할 수 있다.

두 번째 유형 내지 단계는 법이 권력통제의 원리․원칙을 포함하여 정치나 종

교 는 경제로부터 독자성(autonomy)을 지니는 나라의 법의 유형 내지 단계를 

말한다.8) 이러한 유형 내지 단계의 법은 원칙 으로 다음과 같은 형식  원칙 

내지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법의 일반  용가능성(generality), 장래로 향한 미래

효의 원칙 는 소 효 지의 원칙, 명확성(clarity), 공개의 원칙, 안정성(stability) 

6) H.H. Gerth and C. Wright Mills, eds., From Max Weber: Essays in Soci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58)에 실린 “Bureaucracy”, 196-244면 참조. 

7) Philippe Nonet and Philip Selznick, Law and Society in Transition: Toward Responsive 
Law, (New York: Harper & Low, 1978), 29-52면 참조.

8) 전게 Nonet and Selznick, Law and Society in Transition, 53-72면; 崔大權, 法과 社 ,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2)에 실린 “법과 사회개발” 및 “사법권의 독립,” 각각 1-61면 
및 123-157면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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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형식  원칙들이 그것이다.9) 가령 복지국가에서 요구되는 소  처분  법

률이 일반  추상  법률의 입법원칙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냐의 이론문제를 일

으키는 것도 법치주의에서 요구되는 이러한 형식  법원칙에 어 나는 것이 아

니냐의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이다. 입법으로 표출되는 조령모개(朝令暮改)가 법치

주의에서 요구되는 법의 안정성의 원칙에 어 나는 것임은 물론이다. 이러한 유

형 내지 단계의 법치주의를 형식  법치주의(형식  법치국가)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러한 법치주의에서의 법의 형식  특징들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필수 인 제요건이 되는 법제도의 측가능성(predictability)  법

 안정성(legal stability)의 기 가 된다. 법제도가 측가능성  안정성을 주지 

아니하고는 투자도 계약  재산권의 보호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이다.10) 

그리고 이러한 형식  법치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가져올 수 있다.11) 

그러나 형식  법치주의만으로는 한 나라가 독재국가로 변질될 수도 있게 된

다( 컨  나치 독일). 그러므로 형식  법치주의만으로는 법치주의가 완결 이라

고 말 할 수 없다. 이러한 형식  원칙 내지 특징만으로는 법의 실질  내용을 

문제로 삼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즉 에서 거론한 형식  원칙 내지 특징을 갖

추었다고 하더라도 법의 실체  내용이 정의의 원칙이나, 자연법, 이성의 법에 

어 나거나 기본  인권에 반하는 경우에는 독재에 사하는 법일 수 있기 때문

이다. 이 게 정의의 원칙, 자연법, 상 의 법(higher law)사상,12) 인권과 같은 법

의 실질  내용까지를 그 불가분의 요소로 하는 세 번째 유형 내지 단계의 법치

주의를 실질  법치주의라 할 수 있다.13) 입법에 한 사법심사는 자유민주주의

와 련되어 있는 이 세 번째 유형 내지 단계 법치주의의 결과물이라 말할 수 

9) 전게 Tamanaha, On the Rule of Law, 91-101면, 119-126면 등.
10) Max Weber는 이러한 요소들을 갖춘 법질서를 형식적 합리성을 갖춘 법질서라고 하면

서 자본주의의 성장과 결부시키고 있다. Alan Hunt, The Sociological Movement in 
Law (London: MacMillan, 1978), 93면 이하 참조.

11) F.A. Hayek, The Road to Serfdom, 50th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 80면 이하. 그리고 Rainer Grote, “Rule of Law, Rechtsstaat and >Etat de 
droit<” in Christian Starck, ed., Constitutionalism and Democracy - A Comparative 
Analysis (Baden-Baden: Nomos Verlagsgesellschaft, 1999), 277-284면 등 참조.

12) Edward Corwin, The “Higher Law” Background of American Constitutional Law,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59). 

13) 전게 Tamanaha, On the Rule of Law, 102-113면; 전게 Grote, “Rule of Law, Rechts-
staat and >Etat de droit<,” 284면 이하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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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에서 교과서  정의라고 한 법치주의는 실은 바로 이 세 번째 유형 내지 

단계의 법치주의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 할 수 있다.

그런데 법치주의의 이 세 가지 유형 내지 단계는 체로  시 에서의 법치

주의 분류 내지 종류이기 보다는 체로 자유민주주에 이르는 발 단계에 맞추

어진 분류 내지 종류임을 살필 수 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유형 내지 단계의 

법치주의가 상당한 정도로 서로 첩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법치주의의 이 세 가지 유형 내지 단계는 칼로 자르듯이 별될 수 있

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심 인 무게나 특성에 비추어 분류될 수 있을 뿐이다.

말할 것도 없이, 지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1987년의 민주화 이래로는, 세 번

째 단계의 법치주의를 진지하게 이야기하며 이를 개시켜 왔다. 어도 형식  

규정으로는 우리나라 헌법은 한민국의 건립(1948) 이래로 세 번째 단계의 법치

주의의 원리․원칙들을 기본  내용으로 하여 왔으며 한 번도 이를 벗어난 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헌법은 기본권의 

보장, 복수정당, 선거를 포함하여 그 형태는 바 었어도 입법에 한 사법심사 

제도를 항상 견지하여 왔었기 때문이다.14) 그 다면 우리나라의 권 주의의 체험

을 어떻게 설명해 낼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개념상 권 주의는 법치주의와 양립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하여 헌법규범과 따로 논 권 주의  정치

실(political practice)의 괴리 상에 의하여 설명해 낼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생

각이다. 그리고 권 주의 정권은 시장경제의 법체제( 어도 형식  법치주의)의 

바탕 에 외자도입법, 외환 리법 등과 같은 다수의 도구 인 특별입법을 동원

하여 우리나라의 산업화 등 경제발 을 이룩하 다. 

이 경제발 이 가져온 산층  지식계층의 성장을 포함하는 자유민주주의에 

친한 사회변화가 결국 민주화를 가져왔으며 자유민주  헌법규범과 권  정치

실 사이의 괴리의 겝을 소멸  만들어 결국 민주화를, 즉 헌법규범과 정치 실

의 일치 상을 가져왔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15) 그리고 권 주의 인 정치

14) 崔大權 전게 憲法學講義, 409-413면 참조.
15) 우리나라의 사회변화에 따른 헌법발전 및 민주화에 관하여, Dai-Kwon Choi, “Consti-

tutional Developments in Korea,”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v.6 no.2, 27-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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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에도 불구하고 존재하 던 자유민주 인 헌법규범의 존재가 한국의 권 주

의를 일당체제의 권 주의 하에서 경제발 을 하고 있는 재의 국의 권 주

의와 차별  만든다고 생각한다. 다만 재산법(민법)의 도입을 시하여 시장경제

의 필요에 의하여 국에서도 (형식 ) 법치주의의 요소를 증 시켜오고 있는 

은 흥미롭다. 그리고 경제성장의 진척은 산층  (해외유학생의 귀환을 포함하

는) 지식층의 성장, 도시화  빈부의 격차와 같은 산업화에 의한 사회변화가 장

차 국에서도 민주화의 요구로 이어질 것인지의 문제를 제기하리라 생각된다.

그러면 권 주의체제 하의 경제성장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법치주의가 주

는 측가능성(predictability)  법  안정성(stability) 자체는 아닐지라도 안정되

고 시장경제육성에 념하는 권 주의는 이에 상당하는, 투자, 계약  재산권의 

보호 등과 같은 시장경제활동에 불가결한 측가능성  안정성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경제발 , 그리고 국의 경제발 이 바로 이러한 을 보

여 다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험에 의하면 일정한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경제성장 즉 도약단계의 경제성장은 이같이 설명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

만, 그 이상의 성장은 법치주의의 동반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생각한다. 에서 

언 한 도구  특별입법과 동행하 던 행정지도  규제가 우리나라 경제의 고

도화(complex)와 함께 이 이상 더 효율 이지 아니하게 됨과 동시에 시장에 맡겨

야한다는 요구가 증 하여 온 이라든지 1997년의 소  IMF환란으로 알려진 

외환 기 극복과 함께한 투명성증  요구  구조조정의 요구와 비자  폭로  

그 억제의 요구 등이 그 을 잘 보여 다고 생각한다.

2.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충돌의 문제

에서 법치주의의 유형 내지 발 단계를 논의하 거니와 우리나라에서도 특

히 2004년의 탄핵  수도이 법 헌결정 사태 이래 이 시 에서도 법치주의가 

민주주의와 충돌한다는 화두가 두되고 있으며, 이 화두가 이론 으로는 개헌논

의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 만큼,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충돌의 화

두를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를 생각함에 있어, 우선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 단계가 에서 이미 지

(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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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바와 같이 입헌민주주의의 단계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와 법치

주의 충돌의 화두에서 이해하는 민주주의를 다수결 원리로만 이해하는데 일차

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에서 거론한 바와 같이 민주주의를 이해하든 법

치주의를 이해하든 여러 유형 내지 발 단계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입헌민주의임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에서 헌법을 심으로 하는 법치주의를 

제하지 아니하고 선거가, 그리고 민주주의(다수결)가 가능할 것인가의 문제부터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충돌의 화두는 선출된 국민의 표의 결정(다수결)을 선

출 안 된 소수의 법 이 좌 시킨다는 (실질  법치주의)을 문제 삼는다. 그러

나 이 화두는 나라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다수의 독재 가능성의 

문제를 외면한다고 할까 보지 못하고 있다. 입법(다수결)에 한 사법심사 제도

는 다수결에서 소외된 소수의 보호를 통하여 헌법=민주주의 수호 즉 다수의 독

재 방지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입법에 한 사법심사를 내용으로 하는 법

치주의는 자유민주주의를 완성한다고 할까 자유민주주의 불가결한 요소로 작용

하고 있다. 더구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충돌의 화두는 헌법의 일언반구의 언

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입법에 한 사법심사 제도를 창안하여 이 세상에 시

키는데 기여한 미국이 발신지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16) 헌법의 명문규정이 없

으니 이론 으로는 민주  다수의 결정과 소수의 임명된 법 에 의한 헌(무효) 

결의 충돌의 문제가 문제됨직도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은 명문으로 입법

에 한 사법심사 제도(실질  법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헌법의 정당성을 부인하는데 까지 나아가지 아니하는 한 민주주의  법치주의 

충돌의 화두는 우리나라에서는 실성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17) 

과거 나치를 경험한 독일을 시하여 유럽에서는 이 화두는 제기되는 일이 별

16) 민주주의 대 법치주의의 화두는 어디까지나 미국발(發)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유럽
에서는 별로 논의되고 있지 아니하다. Tim Koopmans, Courts and Political Institu-
tions: A Comparative View,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2003), 104-108
면. 그리고 이와 대비하여 Robert A. Dahl, Pluralist Democracy in the United States: 
Conflict and Consent, (Chicago: McNally, 1967), 1250-170면; Robert A. Dahl, How 
Democratic Is the American Constitu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1), 
55-56면, 152면 이하 등 참조.

17) 崔大權, 전게 憲法學講義, 407-4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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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없다는 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이제 사법권의 확  상  다수지

배에 한 제약원리로서의 헌법률심사제도와 (자유)민주주의의 양립 논리는 유

럽 여러 나라의 세를 이루고 있다. 그러한 제 에서 사법권의 독립을 해치

지 않으면서 어떻게 사법권력을 제약할 것인가의 문제를 화두로 삼고 있음을 주

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직업 료제로서의 법 제도를 비 하며 사

들의 사회  배경의 다양성확보라든지 소송 차라든지 특별검사제도 등의 문제

를 논의하고 있다.18) 사실 사법권 확 의 세계  추세는 복지국가의 등장과 같은 

상의 에서 보듯이 세계 으로 국가기능(즉 법  규율의 역)이 경제․사회

역으로 확 되어온 상과 상 계를 가지고 있다. 나아가 정치의 사법화 

상(즉 입법에 한 사법심사 상)은 당리당략과 부정부패로 얼룩진 정치에 한 

국민의 불신 상과도 상 계를 가지고 있다.19) 그리고 과거 한 나라의 민주화

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국왕의 권에 한 그 나라 의회의 투쟁의 산물이냐

( 국이 그 표  이다) 국민의 명에 의하여 이루어졌느냐( 랑스의 , 우

리나라도 이에 가까울 것이다)와 같은 변수가 한 이러한 국민의 의회에 한 

불신의 한 요인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일본은 입법에 한 사법심사의 제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극단  사법소극주의를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극단  사법 극

주의를 보여주고 있다.20) 이러한 그림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충돌의 화두를 

입하여 보자.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바와 같이 제일교포로 표되는 소수자의 

보호에 소극 인 일본의 정치가 민주주의이고 사법 극주의인 한국은 사법의 횡

포에 시달린다고 말하여야 하리라 생각된다. 그러한 만큼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

는 바와 같이 일본사회가 우경화경향에 이르고 가령 이에 이은 군국주의의 길로 

치닫는다고 가정하는 경우에 사법에 의한 견제장치의 작용은 기 하기 어려우리

라는 생각도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 여 야소의 경우는 물론 컨  여소야 의 

경우라도 다수정당에 의하여 어붙이는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입법에 

한 사법심사의 장치가 아니면 국민에 의한 항 이외에는 없을 것이라는 망

18) Carlo Guarnieri and Patrizia Pederzoli, The Power of Judges: A Comparative Study of 
Courts and Democrac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참조.

19) 전게 Koopmans, Courts and Political Institutions, 245면 이하 참조.
20) 崔大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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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法學, 제46권 제1호, 19-39면(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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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가능하다. 실질  법치주의를 내용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비록 형식  법치주

의를 갖추었다고 하더라고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기는 힘든 세상 내지 발 단계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에서 어도 민주주의에 

한 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그것보다는 한 발 

앞선 단계의 민주주의를 실행하고 있다고 믿는다.

3. 준법 내지 법치의 문제

사실 지난번의 과격불법촛불집회사태는, 후술하는 우리나라 의회주의 내지 

의정의 문제와 함께, 법치주의 이 단계의 법 내지 법치의 문제를 우리 사회에 

제기하 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의식이다. 헌법  원리․원칙들을 포함하여 법규

칙들이 지켜지지 아니하고는 (형식   실질 ) 법치주의가 불가능하며, 더구나 

법치주의가 주는 합리성을 제로 하지 아니하고는 근  국가의 건설  운  

자체가 어렵게 되는 것임은 물론이다. 나아가 시민의식 내지 시민  덕목의 필요

불가결한 내용가운데 하나가 공화국 구성원으로서의 법의식임을 주의할 필요

가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제기되는 법 는 법치의 문제가 실은 우리나라

를 선진 민주주의, 선진 시장경제로부터 차별 짓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법치주의를 논의하는 서양의 문헌을 보면 한결같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성장을 결부시키고 있으나,21) 그러나 법 내지 법치의 문제를 특히 

언 하는 문헌은 별로 본 일이 없는데, 그것은 법 내지 법치가 법치주의의 당

연한 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와 비교해 보면 서양, 특히 미국이나 독일 같

은 나라는 법의 노 라고 하리만큼 법문화가 강력하다. 이러한 법문화가 있

었으니까 법의 내용이 독재이면 나치와 같은 독재의 나라가 되고 2차  후 

법의 내용이 민주주의로 바 니까 하루아침에도 민주국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

니겠는가? 지난 시기의 우리의 독재는 나치와 같은 법을 통한 독재라기보다 인

치의 요소가 강한 독재 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다당제도․선거와 같은 자유민

주주의의 헌법의 기본 틀은 거기에 두어 유지하면서 이와 괴리되는 독재정치를 

실행하 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헌법 틀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 다는 이 지난날의 우리의 권 주의를 아직도 일당독재체제를 유지하

21) David M. Trubek and Albaro Santos, eds., The New Law and Economic Development: 
A Critical Appraisa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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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국의 권 주의와 구별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잠시 후 언 하는 바와 

같이 인치와 법치주의는 양립할 수 없다. 국은 공산주의의 체주의 독재와 국

가통제경제(command economy)의 체제로 시작하여 70년  반의 개 개방정책

의 채택으로 시장경제의 체제를 갖추었지만 아직도 공산당에 의한 권 주의는 

변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성장하는 시장경제의 필요에 의하여 법치의 요소를 

차 증 시키고 있지 아니한가?

우리나라에서 IMF사태로 명명하고 있는 1997년의 융 기는 우리나라의 시

장경제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 하여서는 법치를 강화하여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를 한 단계 업그 이드 시켜야 할 필요성을 비싼 등록 을 가로 하여 

일깨워 주었다고 생각한다. 회사경 에 있어서의 인치  요소를 배제하고 상법․

민법의 원칙에 바탕을 둔 법치의 필요성을 감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 구조조정, 투명성의 증  요청, 비자 의 폭로․억제, 소액주주보호 등이 그

것이다.  경제가 복잡(complex)․고도화함에 따라 이를 첨차 시장에 맡겨야지 

행정지도나 치 융은 이미 치 아니하고 오히려 효율성을 떨어지게 만든다

는 산 경험을 한 얻게 만들지 않았는가?

사실 심정  정서 으로는 법 이외의 다른 안( 컨  인심, 유교나 기독교 

윤리 등)이 있음직하고 바람직해 보여 법을 가능하면 피하고 싶어지지만 실제로 

작동하는 어떠한 안  기 이나 원리나 권 가 (아직도)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회의 고도의 산업화와 도시화․정보화로 인하여 지역간, 

이념간, 세 간, 집단간의 이해 계가 첨 화함에 따라 그 이해 계를 조화롭게 조

하는 헌법  원리․원칙 이외외의 다른 안이 없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  만들

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개임을 하여 법과 법치주의는 최소한

의 필요조건이 되어있다고 생각한다. 법과 법치주의 없이 민주주의는 되지 아니

한다. 그러나 법과 법치주의가 선진 민주주의의 충분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법과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그 에서 시민들이 민주시민

의식 내지 시민의 덕성(civic virtue)을 갖추게 될 때 우리의 민주주의는 선진화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것이 다음에 논의하고자 하는 공화주의의 문제이다.

법치주의는 기본 으로 권력통제(헌법)의 문제인데 법 내지 법치의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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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인 법질서 확보의 문제이다. 지난  내내 개되었던 촛불과격불법시  등

은 새삼 우리나라에서는 법치주의 이 에 사회 반에 걸쳐 기본 인 법질서의 

확립, 이를 뒷받침하는 법문화가 문제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사실 법

이 뒷받침이 되어주지 않으면 법치주의는 사상 각같이 될 수 있으며, 더구나 법

치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는 민주질서와 시장경제질서도 바로 서기 어려울 것이

라는 은 분명하다. 그러나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하여 법치주의가 필요불

가결하다는 인지(認知, cognitive)  차원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  (즉 법)

을 어렵게 만드는 사회문화  요인이 우리 사회에 실제로 존재한다. 법을 해하

는 이러한 사회문화  요인으로, 유교문화  통, 인맥을 심으로 하는 연고주

의, 법 경시(輕視) 사상 내지 태도, 이와 함께 가는 법 편의주의(便宜主義)  법 

수단 (手段觀)을 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에 편재(遍在)해 있는 이러한 사회

문화  요인을 검토하여 보자.

첫째로, 요즈음 세상인심이 사나워졌다는 표 이 타당하리만큼 많이 변하기는 

하 어도, 그래도 우리나라 법문화의 평가 (evaluative)차원의 법의식에는 아직도 

사람의 도리를 시하고 법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정서가 남아있다. 

이러한 정서는 우리가 좋은 친구나 이웃에 하여 흔히 쓰는 “법 없이 살 사람”

이라는 표 에도 녹아있다. 이러한 정서는 이념 으로는 유교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단된다. 논어(論語)의 “법령에 의하여 지도하고 형벌에 의하여 규제하면 

백성들은 형벌만 면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슨 짓을 하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에 비해, 도덕에 의해 지도하고 에 의해 규제하는 경우에는, 도덕 인 수치

심을 갖고 더 나아가 바른 사람이 된다.”는 공자의 말 이 그 표 인 표 이라 

생각된다. 그리하여 법은 법 없는 이상사회를 만들기 하여 필요할 뿐이라는 사

상으로도 이러진다.22) 그러나 이러한 유교  사상은 연고와 같은 인간의 편의를 

하여 법을 가볍게 보려는 생각으로 세속화 내지 타락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22) 大學에서 공자는 “나도 남과 같이 송사를 할 수 있지만 나는 송사를 없도록 하려는 
것”이 자기의 뜻임을 밝히고 있는 구절은 유명하다. 정약용도 같은 생각을 밝혀 “형벌
은 백성을 바르게 하는 일에 있어서 최후 수단이다. 자신을 단속하고 법을 받들어 엄
정하게 임하면, 백성이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니, 그렇다면 형벌은 페하여도 좋을 것
이다.”고 말하고 있다. 정약용, 국역 목민심서Ⅱ, (서울: 민족문화추진위원회, 1969), 
4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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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우리나라의 연고주의23)가 법제정․집행․ 용의 곳곳에 복병처럼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 보편주의가 타당해야할 법원칙․규칙을 왜곡하는 요한 요인

으로 작용24)하고 있다는 사실은 구나 잘 안다고 믿는다. 그리고 이러한 연고주

의가 “의리”와 같은 유교  정서에 힘입고 있다 믿는다. 문제는 이러한 연고주의

가 법치 내지 법문화의 암으로 작용한다는데 있다. 나아가 그것이 법치주의의 

실 에 부정 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데 있다. 연고주의는 쉽사리 공무원  정치

인에 한 뇌물이나 불법정치자 수수와 연계되어 작용하기도 한다. 뇌물이나 불

법정치자 의 흐름이 연고에 따라 흐르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더구나 기능 으

로 이해할 때 법의 운 에 부정 으로 미치는 향력의 모습(pattern)은 연고주의

와 뇌물수수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찰할 수 있다. 소  부패지수25)와 법치주의

지수가 반비례의 계에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부패지수

가 선진국만큼 낮지 아니하다는 사실이 문제임은 물론이다. 법제정․집행․ 용

에 작용하는 연고주의나 부패가 실은 인치(人治)의 표  가 된다.

셋째로 우리나라 법문화의 행태 (behavioral) 차원의 법의식에는 법경시사상, 

법편의주의  법도구 26)이 여러 가지 모습과 여러 가지 강도로 포함되어 있음

23) 崔大權, “韓․中․日의 社會構造와 그 變化,” 法社 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3), 91-146
면(제3장) 참조. 그리고 연구주의에 관한 사회심리학적 연구로 이훈구, 연고주의, (서
울: 法文社, 2003) 참조.

24) 예컨대 객관적이어야 할 국가대표선수선발에서도 연고주의가 작용하여 논란이 자주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사회에서 연고주의가 작용하여 법
의 집행이 왜곡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량의 여지를 남기지 아니하고 법의 집
행을 획일화하는 경향도 가져오게 한다. 융통성 없는 법의 획일화는 구체적 타당성이
나 형평에 맞는 법집행을 가져올 수 없게 만들어 법의 본래의 취지 즉 (그 자체가) 정
의에 어긋나게 하는 일이 많다. 법의 획일적 적용의 예는 행정부처 관하의 일선 행정
관료들에게 내리는 법집행 관련의 예규, 고시, 훈시 등에 표현되는 일이 많다. 이러한 
예규, 고시, 훈시 등이 법규적 성격을 지니느냐 어떠냐에 상관없이 이에 어긋나는 경
우에는 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좌천 등으로 단속하기 때문에 그로부터 조금도 벗
어나지 못하게 만든다. 이러한 획일주의에서 벗어나는 법집행에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
에 뇌물의 단가를 높이는 결과도 가져온다. 이러한 법의 획일화의 현상에 관하여, 
Dai-Kwon Choi, “Informal Ways versus the Formal Law in Korea,” 서울대학교 法學, 
제36권 제3⋅4호, 51-61면(1995) 참조.

25)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내놓은 2007년의 부패인지지수가 180
개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43번째라고 한다. www.transparency.org/policy_research/sur 
veys_indices/cpi/2007; 2007년도 청렴백서, (서울: 국민권익위원회,2008), 500-509면.

26) 황승흠, 분쟁에서의 법의 동원: ’87년 이후의 노동분쟁을 심으로, 1996년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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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탐지해 낼 수 있다. 법을 반드시 지켜야하는 규범(must의 규범), 안 지키는 경

우에 양심의 가책을 받는 그러한 규범이 아니고, 지키는 것이 자기에게 유리하냐 

안 지키는 것이 유리하냐, 안 지켰다가 발각되는 경우에 그래도 괜찮겠느냐, 불

이익이 따르겠느냐 등의 계산에 따라 따르기도 하고 혹은 따르지 아니하기도 하

는 규범(should 는 could의 규범)으로 취 하는 경향을 들어내고 있다. 법의식 

조사에 곧잘 등장하는 “법을 지키면 나만 손해”라는 인식도 그 한 표 이다.27) 

법과 원칙의 견지 내지 법을 당리당략이나 이념 내지 이익단체나 집단의 목

달성을 한 수단이나 도구로 사용하고 자기의 시각에서 필요하다고 단되는 

경우에는, 즉 명분만 주어지면, 편법이나 불법, 탈법, 회피나 법( 컨  불법정

치자 수수, 선거법 반, 등원거부, 단상 거, 불법시 나 집회 참여 등)을 서슴지 

아니하는 모습도 그 표 인 의 하나이다.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단하는 경

우에는 법( 컨  고소고발 소송 등)을 극 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정치국면을 

환하기 하여 때만 되면 나오는 개헌론도 그러한 태도의 하나이다. 북한과 함

께 우리나라의 UN가입이 논의되던 시 에 안 되면 UN헌장을 고쳐서라도 그

게 해야 한다고 발언한 명 정치인도 있었다. “법이 사람을 하여 있는 것이지 

법을 하여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표 도 곧잘 활용된다. 어느 정책에 

련된 법  논의를 두고 “법만능주의”라고 평하는 태도를 만나는 일도 드물지 아

니하다. 

필경 이러한 법경시사상, 법편의주의, 법도구 은 지난 조선시 의 가렴주구, 

일제의 착취와 탄압, 그리고 우리의 독재체제하의 체험에서 생성되고 강화되었으

리라 짐작된다. 조선시 의 법치는 법개념으로서의 기본권, 권력분립, 사법권의 

독립은 없었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정의한 법치주의는 없었다. 그러나 강력한 유

교  정치이념과 규범이 존재하여 이를테면 유교  입헌주의가 존재하여 권력통

제의 기능을 수행하 다고 말할 수 있다.28) 다만 리들의 가렴주구는 심했다고 

법학박사 학위논문 참조.
27) 예컨대 ’94 國民法意識調査硏究,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1994), 108면 참조. 이에 의하

면 우리 사회에서 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보는 사람이 78.9%이고, 법이 지켜지지 
아니하는 원인 5개 항목 가운데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로 답한 사람이 11.5%이
고 “법이외의 다른 방법이 편리하므로”는 24.9%이다. 이세정⋅이상윤, 2008 국민법의

식 조사연구,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08), 193면에 의하면, 62.8%가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고, 196면에 의하며 법이 잘 지켜지지 아니하는 
이유로 34.4.3%가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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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된다. 그러나 일제통치하의 법치는, 유교  통제규범에 의한 뒷받침도 없는, 

그 자체가 철 히 식민지 통치  착취를 한 도구주의의 산물이었다. 우리의 

권 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틀을 규정한 헌법규범에도 불구하고 산

업화를 한 도구주의  법운 을 시행하 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억압  법치

체제하의 개인이 살아남는 략에서 법경시사상, 법편의주의, 법도구 이 조성되

었다고 생각된다. 

법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이러한 태도, 법경시사상, 법편의주의, 법도

구 으로 구성된 우리나라의 법문화는 당 으로나 기능 으로 헌법이 기 하

고 있는 법치주의(입헌주의)와 양립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우선 헌법  법체제

(법치주의)는 더 이상 타율 인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공동체)의 것이기 때문이

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군주나 외국지배자나 독재자의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평등하게 참여하여 구성된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법체제(법치주

의)에 하여 좀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이를 잘 다듬고 아껴 잘 운 하려는 태

도와 지혜가 필요하다. 헌법수호의 책무를 지는 통령의 입에서 나온 “그 놈의 

헌법”이라는 말은 최악의 (헌)법경시사상의 노출일 것이다. 일부 역 국회의원이 

국회를 뒤로하고 촛불과격불법시 에 참여하는 태도와 행 도 한 우리나라 입

헌주의(  의회주의 내지 의민주주의)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산업화, 도시화  

민주화에 따르는 속한 사회변화에 의하여 생성된 국  규모의 각종 이익단

체, 이념단체, 정당 등 정치조직, 사회단체의 등장이 각 단체의 이념이나 이익을 

하여 사회분열 으로, 존하는 법을 멀리하려는 태도, 법경시사상, 법편의주의 

 법도구주의를 조장․활용하여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동시에 좀 더 이성

으로 바라보면 사회분열 인 알력, 립, 분쟁을 해결할 공통분모  규범체계는 

법규범 이외에 달리 없다는 사실에 도달하게 된다. 컨  유교나 기독교 윤리를 

상정할 수는 있겠지만 실 으로 그것이 가능하다고는  생각되지 않기 때

문이다. 그러므로 세계무 에서 공동체로서 살아남아 우리의 화두인 선진국이 되

기 하여도 법에 한 정 인 사고와 법존 사상  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이를 하여 헌법의 통합(integration)기능과 후술하는 국회의 통합기능이 요구된

다고 단언해 말할 수 있다.

28) 崔大權, “우리나라 公法史의 한 理解,” 전게 法社 學, 54-90면, 특히 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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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헌  한민국 건국 60주년이, 더구나 촛불불법시 로 발된 최근의 기

의식이, 한민국 헌법은, 그리고 그 기  에 건립된 한민국은, 우리에게 그

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이었고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하게도 우리로 

하여  깊이 생각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지 , 같은 배를 타고 먼 항해를 하고 

있으면서도 이 배를 처음부터 진수시키지도 타지도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하듯이, 

한민국 단독정부 수립이 잘못되었다고 진정으로 믿는 지 않은 수의 사람들

이 주변에 우리의 동료로 이웃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때에 따라 항해하는 

배를 흔들고 좌 를 시도하는 이웃까지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필자는 해방

정국의 혼란 속에서도 한민국 헌법을 제정하여 그에 기 하여 한민국을 출

범시킨 것이 스릴을 느낄 정도로 얼마나 잘 된 선택이었으며 한민국 국민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룩한 민

주화도 경제발 도 한민국 헌법  한민국의 토 와 울타리가 있었기 때문

에 가능했다고 믿고 있다. 나아가 한민국 헌법  한민국을 한 단계 더 업그

이드시켜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할 책무가 우리에게 한 있다고 믿고 있

다. 그러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헌법학자로서 한민국 헌법은, 그리고 

한민국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비유 으로 한민국 헌법이란 한민국이라는 건축물의 설계도라고 할만하다. 

그러므로 설계도를 보면 설계도에 따라 지어진 건축물을 실제로 보지 않고도 그 

건축물에 하여 (거의) 다 알 수 있듯이 감각 으로 이를 만지거나 으로 볼 

수 없는 국가를 이해하려면 헌법을 보면 된다. 지도를 펴놓고 이것이 한국이다 

이것이 미국이다고 가르쳐 주듯이 헌법을 펴놓고 이것이 국가(한국 는 미국)다

고 말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헌법학자 가운데는 헌법이 곧 국가라고 

언명한 학자(H. Kelsen)도 없지 않다. 다만 실제로 지어진 건축물과 설계도상의 

건축물이 우선 감각이 달라도 다르듯이 헌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가 헌법상의 국

가와 다를 수 있다. 실제의 국가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헌법의 설계 로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경우에 설계 로 시공하

라는 명령이나 요구에 상당하는 경우가 헌법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지난 권 주

의시 에 일어났던 민주화운동이라든지 6․10 항권의 행사 같은 경우가 그 

표  가 되고, 평상시의 헌법소송이나 정치시  같은 것도 헌법 자체가 마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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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따른 시정 명령 내지 요구에 상당하다고 할만하다. 

아무튼 한민국 건립의 기 가 되는 한민국 헌법은 본문에 들어가기 에 

문을 두어 한민국의 목표, 달성하려는 이상, 한민국의 존재이유와 그 성격 

 한민국 헌법 제정의 주체를 천명하고 있다. 헌법 문은, 문학의 시각에서

는 어떠한 분석이 나올지 몰라도, 한민국의 목표, 이상, 존재이유, 그 성격  

주체를 아주 썩 잘 표 하고 있으며 어디로나 치우침이 없다고 믿고 있다. 그러

므로 한민국 구성원으로서의 교육에서는 컨  고교 교육과정에서는 반

드시 교과서에 실어 어도 한번은 이를 읽  교육시켜야 하며, 교육법의 목 조

항에 삽입하여 교육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민국 국민으로서 함

께 살아가야 할 사람의 교육이기 때문이다.

문에 이어 제일먼  나오는 헌법 제1조는 구나 다 아는 “ 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제1항)” “ 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

터 나온다.(제2항)”는 조항이다. 이 에서는 오로지 “ 한민국,” “민주공화국,”  

“국민”에 해서만 을 맞추어 논의하고자 한다. 종래에 공화국이란 군주국의 

반 개념으로만 이해되었지 공화국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한 극 인 규명의 

노력이 부족하 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공화국과 국민

이 서로 연 됨이 없이, 그것도 실체의 내용을 결한 추상  개념으로 따로 따로 

노는 개념들로 안주하여 왔다. 특히 나라가 분열되는 듯싶은 오늘날의 기는 이

를 연계시켜 재해석하고 그 내용을 학문 으로 탐구해야할 실한 필요성을 제

기하 다고 생각한다.

지 껏 우리는 국가란 나와 상 없는 타율 인 것이어서 한편으로는 억압이나 

탄압의 주체(따라서 비난의 상)로 이해해 왔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편리하

게도 시혜나 혜택이나 특혜의 부여 주체이거나 권리주장의 상으로 행 으로 

생각해 왔지, 내가 그 한 부분이라는 생각에는 미치지 않았다고 단된다. 그리

하여 국민으로서의 의무나 책임은 법 수의 의무를 포함하여 되도록 피하려고 

한다. 그런가 하면 국민은 집단의 당리당략  이익추구나 이념집단의 주의․주장

시의 자기 정당화의 논거로 편리하게 이용되는 개념이기도 하 다. 그러나 무엇

을 근거로 하여 자기의 주장이 국민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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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주국의 경우와 달리 국민이 주권의 담당자인 국가란 타율 으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we) 모두의 공동체가 바로 국가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부

는 이 공동체(우리)의 수임자 즉 표에 불과할 뿐이다. 그리하여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신분이나 지 나 부의 정도와 계없이 구나 다 동등한 자격에서 

“공공선”의 성취를 하여 구성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담당할 것을 우리 헌

법은 제1조 제1항  제2항의 선언을 통하여 요구한다고 이해된다. 모든 개인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존재하며, 그러므로 개인의 자유나 권리도 상호의존 인 공

동체의 틀을 벗어나서는 보장될 수 없다. 이러한 은 최근에 논란의 상이 되

고 있는 양심상의 병역거부의 를 보면 분명해진다. 내 개인의 기본권을 일방

으로 주장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공동체의 용이랄까 이해가 제되어야 해결

될 문제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의 민주공화국의 이해를 하여 최근에 리 원용되고 있

는 공화주의  이해29)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내 마을 내 고장의 자유를 지키기 

하여 의무로서 보다 권리로서 기꺼이 칼을 들고 나가서 싸웠던 그리스  로

마 시민의 통으로부터 개발되어온 이론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만큼 공동체의 

구성원은 그 구성원인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 컨  토론․양보․타  등 타 

구성원과의 소통, 공동체에 한 사랑 내지 애착, 희생, 양보, 사, 책임, 법 

등 소  시민으로서의 덕성 내지 시민의식)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 그 지 아니

하고는 공동체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공동체의 구성원은 자유로운 시민 

즉 자기 스스로를 지배할 뿐인 자율  시민으로서 오직 법에만 복종하며 타인에

게 복종하도록 강제될 수 없다고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공화주의  이해에 바탕

을 둘 때 자유, 평등, 법에의 복종, 의무, 희생, 사명감, 책임, 다른 시민과의 소

통 내지 토론과 같은 덕목이 우리의 “민주공화국”의 이해를 하여 참으로 요

하게 부각될 수밖에 없다. 하물며 국민의 표의 경우에야. 국민의 표는 스스

로 공동체의 구성원이자 실은 정치지도자이기 때문에 더욱 그 다. 

29) 2008년 2월 15일에 열린 2008년 한국정치학회 특별학술회의 이명박 정부의 과제와 시

정신에서 발표한 정윤재, “이명박 정부와 통합의 정치: 공화주의적 시각에서” (46-60
면); Maurizio Viroli, Republicansim, (New York: Farrarm Straus and Giroux, 2002)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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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민주공화국을 공화주의 으로 이해한다 할지라도 공공선을 향한 공동체

의 결정은 정치과정에서 다수결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한 만큼 소

수자의 보호는 운명 으로 요하다. 그 지 아니하고는 소수자에게 다수의 결정

은 타율 인 지배 즉 다수의 독재를 의미하게 되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권력분립

의 원리라든지 헌법률심사와 같은 자유주의  헌법장치가 필수 으로 요구된다. 

그리하여 민주공화국의 민주는 자유민주주의로 이해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화두

가 되고 있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충돌30)은 잘못 설정된 화두라고 생각된다. 

민주주의가 다수의 지배31)만을 의미한다면 몰라도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를 뜻

하는 것이라면 법치주의는 자유민주주의를 완성하기 한 장치일 뿐이기 때문에 

이 양자의 충돌이란 있을 수 없다.  미국에서는 헌법의 명문규정의 근거 없이 

헌법률심사의 제도를 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도 추상  이론으로는 법치주의

는 민주주의와 충돌할 수 있고 따라서 의 화두는 한 화두일 수 있다. 그러

나 우리나라는 헌법률심사의 제도를 헌법 명문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화두는 

30) 강정인, “민주화 이후 한국정치에서 자유민주주와 법치주의의 충돌: 정치학적 관점에
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2008년 5월 30일에 개최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주관의 
학술대회, 3-32면 등.

31) 우리나라 국회의 의결과정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다수의 지배로 정의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왜냐하면 현재의 국회(제18대)의 의사결정과정을 보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한나라당 중심으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용이하게 소위 민생법안들을 
의결⋅처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의결의 실제에서는 소수당인 민주당 등 야
당이 강력 저지하면 국회의결을 하지 못하고 넘어간다. 이러한 때에 다수당이 강행처
리하면 “다수 독재”라고 하면서 야당은 의장석을 점거한다든지 그 밖의 방법으로 의
사진행이나 의결을 물리적으로 방해 내지 저지한다. 이러한 사정은 한나라당이 야당이
었던 지난 국회에서도 동일하였다.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받아들여지지 아니
하는 민주주의 내지 전원일치제의 민주주의라 하는 것이 옳을지 모르겠다. 전원일치적 
의결관행을 제도화하는 장치가 소위 (당)총무회담이다. 총무회담에서 합의된 의제는 
본 회의에서 자구수정 정도의 수정은 몰라도 일사천리로 의사결정과정이 진행된다. 이
러한 <총무회담에서의 합의-국회의결>의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다수결의 원칙에 따
라 소위 “강행처리”되는 경우에는 다수결에서 소외된 야당측에서 법원이나 헌법재판
소로 그 저지나 구제 청구를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 정해진 코스나 마찬가지이다. 우리
나라 헌법소송사건들은 이러한 국회의결과정의 실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의 민주주의 대 법치주의의 대결의 화두는 참으로 나이브한 인식
에 바탕을 두었다고 할 수 있거나 미국의 화두를 앵무새같이 읍조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다수결의 원칙이 왜 우리나라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아니하
는가, 다수결이 받아들여지는 정치⋅사회⋅문화적 바탕은 무엇일까의 문제도 한번 생
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민주주의 논쟁은 전원일치의 
원칙을 놓고 전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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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은 실성이 떨어지는 화두라 할 수 있음은 이미 에서 언 한 바이다.

III. 의회주의와 국회의 위상

1. 한민국 헌법은 선진 민주주의의 통에 따라 의정의 원리  의회주의

의 원리를 그 바탕으로 하여 한민국 국회를 구성․조직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언명은 교과서 이다. 어도 앙정부 차원에서 직 민주주의는 극히 외 으

로만 허용(헌법개정시  국가안 에 련하여 통령의 부의가 있을 경우)하고 

국민의 표가 지배하는 의정의 원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의정

의 심에 국민의 표로 구성된 의회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함은 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이것이 의회주의의 요체이다. 의회주의는, 좁게는 의회가 정부를 

구성하는 내각책임제 정부형태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통상 으로 통령제 정부

형태의 경우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통령제 정부형태라고 하여 의회가 통령에 

종속하는 기구는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통령제 정부형태란 의회와 통령이 

모두 정치의 추기 으로서 상호 독립과 공화(즉 견제와 균형)를 그 구조 ․제

도  특징으로 하는 정부형태일 뿐이다.32) 그리하여 힘이 한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는, 그리하여 한쪽이 다른 쪽 보다 우 에 서게 되어있는 정부형태는 이미 

통령제의 정부형태라 할 수 없다.

그리하여 한민국 헌법은 한민국의 국회가 다음과 같은 의정  의회주

의의 원리에 따른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능력)를 지닌 추  정부기구일 것

을 요구하고 있다. ⑴ 첫째로는, 방  에서 언 한 바와 같은, 통령과의 계

에서 상호 독립과 공화(견제와 균형)의 계 내지 지 를 가지는 정부기구이여야 

한다. 통령의 권한이 강화되면 이에 상응하는 국회의 권능(견제 내지 통제의 

권능)도 강화되어야 한다. 통령은 국회의 결의, 동의, 승인 등이 없으면 그 권

한을 행사하기 어렵다. 그러나 견제를 한 견제는 국정을 마비시키는 우려가 있

32) 최대권, 憲法學講義, 증보판, (서울: 박영사, 2001), 341면 이하. 그리고 Karl Loewens-
tein, Political Power and the Governmental Proces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5), 105-116면; Richard E. Neustadt, “Presidential Government,” in Interna-
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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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국회는 국회독자의 시각에서 국익을 하여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지

지할 것은 지지하여 상호 공화의 계에 서야 한다. 국회와 통령이 상호 공화

의 계에 서지 아니하면 국정이 마비된다는 것은 구나 안다. 국회도 통령 

못지아니하게 국익을 하여 그러나 국민의 표기 으로서 국민의 신임을 발

으로 국회독자의 시각에서 통령에 한 계에서나 국민에 한 계에서 국

회의 여야당을 월하여 정치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치 실에서 국회가 통령에 한 계에서나 국민에 한 

계에서 국정을 이끄는 정치지도력을 발휘한 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그러한 

경우가 있었다면 그것은 역사상 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통령을 선출한 제

헌의회 때하고 4․19 이후 민주당 정부 기 때의 국회, 그리고 혹시 민주화

(1987년)의 뜻을 개헌으로 반 한 국회가 거의 유일의 라고 생각된다. 그 이외

의 경우에 국회는 제도 으로(유신 때)나 정치 으로 통령이나 국민에 하여 

속 이거나 어도 독자의 정치지도력을 발휘하는 치에 있었던 기억이 별로 

없다. 당 총재가 통령이 되는 경우에는 여당을 심으로 국회와 정부 사이에서

는 권력의 통합이 일어났고  국민과의 계에서는 정당이나 정 (소  당리당

략), 그리고 이념이나 지역이익 내지 정서 등에 속되어 국민 정치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국회로 자리 매김하여 왔다. 이러한 정치실 이 국회로 하여  

정치학자들로부터 “변두리에 치한 의회”로 분류  만든 이유일 것이다. 이 문

제는 한 후술하는 국회의 독자성의 문제가 된다.

국회가 국민의 표기 이라 함은 국회가 독자의 정치지도력을 가지는 국가 

추기 이여야 함을 뜻하는 것이다. 우리의 국회사가 보여주듯 국회가 독자의 

정치지도력을 발휘하는 국가 추기 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하지 못한다면 개헌

론에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내각제 정부형태가 개헌으로 도입된다고 하여 

하루아침에 사정이 달라지리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정당․정 ․이념․지역이익 

등 그리고 이를 반 하는 정당법․정치자 에 한 법률․선거법 등 여타의 여

건이 그 로인 한 국회가 달라지리라 상정되지 아니하고,  국회가 달라지지 아

니하는 한 우리나라의 민주정치나 선진화작업이 얼마나 달라질는지 의구심이 크

게 든다. 1960년 때의 민주당 정부에 한 기억을 아직도 히 기억하고 있다. 

다수의 의석을 차지했던 민주당이 정확히 반으로 나뉘어 당쟁으로 지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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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의 혼란을 가 시켰을 뿐이 아닌가? 국회가 정치 으로 독자의 정치지도력

을 가진 국가 추기 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통령제 정부형태를 우리가 가지

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해라고 생각한다. 지  통령제 정부

형태를 채택하 다고 하여 한민국 헌법이 그러한 국회를 설계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국회가 독자의 정치지도력을 가진 국가 추기

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가 갖추어야 할 ⑵ 둘째의 요소(능력)는 국익을 하여 (자유)토론, 조화, 

설득, 양보, 타  등을 통하여 분열되거나 일치되지 아니하는 다양한 국민의 의

사를 통일된 국가의사로 통합․형성(integration)해내는 능력이다. 국회는 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된 합의체 국가기 이다. 그러한 만큼 하나의 추  국가기 (입

법, 국민 표  국정통제기 )으로서의 권능을 성공 으로 수행할 수 있기 하

여는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통일된 국가의사로 통합․형성해내는 능력을 갖추는 

일이 필수 이다. 그러한 국가기 이 될 수 있기 하여는 무엇보다도 그 구성원

인 국회의원 개개인이 공동체의 공공선을 하여 토론, 설득, 양보, 희생, 솔선수

범하는 시민  덕성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민주공화국 구성원 개개인이 갖추어

야할 덕목은 국회의원들에게는 더더욱이 요구된다고 말할 수 있다. 국회의원들이

야말로 국가기 의 구성원이자 국민의 표인 정치지도자이기 때문이다.

국회는 과격하고나 분열 인 주장까지 포함하여 국민의 각기 다른 다양한 의

사와 이익이 모두 반 ․투 되고 국정의 모든 것( 정부 비 과 성토. 심지어 

탄핵까지)이 국회에서 논의되어, 걸러지고 타 ․양보․설득하는 등의 공개된 토

론을 통하여 합의되고 설득력을 갖는, 통일된 국가의사로 형성될 수 있어야 한

다. 국회가 국민의 분열 인 다양한 의사와 이익에 하여 이 같은 통합의 기능

을 수행하지 못하고 단순히 반 할 뿐인, 따라서 여야당이 분열된 국회로 남는다

면 국회의 존재의의는 반감한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국회 자체가 분열 인 국

회로 남는다면 여당 등이 강행으로 어붙이거나 는 격 통과시고 혹은 야당 

등이 결사 지하려다 가결된 국회의 결정이 국민에 하여 설득력을 가질 수 

없으며, 필요한 법안이 야당의 결사 지로 통과되지 못하는 경우33)에도 국민에 

33) 제18대 국회는 과격한 여야대결로 의원임기개시 초기의 등원 거부로부터 시작하여 개
원(8월 19일) 이후에도 결코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지적된 국정감사와 (헌법)법정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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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설득력을 가질 수 없음이 분명하여, 국민에 하여 정치  지도력을 발휘

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국회가 이러한 반 ․통합의 정치  지도력을 발휘하

다면, 국회의 이러한 반 ․통합의 정치  지도력에 한 국민의 신뢰가 존재하

다면, 조용한 촛불시 가 국력을 낭비하는 그 게 큰 불법․불요(不要)의 반정

부 불법시 로 확 되지 않았으리라 단된다. 

국민의사의 반 ․공개된 토론․합의된 통합  의사의 도출 능력이야말로 국

회 의사(議事)의 핵심  요소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민국 헌법도, 외

교․국방상의 이유와 같은 특히 비 이 정당화되는 사항에 한 것이 아닌 한 

국회의사의 공개가 원칙임을 천명하고 있다(헌법 제50조). 원래 민주주의와 비

주의는 양립할 수 없다. 국회의사 공개의 원칙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선거권과 같은 국민의 주권  권리의 행사나 여론의 형성에 련된 언론

의 자유 행사를 하여서도 요구된다. 국민이 알지 못 하고는 이같은 주권  권

리를 제 로 행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에서 말한 바와 같은, 국회의 통

합기능 수행의 경우에 요구되는 국회에서의 타 과 양보는 (헌)법과 원칙의 기

에서 국익을 하여 행하는 떳떳한 타 과 양보이고, 그것이 사익이나 당리당

략을 한 타 과 양보라면 그것은 소  야합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으며, 

따라서 비공개로 얻어낸 의사 결론이라면 국민에 한 계에서 설득력을 발휘

할 수 없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리하여 국회의사공개의 원칙은 국회입법 차상의 법 차의 한 가지 요

한 요소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의회정치의 실은 국회 본회의가, 

심지어 심층심리를 하여 운 되는 상임 원회  소 원회까지도, 국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당정간  여야총무 회담에서 합의한 바를 확인하는 장(forum)으로 

락함에 따라 그 다면 그것은 공개토론을 본질로 하는 의회주의의 원칙에 어

나는 것이 아니냐의 문제를 제기하게 만든다.34) 그리고 그것은 원리․원칙에 

내 예산 통과 실패에 이어 각종 민생법안의 통과를 거의 하지 아니하여, 국민들로 하
여금 그 존재의의를 회의케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조선일보 2008. 12. 
10.일자의 “5席 민노당에 의회민주주의 마비” 기사 및 사설 “민노당, 입법부의 無法者 
되기로 작정했나”; 조선일보 2008. 12. 11.일자 사설 “국민의 피와 살로 짠 예산 이렇
게 심의해선 안 돼” 등 참조.

34) 최대권, “한국의 의회주의와 그 문제점,” 의정연구, 1995년 제1호, 87-106면; Carl 



2008. 12.]   우리나라 법치주의  의회주의의 회고와 망 235

바탕을 둔 떳떳한 타 과 양보가 아니고, 국회의 의결기능을 진하기 한 필요

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당리당략을 한 야합의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

다. 그리하여 공개 토론이라는 의회주의의 본질  요소를 망각하는 처사가 된다.

의정  의회주의의 원리에 따라 국회가 갖추어야 할 ⑶ 셋째 요소는 그 주

변으로부터 사회학  의미의 국회 독자성(autonomy) 확보의 문제가 된다. 독자성

의 문제는 주변( 통령 는 청와 , 정당, 정 , 열열 지지세력 등)으로 부터의 

완 한 독립이나 완 한 종속이 아니고 상호지지 등 공화의 계를 유지하면서 

독자의 구조와 기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컨  심장이 신체의 한 

부분이고 그 주변 장기(허 , 장, 간장, 뇌와 신경 조직 등)로부터 상호 지원하

는 계를 가지면서 그러나 독자의 구조를 가지고 독자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기

라는 것과 마찬가지의 의미이다. 에서 이미 지 한 바와 같이, 헌법은 국회를 

독자의 구조를 가지고 독자의 기(권)능을 수행하는 국가 추기 의 하나로 설계

하 지만 그 실행(performance)을 보면 과연 국회가 독자성을 지니는 국가기 이

냐의 의심을 가지기에 충분하다고 믿는다. 이러한 의심을 가지게 만드는 가장 큰 

변수는 국회와 국회에 진출한 (여야)정당과의 계이며, 정당을 매개로 하는 정

나 통령이나 당 총재와 같은 다른 권력담당자와의 계  국회나 정당외각

의 열성지지세력( 컨  386세 , 노사모, 호남의 지역정서 등)과의 계이다. 

그리고 이러한 계는 가장 심 으로는 (당내의) 앙집권  공천권 등을, 그

리고 통령이나 당 총재 등 권력 핵심 담당자가 제공하는 자 지원, 보은인사나 

측근인사 등 당근을, 매개로 하여 형성된다. 

이러한 계 속에서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보다는 마치 국회에 

견된 출신 정당이나 권력 핵심의 돌격 원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그 

결과 국회는 국가정책 결의 정책심의기 이 아니라 당리당략  계산에 바탕을 

둔 여야당의 살벌한 결장이 된다. 그리고 국회 내의 략 술의 수립을 한 

당원회의는 정당이 미는 정책 논의보다는 외각의 지지세력 등을 염두에 둔 벌

이나 정 간의 략 술이 지배한다.35) 이러한 계 속에서 국회의 독자성을 발

Schmitt, The Crisis of Parliamentary Democracy, trans. by Ellen Kennedy, (Cambridge: 
MIT Press, 1985); 칼 슈미트, 김효전 옮김,  의회주의의 정신사  지 , (서울: 관
악사, 2007)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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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하기가 어렵게 된다. 이러한 계를 지배하는 핵심 요소의 하나는 의원들의 공

화주의  자질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당 앙집권  공천 행이라고 생각한다. 

이 후자의 문제는 당내 민주주의의 문제이고, 자의 문제는 연  따라 지지 투

표 등을 행하는 지역구 등의 시민의 자질(시민의 공화주의  덕성의 결여)과도 

히 계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번 촛불시 에서 국회등원 신 이에 참

여하는 국회의원들의 행태는 우리나라 국회가 과연 독자성을 지닌 국가 핵심기

인가를 회의  만든 표  가 된다고 생각한다. 우병보다 더 한 어떠

한 사안이라도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어야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다.

국회의 독자성의 문제는 국회가 어느 정도나 일하는 기 이냐의 차원에서도 

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36) 헌법은 확실히 국회를 요한 국정(입법, 여론 반

 등 국민 표의 기능, 국정감시․통제) 수행기 으로 설정하 다. 그러나 국회

가 국정을 얼마나 잘(신 , 강도, 시간 등에서 잘) 수행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하루 평균 국정수행(공무)과 직  련이 없는 정치활동(지역구 리 등 표 리, 

정당활동, 계 리, 로비나 사람을 만나는 일 등)에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

을 들이며 국정수행에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지, 객 으로 측정

할 수 있는 기법이 있다면 더 훌륭하게 단정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러한 것이 

없더라도 국회개회 일수를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37) 얼마나 열

심히 공부하는 학교수냐의 객  기 은 없지만(요즘은 논문의 인용회수 등으

로 측정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학교 부근에서는 다 알 듯이 국회가 얼마나 국정

수행(공무)을 잘하고 있는지는 국회를 찰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안다. 정치

으로 민감한 안건을 놓고 여야가  당기기 하는데 시간을 다 보내고 나서 회기 

35) 정당 내의 파벌이나 정파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로 조선일보 2008. 12. 10.일자 사설 
“親李⋅親朴 싸움 국민 안 보이는 곳으로 나가서 하라”; 조선일보 2008. 12. 11.일자 
박두식의 칼럼 “다시 고개 드는 ‘난닝구⋅빽바지 악령’ ” 등 참조.

36) 조선일보 2008. 11. 17.일자 “국회, 위헌⋅헌법불합치 법령 44건 방치” 및 “국민권익 
해치는 법 ‘나몰라라’⋅게으른 국회” 난; 조선일보 2008. 10. 27.일자 사설 “입방아만 
찧는 국정감사 이제 그만 하라”; 동아일보 2008. 10. 24.일자 사설 “경제위기 해소 위
해 국회가 한 일 있나”; 동아일보 2008. 10. 25.일자 횡설수설 난 “ ‘됬어요’ 국감” 등 
신문기사 참조.

37) 일하지 아니하는 국회라는 국민적 질타에 따라 이제야 국회는 “상시국회”의 방안을 
국회운영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국회운영제도 개선안을 놓고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동
아일보 2008. 11. 8.일자의 대서특필한 보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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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바지에 이르러 무더기로 안건을 통과시키거나 통과시키지 못하여 꼭 통과시켜

야 할 소  민생법안이 6개월 1년씩 통과되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원래 통령제 정부형태의 나라(미국)에서는 내각책임제의 나라에서보다 국회

가 일을 하기 하여 상임 원회제도가 발달하고 그리고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날이라도 상임 원회 활동은 거의 매일 이루어져 각각의 상임 원회 활동을 

심으로 하여 미국의 국회는 일 년 열두 달 거의 항상 열리고 있다. 우리의 경우

에는 상임 원회가 거의 본회의 기간 에만 열리는 것을 보면 일하는 국회인지

의 여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가 추 인 독자의 국정수행기 이라면 

국정수행을 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일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국회가 주

변부를 차지하는 기 이라면 본연의 국정수행에 많은 시간․노력을 들일 이유는 

없을 것이고, 그리고 심부(정치권력)에 사하는데 더 많은 시간․노력을 들일 

것이다. 

2. 이상에서 우리는 우리나라 의회주의의 실패라고 부를만한 상 즉 헌법의 

처방(국가의 충심축인 기 )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국회의 실제의 치, 무능이

라 말할 수 있을 만큼의 그 기능(intergration기능 등 국회기능) 수행 능력의 부족 

 정치․사회세력으로 부터의 독자성 상실 내지 부족의 상을 살펴보았다. 이 

같은 의회주의 실패의 상이 우리나라 사회에 어떠한 헌법 ․정치  상을 

동반하는가 혹은 결과하는가 하는 문제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 첫 번째로 지

하여야 할 의회주의실패 상, 이로 인한 국정의 마비 상의 결과 하나는 표

(의)기 을 도외시한 채 시민들이 길거리로 직  들고 나와 호소하고 국가정책방

향을 결정하는 마치 직 민주주의 으로 보이는 상의 잦은 출 이다. 지난번의 

촛불시 상은 그러한 상의 표  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지 하여야 할 의회주의 실패 상의 결과는 헌법소송사건의 증

상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국회의 입법기능․국민 표기능, 특히 통합기능을 헌

법의 설계구도에 맞게 원활히 수행하여 왔다면 상당한 정도로 헌법소송사건의 

수는 최근의 사건통계수치보다 단연 었으리라 단된다. 그 표  로 통

령에 한 탄핵사건을 틀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 으로 해결되었어야할 사건

이 헌법재 소로 넘어온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헌으로 정된 수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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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도,38) 소  행복도시법39)도, 기타 근래에 국  심을 끈 사립학교법

이나 방송법, 언론 련법(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 한법률  언론 재 피해

구제등에 한법률)40), 종합부동산세법41) 등도 국회의 통합기능․심리기능 등 헌

법의 처방에 맞게 국민 표기능을 원만히 꼼꼼하게 수행할 수 있었더라면 구지 

헌법재 소에 까지 이르지 않을 수도 있었을 쟁 들을 지닌 법률들이라 할 수 

있다. 이들 법률들은 한결 같이 어붙여서 혹은 졸속으로 통과되었던 법률들이

다. 헌법 제37조제2항의 구도 상 국회가 입법에 한 일차 인 헌법 단기 이며 

오직 2차 으로만 헌법재 소가 헌법 단기 이 된다. 

이러한 에서 의원입법은 문제 을 많이 던지고 있다. 의원들의 국회실  쌓

기 작업의 하나로 의원입법안을 제안하고 졸속으로 다른 법률과의 계라든지 

산의 뒷받침이라든지 헌법  문제 들에 한 충분한 문  사  검토도 

없이, 그리고 입법 고도 없이, 여야의원들의 정치  편의나 야합으로 통과시키

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제안하는 입법안의 경우에는 상 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문실무부처에서, 법제처, 차 회의, 국무회의 등에서, 그리고 입

법 고를 거쳐, 국회에 넘겨지고, 그리고 국회의 심의․의결과정을 거쳐 법률이 

된다. 물론 의원입법의 경우에도 입법조사처와 같은 보조기 들이 국회에 있어서 

올바른 입법을 하여 작용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제안입법안의 경우와 비

교하여 헌의 문제를 포함하는 입법상의 문제 을 더 많이 노출하는 경향이 있

음도 사실이다. 에 언 한 소  행복도시법의 경우가 하나의 가 될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 정부형태는 국무총리제, 국회의 장 해임건의권한 등 내각책

임제정부형태의 요소를 지닌 정부형태로 지 되고 있다. 그러한 만큼 집권여당과 

정부와의 한 의하에 입법안이 발의․제안된다고 말할 수 있다. 소  당정

38) 이 수도이전법에 대한 2004. 10. 21. 위헌결정(2004헌마554⋅566) 참조.
39)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으로 끝난 신행정수도후속대책특별법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로 

최대권, “신행정수도후속대책특별법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法學, 제
46권 제3호, 2001-226면(2005) 참조. 그리고 이 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2005. 11. 
24.일자 각하결정(2005헌마559⋅763) 참조.

40) 이 법률들에 대한 헌법재판소 2006. 6. 29. 위헌 등 결정(2005헌마165⋅314⋅555⋅
807, 2006헌가3) 참조.

41) 이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2008. 11., 13. 위헌, 헌법불합치, 합헌 등 결정(2006헌바112) 
및 조선일보 2008. 11. 14.일자 사설 “종합부동산세 일부 違憲 결정은 났지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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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제도의 운 은 그러한 내각책임제  요소의 표 이라 할 수 있다. 그 다

면 여당이 지배하는 정부( 는 정부가 지배하는 여당 그리고 국회)가 주도하는 

정부법안과 별개의 의원입법을 임의로 제안하고 혹은 야당의원이 제안하는 의안

에 동조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행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다. 국 국회에서 정부입법과 별개로, 경우에 따라서는 충돌할 수도 있는 의원

입법안을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오직 정부입법과 련이 없는 범 의, 정

치 으로 요치 아니한 사안의 의원입법안제안권을 그것도 일주일에 하루를 정

하여 제출할 수 있을 뿐이다.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의원입법안의 증가는 국정운

을 하여서나 헌법  입법학  통제를 하여 많은 문제 을 던지고 있다. 무

엇보다도 의원입법은 우리나라 헌법이 정하고 있는 정부형태의 내각책임제  

요소와 충돌한다고 말할 수 있으리라.

셋째로 우리나라의 잦은 개헌  개헌논의가 우리나라 의회주의의 실패와 크

게 련되어 있다고 믿는다. 의회주의를 심으로 한 정치권이 그 무능 내지 실

패로 인하여 풀지 못하는 난 이나 장애물을 헌법 개정의 정치로 풀어가거나 넘

어가거나 회피하거나 호도하려고 개헌논의를 시도하고 있다고 단되는 것이다. 

국이 성문헌법 없이도 성문헌법이 있는 나라 같으면 헌법개정을 통하여 풀어 

갈만한 국가  요사항( 컨  최근의 로 상원의 권한 축소 등)을 의회주의를 

통하여 풀어가고 있음은 표 인 이거니와, 성문헌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빈번

한 헌법개정 없이 정치  안정을 리는 선진민주주의의 나라들( 컨  미국, 독

일, 일본 등)을 보면 우리나라의 잦은 개헌  개헌논의와 의회주의의 계를 가

늠  한다. 우리나라 의회주의의 실패 내지 취약함이 무엇보다도 성문헌법 때문

이 아님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역으로 우리나라 의회주의 실패 내지 취약함의 

요인이 되는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시민의식 내지 시민  덕성(civic virtue)의 부

재, 정당구조, 당 싸움, 지나친 지역주의  이념갈등 등의 요인이 바 거나 개

선되지 아니하고 그 로 남아있는 한 헌법개정에 의하여 의회주의(정치력)가 헌

법이 정하고 있는 만큼 복원 내지 활성화되리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헌법이 

정하고 있는 바에 충실하게 의회주의가 그리고 정치권이 복원 내지 활성화되

면 개헌의 필요성은 그만큼 축소되리라 믿는다. 의회주의(정치권)가 복원 내지 

활성화되면 웬만한 국가의  사항은 부득이한 헌법개정 없이도 큰 무리 없이 

국회(  사법부)가 심이 되어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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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헌법개정의 문제-결론을 대신하여

1. 우리나라의 입헌주의(법치주의)  의회주의의 실에 한 이상의 논의에 

비추어 지난 IMF 때보다 더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는 경제 기에도 불구하고 계

속하여 불타고 있는 개헌논의를 살펴보자. 계속하여 불타오고 있는 개헌론을 필

자는 정치국면 돌 를 꾀하는 정치인들의 정략용이지 진정으로 한민국의 민주

정치  시장경제 선진화 등 발 을 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도 히 볼 수 없다

고 단한다. 무엇보다도 남북 계․동북아정세를 포함하는 세계정세의 진   

우리나라 발 의 이 단계에서 미국산 쇠고기수입 같은 상 으로 별것도 아닌 

안건으로 국력을 몇 달째 낭비하 는데, 이에 더하여 국론분열․국력낭비를 동반

할 것임에 틀림없는 백년 계 헌법의 개정문제를 놓고 갑론을박 격론을 벌이는 

것은 결코 명하지도 신 하지도 않다고 생각한다.42) 1987년 체제가 이제 20년

이나 되었으니 바뀔 때가 되었다는 주장은 무책임의 극단이라 생각한다. 개헌론

의 내용을 보면 정부형태를 바꾸자는 것이 심이고 부수하여 여기 기 손을 

자는 것인데, 명분으로 치면 독재정권 시  정권연장의 숨은 뜻을 하여 정부

형태를 바꾸자고 한 것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자기네 정당이나 

정 의 집권 는 정권연장에 유리하냐 아니냐의 당리당략  고려가 어느 정부

형태로의 개헌 주장 뒤에 자리 잡고 있음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2. 일반 법률의 경우도 그 지만, 헌법의 개정은, 특히 그 게 하여야 할 충분

한 이유나 근거가 없는 한, 그리고 이에 한 범국민  합의가 얻어진 경우가 아

닌 한, 행하여서는 안 된다. 한민국 헌법은 바로 한민국(의 기반)이기 때문이

다. 미국은 200년 이상이나(일본은 50년 이상이나), 특히 정부형태에 하여는, 

손도 한번 안 고 그 로 유지 발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단

된다. 특히 헌법은 자주 손을 어서는 안 된다. 이 세상에 완벽한, 완 무결한 

헌법이란 있을 수 없다. 미국이 동일한 헌법을 가지고 200년이나 지켜온 것은 

42) 헌법개정에 관한 정치학자들의 논의를 보면서 정치학자들의 헌법학 담론의 무지에 놀
랐고, 헌법학자들과 정치학자들 사이의 지성적 담론이나 대화가 전무하다 싶이 하다는
데 또한 놀랐으며, 정치학자들의 개헌논의의 선동성이랄까 우리나라 정치계에 주리라 
상정되는 그들의 영향력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꼈다. 이러한 시각에서 박명림, “87년 
헌정체제 개혁과 한국민주주의,” 창작과 비평, 2005년 겨울호, 34-5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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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완벽하 기 때문이 결코 아니다. 컨  미국 통령 선거는 간선제이지

만 직선제 같이 운 하여 오고 있으며, 부시 통령의 두 번째 당선 시 고어와의 

투표수계산 상의 문제 들이 일어났지만 미국인들의 건 한 상식으로 이를 풀어

나가고 있음(고어의 승복  미 법원의 정치 으로 명한 결정)을 우리가 알고 

있다. 우리의 정치문화를 제로 상정하여 상상해보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

지 참으로 궁 하다.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이며 정치문화(시민  덕

성)의 문제이다. 우리 헌법을 개정하더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시민  덕성의 문제는 이미 언 한 바이다.

 

3. 무엇보다도 1987년에 개정된 우리 헌법의 무엇이 문제인지를 진정으로 알

지 못하고 있다. 허비한 지난 10년, 는 5년이 문제 다면 그것은 무능한 좌

정권의 무모한 정책 때문이었다고 밖에 단되지 않는다. 만약 연임이 가능한 

통령체제 다면 집권세력은 이에 더하여 국정수행보다는 연임에 더 신경과 노력

을 썼을 것이라는 단이 선다. 필자는 5년 임기제 음이 천만다행이었다고 생각

하고 있다. 임기 5년도 지루했는데 이보다 더 길다면 얼마나 더 지루할 것인가? 

그리하여 5년 단임의 통령제도 나름 로 장 이 있는 정부형태라고 생각하고 

있다. 

필자는 원래 내각책임제 지지자 었다.43) 그러나 사회  문맥에서 헌법을 찰

하여온 헌법학자로서 우리나라의 정부형태를 외국의 그것과 비교하면서 찰하

여 본 결과로는, 첫째는 제도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에 귀결된다는 것이고, 둘째

는 우리나라의 재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여건에서라면 내각책임제․ 통

령제 어느 것이나 다 장단 을 지닌 제도이고 한 쪽이 다른 쪽 보다 낫다는 

단이 서지 않는다. 그리고 이미 언 한 바와 같이 단임의 통령제도 일리가 있

다는 생각이다. 단임제이면, 연임에 신경을 더 쓰도록 하는 연임제의 경우보다는, 

역사에 남을 것을 생각하고 통령이 국정수행에만 최선을 다하게 만들어갈 가

능성이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멸사 공하는 유능․청렴한 

통령이라면 8년도 짧을 수 있지만 무능 는 부패한 통령이라면 5년도 길다. 

43) 崔大權, 憲法學-法社 學的 接近, (서울: 박영사, 1989), 254-372면. 그리고 崔大權, “政
治改革을 위한 몇 가지 생각(1)-政府形態⋅政黨⋅政治資金⋅選擧制度 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法學, 제33권 제1호, 156-180면(199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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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내각책임제는 그 성공이 유능하고 안정된 국회와 그리고 안정된 정당체제

에 크게 의존하는 정부형태이다.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통합의 능력(정치지도

력)과 독자성을 갖춘 국회를 내각책임제는 그 제로 한다고 믿는다. 이러한 자

질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국회, 정  등의 이해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정당체제를 

놓고 내각책임제를 천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장면정권 때의 내각책임제 경

험도 이러한 주장을 지지한다고 생각한다. 내각책임제가 도입된다고 우리나라 국

회가, 정당이, 그리고 벌이나 정 가 그리 쉽게 내각책임제 운 에 합하게 

달라지리라고 상상되지 아니한다. 이원집정제는 우리나라 여건하에서는 더욱 

험한 정부형태라고 생각한다.44)

4. 어도 이론 으로는 의회주의의 시각에서는 개헌해야 할 헌법조항이 하나 

있긴 있다. 헌법 제72조의 통령의 국민투표 부의권 조항이 그것이다. 국회는 

정부의 심축 가운데 하나인데 통령은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 에 

한 요정책을 국회를 따돌리고 국민에게 직  국민투표에 부쳐 그 뜻을 물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때의 국민투표가, 성 ․경솔하게도 직 민주주의라고 추

켜세운 인사까지 있는 화문촛불집회의 직 민주주의  성격과는 차원을 달리

하는 것이지만, 아무튼 국정이 국민의 표기 인 국회를 심으로 운 되어야 

한다는 의회주의와는 양립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45) 이 조항은 원래 독재시

(1972․1980)에 도입된 조항으로 1987년의 개헌 때에 살아남았던 것이다. 이조항

의 원조격이라 할만한 랑스헌법의 통령의 국민투표부의권은 이원집정제의 

정부나 양원의 공동제안에 따라서만 행사하도록 되어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랑

스의 정부는 하원의 다수의석을 유하는 정당을 심으로 하여 구성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 헌법 제72조의 통령의 국민투표부의권을 이러한 시각에서 비

하는 견해가 없는 것은 우리나라에 의회주의의 통이 없거나 약하다는 증거

가 되는 것은 아닐까 싶다.

5. 필자도 새 통령의 국정운 의 실 (performance)에 실망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이지만 이  통령의 경우나 재 통령의 경우나 통령의 국정

44) 崔大權, 위 憲法學講義, 339-341면; 崔大權, 위 “政治改革을 위한 몇 가지 생각(1),” 
170-171면 참조.

45) 최대권, 위의 “한국의 의회주의와 그 문제점” 103-10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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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의 실  부진이 사람 때문이지 단임 통령제 제도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더구나 에서 이미 언명한 바와 같이 헌법은, 개정하여야할 불가피한 

이유가 있고  그에 한 국민  공감 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함부

로 쉽게 개정의 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쉽게 개정할 수 있는 경우

에는 헌법경시사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헌법경시사상은 민주정치의 불안 성

(instability)과 연계될 수 있다. 물론 헌법으로 정치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는 없

다. 잦은 헌법 개정은 정치 불안정의 반 일 것이다. 그러나 헌법의 안정성과 민

주정치의 안 성은 서로 상승 으로 향을 미치는 계에 있다고 생각된다. 그

러므로 헌법은 지켜야지 자주 바 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만약 개헌을 하게 되

는 경우에는 그야말로 실체 으로나 차 으로나 신 하게 행하여야 한다. 1987

년의 개헌 때도 신 하게 행한 개헌이었으리라 생각된다. 신 하게 고친 것이니 

고친 헌법은 잘 지켜야 마땅하다.

진정으로 고쳐야 할 것은 헌법이 아니라 시민  덕성을 갖춘 유능한 국민  

정치지도자를 기르고 발굴해내서 통령후보로 모실 수 있는 는 그러한 유능

한 국민  지도자가 그 뜻을 펴려고 스스럼없이 통령후보로 나설 수 있게 만

드는 장치 즉 재의 정당조직  운 , 당내 경선제도 등이 아닐까 생각된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  재의 정당조직과 운 은 알려지지 않은, 시민  덕성을 

갖추고 청렴한 유능한 국민  지도자 재목으로 하여  정치, 특히 정당정치를 외

면  만들며, 직업 인 “정치꾼” 등을 후보로 뽑아내는 장치로 작용할 뿐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정당은 명사정당이 아니라 정책정당이 되어 뜻을 같이하며 

공동체를 하여 사와 희생을 기꺼이 하려는 사람이면 평시에도 구나 쉽게 

근할 수 있고 당원으로 합류할 수 있으며 당규나 정책개발에 참여할 수 있어

야 할 것이고, 회비를 내는 당원이 당의 요결정에서 그 투표권도 행사하는 당

내민주주의46)가 시행되어 당원 의회장, 지역구․비례 표제 후보를 당원의 손으

로 뽑을 수 있는 체제47)가 되면 혹시 다를 것인지 등을 개 ․실험하여 보아야 

하리라 생각된다. 요컨  개 하여야 할 것은 정책개발․시민의식을 지닌 유능한 

당원․당후보 충원 등의 정당조직운 체제이지 헌법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리

하여 정당제도, 정치자 제도, 선거제도 등이 바 어 시민  덕성을 갖춘 지도자

46) 崔大權, “憲法과 黨內民主主義,” 서울대학교 法學, 제42권 제1호, 1-22면(2001).
47) 崔大權, 위 “政治改革을 위한 몇 가지 생각(1), 171-18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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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충원해내는 체제를 갖추게 되어야 하고, 그러한 체제를 제로 하고서 내각책

임제 정부형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6. 그리고 통령제 정부형태를 행 로 유지하든 연임이 가능한 4년제 통

령제 정부형태를 개헌을 통하여 도입하든 통령 선거 시에는 랑스 통령 선

거 시의 결선투표제와 같은 결선투표제는 반드시 채택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랑스에서는 1차 투표에서  다수표를 얻은 후보가 안 나오면 최고득표자 

두 후보 사이의 결선투표(2차 투표)를 시행하여  다수를 확보한 통령을 

내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가 통령에 한 국민의  신임과 지지의 확보 

장치라는 의미에서 단히 큰 정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선에서 이 

통령이 차순 득표자와의 득표수 차이로는 역  최 득표를 하 다고 서특

필되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유권자의 60%가 투표에 임한 가운데 40%의 다수

득표를 얻어 통령이 되었다. 이것은 유권자의 24%만이(국민의 4분지 1만이) 

이 통령을 지지한 결과가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민주화이후 당선된 통령은 

재 이르기까지 언제나 소수(minority) 통령의 치에 머물러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소수 통령은, 그 실 (performance)이 뛰어나 인기도가 높아지는 

경우가 아닌 한, 항상 국민  신임의 부족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진

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하여 정권을 포함하여 역  민주정권이 동반한 정치  

불안정은 결코 이 상과 무 할 수 없다. 그리고 결선투표제가 있었다면 우리의 

좌 정권의 등장은 아마도 처음부터 없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7. 마지막으로, 헌법 개정의 경우에 이에 편승하여 우리나라 헌법의 토조항

(제3조)을 삭제하자는 주장도 없지 아니하다. 삭제주장의 근거로 이 조항이 통일

에 장애가 된다, 평화  통일조항(제4조)과 충돌한다, 국가보안법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폐기하기 하여) 폐기되어야 한다 등의 주장을 개한다. 

그러나 토조항이 통일에 장애를 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토조항은 통일

이나 통일논의에, 그것이 화통일의 그것이 아닌 한, 과거에도 재도 조 도 

지장을 주어본 일도 지장을 주지도 않는다. 통일조항은 조 도 평화  통일조항

과 충돌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조화되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헌법  근거는 토

조항이 아니라 헌법 제37조이며, 엄격해석 는 한정  해석에 의거하여 국가보

안법은 헌법 으로 정당화되며 여러 번의 결정을 통하여 헌법재 소도 이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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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임을 확인하고 있는 바이다.48) 더 나아가 토조항은 한민국의 정통성을 보

여주는 조항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토조항의 폐기 주장은 한민국의 정통

성을 부인하는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장차의 통일 시 토조항은, 과거 독일통

일 시 서독 헌법의 경우에서처럼, 한민국의 헌법을 개폐함이 없이 통일을 이룩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유익한 장치가 되리라 확신하고 있다.49) 그러므로 토조

항은 결코 폐기되어서는 안 된다.

투고일 2008. 11. 24   심사완료일 2008. 12. 10   게재확정일 2008. 12. 12

48) 崔大權, “刑法의 解釋과 憲法의 效力,” 事例中心 憲法學, 증보판, (서울: 박영사, 2001), 
333-348면(제8장) 참조.

49) 崔大權, “韓國憲法의 座標: ‘領土條項’과 ‘平和的 統一條項’,” 위의 事例中心 憲法學, 
557-579면(제15장); 崔大權, “｢南北合意書｣와 관련된 法問題 - 특히 ｢特殊關係｣의 의미
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法學, 제34권 3⋅4호, 1-38면(199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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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ule of Law and Parliamentarism in Korea:
Retrospection and Prospect

 

Dai-Kwon Choi*

50)

The violent “candle-light” riots in the center of the capital city Seoul had 

nearly paralyzed not only the traffic flows but also the normal functions of the 

newly inaugurated governments for months in early 2008. And the National 

Assembly had not been even convened until the middle of August. Naturally the 

riots gave rise to a nationwide debate on the topic of the rule of law, parti-

cularly its necessity as the prerequisite for democratic process and the market 

economy, versus the constitutionally provided freedom of speech and assembly 

and the principle of popular sovereignty. They had caused observers to give 

serious thoughts as well to the state of parliamentary government in Korea. 

The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was established in 1948 on the basis of 

the free democratic Constitution whose features included both the rule of law 

and the principle of parliamentary government. As compared with the perfor-

mance of Japanese judicial review of legislation institution, Korean judicial 

review has been extremely active, particularly since 1987 when Korean society 

become finally democratized. During the authoritarian phase in 1960s, 1970s and 

early 1980s, there existed a gap in Korean society between the formal written 

free democratic constitutional norms and the political practices which were 

autocratic. The take-off stage of Korean economic development overlaps the 

authoritarian phase, however. In any case, the political practices now came to 

live up to what the formal constitution provides, particularly political freedoms 

* Professor Emeritus, College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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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rights, and judicial review of legislation is firmly embedded in Korean 

society today. 

And yet the critical views against judicial review on counter-majoritarian 

ground have been voiced, following the presidential impeachment trial and the 

unconstitutionality ruling of the capital city relocation act in 2004, reminiscent of 

American counterpart debates waged for many years. Korean criticism against 

judicial review seems, however, to carry little justification precisely because of 

the written constitutional provisions endorsing clearly the judicial review of 

legisla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at that. What has mattered with the rule of 

law as aftermath of the candle-light riots concerned with the respect for the law 

(rule by law) rather than the rule of law as such. For lack of the respect for 

the law, along with personal ties and corruption, may disturb democratic political 

order and market rules.

Constitutionally the National Assembly is provided as a co-equal department of 

the government to the President. Politically speaking, however, the legislature has 

not been up sufficiently to what the constitution provides in terms of its perfor-

mances and in terms of its autonomy structurally from other sources of power 

such as the President, political parties, and supporters. It is striking that the 

representative organ tends simply to reflect political conflicts and divisions that 

already exist in society and is not doing very well its function to integrate those 

conflicts and divisions into well-done pieces of legislations and resolution. Its 

failure particularly in performing its integration functions tends to lead to the 

increases of constitutional litigations. The president impeachment case and the 

capital relocation act case are only a few examples.

The failure of the legislative organ in performing its representing and integrat-

ing functions while living up to the constitutional expectations also tends to be 

accompanied by street demonstrations and riots and by an increased netizen 

communications that are quickly to be described by radicals as direct democratic 

expression of the people. The candle-light riots may be cited as an exampl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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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also related to the popular distrust of professional politicians and their 

ambitions. The politicians in power turn to proposals in favor of constitutional 

amendment to take popular attention away. 

There are strong popular expectations for the National Assembly to attain its 

constitutionally provided status as the representative organ empowered with 

legislative functions and supervisory powers over other departments of the 

government. Otherwise, the popular idea of introducing a parliamentary form of 

government into Korea may well be leading to another failure with such form of 

government. The kind of popular(constitutional) expectations toward the National 

Assembly is another expression of respect for the constitution. 

Key words: the rule by law, respect for the law, the rule of law, the principle 

of parliamentary government (parliamentarism), authoritarianism, dem-

ocracy, market economy, integration function, autonom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