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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오늘날 민주주의는 가장 보편적인 정치체제로 인정받고 있으나 일각에
서는 민주주의의 한계 내지 실패 가능성을 지적해왔다. 방어적 민주주의
는, 민주주의의 내재적 취약성을 지적하고 민주주의를 그 적으로부터 방
어할 수 있는 규범적 대안을 제시한 가장 영향력 있는 이론으로 꼽힌다.
테러리즘, 종교적 근본주의 등의 문제는 방어적 민주주의에 관한 활발한
논의로 이어졌으며,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이후 국내에서도 방어적 민주
주의에 대한 관심이 크게 제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어적 민주주
의의 개념과 적절한 적용 범주, 방어적 민주주의가 보편적인 현상인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입장이 나뉘는바, 이 논문은 방어적 민주주의의 기원
및 전개양상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에 답하고자 하였다.
Karl Loewenstein은, 민주주의의 폐지를 주장하면서도 외견상 합법성을
갖추고 민주주의 체제에 적응하는 파시즘에 맞서 규율된, 권위주의적인
민주주의를 제안했다.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방어적 민주주의는, 민주적인
제도 내지 절차를 활용하여 민주주의를 전복하거나 파괴하려는 자들에
맞서 예방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방어할 기회를 가지는 법
적·정치적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방어적 민주주의는 정치공동체가 어떠한 위험을 인식한 이후 활발히 논
의되고 제도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받아들여
지는 보편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민주주의의 공고화 정도
와 방어적 민주주의의 관련성에 대한 일관된 설명은 어려우며, 다수의
예외적인 사례가 발견된다. 국제규범이 가지는 구속력의 한계나 개별 국
가들의 주저로 인해, 향후 방어적 민주주의가 초국가적으로 적용될 가능
성을 예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정당금지의 실무에 있어서라면, 유럽인
권협약 당사국 내지 베니스위원회 회원국들 간 일정한 기준의 수렴이 있
으리라고 예상된다. 또한 방어적 민주주의는 Loewenstein이 상정했던 적
이외의 다양한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고전적인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하여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약화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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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으며 규범적 효용에도 적잖은 난관이 따른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왔
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민주적 근본주의로 인식될 우려, 민주주의 체제를
활용하는 특유한 적의 존재, 동 이론이 제시될 무렵의 위기상황, 일부 방
어적 조치의 성공사례 등을 고려할 때, 방어적 민주주의의 시의성과 규
범적 정당성 및 효율성이 인정된다고 본다. 하지만 오늘날의 방어적 민
주주의는 Loewenstein이 생각한 그것과 같을 수 없다. 반민주주의자들도
민주주의 정치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권리가 침
해되거나 민주주의 체제가 전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개입하며, 방어
의 대상인 민주주의의 의미를 엄격하게 이해해야 한다. 또한, 방어적 민
주주의가 수반하는 비용과 위험성을 벌충하고자 하며, 사법부를 통해 방
어적 민주주의의 남용을 통제하고, 최후수단성·예외성·한시성·비례원칙
등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방어적 민주주의는 적잖은 비용을 수반하며 정치적으로 오·남용될 수
있기에 그 적절한 적용 범주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방어적 민
주주의가 파시즘이라는 특유한 적에 대한 처방으로, 당해 정치공동체의
민주주의를 전제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실천적인 차원에서
도 방어적 민주주의의 확대적용은 가급적 지양해야 한다.
테러리즘은 민주주의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며, 민주주의에 적응하거나
외견상의 합법성을 구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파시즘과 근본적으로 다르
기에 방어적 민주주의의 적용대상이라 할 수 없다. 국가정체성은 협의의
민주주의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그에 대한 도전을 규제하는 것은
방어적 민주주의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혐오표현에 방어적 민주주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민주주의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성원
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민주주의 체제가 파괴될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방어적 민주주의에 입각한 정당금지의 패러다임
이 전면적으로 변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방어적 민주주의의 성격이
강한 국가라고 반드시 정당을 해산하는 것은 아니며, 비민주적 국가에서
정당이 금지된다고 하여 이를 방어적 민주주의라 할 수 없다.
우리 헌정질서가 방어적 민주주의를 채택하였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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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적인 위상은 어떠한지가 문제된다. 정부수립 초기에는 민주주의 체
제가 요하는 여러 정치적·사회적 조건이 구비되지 못했고, 방어적 민주
주의에 대한 규범적 합의도 인정하기 힘들다. 6·25 동란부터 4·19 혁명
에 이르는 시기에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전제인 민주적 기본질서의 존재
를 인정할 수 없다. 1960년 정당해산제도의 도입은 방어적 민주주의에
입각한 것이었음이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5·16 군사쿠데타 이후
민주화에 이르기까지 우리 헌정체제는 방어의 대상인 민주주의 자체를
갖추지 못하였다. 민주화 이후에는 방어적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되었으나, 민주주의의 방어적 성격이 새삼 강화될 만한 규범
적 합의나 헌정현실을 찾아보기 어렵다. 요컨대, 우리 헌정질서가 방어적
민주주의를 수용하기는 하였으나 그 규범적 위상은 제한적인 것이다.
주요어 : 방어적 민주주의, 헌법보호, 파시즘, 테러리즘, 국가정체성,
혐오표현, 정당금지, 헌정사
학 번 : 2013-30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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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오늘날 민주주의는 가장 보편적인 정치체제로 널리 인정받고 있으나 ,
일각에서는 민주주의의 한계 내지 실패 가능성을 지적해 왔다. 이 가운
데에는 어떤 외부적인 요인을 통해 민주주의의 실패를 설명하는 견해도
있다. (특히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족·종교·언어 등에 기인한 문화
적 충돌이 민주주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진단2 이나, 가장 성공적
인 민주주의 국가들조차 사회적·정치적 위험, 재정불안, 지구 온난화, 테
러리즘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평가 가 그 예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민주주의 자체의 결함에 보다 주목하는 견해도 개진되며, 이러한 문제제
기는 자못 그 뿌리가 깊다. 어떤 사회가 보다 많은 민주주의를 구가할
1)

)

3)

4)

민주주의가 오늘날 우리가 유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식(the only game in town)이
되었다는 평가로 Juan J. Linz and Alfred C. Stepan, “Toward Consolidated
Democracies”, J ournal of D e mocracy, Vol. 7, No. 2, 1996, p. 15. 오늘날 민주주의가
세계사적인 정점(world-historical peak)을 누리고 있다고 언급한 Colin Crouch,
P ost-D e mocracy, Cambridge: Polity Press, 2004, p. 1도 참조. 민주주의에 대한 선호
는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며, 지난 한 세대에 걸쳐 민주주의 국가가 배로 증
가하였음을 지적한 연구로 Svetlana Tyulkina, M ilitant D emocracy: U ndemocratic
P olitical P arties and B e yond, London: Routledge, 2015, p. 11.
2) 어떻게 하면 민주주의 국가들이 잠재적인 문화적 갈등을 평화롭고도 민주적인 방식으
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를 제기한 연구로 Alfred Stepan ed., D emocracies
in D anger,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9, p. 3 이하.
3) David Runciman, The Confid ence Trap: A H istor y of D e mocracy in Crisis from
World War I to the P resen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3, p. xiii.
4) 가령 Plato는 민주주의 국가를 배에 비유하면서, 무지한 다중(hoi polloi)이 통치하는
정체이자, 대중선동가(demagōgos)가 이들을 이용해 자신의 탐욕을 달성하려 하는 체
제라고 비판하였다. 손병석, “플라톤과 민주주의”, 『범한철학』, 제78집, 범한철학회,
2015, 42-44쪽. 민주주의 국가와 배의 비유를 개괄하고 이를 오늘날 민주주의의 상황
에 적용한 연구로 Darren Sheppard, P lato’s Republic,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09, pp. 101-104.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파괴할 씨앗을 내재하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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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더욱 불안정하고 예견 불가능하게 된다는 지적 이나, 민주주의 사
회는 현명한 지도자 및 방향성을 결여하고 있어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될 수 있다는 비판6 등이 그것이다. 1933년
독일에서 미국으로 망명한 헌법학자 Karl Loewenstein이 주창한 방어적
민주주의는, 현대적 의미에서의 민주주의에 내재한 취약성을 지적하고
나아가 민주주의를 그 적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규범적 대안 을 제시
한 가장 영향력 있는 이론으로 꼽힌다.
오늘날에는 이른바 ‘바이마르의 교훈’이 우세하다는 평가도 있다. 실제
바이마르 공화국이 민주주의의 적들에 대하여 무방비였기 때문에 몰락하
였는지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나, 민주주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일
정한 자기방어의 기제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민주주의의 공고화 여부
나 경제수준, 민주주의가 실패한 경험의 존부를 막론하고 일정한 규범적
합의가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일련의 국제공법이나 여러 국제법원의 판
5)

)

7)

8)

9)

있다는 것은 고대 그리스로부터 현대 정치학에 이르기까지 정치사상사에 만연한 확신
이었다는 평가도 있다. Nathalie Karagiannis, “Democracy as a Tragic Regime:
Democracy and its Cancellation”, Critical H oriz ons, Vol. 11, Issue. 1, 2010, p. 35.
5) Mark Chou, “When Democracies Fail”, P olitical Stud ies R e view, Vol. 9, No. 3,
2011, p. 354.
6) Chou는, Plato로부터 단초를 얻어 민주주의의 이 같은 내재적 문제에 관하여 유의미
한 언급을 한 동시대 최초의 사상가로 호주의 정치학자 John Keane을 언급하고 있
다. Mark Chou, D emocracy Against I tself: Sustaining an U nsustainable Idea,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14, pp. 10-11.
7) 민주주의를 그 적으로부터 수호하기 위한 제도적 안배 역시 오랜 역사를 가진다. 고
대 그리스의 도편추방제는 반민주적인 정치 엘리트로부터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제도였으며, 남북전쟁 이후 남부를 군사적으로 점령하고 수정헌법 제14조의 비
준을 강제했던 이른바 ‘재건(Reconstruction)’은 미국이 힘으로 민주주의를 관철하려
한 최초의 시도였다고도 풀이된다. Alexander S. Kirshner, “A Theory of Militant
Democracy”, Ph.D. Dissertation, Yale University, 2011, pp. 26, 154-155. 다만 이 연
구는, 재건 당시 미국이 흑인, 여성, 원주민을 선거에서 배제하는 등 오늘날의 관점에
서 보았을 때 민주주의의 여러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음을 인정한다.
8) 당시 민주주의가 그 적들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해야 한다는 인식이 Loewenstein만의
것은 아니었다. 가령 Tyulkina는, 1930년대 Karl Popper 역시 민주주의를 방어하기
위해 관용(tolerance)을 제한할 필요를 역설했음을 언급한다. Svetlana Tyulkina,
“Militant Democracy”, J.S.D. Dissertation, Central European University, 2011, pp.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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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가 방어적 민주주의의 정당화 논거로 기능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국
에 방어적 민주주의에 입각한 조치들을 취할 적극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최근에는 테러리즘,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의 불안
정한 정국, 소수민족의 분리주의 독립운동, 종교적 근본주의, 혐오표현
(hate speech) 등 다양한 현상들과 관련하여 방어적 민주주의에 관한 논
의가 더욱 활발해지는 양상이다. 국내에서도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2
이후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한 학계 및 사회 전반의 관심이 크게 제고되
었다.
그러나 이처럼 방어적 민주주의에 관한 국내외적 관심이 환기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방어적 민주주의의 개념, 범주 및 도입 여부에 대하여는 일
관된 인식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예컨대 ‘방어적 민주주의’
와 ‘전투적(투쟁적) 민주주의’가 동일한 의미인지의 여부 , Loewenstein
10)

11)

1 )

13)

le ander S. Kirshner, A Theory of M ilitant D emocracy: the E thics of Combatting
olitical Extremism,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4, pp. 2-3. 그는 전혀
급진적인 성향이 아닌 John Rawls조차 사람들은 다른 이들이 그들의 존립근거를 파
괴하는 것을 수수방관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음을 언급한다. Kirshner가 인용한 것처
럼, Rawls는 “Justice does not require that men must stand idly by while others
destroy the basis of their existence.”라 하였다. John Rawls, A Theor y of J ustice ,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p. 192. 오늘날 세계가, 과거 파시스트
세력이 독일, 이탈리아 등지에서 집권했던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는
유사한 입장으로 Samuel Issacharoff, “Fragile Democracies”, H arvard Law Review,
Vol. 120, No. 6, 2007, p. 1410.
10) Svetlana Tyulkina, 앞의 글(2011), pp. 350-351.
11) 방어적 민주주의에 관한 논의의 구체적인 전개양상은 제2장에서 다룬다.
12) 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판례집 26-2하, 1.
13) 독일어의 방어적 민주주의(streitbare Demokratie)를 전투적(투쟁적) 민주주의로 번역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있다. 방어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적들이 민주주
의를 공격할 때 민주주의가 이에 대응하여 싸울 수 있다는 의미이지, 민주주의가 먼
저 공격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가령 장영수, “정당해산
요건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헌법학연구』, 제20권
제4호, 한국헌법학회, 2014a, 303쪽; 차진아, “독일의 정당해산심판의 요건과 판단기준
에 대한 연구”, 고려법학, 제72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103쪽. 그러나 다수
의 문헌은, 방어적 민주주의와 전투적(투쟁적) 민주주의를 같은 의미로 이해하거나 양
자를 구별 없이 사용하고 있다. 이성환 외, 정당해산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헌법재
판소, 2004, 146쪽; 양건 외, 『헌법 주석서Ⅰ』, 법제처, 2010, 210쪽; 정태호, “헌법
9) A x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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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안한 ‘militant democracy’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독일공산당
(Kommunistische partei Deutschlands: KPD) 해산결정
당시 설시한
‘streitbare Demokratie’가 같은 개념이라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도 견해가 대립한다. 방어적 민주주의의 개념 및 용례에 관한 이 같은
14)

15)

제8조 제4항의 정당해산사유에 관한 관견”, 『경희법학』, 제49권 제3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270-271쪽; 이덕연, “판단의 정오(正誤)가 아니라 ‘수사’(rhetoric)로
본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헌법재판연구』, 제2권 제1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
원, 2015, 72쪽; 추홍희, 『국회의원을 심판하다! 정당국가의 문제점 해부』, 세계법제
연구원, 2015a, 23쪽; 한수웅 외, 『주석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5, 704쪽; 이황희,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의 의미 - 헌법재판소의 해석(2013헌다
1)에 관한 분석 -”, 『법조』, 제65권 제5호, 법조협회, 2016, 8쪽;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7, 150쪽 등. 국외에서도 ‘militant democracy’, ‘intolerant democracy’,
‘defensive democracy’, ‘fighting democracy’ 모두 동일한 의미라는 견해가 유력하다.
Suzie Navot, “Fighting Terrorism in the Political Arena: The Banning of Political
Parties”, P arty P oliti cs, Vol. 14, No. 6, 2008, p. 759; Jan-Werner Müller, “A
“Practical Dilemma Which Philosophy Alone Cannot Resolve?” Rethinking Militant
Democracy: An Introduction”, Constellations, Vol. 19, No. 4, 2012a, p. 536; Sabrina
Engelmann, “Barking Up the Wrong Tree: Why Counterterrorism Cannot Be a
Defense of Democracy”, D e mocracy and Se curity, Vol. 8, No. 2, 2012, p. 164 등.
살피건대 방어적 민주주의와 전투적(투쟁적) 민주주의 모두는, 민주주의가 적들에 ‘맞
서’(전투적) 스스로를 ‘방어해야’(방어적) 한다는 같은 생각을 담고 있다. 다만 헌법재
판소는 일관되게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왔는바(헌재 1999. 12. 23.
99헌마135, 판례집 11-2, 800, 814; 헌재 2006. 4. 27. 2004헌마562, 판례집 18-1상,
574, 584; 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판례집 26-2하, 1, 113 등),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이 논문에서도 방어적 민주주의라 표기하기로 한다.
14) BVerfGE 5, 85.
15) Werner Sollors는 Loewenstein이 제시·지지한 militant democracy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서독의 방어적 민주주의(wehrhafte Demokratie) 내지 투쟁적 민주주의
(streitbare Demokratie)로 이어졌다고 본다. Werner Sollors, The Te mptation of
D esp air : Tales of the 1940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14, p. 170.
또한 ‘militant democracy’와 ‘streitbare Demokratie’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는 문헌
을 다수 찾아볼 수 있다. Donald P. Kommers, The Constitutional J urisprudence of
the F ederal Republic of Germany,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97, p. 37; 이
상경, “방어적 민주주의와 위헌정당해산심판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과사회』,
제46권, 법과사회이론학회, 2014, 113쪽 등. 그러나 Loewenstein의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이 전후 독일에서의 방어적 민주주의론과 전적으로 동일하다거나 직접적으로 연
결되어 있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보인다. 독일의 방어적 민주주의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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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의 차이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적절한 적용범위 6 , 방어적 민주주의
가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인지의 여부 , 우리 헌정질서가 방어적 민
주주의를 채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이견(異見)으로 이어
진다.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의 기원과 특징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정확
한 개념을 설정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편 민주주의의 근본원
리를 제한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방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방어적 민
주주의는 그 자체로 역설적인 성격의 것으로 상당한 위험성을 가지는
바 , 그 논의의 역사적 전개를 검토하고 오늘날의 적절한 적용 범주를
획정할 것이 요청된다.
1 )

17)

18)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논문의 구성
이 논문은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의 정확한 개념과 특징을 파악하고 그
전개양상을 살펴보는 한편, 오늘날 방어적 민주주의의 규범적 원리를 제
정당해산제도가 헌법보호와 정당보호 사이에서 보다 균형 잡힌 형태로 진행되었다는
지적으로 송석윤, “정당해산심판의 실체적 요건 -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좌표와 관련하
여 -”, 『서울대학교 법학』, 제51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a, 41쪽. 그
밖에 독일의 방어적 민주주의론을 Loewenstein이나 Karl Mannheim의 militant
democracy와 구별하는 견해로 차진아, 앞의 글(2014), 103쪽.
16) 예컨대 전술한 테러리즘, 소수민족의 분리주의, 종교적 근본주의 등에 방어적 민주주
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되며, 제3장 제4절에서 자세히 다룬다.
17) 앞서 본 것처럼 Kirshner는 오늘날 바이마르의 교훈이 우세하다는 입장이다.
Tyulkina 또한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들의 헌법이 방어적 민주주의의 요소를 전적으
로 결여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고 본다. Svetlana Tyulkina, 앞의 글(2011), p. 64.
그러나 이와 달리 방어적 민주주의는 과거의 특유한 시대상황으로부터 정당화되는 가
운데 대단히 독일적인 문제임이 강조되어 왔으며, 독일 이외의 나라들에서 그 계수
내지 수용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이종수, “우리 헌법상 ‘방어적 민주주의’
의 수용 부인론”, 『법과사회』, 제48권, 법과사회이론학회, 2015, 234쪽.
18) Martin Morlok, “Das Parteiverbot”, J uristische Ausbildung, Bd. 35, Hft. 4, 2013,
S. 317f. 정당해산과 같은 방어적 민주주의의 수단은 민주주의에 있어 거의 극약처방
이나 다름없는 것이라는 평가로 김종철, “민주공화국과 정당해산제도 -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를 소재로 -”, 『공법학연구』, 제15권 제1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14,
38쪽; 윤정인·김선택, “유럽인권재판소의 정당해산 심판기준”, 『공법학연구』, 제15권
제3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14a, 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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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고 적절한 적용 범주를 설정하며, 우리 헌정사 및 헌정질서의 맥락
에서 방어적 민주주의를 검토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 논문은
크게 방어적 민주주의 관련 논의의 역사적 전개(제2장), 방어적 민주주의
에 관한 이론적 검토(제3장), 한국에서의 방어적 민주주의(제4장)로 구성
된다.
제2장에서는 방어적 민주주의에 관한 논의의 전개양상을 살핀다. 먼저
1930년대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이 등장한 역사적인 배경을 개괄하고, 그
것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었는지 살펴본다(제1절). 다음으로는 방어적
민주주의에 관한 논의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중요한 사례들을 중
심으로 하여 시기 순으로 돌아본다(제2절 내지 제5절). 이를 통해 방어적
민주주의 관련 논의 및 제도화가 언제 어떠한 여건 속에서 활발히 이루
어져왔는지, 민주주의의 공고화 정도와 방어적 민주주의의 관련성은 어
떠한지를 다룬다. 또한 방어적 민주주의를 보편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
는지 논구하고, 오늘날 방어적 민주주의론의 현주소를 짚어본다.
제3장에서는 우선 고전적인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을, 그 시의성과 규범
적 정당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제2절). 그 동안 학계에서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붕괴가 가치상대주의에 기인한 것이 아니었으며, 방어적 민주
주의가 민주주의의 본질을 약화할 우려가 적지 않은데다, 그 효율성에
있어서도 여러 난관이 따른다는 이유에서, 당시 이 같은 별도의 이론구
성이 필요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왔다. 반면 민주주의가 민주적
근본주의로 이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 방어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가
치구속성을 환기·강화하는 순기능을 가진다는 점, 동 이론이 위기상황에
서의 단기적 전략이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방어적
민주주의의 시대적 필요성을 인정하는 견해도 적지 않다. 고전적인 방어
적 민주주의 이론을 평가한 다음에는, 비판론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
로서 오늘날 방어적 민주주의의 규범적 원리를 제시한다(제3절). 또한 최
근 방어적 민주주의가 새로운 현상에 확대되는 양상을 평가하고, 방어적
민주주의의 적절한 적용 범주를 설정한다(제4절). 구체적으로는 테러리
즘, 국가정체성에 대한 도전, 혐오표현, 위협적인 정당의 결성 및 활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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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방어적 민주주의의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살핀다. 이 과
정에서는, Loewenstein의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대단히 ‘특유한 적’에 대한 처방이었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된다.
제4장은 우리 헌정사 및 헌정질서라는 맥락에서 방어적 민주주의를 검
토한다. 어떠한 법 조항이나 학설, 판례, 제도 모두는 그 나라의 역사와
전통, 사회와 정치의 산물이며, 그 사회 전체의 문맥을 고려해야만 이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2 따라서, 예컨대 우리나라가 방어적 민주주의를
수용하였고 그것이 우리의 헌정질서 속에서 기능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헌정사 및 정치사회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독일과 같이 정당해산심판제도를 두고 있
다고 하여, 우리가 독일처럼 방어적 민주주의를 헌법상의 원리로 채택하
였다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제4장 제2절
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방어적 민주주의의 도입 내지 자생
을 인정할 수 있는 전제요건이 구비되었는가를 중심으로 우리의 헌정사
를 순차적으로 돌아본다. 다음으로는 방어적 민주주의에 입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하는 국가보안법과 국민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2 을 각각 검토하고(제3절), 방어적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평석한다(제4절).
19)

0)

1)

제3절 연구의 방법
방어적 민주주의와 테러리즘의 관련성에 관한 논의(제3장 제4절 Ⅱ.)는 필자의 종전
연구를 보완·발전시킨 것이다. 김종현,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한 헌법학적 연구 - 반
(反)테러리즘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제22권 제2호, 한국헌법학
회, 2016a, 147-179쪽. 또한 위협적인 정당의 결성 및 활동과 관련하여, 정당금지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Gur Bligh의 견해를 소개하고 그 의의 및 한계를 검토하는바
(제3장 제4절 Ⅴ.), 이는 김종현,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한 헌법학적 연구 - 정당금지
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저스티스』, 통권 제155호, 한국법학
원, 2016b, 98-123쪽의 논의 일부를 수정하여 간추린 것이다.
20) 최대권, “헌법학방법론의 문제 - 그 합리성 모색을 위한 담론 -”, 『서울대학교 법
학』, 제43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46쪽.
21) 이하 ‘테러방지법’이라 한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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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규범적·실증적·헌정사적인 연구의 방
법을 취한다.
첫째, 이 논문은 방어적 민주주의가 가지는 규범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Loewenstein이 방어적 민주주의를 주창한 것은, 민주
주의를 그 적으로부터 수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
다는 규범적인 판단의 결과였다. 게다가 방어적 민주주의는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22 , 민주주의의 방어성을 남용하
는 것이 방어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보다 더 큰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
도 배제할 수 없다.2 또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개인이나 정당 등 정치적 결사에 법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은 실로 정치
적인 판단이며, 이러한 판단은 (각국의 제도에 따라) 법관이나 입법자 내
지 관료에 의하여 이루어진다.2 Loewenstein의 방어적 민주주의가 시대
적 정당성을 가졌는지 여부를 검토하고(제3장 제2절) 오늘날 방어적 민
주주의의 규범적인 원리를 제시하는 것이나(제3장 제3절), 방어적 민주주
의의 기원 및 특징을 고려하며 적절한 적용 범주를 설정하는 것(제3장
제4절) 모두는 규범적 연구라 할 수 있다.
둘째, 이 논문은 각국 및 국제적 차원에서의 방어적 민주주의 관련 제
도와 실무를 망라하는 실증적인 연구를 수행한다. 전술한 것처럼
Loewenstein의 방어적 민주주의론은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구해야 한
다는 규범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었으나, 또한 당시 유럽의 여러 민주주
의 국가들이 처한 정치현실 및 이들의 제도에 대한 치밀한 고증에 근거
하고 있었다. 그리고 방어적 민주주의 논의의 전개양상과 현주소, 방어적
민주주의를 보편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방어적 민주주의의 관련성(제2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례의
검토 및 비교연구가 전제되어야 한다. 다만 비교연구와 사례연구가 가지
)

3)

4)

22) Svetlana Tyulkina, 앞의 글(2011), p. 352.
23) 장영수, “방어적 민주주의”,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학위논문, 1983, 82쪽.
24) Nancy L. Rosenblum, “Banning Parties: Religious and Ethnic Partisanship in
Multicultural Democracies”, Law and E thics of Human R ights, Vol. 1, No. 1, 2007,
pp. 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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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계에 대하여는 미리 언급해두고자 한다. 초국가적 제도나 각국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에 따라 근래 헌법학에서 비교법적 연
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이 같은 비교연구는 연구자의
인식에 의하여 편향될 위험을 안고 있다. 또한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관련 사례 모두를 망라하기는 현실
적으로 어려우며, 연구대상의 선정은 임의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
다.2 다만 이 논문은 방어적 민주주의의 중요한 전제조건인 민주주의를
구비한 것으로 평가되는 국가들을 주된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으며26 , 선
행연구를 통해 역사적·학문적 중요성이 인정된 사례들을 중심으로 하여
연구자의 자의를 배제하고자 하였음을 밝힌다.
셋째, 이 논문은 헌정사적인 연구방법을 취한다. 각국에서 방어적 민주
주의의 이론과 실무가 전개된 양상(제2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
의 헌정사 및 정치사에 관한 충실한 이해가 필연적으로 요청된다. 그리
고 방어적 민주주의가 우리의 헌정질서에 수용되어 기능할 수 있었는지
의 여부(제4장 제2절)는, 앞서 본 것처럼 우리의 헌정사 및 정치사회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답할 수 있는 문제이다.
5)

)

제4절 선행연구의 개괄
이하에서는 방어적 민주주의에 관한 국내 및 국외에서의 주요 선행연구
를 개괄한다. 국내의 선행연구는 시기 순으로 검토하여 그 흐름을 정리
하고, 국외의 경우 비교적 근래의 연구를 주제별로 살펴봄으로써 학계의
동향을 조망해 보고자 한다.
Ⅰ. 국내 연구
25) 비교연구 및 사례연구의 위험성과 한계에 대하여는 Markus Thiel, “Introduction”, in
Markus Thiel ed., The M ilitant D e mocracy’s P rinci ple in M od ern D e mocracies,
Farnham: Ashgate Publishing Ltd., 2009c, pp. 5-6.
26) 방어적 민주주의가 그 정치공동체의 민주성을 전제하는 이유에 관하여는 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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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기 연구
국내에 방어적 민주주의가 본격적으로 소개되어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1980년대 이후라 할 수 있다.2 이 시기 대표적인 연구로는 방어적 민주
주의의 이론적 기초와 기원을 개괄하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 및
학설을 통해 방어적 민주주의의 전개양상을 추적하는 한편, 당시 우리
헌법을 해석함에 있어 방어적 민주주의론의 적용을 시도한 것이 있다.2
이 연구는, 독일에서 1950년대 정당해산결정을 통해 조심스럽게 발전되
어온 방어적 민주주의가 1970년대 이래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인정하는
근거로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왔음을 지적하고,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이
이데올로기에 감염되기 쉽다고 경계한 Peter Häberle 및 방어적 민주주
의를 보다 폭넓은 개념으로 이해할 것을 주문한 Eckart Bulla의 견해를
각각 소개하였다. 또한 동 연구는, (당시) 현행헌법상 민주주의의 방어적
성격으로부터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의 적용이 간단하게 긍정될 수는 없
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비견할 수 있는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등 방어적 민주주의가 이론으로 성립되고 유용하게 적용
될 수 있는 전제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고 보았다.
7)

8)

2. 1990년대의 주요 연구
민주화 이후 얼마간의 시간이 경과한 1990년대에는, 유신헌법과 국가보
안법에 대한 비판적 접근이라는 맥락에서 방어적 민주주의에 관한 연구
가 이루어졌다.
김민배(1990)는 서독기본법2 이 ‘전투적 민주주의’ 의 원리를 최초로
성문화하였으며, 그 특징은 예방적 수단의 완비 및 인민주권원리의 제거
라고 하였다. 이 연구는, 유신헌법이 평화통일과 자유평화수호라는 허
9)

30)

31)

27) 차진아, 앞의 글(2014), 102쪽. 80년대 이전의 연구로 박규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와 투쟁적 민주주의의 원리”, 『고시연구』, 제45권, 고시연구사, 1977, 124-133쪽.
28) 장영수, 앞의 글(1983), 11쪽 이하.
29) 이하에서는 시기를 구별하지 않고 ‘독일기본법’이라 한다.
30) 동 연구는 일관되게 전투적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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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기만의 기치 아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문언(文言)을 통해 전
투적 민주주의를 도용하였으나, 이는 독일기본법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 2 를 생각한 것이
아니었다고 본다. 또한 이 시기에 긴급조치·형법개정·국가보안법 등을 통
해 자유민주주의가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방식으로 왜곡·관철되었다는 것
이 동 연구의 관찰이다.
국순옥(1994) 역시 자유로운 민주주의적 기본질서 의 실체가 전투적
민주주의 라는 입장이다. 이 연구에 따르면 전투적 민주주의는 반공주
의를 그 원동력으로 하며, 억압 및 배제를 그 기본적인 속성으로 한다는
점에서 고전적인 파시즘과 역사적 본질을 같이 한다. 또한 동 연구는 국
가보안법을 전투적 민주주의의 측면에서 고찰하면서, 동법이 인간의 사
고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사상탄압법이며 이단으로 규정된 사상에 대하여
국가폭력을 휘두르는 체제유지법이라고 보았다. 6 이 같은 일련의 연구
에 대하여, 방어적 민주주의는 좌파를 억압하는 논리가 아니며 만일 방
어적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인권의 침해가 발생하였다면 그것은 방어적
민주주의를 잘못 적용한 결과로 보아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
그 밖에도 이 시기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및 정당해산제도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홍성방(1993)은 우리 헌법상의 민주적 기본질서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같은 의미로 해석해야 하고, 독일 연방헌법재판
소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구체적 요소로 열거한 내용은 우리 헌법상
3 )

33)

34)

35)

3 )

37)

이러한 인식은 후행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된다. 김민배, 『전투적 민주주의와
국가보안법』, 인하대학교출판부, 2004, 37쪽.
32)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번역하는 것이 학계의 관행이나 ‘자유주의적 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를 가리키는 말로 오해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으로 이황희,
앞의 글(2016), 13-14쪽. 이하 이 논문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번역을 따랐다.
33) 김민배, “지배이데올로기로서의 ‘전투적 민주주의’의 논리와 그 비판”, 『민주법학』,
제4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1990, 8-10, 25-26, 39-41쪽.
34) 이 연구는 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을 ‘자유로운 민주주의적 기본질
서’라고 번역하였다.
35) 김민배(1990)와 마찬가지로 전투적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다.
36) 국순옥,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무엇인가”, 『민주법학』, 제8호, 민주주의법학연구
회, 1994, 125-126, 152-162쪽.
37) 차진아, 앞의 글(2014), 102-105쪽.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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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으로 원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병섭(1995)은 사회주의제국당(Sozialistische Reichspartei: SRP) 해산결
정 당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설시는,
왜 특정한 헌법 원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포함되고 다른 헌법 원리
는 포함되지 않는가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독재정권이 정치적 반대자를 합법적으로 제거하는데 정당해산제
도가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위헌정당에 대한 대응은 우선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속에서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38)

39)

40)

3. 2000년대 이후의 주요 연구
2000년대 이후에는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발해졌다.
이는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CtHR) 가
각국의 정당해산결정이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f Human
Rights: ECHR) 2 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가 집적되었으며,
2000년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산하 베니스위원회 에서 ‘정당의
금지와 해산 및 유사 조치에 관한 지침’ 을 공표하였고, 2001년 독일에
서 다시금 위헌정당의 해산여부가 문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외국의 정당해산제도와 사례를 개괄하고 정당해산의 실체적 요건·절차·
41)

4 )

43)

44)

성방,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한림법학 FORUM』, 제2권, 한림대학교 법학연구
소, 1993, 14-40쪽.
39) BVerfGE 2, 1.
40) 박병섭, “정당해산제도에 대한 헌법적 고찰: 독일기본법을 중심으로”, 『민주법학』,
제9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1995, 224-227, 234-236쪽.
41) 유럽인권재판소의 발전과정에 관하여 자세히는 김성진, “유럽인권재판소를 통해 살
펴본 지역인권보장체계”, 『헌법학연구』, 제21권 제1호, 한국헌법학회, 2015, 19-39쪽.
42) 정식 명칭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이다.
43)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of Democracy through Law)
를 말한다. 동 위원회에 관하여 자세히는 윤정인·김선택, 앞의 글(2014a), 59-60쪽.
44) 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Venice Commission),
“Guidelines on Prohibition and Dissolution of Political Parties and Analogous
Measures”, CDL-INF(2000)001, 10 January 2000.
38)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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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집행 등을 검토한 이성환 외(2004)는, 어떠한 민주주의도 민주주의
를 파괴하려는 사람이나 집단에 대해 무한정으로 상대적일 수 없다는 점
에서 방어적 민주주의를 헌법상의 독자적인 원리로 인정할 헌법상의 근
거나 필요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석윤(2010a)은 Loewenstein의 방어적 민주주의론을 정리·평가하는 한
편, 민주주의의 방어는 그 정치공동체가 민주주의를 획득한 헌정사적 경
험과 무관할 수 없다고 하였다. 6 송석윤(2010b)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헌법질서에 반대하는 정당의 존재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며, 성숙한 민주적 법치국가에서는 정당해산제도가
실질적으로 정당의 자유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고 보았다.
윤정인·김선택(2014a)은, 유럽인권재판소가 구축한 심판기준은 정당해산
이 예외적·극단적인 조치로 신중히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
다며, 지금까지 수많은 정당해산 사건 가운데 해산이 정당화될 수 있다
고 본 것이 단 2건에 불과함을 강조했다. 윤정인·김선택(2014b)은, 유
럽인권재판소가 터키 복지당(Refah Partisi: RP) 사건 을 통해 민주주의
를 수호하기 위해 종교적 극단주의에 기반을 둔 정당의 해산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중요한 기준을 만들어냈다고 평하고, 스페인 Batasuna사건
은 방어적 민주주의가 반테러 수단으로 적용된 사례라고 풀이했다.
오향미(2011)는 바이마르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Loewenstein과 Hans
Kelsen, Carl Schmitt의 입장을 각각 정리하고, 독일기본법에서 민주주의
의 방어가 ‘기본권의 제한’ 및 ‘영구보장 조항’을 통해 구체화되었다고 하
45)

4 )

47)

48)

49)

50)

51)

이성 외, 의 책 2 ,
.
, 의 2 a , 2 2, 6 .
, 정당해산제도의 딜레 , 계헌법연구』, 제16권 제3호, 국제헌법학회 한
국학회, 2010b, 84-86쪽.
48) 윤정인·김선택, 앞의 글(2014a), 71-72쪽.
49) Refah Partisi (The Welfare Party) and Others v. Turkey, ECtHR, Applications
nos. 41340/98, 41342/98. 41343/98 and 41344/98, judgment of 13 February 2003
(Grand Chamber).
50) Herri Batasuna and Batasuna v. Spain, ECtHR, Applications nos. 25803/04 and
25817/04, judgment of 30 June 2009 (Fifth Section).
51) 윤정인·김선택, “유럽인권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 사례 분석”, 『세계헌법연구』, 제20
권 제2호,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14b, 234, 241쪽.
45)
환
앞
( 004) 148쪽
4 ) 송석윤 앞 글( 010 ) 9-3
1쪽
47) 송석윤 “
마” 『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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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2 정극원(2008)은 기본권의 실효, 위헌정당의 해산, 저항권 등 독
일의 헌법수호제도를 개괄하였다.
박용상(2012)은, 국가보안법이 우리 헌법이 전제하는 근본규범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법으로, 정부수립 후 공산주의 기타 파괴
적 사상을 불법화하였다는 점에서 방어적 민주주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
라 하였다. 국가보안법은 제4장 제3절 Ⅰ.에서 자세히 다룬다.
5 )

53)

54)

4. 최근의 연구
근래에는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전후하여 방어적 민주주의에 관한 다
수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가령 이종수(2015)는, 정당해산제도가 반드시
방어적 민주주의를 전제하지 않음에도 우리 헌법상 방어적 민주주의의
채택·수용을 기정사실화하는 오해가 확산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재희(2015a)는 전투적 민주주의 6 의 발동 자체가 민주주의의 기본전
제인 다원성과 가치상대주의에 반하는 것이기에 그 적용에 신중을 기해
야 한다며, 민주주의 실현의 기본조건들에 대한 충분한 보장·비상시에
한한 한시적 적용·예외성·최후수단성을 정당화 요건으로 제시하였다.
통합진보당 해산 당시 헌법재판소의 의원직 상실결정에 주목한 정만희
(2015)는, 방어적 민주주의에 따라 국민대표성을 희생하는 논리는 타당하
나, 실정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헌법재판소가 의원직을 상실케 하는 것은
월권이라 하였다. 장영수(2015b)는 방어적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한계
55)

5 )

57)

58)

2 오향미, “독일 기본법의 “방어적 민주주의” 원리: 그 헌법이론적 논거의 배경”, 『의
정연구』, 제33권,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1, 114-132쪽.
53) 정극원, “독일의 헌법수호제도”, 『세계헌법연구』, 제14권 제3호, 국제헌법학회 한국
학회, 2008, 473-494쪽.
54) 박용상,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 국가보안법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통권 제
128호, 한국법학원, 2012, 89, 111쪽.
55) 이종수, 앞의 글(2015), 219, 240쪽.
56) 이 연구는 ‘전투적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일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57) 이재희, “전투적 민주주의(Militant Democracy)로부터의 민주주의 수호”, 『공법학연
구』, 제15권 제2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15a, 106-107, 112-113쪽.
58) 정만희, “국회의원의 정당기속과 자유위임”, 『헌법재판연구』, 제2권 제1호, 헌법재
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5, 153-155쪽.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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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의원직 상실결정의 필요
성 및 근거를 역설했다.
한상익·김진영(2015)은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이 매우 사전적·능동적인
방어적 민주주의를 보여주며, 이는 정당해산제도를 정당의 보호수단으로
간주해온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변화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았다.6 김
현철(2016) 또한, 동 결정이 1950년대의 독일이나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
라고 보기 어려운 터키의 사전적·능동적인 성격의 방어적 민주주의를 따
른 것이라는 입장이다.6
그 밖에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소재로 한 방어적 민주주의에 관한 연
구로는, 동 결정을 정당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공화주의적인 방어조
치로 이해한 채진원(2015)62 , 동 결정이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포장 하에
반대파를 이단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비판한 한상희(2015)6 와 김선수 외
(2015)6 가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통제형 정치체제에서 방어
적 민주주의는 체제수호의 장치라기보다 정치적 통제의 연장선에 위치할
위험성이 농후하다고 경고한 김종철(2015)6 , 동 결정은 방어적 민주주
의 개념의 남용이며 방어적 민주주의를 통해 지키려는 가치들을 오히려
조롱한 것이라고 비판한 장은주(2015)66 도 있다.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한 평석과 함께, 통일 이후 방어적 민주주의
59)

0)

1)

)

3)

4)

5)

)

장영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의 주요 쟁점 - 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결정에
대한 평석 -”, 『법조』, 제63권 제3호, 법조협회, 2015b, 170-180쪽.
60) 한상익·김진영,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한 이론적 접근: 전투적 민주주의론을 중심으
로”, 『동북아연구』, 제30권 제2호,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 2015, 63쪽.
61) 김현철, “정당해산심판의 목적 및 해산사유 - 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결정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헌법학연구』, 제22권 제2호, 한국헌법학회, 2016, 388쪽.
62) 채진원, “정당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공화주의적 방어 - 독일과 한국의 위헌정당해산
비교논의”, 『한국정치학회보』, 제49집 제4호, 한국정치학회, 2015, 244쪽.
63) 한상희,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래서 문제다”, 『시민과 세계』, 제26호,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2015, 74쪽.
64) 김선수 외,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무엇이 문제인가?』, 도서출판 말, 2015, 33쪽.
65) 김종철, “헌법재판소는 주권적 수임기관인가? - 대한민국의 헌법적 정체성과 통합진
보당 해산결정”, 『저스티스』, 통권 제151호, 한국법학원, 2015, 48쪽.
66) 장은주, “통합진보당 이후의 진보: ‘민주적 공화주의’의 시각”, 『사회와 철학』, 제30
집, 사회와 철학 연구회, 2015, 57쪽.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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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장영수(2016)에 따르면, 방어적 민주주의는 독일만의 특수한 제도가 아
니며, 민주주의의 보편성으로 말미암아 어느 나라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서 일반성을 갖는다. 이 연구는, 통일헌법에
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존중되어야 하며, 남북한의 대립이 종식된
뒤에도 헌법적대적인 세력이 탄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한 방어적 민주
주의가 여전히 헌법수호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고 본다. 특히 정당해산
심판은 통일 이후에도 방어적 민주주의를 대표할 수 있는 제도로서, 위
헌적인 정당의 출현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할 것이라고 한다.6
반면 도회근(2015)은 통일헌법의 이념적·정치적 기본원리가 자유민주주
의일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도, 정당해산제도는 통일헌법의 내용으로서
수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단순히 특정 이념을 지향하
는 정당에 대해서라면 사상의 자유를 존중할 필요가 있으며, 정당이 헌
정질서의 전복을 기도하는 경우라면 형법이나 국가보안법을 통해 제재를
가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부합한다는 이유에서다.6
7)

8)

Ⅱ. 국외 연구
1. 방어적 민주주의의 정당화 논거를 탐구한 연구
방어적 민주주의의 규범적 정당성에 천착한 일련의 연구가 있다. Paul
Cliteur and Bastiaan Rijpkema(2012)에 따르면, Loewenstein은 권위주의
의 성격 및 민주주의에 내재한 취약성을 상세히 분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규범적 대안으로서 방어적 민주주의를 제시했으나, 그 이론적
정당화의 측면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 연구는, 민주주의를 영속적
인 자기교정(permanent self-correction)의 과정으로 이해한 George Van
den Bergh에 주목한다. 민주주의를 이렇게 이해할 경우, 민주주의를 폐
67) 장영수, “통일 이후의 한국 사회와 방어적 민주주의”, 『통일과 법률』, 통권 제28호,
법무부, 2016, 7-9, 13-16, 22-23쪽.
68) 도회근, “통일헌법의 기본원리”, 『법조』, 제64권 제10호, 법조협회, 2015, 33-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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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자기교정이라는 본성에 반하는 불가역적인 결과
를 초래하기 때문에 용인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동 연구는
민주주의의 취약점을 규명하고 파시즘이 민주주의의 약점을 활용하는 양
상을 묘사한 Loewenstein과, 비록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구사하지
는 않았지만 그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한 Van den Bergh가 방어적 민주
주의의 두 아버지라고 말한다.6
Miodrag Jovanović(2016)는 민주주의와 게임의 유사성으로부터 방어적
민주주의의 규범적 정당성을 논증한다. 이 연구는, 게임의 특징은 경주에
서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궁극적인 목적의 존재 및 그 목적을 달
성할 수 있는 수단의 자발적 제한에 있으며, 사람들이 이러한 규칙을 받
아들이는 이유는 단지 그 규칙을 수용해야만 할 수 있는 활동을 수행하
기 위해서라는 Bernard Suits의 견해 에 주목한다. 민주주의도 게임과
마찬가지로 궁극적인 목적(집권)에 이르는 수단을 스스로 제한(선거)하
는 특징을 가지는바, 민주주의의 적들은 게임의 규칙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존재로 정당하게 배제될 수 있다는 것이 동 연구의 결론이다.
9)

70)

71)

2. 오늘날 방어적 민주주의의 규범적 지침을 제시한 연구
자유주의적인 관점에서 방어적 민주주의의 규범적 지침을 제시한 연구
로 Alexander S. Kirshner(2014)가 있다. 폴란드 자유노조(Solidarity) 운
동을 이끈 Adam Michnik의 자기제한적인 혁명(self-limiting revolution)
으로부터 영감을 얻은 이 연구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초래하는 문

69) Paul Cliteur and Bastiaan Rijpkema, “The Foundation of Militant Democracy”, in
Afshin Ellian and Gelijn Molier eds., The State of Exce ption and M ilitant
D e mocracy in a Time of Terror , Dordrecht: Republic of Letters Publishing, 2012,
pp. 230-246.
70) Bernard Suits, “What is a Game?”, P hilosophy of Science , Vol. 34, No. 2, 1967,
pp. 149-156; Bernard Suits, The Grasshopp er : G ames, Life and U top ia,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78, pp. 35-41.
71) Miodrag Jovanović, “How to Justify ‘Militant Democracy’: Meta-Ethics and the
Game-Like Character of Democracy”, P hilosophy and Social Criticism, Vol. 42,
No. 8, 2016, pp. 745-762.
- 17 -

제의 핵심은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및 이해관계에 있다고 본
다. 이와 같은 인식 하에 Kirshner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다음 세 가지
원리를 제시한다. 첫째, 반민주주의자들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은 민주주
의 정치과정에 참여할 정당한 권리와 이해관계를 가진다(participatory
principle). 둘째, 방어적 민주주의는 모든 시민들이 정치과정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불완전한 다두정치(polyarchy)라는 제한된 목적을
추구해야 하며, 정당해산 등의 배제적인 조치는 반민주주의자들이 타인
의 정치적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만 취해져야 한다(principle of limited
intervention). 셋째, 정당한 것이라 하더라도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조치가 적잖은 비용과 위험성을 초래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벌충하
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principle of democratic responsibility). 그는
이것을 자기제한적인 방어적 민주주의(self-limiting theory of militant
democracy)라고 말한다.
자기제한적인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에 의하면, 누군가가 반민주주의자
라 할지라도 그가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개입이 정당화될 수 없다. 예컨대 민주주의를 혐오
하는 농민도 자신이 경작한 농작물에 보다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기를 바
랄 수 있는바, 이러한 그의 이해관계는 존중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아무
런 반민주적 요소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를 방어하
기 위한 조치가 불가피하게 취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반민주주의자들
이 가지는 정당한 이해관계를 제약하기 때문에 가능한 조속히 이들을 정
치공동체에 재통합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방어적 민주주의는 반민주주
의자들에 대한 항구적 배제일 수 없다는 것이다. 2
7 )

3. 정당금지의 패러다임 변화를 제시한 연구
2 le ander S. Kirshner, 앞의 책(2014), pp. 4-9, 26-60. 반민주주의자들도 정당한 정
치적 권리를 가진다는 Kirshner의 입장을 지지한 연구로 Jan-Werner Müller,
“Protecting Self-Government from the People? New Normative Perspectives on
Militant Democracy”, Annual R e view of P olitical Science , Vol. 19, 2016, p. 258.

7 ) A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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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정당해산을 비롯한 정당금지(party ban) 의 패러다임이 본질적
으로 변화하였음을 지적한 연구가 있다. Gur Bligh(2013)에 따르면, 초창
기의 정당금지는 파시즘과 같이 명백히 반민주적인 성향을 가진 정당이
민주주의의 제도 및 관용을 활용하여 민주주의 체제를 폐제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해 비자유주의적인 성격의 예방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었다.
Bligh는 이것을 ‘바이마르 패러다임’이라 칭하는바, 그 논리는 방어적 민
주주의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증오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당,
테러리즘 등 폭력을 지지하는 정당, 세속주의나 영토적 통합성 등 국가
정체성에 도전하는 정당이 금지·해산되고 있으며, 이는 종전의 바이마르
패러다임으로 적절히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Bligh의 판단이다.
오늘날 정당이 국가로부터 폭넓은 지원 및 규제를 받는 준(準)공공기관
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이것이 정당의 정치적 입장을 보다 정당한 것으로
인식되게끔 한다고 본 Bligh는, 정당금지가 정당이라는 지위로부터 비롯
하는 정당화 효과(legitimizing effects)를 박탈하기 위한 것이라는 ‘정당
성 패러다임(legitimacy paradigm)’을 제안한다. 동 연구의 보다 구체
적인 내용과 의의 및 한계는 제3장 제4절 Ⅴ.에서 다룬다.
73)

74)

4. 상황에 따른 방어적 민주주의의 적용을 주장한 연구
a el Issacharoff(2007)는 정치공동체의 상황에 따른 방어적 민주주

S mu

일반적으로 정당금지(party ban, prohibition of political parties)는 정당해산을 포함
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이해된다. 이는 단지 강학상의 개념이 아니며, 베니스위원회
에서도 정당해산(dissolution of political parties)과 함께 정당금지라는 용어를 사용하
고 있다. Bligh는 독일과 같이 정당을 해산하고 그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유형, 이스
라엘처럼 정당이 해산되지는 않지만 특정 선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유형, 벨기에
와 같이 국가보조금 지급이 거부되는 유형 등으로 나누어 정당금지를 설명한다. Gur
Bligh, “Democracy Challenged: Limitations on Extremist Participation in the
Electoral Arena”, J.S.D. Dissertation, Columbia University, 2010, pp. 81-83. 정당금
지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는 제3장 제4절 Ⅴ.에서 검토한다.
74) Gur Bligh, “Defending Democracy: A New Understanding of the Party-Banning
Phenomenon”, Vand er bilt J ournal of Transnational Law, Vol. 46, No. 5, 2013, pp.
1321-1379.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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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차등적 적용을 제안한 연구로 이해된다. 이 글은 일부 민주주의 국
가들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세력에 보다 취약함을 강조한다. 안정적
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라면 반민주주의자들의 위험은 미미하며 이에 맞서
국가권력을 동원할 필요가 절실하지 않겠지만, 민주주의를 종식시키려는
거대한 세력이 존재하는 불안정한 사회에서는 사정이 다르다는 것이다.
또한 이 연구는 민주주의를 방어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두 차례의 세계
대전과 숱한 국지전, 인종갈등 등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양당제를 구가
해온 미국의 정치상황을 일반화하는 것을 경계한다. 뒤에서 보는 것처
럼, 방어적 민주주의가 과도기의 불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들에 보다 적합
한 것이라는 주장은 1990년대 이래 많은 논자들에 의하여 개진되어왔다.
75)

5. 방어적 민주주의의 확대양상에 관한 연구
최근 방어적 민주주의의 확대적용에 대하여 상반된 평가를 한 연구가
있어 눈길을 끈다. Svetlana Tyulkina(2011)는 헌법이 새로운 사회적·정
치적 현실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방어적 민주주의가 테
러리즘이나 종교적 근본주의의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예컨대
방어적 민주주의와 반테러리즘은 모두 민주주의를 존중하지 않는 자의
자유와 권리를 부정할 수 있다는 가정에 입각해 있으며, 테러리즘의 문
제에 방어적 민주주의를 적용할 경우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의 불확실성
을 줄이고 국가권력을 합법적인 틀 내로 제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6
반면 Carlo Invernizzi Accetti and Ian Zuckerman(2016)은 방어적 민주
주의가 확대되는 양상에 우려를 표한다. 동 연구에 따르면, 무엇이 민주
주의의 적이냐에 관한 결정은 필연적으로 자의적이다. 민주주의가 치자
와 피치자의 동일성 원리에 입각해 있다고 할 때, 방어적 민주주의에 따
라 누군가를 정치과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곧 공동체로부터의 배제와 마
찬가지이며 이러한 결정은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
주의 절차는 그 개념상 구성원(demos)의 범주가 이미 정해져 있음을 전
7 )

a el Issacharoff, 앞의 글(2007), pp. 1406-1421, 1466-1467.
etlana Tyulkina, 앞의 글(2011), pp. 80-83.

75) S mu
7 ) Sv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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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민주주의를 파괴할 현실적 가능성이 없었던
독일공산당이나 민주주의의 폐지가 궁극적인 목적이었는지 불확실했던
터키 복지당에 대한 해산결정, 정치적 결사를 형성하거나 집권할 의도가
없는 개인의 종교적 복장 착용이 문제된 Leyla Şahin v. Turkey 사건
모두 방어적 민주주의가 자의적으로 확장된 사례라고 본다.
77)

78)

6. 국제적 차원에서 방어적 민주주의의 정당성·가능성을 타진한 연구
an-Werner Müller(2015)는 유럽연합이 회원국들의 자유민주주의를 수
호하는 초국가적인 방어적 민주주의를 추진할 권한(authority) 및 역량
(capacity)을 가지고 있는지 묻는다. 동 연구는 회원국들이 유럽연합에
가입하면서 스스로를 제약했다고 볼 수 있다는 점, 유럽연합 관련 법제
는 회원국들이 함께 만들어 유럽연합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친
다는 점 , 유럽연합조약(Treaty on the European Union: TEU)에 회원
국들을 축출할 근거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유럽연합이 회원국
들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는 민주주의의 방어를 개별적 기본권의 침해 문제에 주력하는 법
원이나 파당적인 정당정치에 맡기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유럽 민주주
의의 수호자로 기능할 수 있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J

79)

80)

81)

Leyla Şahin v. Turkey, ECtHR, Application no. 44774/98, judgment of 10
November 2005 (Grand Chamber).
78) Carlo Invernizzi Accetti and Ian Zuckerman, “What’s Wrong with Militant
Democracy?”, P olitical Stud ies, Vol. 64, Issue 1, 2016, pp. 3-12.
79) Müller는, 공론장의 원론적 참여주체를 공동체의 정치적 결정으로부터 직접적인 영
향을 받는 구성원으로 규정하는 ‘영향의 원칙(all-affected principle)’을 언급한다. 영향
의 원칙에 대하여 자세히는 신기영, “커뮤니케이션, 초국가적 공론장, 그리고 초국가
적 연대 -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를 중심으로”, 『세계정치』, 제
18권,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2013, 272-273쪽; Sofia Näsström, “The Challenge
of the All-Affected Principle”, P olitical Studies, Vol. 59, Issue 1, 2011, p. 117.
80) 반면 유럽연합조약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모든 회원국은 그 헌법상의 요청에 따라
연합으로부터의 탈퇴를 결정할 수 있다. 이하 유럽연합조약의 번역은 채형복 옮김,
『리스본조약』,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2010의 것을 참고하였다.
81) Jan-Werner Müller, “Should the EU Protect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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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James Allan(2014)은, 국제연합이나 유럽연합 등의 국제기구들에
서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우며, 국제법은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의 국내법에 비해 투명성, 민주적 정당성,
책임성을 현저히 결여하고 있다고 본다. 2 이러한 입장에서는, 초국가적
인 방어적 민주주의의 정당성 및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인식할 것이다.
8 )

7. 절차적 민주주의와 방어적 민주주의의 대안을 제시한 연구
nt o la Malkopoulou(2016)에 따르면, 절차적·가치상대주의적 민주주
의가 바이마르 공화국의 실패 등으로 한계를 드러냈으나, 방어적 민주주
의 또한 민주주의의 핵심원리인 다원성이나 다수결에 반하는 문제가 있
다. 이 연구는, 민주주의를 방어하는 역할을 정치적 권위의 원천인 시민
들에게 확대할 것을 주장한다. 민주주의를 민주적으로 수호하기 위해서
는,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제한하기보다 오히려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다. Malkopoulou는 고대 그리스의 도편추방제나 오늘날의 소환 제도
처럼 시민들이 반민주적인 대표자의 권한을 박탈할 수 있는 절차를 제안
하며, 충분히 다수인 시민들에 의해서만 대표자의 권한을 박탈할 수 있
게끔 안배한다면 제도의 남용도 통제할 수 있다고 본다.
생각건대 동 연구는 수동적인 존재로 그려지기 쉬운 시민의 역할을 환
기하고, 다수결에 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방어하는 방안을 제
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역할을
시민들에게 확대하자는 것은, 어디까지나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시민
들의 헌신(commitment)을 전제한 주장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유권자
다수가 반민주적인 정부를 선택하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역설(paradox
of democracy)’ 에 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A h u

83)

84)

insi e e er States?”, European Law J ournal, Vol. 21, No. 2, 2015, pp. 144-151.
2 a es llan, D emocracy in D ecline: Steps in the Wrong D irection, Montreal: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2014, pp. 83, 107-121.
83) Anthoula Malkopoulou, “De-presentation Rights as a Response to Extremism”,
C riti cal R e view of I nternational Social and P olitical P hilosophy, Vol. 19, No. 3,
2016, pp. 301-311.
d M mb
8 ) J m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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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방어적 민주주의 논의의 역사적 전개
서 본 것처럼 방어적 민주주의의 개념과 적절한 적용범위, 우리 헌정
사에서의 수용 여부 등에 관하여는 적잖은 이견이 존재하며, 이는 방어
적 민주주의 이론의 기원과 특징 및 전개양상을 고려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말해준다. 제2장에서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이론 및 실무가 전
개되어온 양상을,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시기 순으로 돌아본다. 그
리고 이를 통해 방어적 민주주의를 보편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민주주의의 공고화 정도와 방어적 민주주의의 관련성, 방어적 민주
주의의 현주소 등을 검토한다.
앞

제1절 1930년대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의 등장
Ⅰ.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의 역사적 배경
이하에서는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당시 바이마
르 공화국의 헌정현실과 국제정치적 상황 및 Loewenstein의 삶의 궤적
을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정현실
대 Loewenstein이 제시한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은, 동시대 바이
마르 공화국의 헌정현실에 관한 비판적인 관찰로부터 비롯되었다. 바이
마르 공화국은 양질의 교육제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높은 교양수준 및
전대미문의 정치적 자유 보장으로 특징지어졌으나, 이를 지속하는데 실
패하였다. 1920년대 초기의 진보와 역동성이 퇴보와 붕괴로 이어진 바이
마르 당시는, 전례 없는 전환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바이마르 공화
1930년

85)

ancy L. Rosenblum, On the Side of the Angels: An Appreciation of P arties and
artisanship,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8, p. 415.

84) 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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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헌정현실을 간략히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제1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바이마르 공화국은 영토의 상실 및 막대한
전쟁배상금의 부담에 직면하였으며, 패전에 따른 민족적 분노와 정치적
불만이 팽배하였다. 특히 뮌헨은 빠른 산업화, 인구증가, 인플레이션, 계
층 분화, 서로 다른 인종집단 간 적의(hostility) 등의 문제가 산적한, 대
중적 불만의 진원지(epicenter)였다. 6 이러한 현실 속에서 Adolf Hitler
와 그가 이끄는 나치당은, 당시 독일인들의 민족적·정치적 불만을 자극
하고 반유대주의를 부추김으로써, 대중을 효과적으로 선동하였다. 그 결
과 이들은, (때로는 노골적으로 민주주의 원리를 침해하기도 하였지만)
대체로 바이마르 공화국의 민주주의 체제의 제약 내에서 활동하며 다수
의 지지를 얻게 되었다. 공공연하게 반민주적인 성향의 지도자가 민주주
의의 기제를 활용하여 집권한 것이다.
8 )

87)

2. 당시의 국제정치적 환경
이 시기 반민주적 세력이 집권하고 민주주의 체제가 파괴된 것은 바이
마르 공화국만의 일이 아니었다. 1920년대 존재했던 26개의 유럽 민주주
의 국가들 가운데 절반가량이 1938년에 이르기까지 독재국가로 변모하였
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 유럽 내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스칸디나비아 각국과 프랑스, 영국 정도에 불과했다. 다만 바이마르 공
화국은, 당시 실패한 민주주의 국가들 중에서 특히 주목되었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위에서 본 여러 문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진보와 문명
의 표지로 여겨졌는바, 이처럼 진보적이고도 자유로운 사회가 민주적인
방식으로 붕괴되었다는 사실은 관찰자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88)

89)

Mark Chou, 앞의 책(2014), p. 57.
6 Mark Chou, 위의 책(2014), pp. 52-53.
Mark Chou, 위의 책(2014), p. 53.
Ian Kershaw, “Introduction: Perspectives of Weimar”, in Ian Kershaw ed.,
Weimar : Why did Ger man D e mocracy F ail? London: Weidenfeld and Nicolson,
1990, p. 1.
89) Mark Chou, 앞의 책(2014), p. 51.
85)
8 )
87)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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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oewenstein의 망명과 방어적 민주주의 주창
민주주의와 유대인에 대한 반감이 만연하였던 당시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정현실은, 특히 자유주의자들과 유대인들에게 견디기 힘든 것이었다.
1891년 비교적 유복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Loewenstein은, 저명한
사회학자 Max Weber에게서 많은 영감을 받으며 법학을 연구하였다. 그
러나 유대인에게 적대적이었던 당시 독일에서, Loewenstein은 그 학문적
열정과 성취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정착할 수 없었다. 그는 법조 실무에
종사하면서도 민주주의와 의회에 관한 연구를 지속하여 1931년 뮌헨대학
법과대학의 사강사(私講師: Privatdozent)가 되었으나, 바이마르 공화국의
몰락이 기정사실화된 1933년 사임하고 독일을 떠나게 된다.
바이마르 공화국을 포함한 유럽 각국의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한 당시
그가 택한 것은 미국으로의 망명이었다. Loewenstein은 ‘독일 추방 학자
구제를 위한 비상위원회(Emergency Committee in Aid of Displaced
German Scholars)’의 도움으로 예일대학에서 2년간 강의를 하였으며,
1936년 애머스트 대학(Amherst College)으로 자리를 옮긴다. 제2차 세계
대전의 전운이 감도는 상황에서, 그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민주주
의와 파시스트 독재의 사투에 관한 연구에 주력하였다. 미국에 안전하게
정주함으로써, Loewenstein은 뮌헨에서는 다룰 수 없었던 독일의 문제
(The German Question)를 비판적으로 탐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90)

91)

Ⅱ. Loewenstein의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
여기서는 Loewenstein의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 2 을 검토한다. 구체적
9 )

93)

ar o , 위의 책(2014), pp. 53-55.
ar o , 위의 책(2014), pp. 55-56. 그밖에 Loewenstein의 생애를 다룬 연구로
Rande W. Kostal, “The Alchemy of Occupation: Karl Loewenstein and the Legal
Reconstruction of Nazi Germany, 1945-1946”, Law and H istor y R e view, Vol. 29,
No. 1, 2011, pp. 3, 6-9 참조.
92) Loewenstein의 방어적 민주주의론과 관련하여 주로 다루어지는 것은 1937년의 문헌
이나, 그는 1935년 이미 방어적 민주주의의 개념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스칸디나비
90) M k Ch u
91) M k Ch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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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그가 당시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했던 파시즘
의 특징과, 이에 맞서 Loewenstein이 제시한 규범적 대응방안을 각각 살
펴보기로 한다.
94)

1. 파시즘의 특징
가. 공통의 원인을 찾아보기 어려운 전 세계적인 현상
Loewenstein은 파시즘이 몇몇 국가에서의 개별적·우발적인 현상이 아
닌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라고 보았다. 그것은 마치 프랑스 혁명 이후 절
대주의에 맞서 일어났던 유럽의 자유주의에 비견할 만한 것이었다. 당시
유럽에서 민주주의 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것은 영국, 아일랜드자유국, 프
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정도에 불과했다.
그러나 파시즘이 발생하여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말해줄 수 있는
어떤 공통적인 원인(common causation)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
Loewenstein의 생각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 패전국이 아닌 나라, 민주주
의의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 대공황을 크게 겪지 않은 나라에서도 파시
95)

아 각국의 정부가 파시스트의 선전에 맞서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방어적 민주주
의를 구가하였으며 이는 바이마르 공화국이 하지 못하였던 바라고 평가했다. Karl
Loewenstein, “Autocracy versus Democracy in Contemporary Europe, Ⅱ”, The
Ameri can P olitical Science R e view, Vol. 29, No. 5, 1935b, p. 762.
93) 주지하듯이 Mannheim 또한 민주주의의 생존을 위한 방안으로 방어적 민주주의를
제시한 바 있다. Karl Mannheim, D iagnosis of Our Time: Wartime E ssays of a
Sociolog ist, London: Kegan Paul, Trench, Trubner & Co. Ltd., 1943, pp. 6-7. 그러
나 시기상으로도 Loewenstein의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이 Mannheim의 것보다 앞서
며, 방어적 민주주의에 관한 다수의 연구가 Loewenstein의 문헌에 의지하고 있는바,
이 논문에서도 Loewenstein의 방어적 민주주의를 검토하기로 한다.
94) 그는 당시 프랑스를 제외하면 공산주의가 깊숙이 침투한 민주주의 국가는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하였다. Karl Loewenstein, “Militant Democracy and Fundamental Rights,
Ⅱ”, The Ameri can P olitical Science R e view, Vol. 31, No. 4, 1937b, p. 645.
95) Karl Loewenstein, “Militant Democracy and Fundamental Rights, Ⅰ”, The
Ameri can P olitical Science R e view, Vol. 31, No. 3, 1937a, pp. 4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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즘이 흥기한 것을 고려할 때, 민족적인 좌절감이나 민주주의 전통의 결
여 내지 경제위기로는 파시즘의 욱일승천을 만족스레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회주의의 확산으로 특권을 상실할 위험에 처한 자본가 계층의
반동이 파시즘을 강화한다는 설명 역시 한계가 있었다. 무릇 자본주의는
법치주의에 따른 예견가능성이 보장되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번성하며,
무엇보다도 평화 및 투자의 안정성을 요하기 때문이다. 6
9 )

나. 반민주주의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정치적 기술
Loewenstein은 파시즘이 어떠한 이념이나 사상이 아니라고 단언한다.
파시즘은 철학이나 현실적·건설적인 강령을 결여하고 있으며, 권력을 획
득하고 유지하려는 정치적 기술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는 사상이 불멸
한다고 믿었으나, 파시즘은 이데올로기의 탈을 쓴 채 대중의 감수성을
자극하는 정치적 기술에 불과하며 따라서 패퇴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었
다. 다만 그는 파시즘이 기술의 발전 및 감성적인 대중에 따른 시대적
소산이며, 근대사에서 가장 효율적인 기술이라고 인정했다.
또한 Loewenstein이 보기에 국제적인 움직임인 파시즘은 놀랍게도 그
내용이 한결같았다. 그는 파시즘이 공산주의에 대한 적개심, 반유대주의
(antisemitism), 지도자 원리, 협동조합주의(corporativism), 맹렬한 민족
주의(rampant nationalism),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폐지 주장 등으로 특징
지어진다고 썼다.
97)

98)

99)

다. 민주주의에 대한 적응 및 합법성
이처럼 파시즘은 민주주의의 폐지에 대한 주장을 그 내용의 하나로 하
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에 완벽하게 적응함으로써 성공할
6 Karl Loewenstein, 위의 글(1937a), pp. 421-423.
as is is not an Ideology but a Political Technique.” Karl Loewenstein, 위의
글(1937a), p. 423.
98) Karl Loewenstein, 위의 글(1937a), pp. 423, 432.
99) Karl Loewenstein, 위의 글(1937a), p. 421.
9 )
97) “F c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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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는 것이 Loewenstein의 분석이다. 민주주의 및 민주주의 사회
에서의 관용이 바로 그 민주주의를 파괴하는데 활용되었다는 것이다.
“매우 최근까지, 민주적 근본주의(democratic fundamentalism)와 법적
맹목성(legalistic blindness)은, 민주주의의 기제가 적들이 도시에 들어오
도록 하는 트로이의 목마임을 깨달으려 하지 않았다.”
한편 그의 설명에 의하면, 파시즘은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원리인 합법
성(legality)을 적극 활용하였다. 파시즘은 민주주의의 가장 큰 실수라 할
수 있는 비례대표제 등에 힘입어 집권하며 2 , 민주주의는 반민주적·반
의회주의적인 정당이라 하더라도 외견상 합법성을 갖춘 한 이를 용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각국의 파시스트 결사와 정당이 법치주의
원리에 충실한 채로 남아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100)

101)

10 )

103)

라. 소결
지금까지 Loewenstein이 당시 민주주의에 대한 주된 위협으로 인식했
던 파시즘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파시즘은 공통된
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운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었으며, 어떠한 사상이나
이념이 아니라 단지 지배하기를 원하는 정치적 기술에 불과했고, 민주주
Karl Loewenstein, 위의 글(1937a), p. 423.
Karl Loewenstein, 위의 글(1937a), p. 424.
2 Loewenstein은 비례대표제가 어떠한 의미에서 민주주의의 실수인지에 대하여 부연
하고 있지 않으나, 일정한 저지선(threshold) 이상의 득표만 하면 반민주적인 정치세
력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평가로 생각된다. 학계에서는, 안정적
이고 동질적인 다수파를 의회 내에 확보하기 곤란하며, 군소정당의 난립으로 인하여
정국불안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비례대표제의 단점으로 지적해왔다. 성낙인,
앞의 책(2017), 166쪽.
103) Karl Loewenstein, 앞의 글(1937a), p. 419. 구체적으로는 반역의 의도를 공공연히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향유하며 합법적인 정치
적 비판을 가장한다는 점, 선전의 수단으로 선거를 활용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Karl
Loewenstein, 앞의 글(1937b), p. 652; Karl Loewenstein, “Legislative Control of
Political Extremism in European Democracies Ⅰ”, Columbia Law R e view, Vol. 38,
No. 4, 1938a, p. 596; Karl Loewenstein, “Legislative Control of Political Extremism
in European Democracies Ⅱ”, Columbia Law Review, Vol. 38, No. 5, 1938b, p. 742.
100)
10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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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폐지를 주장하면서도 민주주의에 적응하며 외견상의 합법성을 가졌
던, 반공·반유대인·민족주의·지도자 원리·협동조합주의 등을 내용으로 하
는 감성주의 운동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2. 파시즘에 대한 Loewenstein의 규범적 대응방안
가. 반파시즘 관련 법제의 정비
Loewenstein은 파시즘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14가지 유형의 입법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반역·폭동죄에 대한 처벌의 강화, 정치
적 제복과 상징물에 대한 규제, 정당의 준군사적 조직 금지, 화기(火器)
의 제조·유통·소지·사용 금지, 의원의 면책특권 남용 통제, 언론·출판의
자유 제한, 이념공세 및 선전으로부터 군(軍)의 보호, 공무원의 정당가입
제한, 정치경찰의 창설이 포함된다. 이 모두는, 민주주의를 ‘방어’하기
위하여 어떠한 ‘자유 내지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의미에
서 ‘비자유주의적인 예방수단’이라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공직자들이 반민주적인 정당을 지지·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한계를 설정하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남용을 통제한 것은, 민주주의를 활용하는 파시즘의 행태를 겨냥한, 다시
말해 민주주의 고유의 병폐에 대한 처방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반
면, 반역·폭동이나 무기의 사용은 시기를 막론하고 거의 모든 국가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반드시 민주주의 국가만의 문제라고 하기 어렵다.
이를 종합하면, Loewenstein이 제시한 입법적 대응방안은, 모든 종류의
극단주의에 맞서기 위한 모든 법 규정을 망라하는 실로 광범위한 것이었
다고 할 수 있다. 6
104)

105)

10 )

나. 규율된, 권위주의적인 민주주의
Karl Loewenstein, 위의 글(1937b), pp. 644-656.
ar o , 의 책(2014), p. 67.
6 etlana l ina, 앞의 글(2011), p. 71.

104)
105) M k Ch u 앞
10 ) Sv
Tyu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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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Loewenstein은 파시즘에 맞서기 위한 다양한 입법적 대응방안
을 제시하였으나, 그 효용성을 과대평가하는 것을 경계했다. 생존하려는
불굴의 의지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아무리 잘 만들어진 실정법
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작성된 종이만큼의 가치도 없다는 것이다.
한편 그는 파시스트들이 초국가적인 전선을 구축한 것에 비해 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긴밀한 협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보았는바, 민주
주의 국가들의 공동전선(Common Front)은 파시즘에 대한 궁극적인 해
결책이라고 하기 어려웠다. 그리고 사람들이 더 이상 자유를 위해 희
생을 감수하려 하지 않는 현실에서, 민주주의는 감성주의(emotionalism)
를 성공적으로 동원할 수 없다는 것이 Loewenstein의 판단이었다.
바이마르 공화국이 실패한 원인이 그 호전성(militancy)의 결여에 있다
고 진단한 Loewenstein은 , 민주주의가 패망한 경험에 눈을 감는 것은
민주주의 생존을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았으며, 민주주의가 다
시금 정의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파시즘의 확산이라는 위기를 이겨내
기 위해서는 규율된(disciplined), 권위주의적인(authoritarian) 민주주의로
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전투적인 것이 되어야 하며,
민주주의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근본원리가 침해되는 위험과
비용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다.
107)

108)

109)

110)

111)

3. 고전적인 방어적 민주주의의 정의와 개념요소
지금까지 Loewenstein의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의 요지를 돌아보았다.
이를 종합하면 “민주주의 제도 내지 절차를 활용하여 민주주의를 전복하
거나 파괴하려는 자들에 맞서 예방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방어할 기회를 가지는 법적·정치적 구조”라는 것이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Karl Loewenstein, 앞의 글(1937b), p. 657.
Karl Loewenstein, 앞의 글(1937a), pp. 429-430.
Karl Loewenstein, 위의 글(1937a), p. 428.
Karl Loewenstein, 위의 글(1937a), p. 426.
Karl Loewenstein, 위의 글(1937a), p. 432; Karl Loewenstein, 앞의 글(1937b), pp.
657-658.

107)
108)
109)
110)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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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한 적절한 개념정의인 것으로 보인다. 2 방어적
민주주의의 주요 표징과 개념요소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방어적 민주주의는 어디까지나 당해 정치공동체의 민주주의를 전
제한 이론이었다. ‘방어적 민주주의’에서 ‘방어적’은 ‘민주주의’의 성격 내
지 지향성을 드러내는 수식어이다. Loewenstein의 방어적 민주주의론이
민주주의 국가들을 연구대상으로 하며 , 각국의 민주주의를 구하기 위
한 처방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에 주목을 요한다. 요컨대 방어적 민주주의
는 민주주의의 특수한 한 형태인 것이지, 민주주의로부터의 일탈일 수
없다.
둘째, 방어적 민주주의는 외견상의 합법성을 갖추고 민주주의를 활용하
는, 민주주의의 특유한 적에 대한 처방이었다. 파시즘이 민주주의에 완벽
하게 적응함으로써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이 Loewenstein의 생각이었으
며, Paul Joseph Goebbels는 “민주주의가 그 치명적인 적에게 자신을 파
괴할 수단을 기꺼이 제공하였다는 것은 언제나 민주주의 최고의 우스개
가운데 하나일 것”이라 하였다. Loewenstein이 제시한 입법적 대응방
안이 내란죄에 대한 처벌의 강화나 무기 사용에 대한 제재, 준군사적 결
사의 금지 등을 망라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가 우려한 것은, 반민주
성과 가벌성이 명백한 폭동이나 무력시위가 아니었다. 그는 파시스트 세
력이 정당을 설립하여 선거에 참여하며, 헌법상 보장되는 언론·출판·집
회·결사의 자유를 향유하는 등 민주주의에 적응하고 합법적인 형태를 취
11 )

113)

114)

115)

2 etlana l ina, 앞의 글(2011), p. 347.
re or . o 와 Georg Nolte도 반민주적 행위자에 관한 연구의 범위를 안정적
인 민주주의 국가들로 한정하였다. Gregory H. Fox and Georg Nolte, “Intolerant
Democracies”, H ar var d I nternational Law J ournal, Vol. 36, No. 1, 1995, p. 21.
114) Paul Harvey, “Militant Democracy and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Europ ean Law R e view, Vol. 29, No. 3, 2004, p. 408; 김종철, 앞의 글(2015),
41, 63쪽; 이재희, “정당해산제도의 예외적 적용가능성과 한계”, 『헌법연구』, 제2권
제2호, 헌법이론실무학회, 2015b, 250쪽.
115) “Das wird immer einer der besten Witze der Demokratie bleiben, dass sie ihren
Todfeinden die Mittel selber stellte, durch die sie vernichtet wurde.” András Sajó,
“From Militant Democracy to the Preventive State?”, C ar d oz o Law R e view, Vol.
27, No. 5, 2006, p. 2262, fn. 20에서 재인용.
11 ) Sv
Tyu k
113) G g y H F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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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셋째, 방어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세력에 맞서 비자유주
의적인 예방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불사한다. Loewenstein은 아직 파시즘
에 의하여 전복되지 않은 각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목적에서, 규율
된, 권위주의적인 민주주의라는 규범적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위의 개념요소들은,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한 여러 개념정의에서 공통적
으로 확인된다. “민주적 수단들에 의거하여 민주주의를 전복시키려는 세
력들이 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응 비자유
주의적인 성격의 예방수단들을 채택할 용의를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라
는 정의 6 가 그 예이다.
11 )

Ⅲ. 소결
제1절에서는 1930년대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이 등장하게 된 역사적 배
경을 개괄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 Loewenstein이 주창한 고전적인 의미
에서의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을 살펴보았다.
방어적 민주주의는, 파시즘에 의하여 바이마르 공화국 등 유럽 각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반민주적 세력에 맞서기 위한 규범적
대응방안으로 제시되었다. 그것은 ①민주주의 국가가 ②외견상 합법성을
갖추고 민주주의를 활용하면서 바로 그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세력에
맞서 ③비자유주의적인 예방수단을 불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제2절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방어적 민주주의의 도입
제1절에서는 Loewenstein이 방어적 민주주의를 제시하게 된 역사적 배
경을 개괄하고,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의 내용을 살
6 한수웅 외, 앞의 책(2015), 704쪽. 이와 유사한 개념정의로 김승대, 『헌법학강론』,
법문사, 2017, 25쪽;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7, 90쪽; Otto Pfersmann,
“Shaping Militant Democracy: Legal Limits to Democratic Stability”, in András
Sajó ed., M ilitant D e mocracy, Utrecht: Eleven International Publishing, 2004, p. 47.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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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다. 제2절에서는 독일기본법의 제정과 독일에서의 정당해산결정
및 유럽공동체의 설계를 중심으로,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방어적 민주주
의 논의의 전개를 검토한다.
펴 았

Ⅰ. 독일기본법의 제정과 두 차례의 정당해산결정
제1장 제1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민주주의 자체의 결함에 대한 문제제기
는 오랜 역사를 가지며, Loewenstein의 방어적 민주주의론은 현대적 의
미에서의 민주주의에 내재한 취약성을 지적하고 그 규범적인 대안을 제
시한 가장 영향력 있는 이론으로 꼽힌다. 동 이론이 바이마르 공화국의
실패를 그 배경으로 한 것이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서독)이
방어적 민주주의 원리를 헌법적인 차원으로 고양한 최초의 국가였다는
점 에서, 독일은 방어적 민주주의의 본산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다.
117)

1. 독일기본법의 제정
가. 배경
제정된 독일기본법은 바이마르 공화국의 실패에 대한 반성을 그
배경으로 하였다.
물론 바이마르 공화국이 호전성과 방어수단을 결여
하여 붕괴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한다. 그러나 바이마르 공화
국의 실패원인에 대한 이 같은 ‘인식’은, 방어적 민주주의를 수용해 헌법
적인 차원으로 고양한 기본법의 제정으로 이어졌다. 요컨대 기본법은,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세력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
1949년

118)

119)

etlana Tyulkina, 앞의 글(2011), p. 65.
o n E. Finn, Constitutions in Crisis: P olitical Violence and the Rule of Law,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p. 179; 성낙인, 앞의 책(2017), 150쪽.
119) 바이마르 헌법이 민주주의의 적에 대한 법적 방어수단을 갖추고 있었으나, 바이마
르 공화국의 법적 상태에 대한 부분적으로 잘못된 이해에 힘입어 방어적 민주주의가
독일의 규범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가 되었다는 견해로 한수웅 외, 앞의 책(2015),
705-706쪽.
117) Sv
118) J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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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의식적인 노력의 소산이었다. 2
다만 기본법 제정에 관여하거나 초창기 서독의 정치를 주도한 이들 모
두가 바이마르의 헌법에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으며, 바이마르 헌법의
내용 가운데 의회민주주의·연방제·권력분립 등은 일반적으로 유지되었
다. 반면 순수한 비례대표제가 완화되고 연방헌법 차원에서 직접민주제
적 요소가 배제되었으며, 행정부 특히 대통령의 권한이 제한되고 사법심
사가 강화되었는바, 이는 당시 대중민주주의와 법실증주의에 대한 회의
감을 보여준다. 2
1 0)

1 1)

나. 독일기본법의 방어적 민주주의 관련 규정 개관
(1) 영구조항(제79조 제3항)
일기본법상 방어적 민주주의의 요소는, 어떠한 경우에도 가장 근본적
인 헌법원리가 개정될 수 없도록 한 제79조 제3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영구조항’이라고도 불리는 동 규정은, 설사 만장일치에 의하더라도 인간
의 존엄성(제1조)과 민주적이고 사회적인 연방국가로서의 성격(제20조
제1항), 국민주권의 원리(제20조 제2항) 등이 개정될 수 없게끔 하였
다. 22 제79조 제3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나치 체제 하에서 무시되
었던 가치이며, 기본법 제정자들은 동 규정을 통해 향후 이러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결단을 내린 것으로 평가된다. 2
독

1 )

1 3)

(2) 기본권의 실효(제18조)
일기본법 제18조 제1문은 “의사표현의 자유, 특히 출판의 자유(제5조

독

2 차진아, 앞의 글(2014), 100쪽.
2 o n E. Finn, 앞의 책(1991), pp. 182-183, 187.
22 이하 독일기본법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법의 번역은 헌법재판연구원의 것을 주로
참고하였다. https://ri.ccourt.go.kr/cckri/cri/world/selectLawList.do에서 확인 가능 (최
종접근일 2017. 7. 23.)
123) Svetlana Tyulkina, 앞의 글(2011), pp. 72-73; 이종수, 앞의 글(2015), 226-227쪽.
1 0)
1 1) J h
1 )

- 34 -

제1항), 교수의 자유(제5조 제3항), 집회의 자유(제8조), 결사의 자유(제9
조), 서신·우편·전신의 비밀(제10조), 재산권(제14조) 또는 망명권(제16a
조)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공격을 위해 남용하는 자는, 이 기본
권들이 실효된다.”고 규정한다. Loewenstein의 방어적 민주주의는, 민주
주의를 폐지하고자 하면서도 민주주의에 적응하고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활용하는 특유한 적(파시즘)에 대한 규범적 대응방안이었다. 기본법 제
18조는 이처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목적에서 기본권을 남
용할 경우 해당 기본권이 실효됨을 예정하고 있다.
기본권의 실효는 정당해산과 달리 개인으로서 등장하는 헌법의 적에 대
항하는 헌법보호수단이며, 기본권을 남용하여 동 규정의 적용을 받더라
도 해당 기본권 이외의 기본권 행사는 여전히 보장된다. 한편 기본법 제
18조 제2문은, 동 제도가 오·남용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본권 실효결정
을 연방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으로 유보하였다. 2 아직까지 기본권의
실효가 이루어진 사례는 없으며, 사실상 사문화되었다는 평가도 있다. 2
1 4)

1 5)

(3) 결사의 자유 제한(제9조 제2항)
기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그 목적이나 활동이 형법에 저촉되거나 헌
법적 질서 또는 국제우호의 사상에 적대적인 결사는 금지된다. 동 규정
에 의거하여 연방내무부는 신나치 관련 결사들에 대하여 해산조치를 하
여 왔으며 26 , 헌법적 의미에서의 정당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정당
해산심판 청구가 각하되었던 민족주의명부(Nationale Liste: NL)와 자유
독일노동자당(Freiheitliche Deutsche Arbeiterpartei: FAP) 또한 함부르
크주 내무부와 연방내무부에 의해 각각 금지되었다. 2
1 )

1 7)

2 정극원, 앞의 글(2008), 477-478쪽; 이종수, 위의 글(2015), 227-228쪽.
2 장영수, 『헌법학』, 홍문사, 2017, 396쪽.
26 예컨대 1994. 11. 10. ‘바이킹 청년단(Wiking-Jugend)’이, 2009. 3. 9. ‘환경 및 동시
대인과 고국의 수호를 위한, 고국에 충성하는 독일청소년연맹(Heimattreue Deutsche
Jugend Bund zum Schutz für Umwelt, Mitwelt und Heimat e.V.)’이 각각 해산되었
다. 장영수, 앞의 글(2014a), 319-320쪽의 각주 73 참조.
127) 송석윤, 앞의 글(2010b), 62쪽의 각주 4.
1 4)
1 5)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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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당해산제도(제21조 제2항)
일기본법 제21조 제2항은 “그 목적이나 추종자의 행태에 의할 때, 자
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제한 또는 제거하거나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을 위
태롭게 하려고 하는 정당은 위헌이다. 위헌성의 문제에 관하여는 연방헌
법재판소가 판단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정당해산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
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연방헌법재판소는 그 정당이 위헌임을 확인하며,
이 확인에는 정당 또는 정당의 독립된 부분의 해산 및 그 대체조직의 결
성금지를 부가하여야 한다(독일 연방헌법재판소법 제46조 제1항, 제3항).
정당이 통상의 결사와 달리 오로지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만
해산될 수 있도록 한 것은, 정당해산의 남용을 막기 위한 안배임과 동시
에 정당의 특권(Parteienprivileg)을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그러
나 동시에 기본법 제21조 제2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추종자의 행태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따른 한계가 있음을 규정하며, 독일의 정당해산
제도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제도로 꼽힌다. 2
독

1 8)

1 9)

(5) 기타
이 밖에 방어적 민주주의 관련 규정으로는, 공직자의 헌법에 대한 충성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여겨지는 기본법 제33조 제5항 , 저항권을 명시
한 기본법 제20조 제4항 , 연방 또는 지방의 존립에 대한 위험의 방지
에 관한 기본법 제91조 제1항 2 등이 논의된다.
130)

131)

13 )

133)

2
2

artin Morlok, 앞의 글(2013), S. 318.
etlana Tyulkina, 앞의 책(2015), p. 14; 장영수, 앞의 책(2017), 395쪽.
업공무원제의 전통적 원칙들을 참작하여 공무원법을 규정하고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
131) 모든 독일인은 이러한 질서의 제거를 감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가능
하지 아니한 경우,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
132) 연방 또는 지방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의 방지를 위하여
지방은 다른 지방의 경찰력과 다른 행정청 및 연방국경수비대의 인력 및 시설을 요청
할 수 있다.
133) Svetlana Tyulkina, 앞의 글(2011), p. 74; José-Antonio Santos, “Constitutionalism,
1 8) M
1 9) Sv
130)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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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당해산결정
일기본법은 제21조 제2항을 통해 위헌정당의 해산가능성을 열어놓았
으며, 1950년대 두 차례의 정당해산결정이 있었다. 이하에서는 사회주의
제국당과 독일공산당에 대한 해산결정을, 방어적 민주주의와 관련된 측
면을 중심으로 간략히 소개한다.
독

가. 사회주의제국당(1952)
사회주의제국당(Sozialistische Reichspartei: SRP)은, 지난날 독일 우익
정당들의 구성원들을 새로이 정치적으로 조직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1949. 10. 2. 설립되었다. 동 정당은 활동 초기부터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
며 연방정부(Bundesregierung)와 대립하였으며, 연방정부는 1951. 11. 19.
동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이유는 사회주의제국당이
나치당의 후계 정당으로, 나치당과 동일·유사한 목적을 추구하며 자유민
주적 기본질서의 폐지를 의도하고 있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연방헌법재
판소는 1952. 10. 23. 사회주의제국당의 해산을 결정한바 , 특히 방어적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중요한 설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방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아직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기본법 제21조 제2항이 의미하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의 구체적인 의미를 밝
혔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일체의 폭력적·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그때그때 다수의 의사와 자유 및 평등에 의거한 국민의 자기결정을 토대
로 하는 법치국가적 지배질서”라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질서의 기본적
원리에 속하는 것으로 “기본법에 의해 구체화된 인권 특히 생명과 그 자
유로운 발현을 위한 인격권의 존중, 국민주권, 권력분립, 정부의 책임성,
134)

esistance and Militant Democracy”, Ratio J uris, Vol. 28, No. 3, 2015, p. 398; 김민
배, 앞의 책(2004), 41쪽.
134) 사회주의제국당의 역사 및 해산경과에 대하여 자세히는 이성환 외, 앞의 책(2004),
42-44쪽; 장영수, 앞의 글(2014a), 306-307쪽; 차진아, 앞의 글(2014), 106-108쪽.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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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합법성, 사법권의 독립, 복수정당의 원리와 합헌적인 야당의 구성
권과 행동권을 가진 모든 정당의 기회균등”을 언급하였다.
둘째, 연방헌법재판소는 기본법이 정당의 설립·활동의 자유가 가지는
특별한 의미를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그것이 자유민주적 헌법국
가의 근본가치를 침해해서는 아니 됨을 확인하고 있다고 보았다. 6
셋째, 당시 명문의 규정이 없었음에도 정당의 위헌성이 확인되면 그
소속의원의 연방의회, 주의회 의원직이 상실된다고 한 것은 특기할 만하
다. 위헌정당 소속 의원들이 계속해서 활동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제
도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후 독일에서는 연방
선거법(Bundeswahlgesetz)에 의원직 상실에 대한 근거규정(제46조 제4
항)을 마련하였다.
정당해산제도를 도입한 중요한 이유가 나치즘의 부흥을 예방하는데 있
었기 때문에, 사회주의제국당에 대한 해산결정은 당시 당연한 것으로 평
가되었다.
행

135)

13 )

137)

138)

139)

140)

나. 독일공산당(1956)
사회주의제국당 해산결정과 달리 독일공산당 해산결정에 관하여는 당시
많은 논란이 있었고 , 오늘날 동 결정의 법리가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견해가 나뉜다. 이하에서는 독일공산당 해산결정의 경과, 주요
141)

erfGE 2, 1, 12f.
erfGE 2, 1, 10.
erfGE 2, 1, 2.
erfGE 2, 1, 73f.
정만희, “정당해산심판의 헌법적 쟁점: 정당해산심판의 요건과 효과를 중심으로”,
『공법연구』, 제42집 제3호, 한국공법학회, 2014, 132쪽.
140) 이성환 외, 앞의 책(2004), 46쪽; Markus Thiel, “Germany”, in Markus Thiel ed.,
The M ilitant D e mocracy’s P rinci ple in M odern D e mocracies, Farnham: Ashgate
Publishing Ltd., 2009b, p. 121; Svetlana Tyulkina, 앞의 글(2011), p. 99 등.
141) 그 이유로는 정당해산제도가 나치스의 부흥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여겨진 점,
유럽의 여러 다른 나라에서 공산당을 합법화하고 있었다는 점, 당시 독일공산당에 대
한 지지율이 미미했다는 점 등이 언급된다. 홍선기, “독일공산당(KPD) 해산결정의 비
판적 검토”, 『국가법연구』, 제10집 제1호, 한국국가법학회, 2014, 146쪽.
135)
13 )
137)
138)
139)

6

BV
BV
BV
B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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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 및 그에 대한 학계의 평가, 해산결정 이후의 추이를 개괄한다.
(1) 경과
일공산당(Kommunistische partei Deutschlands: KPD)은 나치당이 집
권한 이후 1933. 3. 31. 해산되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재건되
었다. 마르크스주의를 이론적 기반으로 하는 노동자계급의 전위정당으로
서, 독일공산당은 서독의 재군비 반대, 동구 여러 나라와의 평화조약 체
결, 독일의 재통일 등을 주장하며 정치활동을 전개하였다. 연방정부는 마
르크스·레닌주의 이론과 독일공산당의 구체적 목표에 비추어 독일공산당
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폐제하고자 하였으며, 기본법 전문에 규
정된 독일 재통일의 요청을 남용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 1951. 11.
28. 동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청구하였고, 약 5년 가까이가 경과한
1956. 8. 17. 동 정당에 대한 해산결정이 내려졌다. 2
독

14 )

(2) 주요 판시사항
, 방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결정에서, 기본법 제21조 제2항이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의 경계선상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헌법적 의지의
표현이자 방어적 민주주의(streitbare Demokratie)에 대한 고백이라 함으
로써,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개념을 사용하였다.
둘째, 사회주의제국당 해산결정에서 설시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의
미를 재확인한 연방헌법재판소는 , 정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기
본적인 요청을 수용하지 않거나 거부하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한
다 하여 곧바로 위헌정당이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어떠한 정당을 위
첫째 연

143)

144)

2 일공산당의 역사와 해산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경과에 관하여는 이성환 외, 앞의
책(2014), 47-51쪽 참조. 판결이 지연된 것은, 해산심판청구가 시기상조이며 정당해산
보다는 정치적으로 도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일부 재판관들의 인식에 따른 결과
라는 평가로 Donald P. Kommers, 앞의 책(1997), p. 222.
143) BVerfGE 5, 85, 139.
144) BVerfGE 5, 85, 140f.
14 )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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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당으로 해산하기 위해서는, 현존질서에 대한 적극적·투쟁적·공격적인
태도가 더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소는, 정당해산제도의 예방적
인 성격에 비추어 형법에서 말하는 실행의 착수나 예비와 같은 구체적
행위가 요구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셋째, 연방헌법재판소는 활동의 실효성이나 성공가능성은 해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판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제거하려는 의도가 입증된다면 그것이 언제 달성될 수
있는 것인지는 법적으로 중요치 않으며, 정당이 당분간 위헌적인 목적을
실현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위헌정당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6
넷째, 동 결정에서는 비례원칙이 고려되지 않았다. 독일에서 비례원칙은
1950년대에 걸쳐 점진적으로 형성되었다.
145)

14 )

147)

(3) 평가
일공산당 해산결정의 특징은 정당이 그 위헌적인 목적을 달성할 가능
성이 없더라도 위헌정당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비례원칙을 고려하지 않았
다는 점에 있으며, 학계에서의 논의도 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독일공산당 해산결정에 비판적인 논자들은, 해산 당시 지지율이 2% 남
짓에 그쳐 원외정당으로 밀려났던 독일공산당이 독일의 민주주의에 심각
한 위협을 야기했다고 보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같은 맥락에서, 동
결정이 긴박성(imminence)의 요건을 검토하지 않은 채 집권가능성이 전
무한 세력에 방어적 민주주의를 자의적으로 적용한 사례라는 비판 도
제기된다. 비례원칙에 따른 심사의 결여를 지적한 견해도 있다. 추상적·
독

148)

149)

er , , .
er , , . 이 같은 설시가, 최후의 순간 개입하려 할 때는 이미 늦다는
1930년대의 교훈에 따른 것이라는 풀이로 Eric Barendt, F ree d om of Spee c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p. 167.
147) 자세히는 김대환, “독일에서 과잉금지원칙의 성립과정과 내용”, 『세계헌법연구』
제11권 제2호,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05, 77-79쪽.
148) 가령 Sabine Michalowski and Lorna Woods, Ger man Constitutional Law: The
P rote ction of C ivil Liberties, Aldershot: Ashgate, 1999, p. 19.
149) Carlo Invernizzi Accetti and Ian Zuckerman, 앞의 글(2016), p. 10.
145) BV fGE 5 85 141f
14 ) BV fGE 5 85 143f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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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적 위험성만으로 판단한 것과 비례원칙에 따른 엄격한 심사를 하지
않은 것이 동 결정 최대의 약점이라는 평가 가 그 하나의 예이다.
이와 달리 독일공산당 해산결정의 법리를 지지하는 견해도 있다. 민주
주의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에만 정당을 해산할 수 있
다면 이는 예방적 수단이라는 정당해산제도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으며,
민주주의 및 국가존립에 대한 위험과 정치적 부담이 과중해진다는 것이
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정당을 해산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사회적 필
요가 있어야 한다며 선거에서의 득표율과 여론조사 결과 등을 그 판단의
자료로 삼았던 복지당 결정 2 이 오히려 부적절했다고 본다.
근래 민족민주당(Nation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 NPD)에
대하여 다시금 해산심판이 청구되어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독일공산당
해산결정의 법리가 유지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하였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것처럼, 연방헌법재판소는 정당이 당분간 위헌적인
목적을 실현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위헌정당이 될 수 있다고 하였던
독일공산당 사건의 법리를 지지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150)

151)

15 )

153)

라. 추이
일공산당의 지도부가 독일공산당 해산결정에 대하여 유럽인권재판소
에 제소하였으나, 당시 제소사건의 사전심사를 담당하였던 유럽인권위원
회(European Commission on Human Rights: EComHR)는 심리적격이
없다며 이를 각하하였다. 독일공산당의 조직과 활동이 프롤레타리아 독
재를 지향하며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파괴를 포함한다고 보는 이상, 이
는 권리남용에 관한 유럽인권협약 제17조에 해당하며 동 협약 제9조 내
독

전영식, “헌법재판소의 2013헌다1 사건 결정문에 나타난 법리의 문제점”, 『헌법재
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등에 따른 긴급토론회 자료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법과사회이론학회, 2014. 12.
23, 9쪽.
151) 차진아, 앞의 글(2014), 130-131쪽.
152) Refah Partisi (The Welfare Party) and Others v. Turkey, paras. 107-108.
153) 장영수, 앞의 글(2014a), 327-328쪽; 차진아, 앞의 글(2014), 131쪽.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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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제11조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동 해산결정에 의하여 독일공산당과 그 하부조직이 해체되고 대체조직
의 설립 또한 금지되었으나 , 구 독일공산당의 간부들은 1968년 공산
독일당(Deutsche Kommunistische Partei: DKP)을 설립하였다. 6 당명
(黨名)이나 인적 구성 등으로 미루어 공산독일당은 독일공산당의 후속
정당이 분명하다고 여겨졌으나, 연방정부는 공산독일당이 위헌정당이라
고 비난하면서도 해산심판을 청구하지는 않았다. 이것은 당시 서독의 정
치적·사회적 안정에 대한 연방정부의 자신감, 군소 급진정당은 정치적
논쟁과정을 통해 자연스레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
Willy Brandt의 동방정책으로 동구권 국가들과의 교류가 활발해졌던 상
황, 뒤에서 볼 ‘공직취임금지’라는 수단을 통해서도 공산독일당의 영향력
확대를 차단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설명된다.
154)

155)

15 )

157)

Ⅱ. 국제(유럽) 공동체의 설계
파시즘의 기억은 전후 국제사회, 특히 유럽 공동체의 설계에 지대한 영
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949. 5. 5. 설립된 유럽평의회는, 개별국가의 자기통제능력을 불신하여
인권·민주주의·법치주의에 대한 공동의 감시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그 골
자로 하였다. 유럽평의회는 1950. 11. 4. 로마에서 유럽인권협약을 채
택하였으며, 동 협약은 1953. 9. 3. 발효되었다.
민주사회에 필요할 경우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음을 규정
158)

er an Communist Party v. Germany, EComHR, Application no. 250/57,
judgement of 20 July 1957. 동 결정에 관하여 보다 자세히는 윤정인·김선택, 앞의 글
(2014b), 214-215쪽 참조.
155) BVerfGE 5, 85, 392.
156) 이보다 앞선 1961년 공산주의자 지지자 동맹(Communist Voters’ League)이 연방의
회 선거에 참여하고자 하였으나 금지되었고, 1963년 연방헌법재판소는 동 조직이 독
일공산당의 승계 또는 대체조직으로 금지됨을 확인하였다. BVerfGE 16, 4. 자세히는
Donald P. Kommers, 앞의 책(1997), pp. 223-224.
157) 장영수, 앞의 글(2014a), 316쪽; 차진아, 앞의 글(2014), 112-114쪽.
158) 김성진, 앞의 글(2015), 10쪽.
154) G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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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럽인권협약 제11조 제2항 은 정당해산 사건의 재판규범으로 적용
되고 있으며, 권리남용의 금지에 관한 협약 제17조 6 는 전체주의 세력
이 협약상의 권리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6
민주주의를 폐제할 목적으로 헌법상의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 과거 파시
즘의 중요한 특징이었는바, 유럽인권협약도 독일기본법과 마찬가지로 바
이마르 공화국이 실패한 경험을 반영하고 있으며 규율되지 아니한 대중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에 입각한 것이라는 평가가 유력하다. 62 파시스트
세력을 지지했던 인민에 대한 깊은 불신에 따라 헌법재판소 등의 비(非)
선출기관에 권한을 위임한 것이 전후 유럽정치의 특색을 이루며 6 , 헌
법재판소의 부상 및 역할의 증대가 방어적 민주주의의 강화로 이어졌다
는 연구 6 또한 유사한 취지이다.
파시즘의 참상에 관한 기억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은 유럽 공동체만이
아니었다. 1948년 채택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 제30조는 “이 선언의 그 어떠한 조항도 특정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이 선언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할 목적의 활
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할 어떠한 권리도 가지는 것으
159)

1 0)

1 1)

1 )

1 3)

1 4)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무질서 및 범죄의 방지, 보건 및 도덕의 보호, 또는 다른 사람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
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가해져서는 아니 된다. 이
조는 국가의 군대, 경찰 또는 행정부의 구성원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대하여
합법적인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이하 유럽인권협약을 비롯한 국
제인권법의 번역은 정인섭 편역, 『국제인권조약집』, 사람생각, 2000의 것을 참고하
였다.
160) 이 협약 중의 어떠한 규정도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 및 자
유를 파괴하거나, 또한 이 협약에 규정된 범위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는 활동에 종사하거나 수행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161) 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Venice Commission), “Code
of Good Practice in the Field of Political Parties”, CDL-AD(2009)021, 3 June 2009,
para. 72.
162) Ruti Teitel, “Militating Democracy: Comparative Constitutional Perspectives”,
M ichig an J ournal of I nternational Law, Vol. 29, No. 1, 2007, p. 64.
163) Jan-Werner Müller, 앞의 글(2015), pp. 151-152.
164) Jan-Werner Müller, “Beyond Militant Democracy?”, N ew Le ft R e view, Vol. 73,
2012b, p. 42.
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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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며, 거의 같은 내용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이하 ‘자유권규약’) 6 제5조 제1항에 규정되었다. 권리
남용에 통제를 가하는 위 규정들은, 선출된 권력을 휘둘렀던 파시스트
기타 극단주의 세력에 대한 기억에 연유한다. 66
1 5)

1 )

Ⅲ. 호주와 미국에서의 도입여부에 대한 논의
이처럼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방어적 민주주의는, 주로 독일을 중심으
로 전개되었으며 유럽 공동체의 설계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다. 그
러나 최근에는, 이 시기 호주와 미국에서 있었던 사안들이 방어적 민주
주의의 관점에서 논의되기도 하는바 간략히 소개한다.
1. 호주 공산당에 대한 해산시도
일반적으로 영미 국가들은 방어적 민주주의와 친하지 아니한 것으로 평
가되어 왔으나 6 , 1950년 호주 공산당(Australian Communist Party)에
대한 해산의 시도를 방어적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풀어낸 연구 6 가 있어
주목할 만하다.
1920년 창당한 호주 공산당은, 1944년 1인의 주의원 배출에 그치는 등
선거에서 이렇다 할 성공을 거두지 못해왔다. 그러나 1949년 총선에서
보수당의 Robert Gordon Menzies는 공산당 해산을 공약으로 제시하였
1 7)

1 8)

6 동 규약은 1966. 12. 16. 제21회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되어 1976. 3. 23. 발효되었
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90. 7. 10. 발효되었다.
166) Gregory H. Fox and Georg Nolte, 앞의 글(1995), pp. 40-41.
167) Capoccia는 영어권 국가들에서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저조했던 이
유로 방어적 민주주의의 개념 및 실무가 이들의 경험 외부의 것이었다는 점, 냉전 당
시 공산주의 국가들이 인민민주주의(people’s democracy)를 주창하는 상황에서 민주
주의의 이념형(ideal model)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생각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든다.
Giovanni Capoccia, “Militant Democracy: The Institutional Bases of Democratic
Self-Preservation”, Annual R e view of Law and Social Science , Vol. 9, 2013, p. 210.
168) Svetlana Tyulkina, 앞의 글(2011), pp. 103-109.
1 5)

- 44 -

고, 집권 후 제출한 공산당 해산 법률안이 1950. 10. 20. 발효되었다. 6
Menzies 수상은 공산주의의 위협을 들어 해산 법률의 정당성을 주장하
였으며, 당시의 여론 또한 여당의 편이었다. 호주 공산당은 정부가 이러
한 법률을 제정할 권한이 없다며 동법에 대한 위헌결정을 구하였다.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동법이 헌법 제51조에 규정된 정부의 법률제정
권한을 일탈하였는지 여부였으며, 호주 공산당이 호주의 민주주의에 위
협을 초래하였는지 여부는 크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호주 대법원은, 국방
에 대한 위협을 판단하는 권한은 정부가 아닌 대법원에 속한다는 이유에
서 동법이 법률제정권한을 일탈하여 무효라고 보았다. 이후 정부는
헌법을 개정해 공산당을 해산하겠다는 방침 하에 국민투표를 추진하였으
나, 헌법개정안은 1951. 9. 22.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었다. 2
Svetlana Tyulkina(2011)는, 호주가 스스로를 방어적 민주주의 국가라
생각하지 않으며 호주에서 방어적 민주주의의 성격이 뚜렷한 헌법규정도
찾아볼 수 없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당시 정부가 헌정질서의
유지를 명분으로 해산을 정당화한 것에서 방어적 민주주의의 논리가 드
러난다고 본다. 생각건대, 호주 공산당이 민주주의를 폐제하려 한다는
이유에서 해산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측 입장이었다면, 그 논리는 방
어적 민주주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호주 공산당이 민주주의에
초래하는 위협이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 아니었던 점, 오늘날에도 호주
가 스스로를 방어적 민주주의 국가로 인식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60여 년 전 한 차례 실패한 정당해산 시도의 존재만으로 호주를 방
어적 민주주의 국가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1 9)

170)

171)

17 )

173)

2. Dennis v. Unites States
주와 마찬가지로 미국 또한 방어적 민주주의와 친하지 않은 국가라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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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그러나 일명 ‘스미스법’ 이 수정헌법 제1
조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Dennis v. United States 사건 6 을 방
어적 민주주의로 설명한 최근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동 사건이 냉전
당시 공산주의 세력에 대한 비합리적이며 정당화될 수 없는 두려움에 이
끌린 민주주의자들이 방어적 민주주의를 채택한 사례라고 평한다.
여기서 표현의 자유에 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법칙’이 후퇴한
사례로 널리 알려진 이 사건을 자세히 부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스미스법이나 Dennis v. United States 사건이 방어적 민주주의의 논리
에 따른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밝혀두고자 한다. 스미스법은
합법적인 정치세력으로서의 공산당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예컨대 동
법 제2조의 (a) 제1항은, 무력이나 폭력 혹은 정부 공무원의 암살을 통해
연방정부를 파괴 또는 전복할 필요성 혹은 의도를 주창·교사·조언·교수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바 , 이러한 행위들은 그 자체로 비합법성이 명
백하며 민주주의 국가에서만의 문제도 아니다. 이 같은 구성요건에서는,
외견상 합법성을 갖추고 민주주의의 제도 및 관용을 활용하는 파시즘과
의 유사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174)

175)

17 )

177)

178)

179)

Ⅳ. 소결
erica”, in Markus Thiel ed., The
M ilitant D e mocracy’s P rincip le in M odern D e mocracies, Farnham: Ashgate
Publishing Ltd., 2009, pp. 376-377.
175) 1940. 6. 28. 발효된 외국인등록법(Alien Registration Act)의 제1조 내지 제3조를 말
한다. 자세히는 오동석, “20세기 전반 미국 국가보안법제의 형성과 과제”, 『공법학연
구』, 제9권 제3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8, 387-388쪽.
176) Dennis v. United States, 341 U.S. 494 (1951). 미국 정부가 스미스법에 따라 미국
공산당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행하여 Raymond Dennis 등 관계자들을 기소한 사건
이다. 박용상, 앞의 글(2012), 103-104쪽.
177) Svetlana Tyulkina, 앞의 글(2011), pp. 110-111.
178) Nancy L. Rosenblum, 앞의 책(2008), p. 432.
179) SEC. 2. (a) It shall be unlawful for any person - (1) to knowingly or willfully
advocate, abet, advise, or teach the duty, necessity, desirability, or propriety of
overthrowing or destroying any government in the United States by force or
violence, or by the assassination of any officer of any such government
174)

가령 Mark V. Tushnet, “United Stat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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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독일은 바이마르 공화국의 실패에 대한 반성에서
독일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두 차례의 정당해산결정을 통해 방어적 민
주주의 원리를 조심스럽게 관철하였다. 또한 파시즘에 대한 기억은 전후
국제사회, 특히 유럽 공동체의 설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 권리남용을
금지하고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유럽인권협약이
발효되었다. 최근에는 호주와 미국에서의 사건이 방어적 민주주의의 관
점에서 논의되기도 한다.

제3절 1970년대 독일에서의 광범위한 적용
일에서 1950년대 두 차례의 정당해산결정을 통해 방어적 민주주의가
조심스럽게 관철되었다면, 1970년대에는 방어적 민주주의가 기본권 제한
의 원리로서 보다 폭넓게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 시기
독일사회에서는 게릴라 및 초국가적인 테러리즘이 문제된바 이에 대하여
도 살펴본다.
독

180)181)

Ⅰ. 독일 내 방어적 민주주의의 일반화
대 독일은, 방어적 민주주의를 극단적 위험에 대처하는 한계 원
리로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본권 제한의 원리로 확장
하였다고 평가된다. 2 ‘군인판결(BVerfGE 28, 36)’에서 연방헌법재판소
는 “독일연방공화국은 국민들에게 자유민주적 질서를 방어할 것을 기대
하며, 이 자유민주적 질서를 반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본권을 남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민주주의(국가)”라 하면서 이러한 방어적 민주주의
1970년

18 )

장영수, 의
, 67쪽.
6 대 일에서는 기본권의 실효가 시도되었으나 무산된 바 있다. BVerfGE 11,
282. 이후 1969. 3. 20. 연방정부가 극우적이라 생각되는 출판인, 편집인에 대하여 출
판의 자유를 상실시킬 것을 청구하였으나 1974. 7. 2. 기각되었다. BVerfGE 38, 23.
김백유, “헌법수호 - 평상적 헌법수호제도(정태적·동태적) 이론을 중심으로”, 『성균
관법학』, 제18권 제3호,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06, 58-59쪽의 각주 193.
182) 장영수, 앞의 글(2014a), 304쪽.
180)
앞
글(1983)
181) 19 0년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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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칙은 연방군대 내부질서에 있어서도 타당하다고 설시하였다. 세
칭 ‘도청판결(BVerfGE 30, 1)’ 또한 방어적 민주주의를 기본권의 한계를
긋는 원칙으로 폭넓게 적용함으로써 큰 논란을 초래한 사건으로 이해되
고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공직자의 충성의무를 이유로 한 공직취임금지가 문
제된 ‘급진주의자판결(BVerfGE 39, 334)’이다. 사건의 시작은 1972. 1.
28. Brandt 수상이 주지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내린 결정인 급진주의자명
령(Radikalenerlass) 이었다. 이것은 헌법적대적인 조직의 구성원들을
공직에서 배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특히 공산독일당을 겨냥하
고 있었다. 6 이에 따라 슐레스비히-홀슈타인(Schleswig-Holstein)주의
시보 수습과정에서 배제된 한 사법직 후보가 소를 제기하였고, 연방행정
법원은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州)공무원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이 사건에서 연방헌법재판소는, 방어적
민주주의가 기본법의 근본결단이며 직업공무원제에 따라 공무원의 헌
법에 대한 충성의무가 인정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 심판대상조항이 합
헌이라 판시하였다. 헌법과 공무원법상의 규정들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며 국가에 봉사하려는 자는-그가 원하기만 한다
면-누구나 충족할 수 있는 정당한 허용전제를 내세우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었다. 동 판결에 대하여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보다 민주주의 수
호를 우선하는 것이라는 우려 와 변형된 정당금지결정이라는 비판 2
183)

184)

185)

18 )

187)

188)

189)

190)

191)

19 )

er 2 , 6, .
장영수, 의
, 60쪽. 동 결정에서 연방헌법재판소는, 도청사실에 대한 사전
통지의 배제는 국가의 존속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를 위해 국민이 수인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185) ‘공직에서의 헌법적대적 세력들의 문제에 관한 원칙들(Grundsätze zur Frage der
verfassungsfeindlichen Kräfte im öffentlichen Dienst)’을 일컫는다. 차진아, 앞의 글
(2014), 317쪽.
186) 차진아, 위의 글(2014), 317쪽.
187) 언제라도 기본법의 의미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해 나설 보장이 있는 자만이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이었다.
188) BVerfGE 39, 334, 349.
189) BVerfGE 39, 334, 366f.
190) BVerfGE 39, 334, 370f.
183) BV fGE 8 3 48
184)
앞
글(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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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기되었고, 공직취임금지의 넓은 적용범위와 남용에 관한 지적 도
잇따랐다.
이후 독일에서는 공산독일당 당원으로 활동하며 공무원의 충성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에서 여교사 Dorothea Vogt를 해임한 것이 문제되었
으며, 이 사건은 최종적으로 유럽인권재판소에서 다루어졌다. 유럽인권재
판소는 공무원에게 헌법에 대한 충성의무를 부과하는 것 자체는 인정되
지만, 당시 독일과 같이 엄격한 충성의무를 부과하는 회원국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하였다. 재판소는 해임 조치가 당사자의 명예에 중대한 영
향을 미친다는 점, Vogt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가 양호했던 점, 공산독
일당이 독일에서 금지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Vogt를 해임한 것
이 유럽인권협약 제10조와 제1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193)

194)

195)

Ⅱ. 독일에서의 게릴라와 테러리즘
대 독일은 도시 게릴라 및 초국가적인 테러리즘의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팔레스타인 테러단체인 ‘검은 9월단(Black September)’이 뮌헨
올림픽 테러(Munich massacre: 1972)를 자행하였으며, 이어서 스톡홀름
서독대사관 인질극(1975), 독일적군파(Red Army Faction: RAF)의
Hanns-Martin Schleyer 납치 사건(1977), 루프트한자 181편 납치 사건
(1977) 6 등이 발발했다.
당시 도시 게릴라와 테러리즘은, 비상조치
법(Notstandsgesetze)·월남전·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대한 반감 및
1970년

19 )

197)

장영수, 앞의 글(2014a), 318쪽.
2 이종수, “헌법충실원칙(Verfassungstreue)에 관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해석론과
그 비판 - 특히 급진주의자결정(Radikalen-Beschluß)을 중심으로”, 한국헌법판례연구
학회 편,『헌법판례연구[2]』, 박영사, 2000, 91-92쪽 참조.
193) John E. Finn, 앞의 책(1991), pp. 207-209.
194) Vogt v. Germany, ECtHR, Application no. 17851/91, judgment of 28 September
1995 (Grand Chamber), para. 59.
195) Vogt v. Germany, para. 61. 이 사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는 추홍희 편역, 『유럽
의 법과 정치: 정당해산심판』, 세계법제연구원, 2015, 24-48쪽 참조.
196) 1977년 발발한 일련의 테러사건을 ‘독일의 가을(Deutscher Herbst)’이라고도 한다.
197) John E. Finn, 앞의 책(1991), pp. 201-203.
191)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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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 후반의 저항적인 정치 사조를 배경으로 하였다고 설명된다.
독일 당국은 테러 및 도시 게릴라에 강경히 대처하였다. 테러리즘에 보
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력의 집중화가 이루어졌으며 , 뮌헨
올림픽 테러 이후에는 대테러 특수부대인 GSG-9(Grenzschutzgruppe 9
der Bundespolizei)가 창설되어 루프트한자 181편 납치 사건에서 구출작
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2 흥미로운 것은, 이 같은 독일의 반(反)
테러법제나 실무를 방어적 민주주의의 측면에서 논의한 문헌이 많지 않
다는 점이다.2 테러리즘과 방어적 민주주의의 관련성은 제3장 제4절
Ⅱ.에서 상세히 검토한다.
19 0년

198)

199)

00)

01)

Ⅲ. 소결
일에서 방어적 민주주의가 점차 광범하게 적용된 것이 이 시기의 특
징이며, 이에 대하여는 적잖은 비판이 제기되어왔다. 예를 들어 Häberle
는, 방어적 민주주의가 이데올로기에 감염되기 쉬우며 일면적이라고 하
면서, 이러한 개념을 경솔하게 사용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경계하였다.2 2
Hans-Jürgen Papier and Wolfgang Durner(2003)는, 군인판결에서 인정
된 모든 국민의 헌법에 대한 일반적인 충성의무는 기본법과 친하지 아니
한 것이라고 본다. 교수의 자유를 내세워 헌법에 대한 충성을 저버릴 수
없다고 규정한 기본법 제5조 제3항 제2문이나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기본
독

0 )

o n . inn, 위의 책(1991), p. 201.
방범죄수사청(Bundeskriminalamt: BKA)은 국내 반테러 정책을 총괄하고
테러에 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John E. Finn, 위의 책
(1991), p. 206.
200) Alan Rosenfeld, “Militant Democracy: The Legacy of West Germany’s War on
Terror in the 1970s”, The Europ ean Le gacy, Vol. 19, No. 5, 2014, pp. 579-581.
201) 당시 서독의 반테러 정책이 인간의 존엄성·자유민주적 기본질서·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법의 헌신에 입각한 것이라는 견해로 John E. Finn, 앞의 책(1991), p. 206.
202) Peter Häberle, “Die Abhörentscheid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vom 15.
12. 1970 - Analyse und Kritik des Urteils sowie des Minderheitsvotums vom 4.
Januar 1971”, J uristenZeitung, Bd. 26, Hft. 5/6, 1971, S. 147f. 장영수, 앞의 글
(1983), 69쪽에서 재인용.
198) J h E F
199) 1973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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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3조 제5항으로부터 모든 국민이 헌법에 대한 충성의무를 도출하는
것은, 유추해석의 허용범위를 넘어선다는 것이다.2
또한 이 시기 독일에서는 도시 게릴라와 테러리즘의 문제가 만연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일련의 입법적, 정책적 조치가 강구되었으나 이를 방어적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다룬 연구는 드물다.
03)

제4절 1990년대 불완전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수용
정당해산심판이나 공직취임금지 등을 통해 주로 독일에서 문제되었던
방어적 민주주의에 관한 국제적인 관심이 환기된 것은 공산주의 체제 붕
괴 이후라 할 수 있다.2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중·동부 유럽의 여러 신
생 민주주의 국가들이 방어적 민주주의 관련 규정을 도입하였고, 학계에
서도 방어적 민주주의가 성숙한 민주주의보다는 과도기 헌정질서에 적합
한 개념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들 나라를 중심으로
이 시기 방어적 민주주의의 전개양상을 짚어보고, 민주주의의 공고화 정
도와 방어적 민주주의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를 살펴본다.2
04)

05)

Ⅰ. 다수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의 방어적 민주주의 수용
공산주의 진영의 붕괴로 일견 이념대결이 종식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그것이 곧 모든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안정을 뜻하는 것은 아
니었다. 특히 중·동유럽 등지의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은 민주주의에 대
203) Hans-Jürgen Papier and Wolfgang Durner, “Streitbare Demokratie”, Archiv des
oeffentlichen Rechts, Bd. 128, Hft. 3, 2003, S. 366.
204) Tyulkina는 이를 두고 방어적 민주주의의 두 번째 탄생(a second birth)이라고 평한
다. Svetlana Tyulkina, 앞의 글(2011), p. 84.
205) 1980년대 방어적 민주주의와 관련해서는, 아랍인에 대한 증오와 차별을 선동하였다
는 이유에서 1988년 총선에 참여할 수 없게 된 이스라엘의 극우정당 카흐(Kach)의
사례가 특기할 만하다. Neiman v. Chairman of the Central Elections Committee for
the Twelfth Knesset[1988] IsrSC 42(4) 177. 자세히는 Gur Bligh, 앞의 글(2013), pp.
1338-133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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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충분한 경험과 인식을 가지지 못한 실정이었으며, 잔존하고 있는 구
체제 세력의 문제에도 마주해 있었다. 여기에 더하여, 이들은 파시즘이나
공산주의 등의 이념이 아닌 새로운 위협을 인식하게 되었다. 소수민족의
분리주의 운동, 종교적 근본주의, 혐오표현의 문제가 그것이다.
당시 국제사회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 한 예로 모잠비크 평
화협정(1992)은 정당이 추구하는 목적이 지역적·민족적·분리주의적·인종
적·종교적이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으며2 6 , 1994년 모잠비크에서 치러
진 선거에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정당만이 참여할 수 있었다.2 소
수민족 분리주의와 종교적 근본주의에 관하여는 2000년대 이후 터키와
스페인,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 상세히 다루게 되므로, 여기서는 혐오표현
의 문제를 중심으로 90년대 방어적 민주주의의 양상을 살펴본다.
0 )

07)

1. 혐오표현
이 시기 중·동유럽과 인도, 이스라엘 등지에서 혐오표현의 문제가 정치
적으로 불거졌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여기에서는 우선 혐오표현의 개
념을 짚어본 다음, 혐오표현과 방어적 민주주의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혐
오표현이 문제된 주요 사례를 개괄한다.
가. 혐오표현의 개념
혐오표현’은 영어 ‘hate speech’를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그 용어가 통
일되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2 , 일반적으로 혐오표현이라는 용어가 사
용되고 있다.2 아직 혐오표현의 개념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편적 합의
‘

08)

09)

206) General Peace Agreement for Mozambique on 4 October 1992, U.N. Doc.
S/24635/Annex, p. 9.
207) Gregory H. Fox and Georg Nolte, 앞의 글(1995), p. 51; Nancy L. Rosenblum, 앞
의 책(2008), p. 421.
208) 혐오표현 외에 ‘적의적 표현’, ‘증오표현행위’, ‘증오언론’, ‘혐오발언’ 등의 용어가 사
용되고 있다. 김현귀,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규제”, 『헌법이론과 실무』, 2016-A-3,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6, 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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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2 , 다양한 연구는 혐오표현의 주요 특징을
포착하여 나름의 정의를 시도하고 있다.
Michel Rosenfeld(2011)에 따르면 혐오표현은 “특정한 인종·민족 내지
종교집단에 대하여 대단히 공격적, 모욕적, 경멸적인 관점을 드러내는
것”을 뜻한다.2 박해영(2015)은 “인종, 성, 연령, 민족, 국적, 종교, 성
정체성, 장애, 언어능력, 도덕관 또는 정치적 견해, 사회적 계급, 직업 및
외모, 지적능력, 혈액형 등 특정한 그룹에 대한 편견, 폭력을 부추길 목
적으로 이루어지는 의도적인 폄하, 위협, 선동 등의 표현”이라는 정의를
받아들인다.2 2 김현귀(2016)는 혐오표현이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연
령, 장애, 성별, 성 정체성 및 성적지향 등과 같은 사람의 특성에 근거하
여 사람 또는 그와 같은 특성을 가진 사람의 집단(group)에 대하여 혐오
의 감정을 공격적으로 표현하거나 그와 같은 혐오를 선동하거나 확산하
거나 조장하는 표현”으로, 여기에는 특정한 집단 또는 집단의 구성원에
대한 차별과 공격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본다.2 이들 연구에서는 ①특
정의 인종·성별·종교집단에 대한 ②혐오와 경멸적 관점을 ③공격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라는 공통적인 개념징표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만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 이래 규제의 대상이 되
어 1990년대 이후 불완전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특히 문제되고 있는 혐오
표현의 본질을 모두 담아내기 어렵다. 무언가를 극히 싫어하는 감정의
표출이 인간이 가지는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점2 또한, 혐오표현이
보다 구체적인 어떤 것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말해준다. 이 점에서 ‘집단
적 차별성’과 ‘차별의 역사성’에 주목한 이승현(2015)의 정의는 주목할 만
10)

11)

1 )

13)

14)

209) 박해영, “혐오표현(Hate Speech)에 관한 헌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제16권 제3
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15, 138쪽.
210) 홍성수, “혐오표현의 규제: 표현의 자유와 소수자 보호를 위한 규제대안의 모색”,
『법과사회』, 제50권, 법과사회이론학회, 2015, 290쪽.
211) Michel Rosenfeld, Law, J ustice, D emocracy and the Clash of Cultures: A
P luralist Accou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p. 239.
212) 박해영, 앞의 글(2015), 138쪽.
213) 김현귀, 앞의 글(2016), 9쪽.
214) 이승현,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헌법적 이해”, 『공법연구』, 제44집 제4호, 한국공
법학회, 2016, 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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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이 연구는 혐오표현이 변화시킬 수 없는 인격적 구성요소로서의
속성을 공유하는 사회적 약자로서의 표적집단(target group)을 대상으로
하며(집단적 차별성), 표적집단에 대하여는 장기간 축적된 차별의식이 전
형화·정상화·일반화되어 있음(차별의 역사성)을 지적한다. 또한 혐오표현
도 표현행위의 일종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폭력이나 제노사이드와 같이
의견표현의 차원을 벗어나 행동에 농축되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는 혐오
표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고찰을 토대로 이승현(2015)은
혐오표현을 “(변화 불가능한 인격적 구성요소로서의 속성인) 인종, 민족,
종교, 성별 및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등에 기하여 역사적으로 차별을 받
아온 집단에 대한 부정적 편견에 기반한 적대적 표현행위”라고 정의한
다.2 역사적으로 차별의 대상이었던 권력적 약자 집단에 주로 가해지
는 혐오표현의 특성 및 혐오표현에 대한 구체적 개념설정의 필요성을 고
려하여, 이 논문에서는 위의 개념정의를 받아들이기로 한다.2 6
15)

1 )

나.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의 역사 및 관련규범
특정집단에 대한 적대적인 표현의 규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등장하
였으며, 이는 제노사이드의 경험을 통해 인종주의와 인종차별이 가지는
위험성을 인지하고 이를 철폐하고자 하였던 국제사회의 합의에 따른 것
이었다.2
17)

215) 이승현, “혐오표현(Hate Speech)에 대한 헌법적 고찰”,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학위논문, 2015, 26-43쪽.
216) 유럽평의회 각료위원회가 1997년 채택한 ‘권고 제20호’는, 혐오표현이 “인종적 증오,
외국인 혐오, 반유대주의, 불관용에 기반을 둔 기타 형태의 증오를 전파, 선동, 고무
또는 정당화하는 모든 형태의 표현”을 말하며, 이때 불관용은 “공격적 민족주의, 자민
족중심주의, 소수자·이민자·이민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차별과 적개심으로 표현
되는 불관용”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혐오표현에 대한 이러한 접근에서는, 소수자 집단
을 대상으로 한 차별의 문제에 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Council of Europe’s
Committee of Ministers, “Recommendation 97(20)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To Member States On “Hate Speech””, 30 October 1997 (이하 ‘권고 제20호’) 참조.
217) 이하 혐오표현 규제의 전개양상은 이승현, 앞의 글(2015), 7-10쪽과 이주영, “혐오표
현에 대한 국제인권법적 고찰 - 증오선동을 중심으로 -”, 『국제법학회논총』, 제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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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 규제의 국제법적 근거로는 제노사이드에 대한 직접 혹은 공연
한 선동을 처벌하는 제노사이드협약2 제3조(c), 인종적 우수성이나 적
대감에 근거한 사상의 전파 등을 금하는 인종차별철폐협약(1965)2 제4
조,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
오의 고취는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고 규정한 자유권규약 제20조 제2
항22 등이 있다. 지역인권조약 중 미주인권협약(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22 제13조 제5항은 자유권규약 제20조 제2항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예정
한 유럽인권협약 제10조 제2항이나 권리남용금지에 관한 동 협약 제17조
도 혐오표현 규제의 근거규범이라 할 수 있다.
주요 국가들도 혐오표현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였다. 1960년
형법(Strafgesetzbuch: StGB) 제130조에 ‘대중선동죄(Volksverhetzung)’
를 신설한 독일222 , 인종관계법(Race Relation Act 1965)에 인종 등에 대
한 적대적 고무행위의 금지를 규정한 영국이 대표적이다. 캐나다는 1970
년 형법(Criminal Code, R.S.C. 1985, c. C-46) 제318조와 제319조를 통
해 제노사이드 및 적대감 선동·증진의 표현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
였고, 프랑스는 인종차별의 규제에 관한 법률(Loi n° 72-546 du 1 juillet
1972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racisme)을 제정하여 인종 등을 이유
로 개인과 집단에 대해 적대적 표현을 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이처럼 일련의 법제가 정비·시행됨에 따라, 서구의 여러 민주주의 국가
18)

19)

0)

1)

)

권 제3호, 대한국제법학회, 2015, 201-203쪽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218) 정식 명칭은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CPPCG)’이다. 1948. 12. 9. 국제연합 총
회에서 채택되었고, 1951. 1. 12. 발효되었다.
219)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ICERD)’을 말한다. 1965. 12. 21.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되어 1969. 1. 4. 발효되었다.
220) 이 규정에 따라 증오선동을 금지하는 법률을 도입하는 것은 당사국의 의무가 된다.
이주영, 앞의 글(2015), 202쪽.
221) 1969. 11. 22. 채택되어 1978. 7. 18. 발효된 인권협약으로 산호세 협정(Pact of San
José)이라고도 불린다.
222) 1994년에는 홀로코스트를 부인, 찬양, 정당화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제3항과 제
4항이 신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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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서 인종주의·공산주의·파시즘·나치즘의 언사가 성공적으로 금지되었
다는 평가도 개진된다.22 반면 표현의 자유가 다른 헌법적 가치들에 비
해 일반적으로 우위에 있는 미국의 경우, 내용이나 관점에 근거하여 표
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며22 , 증오범죄에 대한 대응
이나 십자가소각에 대한 가벌성의 인정 등을 통한 우회적·제한적 규제를
선택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22 일본 또한 혐오표현에 직접적으로 적
용할 수 있는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판례 역시 불특정다수를 대상
으로 한 혐오표현에 현행법령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어서226 ,
사실상 규제가 없는 국가로 분류되고는 한다.22
3)

4)

5)

)

7)

다. 혐오표현과 방어적 민주주의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
일찍이 Loewenstein은 파시즘의 기술이 민주주의 제도 및 정치 지도자
에 대한 비방·중상·조롱을 포함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방어적 민주주
의의 이념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를 역설하였다.22 또한
오늘날 독일의 홀로코스트 부인죄를 방어적 민주주의로 설명하는 논자들
도 있다.22 그러나 독일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민주주의가 공고화된 국
가들에서의 혐오표현 규제를 방어적 민주주의의 맥락에서 설명한 연구는
드물다. 이것은 영미 국가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방어적 민주주의의 개념
과 친하지 아니한데다,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혐오표현의 문제가 불
8)

9)

223) Michel Rosenfeld, “Book Review: Extremist Speech and the Paradox of
Tolerance”, H ar var d Law R e view, Vol. 100, No. 6, 1987, p. 1457.
224) Ronald J. Krotoszynski, Jr., “A Comparative Perspective on the First
Amendment: Free Speech, Militant Democracy, and the Primacy of Dignity as a
Preferred Constitutional Value in Germany”, Tulane Law R e view, Vol. 78, 2004, p.
1564.
225) 이승현, 앞의 글(2015), 90-98쪽 참조.
226) 고타니 준코, 송지은·백원우 옮김, “표현의 자유의 한계”, 『공익과 인권』, 통권 제
15호,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15, 407-409쪽 참조.
227) 이승현, 앞의 글(2015), 98-103쪽 참조.
228) Karl Loewenstein, 앞의 글(1937b), pp. 652-654.
229) 가령 Robert A. Kahn, H olocaust D enial and the Law: A Comparative Study,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4, pp. 14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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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지기는 했어도 그것이 이들의 민주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1990년대 중·동유럽 각국의 혐오표현 규제에 관하여는, 방어
적 민주주의 차원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은 민주주의
의 경험이 부족하였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것도 아니었으며, 구체제 세
력이 잔존하고 있어 불완전한 민주주의를 수호할 필요가 절실하였다. 이
처럼 민주주의가 공고화될 여건이 구비되지 못한데다 종교적 근본주의나
소수민족의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검열의 폐지는 극단적인 혐오표
현의 증가로 이어져2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가령 1990년대 체코에서는, 소수민족인 집시를 위협하는 상징물로 야구
방망이를 사용하는 스킨헤드의 하위문화가 문제되었다.2 헝가리에서도
민족주의와 반유대주의에 입각한 혐오표현이 만연하였고2 2 , 혐오표현을
처벌하는 규정의 위헌성이 다투어지기도 하였다. 1992년 헝가리 헌법재
판소는, 증오선동을 처벌하는 헝가리 형법 제269조 제1항은 합헌이나 순
전히 공격적·경멸적인 표현을 처벌하는 동조 제2항은 위헌이라 하였는
바2 , 이에 대하여는 방어적 민주주의와 미국의 내용중립적인 규제를
접목한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2
이처럼 중·동유럽 등지의 혐오표현이
30)

31)

3 )

33)

34)

230) Jiri Priban and Wojciech Sadurski, “The Role of Political Rights in the
Democratization of Central and Eastern Europe”, in Wojciech Sadurski ed.,
P olitical R i ghts U nder Stress in the 21st centur y Europ e ,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p. 219.
231) Uladzislau Belavusau, “Hate Speech and Constitutional Democracy in Eastern
Europe: Transitional and Militant?(Czech Republic, Hungary and Poland), I srael
Law Review, Vol. 47, Issue 1, 2014, p. 35.
232) 1996. 10. 23. 수백 명의 스킨헤드가 시위를 전개한 후 네오나치 지도자인 Albert
Szabó가 검거되었으나, 법원은 그가 인종적 적대감을 선동하지 않았으며 단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또한 Áron Monús가 Hitler의
『나의 투쟁(Mein Kampf)』을 헝가리어로 번역·출간하여 규제당국이 이를 금지하였
고 이는 부다페스트 지방법원에서도 유지되었으나, 항소심은 표현의 자유에 입각한
Monús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Ruth Ellen Gruber, “East-Central Europe”, in David
Singer ed., American J ewish Year B ook 1998, New York: The American Jewish
Committee, 1998, p. 348; Uladzislau Belavusau, 위의 글(2014), p. 48.
233) Decision 30/1992. (V. 26.) AB of the Constitutional Court, 18 May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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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되는 상황에서, 유럽평의회 각료위원회는 1997년 ‘권고 제20호’를 채
택하여 혐오표현에 대한 회원국들의 종합적인 대응을 독려하였다.2
이 시기 불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혐오표현 규제는 중·동유럽만의
일이 아니었다. 이스라엘 기본법은 인종주의의 선동을 정당금지의 사유
로 규정하는바2 6 , 아랍인에 대한 증오와 차별을 선동하였다는 이유에서
1988년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었던 극우정당 카흐는, 같
은 이유로 1992년 총선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2 한편 인도에서는
극우정당 시브 세나(Shiv Sena)의 지도자 Bal Thackeray가 1987년 마하
라슈트라 주의원으로 출마한 Ramesh Yeshwant Prabhoo를 지지하면서
이슬람을 비방하는 연설을 한 것이 문제되었다. Prabhoo는 이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이후 지방법원에 의하여 의원직을 상실하였고2 ,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에서도 유지되었다. 종교집단 간 적의를 선동하고 종교적
소수자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훼손했다는 것이 이
같은 제재를 뒷받침하였다.2
35)

3 )

37)

38)

39)

234) Uladzislau Belavusau, 앞의 글(2014), pp. 43-44.
235) 이주영, 앞의 글(2015), 203쪽.
236) Basic Law: The Knesset(1958) 7A. Prevention of participation of candidates' list
(Amendments 9, 35, and 39) a. A candidates' list shall not participate in elections
to the Knesset, and a person shall not be a candidate for election to the Knesset,
if the objects or actions of the list or the actions of the person, expressly or by
implication, include one of the following:
1. negation of the existence of the State of Israel as a Jewish and democratic
state;
2. incitement to racism;
3. support of armed struggle, by a hostile state or a terrorist organization,
against the State of Israel.
237) Movshovitz v. Chairman of the Central Elections Committee for the Thirteenth
Knesset[1992], IsrSC 46(3) 541; Kach List v. Chairman of the Central Elections
Committee for the Thirteenth Knesset[1992] (unpublished).
238) 인도의 1951년 국민대표법(The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1951) 제100조
제1항 b목은 선거가 무효화될 수 있는 사유로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의 부정행위
(corrupt practice)를 규정하였다. 또한 동법 제123조 제3항은,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이
종교·인종·계층 등에 근거하여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거나 투표하지 말 것을 독려하
는 것을 부정행위로 규정하였다. https://indiankanoon.org/doc/320017에서 확인 가능
(최종접근일 2017.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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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교적 근본주의: 알제리 사태
불완전한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혐오표현과 함께 종교적 근본주
의의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알제리 사태는 그 가장 극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1991년 알제리에서는 약 30년 만에 처음으로 복수정당이 참여하는
선거가 실시되었고, 동 선거는 심각한 부정 없이 치러졌다는 것이 일반
적인 인식이었다. 이 선거에 참여한 이슬람구국전선(Front Islamique du
Salut: FIS)은 장차 집권할 경우 알제리를 이슬람 국가로 전환할 의도를
뚜렷이 하였으며, 지도부 다수는 민주주의에 대한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구국전선은 제1차 투표에서 압승
을 거두었고, 2차 투표에서 개헌에 필요한 2/3 이상의 의석을 확보할 것
이 유력하였다. 이후 군부가 개입하여 2차 투표를 취소하였으며, 보안당
국은 동 정당의 당원 다수를 검거하였다. 1992. 2. 9. 비상계엄이 선포되
었고, 동년 3월 알제리 행정법원은 동 정당의 해산을 명하였다.2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반감을 완연히 드러냈던 이슬람구국전선이 대중
의 폭넓은 지지에 힘입어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알제리의 사례는, 정치
사회적 환경에 따라서는 종교적 극단주의가 민주주의 자체를 폐제할 정
도로 세력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만, 반민주적인 세력을 저지한
것이 또 다른 반민주적 세력이었다는 점에서, 알제리 사태를 방어적 민
주주의의 사례라 하기는 어렵다. 종교적 근본주의의 문제는 터키의 정당
해산 사례와 터키·프랑스에서의 종교적 복장 규제를 통해 보다 자세히
다루게 된다.
40)

Ⅱ. 공고한 민주주의 국가들에서의 예외적 활용
이 시기 공고한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방어적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특기
할 만한 사건으로는, 1993년 독일에서의 정당해산심판 사례가 있다. 함부
239) Ramesh Yeshwant Prabhoo (Dr) v. Prabhakar K Kunte (1996) 1 SCC 130. 이 사
건에 관하여 자세히는 Alexander S. Kirshner, 앞의 글(2011), pp. 61-63 참조.
240) Gregory H. Fox and Georg Nolte, 앞의 글(1995), p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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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크 주의회는 함부르크 지역에 국한하여 활동하고 있었던 민족주의명부
에 대한 해산심판을 청구하였으며, 연방정부와 연방참사원(Bundesrat)은
슈투트가르트를 중심으로 설립되어 미약하지만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
었던 자유독일노동자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청구하였다.2 그러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조직의 범위와 강도, 당원의 수 및 공적인 활동에 비
추어 정치적 의사형성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의 진지성이 충분하지 못
하다는 이유에서 이들을 기본법 제21조 및 독일 정당법(Parteiengesetz)
제2조 제1항의 정당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청구를 모두 각하하였다.2 2
그러나 이후 민족주의명부와 자유독일노동자당은 모두 기본법 제9조 제2
항 소정의 결사로서 금지되었다.2
41)

4 )

43)

Ⅲ.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방어적 민주주의의 관련성 논의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방어적 민주주의가 예외적으로 활용된 반
면, 여러 불완전 민주주의 국가들이 방어적 민주주의 관련 규정을 도입
함에 따라,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방어적 민주주의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
가 전개되어왔다.
1990년대 일군의 학자들은 방어적 민주주의가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들
보다는 과도기의 국가들에 적합한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가령
Gregory H. Fox and Georg Nolte(1995)는,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사회제
도가 효율적이지 못한 사회에서 극단주의 정당이 호소력을 가지며, 민주
주의에 대한 위협은 초기의 민주주의 국가들에 가장 만연하다고 하였
다.2 이러한 입장은 2000년대 이후의 여러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András Sajó(2004)는 특히 탈공산주의 국가들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감성의 정치에 취약하며, 과도기 민주주의 국가들에는 공산주의로의 회
귀·극단적인 민족주의에 따른 영토적 분열·극우세력의 횡행이라는 위험
44)

241) 당시 독일경제가 통일 후유증으로 어려움에 처하면서 인종차별적 기치를 내건 극우
세력이 준동한 것이 청구의 배경이라 이해된다. 한수웅 외, 앞의 책(2015), 710-711쪽.
242) BVerfGE 91, 262; 91, 276.
243) 자세히는 이성환 외, 앞의 책(2004), 55쪽; 송석윤, 앞의 글(2010b), 61-62쪽 참조.
244) Gregory H. Fox and Georg Nolte, 앞의 글(1995), pp. 13,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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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사리고 있다고 보았다.2 Ruti Teitel(2007)은 방어적 민주주의가
과도기 입헌주의에 속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들에는 부적절한 것일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2 6 안정적인 민
주주의 국가에서라면 반민주주의자들의 위험에 맞서 국가권력을 동원할
필요가 그리 절실하지 않겠지만, 취약한 민주주의 국가들의 경우에는 사
정이 다르다고 한 Samuel Issacharoff(2007)2 도 같은 취지이다.2
이와 달리, 불안정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방어적 민주주의가 오·남용될
가능성을 경계한 최근의 연구도 있다. Svetlana Tyulkina(2015)는 이 같
은 위험성을 지적하고, 방어적 민주주의에 입각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
강력한 정당화 논거와 절차적 보장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하였다.2 이
재희(2015b)는 민주주의 공고화 이전의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해
산 등 방어적 민주주의 관련 제도는 집권세력이 반대파를 탄압하는 수단
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원칙적으로 정당해산을 이용할 수
없다고 본다. 설사 이들 국가에 정당해산이 제도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존재하되 사용되지 않는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2
그렇다면 실제 민주주의의 공고화 정도와 방어적 민주주의 관련 조치의
채택·적용 간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먼저 주목할 것은, 중·동유럽의 탈
공산주의 국가들이 방어적 민주주의 관련 제도를 도입하기는 했으되, 실
제로 이를 적용하는 데에는 소극적이었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로는 이들
의 정치체제가 점차 안정되어 극단적인 사상이나 운동을 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전체주의 치하에서의 불우한 경험이 비자유적인 조치의 활
용을 꺼리게 만든다는 점, 방어적 민주주의를 관철하기보다는 정치적 수
45)

4 )

47)

48)

49)

50)

245) András Sajó, “Militant Democracy and Transition Towards Democracy”, in
András Sajó ed., M ilitant D e mocracy, Utrecht: Eleven Publishing, 2004, pp. 209,
217.
246) Ruti Teitel, 앞의 글(2007), p. 49.
247) Samuel Issacharoff, 앞의 글(2007), pp. 1451-1453.
248) 그 밖에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한 연구는 아니지만,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
주의의 붕괴는 극히 드물다고 지적한 로버트 달, 박상훈·박수형 옮김, 『미국헌법과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14, 237쪽도 참조.
249) Svetlana Tyulkina, 앞의 책(2015), p. 7.
250) 이재희, 앞의 글(2015b), 2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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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으로 대처하는 것이 낫다는 인식이 싹텄다는 점 등이 꼽힌다.2 이와
관련하여,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이 방어적 민주주의에 내재한 위험성에
적절히 대처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2 2
신생·불완전 민주주의 국가가 반드시 방어적 민주주의 관련 제도를 채
택·적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사
례에서도 확인된다. 정당해산 등의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그 적용에 소극
적이었던 것이 중·동유럽 국가들의 특징이라면,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아
예 정당을 금지하는 제도 자체를 두지 않았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것
은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당시의 억압에 대한 기억으로 인해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부당한 구체제의 유산으로 여겨졌으며, 구체제 엘리
트들을 포용하는 협력적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극단주의 세력이 약화되
었기 때문이라고 설명된다.2
반면 우리나라나 독일에서처럼, 민주주의가 확립되고 오랜 시간이 지나
정당해산결정 내지 정당해산의 시도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를 정
리한다면, 민주주의가 공고하지 못하다고 하여 방어적 민주주의 관련 제
도를 도입·적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일반화하기는 곤란하며, 그 나
라의 역사나 정치적 상황이 관건이라는 잠정적인 결론의 도출이 가능할
것이다.2 최근의 통계연구는, 일정 수준 이상의 민주주의를 갖추고 오
랜 시간이 지나 정당을 금지한 국가가 적지 않으며, 전반적인 민주주의
의 수준이 높다고 평가되는 국가들에서 정당이 금지되는 경우도 많았음
을 보여준다.2 이에 대하여는 제3장 제4절 Ⅴ.에서 상세히 살펴본다.
51)

5 )

53)

54)

55)

Ⅳ. 소결
251) Jiri Priban and Wojciech Sadurski, 앞의 글(2006), pp. 228-229; Svetlana
Tyulkina, 앞의 글(2011), pp. 123-124; 윤정인·김선택, 앞의 글(2014a), 46쪽의 각주 4.
252) Svetlana Tyulkina, 위의 글(2011), p. 88.
253) Jörg K. Kemmerzell, “Why There is no Party Ban in the South African
Constitution”, D e mocrati z ation, Vol. 17, No. 4, 2010, pp. 701-703.
254) Svetlana Tyulkina, 앞의 글(2011), p. 87.
255) Angela K. Bourne, “Democratization and the Illegalization of Political Parties in
Europe”, D e mocratiz ation, Vol. 19, No. 6, 2012, pp. 1065-1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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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서 두 차례의 정당해산시도가 있었으나, 이 시기 방어적 민주주
의 관련 제도의 채택·적용 및 그에 대한 논의는 신생의 불안정한 민주주
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민주주의의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종교적 근본주의나 혐오표현 등의 새로운 문제까지 마주하게 된 이들은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일련의 제도를 수용하였고, 1990년대 이
래 학계에서도 방어적 민주주의는 취약한 과도기의 민주주의 국가들에
보다 적합한 개념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왔다.
그러나 중·동유럽의 여러 탈공산주의 국가들은 비자유주의적인 예방수
단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에 소극적이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사례
또한 신생·불완전 민주주의 국가가 필연적으로 정당금지와 같은 제도를
채택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요컨대, 특정 국가가 방어적 민주주의에
입각한 제도를 도입하여 적용하는지의 여부는 민주주의의 공고화라는 기
준만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그 나라의 역사적 특수성과 사회적 여건을
아울러 고려할 것이 요청된다.
독

제5절 1990년대 후반 이후 국제규범 확립과 확대적용
대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방어적 민주주
의에 대한 논의는 1990년대 후반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더욱 활발해지
는 추세이다. 9·11 테러 이후 여러 민주주의 국가들은 테러리즘의 위협
을 새로이 인식하게 되었으며, 일각에서는 세계화와 함께 초국가적인 방
어적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유럽인권재판소에서 당
사국의 정당해산·금지조치가 유럽인권협약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심판
한 사례가 집적되고, 베니스위원회가 정당금지 등의 규제에 관한 지침과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방어적 민주주의의 연구대상이 보다 풍부해졌다.
또한 테러리즘·종교적 근본주의·소수민족 분리주의·혐오표현 등이 지속·
심화되면서, 이들 문제에 대한 방어적 민주주의의 확대적용 가부가 다투
어지고 있기도 하다. 여기서는 위의 내용을 중심으로, 1990년대 후반 이
래 방어적 민주주의의 이론과 실무가 전개되어온 양상을 살펴본다.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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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9·11 테러 이후 방어적 민주주의 관련 논의의 활성화
방어적 민주주의와 반테러리즘의 관련성에 대하여는 견해가 나뉜다. 테
러리즘과 파시즘의 유사성이나 방어적 민주주의의 확대적용에 따른 규범
적 효용성을 근거로 방어적 민주주의를 반테러리즘에 확장할 것을 주장
하는 논자가 있는가 하면, 양자가 본질적으로 다르며 따라서 반테러리즘
이 방어적 민주주의에 포섭될 수 없다는 입장도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견해의 대립은 차치하더라도, 9·11 테러가 방어적 민
주주의에 대한 논의를 크게 활성화한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2 6 물론 70
년대 독일의 사례에서 보다시피 테러리즘의 문제는 9·11 테러 이전에도
있어왔다. 그러나 9·11 테러는 여러 서구식 민주주의 국가들로 하여금
스스로가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의 표적이 되었다고 생각하게끔 하였으
며2 , 이에 따라 방어적 민주주의에 관한 정치적·법적 담론이 활발해졌
다.2 또한 9·11 테러 이후 여러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벌어진 테
러는, 방어적 민주주의가 반테러리즘에 확장·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의 증대로 이어졌다. 이 문제는 제3장 제4절 Ⅱ.에서 검토한다.
5 )

57)

58)

Ⅱ. 방어적 민주주의의 초국가적인 적용에 관한 논의
계화가 심화되면서, 방어적 민주주의를 초국가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오늘날 방어적 민주주의 담론의 중요한
세

256) 가령 Patrick Macklem은 방어적 민주주의의 회춘(rejuvenation)이 부분적으로 테러
리즘과 종교적 근본주의에 대한 대응에 따른 것이라고 본다. Patrick Macklem,
“Militant Democracy, Legal Pluralism, and the Paradox of Self-Determination”,
I nternational J ournal of Constitutional Law, Vol. 4, No. 3, 2006, p. 491. 이와 유사
한 견해로 Clive Walker, “Militant Speech About Terrorism in a Smart Militant
Democracy”, M ississippi Law J ournal, Vol. 80, No. 4, 2011, pp. 1395-1396.
257) 소련과 공산주의의 붕괴로 인해 낡은 이데올로기가 인기를 잃고, 전 세계 여러 나
라들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승리에 따른 결실이 구체화되지 못함에 따라 종
교가 테러리즘의 주된 동기가 되었다는 평가로 Bruce Hoffman, I nside Terror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6, p. 86.
258) Svetlana Tyulkina, 앞의 글(2011), p.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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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색을 이룬다. 국제사회가 개별 국가에 민주주의를 부과하는 것의 가능
성과 규범적 정당성을 모색한 연구는 90년대에도 발견되지만, 근래 헝가
리나 루마니아 등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우려는 초국가
적인 방어적 민주주의에 관한 관심을 배가하였다.2
59)

1. 회원국이 민주주의를 유지할 국제법적 의무가 있다는 견해
초국가적인 방어적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논자들은, 국제연합의 회원국
들이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유지할 국제법적 의무가 있다고 본다. 예컨대
자유권규약 제25조는 모든 시민이 진정한 정기적 선거에서 투표하거나
피선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26 , 동 규정을 채택·발효한 당
사국들은 진정한 정기적 선거를 치르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약속을 하였
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26 또한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의 권리남용에
통제를 가하는 자유권규약 제5조 제1항은, 당사국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정치적 결사의 자유(제22조 제1항)나 선거권·피선거권(제25조)을 침해해
서는 안 된다는 소극적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민주주의 제도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예컨대 1993년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
는 동유럽 국가들로의 유럽연합 확대를 결정하면서 가입의 조건으로 시
장경제, 회원국으로서의 의무 충족과 함께 민주주의를 제시한바(코펜하
겐 기준)262 , 이에 비추어 유럽연합에 가입한 국가들은 당연히 민주주의
정치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26 한편 유럽연합조약 제6조 제2항
에 따라 유럽연합은 유럽인권협약에 가입하며, 유럽인권협약은 자유권규
0)

1)

)

3)

259) 유럽연합이 회원국들의 민주주의 퇴행에 대처할 효과적인 법적·정치적 수단을 결여
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Jan-Werner Müller, 앞의 글(2016), p. 263.
260) 모든 시민은 제2조에 규정하는 어떠한 차별이나 또는 불합리한 제한도 받지 아니하
고 다음의 권리 및 기회를 가진다.
(b) 보통, 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투표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선거인의 의사의 자
유로운 표명을 보장하는 진정한 정기적 선거에서 투표하거나 피선되는 것
261) Gregory H. Fox and Georg Nolte, 앞의 글(1995), p. 61.
262) 강원택·조홍식, 『하나의 유럽』, 푸른길, 2009, 362쪽.
263) Svetlana Tyulkina, 앞의 글(2011), p.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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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과 마찬가지로 권리남용을 통제하는 규정(제17조)을 두고 있다. 또한
유럽인권협약 제1추가의정서 제3조는, 당사국들이 주기적으로 비밀투표
에 의한 자유선거를 실시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각에서는 개별 국가들이 민주주의를 폐지하지 말아야 할 소극적 의무
를 넘어, 민주주의를 방어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의
무를 부담한다고 본다. 자유권규약 제2조 제2항26 에 따라, (정치적) 결
사의 자유(제22조 제1항)나 (피)선거권(제25조)을 실현하고 민주주의를
지속하기 위하여 자기방어조치를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당사국은 그
렇게 해야만 한다는 주장이 그 예이다.26 민주사회에 필요한 것일 경우
결사의 자유에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동 규약 제22조 제2항이 당
사국에 방어적 민주주의에 입각한 조치를 취할 적극적 의무를 부여한다
고 보는 논자도 있다.266
4)

5)

)

2. 유럽연합이 개별 국가에 개입할 권한을 가진다는 견해
개별 국가가 민주주의를 폐지하지 말아야 할 소극적 의무와 방어적 조
치를 취할 적극적 의무를 부담한다는 주장을 넘어, 근래에는 국제사회
특히 유럽연합이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개별 국가에 개입할 권한
을 가진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Jan-Werner Müller(2015)는, 최근 헝가리가 민주주의에 대한 유럽 공동
체의 합의로부터 결정적으로 이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이 이 같
은 권위주의로의 퇴행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으며26 , 이는 루마니
아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았다고 본다.26 이 같은 관찰은, 유럽연합이 회
7)

8)

264)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현행의 입법조치 또는 기타 조치에 의하여 아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자국의 헌법상의 절차 및 이 규약의 규정에 따라 필
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265) Gregory H. Fox and Georg Nolte, 앞의 글(1995), p. 64.
266) Svetlana Tyulkina, 앞의 글(2011), pp. 350-351.
267) Jan-Werner Müller, 앞의 글(2012b), pp. 44-45.
268) Jan-Werner Müller, 앞의 글(2015), pp. 14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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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국들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역할을 수행할 권한(authority) 및 역
량(capacity)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으로 이어진다.
Müller는, 유럽이사회가 유럽연합조약 제2조26 에 규정된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회원국의 중대하고 지속적인 침해가 존재한다는 결정을 내
린 경우 그 회원국 정부대표의 의결권 정지 등의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유럽연합조약 제7조가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또
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은 단지 개별적 기본권의 침해에만 주목해
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에서 법원의 역할에도 한계가 있으며,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기능을 정당정치에 일임하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것
이 그의 판단이다.2 그는 유럽 민주주의의 수호자(guardian)로 기능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로 가칭 코펜하겐 위원회(Copenhagen Commission)
를 구상한다. 이 새로운 기구에는 회원국들의 민주주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하며, 동 기구의 조언에 따라 유럽위원회
(European Commission)가 해당 국가에 대한 재정지원을 삭감하거나 상
당한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재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제안이
다.2 다만 개별 국가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 되지 않도록 자유민주주의
원리가 침해된 경우에만 사후적으로 개입해야 하고, 회원국들의 자정
(self-correction)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민주주의 원칙의 위반이
우발적·일회적인 경우라면 개입을 자제해야 한다고 한다.2 2
유럽연합이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개별 국가에 개입할 권한을 가
진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도 제시되고 있다. 회원국 의회가 유럽연
합 가입을 비준하면서 유럽의 규칙에 따를 것을 자유로이 결정하였다는
점, 유럽연합법(European Union Law)2 의 적용을 받는 유럽연합 시민
9)

70)

71)

7 )

73)

269) 연합은 인간의 존엄성의 존중, 자유, 민주주의, 평등, 법의 지배 및 소수자의 권리를
포함한 인권 존중의 가치 위에 설립된다. 이 가치들은 다원주의, 비차별, 관용, 정의,
연대 및 남녀평등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에 있어 회원국에 공통하는 것이다.
270) Jan-Werner Müller, 앞의 글(2015), pp. 147-149.
271) Jan-Werner Müller, 위의 글(2015), pp. 150-151.
272) Jan-Werner Müller, 위의 글(2015), pp. 155-156.
273) 1993. 11. 1. 유럽연합에 관한 조약(마스트리히트 조약)이 발효하기 이전에는 유럽공
동체(European Communities: EC)의 법질서를 의미하는 용어로 EC법이라는 명칭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유럽연합의 창설 이후에는 EU법(유럽연합법)이라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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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비민주적인 회원국이 이러한 규범의 제정에 참여하지 않도록 할 정
당한 이해관계를 가진다는 점, 유럽연합이 회원국이 스스로 탈퇴하는 경
우를 예정하고 있는 반면(유럽연합조약 제50조 제1항) 비민주적 회원국
을 축출할 수 있는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이다.2 2
74) 75)

3. 국제법원의 역할에 주목하는 견해
초국가적으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역할을 담당할 새로운 기구를 제안
하는 견해도 있지만, 유럽인권재판소와 같은 국제법원의 역할에 주목하
는 입장도 있다. 자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은 1차적으로 그 나라의
몫이지만, 방어적 민주주의에 입각한 조치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남용되
어 도리어 민주주의를 해칠 우려가 있으며, 사법부의 독립이 보장되어
있지 못한 경우 국내에서의 사법심사는 적절한 구제책이 되기 어렵다.
이때 각국의 정치적 압력이나 이해관계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국제
법원이 해당 조치의 당부를 평가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2 6
7 )

4. 비판
그러나 방어적 민주주의를 초국가적인 차원에서 적용하려는 시도에 대
하여는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국제연합이나 유럽연합과 같은 국제
기구들 자체에서 민주주의의 원리가 충실히 구현되고 있지 못하며 주요
국제법 또한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의 국내법에 비해 투명성·민주적 정당
성·책임성이 미흡하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국제법의 확대야말로 민주적
어의 사용이 점차 일반화되었다. 채형복, 『유럽연합법』, 한국학술정보, 2005, 65쪽.
274) Jan-Werner Müller, 앞의 글(2015), pp. 144-146.
275) 그 밖에 유럽연합에서의 방어적 민주주의에 관한 연구로 Giuseppe Martinico and
Anna Margherita Russo, “Is the European Union a Militant Democracy? The
Perspective of the Court of Justice in Zambrano and Kadi”, European P ubli c Law,
Vol. 21, No. 4, 2015, pp. 659-678 참조.
276) 특히 각국에서의 정당해산결정에 대한 국제법원의 심사에 주목한 연구로 Samuel
Issacharoff, 앞의 글(2007), p. 1454; Gur Bligh, 앞의 글(2010), p.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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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의 쇠퇴를 초래한다고 본다.2
현실적인 한계를 지적한 연구도 있다. Müller는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방어적 민주주의를 주장하면서도 유럽연합조약 제7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는데, 이것은 제재규정이 언젠가는 자신에게 적
용될 수도 있다는 회원국의 우려에 따른 결과로 여겨진다.2 초국가적
인 규범의 제정 및 적용에 대한 개별 국가들의 소극적인 태도는, 유럽헌
법이 유럽인들의 비준을 받지 못하고 사장된 경험2 에서도 드러난다.
개별 국가들의 주저와 함께, 국제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현실적인 구
속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점도 언급된다. 예컨대, 헝가리가 법관의 정년을
70세에서 62세로 하향한 것에 대하여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ECJ)가 ‘고용과 직업에서의 평등대우에 관한 제2000-78호 지
침(Council Directive 2000/78/EC)’ 위반임을 확인하였으나2 2 , 그렇다
고 모든 법관이 복직된 것은 아니며 집권당인 청년민주동맹(Fidesz)에
충성하는 신임 법관들 또한 그 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2 2 2 유
럽인권협약 위반을 확인하는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이 직접 국내 법률을
폐지·무효화하거나 국내 확정판결을 번복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국제법
원의 현실적인 한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2
77)

78)

79)

80) 81)

8 ) 83)

84)

277) James Allan, 앞의 책(2014), pp. 83, 107-121.
278) Jan-Werner Müller, 앞의 글(2015), p. 147.
279) 그 자세한 경과는 강원택·조홍식, 앞의 책(2009), 118쪽 참조.
280) 이보다 앞서 헝가리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정년을 단축한 규정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여 위헌무효라고 하였다. Decision 33/2012. (VII. 17) AB of the Constitutional
Court, 16 July 2012.
281) European Commission v Hungary, ECJ, C-286/12, judgment of 6 November 2012
(First Chamber). 동 판결에 관하여 자세히는 Tamás Gyulavári and Nikolett Hős,
“Retirement of Hungarian Judges, Age Discrimination and Judicial Independence: A
Tale of Two Courts”, I ndustrial Law J ournal, Vol. 42, No. 3, 2013, pp. 292-295.
282) Jan-Werner Müller, 앞의 글(2015), pp. 147-148.
283) 또한 법관 정년이 단축됨에 따라 대법원장직에서 조기에 물러나게 된 András
Baka(1952년생)가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하여, 유럽인권협약 제6조 제1항 및 제10조
위반이 인정되었다. Baka v. Hungary, ECtHR, Application no. 20261/12, judgment
of 23 June 2016 (Grand Chamber).
284) 유럽인권협약 제46조에 따라 모든 당사국은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에 따라야 할 의
무가 있다. 그러나 유럽인권재판소는 판결을 직접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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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정당금지 관련 기준의 확립 및 심판 사례의 집적
이처럼 방어적 민주주의를 초국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전망이 엇갈린다. 그러나 특히 유럽에서 정당해산·금지에 관한 국제적인
기준이 구체적으로 확립되고, 각국의 정당해산·금지결정이 유럽인권협약
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가 집적되었다는 점에는 주목할 필
요가 있다. 여기서는 베니스위원회가 제시해온 정당해산·금지의 기준을
개괄한 다음, 터키, 스페인, 독일 등에서의 주요 사례를 검토한다.
1. 정당해산·금지 관련 국제기준의 확립·구체화
. . . 발효된 유럽인권협약 제11추가의정서에 의해 상설재판소로
거듭난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의 헌법재판소 내지 특수한 준(準)헌법재
판소라고 평가되고 있으며2 , 지금까지 총 12건의 정당해산 사건을 다
루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럽평의회의 헌법관련 자문기구인 베니스위원
회는, 정당해산이나 그와 유사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 일련의 규범적 지
침을 제시하여 왔다. 이하에서는 유럽인권재판소와 베니스위원회가 확립
해온 정당해산·금지에 관한 국제기준을 살펴본다.
1998 11 1

85)

가. 유럽인권협약의 해석과 적용
유럽인권재판소에서의 정당해산심판은, 정당을 설립하여 활동해온 개인
또는 집단이 협약 당사국에서의 정당해산조치로 인해 협약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당사국을 상대로 제소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2 6 이때 우선 적용되는 재판규범은 결사의 자유에 관한 유
8 )

으며, 행위 당사국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 신옥주, “유럽차원에서
의 인권보호를 위한 유럽인권재판소(EGMR)의 역할 고찰 - ‘사생활 및 가족생활존중
권’ 판례를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제16권 제1호, 한국헌법학회, 2008, 386쪽.
285) 이주윤, “유럽인권협약의 헌법적 기능”, 『법학연구』, 제39집, 한국법학회, 2010,
365-366쪽.
286) 윤정인·김선택, 앞의 글(2014a), 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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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인권협약 제11조이며, 유럽인권재판소가 정치적 결사의 자유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에 관한
협약 제10조가 함께 고려되곤 한다.2 재판소는 협약 제11조의 문언에
따라 정당해산조치가 ①법률의 규정에 근거한 것인지, ②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인지, ③민주사회에서 필요한(necessary in a democratic society)
조치인지를 검토하며, 여기서 ‘필요성’은 정당에 가해진 제한이 협약 당
사국이 추구하는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수단일 것, 다시 말해 양자가 비
례적일 것을 요구한다. 한편 권리남용을 통제하는 협약 제17조에 따라
당해 제소를 심리부적격으로 판정하여 각하할 수 있으나,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 동조가 자주 적용되고 있지는 않다.2
협약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국가주권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보충성
의 원칙(Principle of Subsidiarity)2 이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협약에 명
시적인 근거규정은 없지만 각국의 사정과 문화적·역사적 차이를 고려하
여 당사국에 판단의 재량이 인정된다(Margin of Appreciation Doctrine).
다만 당사국의 판단재량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며, 유럽인권재판소의
감독이 뒤따른다.2
87)

88)

89)

90)

나. 베니스위원회의 지침 및 의견
유럽인권재판소가 여러 정당해산 사건을 통해 관련기준을 정립해 나감
과 동시에, 베니스위원회는 정당해산 기타 유사조치에 대한 지침과 의견
을 제시해왔다. 여기서는 그 중 대표적인 것들의 주요 내용을 개괄한다.
(1) 정당의 금지와 해산 및 유사 조치에 관한 지침
베니스위원회는 각국의 정당금지 기타 유사조치에 관한 조사를 수행하

287) 윤정인·김선택, 위의 글(2014a), 50-51쪽.
288) 윤정인·김선택, 위의 글(2014a), 52-55쪽.
289) 유럽인권협약에 의하여 확립된 보호 장치가, 각 회원국 내에서 수행되는 인권보장
에 보충적으로 작용한다는 의미이다. 윤정인·김선택, 위의 글(2014a), 56쪽.
290) 자세히는 윤정인·김선택, 위의 글(2014a), 56-5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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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1998년 ‘정당금지와 유사조치에 관한 보고서(Report on Prohibition of
Political Parties and Analogous Measures(CDL-INF(1998)014))’를 채택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한 ‘정당의 금지와 해산 및 유사조치에 관한 지
침’에서 7가지의 주요 지침을 제시하였다.2 동 지침은 유럽인권재판소
의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 심판기준으로 자주 원용되며, 민주주의 체제
에서 정당이 가지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존속과 활동을 두터이 보호하
는 것으로 이해된다.2 2
91)

9 )

1. 국가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정당을 결성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 권리는 정치적 의견을 가질 자유와, 당국의 간섭 없이 그리
고 국경과 영역에 상관없이 정보를 주고받을 자유를 포함한다. 정당
을 등록하도록 요구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는 이 권리를 침해하는 것
으로 간주되지 아니할 것이다.
2. 정당의 활동을 통하여 위에 언급된 근본적인 인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모든 제한은, 평시는 물론 공공적 비상사태의 경우에도, 유럽인
권협약 기타 국제적 조약의 관련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3. 정당의 금지 또는 강제해산은 민주적 헌법질서를 전복하기 위한 정치
적 수단으로 폭력의 사용을 옹호하거나 폭력을 사용하고, 이를 통해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와 자유를 손상시키는 정당의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정당이 헌법의 평화적 변경을 주창한다는 사실만
으로는 정당금지나 해산의 사유로 충분하지 않다.
4. 정치적/공적 활동 및 정당 활동의 영역에서 정당에 의해 권한을 부여
받지 않은 구성원들의 개별적 행위에 대하여 전체로서의 정당에 그
책임을 물어서는 아니 된다.

291)

ro 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Venice Commission),
i elines on Prohibition and Dissolution of Political Parties and Analogous
Measures”, pp. 4-5. 번역은 김종서, “정당해산에 관한 베니스위원회의 기준과 그 적
용 -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를 계기로 -”, 『민주법학』, 제56호, 민주주의법학연구
회, 2014, 62-63쪽과 윤정인·김선택, 위의 글(2014a), 62-63쪽을 참고하였다.
292) Svetlana Tyulkina, 앞의 글(2011), p. 140; 윤정인·김선택, 위의 글(2014a), 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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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히 광범위한 효력을 가지는 조치로서 정당의 금지 또는 해산의 사
용은 극도로 자제되어야 한다. 정부 기타 국가기관들은, 권한 있는
사법기관에 정당의 금지 또는 해산을 요청하기 전에, 국가의 관련 상
황을 고려하여 그 정당이 진정으로 자유민주적 정치질서 또는 개인
의 권리에 대하여 ‘위험을 제기하는지 여부’293)와 덜 극단적인 다른
조치로 그러한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6. 정당의 금지 또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해산을 향한 법적 조치들은 위
헌성을 사법적으로 판단한 결과여야 하고, 예외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여겨져야 하며, ‘비례원칙’에 따라야 한다. 그러한 모든 조치
는, 단지 개별 구성원뿐만이 아니라 정당 자체가 위헌적인 수단을 사
용하거나 사용을 준비하여 정치적 목적을 추구한다는 충분한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
7. 정당의 금지 또는 해산은, 헌법재판소 기타 적절한 사법기관에 의해
적법절차, 공개의 원칙과 공정한 재판이 완전하게 보장되는 절차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이처럼 베니스위원회는 정당금지·해산의 요청이 그 정당이 초래하는 위
험성에 대한 평가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정당해산 등의 조치가 비례원
칙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입장은 뒤에서 보는 지침과 의견
에서도 일관되어 있으며, 독일공산당 해산결정의 법리와 대비를 이룬다.
(2) 기타
베니스위원회는 2008. 12. 채택한 ‘정당 분야에서 바람직한 행동 규약과
설명보고서’에서도, 정당을 금지·해산하는 조치는 합법적인 것으로서 예
외적인 경우에만 취해져야 하며 비례원칙을 따라야 함을 강조하였다.2
2010. 10. 채택된 ‘정당 규제에 관한 지침’은 정당규제에 관한 10대 원칙
94)

293) 이하 강조 필자.
294) 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Venice Commission), “Code
of Good Practice in the Field of Political Parties”, para.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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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시하였는데, 결사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모든 제한은 헌법이나 법
률에 근거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Principle 3. Legality), 정당에 가해지는
모든 제한은 비례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점(Principle 4. Proportionality)
이 강조되었다.2 또한 동 지침은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시민의 평화
나 그 국가의 민주적 헌법질서를 위협하지 않는다면” 그 정당을 해산할
수 없다고 하였는바2 6 , 비폭력적 정당을 금지·해산함에 있어서는 민주
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험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관련하여,
“폭력의 사용을 옹호하거나 폭력을 사용하고, 이를 통해(thereby)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와 자유를 손상시키는” 정당의 경우에만 금지·해산이
정당화된다고 한 ‘정당의 금지와 해산 및 유사조치에 관한 지침’에 비해
요건을 완화한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2
한편 베니스위원회는 2009. 3. 채택한 ‘터키의 정당금지에 관한 헌법 및
법률 규정에 대한 의견’에서 유독 정당해산이 잦았던 터키의 정당해산제
도와 실무의 현주소를 평가한바, 동 문건은 터키에서의 주요 정당해산
사건들을 개괄한 다음 검토한다.
95)

9 )

97)

2. 터키에서의 정당해산
터키는 1961년 헌법이 시행된 이래 지금까지 총 25차례 정당을 해산하
였으며2 , 이 가운데 10건이 유럽인권재판소에서 다루어졌다. 유독 터키
98)

295)

ro 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Venice Commission),
i elines on Political Party Regulation”, CDL-AD(2010)024, 25 October 2010.
paras. 16-17.
296) 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Venice Commission),
“Guidelines on Political Party Regulation”, para. 92.
297) 김종서, 앞의 글(2014), 77쪽. 새로운 지침을 반대해석하면, 폭력을 사용하는 정당은
민주적 헌법질서를 위협하지 않더라도 금지·해산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298) 2009. 3. 베니스위원회의 집계에 따르면 총 24건이며, 이는 군부가 정치에 개입한
시기에 금지·해산된 정당을 제외한 수치이다. 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Venice Commission), “Opinion on the Constitutional and Legal
Provisions to the Prohibition of Political Parties in Turkey”, CDL-AD(2009)006, 13
March 2009, para. 92. 그러나 이보다 나중인 2009. 12. 11. 민주사회당(Demokratik
Eu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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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토록 다수의 정당이 해산되어온 까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역사적인 배경과 근거규범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방
어적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특히 중요한 몇 가지 정당해산 사건을 검토하
고, 터키의 정당해산·금지의 현주소에 대한 평가를 시도한다.
가. 역사적 배경 및 정당해산의 근거규범
터키는 1923년 Mustafa Kemal의 주도로 공화국이 수립된 이래 ‘케말리
즘(Kemalism)’의 기치 하에 서구화·현대화·세속주의·개혁주의를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터키는 국민의 절대 다수가 무슬림임에도 정교분리와
세속주의를 헌법에 명시하였고2 , 이것은 이슬람 전통을 유지하려는 지
방세력·일반대중과 서구화·세속주의를 지지하는 엘리트 계층 간의 대립
으로 이어졌다. 1960년에는 케말리즘을 수호하겠다는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하였으며, 1961년 헌법은 헌법재판소를 설립하여 정당해산심
판권한을 부여하였다. 이후 터키에서는, 유권자 다수의 지지를 얻은 이슬
람 정당에 대한 해산결정과, 해산된 정당과 동일·유사한 정책을 가진 실
질적인 대체정당이 등장하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다.
또 한 가지 특기할 것은 소수민족인 쿠르드족 의 분리주의 운동이다.
20세기 후반 이래 쿠르드인이 다수 거주하며 경제성장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동부·남동부지역을 중심으로 분리주의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는 ‘영토와 국민의 통일성’을 중요한 헌법적 가치로 규정하고 있는 터
키의 헌법 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여겨지고 있다. 1980년 이후 해산
99)

300)

301)

Toplum Partisi: DTP)이 해산되었다.
299) 터키 헌법 전문은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 어떠한 경우에도 종교적 신념이 국가업
무와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제2조는 “터키 공화국은 (중략) 정치와 종교
가 분리된 사회국가이다.”라고 규정한다. 터키 헌법의 번역은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세계의 헌법: 35개국 헌법 전문Ⅱ』, 동서문화사, 2013, 449-512쪽과 윤정인·김선택,
앞의 글(2014b), 219쪽을 참고하였다.
300) 쿠르드족은 터키 전체 인구의 약 20%에 육박하나, 투르크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수이므로 다수 문헌에서 소수민족이라 표현하고 있다.
301) 터키 헌법 전문은 “터키공화국의 이익, 영토 존속 및 불가분의 원칙, 터키의 역사적
및 도덕적 가치나 아타튀르크의 민족주의 및 개혁과 현대화에 반하는 활동은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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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정당 가운데 약 절반이 쿠르드 분리주의를 지향하는 정당이었다. 2
정당해산의 사유·절차 등은 헌법 제68조 내지 제69조에 규정되어 있다.
제68조 제4항은 정당의 정강, 정책 및 활동이 영토·국민의 불가분성과
세속주의 공화국원리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해산심판의 청구가 검찰총장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제69조 제4항),
정당을 해산하는 대신 국가지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박탈하는 판결을 할
수 있는 점(제69조 제7항), 정당의 영구 해산을 야기하는 행위나 진술을
한 당원들이 다른 정당의 창당인이나 당원 등이 되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5년 간 금지한다는 점(제69조 제9항)이 특징적이다.
30 )

나. 주요 사례
전술한 것처럼 터키에서는 이슬람 정당 및 쿠르드 분리주의 정당에 대
한 해산결정이 빈번하였으며, 그 밖에 공산주의·사회주의를 사유로 정당
해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유럽인권재판소에서 다루어진 정당
해산 사건들 중 중요한 몇 가지 사례를 검토한다.
(1) 터키연합공산당
터키 검찰총장은 당명에 “공산주의”를 포함시키고 분리주의를 선동하였
다는 등의 이유로 터키연합공산당(Türkiye Komünist Partisi: TKP)에
대한 해산심판을 청구하였고, 터키 헌법재판소는 1991. 7. 16. 동 정당의
해산을 결정하였다. 유럽인권재판소는 1998. 1. 30. 동 결정이 유럽인
권협약 제11조를 위반하였다고 결정하면서 정당해산에 관한 몇 가지 기
준을 제시하였고, 그 대부분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법리로 인정되고 있다.
303)

보호도 받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2 정당해산 관련 터키의 역사적 배경에 대하여 자세히는 송석윤, 앞의 글(2010b),
77-79쪽; 윤정인·김선택, 앞의 글(2014b), 220쪽.
303) The United Communist Party of Turkey and Others v. Turkey, ECtHR,
Application no. 19392/92, judgment of 30 January 1998 (Grand Chamber), paras.
9-10.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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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재판소는 정당해산결정이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것이어야 하며
(prescribed by law), 정당한 목적(legitimate aim)을 구비해야 하고, 민
주사회에서 필요한(necessary in a democratic society) 것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정당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설득력 있고 강력한 이유
(convincing and compelling reasons)에 의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으며,
유럽인권협약 제11조 제2항 소정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당사국은 제한된
판단여지만을 가지고, 해산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과 해산이라는 수단
사이에는 비례관계가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여, 당명의 선택은 원칙적으로
정당해산과 같은 조치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으며 6 , 무력에 의
존하지 않고 소수민족의 문제를 공론에 붙이려는 것만으로는 정치결사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04)

305)

30 )

307)

(2) 사회주의당, 자유민주당, 인민노동당
이후 유럽인권재판소는 사회주의당(Sosyalist Parti: SP), 자유민주당
(Özgürlük ve Demokrasi Partisi: ÖZDEP), 인민노동당(Halkın Emeği
Partisi: HEP)에 대한 터키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이 모두 유럽인권협약
제11조에 반한다고 결정하였으며, 그 판단은 연합공산당 사건에서 설시
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들 사건은 영토의 통일성, 국민의 통합성,
언어 등 국가정체성에 대한 도전이 문제되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사회주의당 사건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정당의 정치적 프로그램이 현
재 터키의 국가원리나 구조와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하여 그
것이 곧 민주주의와 합치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으
며 , 이러한 입장은 자유민주당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된다.
308)

309)

e United Communist Party of Turkey and Others v. Turkey, paras. 38-47.
e United Communist Party of Turkey and Others v. Turkey, paras. 46-47.
6 e United Communist Party of Turkey and Others v. Turkey, para. 54.
e United Communist Party of Turkey and Others v. Turkey, para. 57.
ocialist Party and Others v. Turkey, ECtHR, Application no. 21237/93,
judgment of 25 May 1998 (Grand Chamber), para. 47.

304)
305)
30 )
307)
308)

Th
Th
Th
Th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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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민노동당 사건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인민노동당이 지지하는)
자기결정권이나 언어의 권리에 대한 인정과 같은 원리들 자체가 민주주
의의 근본원리에 반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원리들의 제안이 정부 정
책이나 다수의 신념과 충돌할 경우 민주주의가 적절하게 기능하기 위해
서는 공론에 부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들 사건은 종교적 복장에
대한 규제 문제와 함께 제3장 제4절 Ⅲ.에서 비교·검토한다.
310)

311)

(3) 복지당
복지당(Refah Partisi: RP) 사건은 유럽인권재판소가 당사국의 정당해산
결정이 유럽인권협약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본 최초의 사례로, 방어적 민
주주의에 관한 논의에서 특히 중요하다. 2 여기서는 복지당 결정의 주
요 사실관계와 판시사항을 개괄하고, 동 결정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검
토한 다음, 유럽인권재판소의 결정 이후의 추이를 살펴본다.
31 )

(가) 사실관계
. . . 설립된 이슬람 성향의 복지당은 여러 차례 국회의원선
거와 지방선거에 참여해 왔다. 복지당은 1991년 총선에서 16.88%의 표를
얻었으며, 점차 지지율이 상승하여 1995. 12. 24. 총선에서는 약 22%,
1996. 11. 3. 지방선거에서는 약 35%의 득표를 하였다. 1995년 국회의원
선거 결과 복지당은 450석 가운데 158석을 가진 원내 제1당이 되었으며,
‘진리의 길 당(Doğru Yol Partisi: DYP)’과 연립정권을 구성하였다.
1983 7 19

313)

reedom and Democracy Party(Özdep) v. Turkey, ECtHR, Application no.
23885/94, judgment of 8 December 1999 (Grand Chamber), para. 41.
310) Yazar and Others v. Turkey, ECtHR, Applications nos. 22723/93, 22724/93 and
22725/93, judgment of 9 April 2002 (Fourth Section), paras. 57-58.
311) 보다 상세한 사실관계, 판시사항은 윤정인·김선택, 앞의 글(2014b), 224-230쪽 참조.
312) 이 사건이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한 분석의 시금석이라는 평가로 Alexander S.
Kirshner, 앞의 책(2014), p. 112.
313) 1960년대 후반 이후 복지당의 전신(前身)이 있어왔음을 지적한 연구로 Svetlana
Tyulkina, 앞의 글(2011), p. 217.
309)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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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복지당이 세속주의 원리에 반하는 활동의 중심이라는 이유
로 동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이 청구되었고, 1998. 1. 6. 터키 헌법재판소
는 복지당의 해산을 결정하였다. 해산의 주요 근거는 첫째, 복지당이 신
앙에 따른 차별을 초래할 다원주의 법질서(plurality of legal systems)를
제안하였으며 둘째, 복지당이 이슬람 율법(Sharia)을 도입할 의도를 가지
고 있었고 셋째, 당원 일부가 성전(jihad)을 주장하였다는 것이었다.
1997 5

314)

(나) 주요 판시사항
이에 당 지도부는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하였으나, 2001. 7. 31. 유럽인
권재판소 제3재판부(Third Section)는 재판관 4 대 3의 의견으로 복지당
에 대한 해산결정이 유럽인권협약 제 11조 위반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
후 이 사건은 동 협약 제43조 에 따라 대재판부(Grand Chamber)로 회
부되었으나, 2003. 2. 13. 대재판부는 만장일치로 복지당 해산결정이 협약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대재판부의 주요 판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재판부는 여러 종교의 행사에 대하여 국가가 중립적이고 불편
부당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을 강조하였으며, 세속주의 원리는
법치주의·인권의 존중·민주주의와 조화를 이루는 국가의 근본원리 가운
데 하나라고 하였다. 6 이러한 일반론에 이어 대재판부는, 다원주의 법
질서에 대한 주장은 종교를 이유로 개인을 차별할 수 있는 법적인 기초
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권보장자로서의 국가의 역할을 해치고 차별금지
원리에 반한다고 보았다. 또한 복지당이 추진해온 것과 같이 샤리아
를 도입하는 것은, 협약이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리에 부합하
315)

31 )

317)

자세한 사실관계는 Refah Partisi (The Welfare Party) and Others v. Turkey,
paras. 10-12 참조.
315) 예외적인 경우 사건 당사자는 소재판부의 판결일로부터 3개월 내에 사건이 대재판
부로 회부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제1항). 5명의 대재판부 판사로 구성된 패널은, 그
사건이 협약 또는 의정서의 해석이나 적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나 일반적 중
요성을 갖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 회부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제2항).
316) Refah Partisi (The Welfare Party) and Others v. Turkey, paras. 91-93.
317) Refah Partisi (The Welfare Party) and Others v. Turkey, paras. 117-119.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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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는 것이 대재판부의 판단이었다. 대재판부는 형법 및 형사절차,
여성의 법적 지위에 대한 규율, 종교에 입각하여 모든 공적·사적인 삶의
영역에 개입하는 방식에 비추어 당사국에 샤리아를 도입하려는 것이 민
주주의에 부합할 수 없다고 한 소재판부의 판단에 동의하였다.
둘째, 대재판부는 복지당 지도부가 직접적으로 무력·폭력의 사용을 요
청한 바는 없으나, 반대파 정치인들에 대한 무력 사용의 가능성을 공식
적으로 언급한 당원들로부터 거리를 두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폭력
사용에 대한 태도가 모호하다고 본 소재판부의 판단을 지지하였다.
셋째, 대재판부는 복지당 해산결정이 긴박한 사회적 필요성(pressing
social need)을 충족하며 추구하는 정당한 목적에 비례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해산 당시 복지당이 터키의 민주주의 체제에 위협을 야기할 수 있
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이를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복지당이 1995년
총선에서 약 22%의 지지를 얻어 158석을 차지하고 연립정권을 구성한
사실, 1997. 1.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복지당이 4년 뒤 총선에서 67%의
득표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 점 등이 비중 있게 고려되었다. 2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여 대재판부는, 해산 당시 복지당이 단독으로 집권할 실질
적인 가능성을 가졌다고 평가했다.
318)

319)

3 0)

(다) 평가
동 결정에 대하여는 많은 비판이 있으며, 그 대부분은 해산 당시 복지
당의 위험성에 대한 평가나 세속주의 원리에 관한 것이다.
첫째, 대재판부가 복지당의 위험성을 인정한 것을 비판하는 논자들이
있다. 복지당이 원내 제1당으로서 장차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도 있는 정
황이었다 해도, 그것이 곧 다른 사람들의 참정권을 침해하거나 민주주의
제도를 훼손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그러하다. Patrick Macklem(2006)
은 어떤 정치적인 강령이 급진적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정책이 되기 전
e a artisi (The Welfare Party) and Others v. Turkey, para. 123.
e a artisi (The Welfare Party) and Others v. Turkey, para. 131.
e a artisi (The Welfare Party) and Others v. Turkey, paras. 107-108.

318) R f h P
319) R f h P
3 0) R f h P

2

- 80 -

지는 표현 및 결사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고 본다. 폭력 등
을 수반하지 않는다면, 극단주의 정당이 (단독으로) 집권하여 그러한 강
령을 법률로 제정하거나 정책으로 추진하기 전까지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험의 임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2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임박하였는지 여부를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나,
해산결정 당시 복지당이 전체 1/3 정도의 의석을 차지했을 뿐 다수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치적 견제가 가능했으리라는 비판 22 도 제기된다.
둘째, 세속주의 위반을 이유로 정당금지를 정당화하기 힘들다는 견해도
있다. 사회주의당 사건 등 이전 결정과의 불일치에 대한 지적 2 , 국가정
체성에 대한 도전을 이유로 한 정당금지는 그러한 문제를 민주적인 논쟁
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으로서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평가 2 , 복지당이
이슬람 성향이기는 하나 민주주의의 파괴를 의도한 바 없는데도 민주주
의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되었다는 비판 2 이 그러하다. 뒤에서 보는 이
유에서, 국가정체성에 대한 도전에 방어적 민주주의가 적용되기는 어렵
다. 그러나 만약 어떤 정당이 종교적인 주장을 개진하는 것에 그치지 않
고 선거의 폐지나 신정(神政: theocracy)의 수립을 추진한 경우라면, 그
것은 국가정체성에 대한 도전으로만 볼 수 없을 것이다.
셋째, 어떤 정당이 폭력을 지지하였는지 여부는 정당 그 자체의 활동이
나 표현에 입각하여 판단해야 했다는 지적이 있다. 예컨대 당 지도부가
지하드를 주장하는 일부 당원들로부터 거리를 두지 않았다고 하여, 그
정당이 폭력을 지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26 최근 통합진보당
까

3 1)

3 )

3 3)

3 4)

3 5)

3 )

2 atri a le , 의 2 6 , .
.
22 le an er . Kirs ner, 의 책 2 , .
.
2 etlana l ina, 의 2 , . 2 . 이후 내려진 결정과의 일관성 결여에 대
한 비판도 가능하다. Pirin Macedonia의 자치, 분리를 주장하는 것이 곧 민주주의로부
터의 일탈을 뜻하지 않는다고 한 Pirin and Others v. Bulgaria, ECtHR, Application
no. 59489/00, judgment of 20 October 2005 (First Section), para. 61 참조.
324) Gur Bligh, 앞의 글(2010), pp. 74-75. 민주주의는 종교적·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모
든 주장의 거부를 뜻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Svetlana Tyulkina, 위의 글(2011), p. 221.
325) Carlo Invernizzi Accetti and Ian Zuckerman, 앞의 글(2016), p. 11.
326) 예컨대 Bligh는, 정당을 금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정당 그 자체가 행한 제
도적 표현(institutional expressions)에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그는, 당원들의 언행을
3 1) P
ck M ck m 앞 글( 00 ) pp 513-514
3 ) A x d S
h
앞
( 014) pp 130-131
3 3) Sv
Tyu k
앞
글( 011) p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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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결정에 대하여도, 구성원 일부의 개별적인 일탈행위를 당 전체에 귀
속시킬 수 없다는 유사한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2
3 7)

(라) 추이
복지당에 대한 해산결정 이후 그 후속 정당인 미덕당(Fazilet Partisi:
FP) 또한 해산되었으며 2 , 2008년에는 그 후신이자 집권당인 정의발전
당(Adalet ve Kalkınma Partisi: AKP) 2 에 대한 해산심판이 청구되었으
나 의결정족수에 1명이 미달하여 해산을 면하였다. 그러나 11명의 재판
관 가운데 10명은 정의발전당이 세속주의 원리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였
고, 정의발전당은 보조금의 절반을 박탈당했다.
3 8)

3 9)

330)

다. 터키의 정당해산 현주소에 대한 평가
지금까지 터키의 주요 정당해산 사건들을 살펴보았다. 다수의 연구를
종합해볼 때, 터키의 정당해산제도 및 실무는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방향
으로 일정 부분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
으며, 베니스위원회도 같은 입장이다.
터키가 2001년 개헌을 통해 정당해산결정의 의결정족수를 강화하고(제
정당에 귀속함에 있어서는 복지당 사건에서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Gur Bligh, 앞의 글(2013), pp. 1373-1374.
327) 가령 김종철, 앞의 글(2015), 57-59쪽.
328) 미덕당은 2001. 6. 22. 해산될 당시 111석을 보유한 야당이었다. 미덕당과 그 당수인
Recai Kutan은 동 해산결정에 대하여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하였으나, 이후 철회하였
다. Fazilet Partisi and Kutan v. Turkey, ECtHR, Application no. 1444/02, judgment
of 27 April 2006 (Third Section).
329) 정의발전당은 2002. 11. 3. 치러진 총선에서 총 550석 가운데 363석을 차지하며 단
독 집권하였으며, 2007. 7. 22. 재집권에 성공하였다. 김대성, “터키 정의발전당의 창당
과 집권에 대한 연구 – 2002년 총선을 중심으로”, 『지중해지역연구』 제10권 제4호,
부산외국어대학교 지중해지역원, 2008, 2, 14쪽.
330) Svetlana Tyulkina, “Prohibition of Political Parties: Effective Tool to Square the
Circle in the Business of Protecting Democracy?”, J ournal of Law and Social
Sciences, Vol. 2, No. 1, 2012, p.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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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정당이 문제의 활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확립한 것
(제69조 제6항)이나, 2004년 개정헌법에 국내법에 대한 국제인권법의 우
위를 명시한 것(제90조 제5항)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터키 헌법재판소
가 정의발전당 사건에서 베니스위원회의 지침이나 유럽인권협약을 명시
적으로 언급한 것 또한, 터키의 정당해산 실무가 유럽의 기준에 보다 접
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고무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터키 헌법재판
소가 세속주의를 정치적 정체성으로서의 민주주의와 구분하기 시작했다
는 평가 2 , 터키에서의 정당해산결정에 따라 이슬람 정당들이 그들의
입장을 수정·완화하게 되었다는 견해 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세속주의 원리에 대한 권위적이고 완고한 해석이 유지되
고 있으며 정당의 자유가 제약당할 여지가 크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
된다. 또한 정당해산결정이 너무 빈번하여 정당해산제도의 예외적 성격
이 상실되었고, 해산결정을 전후하여 동일·유사한 노선의 정당이 등장하
는 등 해산결정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으며 , 종교와 관련된 견해를 개
진하는 것이 반드시 반민주적이라 할 수 없음에도 방어적 민주주의를 잘
못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 6 도 있다. 베니스위원회 또한 터키의 정당해
산제도와 실무가 일부 개선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아직은 유럽의 민주
주의와 조화되기 어렵다고 평하였다.
149 )

331)

33 )

333)

334)

335)

33 )

337)

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Venice Commission),
O inion on the Constitutional and Legal Provisions to the Prohibition of Political
Parties in Turkey”, paras. 72, 99, 110.
332) Nancy L. Rosenblum, 앞의 글(2007), p. 63.
333) Nancy L. Rosenblum, 앞의 책(2008), p. 451.
334) Ergun Özbundun, “Party Prohibition Cases: Different Approach by the Turkish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D e mocratiz ation,
Vol. 17, No. 1, 2010, p. 137; Svetlana Tyulkina, 앞의 글(2011), p. 232.
335) 이를 ‘예비정당 체제(spare party system)’라고도 한다. 송석윤, 앞의 글(2010b),
78-79쪽; Svetlana Tyulkina, 앞의 글(2012), p. 45.
336) Svetlana Tyulkina, 앞의 글(2011), p. 232.
337) 특히 정당해산의 실체적 사유가 지나치게 많으며, 정당해산심판의 청구가 자의적으
로 이루어질 소지가 크고, 정당해산제도가 예외적인 조치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을 언급하였다. 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Venice
Commission), “Opinion on the Constitutional and Legal Provisions to the
331)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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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페인에서의 정당해산
복지당 사건을 제외한다면, 지금까지 유럽인권재판소가 유럽인권협약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Batasuna에 대한 해산결정이 유일하다. 여
기서는 Batasuna 사건의 배경 및 주요 판시사항을 개괄하고, 방어적 민
주주의와 관련하여 이를 검토한다.
가. 배경 및 주요 판시사항
제정된 스페인 정당법(Ley 54/1978 de Partidos Politicos: LPP)
제5조는 형법에서 불법단체로 규정되었거나 조직 또는 활동이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 정당을 해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
나 일반적으로 스페인은 독일식의 방어적 민주주의를 거부해온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 정당해산에 대한 위 규정도 실제 적용된 바가 없었다.
2002. 6. 27. 스페인은 정당기본법(Ley Orgánica 6/2002 de Partidos
Políticos: LOPP)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폭력이나 테러리즘을 정치
적으로 지지하는 등의 행위를 방지하고 그러한 행위를 하는 정당을 해산
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특히 스페인에서는 ‘바스크 지방의 자
유’를 뜻하는 분리주의 테러조직인 Euskadi Ta Askatasuna(ETA)의 테
러가 지속되어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사망 피해자만 57명에 달하였는
바, 정당기본법은 ETA의 정치조직으로 창당되어 활동해온 Herri
Batasuna와 Batasuna를 겨냥하고 있었다.
1978년

338)

339)

340)

ro i ition of Political Parties in Turkey”, para. 105.
etlana Tyulkina, 앞의 글(2011), p. 271; Angela K. Bourne, “Why ban
Batasuna? Terrorism, Political Parties and Democracy”, C omp arati ve Europ ean
P olitics, Vol. 13, No. 3, 2015, p. 339.
339) 동법 제9조 제2항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폭력을 장려하거나 동의,
정당화하는 행위, 테러조직의 활동을 정치적으로 지지·지원하는 활동 등을 정당해산
의 사유로 규정하였다. 보다 자세히는 문현진, “스페인 「정당기본법」에 관한 연구:
정당해산절차를 중심으로”, 『법제』, 통권 제665호, 법제처, 2014, 170쪽 이하 참조.
340) 정당기본법 제정의 경위에 관하여는 문현진, 위의 글(2014), 164-166쪽 참조.
P hb
338) 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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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기본법이 제정되고 얼마 되지 않은 2003. 3. 27. 스페인 대법원은
동법 제9조를 적용하여 Herri Batasuna와 Batasuna를 불법단체로 규정
하고 그 해산과 자산매각을 명하였다. 이들이 테러조직인 ETA와 강
력하게 연결되어 그 위성조직으로 활동해왔다는 것이 해산결정의 이유였
으며, 해산결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이의가 제기되었으나 2004. 1. 16.
만장일치로 기각되었다. 이에 두 정당의 지도부는, 스페인 대법원의 해산
결정이 유럽인권협약 제10조와 제11조를 위반하였다며 2004. 7. 19. 유럽
인권재판소에 제소하였다. 2
2009. 6. 30. 유럽인권재판소 제5재판부는 만장일치로 스페인 대법원의
해산결정이 협약 제11조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재판부는 일
련의 증거에 입각하여 이들 정당이 ETA와 연계되어 있다고 본 스페인
대법원의 판단을 지지하였으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역인 바스크 지방
에서 이러한 연관성이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
한 이들 정당의 정치적 계획이 민주사회의 개념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
로 스페인 민주주의에 상당한 위협이 된다는 이유에서, 해산결정이 정당
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비례적인 것임을 인정하였다.
341)

34 )

343)

나. 평가
, atasuna 사건이 방어적 민주주의에 입각한 것이었는지에 대하여
는 입장이 나뉜다. 일각에서는 이 사건을 전통적인 방어적 민주주의가
반테러 정책에 적용된 사례로 본다. 스페인이 민주화 이후 오랜 시간
이 지나 정당기본법을 제정·적용함으로써 절차적 민주주의로부터 방어적
민주주의로 나아갔다는 견해도 있다. 반면, 테러리즘과 연관된 정당을
해산하는 것은 방어적 민주주의와 무관하다는 평가도 개진된다. 6 스페
첫째 B

344)

345)

34 )

이들과 함께 Euskal Herritarrok(EH)도 해산되었다.
2 이 사건의 배경에 대하여 자세히는 윤정인·김선택, 앞의 글(2014a), 235-237쪽.
Herri Batasuna and Batasuna v. Spain, paras. 87-89, 93.
윤정인·김선택, 앞의 글(2014b), 241쪽; Svetlana Tyulkina, 앞의 책(2015), p. 6.
José-Antonio Santos, 앞의 글(2015), p. 394.
6 Alexander S. Kirshner, 앞의 책(2014), pp. 89-91.

341)
34 )
343)
344)
345)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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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대법원이 방어적 민주주의의 개념을 거부하였으며 유럽인권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해석도 있다. 이 사건에서 스페인 대법원이 스페
인 헌정질서는 방어적 민주주의에 입각해 있지 않다고 하였고, 스페인
헌법재판소 또한 이러한 입장을 취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Batasuna 등이 집권할 가능성이 없었고, 스페인의 민주주의에 위
기를 초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을 해산해서는 안 되었다는 비판이 있
다. 방어적 민주주의가 당시 민주주의의 존립에 대한 거대한 위협이
었던 파시즘에 맞서기 위한 대응방안이었음을 고려한 주장이라 하겠다.
셋째, Batasuna 등이 ETA의 테러를 비난하기를 거부했다거나, 개별 당
원들이 ETA와 연계되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해산사유로 불충분하다는
견해가 있다. 이는 복지당 지도부가 지하드를 주장하는 당원들로부터
거리를 두지 않았다고 하여 복지당이 폭력을 지지했다고 볼 수 없으며,
일부 당원들의 일탈행위를 정당에 귀속시킬 수 없다는 비판과 유사하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난의 거부만이 해산사유는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347)

348)

349)

350)

351)

다. 소결
, 테러리즘은 방어적 민주주의의 적용대상이라 할 수 없으며, 따라
서 Batasuna 사건도 방어적 민주주의에 입각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테러리즘과 방어적 민주주의의 관련성은 제3장 제4절 Ⅱ.에서 다룬다.
둘째, 살피건대 테러리즘과 연관된 정당은 그 규모나 집권가능성과는
무관하게 공동체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한다. 이 점에서, 집권가능성이 없
다는 이유만으로 Batasuna와 같은 정당이 해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
첫째

n rás Sajó, “Militant Democracy and Emotional Politics”, Constellations, Vol.
, o. 4, 2012, pp. 562-574.
이 점은 유럽인권재판소의 결정문에 나타나 있다. Herri Batasuna and Batasuna v.
Spain, paras. 31, 45.
349) Ian Cram, “Constitutional Responses to Extremist Political Associations - ETA,
Batasuna and Democratic Norms”, Le gal Stud ies, Vol. 28, No. 1, 2008, p. 93.
350) 가령 Nancy L. Rosenblum, 앞의 책(2008), pp. 424-425.
351) Herri Batasuna and Batasuna v. Spain, para. 88.
347) A d
19 N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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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찬동하기 어렵다. 이와 달리 어떤 정당이 반민주적인 목적을 합법
적으로 추진하는 경우라면, 민주주의에 대한 위험성을 판단함에 있어 그
정당의 규모나 집권가능성이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
4. 독일에서의 정당해산
2000년대 초 독일에서는 민족민주당에 대한 해산심판청구가 있었으나
절차상의 문제로 본안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최근 동 정당에 대
하여 다시금 해산심판이 청구되었으나 기각되었다.
가. 제1차 해산심판청구
2000년 독일사회에서는 인종주의적인 편견에 근거한 소수자에 대한 폭
력사건이 급증하였으며, 연방정부와 양원은 1964년 창당 이래 사회주의
제국당의 실질적인 대체정당으로 활동해온 민족민주당에 대한 해산심판
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후 동 정당의 지도부 다수(약 15%)가 연방헌법
보호청(Bu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 BfV)의 정보원이었다는 사실
이 밝혀졌으며 2 , 2003. 3. 18.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절차를 종결하였다(BVerfGE 107, 339).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는, 실체적 판단에 대한 부담 속에서 현명한 헌
법소송법적 출구전략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유력하다. 청구를 인용할
경우 극우세력이 더욱 과격해져 정치적 순교가 잇따를 우려가 있고, 청
구를 기각할 경우 네오나치 정당에 면죄부를 주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탁월한 판단을 한 것이라는 유사한 견해도 있다.
35 )

353)

354)

355)

2 이러한 사실은 민족민주당이 국가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으로
Eckhard Jesse, “Der gescheiterte Verbotsantrag gegen die NPD - Die streitbare
Demokratie ist beschädigt worden”, P olitische Vierteljahresschrift, Bd. 44, Hft. 3,
2003, S. 299.
353) 이 사건 결정의 배경 및 주요 판시사항에 대하여 자세히는 송석윤, 앞의 글(2010b),
62-74쪽; 추홍희, 『독일의 정당해산심판』, 세계법제연구원, 2015b, 39-45쪽 참조.
354) 송석윤, 위의 글(2010b), 73쪽.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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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결정이 독일에서 방어적 민주주의의 의미가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주장도 개진되었다. 절차상의 이유로 본안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이 독일기본법의 정신보다는 스페인의 절차적 민주주의에 가까운 것으
로 보인다는 관찰이나 6 ,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의 위반 여부가 아닌 절차적 정의였음을 강조하는 견해가 그러하다.
35 )

357)

나. 제2차 해산심판청구
2013. 12. 3. 연방참사원은 민족민주당에 대하여 다시금 해산심판을 청
구하였다. 이것은 스스로를 국가사회주의지하조직(Nationalsozialistischer
Untergrund: NSU)이라 칭하는 3인의 극단주의자들이 2000년부터 2006
년까지 터키와 그리스 출신의 이민자 9명과 독일인 경찰관 1명을 살해한
것이 드러났으며, 민족민주당의 튀링겐 주(州) 부의장을 지냈던 Ralf
Wohlleben이 이들에게 무기를 제공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검거된 것을
그 배경으로 하였다. 특히 이번에는 정보원 침투와 같은 문제가 없어
본안 판단이 유력하다고 전망되었으며 , 과거 독일공산당 사건의 법리
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였다. 독일공산당
사건은 정당이 당분간 위헌적인 목적을 실현할 가능성이 없어도 해산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비례원칙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 특징이다.
358)

359)

ilo Rensmann, “Procedural Fairness in a Militant Democracy: The “Uprising
of the Decent” Fails Before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German Law
J ournal, Vol. 4, No. 11, 2003, pp. 1133-1134.
356) José-Antonio Santos, 앞의 글(2015), p. 400.
357) 추홍희, 앞의 책(2015b), 45쪽. 민족민주당에 대한 해산시도의 실패가 방어적 민주주
의를 관철하는 것의 어려움을 보여준다는 연구로 Michael Minkenberg, “Repression
and Reaction: Militant Democracy and the Radical Right in Germany and France”,
P atterns of P rejudice , Vol. 40, No. 1, 2006, pp. 39-44.
358) Stephan Lorentz, “Bans on Political Parties - The Limitation of Free Political
Competition by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R itsumeikan Law
R e view, No. 31, 2014, pp. 181-182; 장영수, 앞의 글(2014a), 322쪽.
359) 차진아, 앞의 글(2014), 121쪽.
355)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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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계의 전망
(가) 독일공산당 사건의 법리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견해
다수의 논자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독일공산당 사건에서의 법리가
유지될 수 없다고 보았다.
첫째,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민족민주당에 대한 그들의 결정이 유럽인
권협약 위반이라는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을 원치 않으리라는 점이다.
만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정당이 민주주의에 위험을 초래하였는지 여
부를 고려하지 않고 비례원칙도 적용하지 않은 채 민족민주당을 해산하
는 결정을 할 경우, 민족민주당은 협약상의 권리 침해를 주장하면서 유
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할 것이 유력하며, 이 경우 해산결정이 협약에 반한
다는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6
둘째, 사회주의제국당이나 독일공산당에 대한 해산결정은 나치의 잔존
세력과 공산주의 진영의 위협에 직면한, 오늘날과 사뭇 다른 정치적·사
회적 환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이다. 6 이 점을 지적하는 논자들
은, 설사 위 결정들의 시대적 타당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방어
적 민주주의의 일반적인 형태로 지지될 수는 없다고 본다. 62 민주주의
에 대한 자신감, 방어적 민주주의에 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이미 기본
법 제21조 제2항의 해석론이 변화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6
셋째, 독일공산당 해산결정 당시 비례원칙이 고려되지 않은 것은, 동 결
정이 비례원칙이 자리 잡기 이전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6 이러한
3 0)

3 1)

3 )

3 3)

3 4)

6

artin Morlok, 앞의 글(2013), S. 324; Foroud Shirvani, “Parteiverbot und
Verhältnismäßigkeitsgrundsatz”, J uristenZeitung, Bd. 69, Hft. 22, 2014, S. 1075. 특
히 복지당 사건 당시 유럽인권재판소의 입장을 고려할 때 독일공산당 사건의 법리가
지속되기 어려우리라고 전망한 연구로 Robert Uerpmann-Wittzack, “Die Bedeutung
der EMRK für den deutschen und den unionalen Grundrechtsschutz”, J uristische
Ausbildung , Bd. 36, Hft 9, 2014, S. 919.
361) Martin Morlok, 위의 글(2013), S. 324; 이상경, 앞의 글(2014), 116-117쪽.
362) Jan-Werner Müller, 앞의 글(2016), p. 260.
363) 정태호, 앞의 글(2014), 271쪽.
364) 홍선기, 앞의 글(2014), 156쪽.
3 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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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에서는, 이미 비례원칙이 확고하게 자리매김한 오늘날 독일공산당
사건의 법리가 유지될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나) 독일공산당 사건의 법리가 유지되리라는 견해
이와 달리 독일공산당 사건에서의 법리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도 있
었는바, 그 주요 논거는 정당해산제도의 본질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구체
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정당을 해산할 수 있다면, 이는 예방적 수단
인 정당해산제도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6 민주적 기본질
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된 이후에만 정당해산을 시도해
야 한다면, 민주주의 및 국가존립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과중해질 것이
라는 지적도 있다. 66 이러한 입장에서는, 복지당 사건에서와 같은 유럽
인권재판소의 기준이 오히려 부적절하다고 본다.
3 5)

3 )

(2) 주요 판시사항
제1차 해산심판청구 당시와 달리 첩보원의 문제 등 절차상의 하자가 없
다며 본안판단으로 나아간 연방헌법재판소는 6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해산심판청구를 기각한바, 그 주요 판시는 다음과 같다.
3 7)

(가) 정당해산심판제도의 법리
, 기본법 제2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자유로
운 헌정국가에서 불가결한(unentbehrlich) 핵심적인 기본원리들을 일컫는
다. 인간의 존엄성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출발점(Ausgangspunkt)이
첫째

6 위헌정당해산제도의 본질이 바뀌지 않고 있어 독일공산당 사건에서의 기준이 지금
까지도 널리 인정되고 있다고 본 연구로 장영수, “통합진보당과 독일공산당의 비교”,
『고려법학』, 제72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b, 148쪽.
366) 장영수, 앞의 글(2014a), 326-328쪽; 차진아, 앞의 글(2014), 130-131쪽.
367) BVerfG, 2 BvB 1/13 vom 17. 1. 2017, Rn. 428.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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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6 , 모든 시민들이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과 국가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점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구성요소이다. 6 공권력이 법에 구속되며(기본법 제20조 제
3항), 이에 대하여 독립적인 사법부가 통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둘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제거한다(beseitigen)는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구성요소들 가운데 적어도 하나 이상을 폐지하려 하거나 그
것을 다른 헌정질서 내지 통치체제로 대체하고자 함을 뜻한다. 만일
어떤 정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구성요소에 감지할 수 있을 정도의
위태로움(spürbare Gefährdung)을 초래한다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손상시키는 것(beeinträchtigen)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셋째, 정당해산제도는 어떤 주의(主義)나 세계관(Weltanschauung)을 금
지하는 수단이 아니다. 따라서 위헌적인 목적만으로는 정당을 해산하기
에 부족하다. 그 정당의 활동이 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문의 보호법익
에 구체적인 위협을 초래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당해 정당의 활동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중 있는 증좌가 있어야만 한다. 이와 달리, 정
당의 활동이 그 위헌적인 목적을 달성하는데 성공하리라는 일말의 가능
성도 없다면, 당해 정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 내지 부인‘하려
하는(darauf ausgehen)’ 것이라 볼 수 없다. 또한 이러한 경우, 그 정당
을 예방적으로 금지(해산)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해야 할 필요성도 없다.
따라서 우리 재판부는, 정당이 예측 가능한 장래에 위헌적인 목적을 실
현할 가능성이 없어도 해산될 수 있다고 한 독일공산당 해산결정의 법리
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넷째, 정당해산심판에 있어서 비례원칙은 별도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비
례원칙은 국가기관이 행동이나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어떤 여지를 가지
는 경우에만 고려될 수 있다. 이와 달리 어떤 행동이 법적으로 강제된다
3 8)

3 9)

370)

371)

37 )

373)

6
6

3 8)
3 9)
370)
371)
37 )
373)

2

BV
BV
BV
BV
BV
BV

erfG, 2 BvB 1/13 vom 17. 1. 2017, Rn. 538.
erfG, 2 BvB 1/13 vom 17. 1. 2017, Rn. 543.
erfG, 2 BvB 1/13 vom 17. 1. 2017, Rn. 547.
erfG, 2 BvB 1/13 vom 17. 1. 2017, Rn. 550.
erfG, 2 BvB 1/13 vom 17. 1. 2017, Rn. 556.
erfG, 2 BvB 1/13 vom 17. 1. 2017, Rn. 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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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그리고 그러한 행동을 할 것인지의 여부나 행동하는 방식에 있어 대
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비례원칙은 배제된다. 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
문에 따라, 법정의 요건들이 충족된 경우 연방헌법재판소는 그 정당이
위헌임을 확인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비례원칙을 적용할 재량은 없다.
374)

(나) 사안에의 적용
방헌법재판소는 민족민주당의 정책(politische Konzept)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폐지할 것을 의도한다고 인정했다. 우선 재판소는, 동 정
당이 지지하는 민족(Volk)의 개념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법 앞의
평등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6 또한 민족민주당이 정의하는, ‘민
족과 국가의 일치(Einheit)’로 특징지어지는 민족국가는 게르만족이 아닌
사람들이 정치적 여론형성과정에 참여할 여지를 남겨두지 아니하는바,
이것은 모든 시민들이 정치과정에 참여할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민주
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하였다. 더구나 민족민주당은 현존하는 의회제도
를 폐지하고 이를 민족공동체(Volksgemeinschaft)의 개념을 고수하는 민
족국가로 대체하려 한다는 것이 재판소의 판단이었다.
또한 연방헌법
재판소는, 지도부의 고백, 사용하는 언어와 음악, 상징물이나 역사 수정
주의자들의 언사 등에 비추어볼 때, 민족민주당이 나치와 본질적인 유사
성(Wesensverwandtschaft)을 가지며 이는 그들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를 경멸하고 있음을 확인해준다고 하였다.
그러나 재판소는, 민족민주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목적에
헌신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그
들이 위헌적인 목적을 달성하는데 성공하리라는 구체적이고도 비중 있는
증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첫째, 의회정치에 있어서라면, 민
연

375)

37 )

377)

378)

379)

374)
375)
37 )
377)
378)
379)

6

BV
BV
BV
BV
BV
BV

erfG, 2 BvB 1/13 vom 17. 1. 2017, Rn. 599-606.
erfG, 2 BvB 1/13 vom 17. 1. 2017, Rn. 633.
erfG, 2 BvB 1/13 vom 17. 1. 2017, Rn. 635.
erfG, 2 BvB 1/13 vom 17. 1. 2017, Rn. 763.
erfG, 2 BvB 1/13 vom 17. 1. 2017, Rn. 805.
erfG, 2 BvB 1/13 vom 17. 1. 2017, Rn. 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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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거나 연립정부를 구성하리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
이다. 그들의 유럽의회선거 및 연방하원선거 결과가 저조하였던 점, 연방
및 주 의회에서 활동하는 원내정당들이 민족민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
거나 간헐적으로라도 협력할 의도를 가지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되었
다. 둘째, 6천명에 채 미치지 못하는 당원의 규모나 제한된 홍보역량,
낮은 조직도 등을 고려할 때, 민족민주당이 원외에서 민주적인 수단을
통해 위헌적인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도 없다는 것이다. 셋째, 민족민
주당이 무력이나 범죄행위를 통해 위헌적인 의도를 달성하려는 근본적인
경향(Grundtendenz)도 추론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소에 따르면, 일부
당원들이 행한 개별적인 폭행 기타 범죄가 증명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
로 민족민주당이 위법한 방식으로 헌법적대적인 의도를 달성하려는 근본
적인 경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재판소는, 민족민주당이
정치적 여론형성의 자유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고 폭력 사용에 대한 두려
움을 촉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간과되어서는 아니 되나, 그것은 기본법
제21조 제2항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2
족

380)

381)

38 )

(3) 평가
민족민주당에 대한 위 결정은 대체로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 및 베니스
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평가된다. 독일 연방헌법재판
소 또한, 이 사건 결정에서의 심사기준이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에 부합
하는 것이라 하였다.
먼저 다음의 이유에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독일공산당 사건에서의
법리를 유지하지 않으리라는 점은 어느 정도 예견되었다고 본다.
첫째,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 및 베니스위원회의 각 지침이 정당금지
실무에 있어서의 일관된 원칙을 확립하여왔는바, 특히 정당금지·해산은
383)

380)
381)
38 )
383)

2

BV
BV
BV
BV

erfG, 2 BvB 1/13 vom 17. 1. 2017, Rn. 897.
erfG, 2 BvB 1/13 vom 17. 1. 2017, Rn. 910.
erfG, 2 BvB 1/13 vom 17. 1. 2017, Rn. 933, 951.
erfG, 2 BvB 1/13 vom 17. 1. 2017, Rn.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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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초래하는 위험성에 대한 평가에 따라야 한
다는 점이 강조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Görgülü사건(BVerfGE 111, 307)에서 보는 것처럼, 독일 연방헌법
재판소가 유럽인권협약 존중의 원칙을 확립·유지하여왔다는 점이다. 이
사건에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연방의 모든 국가기관이 유럽인권
협약에 구속된다는 점, 독일법이 유럽인권협약에 적합하게 해석될 수 있
는 경우 그러한 해석이 우선시된다는 점을 밝혔다.
셋째,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태도에서 이미 변화가 감지되었
다는 점이다. 민족민주당에 대한 1차 해산심판 당시 절차종결에 반대한
4인의 재판관은, 연합공산당 사건과 복지당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본
안판단으로 나아갔어야만) 비례원칙에 따른 정당금지를 방어적 민주주의
사상의 표현으로 수용한 유럽인권협약과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을 고려
하여 헌법의 발전에 관하여 판단할 기회를 가졌을 것”이라 하였다.
또한 2015. 10. 29.부터 이틀 간 치러진 한국·독일 헌법재판관 공동 세미
나에서 Peter Müller 재판관은, 긴박한 사회적 필요성을 요구하는 유럽
인권재판소의 입장을 상기하면서 통합진보당의 구체적 위험성을 어떻게
판단하였는지 질의한 바 있다. 6
한편 연방헌법재판소는 법정의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정당이 위헌임을
확인‘하여야’ 한다는 이유에서,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 비례원칙이 고려되
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독일기본법의 문언에 따른 이 같은 해석이,
반드시 유럽인권재판소의 입장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당해
정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구성요소에 감지할 수 있을 정도의 위태
로움을 초래하여야만 해산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이 재판소의 입장인바,
위험성을 판단하여 해산여부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이미 예방적 수단으
384)

385)

38 )

다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유럽인권재판소가 유럽인권협약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린다고 하여 독일 법원이 내린 결정이나 판결의 효력이 제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
였다. 신옥주, 앞의 글(2008), 394-395쪽.
385) BVerfGE 107, 339, 394f.
386) 이승환, “한·독일 헌법재판관 공동 세미나”, 『법률신문』, 2016. 3. 22,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9343 (최종접근
일 2017. 7. 23.)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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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 비례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5. 기타 사례
2000년대 벨기에에서는 극우정당 플랜더스 블록(Vlaams Blok)의 금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2004년 겐트(Ghent) 항소법원은 동 정당의 3개 계열
조직이 인종차별금지법 및 외국인혐오금지법을 위반하였다고 판시하였으
며, 이러한 판단은 벨기에 대법원(Court of Cassation)에서도 유지되었
다. 소속 의원들에 대한 기소 및 정부 보조금의 지급거부에 대한 우려로
플랜더스 블록은 자진해산하였고, 보다 온건한 플랜더스의 이익(Vlaams
Belang)이라는 정당이 설립되었다.
Pirin Macedonia의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것이 곧 민주주의 원리로부터
의 일탈을 뜻하지 않는다고 한 Pirin and Others v. Bulgaria 사건은 앞
서 간략히 다루었다.
387)

6. 소결
지금까지 개괄한 2000년대 각국의 정당해산·금지 주요 사례에서는, 다
음 두 가지의 두드러진 경향이 감지된다.
첫째, 초창기 정당해산에서 문제된 극우·극좌 이념은 물론 테러리즘, 소
수민족 분리주의, 세속주의 위반 등 새로운 사유에 따른 정당금지 사례
가 증가하고 있다. 터키 헌법 제68조나 스페인 정당기본법 제9조 등 최
근 각국의 법제는 이러한 해산사유를 명시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근래
에는 방어적 민주주의에 입각한 정당금지의 패러다임이 본질적으로 변화
하였다는 주장도 제기되는바, 제3장 제4절 Ⅴ.에서 검토한다.
둘째, 유럽인권재판소와 베니스위원회가 정당금지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an Erk, “From Vlaams Blok to Vlaams Belang: The Belgian Far-Right
Renames Itself”, West Europ ean P oliti cs, Vol. 28, No. 3, 2005, p. 493; Gur Bligh,
앞의 글(2013), pp. 1339-1340.

387)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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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수행하고 있다. 유럽인권재판소가 각국의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가운데 다수의 정당금지를 통제해온 것이나, 베니
스위원회가 정당금지에 관한 일관된 기준을 지속적으로 제시한 점은 높
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베니스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이 구속력을 가지
지 못한다는 점, 유럽인권재판소가 당사국의 협약 위반을 확인하더라도
그것이 국내 법률의 폐지나 판결의 번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 ,
유럽인권재판소가 협약의 해석·적용을 넘어 각국 헌법재판소처럼 헌정질
서를 수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 은 한계라 할 수 있다.
역

388)

389)

Ⅳ. 종교적 복장의 규제 문제
최근 여러 나라에서 종교적 복장, 특히 무슬림 여성들이 신체를 가리고
종교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부르카(Burka), 니캅(Niqab), 히잡(Hijab), 차
도르(Chador), 부르키니(Burkini) 의 규제가 문제되고 있으며, 이 문제
를 다룬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가 집적되었다. 특히 프랑스나 터키에
서는, 이 문제가 민주주의의 방어라는 측면에서 다루어지기도 하였다.
390)

391)

1. Leyla Şahin v. Turkey
터키에서는 케말리즘에 입각하여 1925년부터 종교적 복장의 착용을 규
제하는 일련의 법제가 제정·시행되었으나, 1980년대에 이르러 자신의 종
교적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 대학교 교정에서 헤드스카프를 착용하는
이 점에서 유럽인권재판소의 결정이 단지 확인적 효력만을 가지나, 소송당사자가
된 협약 당사국은 협약 위반이라는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협약위반상태를 종
료해야 한다는 지적으로 박진완, “유럽인권법원의 Görgülü v. Germany 사건을 둘러
싼 유럽인권법원과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갈등”, 『유럽헌법연구』, 제3호, 유럽헌법
학회, 2008, 191-193쪽.
389) Paul Harvey, 앞의 글(2004), p. 411.
390) 부르카와 비키니의 합성어이다.
391) 주요 사례는 김선희, “종교의 자유와 종교적 다원주의를 위한 국가의 중립 - 유럽
인권재판소 판결을 중심으로 -”, 『헌법이론과 실무』, 2016-A-1, 헌법재판소 헌법재
판연구원, 2016, 94-95쪽의 각주 403에 정리되어 있다.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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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들이 나타났다. 2 이스탄불 의과대학 5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터
키 국적의 무슬림 Leyla Şahin은 헤드스카프 착용을 이유로 시험에 응시
하지 못하였고, 졸업논문 작성과 상급반 수업 참여가 허가되지 아니하였
다. Leyla Şahin v. Turkey 사건에서는, 국립대학이 내부규정을 통하여
대학시설 내에서 이슬람 헤드스카프를 금지하는 것이 종교의 자유에 관
한 유럽인권협약 제9조에 반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졌다.
이 사건에서 주로 검토된 것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었으나, 세속
주의 원리와 민주주의의 관련성에 관한 설시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논리
를 보여준다. 터키 정부는 세속주의가 자유롭고 다원적인 민주주의의
전제라고 주장하였고 , 유럽인권재판소는 세속주의가 터키의 민주주의
체제를 보호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헤드스카프에 대한 규
제가 민주사회에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6
동 결정에 대하여는 단지 헤드스카프를 착용하는 것과 타인에게 착용을
강제하려는 시도를 구별하여야 한다는 비판 , 정치적 결사를 형성하거
나 집권할 의도가 전무한 개인을 민주주의의 적으로 인식하여 방어적 민
주주의를 자의적으로 확대한 것이라는 비판 이 제기되었다.
39 )

393)

394)

395)

39 )

397)

398)

2. Dogru v. France
프랑스는 헌법 제1조 제1항에서 비종교적 공화국임을 천명하고 있으며,
2 Le la Şa in v. Turkey, paras. 30-31.
진 , 유럽인권법원의 Leyla Şahin v. Turkey사건에서의 헌법적 원리로서의 세
속주의(secularism)에 대한 검토”, 『동아법학』, 제62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56쪽; 염지애, “다문화사회에서의 종교의 자유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고려대
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학위논문, 2014, 45-46쪽 참조.
394) Svetlana Tyulkina, 앞의 글(2011), p. 244; Patrick Macklem, “Guarding the
Perimeter: Militant Democracy and Religious Freedom in Europe”, Constellations,
Vol. 19, No. 4, 2012, p. 580.
395) 터키 헌법재판소 또한 1989. 3. 7. 결정에서, 터키의 세속주의가 민주주의적 가치의
보장자(guarantor)라는 입장을 밝혔다. Leyla Şahin v. Turkey, paras. 91, 105.
396) Leyla Şahin v. Turkey, para. 106.
397) Svetlana Tyulkina, 앞의 글(2011), p. 244.
398) Carlo Invernizzi Accetti and Ian Zuckerman, 앞의 글(2016), pp. 11-12.
39 )
y
h
393) 박 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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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주의(laïcité)는 프랑스 공화주의 원리의 시금석으로 여겨지고 있
다. Dogru v. France 사건에서는, 플레(Flers)시 소재 중학교 징계위
원회가 체육수업 중 헤드스카프를 벗는 것을 거부하며 수업에 참여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1세의 무슬림 여학생 Belgin Dogru
를 퇴학시킨 것이 유럽인권협약 제9조에 반하는지가 문제되었다.
결론적으로 재판소는 Dogru에 대한 퇴학처분이 협약 제9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보았는데, 특히 세속주의가 법치주의·인권의 존중·민주주의와
조화를 이루는 국가의 근본원리 가운데 하나이며, 터키에서 세속주의는
민주주의적인 가치의 보장자라고 하였던 Leyla Şahin v. Turkey 사건에
서의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Leyla Şahin v. Turkey 사건에서와 달리 해당 국가(프
랑스)에서 소수자인 무슬림의 종교적 복장에 대한 규제가 문제되었다.
그러나 동 결정은 (민주주의적 가치의 보장자로 기능한다고 여겨지는)
세속주의 원리를 보호하려는 호전성에 입각한 것이며, 따라서 소수종교
의 자유에 관한 사안으로만 볼 수 없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2 공공장소
에서의 종교적 복장 착용이 1930년대 파시스트의 준군사적 제복과 유사
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으며, 그것이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헤드스
카프의 규제가 정당한 것으로 여기게끔 한다는 견해도 있다.
세

399)

400)

401)

40 )

403)

3. 소결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이슬람 복장의 규제가 문제된 사례는 많다.
그 중 위의 사례들은, 세속주의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보장한다는 전제
하에 이슬람 복장에 대한 규제의 정당성을 긍정하였다는 점에서 방어적
민주주의의 논리를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서구에서 세속주의의 보호
Le la Şa in . r e , ara. 6.
o r . ran e, t , li ation no. 27058/05, judgment of
2008 (Fifth Section), paras. 5-8.
401) Dogru v. France, para. 66.
402) Svetlana Tyulkina, 앞의 글(2011), p. 246.
403) András Sajó, 앞의 글(2012), p. 567.
399)
y
h v Tu k y p
5
400) D g u v F c EC HR App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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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e er

4 D c mb

가 이슬람만을 표적으로 한다는 비판 , 기독교민주연합(Christlich
Demokratische Union Deutschlands: CDU) 등 종교로부터 영감을 얻은
정당이 활동하고 있음을 생각할 때 문제가 있다는 지적 이 있다.
생각건대, 국가정체성에 대한 도전의 규제를 방어적 민주주의로 정당화
할 수는 없다고 본다. 영토의 통합성이나 세속주의 등 국가정체성에 대
한 도전과 방어적 민주주의의 관련성은 제3장 제4절 Ⅲ.에서 검토한다.
404)

405)

Ⅴ. 혐오표현의 문제 심화
2000년대 이후에는 혐오표현의 문제가 여러 나라에서 심화되었으며, 동
유럽 등 민주주의가 안정되지 못한 국가들에서의 혐오표현은 방어적 민
주주의의 차원에서도 활발히 논의되는 양상이다.
1. 혐오표현의 전개양상
체코에서는 소수민족인 집시에 대한 혐오표현이 증가한 결과 집시 대다
수가 자신의 정체성을 숨긴 채 정치적·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있으며 6 ,
이와 관련하여 유럽인종차별위원회(European Commission against
Racism and Intolerance: ECRI)에서도 우려를 표명하였다 . 그 밖에
1990년대 헝가리에서와 같이 『나의 투쟁(Mein Kampf)』을 번역·출간한
것이 문제된 사례 , 네오나치를 선전하는 앨범을 출시한 극우 성향의
밴드 가수가 처벌된 사례 가 있다.
헝가리의 경우 유대인, 집시,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표현이 특히 문제
되고 있다. 2009. 7. 2.에는 2007년 이래 준군사적 제복을 착용하고 나치
40 )

407)

408)

409)

etlana l ina, 의 2 , . 2 .
ti eitel, 의 2 , . 6 .
6 la isla ela sa , 의 2 , . .
ro ean o ission a ainst a is an ntolerance, “ECRI Report on the
Czech Republic (Fourth Monitoring Cycle)”, CRI(2009)30, 15 September 2009, para.
43.
408) Nejvyšší soud (Supreme Court) 5 Tdo 337/2002, 24 July 2002.
409) Uladzislau Belavusau, 앞의 글(2014), pp. 37-38 참조.
404)
405)
40 )
407)

Sv
Tyu k
앞 글( 011) p 47
Ru T
앞 글( 007) p 7
U dz
u B vu u 앞 글( 014) p 38
Eu p
C mm
g
R c m
d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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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휘장과 깃발을 사용하며 활동해온 헝가리호위대(Magyar Gárda)가
해산되기도 하였다.
폴란드에는 유대인, 집시, 사회주의자, 성소수자, 페미니스트 등 다양한
대상을 향한 혐오표현이 만연하여 있으며, 혐오표현을 규율하는 개정형
법 규정(제256조)에도 여러 문제가 있다고 평가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정교분리가 엄격하지 못한 까닭에 종교적 관점에서의 혐오표현에 대하여
검찰과 법원이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예컨대
유대인이나 집시, 사회주의자,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일삼아온 극
우 가톨릭 라디오방송국인 Radio Maryja에 대하여 전혀 규제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폴란드를 유대인들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라
는 플래카드를 내건 것이 형법 제256조 위반이 아니라고 한 2007년 대법
원 판결 2 도 많은 비판을 받았다.
2000년대 이후 혐오표현이 문제된 것은 위 동구권 국가들에 국한되지
않는다. 특히 캐나다와 영국의 규제 사례는 방어적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음미할 만하다.
2013년 캐나다 대법원은 Saskatchewan v. Whatcott 사건 에서, 혐오
표현은 소수자 집단이 민주주의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것에 중대한 제약
이 된다고 설시하였으며, 최근의 한 연구는 이 사건을 독일의 홀로코스
트 부인죄 규정이나 터키 복지당 사건과 함께 방어적 민주주의의 차원에
서 다루었다. 동 판결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혐오표현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보여준다는 이유에서였다.
영국에서는 2006년 ‘인종 및 종교적 혐오 방지법(The Racial and
410)

411)

41 )

413)

414)

la islau Belavusau, 위의 글(2014), pp. 48-49.
la islau Belavusau, 위의 글(2014), pp. 51-53. 2010. 6. 8. 발효된 개정형법 제256
조는 연령·성별·장애에 따른 혐오표현을 규율의 대상에서 누락하였고(제1항), 혐오표
현이 예술적·교육적·과학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경우 처벌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제3항)의 해석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412) Sąd Najwyższy IV KK 406/06, 5 February 2007.
413) Saskatchewan (Human Rights Commission) v. Whatcott, 2013 SCC 11, [2013] 1
S.C.R. 467.
414) Alexander Brown, H ate Spee ch Law: A P hilosophical Examination, New York:
Routledge, 2015, p. 198.
410) U dz
411) U d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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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gious Hatred Act 2006)’이 제정되었다. 극우정당인 브리튼국민당
(British National Party: BNP)의 당수인 Nick Griffin이 인종적인 적의
(敵意)를 선동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평결로 처벌되지 않은
것이 동법이 만들어진 배경이었다. 당시 Griffin은 자신의 발언이 인종적
인 혐오를 선동한 것이 아니라 이슬람을 대상으로 종교적 혐오를 나타낸
것이라고 변명하였고 , 이에 종교적 혐오표현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인 장치의 필요성이 부각된 것이다. 6 이후 브리튼국민당이 2009년 유
럽의회 선거에서 2명의 의원을 배출하자, 영국 평등인권위원회(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 EHRC)는 당원의 자격을 백인으로 제
한한 당헌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최근 이 사건을 방어적 민주주의
의 측면에서 검토한 연구 가 있는바, 제3장 제4절 Ⅳ.에서 살펴본다.
R

415)

41 )

417)

2. 대응
이처럼 여러 나라에서 혐오표현의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국제사회는
혐오표현 제재의 근거를 확대하고 각국에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
하였다. 온라인에서의 혐오표현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 유럽평의회는
2003년 사이버범죄협약의 추가의정서 를 채택하였으며, 2010년 자유권
규약위원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 UNHRC) 는
혐오표현 및 증오범죄(hate crime)를 범죄로 규정할 것을 폴란드에 권고
하였다. 2 2014년 여성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418)

419)

4 0)

ri in은 인종주의적인 반유대인 담론을 반이슬람주의 담론으로 전환하였다고 평가
된다. 정희라, “영국에서 극우정당은 살아남을 것인가? 영국국민당(British National
Party)과 다문화주의”, 『역사와 문화』, 제24호, 문화사학회, 2012, 312-314쪽.
416) 정희라, “2006년 영국의 인종 및 종교적 혐오 방지법: 무슬림과 종교적 소수자 보호
를 위한 정책”, 『EU연구』, 제35호,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2013, 202-203쪽.
417) Alexander S. Kirshner, 앞의 책(2014), pp. 61-62, 79-81.
418) Council of Europe, “Addi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Cybercrime,
Concerning the Criminalisation of Acts of a Racist and Xenophobic Nature
Committed Through Computer Systems”, ETS No. 189, 28 January 2003.
419) 유엔 인권위원회,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 등으로도 불린다.
420)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 “Concluding Observations on Poland”,
415) G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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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는 핀란드에 소
수민족 여성들에 대한 혐오표현의 증가에 관한 대책 강화를 주문하였
고 2 , 같은 해 장애인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는 뉴질랜드에 장애인에 대한 혐오표현을 예방·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권고했다. 22 2015년 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는 공개적인 증오나 차별의 선동을 처
벌하는 형법규정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혐오표현도 처벌대
상으로 포함시킬 것을 스위스에 권고하였으며 2 , 같은 해 자유권규약위
원회는 우리나라에서의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에 우려를 표명하고 정
부의 대응을 촉구하였다. 2 2
A

4 1)

4 )

4 3)

4 4)4 5)

3. 소결
서 보았다시피 국제사회가 혐오표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이며, 중·동유럽 등지의 불완전한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혐오표현이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
들여져 방어적 민주주의의 대상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렇다고 하여 혐오
표현의 해악이 이들 국가들에만 국한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앞

/ / OL/CO/6, 15 November 2010, para. 8.
o 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Seventh Periodic Report of Finland”, CEDAW/C/FIN/CO/7, 28
February 2014, paras. 14-15.
422)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Initial Report of New Zealand”, CRPD/C/NZL/CO/1, 31 October 2014, paras.
5-8.
423)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Combined Second to Fourth Periodic Report of Switzerland”, CRC/C/CHE/CO/2-4,
4 February 2015, paras. 24-25.
424)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Fourth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CCPR/C/SR.3226, 3 November
2015, paras. 14-15.
425) 혐오표현에 대한 근래 국제사회의 대응에 관하여는 이승현, 앞의 글(2015), 1쪽; 이
주영, 앞의 글(2015), 198-199쪽 참조.
CCPR C P
4 1) C m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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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는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일반이 방어적 민주주의의 전형적인
사례라는 견해와, 일부 공통점을 인정하면서도 양자를 준별하는 견해 등
이 개진되어 왔다. 혐오표현의 규제를 방어적 민주주의에 입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제3장 제4절 Ⅳ.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학

제6절 결어
제2장에서는 Loewenstein이 방어적 민주주의를 주창한 이래 지금까지
방어적 민주주의의 이론과 실무가 전개되어온 양상을, 주요 사례들을 중
심으로 하여 시기 순으로 개괄하였다. 이상 검토한 바는 다음과 같이 정
리해볼 수 있다.
첫째, 방어적 민주주의의 채택·적용 및 이에 관한 논의는 항상 일정하
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민주주의 사회가 모종의 위험을 인식한 이후
활성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Loewenstein의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은, 파
시즘에 의하여 유럽 각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제시되었
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독일기본법의 제정 및 적용은 파시즘(나치즘)의
기억과 공산주의 세력에 대한 경계에 입각한 것이었으며, 1990년대 중·
동유럽의 신생민주주의 국가들은 소수민족 분리주의·종교적 근본주의·혐
오표현 등의 다양한 위험을 인식하고 방어적 민주주의 관련 규정을 도입
하였다. 또한 9·11 테러는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이 이슬람 근본주의 세
력의 위협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 결과 방어적 민주주의가 정
치적·법적 담론의 중심에 자리하게 되었다. 일부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있었던 권위주의로의 퇴행은, 방어적 민주주의를 초국가적으로 관철하는
것의 당위와 가능성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둘째, 방어적 민주주의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예외 없이 받아
들여지는 보편적인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이나 호주 등 영어권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방어적 민주주의의 개념에 친하지 아니하였고 26 ,
4 )

4

26) 미국과 영국이 방어적 민주주의의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본 한상희, “위헌정
당해산심판제도, 그 의미와 문제점: 통합진보당 사건과 관련하여”, 『민주법학』, 제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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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2002년 정당기본법을 제정하고 동법에 의거하여 Batasuna를 해
산하기 전까지의 스페인도 방어적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하기는 어렵다고
평가된다. 2 최근의 연구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역사적·사회적 여건에
따라 방어적 민주주의를 수용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함을 보여주며 2 ,
민주주의 국가들 가운데 일부만이 정당금지제도를 두고 있다는 점도 지
적되고 있다. 2 방어적 민주주의의 개념에 익숙지 않다는 것이, 그 나라
에 체제를 방어할 수 있는 기제가 없음을 뜻하지 않음은 물론이다.
셋째,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방어적 민주주의의 관련성에 대한 일관된
설명은 쉽지 않으며, 예외적인 사례를 여럿 찾아볼 수 있다. 1990년대
중·동유럽의 불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들 다수가 방어적 민주주의 관련 규
정을 채택한 것은 사실이나, 이들은 실제로 정당해산 등의 조치를 취하
는 것에 소극적이었다. 구체제 인사들을 포용하는 협력적 민주화를 달성
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민주주의의 역사가 짧음에도 정당해산제도 자체
를 두고 있지 않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민주화 이후 약 27년이 경과한
시점에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이 이루어졌고 , 스페인에서도 민주주의가
확립되고 오랜 시간이 지나 Batasuna가 해산되었으며, 독일에서는 2013
년 민족민주당에 대한 해산심판이 청구되었으나 최근 기각되었다.
넷째, 개별 국가들의 주저나 국제규범이 가지는 구속력의 한계로 방어
적 민주주의가 초국가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정
4 7)

4 8)

4 9)

430)

431)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4, 376쪽 참조.
2 atasuna 사건이 방어적 민주주의에 따른 것인지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며 이
는 앞서 살펴보았다.
428) 독일, 칠레, 이스라엘 등이 강한 방어적 민주주의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나 미국, 오
스트리아, 일본 등이 방어적 민주주의의 개념에 친숙하지 않음을 지적한 Markus
Thiel, 앞의 글(2009c), pp. 7-11 참조. 이 연구는 칠레가 1980년 헌법을 통해 독일의
방어적 민주주의를 받아들였다고 보고 있으나, 당시 칠레가 방어적 민주주의의 전제
요건인 민주주의를 구비하고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다.
429) Angela K. Bourne, 앞의 글(2015), p. 326.
430)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통합진보당의 해산 및 의원직 상실결정은 방어적 민주주의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판례집 26-2하, 1, 113-114.
431) 이 논문은 정당금지 모두가 방어적 민주주의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
이며, 앞서 서술하였듯 Batasuna 사건이 방어적 민주주의가 적용된 사례가 아니라고
본다. 정당금지와 방어적 민주주의와 관련성은 제3장 제4절 Ⅴ.에서 자세히 다룬다.
호
4 7)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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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금지의 실무에 있어서는 유럽인권협약 당사국 내지 베니스위원회 회원
국 간 일정한 기준의 수렴이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물론 정당을 금지하
는 사유와 기준은 각국의 역사적 경험 및 헌법을 제정할 당시의 정치적
상황으로부터 비롯되며, 따라서 국가 간 적잖은 차이가 존재한다. 2 유
럽인권재판소가 당사국의 정당금지조치가 협약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보충성의 원칙이나 판단의 재량 이론에 따른 한계가 있
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정당금지에 관한 주요
국가들의 법령이 대체로 베니스위원회의 지침을 따르고 있으며 , 유럽
인권재판소가 각국의 정당금지 사안에 대하여 일관된 기준에 따라 규범
적 통제를 가해왔다는 점이다. 정당의 무덤이라 일컬어졌던 터키의 경우
에도 엄격한 세속주의와 민주주의를 구분하고 유럽의 정당금지 관련 기
준에 접근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으며 , 독일의 민족민주당 사건 또한
유럽인권재판소의 법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졌다.
다섯째, 최근에는 방어적 민주주의가 Loewenstein이 인식했던 적(파시
즘) 이외의 대상으로 확대적용되는 경향이 감지되며 이에 대한 학계의
논의도 활발하다. 특히 9·11 테러 이후에는 반테러리즘과 방어적 민주주
의의 관련성에 관한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세속주의 원리 등 국
가정체성에 대한 도전에 방어적 민주주의를 적용하려는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 외에 혐오표현이 방어적 민주주의의 이론적 틀
에 포섭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되며, 오늘날의 새로운 정당해산·금
지 사례를 방어적 민주주의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견
해가 대립한다.
제3장에서는 Loewenstein의 방어적 민주주의를 평가하고, 오늘날 방어
적 민주주의의 규범적인 원리를 고찰하는 한편, 그 적절한 적용 범주를
논구할 것이다.
43 )

433)

434)

2 ancy L. Rosenblum, 앞의 글(2007), pp. 39-41. 독일기본법, 터키 헌법, 이스라엘
기본법 등의 관련규정은 앞서 살펴보았다.
433) Samuel Issacharoff, 앞의 글(2007), p. 1463.
434) 다만 2016. 7. 15. 미수에 그친 쿠데타(2016 Türkiye askerî darbe girişimi) 이후 터
키에서 이슬람주의가 강화되고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43 )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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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방어적 민주주의에 관한 이론적 검토
제1절 도입
제2장에서는 Loewenstein이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을 제시한 이래 지금
에 이르기까지 관련 논의의 역사적 전개를 개괄하고 그 함의를 도출하였
다. 제3장에서는 방어적 민주주의에 관하여 이론적으로 검토한다. 먼저
Loewenstein이 주창한 고전적인 방어적 민주주의를, 그것이 규범적 정당
성과 시의성을 가지는 것이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한다(제2절). 다음으
로는 여러 비판론을 극복할 수 있는 오늘날 방어적 민주주의는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지 그 규범적인 원리를 제시한다(제3절). 한편 방어적 민주
주의가 여러 새로운 대상에 확대적용되고 있음을 앞서 살펴보았는바, 그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논구하고 오늘날 방어적 민주주의의 적절한 적용
범주를 설정한다(제4절).

제2절 Loewenstein의 방어적 민주주의론에 대한 평가
여기서는 방어적 민주주의론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별도 이론구성의
필요성 및 시의성에 관한 찬반양론을 중심으로 개괄한다. 제2장 제1절에
서 본 것처럼, 고전적인 방어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제도 내지 절차를
활용하여 민주주의를 전복하거나 파괴하려는 자들에 맞서 예방적인 조치
를 취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방어할 기회를 가지는 법적·정치적 구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방어적 민주주의가 어디까지나 당해 정치공동체의 민
주주의를 전제한 이론이었다는 점, 외견상 합법성을 갖추고 민주주의에
적응하는 대단히 특유한 적을 염두에 둔 처방이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Ⅰ. 파시즘 및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인식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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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살펴볼 것은 Loewenstein의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이 파시즘 및
당시 정치현실에 대한 적절한 이해에 근거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문제이
다. 일련의 연구는, 파시즘이 모호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정의하기가 쉽
지 않음에도 그가 포착한 여러 특성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예컨대 Robert O. Paxton은 공동체의 쇠퇴에 대한 두려움, 대중의 지
지, 민족주의, 민주주의적 자유의 포기, 폭력성, 내부정화와 외부팽창이라
는 목적 등을 파시즘의 표징으로 열거한다. 6 파시즘이 모순적인 태도
의 만화경이라는 견해 에서는 일관된 사상으로 볼 수 없는 정치적 기
술로서의 특성을 엿볼 수 있으며, 다수의 연구는 파시즘이 민주주의에
적응하며 형식적으로 합법성을 활용하였다는 점 과 대중의 동의를 생
산하려고 노력했다는 점 을 말해주고 있다. 한편 파시즘이 그 자체 이
데올로기와 목적을 가진 민족주의 혁명이라고 보는 견해 도 있으며
Loewenstein도 “fascist ideology”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으나 , 그가
말하고자 한 것은 파시즘이 가치 있는 사상이 아니며 패퇴시킬 수 있는
대상이라는 점이었음을 감안하여 선해할 필요가 있다.
국제정세에 대한 Loewenstein의 판단 또한 후학들에 의하여 뒷받침되
고 있다. 1938년에 이르면 1920년 당시 존재했던 유럽의 민주주의 국가
들 가운데 절반이 독재국가로 변모했다는 지적 2 이나, 민주주의의 붕괴
먼

435)

43 )

437)

438)

439)

440)

441)

44 )

파시즘의 모호함을 지적한 연구로 장문석, 『민족주의 길들이기: 로마 몰락에서 유
럽 통합까지 다시 쓰는 민족주의의 역사』, 지식의 풍경, 2007, 274쪽.
436) 로버트 O. 팩스턴, 손명희·최희영 옮김, 『파시즘: 열정과 광기의 정치혁명』, 2005,
487쪽.
437) George L. Mosse, “Introduction: Toward a General Theory of Fascism”, in
George L. Mosse, I nternational F ascism: N ew Thoughts and N ew App roaches,
London: Sage Publications, 1979, p. 1.
438) Christoph Möllers, “‘We are (afraid of) the people’: Constituent Power in German
Constitutionalism”, in Martin Loughlin and Neil Walker eds., The P arad ox of
C onstitutionalism: C onstituent P ower and Constitutional F or 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p. 93.
439) 가령 장문석, 앞의 책(2007), 295쪽.
440) George L. Mosse, The F ascist R e volution: Towar d a G eneral Theor y of
F ascism, New York: Howard Fertig, 1999, p. 11.
441) Karl Loewenstein, 앞의 글(1938a), pp. 593-594.
442) Mark Chou, 앞의 책(2014), p. 51.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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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권위주의 체제의 수립이 전간기의 유럽에서 흔했다는 서술 이 그
예이다.
443)

Ⅱ. 방어적 민주주의의 필요성 및 규범적 정당성
Loewenstein의 방어적 민주주의론에 가해지는 비판의 핵심은, 이 같은
별도의 이론구성이 필요하며 규범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
이다. 이하에서는 동 이론의 필요성, 부작용의 가능성, 효율성 등에 관한
찬반의 입장과 각각의 주요 논거를 살펴본다. 그 대부분은 오늘날 방어
적 민주주의의 규범적 정당성이나 필요성을 둘러싼 논의에도 원용할 수
있는 것이다.
1. Loewenstein의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
가. 체제의 방어는 모든 국가의 속성이라는 지적
방어적 민주주의에 비판적인 논자들은, 모든 국가는 체제를 방어하고자
하며 이는 민주주의 국가들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고 본다. 전
세계 어느 나라의 헌정체제이든 체제 수호를 위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
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며, 그런 의미에서는 모든 나라를 방어적 민주주
의라 부를 수도 있다는 견해 6 도 개진된다. 또한 일각에서는, 민주주의
국가가 특히 취약하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증명된 바 없으며, 민주주의
444)

445)

44 )

an Kershaw, 앞의 글(1990), p. 1.
일반적인 수준에서 국가는, 구성원들에 대하여 포괄적인 통제력을 행사하면서 그
사회체제의 유지와 재생산을 총괄하는 지속력을 지닌 강권적 권력체로 이해된다. 서
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공저, 『정치학의 이해』, 박영사, 2002, 144, 148쪽.
445) Giovanni Capoccia에 따르면, 어떠한 민주주의도 개인이나 집단의 모든 정치적 의
견을 전적으로 관용하지 않으며 이는 전간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Giovanni
Capoccia, D e fend ing D e mocracy: R eactions to Extre mism in I nterwar Europe ,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5, p. 289.
446) 김선택, “정당해산의 실체적 요건의 규범적합적 해석”, 『헌법연구』, 제1권 제1호,
헌법이론실무학회, 2014, 147쪽의 각주 7.
443) I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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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순전히 합법적인 수단에 의하여 파괴된 사례가 많지 않다고 지적
한다. 국가일반의 속성 및 민주주의 국가의 취약성 여부를 이와 같이
이해하게 되면, 유독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별도의 이론구성이
불필요하다는 결론 으로 나아가게 된다.
447)

448)

나. 바이마르의 붕괴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평가
(1) 바이마르 공화국의 제도에 대한 인식
근래에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실패가 제도적 무방비나 가치상대주의 때
문이 아니었다는 견해가 유력하게 제시된다. 라이히(Reich) 대통령이 공
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비상명령권을 가지고 있었고(바이마르 헌법 제48조 제2항), 이 권한
은 국가 및 헌법에 적대적인 정당 기타 조직들에 대하여 발동될 수 있었
으며, 실제로 나치당 등의 정당이 금지되었다는 것이다.
Loewenstein이 민주주의의 가장 큰 실수라고 표현한 비례대표제의 불
안정성에 대한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선거구 단순다수제
가 제3당의 부상(浮上)을 억제한다는 것이 아직까지 주류적인 견해 이
449)450)

451)

an-Werner Müller, 앞의 글(2016), p. 252.
어떠한 민주주의도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사람이나 집단에 대해 무한정으로 상대
적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별도의 이론을 구성할 필요성이 보이
지 않는다는 견해로 이성환 외, 앞의 책(2004), 148쪽.
449) 한수웅 외, 앞의 책(2015), 705-706쪽. 1922년부터 1929년까지 약 30개의 정당과 정
치단체가 해산·금지되었고 1932년 독일 전역에서 독일공산당과 나치당이 해산되었음
을 지적한 연구로 이종수, 앞의 글(2015), 223쪽의 각주 18.
450) 비상대권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평가도 적지 않다. 대통령의 비상대권과 의회의 비
상대권 철회안 결의권이 대통령과 의회의 대결을 고조함으로써 정국마비의 요인이 되
었다는 지적으로 오향미, “독일 민주주의의 실험과 정착: 바이마르(Weimar) 공화국과
본(Bonn) 공화국의 의회민주주의”, 『한국과 국제정치』, 제21권 제4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5, 134-135쪽.
451) 가령 Nancy L. Rosenblum, ““Extremism” and Anti-Extremism in American
Party Politics”, The J ournal of Conte mporar y Le g al I ssues, Vol. 12, No. 2, 2002,
p. 860; Yigal Mersel, “The Dissolution of Political Parties: The Problem of Internal
447) J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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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부 국가에서는 단순다수제 선거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제3당에 대한 지지가 일시적으로 상승하거나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
된다는 것이다. 2 더구나 방어적 민주주의의 성격이 강한 국가로 분류
되고는 하는 이스라엘 또한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
은, 비례대표제가 반드시 제도적 무방비를 뜻하지 않는다는 하나의 논거
가 될 수 있다.
그 밖에 바이마르 공화국 당시 임용될 공무원이 헌법에 충실하고 법률
에 복종할 것을 서약해야 했다는 것 도, 바이마르 공화국이 체제수호
를 위한 나름의 제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될 수 있다.
45 )

453)

454)

455)

(2) 바이마르 공화국의 실패원인에 대한 대안적 설명
바이마르 헌법이 민주주의의 적에 대한 방어수단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
는 논자들은, 바이마르 공화국이 가치상대주의와 제도적 무방비로 실패
했다는 주장을 일종의 신화라고 본다. 6 바이마르 공화국이 몰락한 원
인은 민주주의를 방어하려는 의지·능력의 부족이나 당시 헌정현실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45 )

457)

e o ra , nternational J ournal of Constitutional Law, Vol. 4, No. 1, 2006, p. 93.
일찍이 Maurice Duverger는 소선거구 단순다수제가 양당제에 우호적이라고 보았으
며, 이를 ‘뒤베르제의 법칙(Duverger's law)’이라고 한다. Maurice Duverger, trans.
Barbara North and Robert North, P oliti cal P arties: Their Or g aniz ation and
Activity in the M odern State , London: Methuen, 1954, p. 217.
452) 강원택, “정치적 기대수준과 저항투표: 단순다수제 하에서 제3당에 대한 지지의 논
리”, 『한국정치학회보』, 제32집 제2호, 한국정치학회, 1998, 192-193쪽.
453) 이스라엘을 독일, 코스타리카와 함께 방어적·실체적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한 연구
로 Gregory H. Fox and Georg Nolte, 앞의 글(1995), pp. 32-35.
454) Suzie Navot, 앞의 글(2008), p. 747.
455) 이종수, 앞의 글(2000), 95쪽 참조.
456) Clemens Jabloner, “Introduction”, in Arthur J. Jacobson and Bernhard Schlink
eds., Weimar: A J urisprudence of Crisi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0, p. 73; Martin Morlok, “Parteiverbot als Verfassungsschutz - Ein
unauflösbarer Widerspruch?”, N e ue J uristische Wochenschrift, 2001, S. 2932; 정태
호, 앞의 글(2014), 273쪽 등.
457) 가령 이성환 외, 앞의 책(2004), 60-62쪽; 홍선기, 앞의 글(2014), 160-161쪽.
D m c cy”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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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문헌은 당시 독일인 다수가 반자유주의적·반민주적이었다고 지적
하며, 이러한 관찰은 1930년대 당시에도 찾아볼 수 있다. “독일‘제국’
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바이마르 헌법 제1조의 문언이 공화국에 대한
지지와 인식이 미약했음을 말해준다는 연구 , 1932년 Kurt von
Schleicher가 수상으로 취임한 이후 독일 경제계가 나치를 적극 지원했
음을 지적한 연구 6 또한, 바이마르 당시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및 헌
신이 부족했음을 뒷받침한다.
이 시기 바이마르 공화국의 열악한 정치경제적 상황을 언급한 문헌도
다수 발견된다. 바이마르, 특히 뮌헨에 빠른 산업화, 인구증가, 인플레이
션, 계층분화 등의 문제가 산적해 있었음을 지적한 연구 6 , 당시 종교
적·민족적 분열이 깊었으며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가 바이마르 공화국
에서의 정치적 긴장을 심화시켰다는 연구 62 등이 그것이다. 베르사유
조약(Treaty of Versailles)에 따른 전쟁배상금의 부담, 인플레이션, 계급
대립, 대공황의 타격을 언급한 Paul M. Kennedy는, Hitler의 출현이 유
럽에서의 독일의 지위를 수 년 만에 변동시켰다 해도 그러기까지의 요체
는 미리 만들어졌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썼다. 6 6
458)

459)

4 0)

4 1)

4 )

4 3)4 4)

다. 방어적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본질을 침해하리라는 우려
방어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자기모순이며 민주주의의 본질을 약화시
킬 것이라는 비판도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민주적 숙의의 범주를 제한하

er ert Kraus, The Crisis of German D emocracy: A Study of the Spirit of the
C onstitution of Weimar ,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32, p. 5. Mark
Chou, 앞의 책(2014), p. 62에서 재인용.
459) 오향미, 앞의 글(2005), 119-120쪽.
460) 송석윤, 『헌법과 정치』, 경인문화사, 2007b, 125-127쪽.
461) Mark Chou, 앞의 책(2014), pp. 50-53.
462) Ruth Henig, The Weimar R e public 1919-1933, Hoboken: Taylor and Francis,
2002, pp. 1-4.
463) 폴 케네디, 이일주 외 옮김, 『강대국의 흥망』, 한국경제신문사, 1997, 416-419쪽.
464) 이와 달리 바이마르 공화국의 실패 원인을 가치상대주의, 형식주의적 헌법이론 내
지 제도적 무방비에서 찾는 견해로 정극원, 앞의 글(2008), 487쪽; 장영수, 앞의 글
(2014a), 299-300쪽; Svetlana Tyulkina, 앞의 글(2012), p. 44.
458) H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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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정치과정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진다는 지적 6 ,
Loewenstein이 말한 권위주의적 민주주의가 인민을 위한 것일 수는 있
어도 ‘인민의 정부’이기는 어렵다는 평가 66 가 그러하다. 공동체로부터
누군가를 배제하는 결정은 필연적으로 자의적이며 민주주의 절차에 의하
여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도 있다. 6 이처럼 민주주의를 방어하기 위
한 조치가 도리어 민주주의 정치과정을 쇠퇴시킬 가능성은, ‘방어적 민주
주의의 역설(paradox of militant democracy)’이라 일컬어지기도 한다. 6
방어적 민주주의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지적된다. 방어적 민주
주의에 입각한 비자유주의적 예방수단이, 다수파가 반대세력을 합법적으
로 억압·배제하는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6 앞서의 문제제기가
방어적 민주주의 자체의 모순에 관한 것이라면, 여기서는 그 잘못된 적
용의 가능성이 문제된다.
4 5)

4 )

4 7)

4 8)

4 9)

라. 효율성에 있어서의 난관에 대한 지적
이 같은 규범적인 한계에 더하여, 설사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을 받아들
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민주주의 체제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느냐에
대한 실천적인 문제가 제기된다. 예컨대 특정 세력이 민주주의를 폐지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장차 집권하여 그러한 의도를 현실화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방어적 민주주의에 입각한 조치를 취할 적절한 시점은
언제인지에 대한 판단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나, 방어적 민주주의론
그 자체는 이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470)

6

a el Issacharoff, 앞의 글(2007), p. 1411. Armin Scherb에 따르면, 방어적 민주
주의를 비판하는 이들은, 민주주의의 정당성이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동의에 연유한다
는 이유에서 그것이 민주주의의 자기모순이라고 본다. Armin Scherb, D er Bürger in
der Streitbaren D e mokratie , Wiesbaden: Springer Fachmedien, 2008, S. 23f.
466) Mark Chou, 앞의 책(2014), p. 69.
467) Carlo Invernizzi Accetti and Ian Zuckerman, 앞의 글(2016), pp. 2, 9.
468) Alexander S. Kirshner, 앞의 책(2014), p. 2.
469) 송기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에 대한 비판적 분석”, 『민주법학』, 제56
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4, 99-100쪽; 홍선기, 앞의 글(2014), 156-157쪽.
470) Nancy L. Rosenblum, 앞의 책(2008), pp. 421-422.
4 5) S m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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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반민주적인 세력이 제재규정을 교묘하게 회피하거나 우회할 가능
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러한 사례는 현실에서도 찾아보기 어렵지 않
다. 예컨대 반민주적인 목적이나 활동을 이유로 정당을 금지하더라도, 금
지된 정당의 구성원들이 (실질적인) 대체정당을 수립함으로써 규제를 무
력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본 것처럼 터키에서는, 해산결정을 전후
하여 동일·유사한 노선의 정당이 등장하는 과정이 되풀이되고 있다.
그 외에 방어적 민주주의에 따라 금지된 정당(결사)과 유사한 성향의
정당(결사)이 반사이익을 누릴 가능성 , 반민주주의자들의 활동을 감지
하게 어렵게 되거나 정치적 순교자를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질 개연
성 2 , 방어적 민주주의에 입각한 조치가 실패할 경우 정치적 역효과를
낳을 위험 , 거대한 반민주적 세력 앞에서의 한계 등이 지적된다.
471)

47 )

473)

474)

마.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한 대안의 제시
일부 논자들은, 방어적 민주주의의 규범적·효용적 한계를 언급하는 것
에 그치지 않고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David Plotke는 반민주
주의자들을 민주주의 정치과정에 받아들이는 통합(incorporation)을 역설
한다. 이것은 이들을 민주주의의 틀 내에서 경쟁하는 존재로 포용·동화
한다는 의미이다. 모든 행위자들에게는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참여할 의
지가 요청되며, 이 과정에서 반민주적인 세력은 참여 여부를 둘러싸고
분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Plotke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민주주의
에 대한 반대가 감소하리라고 기대하며, ‘통합’이 단순한 관용(toleration)
이나 억압(repression)보다 나은 선택지라고 본다.
475)

n ela K. o rne, 의 2 , . .
2 artin orlo , 의 2 , . 2 .
2
일 민 민주당에 대한 해산시도가 무산된 이후 동 정당의 당원이 증가하
였음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위험성을 경계한 박규환, “정당해산 심판기준에 관한 연구:
해산기준 명확화를 위한 기본권이론 도입에 관한 제언”, 『헌법학연구』, 제14권 제4
호, 한국헌법학회, 2008, 503쪽 참조.
474) 우리 현대헌정사에서 정당해산제도가 군부의 헌정파괴 앞에서 무력하였음을 언급한
연구로 한수웅 외, 앞의 책(2015), 707쪽.
475) David Plotke, “Democratic Polities and Anti-democratic Politics”, Theoria, Vol.
471) A g
B u
앞 글( 015) p 331
47 ) M
M
k 앞 글( 013) S 3 4f
473) 003년 독
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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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o o lo 는 절차적·가치상대주의적 민주주의와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계를 모두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다수의 시민들이 반민주적인 대표
자의 권한을 박탈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그 의의와 한계는 선행연구
로서 개괄하였다. 6
M k p u u

47 )

2. 당시 방어적 민주주의의 필요와 정당성을 인정하는 입장
이처럼 방어적 민주주의론에 대하여는 별도 이론구성의 필요성, 정당성
및 효용성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이와 달리 Loewenstein
의 주장이 시의성 및 규범적 의의를 가진다는 견해도 다수 존재하는바,
그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민주주의가 민주적 근본주의로 인식될 우려 및 사례의 존재
저 생각해 볼 것은, Loewenstein이 지적한 것처럼 민주주의가 민주적
근본주의 내지 법적인 맹목성으로 이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는 주권자인 시민들이 정치과정에 참여하는(참여할
수 있는) 자기지배체제로 이해되는바 , 우리는 의견이 불일치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행동해야 하는 정치의 상황(circumstances of politics)
에 직면한다. 의견의 불일치를 온전히 해소할 수 없는 것은, 대립하는 주
장들이 진리와 오류로 확연히 구분되기보다 각각 어느 정도의 진리를 담
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 저마다 가치판단방식이 달라 다양한 가
치를 하나의 잣대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치의 상황에
먼

477)

478)

479)

480)

481)

, o. , 2 6, . 2 2 .
6 nt o la al o o lo , 의 2 6 , . .
antal o e, e Li its o Li eral l ralism: Towards an Agonistic
Multipolar World Order”, in András Sajó ed., M ilitant D e mocracy, Utrecht: Eleven
Publishing, 2004, pp. 71-74; Svetlana Tyulkina, 앞의 글(2011), p. 349.
478) 일반적인 민주주의의 개념으로 “가장 많은 구성원들이 정치적으로 평등하게 참여하
는 권력체제”를 언급한 성낙인, 앞의 책(2017), 142쪽 참조.
479) Jeremy Waldron, Law and D isagree ment, Oxford: Clarendon Press, 1999, p. 102.
480) 존 스튜어트 밀, 서병훈 옮김, 『자유론』, 책세상, 2013, 91쪽.
53 N 111 00 pp 7- 9
47 ) A h u M k p u u 앞 글( 01 ) p 310
477) Ch
M uff
“Th
m
f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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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집단적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다수가 수적·사실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점, 다수가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로워진다는 점, 최대한의 정치적 평등을 보장해준다는 점
등을 근거로 다수결의 원리에 의하게 된다. 2
문제는 모든 민주주의 정치공동체에는 민주주의보다 비민주적인 정부형
태를 선호하는 구성원들이 존재하며 , 이들이 다수의 지위를 차지하여
민주주의 제도를 폐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일단 민주주의를 폐지하는 결정이 이루어질 경우, 구성원들의 집단적인
의사결정방식에 따라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없는 불가역적인 상태에 이
르게 된다. 따라서 설사 절차주의적인 관점에서 민주주의를 이해한다
하더라도 6 , 선거라는 규율된 경쟁(regulated rivalry) 에 따른 동의의
48 )

483)

484)

485)

48 )

487)

이 같은 ‘가치의 통약불능성’이 인류를 정치의 상황에 밀어 넣고 있다는 지적으로
조홍식, “법에서의 가치와 가치판단”, 『서울대학교 법학』, 제48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166쪽.
482) 장영수, 앞의 책(2017), 161-162쪽 참조. 특히 Kelsen은,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자유
롭게 한다는 점에서 다수결의 원리를 정당화한다. Hans Kelsen, trans. Belinda
Cooper, “On The Essence and Value of Democracy”, in Arthur J. Jacobson and
Bernhard Schlink eds., Wei mar : A J urisp r ud ence of Crisi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0, p. 87.
483) Alexander S. Kirshner, “Proceduralism and Popular Threats to Democracy”, The
J ournal of P olitical P hilosophy, Vol. 18, No. 4, 2010, p. 417.
484) 유권자 다수가 반민주적인 정부를 선택하는 것이 이른바 ‘민주주의의 역설(paradox
of democracy)’이다. 이와 관련하여 Kelsen은,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구
성원 다수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미 민
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 하였다. Hans Kelsen, Verteidigung der D emokratie:
Abhandlungen zur D e mokratietheorie , Tübingen: Mohr Siebeck, 2006, S. 237.
485)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권위 있는 집단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임의 규칙 자체가 사
라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저항권의 행사나
외세의 개입 등 ‘민주주의 외적인’ 어떤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
한 연구로 장영수, 앞의 글(1983), 32쪽.
486) 민주주의를 “정치적 결정에 도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인민의 투표를 얻기 위
한 경쟁적인 투쟁에서 승리한 개인들이 그 결정권을 획득하는 장치”라고 본 Joseph
A. Schumpeter는 절차주의적인 관점의 대표적인 예이다. Joseph A. Schumpeter,
C ap italism, Socialism and D e mocracy, London: Routledge, 2010, p. 269.
487) Nancy L. Rosenblum, 앞의 책(2008), p. 432.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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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가능성(renewability of consent) 이 보장되며 이러한 정치과정을
통해 스스로를 지속적으로 교정해나가는 절차로서의 민주주의 자체를
폐지하려는 시도만큼은 용인될 수 없다는 실체적 한계가 도출된다.
민주주의의 자기파괴라는 역설은 단지 이론적인 문제라고만 할 수 없
다. 민주주의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었음에도 투표 결과 개헌
에 필요한 의석을 확보할 것이 유력했던 이슬람구국전선과 같이, 실제
민주주의를 폐지하려는 정당이 구성원 다수의 지지를 얻었던 사례가 존
재한다. 당시 반민주적인 세력을 저지한 것이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라는
또 다른 반민주적 세력이었음을 고려할 때, 알제리 사태는 방어적 민주
주의가 적용된 사례라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은, 민주주의의 역
설이 현실화될 수 있는 문제임을 보여준다.
488)

489)

490)

나. 민주주의 체제 고유의 적에 대한 대응방안의 필요성
민주주의의 제도 및 관용을 활용하는 특유한 적의 존재는 방어적 민주
주의의 규범적 필요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논거가 된다. Loewenstein의
관찰에 따르면, 파시즘이 흥기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활용할 민주주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따라서 파시즘은 민주주의 고유의 적이라 할 수 있다.
구성원들의 참여가 널리 보장되며, 자신이 속한 정치공동체의 불완전성
을 공개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체제는 민주주의가 유일하다. 또한 ‘정
491)

a el Issacharoff, 앞의 글(2007), p. 1465.
전 한 것처럼 Van den Bergh는, 민주주의를 폐지하는 결정이 영속적인 자기교정
이라는 민주주의의 정수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 Paul Cliteur and
Bastiaan Rijpkema, 앞의 글(2012), pp. 243-244.
490) 민주주의의 역설을 보여주는 사례로 흔히 수권법(민족과 국가의 위난을 제거하기
위한 법률: Gesetz zur Behebung der Not von Volk und Reich)이 언급된다. 그러나
나치스 돌격대가 표결장소인 크롤 오페라하우스를 포위하고 있었던 점, 다수 의원들
이 투옥되어 표결에 참여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동법의 제정이 순수한 다수결
에 따른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수권법 제정 당시의 상황을 묘사한 연구로 Alexander
S. Kirshner, 앞의 책(2014), pp. 1-2.
491) Nadia Urbinati, “Peace and Democracy: Which Ends Justify Which Means?”,
N ew P olitical Science . Vol. 32, No. 1, 2010, p. 93.
488) S mu
489)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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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상황’에서는 어떠한 논거에 의하든 현실적으로 다수결을 통해 집단
적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며, 그 결과 반민주적 세력이 대중의 지지를 얻
어 영향력 있는 지위에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이
들을 정치과정에서 배제하는 결정은,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다
원주의나 가치상대주의, 다수결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반면 민주주의 아닌 다른 체제에서는 파시스트 세력이 의지할 관용이나
다원주의 자체를 찾아볼 수 없으며, 공동체의 의사결정이 모든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가운데 다수결에 의하여 이루어지지도 않는다. 또한 이
러한 체제에서는, 그 공동체의 존립을 정당화하는 핵심적인 가치를 훼손
하지 않고도 적으로 인식된 존재를 억압·배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2
49 )

다. 민주주의의 방어적 성격과 가치구속성을 환기·강화하는 기능
방어적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방어적인 성격 및 가치구속성을 환기,
강화한다는 점 또한, 방어적 민주주의의 필요성과 규범적 정당성을 말해
주는 근거가 된다. 예컨대 독일기본법 제79조 제3항은 인간의 존엄에 대
한 기본법 제1조, 민주적·사회적 연방국가의 성격을 규정한 제20조가 어
떠한 경우에도 개정될 수 없도록 하였는바, 동 규정은 인간의 존엄성이
가지는 규범적 우위 및 민주주의의 영속성을 환기하는 기능을 가진다.
민주주의의 방어적 성격을 환기·강화하는 기능은 관련 규정의 존재만으
로도 확보될 수 있다. 학계에서는 정당해산제도가 집행되지 않는 것
을 최선의 준칙으로 삼으면서 그 존재로써 헌법체제를 방비하는 소극적
안전판(passive safety valve)의 역할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유
력하며 , 베니스위원회도 ‘터키의 정당금지에 관한 헌법 및 법률 규정
에 대한 의견’에서 일부 국가의 정당해산제도가 이러한 기능을 가진다고
하였다.
493)

494)

495)

2 an erner ller, 의 2 6 , . 2 2.
etlana l ina, 의 2 , . 2 .
이상경, 의 2 ,
.
ro ean o ission or e o ra through Law(Venice Commission),
“Opinion on the Constitutional and Legal Provisions to the Prohibition of Political

49 ) J -W
Mü
앞
글( 01 ) p 5
493) Sv
Tyu k
앞 글( 011) p 1 8
494)
앞
글( 014) 117쪽
495) Eu p
C mm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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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현실적 대안의 부존재
방어적 민주주의론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특정한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예컨대 극단주의 세력이 강성한 곳에서
는 정부의 근본적인 사회개혁 자체가 저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들을
정치적으로 배제할 것인지, 아니면 민주주의의 전복이라는 위험을 감수
할 것인지의 선택지만이 남는다는 것이다. 6
반민주주의자들을 민주주의 정치과정에 통합하여 상호 이해의 기반을
확립하자는 견해가 일견 설득력을 가지지만, 이에 대하여는 반민주적 세
력의 호소에 따라 민주주의자들마저 민주주의를 거부하게 될 수도 있다
는 반론이 제기된다. 다수의 시민들이 반민주적인 대표자를 축출할
수 있도록 하자는 Malkopoulou의 제안 역시, 어디까지나 시민들이 민주
주의의 가치에 헌신할 것을 전제한 논의로, ‘민주주의의 역설’ 문제에 답
해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낸다. 파시스트 세력에 의해 여러
민주주의 국가들이 전복되고 있었던 Loewenstein 당시에는, 방어적 민주
주의 이외의 다른 대안을 생각하기가 더욱 어려웠을 것이다.
49 )

497)

마.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되는 일부 방어적 조치들
사후적인 평가이기는 하나, 일부 방어적인 조치들이 나름의 성공을 거
두었다는 사실은 방어적 민주주의의 시의성과 효율성을 말해줄 수 있다.
일찍이 Loewenstein은, 파시스트 기술에 대한 관찰이 민주주의의 취약점
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의 발견으로 이어졌으며, 여러 민주주의 국가들
에서 반파시즘 법제가 제정되어 효과를 거두었음을 언급하였다. 예컨
대 핀란드에서 정당의 준군사적 조직 결성이나 정치적 제복의 착용을 금
지한 결과, 파시스트 정당의 위상이 미미해졌다는 것이다.
498)

499)

arties in r e , ara. 22.
6 re or . o an eor olte, 의
, . .
a i lot e, 의 2 6 , . 2 2 ar o , 의 책(2014), p. 17.
Karl Loewenstein, 의
a, . .
Karl Loewenstein, 의
, .6 6 .

P
Tu k y” p
49 ) G g y H F x
d G g N
앞 글(1995) p 14
497) D v d P k 앞 글( 00 ) pp 7- 9; M k Ch u 앞
498)
앞
글(1937 ) p 431
499)
앞
글(1937b) pp 38-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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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에도 방어적 민주주의의 효율성을 인정하는 연구를 다수 찾아볼 수
있다. 방어적 민주주의가 불완전한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의 자신감을 고
취하였다는 견해 , 인도·터키·알제리 등에서 극단주의 세력에 대한 예
방적 개입이 나름의 효과를 거두었다는 평가 등이 그러하다.
500)

501)

바. 사법부의 역할
Loewenstein이 강조한 바는 아니었으나 2 , 독립된 사법부가 관련 조치
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기본권 제한의 기준을 마련하며, 적절한 개입시
점을 평가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다. 역사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훼손·침탈한 것은 행정부나 군부인 경
우가 많았다는 사실 또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사법부의 역할에 주목케
한다.
일반적으로 독일기본법은 연방헌법재판소에 헌법의 수호자(guardian of
the constitution)로서의 역할을 부여하였다고 이해되며 , Loewenstein
이 반파시즘 대응방안으로 언급한 정치경찰의 절차적 위법을 사법부가
제지한 사례 도 발견된다. 최근에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남용이 각국의
헌법재판소나 유럽인권재판소에 의하여 대부분 시정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50 )

503)

504)

505)

사. 위기상황에서의 단기적 전략이었음을 감안할 필요
etlana Tyulkina, 앞의 글(2011), pp. 142, 358.
a el Issacharoff, 앞의 글(2007), pp. 1452-1453.
2 Loewenstein은 사법부가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하였
다. Karl Loewenstein, “Autocracy versus Democracy in Contemporary Europe, Ⅰ”,
The Ameri can P oliti cal Science R e view, Vol. 29, No. 4, 1935a, p. 580. Loewenstein
이 입법적인 대응방안에 경도되어 있었다는 평가로 추홍희, 앞의 책(2015b), 70쪽.
503) 이 점에서 독일기본법이 대통령이 헌정질서의 수호자가 되어야 한다는 Schmitt의
생각을 거부하였다는 평가로 John E. Finn, 앞의 책(1991), p. 191.
504) 앞서 본, 민족민주당에 대한 제1차 해산심판청구 사건을 말한다.
505) Svetlana Tyulkina, 앞의 글(2011), p. 142.
500) Sv
501) S mu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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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것과 같이, Loewenstein의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은 유럽 민주주
의 국가의 태반이 파시즘에 의하여 전복된 극한의 위기상황에서 제시된
것이며, 후대의 연구는 당시 국제정치현실에 대한 그의 인식이 적절한
것이었음을 말해준다. 그는 민주주의가 그 내부의 적과 전쟁 중이라고
거듭 강조하였는바 6 , 방어적 민주주의론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민주헌정질서가 심각한 위기상황에 봉착했을 때의 단기적인 전략의 성격
을 가졌다는 점 , 민주주의의 방어를 위해 기본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한시성을 전제한 것이었다는 점 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50 )

507)

508)

3. 검토
Loewenstein의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에 관하여는 다양한 비판이 제기
되어왔다. 살피건대 방어적 민주주의는 정치적 남용의 위험으로부터 자
유롭지 못하며, 효율성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뒤따른다. 그러나 민주주의
가 민주적 근본주의로 인식될 우려, 민주주의를 활용하는 특유한 적의
존재, 동 이론이 제시될 당시 극한의 위기상황, 일부 방어적 조치의 성공
사례를 두루 고려할 때, 고전적인 방어적 민주주의는 당시 규범적 정당
성과 시의성 및 효율성을 가진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Ⅲ. 규범적 정당성의 근거 제시
서 본 것처럼, Loewenstein의 방어적 민주주의론이 그 이론적인 정당
화 측면에서 충분치 못하다고 비판하면서 방어적 민주주의의 규범적 정
당성에 천착한 연구가 있으며 , Jovanović는 게임과 민주주의의 유사
한 속성으로부터 방어적 민주주의의 정당화 논거를 찾고 있다.
앞

509)

510)

6 Karl Loewenstein, 의
a , . 2.
, 의 2 a, 2 .
ere n a ental ri ts are instit tionalized, their ‘temporary suspension’ is
justified.” Karl Loewenstein, 앞의 글(1937a), p. 432.
509) Paul Cliteur and Bastiaan Rijpkema, 앞의 글(2012), pp. 230-246.
510) Miodrag Jovanović, 앞의 글(2016), pp. 745-762.
50 )
앞
글(1937 ) p 43
507) 송석윤 앞
글( 010 ) 3 쪽
508) “Wh
fu d m
gh
u

- 120 -

혹자는 타인의 정치적 권리가 침해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방어적 조
치가 허용되지 않으나, 통상적인 수단으로 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을 기대
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민주주의라는 지상(至上)의 목적이 예
방적 개입의 절차적 비민주성을 정당화한다고 주장 한다. 자유를 포기
할 자유는 없다는 John Stuart Mill의 논변 2 으로부터 방어적 민주주의
의 논거를 찾는 연구 도 있다.
위의 연구들은 방어적 민주주의를 규범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Loewenstein이 민주
주의의 규범적 정당성에 관한 이해를 결여했다고는 볼 수는 없다. 그는
민주주의가 최상의 가치임을 전제로 이를 수호할 방안을 강구한 것이며,
이는 그가 민주주의의 가치에 내재한 우월성(inherent superiority of
democratic values)을 언급한 대목 에서도 확인된다.
511)

51 )

513)

514)

Ⅳ. 방어적 조치의 대상
서 보았듯 Loewenstein은 14가지 유형의 반파시즘 법제를 제시하였
는바, 준군사적 조직의 금지나 반란죄에 대한 처벌의 강화, 무기의 제조·
유통·소지·사용에 관한 통제 등 많은 부분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곳에
서도 당연시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그의 입법적 대응방안 가운데 일부
만이 민주주의의 적에 대한 고유의 처방이라는 견해 가 개진되며, 이
를 보다 좁게 유형화하려는 시도도 있다. 6
그러나 Loewenstein이 제시한 대응방안이 일반 형벌규정을 망라하는
앞

515)

51 )

le ander S. Kirshner, 앞의 책(2014), pp. 122-139.
2 존 스튜어트 밀, 서병훈 옮김, 앞의 책(2013), 192-193쪽.
arl A. Auerbach, The Communist Control Act of 1954: A Proposed
Legal-Political Theory of Free Speech, The U 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Vol. 23, No. 2, 1956, p. 188.
514) Karl Loewenstein, 앞의 글(1938a), pp. 593-594.
515) Mark Chou, 앞의 책(2014), p. 67.
516) Markus Thiel, “Comparative Aspects”, in Markus Thiel ed., The M ilitant
D e mocracy’s P rinci ple in M odern D e mocracies, Farnham: Ashgate Publishing
Ltd., 2009a, pp. 398-408 참조.
511) A x
51 )
513)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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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방어적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매
우 특유한 적에 대한 처방이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가 민주주의
에 대한 위험으로 인식한 것은, 가벌성이 명백한 폭동이나 무력시위가
아니라 합법적인 외양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활용하는 파시즘이었다.
Ⅴ. 소결
지금까지 Loewenstein의 방어적 민주주의론을, 별도 이론구성의 필요성
과 규범적 정당성에 관한 찬반양론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제2장 제1절
Ⅱ.에서 본 것처럼, 고전적인 방어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국가가 외견
상 합법성을 갖추고 민주주의를 활용하면서 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려는
세력에 맞서 비자유주의적인 예방수단을 불사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최근에는 Loewenstein이 본 것과 달리 바이마르 공화국도 나름의 방어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는 견해가 유력하며, 방어적 민주주의는 도리어 민
주주의의 본질을 해치거나 정치적인 목적에서 남용될 위험이 없지 않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민주적 근본주의로 인식될 우려, 민주주의 체제를 활
용하는 특유한 적의 존재, 동 이론이 제시될 당시의 위기상황, 일부 방어
적 조치의 성공사례에 비추어볼 때, 방어적 민주주의의 규범적 정당성과
시의성 및 효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방어적 민주주의가 시대적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하더라도, 오
늘날의 방어적 민주주의는 Loewenstein 당시의 그것과 같을 수 없다. 제
3절에서는, 상기한 비판론을 극복할 수 있는 오늘날의 방어적 민주주의
가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지 그 규범적인 원리를 논구한다.

제3절 오늘날 방어적 민주주의의 규범적 원리
Loewenstein이 주창한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방어적 민주주의는, 그 나
름의 규범적 정당성과 시의성 및 효율성을 가진 것이었다. 그러나 동 이
론에 대하여는 실로 많은 비판이 제기되어왔으며, 극단적인 위기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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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시되었던 당시의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통용
되기는 어렵다. 민주주의의 적에 대한 규범적 처방으로서의 효용을 유지
하면서도, 방어적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본질을 약화시키거나 정치적으
로 오·남용될 가능성을 통제하는 슬기가 요청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민주주의 일반 및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한 선행연구를 참고하면서, 여러
비판론을 극복할 수 있는 오늘날의 방어적 민주주의는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지 그 규범적인 원리를 제시해보려 한다.
Ⅰ. 반민주주의자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의 참여 인정
현대적 의미에서의 방어적 민주주의는, 반민주주의자를 위시한 모든 구
성원들이 민주주의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일찍이 Loewenstein은 “불에는 불”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으며 , 방어적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가 없
다.”는 Louis de Saint-Just의 언명이 자주 언급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정치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은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이는 심지어 반민주주의자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다.
517)

518)

1. 민주주의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이해관계의 존재
폴란드의 자유노조 운동(Solidarity movement)을 이끌었던 언론인
Michnik가 보기에, 민주주의는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는 지상낙원
(utopia)이라기보다, 구성원들이 이견을 드러내고 때로는 충돌하면서 저
마다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고자 하는 불완전한 다원주의 체제였다. 그는
지난날 공산주의 정권에 기여한 이들 또한 공동체(폴란드)의 구성원이라
고 하면서,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공존하려 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다원주의(authentic pluralism)는 요원한 것이 되고 만다고 주장
ire is o t with fire.” Karl Loewenstein, 앞의 글(1937b), p. 656.
, 의 글(2010a), 32쪽; Jan-Werner Müller, 앞의 글(2012a), p. 536.

517) “F
f ugh
518) 령 송석윤 앞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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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그가 보기에 공산주의 체제에 확고히 반대해온 이들이 민주주
의에 헌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타자를 박해하는 것은 괴팍한 것이었으
며, 전(前) 공산주의자 모두를 정치과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민주적이지도 않았다.
혹자는 다원주의적인 관점에서, 민주주의에 반대하거나 독재를 옹호하
는 것마저도 하나의 정견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와 달리, 반민주적인 견해나 신념을 반가치적인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반민주주의자들이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시민들, 심지어 나치
스조차도 그들이 선호하는 정치체제의 형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관
심사와 선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2
예를 들어 민주주의를 경멸하며 파시즘을 옹호하는 농민이 있다고 가정
하자. 그는 당연하게도, 민주주의 정부보다는 권위주의 정부 치하에서 살
아가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한 사람의 농민으로서,
정부가 농작물에 대한 보조금을 늘려주거나 수입 농산물에 보다 높은 관
세를 부과하는 것을 바랄 수 있다. 이러한 그의 이해관계에서는, 특별히
반민주적이거나 위법한 요소를 찾아보기 어렵다.
요컨대, 누군가가 민주주의에 반하는 가치관이나 신념을 가졌다는 사실
로부터, 그가 민주주의 정치과정에서 존중되어야 하는 어떠한 이해관계
도 가지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 반민주주의자는 민주주의
체제를 훼손·파괴하는 것 이외에 아무런 관심과 선호를 가지지 아니한
금욕주의자(ascetic)가 아니다.
519)

5 0)

2. ‘기만적 정치참여’라는 배제 논거의 한계
a i ni , a ots and Angels”, in Adam Michnik, Letters from P rison
and Other E ssay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5, p. 190. Michnik

519) Ad m M ch k “M gg

의 민주주의 이론을 소개, 분석한 연구로 Alexander S. Kirshner, 앞의 책(2014), pp.
28-33.
520) 이하의 논증은 Alexander S. Kirshner, 위의 책(2014), pp. 40-42를 일부 수정하여
인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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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이들이 공동체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도
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논거는, 그들이 부정직한 방
식으로(in bad faith) 행동한다는 것이다. 반민주주의자들은 기회가 주어
지기만 하면 민주주의 정치과정 및 그에 따른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선호를 고려
해 줄 것을 호소하는바 이는 위선적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만 민주주의 정치과정을 받아들인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반민주주의자들은, 투표 등을 함으로써 (실제 헌신하고자 하지 않
는) 민주주의 정치과정에 헌신하는 것과 같은 신호를 보낸다는 것이다.
또한 이처럼 기만적인 행태는 반민주주의자들이 민주주의자들-언제든
민주적 의사결정의 결과에 승복하고자 하면서 참여하는 이들-보다 유리
한 위치에 서게 하는바, 이는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규칙에 반하는 것으
로 불공평하다고 한다. 2
그러나 기만적인 태도를 이유로 반민주주의자의 정치 참여를 금지하고
자 하는 위의 주장은, 민주적 방식에 따른 참여가 곧 민주주의 정치과정
에 대한 자발적 수용(acceptance)을 뜻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를 드
러낸다. 민주주의 정치공동체에서, 구성원들은 자신의 참여 여부와 무관
하게 집단적 의사결정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또한 그러한 결정에 따르
도록 강제된다. 더구나 이들에게는, 민주주의적인 방식 이외에 권위 있는
집단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었다. 민주주의라는 경기
장의 규칙은 구성원들에게 있어 바꿀 수 없는 상태로 ‘주어진’ 것이다.
요컨대, 자신이 살아가는 체제의 유형을 선택할 수 없었던 반민주주의자
들은 ‘어쩔 수 없이’ 민주적인 방식에 따라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것 22 이
므로, 이를 두고 기만적인 방식이라 비난하기 어렵다. 2 2
5 1)

5 )

5 3)5 4)

2 이러한 이유에서 반민주주의자들의 정치참여 제한을 정당화한 연구로 Peter Singer,
D e mocracy and D isobe dience , Oxford: Clarendon Press, 1973, pp. 55-56. Singer의
주장을 소개하고 비판한 문헌으로 Alexander S. Kirshner, 위의 책(2014), pp. 96-99.
이하의 서술은 Kirshner의 논증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522) Alexander S. Kirshner, 위의 책(2014), p. 42.
523) 그렇다고 민주적인 의사결정방식과 그에 따라 도출된 결과가 부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공동체의 의사결정이 가지는 권위는 그 결정에 참여한 사람들의 태도에 좌우되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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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다원주의의 관점에서, 반민주주의자들이 가지는 정치적인 입장 또한 정
당한 이해관계의 하나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가사 이와 달리 반민주적인 가치관 내지 신념이 반가치적인 것으
로서 정치적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더라도, 반민주성만을 이유로 누
군가를 정치적으로 배제하는 결정은 정당화되기 힘들다. 반민주주의자들
또한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정향과는 무관한 여러 정당한 이해관계를 가
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반민주주의자들이 민주주의의 방식에 따라 공동체의 의사결정과정
에 참여하는 것이 기만적이며 따라서 이들의 정치참여를 배제할 수 있는
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이들에게 민주주의 이외의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선택지가 주어져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의 참여를 위선
이라 비난할 수 없다고 본다.
위의 논의를 토대로 생각할 때, 방어적 민주주의는 모든 구성원들이 정
치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는 반민주주의자라
하더라도 예외가 아니다. 오늘날 민주주의의 수호는 반민주주의자들을
패퇴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민주주의 정치과정에 재통합하기 위한
장기적인 과제로 이해되어야 한다. 2 이 점에서, 방어적 민주주의가 모
든 시민들이 정치과정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불완전한 다두정
치를 지향해야 한다는 견해는 설득력을 갖는다. 26
5 5)

5 )

Ⅱ. 제한된 상황에서의 예외적 적용
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Alexander S. Kirshner, 위의 책(2014), p. 108.
2 an-werner Müller, 앞의 글(2016), p. 255.
2 정당을 금지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당원들과 유권자의 항구적인 배제를 뜻하지
않는다는 지적으로 Jan-Werner Müller, 위의 글(2016), p. 254.
526) Alexander S. Kirshner, 앞의 글(2011), p. 9. 유사한 견해로 Nadia Urbinati,
D e mocracy D isfigure d: O pinion, Tr uth, and the P eople ,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14, p. 234; Tzvetan Todorov, trans. Andrew Brown, The I nner
E ne mies of D e mocracy, Cambridge: Polity Press, 2014, p. 8.
5 4) J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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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주주의자들의 참정권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이 모든 규제
로부터 자유롭다거나 그들의 행동에 아무런 제약이 따르지 않는다는 의
미는 아닐 것이다. 2 누군가가 반민주주의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정치참
여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면, 방어적 민주주의에 따른 개입
은 언제, 어떠한 요건 하에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하에서는 예외적 개입
이 허용되는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5 7)

1. 다른 구성원들의 참정권에 대한 침해
만약 반민주주의자들에 의해 민주주의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른
구성원의 권리가 침해된다면 2 , 방어적 민주주의에 입각한 개입이 이루
어질 수 있다. 구성원 모두가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
다는 점으로부터 이러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는 한계가
도출되며, 이 지점에서 비자유주의적인 개입이 정당화된다.
타인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침해는, 반드시 민주주의 체제 전반에 대한
위협을 동반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예컨대 반민주주의자들이 군소집단
인 경우가 그러하다. 반민주주의자들이 거대한 세력인 경우에만 구성원
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민주주의에 해악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바 2 , 이
들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힘들다. 다만 이들이 민주
주의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급
적 관용이 요청되며 정당해산과 같은 극단적인 조치는 쉽사리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하겠다.
5 8)

5 9)

2 le ander S. Kirshner, 위의 글(2011), p. 50.
2 민주주의의 폐지는 곧 규율된 경쟁에 따른 집단적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게
됨을 의미하며, 이 점에서 참정권이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초래하는 문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Alexander S. Kirshner, 위의 글(2011), p. 7.
529) Kirshner는 이러한 사례로, 미국 민주당을 탈당한 인종차별적인 남부 민주당원들이
조직했던 딕시크랫(dixiecrat)을 언급한다. 이들은 반민주적인 법률을 제정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나 영향력을 가진 정당이 아니었다. 그러나 딕시크랫은 흑인들의 평등한
지위를 인정하지 아니한 채 그들이 경선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바, 딕시크랫이
우세한 지역에 거주하는 흑인들의 참정권은 심각하게 침해될 수밖에 없었다.
Alexander S. Kirshner, 위의 글(2011), p. 69.
5 7) A x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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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제도를 편향시키는 방안(biasing
the background institutions of democracy)을 제안한 연구는 흥미롭다.
민주주의 정치과정을 구성하는 일련의 규정은, 반민주주의자들의 참여를
허용하되 이들이 타인의 정치적 권리를 침해하려는 시도를 낙담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인종차별적인 정당의 존재 자
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정당이 다른 정당과 연립내각을 구성할 수 없도
록 하거나 그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이 표결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소수인종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530)

2. 민주주의를 파괴할 구체적 위험의 존재
위에서 살펴본, 다른 구성원들의 권리 침해를 이유로 한 개입은 ‘사후
적’인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방어적 조치가 사후적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이유에서, 만약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구체적
인 위험성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아직 구성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았
다 하더라도 예방적 개입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먼저 생각해볼 것은, 반민주주의자들이 언제나 민주주의를 파괴하기에
앞서 다른 구성원들의 참정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선거제도
등의 폐지를 주장하면서도 집권이 임박하기까지 타인의 정치적 권리를
침해하거나 민주주의 제도를 훼손한 바 없었던, 알제리 사태당시 이슬람
구국전선이 그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다. 2
문제는 이 같은 반민주적 세력이 집권하여 민주주의를 폐제할 경우, 민
주적인 수단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없는 불가역적인 결과를 초래하
며, 이는 민주주의의 본질에 반한다는 점이다. 반민주주의자들에 의하여
531)

53 )

le ander S. Kirshner, 앞의 책(2014), pp. 69-71.
론, 다른 사람들의 참정권을 침해하지 않고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일은 드물 것이다. Alexander S. Kirshner, 앞의 글(2011), p. 102.
532) Kirshner는 이러한 사례로 해산결정 당시 터키의 복지당을 거론한다. 복지당이 다
른 사람들의 참정권을 침해한 바는 없었으나, 만약 이들이 민주주의를 약화하고자 할
경우 민주주의에 심각한 해악을 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다. Alexander S.
Kirshner, 위의 글(2011), pp. 118-119.
530) A x
531)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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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제도가 파괴된다면, 선거 기타 통상의 민주적 수단으로 민주주
의를 복원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우리가 살아갈 체제 등을 대상으로
하여 권위 있는 집단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서의 민주주의 자체
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한편 Van den Bergh가 본 것처럼, 민주주의는
구성원들이 저마다의 이해관계를 드러내고 경쟁하면서 스스로를 지속적
으로 교정해나가는 체제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반민주주의자들이
집권하여 민주주의를 불가역적으로 폐지하게 되면, 더 이상 대표자의 선
출이나 숙의를 통한 자기교정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는 영속적인 자
기교정이라는 민주주의의 정수(精髓)에 반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따라
서 민주주의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성원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
은 경우라 하더라도, 반민주주의자들이 집권하여 민주주의를 파괴할 구
체적 위험이 현존한다면 사전적 개입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위험을 ‘예방’해야 할 필요에 비추어, 구체적 위협은 명백히 존재하
는 것으로 충분하며 이미 발생하였거나 목전에 다다를 정도로 임박할 필
요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한 사전적 개입은 설사 예외적으로 허용된
다 하더라도 심각한 규범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방어적 민주주의
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오·남용될 위험을 낳는다. 따라서 막연하고도 추
상적인 위험의 존재만을 이유로, 방어적 민주주의에 입각한 조치의 필요
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533)

Ⅲ. 방어의 대상인 민주주의에 대한 엄격한 해석
방어적 민주주의가 수반하는 규범적 비용이나 정치적 오·남용의 가능성
을 고려할 때, 방어의 대상인 민주주의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
다. 특히 방어적 민주주의가 ‘가치의 독재’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특정 이념을 지향하는 내용적인 요소를 가급적 배제할 것이 요청된
다. 이하에서는 먼저 민주주의의 의미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개괄한
534)

535)

, 의 글(2010a), 60쪽.
정 , 의 글(2014), 286-287쪽.

533) 송석윤 앞
534) 태호 앞

- 129 -

다음, 방어적 민주주의에서의 민주주의가 어떠한 의미로 이해되어야 하
는지를 논구한다.
1. 민주주의의 의미에 관한 기존의 논의
여기서는 방어의 대상인 민주주의의 의미를 도출하기에 앞서, 방어적
민주주의에 관한 선행연구, 정치학 일반 및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민
주주의가 어떠한 뜻으로 해석되어 왔는지 개괄한다.
가. 방어적 민주주의에 관한 선행연구
방어적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학계에서는 주기적·경쟁적 선거를 통한 동
의의 갱신가능성이 민주주의의 요체라는 견해 6 , 방어적 민주주의의 핵
심은 규율된 경쟁의 보호라는 견해 , 영속적인 자기교정이 민주주의의
정수라는 견해 등이 개진되었다. 민주주의는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
관계가 경쟁하는 다두정치라는 견해 , 민주주의를 존엄한 인간(Person)
의 개념이 실현되는 공동체의 의사결정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견해 도
있다. 이를 정리하면,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수호의 대상
인 민주주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구성원들이 주기적인 선거라는
규율된 경쟁을 통해 집단적 의사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불완전한 스스
로를 영속적으로 교정해나가는 다두정치”로 이해된다. 이처럼 선행연구
가 민주주의를 좁게 새기는 것은, 방어적 민주주의가 엄격한 요건 하에
서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규범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53 )

537)

538)

539)

540)

다원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닌 한 어떤 이념적 지향을 드러냈다 하
여 민주주의의 적으로 낙인찍을 수 없다는 견해로 이재희, 앞의 글(2015a), 112쪽.
536) Samuel Issacharoff, 앞의 글(2007), p. 1465.
537) Nancy L. Rosenblum, 앞의 책(2008), p. 432.
538) Paul Cliteur and Bastiaan Rijpkema, 앞의 글(2012), pp. 243-244.
539) Alexander S. Kirshner, 앞의 글(2011), p. 6.
540) 김명재, “정당의 자유와 민주적 기본질서 - 헌법 제8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 『헌
법학연구』, 제13권 제1호, 한국헌법학회, 2007, 307-308쪽.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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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치학 일반
위에서 본 좁은 의미에서의 민주주의는, 방어적 민주주의에 관한 논의
에서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정치학 일반에서의 개념정의에 의해서
도 뒷받침된다. 예컨대 비교 민주화 이행론자들(transitologists)은 민주주
의에 대한 최소강령적(minimalist) 정의를 수용하는데, 그 요건으로 ①선
출된 공직자, ②자유 공정 선거, ③포괄적 투표권, ④공직 출마권, ⑤표현
의 자유, ⑥대안적 정보, ⑦결사체의 자율성 등을 들고 있다. 상이한
이해관계와 이데올로기를 가진 집단들이 비워둔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투쟁하며, 그 자리의 점유자가 주기적인 선거를 통해 교체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와 전체주의 체제의 본질적인 차이를 찾는 견해도 있
다. 2 Samuel P. Huntington(1991)은 공정하고 진실하며 주기적인 자유
선거를 통해 집단적 의사결정권자를 선출하는 것이 선거 민주주의의 최
소주의적인 개념이며, 여기에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의 존재가 전
제된다고 보았다. 이들 연구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피)선거권이
전제된 규율된 경쟁을 민주주의의 요체로 본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541)

54 )

543)

다.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 또한, 민주적 기본질서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를 동일한
544)

o ert A. Dahl, P olyarchy: P articipation and Opposition, New Haven: Yale
ni ersity Press, 1971, p. 3. Dahl은 다른 연구에서도 민주주의의 개념징표에 대한
유사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Robert A. Dahl, On D emocrac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8, pp. 37-38 참조.
542) 클로드 르포르, 홍태영 옮김, 『19∼20세기 정치적인 것에 대한 시론』, 그린비,
2015, 30쪽.
543) Samuel P. Huntington, The Thir d Wave : D e mocrati z ation in the Late Twentieth
C entur y, 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91, p. 15.
544) 이 논문은 민주적 기본질서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이동(異同)에 관한 학설의 대
립을 상세히 다루지 않는다. 다만 정당해산제도를 도입할 당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독일기본법의 전례를 따른 점, 정헌주 헌법개정기초위원장이
민주적 기본질서가 ‘자유스럽고 민주적인’ 사회질서와 정치질서를 말하는 것이라고 한
541) R b
U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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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이해하는 가운데, 예전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좁게 설정하
고 있으며, 이는 협의의 민주주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과거 헌법재판소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헌법 전문, 제4조, 제8조 제4
항)”라 하여 민주적 기본질서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이는 인상을 주면서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모든 폭력적 지
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평등의 기본 원칙에 의한 법치주
의적 통치질서”를 뜻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기
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
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을 열거하
였다. 6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헌법의 최고원리인 (자유)민주적 기본질
서의 내용에 경제질서를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나 , 국민주권·야당의 기회균등·행정의 합법성 등 중요한 요소들을 결
여하고 있다는 비판 이 제기되었고, 이후 헌법재판소는 89헌마113 결
정을 인용하면서도 경제질서를 언급하지 아니한 바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서, 우리 헌법 제8조 제4항이
의미하는 민주적 기본질서는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신뢰하고 모든 정치
적 견해들이 각각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지닌다고 전제하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으로서, 모든 폭력적․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
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평등을 기본
545)

54 )

547)

548)

549)

점에 비추어 양자는 동일한 의미로 이해된다. 국회도서관, 『헌법개정회의록: 제4대
국회』,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1968, 57, 154쪽. 양자의 관계에 대하여 자세히는 송
석윤, 앞의 글(2010a), 50-55쪽; 한수웅 외, 앞의 책(2015), 746-748쪽 참조.
545) 헌법재판소는 이후에도 “어떠한 정당이 외형상 ‘민주적 기본질서’를 추구한다고 하
더라도 그 구체적인 강령 및 활동이 폭력적 지배를 추구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질
서’를 위반되는 경우 우리 헌법 질서에서는 용인될 수 없는 것”이라 하여, 민주적 기
본질서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동일한 의미라는 취지로 설시한 바 있다. 헌재 2001.
9. 27. 2000헌마238 등, 판례집 13-2, 383, 401.
546) 헌재 1990. 4. 2. 89헌가113, 판례집 2, 49, 59, 64.
547) 이성환 외, 앞의 책(2004), 149-154쪽; 송석윤, 앞의 글(2010a), 57-59쪽.
548) 정태호, 앞의 글(2014), 288-289쪽.
549) 헌재 2004. 5. 14. 2004헌나1, 판례집 16-1, 609, 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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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로 하여 구성되고 운영되는 정치적 질서”를 말한다고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주권의 원리,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제도, 복수
정당제도 등이 현행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의 주요한 요소로 볼 수 있
다고 설시하였다.
이러한 판례동향을 종합하면, 헌법재판소가 국민주권을 그 내용에 포함
시키면서도 전반적으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의미를 예전에 비해
좁게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일련의 결정에서,
언론·출판 ·집회 2 등 표현의 자유, 주기적인
보통·평등선거와 국
민의 자기지배 가 민주주의의 실현에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550)

551)

55 )

553)

554)

라. 소결
방어적 민주주의에 관한 선행연구는 보호의 대상인 민주주의를 좁은 의
미로 이해하며, 이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남용가능성을 고려할 때 수긍할
만한 것이다. 민주주의 내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정치학 일반과 헌
법재판소의 개념정의 또한, 협의의 민주주의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2. 검토
여기서는 방어할 대상인 민주주의를 어떠한 의미로 이해하여야 하는지
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판례집 26-2하, 1, 22-23. 이러한 관점은 최근 결정에
서도 유지되었다. 헌재 2016. 9. 29. 2014헌가3 등, 공보 제240호, 1449, 1456.
551) “언론·출판의 자유는 자유로운 인격발현의 수단임과 동시에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의사형성 및 진리발견의 수단이며, 민주주의 국가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
본권이다.” 헌재 2011. 12. 29. 2007헌마1001 등, 판례집 23-2하, 739, 756.
552)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근본요소에 속한다.” 헌재 2003. 10. 30. 2000헌바67 등, 판례집 15-2하, 41, 53.
553) “선거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제도로서 1회의 행사로 그치지 않고 주기적
으로 계속되는 것 (후략)” 헌재 2012. 12. 27. 2012헌바47, 판례집 24-2하, 507, 519.
554) “보통·평등선거원칙은 국민의 자기지배를 의미하는 국민주권의 원리에 입각한 민주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이다.” 헌재 1999. 5. 27. 98헌마214, 판례집 11-1,
675, 697-698.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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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한다. 살피건대, ‘민주주의’는 일의적으로 그 개념을 정의하기가 지극
히 어려우며, 여러 영역에서 서로 다른 층위의 의미로 인식되고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민주주의 다양성연구소(Varieties of Democracy
Institute)의 ‘민주주의 다양성 지수(V-Dem)’는, 민주주의의 이 같은 다
의성을 인식하여 민주주의를 크게 5가지의 원리로 나누고, 방대한 자료
에 근거하여 개별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을 측정한 것으로서 주목할 만하
다. V-Dem은 1900년 이래 모든 국가들을 대상으로 민주주의를 개념화
하고 측정하려는 새로운 접근방식이며, 2,600명 이상의 각국 전문가들이
수집·분석하는 방대한 데이터에 바탕을 둔 것 6 으로 널리 공신력을 인
정받고 있다. 이들 5가지의 민주주의 원리는 일련의 지표에 따라 0에서
1의 범위에서 측정되며, 만일 어떤 국가의 특정 민주주의 지수가 0이라
면 그 국가는 적어도 당해 측면에서는 민주주의적인 성격을 전혀 가지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민주주의 다양성연구소의 논의를
바탕으로, 먼저 민주주의의 구체적인 원리를 살펴본 다음, 방어적 민주주
의에서의 민주주의가 그 가운데 어디까지를 망라하는 개념인지 다룬다.
555)

55 )

557)

가. 민주주의의 여러 의미
민주주의 다양성연구소는 민주주의를 크게 5가지의 원리로 구분한다.
선거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 평등민주주의
가 그것이다.
선거민주주의(electoral democracy)는, 시민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지는
가령 직접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 전자민주주의의 측면에서 의회를
논의한 임종훈·박수철, 『입법과정론』, 박영사, 2006, 35-50쪽. 자유민주주의가 가지
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이론적 노력으로 참여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에 주목한
정원규, “민주주의의 두 얼굴: 참여 민주주의와 숙의 민주주의”, 『사회와 철학』, 제
10호, 사회와 철학 연구회, 2005, 281-329쪽도 참조.
556) Frida Andersson and Valeriya Mechkova, “Country Brief: South Korea”,
Varieties of Democracy Institute at the University of Gothenburg, Countr y B rie f,
No. 10, 2016, p. 1.
557) Frida Andersson and Valeriya Mechkova, 위의 글(2016), p. 2.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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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를 경쟁을 통해 선출하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민주주의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원리이며, 나머지 4가지 유형의 민주주의에 있어서도 필
수적인 요소이다. 선거민주주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정치체
제를 가리켜 민주적이라 말할 수 없다. 선거민주주의의 수준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결사의 자유가 인정되는지, 선거가 부정 없이 투명하게 치러지
는지, 정부 수반이 법에 의거하여 선출되는지가 관건이다.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란, 국가의 폭정(tyranny of the state)
내지 자의적인 지배로부터 개인과 소수집단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가치를 내포한 개념이다. 이것은 여러 시민적 자유(civil liberties)를 헌법
적으로 보호하고, 강력한 법치주의를 확립하며, 입법부와 사법부를 통해
행정 권력을 견제함으로써 성취할 수 있다. V-Dem은 자유민주주의의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로 ①법 앞의 평등과 개인의 자유(equality before
the law and individual liberty), ②행정 권력의 사법적 통제(judicial
constraints on executive), ③행정 권력의 입법적 통제(legislative
constraints on executive)를 활용한다.
참여민주주의(participatory democracy)라 함은, 사회 구성원들의 직접
통치(direct rule)가 이루어지고, 시민들이 모든 정치과정에 능동적·적극
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일컫는다. 여기서는 시민단체나 직접민주주
의 등을 통한, 선거 아닌 형태로서의 정치참여(non-electoral forms of
participation)가 강조된다. 그 동안 참여민주주의자들은,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구성원들의 진정한 권리와 이익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다는
판단 하에, 그 대안으로 참여민주주의를 주장해왔다. 6 시민사회가 얼마
나 정치과정에 참여하는지(civil society participation), 국민투표를 통해
구성원들이 공동체의 현안에 관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지(direct
popular vote index), 직접 선출된 공직자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지방정부(local government, regional government)가 제도화되어 있는지
에 따라 참여민주주의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6
558)

559)

5 0)

5 1)

ri a n ersson and Valeriya Mechkova, 위의 글(2016), pp. 4-5.
ri a n ersson and Valeriya Mechkova, 위의 글(2016), p. 6.
6 임종 · 수 , 의 책(2006), 39쪽.

558) F d A d
559) F d A d
5 0)
훈박 철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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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민주주의(deliberate democracy) 62 는, 공동체의 정치적 의사결정이
공공선(public good)에 입각하여 이성적인 담론(reasonable dialogue)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치형태를 의미한다. 숙의민주주의는 대중의 지배가
집단적 숙고의 과정을 통한 의사결정에 의하여야 한다고 보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상호토론과정을 중요시한다. 6 (특히 엘리트가 아닌)
구성원들이 사회문제에 적극 참여하고, 공동체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반론
이 존중되며, 공론(公論)이 합리적인 근거에 입각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 사회를 숙의민주주의 체제라 말할 수 있다. 6
평등민주주의(egalitarian democracy)는 사람들이 자유와 권리를 행사함
에 있어 물질적, 비(非)물질적인 불평등의 문제가 존재한다고 전제한다.
각종의 재화가 여러 집단에 고르게 분배되고 교육·보건의 수준이 균질적
일 때, 그 사회는 높은 차원의 평등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6
5 )

5 3)

5 4)

5 5)

나. 방어적 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의 의미
방어적 민주주의를 논의할 때, 방어할 대상인 민주주의는 전술한 여러
유형의 민주주의 원리 가운데 어디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인가?
먼저 선거민주주의가 포함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의문이 없다. 방어적
민주주의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기 훨씬 이전부터, 민주주의는 권력의 원
천인 국민이 대표자를 주기적으로 선출, 교체하는 정치체제로 이해되어
왔다. 민주주의는 문언 그대로 국민이 곧 주권자인 체제로서, 참정권의
주체와 국가권력의 지배를 받는 국민이 되도록 일치할 것을 요청하며,
참정권에 대한 이러한 민주주의적 요청의 결과가 바로 보통선거의 원칙
이다. 66 선거민주주의는, 언론·출판·집회·결사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규율된 경쟁으로서의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주기적으로
5 )

5
5
5
5
5
5

61) Frida Andersson and Valeriya Mechkova, 앞의 글(2016), p. 7.
62) 심의민주주의, 토의민주주의라고도 한다.
63) 임종훈·박수철, 앞의 책(2006), 41쪽.
64) Frida Andersson and Valeriya Mechkova, 앞의 글(2016), p. 8.
65) Frida Andersson and Valeriya Mechkova, 위의 글(2016), p. 9.
66) 헌재 2014. 1. 28. 2013헌마105, 판례집 26-1상, 189,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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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러질 것을 당연히 전제한다.
그런데 선거민주주의만으로는, 방어적 민주주의론에서의 민주주의를 만
족스레 설명할 수 없다. Loewenstein의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은, 반민주
주의자들이 선거에 참여하는 등 민주주의 제도를 활용하며 바로 그 민주
주의 제도를 파괴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구성원
다수가 반민주적 세력을 선택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포기한다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역설’은, 선거민주주의의 원리만으로 대처할 수 없는 것이다.
방어적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권력을 부여받은 대표자라 하더라도 자
의적으로 통치하거나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한계의 설정을 주문한다. 따라서 방어적 민주주의의 보호법익인 민주주
의는, 선거민주주의와 함께 자유민주주의 원리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읽
힌다. 6 다만, 여기서 침해될 수 없는 자유와 권리는 ‘정치적인’ 것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방어적 민주주의에서 문제되는 것은 어디까
지나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기 때문이다. 다른 구성원이 가지는 여타
의 권리, 예컨대 재산권이나 환경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행태를
‘반민주적’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그것이 규제될 수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하지만 다음의 이유에서, 참여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 및 평등민주주
의는 방어적 민주주의에서 말하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포함시키기 힘들다
고 판단된다. 물론 이들 원리가 적절히 작동할 때 공동체가 더 높은 수
준의 민주주의를 구가하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정치적 표현의 자
유와 참정권이 헌법상의 권리로서 보호되는 상황에서라면, 시민단체를
결성하거나 여론에 호소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관철하는 것은
구성원들의 몫이다. 숙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것이나 사회의 제
5 7)

6 최근 민족민주당 해산심판 사건에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를 이루는 내용으로 인간의 존엄성, 공동체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구성원들의 참여
가능성,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도출된다는 점, 공권력의 법구속성 및 공권력에 대
한 사법부의 통제를 언급하였다. 구성원들의 참여를 설시한 부분에서는 선거민주주의
에 대한 인식이 드러난다. 한편 인간의 존엄성과 권력에 대한 통제를 자유민주적 기
본질서에 포함시킨 것을 통해, 재판소는 방어할 대상인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 원
리를 아우르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2장 제5절 Ⅲ. 4. 나. 참조.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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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고르게 배분하는 것 또한, 반민주적 세력으로부터 방어할 대상이
라기보다는, 선거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보장하는 자유와 권리를 행
사함으로써 지향하고 구현해야 할 대상에 가깝다. 따라서 누군가가 개인
의 자유와 권리 및 선거제도를 존중하고, 폭정 내지 자의적인 지배를 추
구하지 않았다면, 단지 불평등한 분배를 방임하거나 심의를 통한 의사결
정을 지지하지 않는다 하여 반민주적이라 할 수 없다. 6
5 8)

다. 소결
민주주의는 선거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
평등민주주의 등 여러 다른 층위의 원리를 포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
다. 방어적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역설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
음을 생각할 때, 방어할 대상인 민주주의는 선거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자
유민주주의 원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나머지 원리
들은, 민주주의의 적으로부터 방어할 대상이라기보다는, 협의의 민주주의
를 통해 구현해야 할 더 높은 경지라 할 수 있다. 앞서 본 방어적 민주
주의에 관한 선행연구와 정치학 일반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 또한,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민주주의를 좁게 정의하고 있다. 이하 이 논문은, 방어
적 민주주의에서의 민주주의를 ‘주기적·경쟁적인 선거를 통해 공동체의
의사를 결정하되, 권력을 통제하고 자의적인 지배를 배제함으로써 개인
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다두정치체제’로 정의한다.
3. 구별개념
지금까지 민주주의의 의미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개괄하고, 방어적 민
주주의에서의 민주주의가 어떠한 의미인지에 관하여 논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협의의) 민주주의’를 정치체제 전반이나 공동체의 안전보
6 방어적 민주주의가 정치적으로 남용되거나 가치의 독재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하
더라도, 민주주의에 너무 많은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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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과 준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제2장 제5절에서 본 것처럼, 방어적
민주주의는 초기의 논자들이 예정하지 않았던 여러 새로운 대상에 확대
적용되는 양상을 보이는바, 이는 부분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국가체제 전반이나 안보의 문제와 혼동하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가. 민주주의와 체제의 준별
국가)체제란 무엇을 뜻하는가? 이에 대하여 일의적으로 말하기는 어렵
다. 그러나 체제가 위에서 본 협의의 민주주의와는 다른, 그보다 넓은 개
념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후술할 주요 입헌주의 국가들의 헌법규범은 이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고유한 의미에서 헌법이란 국가의 근본조직법으로서, 국가가 있는 곳
어디에나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것은 “국가의 최고기관을 조직·구성하고,
이들 기관의 행위의 방법, 권력기관의 상호관계 및 활동범위를 규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 국민주권주의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에 기초한 근대입헌주의 헌법으로 전환하였음은 인정된
다. 6 그러나 입헌주의 국가의 체제 전반을 이루는 헌법규범의 내용은
민주주의 원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각국은 저마다의 역사적 배경과 정
치적인 여건에 따라, 협의의 민주주의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규범과
원리를 그들의 헌법에 포함시켜 이를 체제의 내용으로 인정한다.
예컨대 이스라엘 기본법은 민주주의와 함께 ‘유대인들의 국가’라는 속성
을 헌법상의 원리로 인정하며, 이를 부인하는 정당이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없음을 예정하고 있다. 터키 헌법은 전문에서부터 ‘정교분
(

5 9)

570)

6 성 인, 앞의 책(2017), 6-7쪽.
asi Law: The Knesset(1958) 7A. Prevention of participation of candidates' list
(Amendments 9, 35, and 39) a. A candidates' list shall not participate in elections
to the Knesset, and a person shall not be a candidate for election to the Knesset,
if the objects or actions of the list or the actions of the person, expressly or by
implication, include one of the following:
1. negation of the existence of the State of Israel as a Jewish and democratic
state;

5 9) 낙
570)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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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영토의 존속 및 불가분’의 원칙, 아타튀르크(Atatürk)의 ‘민족주의’를
헌법상의 원리로 천명하고, 이에 반하는 정치적 활동을 규제하고 있
다. 포르투갈 헌법 역시 법치주의에 입각한 민주주의 국가임을 선언
하면서도(제2조), 정당이 특정 종교 또는 교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표현
이나 국가나 종교의 상징과 혼동될 수 있는 표상들을 포함하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제51조). 2 성문헌법의 형태는 아니지
만, 헌법재판소는 수도를 설정하는 것, 국명(國名)을 정하는 것, 우리말을
국어로 하고 우리글을 한글로 하는 것 등이 국가의 정체성에 관한 기본
적 헌법사항이라고 본다.
민족주의, 영토의 존속, 국어 등은 국가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원리로
기능하며 체제의 일부를 이룰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의 정치적 권
리가 보장된 가운데 규율된 경쟁(선거)을 통해 공동체의 의사결정을 내
리는 민주주의 원리와는 다르다. 이처럼 헌법규범을 통해 드러나는 각국
의 정치체제는, 협의의 민주주의에 포함되지 않으나 그 국가의 역사를
반영하며 정체성을 이루는 내용을 아우르고 있다. 방어적 민주주의의 보
호법익인 민주주의를 엄격하게 이해하여야 한다는 규범적 요청에 비추어
볼 때, 정체성을 비롯한 체제 전반과 민주주의를 준별할 필요가 인정된
다. 국가정체성의 문제는 이 장 제4절 Ⅲ.에서 자세히 검토한다.
571)

57 )

573)

나. 민주주의와 안보의 준별
방어적 민주주의의 보호대상인 민주주의는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
와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이란, 국가의 존
립·헌법의 기본질서의 유지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국가의 독립, 영
2. incitement to racism;
3. support of armed struggle, by a hostile state or a terrorist organization,
against the State of Israel.
571) 터키 헌법의 관련규정들은, 터키의 정당해산 사례들을 검토하면서 자세히 다루었다.
572) 포르투갈 헌법 해당규정의 번역은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앞의 책(2013), 516, 528
쪽을 따랐다.
573) 헌재 2004. 10. 21. 2004헌마554 등, 판례집 16-2하, 1,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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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 보전, 헌법과 법률의 기능,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유지
등을 뜻한다. 안전이 보장되지 아니한 사회에서 민주주의 제도가 온
전히 기능하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국가의 지속성이 담보되고 구성
원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때, 유의미한 경쟁을 통한 공동체의 의사결
정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안보는, 민주주
의가 작동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prerequisite)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국가안보가 곧 민주주의 원리와 동일시될 수는 없다. 안보는 비
단 민주주의 국가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민주주의가 등장되기 훨
씬 전부터 있었던, 아직도 완수되지 아니한 역사상 가장 오랜 과제의 하
나인 것이다. 6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들뿐만 아니라 독재국가들 또한,
자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국
가안보를 준별할 필요성은 이 장 제4절 Ⅱ.에서 다시 논의하게 된다.
574)

575)

57 )

577)

4. 소결
방어적 민주주의가 도리어 민주주의의 본질을 약화시키거나 정치적인
목적에서 오·남용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방어의 대상인 민주주의의 의
미는 가급적 엄격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에서 민주주의는 “주기적·경쟁적인 선거를
통해 공동체의 의사를 결정하되, 권력을 통제하고 자의적인 지배를 배제
함으로써 개인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다두정치체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협의의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개념에 관한 정치학 일반의
관점이나 헌법재판소의 입장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특히 민주주의를 국
가체제 전반이나 안전보장과 준별할 필요가 있다.
헌재 2. 2. 2 . 헌가 , 판례 , 6 , 성 인, 의 책(2017), 988쪽.
a rina n el ann, 의 2 2 , . 6 .
6 rel ra n, On ro otin e o ra an e rit , in Valentin Naumescu
ed., D emocracy and Security in the 21st Century: P erspectives on a Changing
World, Newcastle upon Tyne: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2014, p. ⅷ.
577) Engelmann은 민주주의 체제 뿐 아니라 비민주주의 체제에서도 안보가 중요한 과제
임을 잘 지적하고 있다. Sabrina Engelmann, 앞의 글(2012), p. 167.
574)
199
5 89
104
집 4 4 90;
낙
앞
575) S b
E g m
앞 글( 01 ) p 1 7
57 ) Au
B u “
P m
g D m c cy
d S cu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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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방어적 민주주의의 비용과 위험성을 벌충하려는 노력
서 본 것처럼,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방어적 민주주의는 당시 규범적
정당성과 시의성 및 효율성을 가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방어
적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규범으로서 적절히 기능하기 위해서
는, 방어적 민주주의가 적잖은 비용과 오·남용의 위험을 수반한다는 점
을 인식하고 이를 벌충하려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방어적 민주주의는 특정한 가치관이나 의견을 공론의 장으로부터 배제
하는 가치구속적인 속성을 가지는바, 설사 규범적으로 정당한 것이라 하
더라도 그 자체가 다원적 민주헌정질서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것임을 부
인하기 어렵다. 또한 방어적 민주주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관철된다
하더라도 구성원들의 정치적 자유를 위축시킴으로써 민주주의에 큰 상처
를 줄 수 있다. 한편 다수의 논자들은 방어적 민주주의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음을 지적하여왔는바,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의 정
당성은 그것이 구체적인 개별 사안에 적절하게 적용되리라는 점을 보장
해주지 못한다.
따라서 사전적으로는,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개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인식하고,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수단의 사용을 가급적 지양해야 한다.
한편 개입의 정당성에 대하여는, 법원과 같은 독립기관에 의한 엄격한
사후심사(post-hoc review)가 뒤따라야 한다. 또한 반민주주의자들이 민
주주의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이해관계를 아울러 가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정치적 배제는 항구적인 것일 수 없으며, 이들을 민주주
의 정치과정에 온전히 재통합하기 위한 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방어하기 위한 노력이 매카시즘과 구별되고, ‘방어
적 민주주의의 역설’이라는 규범적 난관에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앞

578)

579)

이재희, 앞의 글(2015a), 111쪽.
이상의 논의는 Alexander S. Kirshner, 앞의 글(2011), pp. 146-151을 간추린 것이
다. Kirshner는 이를 민주적 책임의 원리(principle of democratic responsibility)라고
표현한다.

578)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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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사법부의 통제
방어적 민주주의의 규범적 정당성을 인정하는 논자들은, 독립된 사법부
가 관련 조치의 적용기준을 제시하고, 적절한 개입시점을 평가하며, 사후
적인 통제를 가함으로써 정치적 남용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다고 본다.
일각에서는 사법부가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한 경우가 많으
며 , 반민주주의자들이 집권하여 위헌적인 법률을 마음대로 제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라면 법원에 의한 해결방안이 너무 늦은 것일 수 있다는
점 을 지적한다. 그러나 아래의 이유에서,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수호자
로서 적절히 기능할 수 있으며, 적어도 방어적 민주주의가 문제되는 상
황에서는 이보다 나은 대안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첫째, 사법권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권력이다. 사법권은 사실관계 혹은
법률의 해석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현재화되고, 그 분쟁의 일방 당사자
가 분쟁의 해결을 사법부에 의뢰했을 때 비로소 발동된다. 이 때문에
사법권은 입법권이나 행정권에 비해 정치화, 권력화의 가능성이 높지 않
으며 , 그에 따른 폐해도 상대적으로 적다.
둘째, 사법 가운데 특히 헌법재판은, 기본권과 소수자의 보호 및 헌법의
보장을 그 중추적인 기능으로 한다. 민주국가에서 법률은 다수의 의사를
대변하는 법적 표현인바,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는 다수결 원리에 의해
선출된 대표가 소수자에게 제도적으로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 이를 제거
580)

581)

58 )

583)

584)585)

nt o la Malkopoulou, 앞의 글(2016), p. 3. 사법적극주의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자칫 국민적 정당성을 결여한 법관에 의한 통치를 초래하여 대표민주주의의 기본질서
를 파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으로 성낙인, 앞의 책(2017), 754쪽.
581) Alexander S. Kirshner, 앞의 글(2011), p. 17.
582) 민주주의의 수호와 관련한 사법부의 역할은, 이 논문이 Kirshner의 자기제한적인
방어적 민주주의와 가장 입장을 달리하는 부분이다.
583) 전광석, 『한국헌법론』, 집현재, 2017, 766쪽.
584) 차병직 외, 『지금 다시, 헌법』, 로고폴리스, 2016, 437쪽.
585) 다만 근래에는 사법에 의해 중요한 정치적·사회적 현안들이 해결되는 ‘정치의 사법
화’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와 민주적 공론의 영역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
안들이 소수의 엘리트 법관들에 의해 결정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이 저해될 수 있
다는 것이다. 박은정, “‘정치의 사법화(司法化)’와 민주주의”, 『서울대학교 법학』, 제
51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3-4쪽.
580) A h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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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소수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도록 구상된 것이다. 6 민주주의가
다수결원리에 기초하고 있다면, 헌법재판은 다수결의 산물인 법률도 헌
법에 부합해야 한다는 사고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또한 헌법재
판소의 기본권보호는, 국민 다수의 민주적 의사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없는 개인의 고유한 사적 영역이 존재한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재판의 기능에 비추어볼 때,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사법기관
은, 다수결의 원리 등 민주주의를 활용하면서 타인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세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수호
하는데 적임자라 할 수 있다.
물론,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사법부만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대통령은 반민주적인 법률안을 거부함으로써 민주
주의를 방어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행동할 것이 요청된다.
다수의 시민들이 소환제 등을 통해 반민주적인 지도자를 축출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사수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방어적 민주주의
에서 문제되는 것은 민주주의의 역설, 다시 말해 다수 시민들이 반민주
적 세력을 지지하고 그럼으로써 반민주주의자들이 득세하는 상황이다.
이 경우 민주주의에 헌신하지 않는 시민들이나, 그들이 지지하는 반민주
적 세력이 장악한 의회 내지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기능하리
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58 )

587)

588)

Ⅵ. 엄격한 적용요건
방어적 민주주의에 입각한 조치는 엄격한 적용요건에 의하여야 한다.
오늘날에는 방어적 민주주의가 최후의 수단으로 예외적으로만 발동해야
6 정만희, 『헌법과 통치구조』, 법문사, 2003, 275쪽; 이우영, “대의제민주주의에서 소
수자 보호의 헌법적 의의와 구조”, 『서울대학교 법학』, 제48권 제3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173-174쪽. 헌법재판의 중요한 기능이 소수자 보호에 있다는 유사
한 입장으로 허완중,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민주적 정당성”, 『고려법학』, 제55권, 고
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9, 21쪽.
587) 한수웅 외, 앞의 책(2015), 19쪽.
588) 한수웅 외, 위의 책(2015), 88쪽.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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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자유와 권리의 제한을 수반하는 조치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한시적으로만 동원하되 민주주의의 본질을 침해해서는 안
되고, 기본권의 제한은 비례의 원칙에 의하여야 한다는 점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방어적 민주주의의 적절한 적용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한 것은 비례원칙
이다. 물론 방어적 민주주의에 입각한 모든 제도가 반드시 기본권의 제
한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독일기본법의 영구조항은 그 자체로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그러나 정당해산이나
기본권의 실효 등 침익적인 국가권력의 행사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한도에 그쳐야 하며, 국가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달성
하고자 하는 이익이 클 때에만 허용될 수 있다. 이것은 법치국가의 원리
로부터 도출되는, 국가권력 행사의 한계인 것이다.
이 같은 비례원칙은, 설사 방어적 민주주의의 적용이 정당화되는 상황
이라 하더라도 그에 따른 기본권 제한의 강도(剛度)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의 수위에 상응할 것을 요청한다. 예컨대 방어적 민주주의는, 타인의
참정권을 침해하지만 민주주의 체제 전반을 위협하지는 않는 정당들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반민주적 정당에 방어적 민주주
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해산’이 항상 정당화됨을 뜻하지는
않는다. 정당의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정당해산은 뒤에서 볼 여러 유형
의 정당금지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극단적인 것이다. 만약 정당해산보다
완화된 제재수단을 통하여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현존하는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때 정당해산은 비례원칙의 한 요소인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반민주적 세력이 민주주의에 초래하
는 위협이 경미하다면, 이들에 대한 제재는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반
하기 쉽다. 이들을 규제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의 존재가 불분명
하며, 설사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공익은 반민주주의자들의 제한되
589)

590)

계희열, 『헌법학(상)』, 박영사, 2005, 246쪽; 이부하, “독일 기본법상 헌법충실과
헌법재판”, 『세계헌법연구』, 제13권 제2호,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07, 107쪽; 이
재희, 앞의 글(2015a), 112-113쪽 등.
590) 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판례집 26-2하, 1, 24.
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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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본권보다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반민주적
인 ‘군소’정당을 ‘해산’하는 결정은, 방어적 민주주의의 논리에 입각한 것
이기는 하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 과도한 제재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Ⅶ. 소결
방어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제시된 처방으로서 규범
적 정당성과 시의성을 가졌으나, 다수의 논자들은 그것이 도리어 민주주
의의 본질을 해치거나 정치적으로 오·남용될 수 있음을 지적해왔다. 이
에 제3절에서는, 이러한 비판론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오늘날 방
어적 민주주의의 규범적 원리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반민주주의자
들도 정치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러한 권리가
침해되거나 민주주의 체제가 파괴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개입하며, 방
어의 대상인 민주주의의 의미를 엄격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방어적 민주주의가 수반하는 비용과 위험성을 벌충하려는 노력을
경주하며, 사법부를 통해 방어적 민주주의의 남용을 통제하고, 최후수단
성·예외성·한시성·비례원칙 등의 요건을 준수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제4절 방어적 민주주의의 적용 범주 설정
Ⅰ. 논의의 필요성과 몇 가지 고려사항
서 보았듯 방어적 민주주의는 1930년대 파시즘의 위협에 대한 처방으
로 제시되었으나, 최근에는 테러리즘, 국가정체성에 대한 도전, 혐오표현
등 다양한 현상에 대한 확대적용이 문제되고 있다. 방어적 민주주의는
적잖은 비용을 수반하며 정치적으로 오·남용될 수 있기에, 그 적절한 경
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제4절에서는 테러리즘(Ⅱ.), 국가정체성에 대한
도전(Ⅲ.), 혐오표현(Ⅳ.), 위협적인 정당의 결성 및 활동(Ⅴ.)이 방어적 민
주주의의 이론적 틀에 포섭될 수 있는 대상인지의 여부를 논구한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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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논의를 전개하기에 앞서 몇 가지 고려사항을 상기하고자 한
다. 방어적 민주주의의 확대적용 가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원칙
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바, 이는 전술한 방어적 민주주의의 규범적인 원
리 및 확대적용의 본질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다.
첫째, 방어적 민주주의는 당해 정치공동체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전제한
다는 점이다.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체제에서라면, 설사
비자유주의적인 조치가 취해진다 해도 이를 방어적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 방어할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제1: 민주주의)
둘째, 방어적 민주주의의 비용과 정치적 오·남용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호의 대상인 민주주의를 협의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장 제3절
에서는 민주주의를 “주기적·경쟁적인 선거를 통해 공동체의 의사를 결정
하되, 권력을 통제하고 자의적인 지배를 배제함으로써 개인의 정치적 자
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다두정치체제”로 정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민주주의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른 구성원의 권리가 침해
되거나, 민주주의 체제가 전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방어적 민주주의
에 따른 개입이 정당화된다고 보았다. (전제2: 협의의 민주주의)
셋째,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은 민주주의 국가가 마주하게 되는 모든 위
협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Loewenstein이 방어적 민주주의를
주창한 것은, 민주주의 제도의 폐제를 주장하면서도 외견상의 합법성을
갖추고 민주주의를 활용하는 파시즘이라는 특유한 적 때문이었다. (전제
3: 파시즘의 특유성)
넷째, 방어적 민주주의를 새로운 대상에 확대적용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적용대상이었던 파시즘과 새로운 대상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유추적용 내지 확대적용은 양자의 기본적인 유사성을
당연히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제4: 확대적용의 요건인 유사성)
다섯째, 방어적 민주주의는 적잖은 비용과 위험성을 수반하며, 따라서
실천적인 측면에서도 그 확대를 가급적 지양해야 한다는 점이다. 민주주
의의 투쟁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 다원주의가 토대를 잃고 민주주
의 정치과정이 위축될 수 있다. (전제5: 확대적용 자제의 필요성)
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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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테러리즘
테러리즘의 문제는 오랜 역사를 가지며, 9·11 테러는 서구 민주주의 국
가들이 이슬람 근본주의의 표적이 되었다고 인식하게 함으로써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의 부흥을 가져왔다고 평가된다. 2 특히, 반(反)테
러리즘(counterterrorism)이 방어적 민주주의의 이론적 틀에 포섭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양한 견해가 개진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도
테러방지법이 제정·시행되는 등 테러리즘이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되었
다. 그러나 아직 방어적 민주주의와 테러리즘의 관련성을 검토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일부 문헌에서 양자의 관계를 짧게 다루고 있을 뿐이다.
이하에서는 우선 테러리즘의 개념과 역사, 유형, 추이 및 반테러법의 일
반적인 측면을 개괄한다. 다음으로는 테러리즘이 방어적 민주주의의 적
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견해의 대립을 살펴보고, 앞
서 상기한 바를 고려하며 결론을 도출한다.
59 )

593)

594)

1. 테러리즘과 반테러법
가. 테러리즘의 정의
여기서는 테러리즘의 개념정의를 시도한 연구 및 관련법을 검토함으로
써, 방어적 민주주의와의 관련성을 논함에 있어 중요한 징표를 파악한다.
Raymond G. Frey and Christopher W. Morris(1991)는 테러리즘의 속
성으로 근본적으로 정치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점, 일견 무차별적인 표적
을 향해 폭력을 사용한다는 점, 비국가적인 행위자에 의해 수행된다는
점, 무고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열거하였다. 여러 사건에서
595)

이재 , 의 2 , 262쪽.
etlana l ina, 의 글(2011), p. 86; Patrick Macklem, 앞의 글(2012), p. 576.
가 테러와의 전 과정에서 나타난 권리의 제약이 방어적 민주주의의 법적·제도
적 표현이라고 본 한상익·김진영, 앞의 글(2015), 65, 80쪽; 방어적 민주주의가 발현하
는 이유의 하나로 테러를 언급한 김현철, 앞의 글(2016), 394쪽.
594) 이하의 논의는 김종현, 앞의 글(2016a), 147-179쪽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591)
희 앞
글( 015b)
59 ) Sv
Tyu k
앞
593)
령
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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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징표가 확인된다고 본 Audrey Kurth Cronin(2002)은 테러리즘을
“비국가적인 행위자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무고한 이들을 대상으로
가하는 폭력의 사용 내지 위협”이라고 하였다. 6 한편 미국법전(United
States Code: U.S.C.) 제22편 제2656f조는 테러리즘을 “준국가단체나 비
밀요원들이 정치적 동기를 가지고 사전에 계획하여 비전투상태에 있는
목표물에 가하는 폭력” 이라고 정의한다.
국내에서도 테러리즘을 정의한 문헌과 법제를 찾아볼 수 있다. 박기륜
(2004)은 테러리즘을 “개인 또는 조직된 그룹이 정치적 또는 종교적 동
기에서 어떤 국가나 국가이념을 공격하기 위하여 일정한 계층이나 사람
들이나 어떤 민족에게 공포를 주려고 범하는 폭력 내지 무력행위로써의
국민 범죄”로 본다. 권정훈(2012)은 테러를 “정치적·이념적·종교적·민
족적·사회적 이유로 자국의 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목적
을 추구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조직이 주도면밀한 계획 하에 국내외를 불
문하고 특정인물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대중) 또는 국가중요시설과 다중
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나 시설물을 대상으로 살인, 납치, 협박, 강요, 시
설파괴 등 비합법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력사용에 대한 협박을 통해 사
회적으로 공포 또는 불안을 야기하는 총체적 불법행위”로 이해한다.
테러방지법 제2조 제1호는 테러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
할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라고 규정한다.
위의 논의를 정리하면 ①(주로) 정치적인 동기에서 ②무고한 이들을 향
하여 ③무차별적으로 가해지는 ④비합법적 폭력이라는 테러리즘의 개념
요소를 확인할 수 있다.
59 )

597)

598)

599)

a ond G. Frey and Christopher W. Morris eds., Violence, Terrorism, and
J usti ce ,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p. 3.
596) Audrey Kurth Cronin, “Behind the Curve: Globalization and International
Terrorism”, I nternational Se curity, Vol. 27, No. 3, 2002, p. 33.
597) “premeditated, politically motivated violence perpetrated against non-combatant
targets by subnational groups or clandestine agents” 22 U.S.C. § 2656f(d)(2)
598) 박기륜, 『국제범죄론』, 비전캐릭터, 2004, 213쪽.
599) 권정훈, “독일의 테러대응 정책 변화에 따른 한국의 테러대책 방향”, 『한국재난정
보학회논문집』, 제8권 제4호, 한국재난정보학회, 2012, 412쪽.
595) R 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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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테러리즘의 역사와 유형 및 전개양상
종교적 극단주의에 입각한 오늘날의 테러를 반제국·반식민지·반세계화
에 이은 테러리즘의 네 번째 물결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19세기 인민
주권과 보통선거권의 개념으로 고취된 변화의 요구를 억누르려는 제국에
맞서 테러리즘의 첫 번째 물결이 일어났다면,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테
러는 주로 민족자결주의에 따라 자주독립을 쟁취하려는 목적으로 행하여
졌다. 이어 월남전은 1970년대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를 거부하는 이들의
테러를 촉발하였고, 9·11 테러로 지하드라는 테러리즘의 새로운 측면이
부각되었다는 것이다.6
테러리즘은 그 동기에 따라 크게 좌파, 우파, 종족적 민족주의·분리주
의, 종교적 극단주의로 나뉜다고 한다. 좌파 테러리스트들이 공산주의와
부침을 함께했다면, 우파 테러리즘은 주로 파시즘으로부터 영향을 받았
다. 종족적 민족주의자·분리주의자 집단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탈식민
운동의 물결을 타고 성장하였으며, 최근에는 특히 종교적 극단주의 세력
이 문제되고 있다.6
통계에 비추어 2000년대를 전후한 테러에서는 4가지의 경향이 감지된다
고 한다. 종교적 테러리즘이 증가하였고, 전반적인 공격의 수는 감소하였
으며, 하나의 테러가 가지는 치명성은 증대하였고, 미국인이 표적이 되는
일이 많아졌다는 것이다.6 2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 테러는 이라크·나이
지리아·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시리아 5개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2014년
사망 피해자는 2000년보다 약 9배 증가하였고, 9·11 테러를 제외하면 서
구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사망 피해자는 전체의 약 0.5%라고 한다.6
00)

01)

0 )

03)

600) David C. Rapoport, The Fourth Wave: September 11 in the History of
Terrorism, Current H istor y, Vol. 100, No. 650, 2001, pp. 419-424.
601) Audrey Kurth Cronin, 앞의 글(2002), p. 39.
602) Nadine Gurr and Benjamin Cole, The N ew F ace of Terrorism: Threats from
Weap ons of M ass D estr uction, London: I.B. Tauris, 2000, pp. 28-29; Audrey Kurth
Cronin, 위의 글(2002), pp. 42-45.
603) Institute for Economics and Peace, Global Terrorism I ndex 2015: U nderstanding
the Impact of Terrorism, IEP Report 36, 17 November 2015, p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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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테러법의 특징
여기서는 9·11 테러 이후 제정된 패트리어트법6 등을 통해, 반테러법
이 가지는 규범적 특징을 살펴본다.
패트리어트법은 정보기관과 법집행기관 간 경계를 완화함과 더불어 국
가기관의 정보수집·수사권한을 대폭 확대하였다.6 동법 제206조는 외
국인에 한정되지 않는 ‘포괄적’인 이동성 감청(roving wiretap)을 도입하
였으며6 6 , 제215조는 연방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
이 국제 테러리즘과 비밀정보활동의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된 모든 기록과 유형물’을 보관한 기관에 대하여 법원의 명령을 통
해 그 제출을 강제할 수 있게 하였다.6 제411조 이하에서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제한조치를 극도로 강화한 것도 특기할 만하다.6 6 이처
럼 정보수집 및 기본권 제한의 대상이 테러리스트나 테러 용의자에 국한
되지 않는다는 점이 동법의 중요한 특징이다.
다른 나라들의 반테러법에서도, 방대한 정보수집 및 불특정 다수의 기
본권에 대한 포괄적 제한이라는 속성을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프랑스
는 ‘일상의 안전에 관한 법(Loi n° 2001-1062 du 15 novembre 2001
relative à la sécurité quotidienne)’을 제정하여 공공장소에서 ‘일반인들
04)

05)

0 )

07)

08) 09)

http://economicsandpeace.org/reports에서 이용 가능 (최종접근일 2017. 7. 23.)
604) 정식 명칭은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Act이며, 2015. 6. 더 이상 연장되지
못하고 ‘미국 자유법(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Fulfilling Rights and
Ending Eavesdropping, Dragnet-collection and Online Monitoring Act: USA
Freedom Act)’으로 대체되었다.
605) 김지영, “대테러 입법의 헌법적 문제 - 미국 애국법(PATRIOT ACT)을 중심으로
-”, 『비교헌법재판연구』, 2014-B-3,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4, 7-8쪽.
606) 감청대상인 수화기나 통화상대방을 지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
청을 실시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김승대, “테러와의 전쟁과 입헌주의의 위기에 관
한 헌법적 연구”, 『법학연구』, 제55권 제4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97쪽.
607) 김승대, 위의 글(2014), 90-100쪽.
608) 김승대, 위의 글(2014), 101쪽.
609) 동법의 위헌성에 대한 논의 및 이후 법 개정에 관하여는 김승대, 위의 글(2014),
102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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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지품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 2006. 1. 23. 제
정된 ‘테러방지 및 치안과 국경통제에 관련된 여러 규정들에 관한 법률
(Loi n° 2006-64 du 23 janvier 2006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terrorisme et portant dispositions diverses relatives à la sécurité et
aux contrôles frontaliers)’은 ‘공공장소’에 CCTV를 증설하고 대테러기관
에 ‘시민 신상’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하였다.6 반테러법의 이러한 특
징은, 테러리스트들이 은밀하게 활동하며 따라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본권을 제한할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에 기인한다.
10)

2. 방어적 민주주의의 확대적용에 대한 검토
가. 견해의 대립
(1) 반테러리즘에의 확대적용을 지지하는 입장
방어적 민주주의를 반테러리즘에 확대적용하자는 논자들은, 양자의 유
사성 및 규범적 효용성을 그 논거로 제시한다.
(가) 방어적 민주주의와 반테러리즘의 유사성
방어적 민주주의가 반테러리즘에 확대될 수 있다는 입장에서는, 테러리
즘과 파시즘이 유사한 속성을 가진다고 본다. 일찍이 Loewenstein은 권
위주의가 민주주의를 종식시킨 원동력이 감성주의라고 보았는데6 , 테
러리스트들이 사용하는 공포와 위협이라는 수단 역시 감성의 정치를 만
들어낸다는 것이다. 이슬람 근본주의 테러리스트 등이 과거 파시즘과 마
찬가지로 민주주의 헌정질서 자체를 위협한다는 견해도 있다.6 2
11)

1 )

610) 오태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의 제정과 시사점”, 『인문사회 2
1』, 제7권 제2호, 아시아문화학술원, 2016, 594쪽.
611) Karl Loewenstein, 앞의 글(1937a), p. 423.
612) András Sajó, 앞의 글(2006), p. 2257; Svetlana Tyulkina, 앞의 글(2011), p.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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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에 대한 대응방안이 방어적 민주주의와 유사하다는 평가도 개진된
다. 반테러리즘과 방어적 민주주의 모두 국내 안보의 문제라는 주장6 ,
양자 모두 예방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는 지적6 , 무
언가(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바로 그 무언가를 제한하는 규범적 구조가
비슷하다는 관찰이 그러하다.6 평상시 헌정질서로부터의 이탈이라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경험이 반테러리즘의 문제에 적절한 것일 수 있다는
견해 또한, 양자의 친근한 관련성(intimate relation)을 고려한 것이다.6 6
오늘날 테러리스트들이 한편으로는 여전히 폭력에 의존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정당을 설립하여 선거에 참여하는 등 지난날의 파시즘과 비슷
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유사성에 입각한 확대적용의 주장을 뒷
받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마스(Hamas)와 헤즈볼라(Hezbollah)는 군
사조직임과 동시에 정당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 일각에서는 이를 기묘한
혼합적 성격(strange hybrid character)이라 표현하였으며6 , Batasuna
나 민족민주당에서 보는 것처럼 정당정치와 테러리즘의 혼재 양상은 서
구 민주주의 국가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13)

14)

15)

1 )

17)

(나) 확대적용 시 규범적 효용성
규범적 효용 또한 방어적 민주주의를 반테러리즘에 확대적용하자는 주
장의 중요한 논거이다. Svetlana Tyulkina(2011)는 방어적 민주주의를
반테러리즘에 적용할 경우 반테러 관련 조치들의 적법성을 제고할 수 있
다고 본다. 그 근거로는 첫째, 테러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제한할 수 있
는 기본권의 종류와 범위가 한정될 것이라는 점 둘째, 의회가 행정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가운데 반테러 관련법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으
613) Markus Thiel, 앞의 글(2009a), p. 390.
614) Svetlana Tyulkina, 앞의 글(2011), p. 267.
615) Patrick Macklem, 앞의 글(2006), p. 488.
616) András Sajó, 앞의 글(2006), p. 2255.
617) Noah R. Feldman, “Ballots and Bullets”, New York Times, 21 July 2006,
http://www.nytimes.com/2006/07/21/magazine/30wwln_lede.html?pagewanted=print&
_r=1& (최종접근일 2017.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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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는 점 셋째, 방어적 민주주의의 논리는 행정부를 선호하거나 사법부
의 전통적인 기능을 부정하지 않으며 권력분립과 균형을 요청한다는 점
넷째, 방어적 민주주의는 정부로 하여금 반테러 관련 조치를 정당화하는
강력한 논거를 제시하도록 요구하리라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관
찰은 ‘테러와의 전쟁(War on Terror)’이라는 별도의 패러다임을 만들어
낼 이유가 없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6
18)

(다) 논의의 전제: 방어적 민주주의의 역동성
방어적 민주주의를 반테러리즘에 확대하자는 위의 논의는, 헌법이 새로
운 정치적·사회적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방어적 민주주의가 여러
위협에 적용 가능한 역동적인 개념임을 전제한다. Tyulkina는 방어적 민
주주의가 어느 특정한 이념이나 운동에만 국한된 개념이 아니며, 권리를
남용하여 민주주의 제도를 훼손하려 하는 모든 움직임에 적용될 수 있음
을 강조한다.6
19)

(2) 양자를 준별하는 입장
반면 양자를 준별하며 방어적 민주주의가 반테러리즘에 확대적용될 수
없다는 의견도 개진되는바, 그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민주주의의 전제요건인 안보와 민주주의의 구별
a rina Engelmann(2012)은, 반테러리즘이 구성원들에게 안전을 제공
하는 수단이기는 하나 그것이 곧 민주주의 체제의 방어라고는 할 수 없
다고 본다. 시민들이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민주주의가
기능하기 어렵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민주주의의 전제조건(prerequisite)
인 안전의 확보는 민주주의 그 자체를 방어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이다.
S b

618) Svetlana Tyulkina, 앞의 글(2011), pp. 355-357.
619) Svetlana Tyulkina, 위의 글(2011), p.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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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민주적 국가들이 반테러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도, 반테러리즘이
민주주의의 방어가 아닌 안보의 문제임을 말해준다고 한다.62
Engelmann에 따르면, 반테러리즘과 방어적 민주주의의 혼동은 민주주
의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기인한다. 민주주의의 방어가, 민주주의 제도의
수호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연히 민주적인 성격을 가진 국가의 자위
(self-defense)라는 뜻으로 잘못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이렇게 이해하면 민주주의 국가가 스스로를 지키고자 치르는 싸움 모두
방어적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불합리하다는 것이다.62
0)

1)

(나) 테러는 민주주의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이 아니라는 평가
테러리즘이 막심한 피해를 수반하기는 하지만 민주주의 체제에 근본적
인 위협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거 파시즘과 다르다는 견해도 있
다. 예컨대 9·11 테러가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지만, 그렇다고
미국의 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위험에 빠지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공고한 민주주의 체제가 (그 원인이 무엇이든) 대규모의 인
명피해 및 파괴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한다.622
)

(다) 민주주의 국가의 전유물로 볼 수 없는 반테러리즘의 성격
방어적 민주주의와 달리 반테러리즘은 비민주적인 국가들에서도 발견된
다는 논거도 제시된다. Engelmann은 반테러법이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
에서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홍콩 등에서 제정되었음을 언
급한다. 당시 이들이 기껏해야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혼합형 정치체제
620) Sabrina Engelmann, 앞의 글(2012), p. 167.
621) Sabrina Engelmann, 위의 글(2012), p. 168.
622) Sabrina Engelmann, 위의 글(2012), pp. 167-168. 이 글은 테러리즘이 국가와 그 구
성원들에게 끼치는 피해를 자연재해와 견주면서, 9·11 테러보다 훨씬 더 큰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2011년 일본 대지진도 일본의 민주주의를 위협하지 못했음을 지적한
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를 겨냥한 인간의 의도된 공격과, 특정한 국가 내지 체제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자연재해를 비교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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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 regime)였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반테러법이 민주주의 체제만
을 보호하는 도구로 이해될 수 없다는 것이다.62 62
Giovanni Capoccia(2013)는 테러리즘이 민주주의를 포함한 모든 국가에
서 금지되며,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의 초점은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한
연구에서와 상당히 다르다고 하였다.62 테러를 지지하는 정당을 금지하
는 것에는 특별히 민주주의에 관련된 요소가 없다는 이유에서, 이를 방
어적 민주주의에 따른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한 논자도 있다.626
(hyb d

3)

4)

5)

)

(라) 적(敵)이 가지는 성격의 차이
반테러리즘과 방어적 민주주의가 상정하는 적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
르다는 견해도 있다. Jan-Werner Müller(2012a)에 따르면, 테러리즘은
선거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것과는 분명하게 구별된다. 물론
Müller 또한 테러조직이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을 위성조직으로 거느리는
경우가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테러리즘이 Loewenstein
이 묘사한 파시즘처럼 민주주의에 완벽하게 적응하였다고 말할 수는 없
으며, 따라서 양자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62
테러리즘이 민주주의 정부에 대하여 주로 정치적 폭력의 사용이라는 문
제를 야기하며 따라서 반테러리즘이 비폭력적 극단주의에 대한 대응의
문제에 적응하기는 어렵다는 견해62 역시, 민주주의의 적이 가진 성격
의 차이(합법성의 존부)에 근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7)

8)

(마) 기본권 제한의 상이한 양상
623) Sabrina Engelmann, 위의 글(2012), p. 168.
624) 심지어 짐바브웨, 우간다 등 독재국가도 반테러법을 도입하였다. 한희원, “초국가적
안보위협세력에의 법규범적 대응 법제연구”, 『중앙법학』, 제14집 제2호, 중앙법학회,
2012, 94쪽.
625) Giovanni Capoccia, 앞의 글(2013), p. 209.
626) Alexander S. Kirshner, 앞의 책(2014), pp. 88-91.
627) Jan-Werner Müller, 앞의 글(2012a), pp. 538-539.
628) Giovanni Capoccia, 앞의 책(2005), pp. 232-233; Jan-Werner Müller, 앞의 글
(2016), p.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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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의 특징에 따른 기본권 제한의 상이함도 방어적 민주주의가 반테러리
즘으로 확대될 수 없다는 논거로 제시된다. 예컨대 Sajó는, 방어적 민주
주의의 경험이 반테러리즘에 적절한 것일 수 있다고 하면서도 이 같은
차이를 인정한다. 그에 따르면, 방어적 민주주의의 경우 기본권 제한의
대상을 비교적 쉽게 식별할 수 있으며, 다른 구성원들에 대한 권리제한
의 효과는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직접적이지 않다.62 반면 테러리스트
들은 은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활동하며, 따라서 반테러법은 광범위한 데
이터 수집이나 집회·시위에 대한 포괄적 제한의 형태를 취하게 되고, 이
는 구성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6
9)

30)

나. 검토
건대, 방어적 민주주의와 반테러리즘 사이에 일부 유사성이 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양자는 어떤 위협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기본권
제한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며, 파시즘과 테러리즘 모두는 구성
원들의 감성에 호소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
서, 방어적 민주주의가 테러리즘의 문제에 확대될 수는 없다고 본다.
살피

(1) 민주주의 국가의 전유물이 아닌 국가안보의 영역
방어적 민주주의는 그 정치공동체가 민주적일 것을 대전제로 한다(전제
1). 그러나 이와 달리 반테러리즘은 민주주의 국가의 전유물이 아니며,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혼성체제나 독재국가도 관련 법제를 적극 채택하
고 있다. 또한 테러리즘은 주로 정치적인 동기에서 무고한 이들을 향하
여 무차별적으로 가해지는 비합법적 폭력이라 정의되는바, 그 대상은 결
코 민주주의 국가로 한정되지 않는다.6
폭력의 사용은 물리적 강제력
31)

629) 예컨대 반민주적 정당을 해산하는 경우, 소속 의원과 당직자 및 당원들을 식별하여
이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에는 큰 어려움이 따르지 않으며, 당해 정당과
무관한 사회 구성원들의 기본권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
630) András Sajó, 앞의 글(2006), p. 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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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합법적 독점, 내적 질서의 유지, 외부 위협으로부터의 안전 확보를 중
요한 개념징표로 하는 국가일반6 2 에서 당연히 금지되는 것이다. 요컨대,
테러리즘은 민주주의가 아닌 국가안보6 에 대한 위협이다.6 민주주의
와 국가의 안전보장을 준별할 필요성은 이 장 제3절 Ⅲ.에서 살펴보았다.
3 )

33)

34)

(2) 민주주의에 대한 적응 및 합법성의 결여
또한 테러리즘은, 폭력성과 비합법성이라는 징표에서부터 파시즘과 본
질적인 차이를 드러낸다(전제4).6 Loewenstein이 본 것처럼 파시즘은
합법성을 활용하였으며, 이들의 성공은 민주주의에 대한 완벽한 적응에
따른 결과였다(전제3). 물론 당시 파시즘이 보였던 폭력적·억압적인 성격
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6 6 그러나 파시즘이 대중의 동의를 생산하
려고 노력하였다는 점은 테러리즘과 선명한 대조를 이루며, 나치가 바이
마르 헌법을 크게 위반함 없이 공중의 지지를 얻었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35)

3 )

631) 유독 민주주의(국가)를 표적으로 하는 테러리즘의 존재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러
나 앞서 본 것처럼 최근의 테러는 민주주의가 공고화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라크 등
5개국에 집중되어 있다.
632)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공저, 앞의 책(2002), 144-150쪽 참조.
633) 테러는 국가안보를 위협함과 동시에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이며, 이에 반테러법은 ‘인간안보’를 위해 필요한 법제로 설명되기도 한다. 인간안보에
대하여 자세히는 전학선, “테러방지법과 인권보장”, 『경찰법연구』, 제14권 제1호, 한
국경찰법학회, 2016, 6-17쪽 참조.
634) 그렇다고 테러가 민주주의에 위협을 야기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Engelmann
이 본 것처럼 안보는 민주주의가 적절히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전제조건이
며,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의 안전에 대한 위협은 ‘결과적으로’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종교적 테러리스트의 경우, 사회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였던 세속적 테러리즘과 달리 사회의 규범 구조 자체를 변경시키려 한
다는 평가도 있다. 제임스 D. 키라스, 조동준 옮김, “테러리즘과 지구화”, 존 베일리
스·스티브 스미스 편, 하영선 외 옮김, 세계정치론, 을유문화사, 2006, 502-504쪽.
635) 민주주의 정치과정에 헌신적으로 참여하는 이슬람 성향의 정당과 종교적 테러리스
트를 준별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Mary R. Habeck, Knowing the E ne my: J i had ist
Ideology and the War on Terror ,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6, p. 4.
636) 이상적인 민족을 인위적으로 설계하려는 파시즘의 기획이 필연적으로 폭력과 강압
을 수반했다는 평가로 장문석, 앞의 책(2007), 2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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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6 또한 파시즘이 테러리즘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었음을 말해준
다. 이처럼 민주주의에 적응하고 합법성을 활용한 결과, 파시즘은 거스를
수 없는 보편적인 조류라 여겨질 만큼 여러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반면 테러리즘은 비합법적·폭력적 수단에 의지하여 정치적 목적을 달성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항상적인 것일 수 없
다.6 테러조직이 민족해방이나 지역적 분리 독립을 명분으로 내걸고
정당 및 선거제도를 활용하는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성숙한 민주주
의 국가가 테러리즘에 의하여 전복된 사례는 발견되지 않는다.6
37)

38)

39)

(3) 규범적 효용성이라는 논거의 한계
테러와의 전쟁에 대하여는 국제법적 규율대상인 전쟁과 국내법적 규율
대상인 범죄 진압 사이에서 인권보호의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비
판이 제기되어 왔으며, 초창기 패트리어트법이 입헌주의의 사실상 포기
였다는 평가도 있다6 . 이러한 현실에서, 방어적 민주주의의 확대적용을
통해 반테러 관련 조치의 규범적 정당성을 제고하려는 시도는 높이 평가
할 만한 것이다.
그러나 방어적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역설적인 성격을 가지며 상당한
비용과 위험성을 수반한다. 설사 반테러법이 기본권 침해의 소지를 가진
다 하더라도 이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준수하고 법치주의 원리를 제고
함으로써 극복할 문제이지, 전혀 그 성질을 달리하는 방어적 민주주의라
는 또 다른 위험한 개념을 확대하여 해결할 성격의 것은 아니다(전제5).
40)

637) 가령 Mark Chou, 앞의 책(2014), p. 60. 다만, 앞서 본 것처럼 수권법의 통과는 순
수한 다수결에 의한 것이었다고 하기 어렵다.
638) 정유선, “이슬람 원리주의 테러조직의 급진화와 온건화 - 헤즈볼라의 사례를 중심
으로”, 『사회과학연구』, 제28집 제1호,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2, 255쪽.
639) 이에 비추어, 테러리즘이 민주주의에 대한 실질적 위협이 아니라는 Engelmann의
평가는 결론에 있어 타당하다.
640) 김승대, 앞의 글(2014), 92, 1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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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본권 제한의 상이한 양상
반테러리즘과 방어적 민주주의는 위협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본권의
제한을 수반한다는 유사성을 가진다. 그러나 Sajó가 지적한 것처럼, 기본
권 제한의 양상에서 양자는 큰 차이를 보인다.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이
나 집회·시위에 대한 제한을 통해 일반 구성원의 기본권에 심각한 영향
을 끼치는 반테러 법제는, 기본권 제한의 대상이 한정되어 있으며 비교
적 용이하게 식별되는 방어적 민주주의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다.
3. 소결
위의 이유에서 반테러리즘은 방어적 민주주의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따라서 방어적 민주주의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사실 테러리
즘은 Loewenstein이 방어적 민주주의를 주창하기 전에도 있어왔다.6
그러나 그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인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한 계기는, 민
주주의에 적응하고 합법성을 활용하는 파시즘이지 테러가 아니었다.
규범적으로도, 방어적 민주주의에 반대하면서 동시에 반테러 조치를 지
지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예컨대 Kelsen은, 반민주적인 세계관을
평화롭게 표현하는 정도라면 결코 억압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도, 민
주정부는 폭력으로써 자신을 폐제하려는 시도를 억누르고 적절한 수단을
통해 저지할 권한을 가짐을 인정하였다.6 2 테러는 어느 체제에서나 용
인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반면, 오늘날의 방어적 민주주의는 반민주
주의자를 패퇴시키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체제에 재통합하기 위한 장
기적인 과제로 이해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41)

4 )

641) 그 대표적인 예로 1914. 6. 28. 발발한 ‘사라예보 사건’을 들 수 있을 것이다.
642) Hans Kelsen, Was ist Gerechtigkeit, Wien: F. Deuticke, 1953, S. 42. 이종수, 앞의
글(2015), 222쪽에서 재인용. 이러한 입장에 비추어, 만약 테러리스트가 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려는 의도에서 민주주의의 전제조건인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이라면,
Kelsen 또한 국가가 이를 저지할 권한을 가진다고 인정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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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가정체성에 대한 도전
국가의 정체성(identity)을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인가는 일률적으로 답
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나 거칠게 표현하여 (특히 근대)국가의 형성
과정은 특정한 (비)종교성과 민족성을 수립하며 국경을 획정하는 역사라
고도 볼 수 있으며6 , 이 점에서 국교 혹은 세속주의 원리, 민족성, 국
경은 국가정체성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방어적 민주주의에 관
한 논의에서도, (비)종교성, 영토적 통합성, 구성원의 민족적·인종적 성격
등이 국가정체성의 주된 내용으로 이해되고 있다.6
오늘날 국가정체성은 여러 나라의 정치에서 결정적인(decisive) 요소가
되었다고 평가되며6 , 이는 1990년대 이후 방어적 민주주의의 전개양상
에서도 확인된다. 여기서는 국가정체성에 대한 도전을 규제하는 유형을
정리하고, 그것이 방어적 민주주의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논구한다.
43)

44)

45)

1. 국가정체성에 대한 도전의 규제유형
가. 정당금지
국가정체성에 대한 도전이 정당정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
며, 일부 국가는 정당해산을 비롯한 정당금지로 이에 대처하고 있다.
터키에서 복지당 등 이슬람 정당들은 세속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이유
로, 쿠르드 분리주의를 지향하는 정당들은 영토의 통일성과 국민의 통합
성에 반한다는 이유로 각각 해산되어 왔다. Batasuna는 테러조직인
643) 근대국가의 발전은 주권을 매개로 국가와 국민/민족/인민이 통합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1648년 베스트팔렌조약(Treaty of Westphalia)은 “정치권력이 종교를
결정”하고 “국왕이 영토 내에서는 황제”라는 원칙을 정하였으며, 이후 서구에서는 영
토주권에 바탕을 둔 국제질서가 형성되었다. 강상규·이혜정, “근대 국제정치질서와 한
국의 만남”, 하영선·남궁곤 편, 『변환의 세계정치』, 을유문화사, 2007, 39-41쪽.
644) Nancy L. Rosenblum, 앞의 책(2008), p. 440; Alexander S. Kirshner, 앞의 책
(2014), p. 89.
645) András Sajó, 앞의 글(2012), p. 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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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관련성을 이유로 해산되었으나, 일각에서는 ETA가 바스크 지
역의 독립을 주장해왔음을 고려하여 Batasuna를 국가정체성에 도전한
정당으로도 분류한다.6 6 불가리아에서 Pirin Macedonia의 자치 내지 분
리를 주장해온 연합마케도니아조직당(United Macedonian Organisation
Ilinden-Party for Economic Development and Integration of the
Population: UMO Ilinden-PIRIN)이 해산된 사례도 있다.
각국은 국가정체성에 도전하는 정당을 규제하는 규정을 두기도 하며,
근래의 헌법일수록 종교적·인종적·민족적·언어적 성격을 가진 정당의 결
성과 활동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6 1985년 개정 이래 이스라엘이 유
대인들의 나라임을 부인하는 정당을 금지하는 이스라엘 기본법 7A, 정
당의 정강, 정책 및 활동이 영토적·국민적 통합성과 세속주의 원리에 반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터키 헌법 제68조 제4항, 인종적·민족적·종교적
노선의 정당을 금하는 불가리아 헌법 제11조 제4항6
등이 그 예이다.
ETA

4 )

47)

48)

나. 종교적 복장의 규제
국가정체성을 위협하는 정당의 금지와 함께 문제되는 것이 (주로 공공
장소에서의) 종교적 복장 착용의 규제이며, 그 대부분은 무슬림 여성들
이 신체를 가리고 종교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부르카, 니캅, 히잡, 차도르
에 대한 것이다. 최근에는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 등지에서
부르키니에 대한 규제가 논란이 되고 있으며, 2016. 8. 26. 프랑스 행정최
고재판소(Conseil d'Etat)는 빌뇌브루베(Villeneuve-Loubet)시가 취한 부
르키니 금지조치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도 하였다.6
49)

646) Alexander S. Kirshner, 앞의 책(2014), p. 89.
647) Nancy L. Rosenblum, 앞의 글(2007), p. 24.
648) “There shall be no political parties on ethnic, racial or religious lines, nor parties
which seek the violent seizure of state power.” http://www.parliament.bg/en/const
(최종접근일 2017. 7. 23.)
649) Conseil d’Etat, ORD., 26 août 2016, Ligue des droits de l’homme contre
Villeneuve-Loubet (arrêté anti-burkini), requête numéro 402742. 동 사건에 관하여
보다 자세히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세계헌법재판동향』, 2017-F-1,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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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Leyla Şahin v. Turkey 사건과 Dogru v. France 사건은, 세
속주의 원리가 민주주의 체제의 보호에 필수적이라는 당사국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방어적 민주주의의 논리를 보여주고 있음을 앞서
살펴보았다.
2. 규제의 근거 및 평가
이처럼 국가정체성에 대한 도전의 규제가 방어적 민주주의의 논리로 긍
정하기도 함을 알 수 있는바, 그 타당성이 문제된다. 이하에서는 이 같은
제한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개괄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시도한다.
가. 상호합의 내지 상호이익에 입각한 정당화
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도전이 금지되는 것은, 그것이 정치적 안정에 대
한 구성원들의 중첩적 합의(overlapping consensus)의 산물이기 때문이
라는 견해가 있다. 예컨대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이 국교로 받아들여지기
를 바라지만, 그렇다고 종교 문제로 전쟁을 치르는 것을 원치는 않으며
다른 종교가 국교가 되는 것도 꺼리기에, 종교를 논쟁의 장에서 배제하
기로 하는 함구령(gag rules)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
장에 대해서는, 함구령이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것이라기보
다는 어떠한 대상이 공론화되는 것을 원치 않는 이들이 제3자의 침묵과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6
상호이익(mutual interest)에 따라 국가정체성에 대한 도전의 규제가 정
당화된다는 논변도 있다. 민주주의가 전적으로 공고한 것일 수는 없으며
특정한 변화의 시도는 정치적 균형을 깨뜨리고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상호이익을 위해서라도 민감한 주제가 정치적 의제
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민주주의를 위협
하는 것은 그러한 주제를 의제로 부각하려는 행위자가 아니라 폭력을 동
50)

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7, 55-59쪽 참조.
650) Alexander S. Kirshner, 앞의 책(2014), pp. 1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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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면서까지 이를 억누르려는 자로 보아야 한다는 반론이 유력하다.6

51)

나. 영향력에 따른 규제의 정당화
국가정체성에 대한 도전이 가지는 영향력을 근거로 그 규제를 정당화하
는 논자들도 있다. 예컨대 종교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복장은 과거 파시
스트들의 준군사적 제복과 비슷한 영향을 가져 규제된다는 것이다.6 2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거나 정치적·군사적 결
사를 형성할 의도가 전무한 무슬림 여성들의 복장을 파시스트들의 그것
과 동일선상에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6 Loewenstein
은 제복의 착용 규제가 정당의 준군사적 결사의 금지에 부수적일 뿐이라
하였으며, 당시 여러 나라의 법제가 제복 착용을 금하면서도 비정치적
결사나 단순한 의식(ceremony)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을 언급
한 바 있다.6
5 )

53)

54)

다. 평가
위에서 검토한 바에 비추어, 국가정체성에 대한 도전의 규제를 구성원
상호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거나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는 이유로 정당화
할 수는 없다. 또한 결집된 정치세력이 아닌 개인의 종교적 복장이 과거
파시스트 정당의 제복과 유사한 효과를 끼치리라 생각하기도 어렵다.
세속주의 원리나 영토적 통합성 등의 국가정체성은 협의의 민주주의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국가정체성에 대한 도전의 규제는 방어적 민주
주의에 따라 정당화될 성격의 것이 아니다(전제2). 오히려 국가정체성은
그것이 민주적 논쟁의 대상이 될 때 정당하게 정의될 수 있는 것이
다.6 다수의 연구 및 베니스위원회의 문헌은, 국가정체성에 대한 도전
55)

651) Alexander S. Kirshner, 위의 책(2014), pp. 103-105.
652) András Sajó, 앞의 글(2012), p. 567.
653) 이 점에서 Leyla Şahin v. Turkey 사건이 방어적 민주주의의 자의적 확대라고 비
판한 Carlo Invernizzi Accetti and Ian Zuckerman, 앞의 글(2016), pp. 11-12 참조.
654) Karl Loewenstein, 앞의 글(1938b), pp. 7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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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준별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6 6
한편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들에 대하여는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비판이 가능할 것이다. 재판소는 소수민족의 문제를 공론에 부치려고 하
거나(터키연합공산당) 자기결정권 및 언어의 권리를 인정해 줄 것을 주
장한다거나(인민노동당) 특정 지역의 분리를 주장하는 것(연합마케도니
아조직당)이 곧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됨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도,
유독 이슬람 정당이나 이슬람 복장의 규제에 대하여는 민주주의의 이름
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세속주의 원리를 민주
주의의 필수적인 일부로 이해하는 재판소의 태도에 관하여, 방어적 민주
주의의 돌연변이(mutation)이자 우려스러운 전개라는 평가가 있다.6
5 )

57)

3. 소결
지금까지 국가정체성에 대한 도전의 규제양상을 개괄하고, 그것이 방어
적 민주주의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살폈다. 종교적·민족적 소수자를
배제하는 무기로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도, 방어적 민주주의가 종
교적 근본주의 등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 있다. 이에 따르면,
문제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적용 자체보다는 그 적용방식에 있다. 예컨대
종교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여 그러한 견해를 공론에서 무조건 배제하
거나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6
그러나 방어적 민주주의에서 방어의 대상인 민주주의를 협의로 이해해
야 한다는 규범적 요청에 비추어볼 때, 국가정체성에 대한 도전은 방어
58)

655) Nancy L. Rosenblum, 앞의 글(2007), p. 67. 유럽인권재판소도 인민노동당 사건에서
이러한 취지의 설시를 한 바 있다. Yazar and Others v. Turkey, paras. 57-58.
656) 민주주의를 위협하지 않는다면 국가정체성에 대한 도전을 이유로 한 정당의 금지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본 Gur Bligh, 앞의 글(2013), p. 1370. 종교에서 영감을 얻은 정
당이 반드시 민주주의에 해악을 끼치지 않는다고 한 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Venice Commission), “Opinion on the Constitutional and
Legal Provisions to the Prohibition of Political Parties in Turkey”, para. 45.
657) Jan-Werner Müller, 앞의 글(2016), p. 262.
658) Svetlana Tyulkina, 앞의 글(2011), pp. 25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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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민주주의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세속주의나 영토적 통합
성, 국경 등이 곧 민주주의 원리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종교적 복장의 착용 등이 문제되는 경우라면,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그 규제의 당부를 평가하면 족
하다. 국가정체성에 도전하는 정당의 경우에도,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
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에 대한 규제가 방어적 민주주의로 정당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논의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다음의 두 가지를 상기하고자 한다.
첫째, 이 논문의 주장은 국가정체성에 대한 규제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가 아니다. 인종이나 민족, 종교에 관한 주장이 자칫 내전이나 유혈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극도로 불안정한 사회에서라면, 이를
금지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이 곧 협의의 민
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 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정체성을 이유로 한 규
제는 방어적 민주주의가 아닌 다른 규범에 근거한 것이어야 한다.
둘째, 국가정체성에 대한 도전과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함께 이루어
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종교적 근본주의 정당이 선
거제도를 폐지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면, 이는 단지 세속주
의 원리에 대한 도전으로만 볼 수 없으며 방어적 민주주의에 입각한 개
입이 정당화될 여지가 있다. 그러한 정당이 집권할 경우, 주기적·경쟁적
인 선거를 통한 공동체의 의사결정을 요체로 하는 민주주의 체제가 불가
역적으로 파괴될 수 있기 때문이다.
Ⅳ. 혐오표현
1. 혐오표현의 개념 및 전개양상
혐오표현에 대하여는 다양한 개념정의의 시도가 있어 왔으나, 이 논문
은 “(변화 불가능한 인격적 구성요소로서의 속성인) 인종, 민족, 종교, 성
별 및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등에 기하여 역사적으로 차별을 받아온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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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부정적 편견에 기반한 적대적 표현행위”라는 정의6 를 받아들
였다. 이것은 혐오표현이 주로 권력적 약자 집단에 가해진다는 점 및 혐
오표현에 대한 구체적 개념설정의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었다.
혐오표현 규제의 근거규범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마련되었고, 오늘날
여러 나라에서 혐오표현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으나, 그 규제가 방어적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검토되고 있는 것은 주로 중·동유럽 등지의 불완전
한 민주주의 국가들이다. 다만 최근에는 캐나다나 영국의 혐오표현 규제
사례가 방어적 민주주의의 차원에서 논의되기도 한다. 1990년대 이후 혐
오표현이 문제된 주요 사례들은 제2장 제4절 Ⅰ.과 제2장 제5절 Ⅴ.에서
살펴보았다. 이하에서는 혐오표현이 방어적 민주주의의 적용대상에 포함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의 대립을 검토하고 결론을 도출한다.
59)

2. 방어적 민주주의의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
가. 견해의 대립
(1) 혐오표현이 방어적 민주주의의 적용대상이라는 견해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가 방어적 민주주의에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이
있다. Loewenstein이 나치스의 혐오표현이 가진 해악을 인식하고 있었음
을 환기하면서 방어적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혐오표현을 다룬 연구66 ,
혐오표현이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이유는 민주주의의 근
간을 위협하기 때문이라 하면서 1990년 이후 중·동유럽의 혐오표현 규제
를 방어적 민주주의에 입각하여 분석한 연구가 대표적이다.66 혐오표현
의 규제를 정당금지나 시위의 자유에 대한 제한 등과 함께 방어적 민주
주의의 전통적인 사례로 열거한 문헌662 도 있다.
0)

1)

)

659) 이승현, 앞의 글(2015), 43쪽.
660) Alexander Brown, 앞의 책(2015), p. 198. 이 연구는 혐오표현이 민주주의 정치과정
에 참여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한 Saskatchewan v. Whatcott 사건 등을 언급하였다.
661) Uladzislau Belavusau, 앞의 글(2014), pp. 27-61.
662) Patrick Macklem, 앞의 글(2006), pp. 488-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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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혐오표현의 규제와 방어적 민주주의를 준별하는 견해
이와 달리 혐오표현의 규제와 방어적 민주주의를 준별하는 논자들도 있
다. Rosenfeld는 혐오표현의 규제와 방어적 민주주의가 일부 유사성을
가진다고 인정하면서도, 양자 사이에는 중요한 불일치가 있다고 본다. 혐
오표현은 하등의 보호가치를 가지지 못하며 만약 그것이 금지되지 않는
다면 단지 정책적인 이유에서라고 할 수 있으나, 정당이 표방하는 반민
주적인 정책은 부분적으로나마 보호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66
Capoccia는 캐나다 대법원이 혐오표현을 규제한 사례66 를 언급하면서
도, 영어권 국가들이 방어적 민주주의의 교의(doctrine) 내지 실무를 채
택하지 않았다고 하였다.66
3)

4)

5)

(3) 검토
(가) 방어적 민주주의의 적용대상인 혐오표현 및 그 판단기준
저 생각해볼 것은, 방어적 민주주의가 외견상 합법성을 가지고 민주
주의 체제에 적응하는 파시즘이라는 대단히 특유한 적에 대한 처방이었
다는 사실이다(전제3). 따라서 그 자체로 불법성과 가벌성이 명백한 제노
사이드·증오범죄나 이를 선동하는 표현666 은, Loewenstein이 생각한 민
주주의의 적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에서 방어적 민주주의의 적용대상
이라고 보기 어렵다(전제4). 특히 물리적 폭력과 제노사이드는 의견표현
의 차원을 벗어나 행동에 농축되는 정도에 이르러 애당초 혐오‘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66 , 이러한 범죄행위는 그 나라 실정법에 따라 처
먼

)

7)

663) Michel Rosenfeld, 앞의 책(2011), p. 241.
664) R v Keegstra, [1990] 3 S.C.R. 697.
665) Giovanni Capoccia, 앞의 글(2013), p. 210.
666) 특정집단에 대해 폭력과 살인을 촉구하는 행위는 종종 이들에 대한 제노사이드 직
전에 나타나지만, 이미 그 자체로써 가벌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표현행위라 할 수 있
다. 이승현, 앞의 글(2015), 46쪽.
667) 이승현, 위의 글(2015), 40-41쪽. 증오범죄의 처벌은 혐오나 사회적 편견으로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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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하면 족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방어적 민주주의의 적용 여부를 논할
실익도 적다.
다음으로 혐오표현에 방어적 민주주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오늘날 방어적 민주주의의 규범적인 원리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이다. 이에 따르면, 민주주의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성원의 권리
가 침해되거나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이 현존하는 경우에
만,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방어적 조치가 정당화된다(전제2).66 따라
서 혐오표현이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표적집단의 권리행사를 가로
막거나, 민주주의 정치질서를 파괴할 구체적인 위험성을 가진 경우라면,
방어적 민주주의의 논리에 따라 이를 규제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다수
의 연구는, 권력적 약자이자 소수자인 피해자들이 자기표현과 권리행사
를 주저하게 된다는 점에서 혐오표현의 규제근거를 찾거나66 , 혐오표현
이 그 대상이 된 구성원들의 민주적 참여를 박탈하고 토론문화를 왜곡함
으로써 민주주의의 정치적 정당성을 약화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6
어떠한 혐오표현이 민주주의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성원들의 권
리를 침해하거나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것인지는 개별 사안마다 구
체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나, 특히 당해 표현이 가지는 사회적
파급력이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의 한 연구는 사회적 파
급력의 판단기준으로 ①표적집단에 대한 구조적·제도적 차별의 존부, ②
그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혐오표현의 빈도, ③증오범죄의 발생 정도, ④혐
오표현에 대한 대항언론의 활성화 정도를 제시하여 주목할 만하다.6
8)

9)

70)

71)

수 있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생명·신체·재산상 피해를 문제 삼는 것이며, 혐오나 혐오
표현 그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김현귀, 앞의 글(2016), 32쪽도 참조.
668) Alexander S. Kirshner, 앞의 책(2014), pp. 4-7.
669) 박해영, 앞의 글(2015), 142쪽; 이승현, 앞의 글(2015), 177-178쪽; 홍성수, 앞의 글
(2015), 293쪽.
670) 가령 김현귀, 앞의 글(2016), 5-6쪽. 혐오표현은 표적집단 구성원을 침묵케 하여 공
론에 참여할 실질적 기회를 박탈하고, 공론장 전체에 표적집단에 대한 적대적 사상을
만연시키는 방법으로 공론장을 왜곡하며 이는 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한 연구로 이승현 위의 글(2015), 178쪽. 혐오표현이 민주적 가치와 평화적 공존을 위
협할 수 있다고 본 조규범, “혐오표현(Hate Speech) 규제의 국제적 동향과 입법과제”,
『NARS 현안보고서』, 제306호, 국회입법조사처, 2017, 6쪽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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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례
여기서는 위의 기준에 따라 방어적 민주주의가 적용된, 혹은 적용될 수
있는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전술한 것처럼, 민주주의가 공고화될 여건을 갖추지 못한 중·동유럽 국
가들에서 냉전 종식 이후 정치적 검열의 폐지는 혐오표현의 증가로 이어
졌다. 가령 체코에서는 소수민족인 집시에 대한 혐오표현이 만연하였으
며6 2 , 그 결과 체코에 거주하는 다수의 집시는 그들의 정체성을 숨긴
채6 정치적·사회적으로 소외되었다. 특히 교육·고용·주거 영역에서의
차별은 극심하다고 평가되나6 , 혐오표현은 이들이 민주주의 정치과정
에 참여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주저케 하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 살
펴본 기준에 의할 때 증오범죄에 이르지 아니한 혐오표현에 대하여는 방
어적 민주주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최근 체코에서의 혐오표현
규제를 방어적 민주주의에 입각한 것으로 풀이한 연구도 있다.6
다른 사례는 영국의 극우정당인 브리튼국민당에 대한 것이다. 당수인
Nick Griffin이 인종적인 적의를 선동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기도 하였
던 브리튼국민당은, 당원 자격을 백인으로 제한하고 있었다.6 6 동 정당
은 2008년 지방선거에서 55석을 차지하였으며, 이듬해 처음으로 유럽의
회 의원 2명을 배출하였다. 그러자 영국 평등인권위원회는 당원의 자격
에 관한 당헌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브리튼국민당은 정부가 정당의
7 )
73)

74)

75)

7 )

671) 이승현, 위의 글(2015), 199-201쪽.
672) 유럽인종차별위원회는 반(反)집시 혐오표현이 체코의 공론에서 일상적인 특징이 되
어가고 있음을 우려하였다. European Commission against Racism and Intolerance,
“ECRI Report on the Czech Republic (Fourth Monitoring Cycle)”, para. 43.
673) Uladzislau Belavusau, 앞의 글(2014), p. 38 참조.
674) 그 구체적인 양상은 European Commission against Racism and Intolerance, “ECRI
Report on the Czech Republic (Fourth Monitoring Cycle)”, paras. 73-117 참조.
675) “In synthesis the Czech legislative and judicial approaches to hate speech
illustrate the mainstreaming of constitutionalism based on the presumptions of
militant democracy…” Uladzislau Belavusau, 앞의 글(2014), p. 39.
676) British National Party, “Constitution of the British National Party: Eighth
Edition”, Hertfordshire EN8 8ZU: BNP, November 2004, p. 4.
- 170 -

내부구조에 개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자 영국 평
등인권위원회는 브리튼국민당을 제소하였고, 이는 동 정당이 해당 규정
을 수정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최근 이러한 영국 평등인권위원회의 개입을 방어적 민주주의에 따른 것
으로 풀어낸 연구가 있다. 당시 브리튼국민당이 영국의 민주주의 정치제
도에 명백한 위험을 야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들이 유럽의회에
입성한 결과 해당 선거구6 주민들의 참정권이 침해할 가능성이 발생하
였고, 그에 따라 개입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문제의 당헌은 이전부터
있어왔으나 브리튼국민당이 다른 구성원들의 정치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게 된 시점에야 비로소 개입함으로써, 영국 평등권위원회가 자기제한
적인 방어적 민주주의를 섬세하게 구가하였다는 것이 이 연구의 결론이
다.6 살피건대, 당시 영국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고 있었음이 인
정되며(전제1), 영국 평등권위원회의 개입은 민주주의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 구성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전제2). 또한
브리튼국민당은 정당의 형태를 취하고 선거에 참여하는 등 외견상의 합
법성을 갖추고 민주주의에 적응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전제3), 위 사안에
대하여 방어적 민주주의의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이러한
일회적인 사례의 존재만으로, 방어적 민주주의의 개념과 친하지 아니해
온 영국을 방어적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77)

78)

3. 소결
테러리즘이나 국가정체성에 대한 도전과 달리, 혐오표현은 방어적 민주
주의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오늘날 방어적
민주주의의 규범적 원리를 고려할 때, 혐오표현이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677) 유럽의회 선거에서 대부분의 회원국은 국가 단일의 대선거구를 활용하나 벨기에,
이탈리아, (유럽연합 탈퇴 전) 영국 등 광역자치단체별 선거구를 활용하는 국가들도
있다. 2009년 선거에서 브리튼국민당은 요크셔·험버(Yorkshire and the Humber)와 노
스웨스트 잉글랜드(North West England) 선거구에서 각각 1인의 당선자를 배출했다.
678) Alexander S. Kirshner, 앞의 책(2014), pp. 61-62, 7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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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표적집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할 구체적 위
험성을 가진 경우라면 방어적 민주주의에 따른 규제가 가능할 것이다.
Ⅴ. 위협적인 정당의 결성 및 활동 - 정당금지
파시스트 세력이 위협적인 정당을 결성하여 활동하고 이로써 민주주의
제도를 파괴한 것은,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이 등장하게 한 중요한 배경
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각국은 정당의 존속이나 활동을 금지하는 일련의
제도를 마련하여 대처해왔는바, 정당금지(party ban)는 방어적 민주주의
의 가장 대표적인 제도이자 핵심이라고 평가되어왔다.6 그러나 최근에
는 정당해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하여 반드시 방어적 민주주의를 수
용했다고 볼 수 없다거나, 방어적 민주주의에 입각한 정당금지의 패러다
임이 본질적으로 변화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정당금지를 방어적 민
주주의에 따른 제도라고 단언하기보다 양자의 관계를 면밀히 살펴볼 필
요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먼저 정당금지의 개념, 유형, 사유 및 판단
자료를 개괄하고, 정당금지에 관한 주요 가설을 검토함으로써 방어적 민
주주의와의 관련성을 논한다.
79)

1. 정당금지의 개념·유형·사유 및 판단자료
가. 정당금지의 개념
정당금지는 정당해산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이다. 이는 단지 강학
상의 개념이 아니며, ‘정당의 금지와 해산 및 유사조치에 관한 지침’에서
처럼 베니스위원회도 정당해산과 함께 정당금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
다. 정당금지는 위협적인 정당의 결성 및 활동에 맞서, 그 존립이나 활동
을 금지·제한하는 조치의 총칭으로 이해된다.
679) Alexander S. Kirshner, 위의 책(2014), p. 72; 장영수, 앞의 글(2014b), 144-1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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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당금지의 유형
(1) 정당해산
정당해산은 정당금지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다. 단지 정당의 특정 활
동을 금지·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결사로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는 점
에서, 가장 강력한 형태의 정당금지라 할 수 있다. 정당을 해산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대체정당이나 대체조직의 결성이 금지되며6 , 잔여재산의
국고 귀속이나6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수반하는 경우도 있다.6 2
우리나라, 독일, 폴란드나 체코와 같이 헌법에 정당해산에 관한 규정을
둔 나라도 있는 반면, 정당을 통상의 결사와 마찬가지로 해산할 수 있는
입법례도 있다. 호주 공산당 사건의 경우, 사법부의 판결이나 결정이 아
닌 입법의 형식을 통해 정당해산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지금까지 정당을 해산한 나라들 중에는 우리나라나 독일, 스페인처럼
비교적 공고한 민주주의 국가도 있는 반면, 이집트나 알제리와 같이 정
치적·사회적으로 불안하며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못한 나라도 있다.
80)

81)

8 )

(2) 등록취소, 등록거부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거부하는 것 또한 정당금지의 한 유형이다.
등록거부는 어떤 결사가 정당의 지위를 가지고 정치과정에 참여하지 못
680) 우리나라는 정당법 제40조에서 대체정당을 금지하고 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법
은 연방헌법재판소가 정당이 위헌임을 확인할 때 대체조직의 결성금지를 부가하도록
규정하며(제46조 제3항 제1문), 독일 정당법 제33조 제1항은 금지된 정당의 기존조직
을 대체조직으로 유지하는 것을 금한다.
681) 정당법 제48조 제2항은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고 규정하며, 독
일 연방헌법재판소법 제46조 제3항은 연방헌법재판소가 재량으로 위헌정당 소유 재산
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682) 가령 독일 연방선거법 제46조 제4항. 우리나라는 제3공화국 헌법에 의원직 상실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가 이후 삭제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의원직 상실이 명문의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정당해산심판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
력이라고 보았다. 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판례집 26-2하, 1,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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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하는 사전적 제약이며, 등록취소는 적법하게 활동해온 정당에 가
해지는 사후적 제재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58년 행정처분에 의하여 진
보당의 등록이 취소된 사례가 있으며, 러시아에서는 2001년 정당법 개정
이후 등록거부·취소 사례가 급증하였다.6 유럽인권재판소는 정당의 등
록거부가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조치로서 비례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불가리아 공산당(Komunisticeska Partija na Balgarija: KPB)에 대한 등
록거부가 유럽인권협약 제11조를 위반한 것이라 판결한 바 있다.6
83)

84)

(3) 선거 참여의 금지
정당이 결사로서의 지위를 잃고 해산되지는 않지만, 특정 선거에 참여
하는 것이 금지되는 경우도 있다. 유대인들의 나라이자 민주주의 국가인
이스라엘의 존재를 부정하는 정당, 인종차별을 선동하는 정당, 이스라엘
에 반하는 무장투쟁을 지지하는 정당이 선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이스라엘 기본법이 그 예이다. 아랍인들에 대한 증오와 차별을 선동하였
다는 이유로 극우정당 카흐가 1988년과 1992년 총선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음은 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특정한 정견이나 사상에 따라 정당을 형성하는 것은 허
용하되 선거에 참여하는 것만을 금지한다는 점에서 정당해산보다 덜 극
단적인 조치라는 평가6 가 개진되며, 혹자는 이를 가리켜 ‘연성의 방어
적 민주주의(soft militant democracy)’라 하였다.6 6 결사의 자유를 제한
하는 정당해산은 민주사회에 필요한 조치로서 비례원칙을 준수하여야 하
나(자유권규약 제22조 제2항), 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는 자
유권규약 제25조에 따라 합리성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는 이유에서 양자
의 심사기준이 다르다는 지적도 있다.6
85)

8 )

87)

683) Angela K. Bourne, 앞의 글(2012), p. 1078.
684) Tsonev v. Bulgaria, ECtHR, Application no. 45963/99, judgment of 13 April 2006
(First Section).
685) Samuel Issacharoff, 앞의 글(2007), pp. 1449; Svetlana Tyulkina, 앞의 글(2011), p.
176.
686) Jan-Werner Müller, 앞의 글(2016), p.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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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 선거에 참여하지 않고 이념만 내세우는 결사는 정당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인바6 , 특정 선거의 참여를 금지하는 조치는 정당으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한시적으로’ 박탈하는 성격을 가진다고 하겠다.
살피

88)

(4) 보조금의 제한·박탈
정당에 대한 정부 보조금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보조금을
박탈하는 조치도 광의의 정당금지로 논의되고 있다. 이것은 이론상 여타
의 정당금지보다 덜 가혹한 제재라 할 수 있지만, 정당의 정치자금 모금
이 엄격하게 규제되고 국고보조금의 지급이 까다롭지 않은 곳에서라면
해당 정당에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다.6
벨기에에서는 유럽인권협약상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적의를 명백하고도
반복적으로 드러내는 정당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극우정당인 플랜더스 블록이 보조금의 지급 거부 등에 대한 우
려로 자진해산한 사례는 앞서 살펴보았다. 터키 헌법은 정당을 해산하는
대신 국가지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박탈하는 판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
하며(제69조 제7항), 2008년 정의발전당은 아슬아슬하게 해산을 면했지
만 보조금의 절반을 박탈당했다.
89)

(5) 기타
대중매체의 활용이나 은행거래 등 정당의 활동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조치(temporary ban)도 있다. 2002년 몰도바는 ‘정당 기타 사회정치적 결
687) 다만 판단의 재량 이론에 의하여 비례원칙이 완화되거나 제재조치의 성격에 따라
합리성 요건이 엄격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실무상 그 차이가 항상 크게 나타나지는 않
을 수도 있다고 한다. Gregory H. Fox and Georg Nolte, 앞의 글(1995), pp. 45-49.
688)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의미하는 것”이라 한 헌재 1991. 3. 11. 91헌마
21, 판례집 3, 91, 113 참조.
689) Gur Bligh, 앞의 글(2013), p. 1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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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관한 법률(Parties and other Socio-Political Organisations Act)’을
적용해 기독민주인민당(Christian Democratic People’s Party: CDPP)의
활동을 1개월 간 금지하였으나, 유럽인권재판소는 동 조치가 유럽인권협
약 제11조 위반이라 판결하였다.6
정당에만 국한된 규제가 아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정당금지라 보
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선거기간 중 특정한 내용의 언사(speech)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선거 결과를 무효화하는 경우도 있다. 앞서
본 것처럼 이슬람을 비방하는 내용의 지지연설이 있었음을 이유로
Prabhoo의 의원직을 상실시켰던 인도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에 대하
여, 선거기간에만 규제를 가할 뿐 일상의 정치활동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방어적 민주주의를 신중히 적용한 사례라는 평가가 있다.6
90)

91)

다. 정당금지의 사유
최근 일군의 연구와 베니스위원회의 문헌이 정당금지의 사유 내지 정당
화 논거를 유형화하여 제시한바, 여기에서는 그 중 몇 가지를 살펴본다.
Alexander S. Kirshner(2014)는 타인의 핵심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정당,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정당, 국가정체성을 위협하는 정당, 폭력을 지지하
는 정당으로 나누어 정당금지의 논거를 고찰한다. 자기제한적인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에 의할 때, 다른 구성원들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정당은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할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지 못한 경우에도 제재될
수 있으나, 정당이 단지 민주주의에 반대한다는 것만으로는 금지사유로
불충분하다고 한다. 민주주의 이외에 집단적 의사결정의 방식을 선택할
수 없었던 이들이 민주적인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기만적이라
고 할 수 없으며, 이들의 참여를 금지할 경우 참정권의 의미가 퇴색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주의에 대한 거대한 위협이 존재하며 통상적
690) Christian Democratic Party v. Moldova, EctHR, Application no. 28793/02,
judgment of 14 February 2006 (Fourth Section).
691) Svetlana Tyulkina, 앞의 글(2011), p. 170; Jan-Werner Müller, 앞의 글(2016), p.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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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수단으로 대처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목적으로서의 민주주
의가 예방적 개입의 비민주성을 치유한다고 한다. 한편 이 연구는, 국가
정체성이 정당하게 정의되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6 2 , 테러를 옹호하는 정당은 응당 금지되어야 하지만 그것은 방어
적 민주주의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6
그 밖에 정당금지의 사유에 관한 다수 연구의 분류는 상호 유사하며,
오늘날 정당금지의 양상을 반영하고 있다. Nancy Rosenblum(2007)은 폭
력에 연관된 정당, 증오를 선동하는 정당, 국가정체성을 위협하는 정당,
외부(외국)로부터 지원과 통제를 받는 정당으로 금지사유를 분류하였
다.6 Samuel Issacharoff(2007)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가치를 침해하
는 정당 외에 테러리스트나 폭도의 전위부대로 활동하는 정당과 지역적
독립을 주장하는 정당이 문제되고 있음을 언급하였고6 , Angela K.
Bourne(2015)는 1943년부터 2013년까지 금지된 정당이 대개 극우, 공산
주의, 이슬람 급진주의, 소수민족 분리주의 성향이라고 보았다.6 6 Gur
Bligh(2013) 또한 민주적 수단을 통해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정당
외에 증오를 선동하는 정당, 테러리즘을 지지하는 정당, 국가정체성에 도
전하는 정당이 금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6
베니스위원회도 정당을 금지하는 사유를 분류하여 제시해왔다. 2008년
채택된 ‘정당 분야에서 바람직한 행동 규약과 설명보고서’는 인종·종교에
근거한 차별, 전체주의, 폭력의 선동·조장, 국가권력의 찬탈기도, 영토적·
지역적 문제의 야기 등이 정당금지의 사유가 되고 있다고 하였다.6 이
듬해 채택된 ‘터키의 정당금지에 관한 헌법 및 법률 규정에 대한 의견’은
정당금지의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한바, <표 1>와 같다.6
9 )

93)

94)

95)

9 )

97)

98)

99)

692) Nancy L. Rosenblum, 앞의 글(2007), p. 67의 입장을 따른 주장이다.
693) Alexander S. Kirshner, 앞의 책(2014), pp. 88-105.
694) Nancy L. Rosenblum, 앞의 글(2007), pp. 43-71.
695) Samuel Issacharoff, 앞의 글(2007), p. 1432.
696) Angela K. Bourne, 앞의 글(2015), pp. 328-329.
697) Gur Bligh, 앞의 글(2013), pp. 1326-1344.
698) 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Venice Commission), “Code
of Good Practice in the Field of Political Parties”, paras. 75-85.
699) 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Venice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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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정당금지의 주요 논거
정당을 금지하는 논거
국가의 존립 또는 주권에 대한 위협

1

(threatening the existence or sovereignty of the state)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

2

(threatening the basic democratic order)
영토적 통합성에 대한 위협

3

(threatening the territorial integrity of the state)
사회적·인종적·종교적 적대감의 조장

4

(fostering social, ethnic, or religious hatred)
인종적 차별의 조장 (fostering ethnic discrimination)
폭력의 사용 혹은 폭력을 사용하리라는 위협

5
6
7
8
9
10

(use or threat of violence)
나치즘 또는 파시즘 (nazism or fascism)
범죄단체 (criminal associations)
(준)군사적 조직 (military or paramilitary associations)
비밀스러운 혹은 파괴적인 수단의 사용
(secret or subversive methods)

방어적 민주주의의 전개양상 및 위의 논의에 비추어, 정당금지의 사유
는 다음과 같이 이해된다.
첫째, 위협적인 정당의 조직과 활동이 다양화되면서, 이에 따라 새로운
정당금지의 사유가 등장한 점은 인정된다. 예컨대 테러리즘, 국가정체성
에 대한 도전 등은 초기의 정당금지제도가 예정한 바가 아니었다.
둘째, 테러와의 연관이나 국가정체성에 대한 도전을 이유로 한 정당금
지는 방어적 민주주의에 따른 것이라 보기 어렵다.
셋째, 정당금지의 사유는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 가령 독일 민족민
주당의 경우만 하더라도, 네오나치 정당이면서 동시에 테러조직과의 관
련성이 문제되었다.
O inion on the Constitutional and Legal Provisions to the Prohibition of Political
arties in Turkey”, para. 23.

“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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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당금지의 판단자료
어떤 정당이 위에서 본 금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엇을 근거로
판단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하여 각국은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인다.
가령 독일기본법 제21조 제2항은 “그 목적이나 추종자의 행태에 의할
때”라 하여, 정당의 목적을 해산의 독립적인 판단근거로 인정한다. 헌법
제8조 제4항에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우리나라나, 정당의 정강, 정책
및 활동이 영토·국민의 불가분성과 정교분리의 원칙에 반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한 터키(헌법 제68조 제4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달리 스페인 정당기본법 제9조 제2항은, 폭력을 조장하거나 준비
하거나 정당화하는 경우, 테러조직의 활동을 정치적으로 지원하거나 지
지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정당의 활동을 중심으로 위헌성을 판단한다. 불
가리아의 경우에도 정당의 목적을 다루고는 있지만 그 활동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학계에서는 목적만을 위헌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는 견해가 유력하다. 민감한 정치적 이슈에 대한 발언을 제거하려는 목
적으로 정당금지가 악용될 수 있으며, 이는 다원주의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앞서 보았듯 유럽인권재판소는 정당금
지가 민주사회에 필요한 조치로서 비례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입장인
바, 목적만을 판단의 근거로 하여 정당을 금지한다면 유럽인권협약 제11
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베니스위원회는, 목적이
나 의견만으로 정당을 금지하는 사례는 소수라고 언급한 바 있다. 2
700)

701)

70 )

2. 정당금지 관련 주요 가설의 검토
이상의 논의는 이상경, 앞의 글(2014), 118-123쪽과 한상희, 앞의 글(2014), 388-394
쪽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701) 이상경, 위의 글(2014), 121-122쪽; 한상희, 위의 글(2014), 394쪽.
702) 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Venice Commission),
“Opinion on the Constitutional and Legal Provisions to the Prohibition of Political
Parties in Turkey”, para. 26.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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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정당금지에 대한 두 가지 주요 가설을 소개하고 검토함으로
써, 정당금지와 방어적 민주주의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불안정한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당금지가 더 활발한지의 여부
최근 신생 민주주의 국가나 불완전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금지가 보다
활발한지의 여부를 분석한 통계연구가 있어 주목할 만하다.
1943년부터 2010년까지 유럽 12개국의 22개 정당금지 사례를 검토한
Angela K. Bourne(2012)은, 복수정당이 자유로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민주주의로의 변천을 뜻한다고 본다. 이 연구는, 최초로 복
수정당이 참여하는 선거가 치러진 시기와 정당이 금지된 시기의 시간적
간격을 추적한다. 만일 이 간격이 크다면, 민주주의가 확립되고 오랜 시
간이 지나 정당이 금지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간격이 크지 않다면,
당해 정당은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 금지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이 연구는 민주주의의 수준을 측정하는 정체Ⅳ(Polity Ⅳ) 를 활
용하여, 정당금지 당시 그 나라의 민주화 정도를 검토한다. 정체Ⅳ는 정
부인력 충원의 경쟁성·공개성,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
의 존부, 정치 참여의 경쟁성을 고려하여 연도별로 각국의 민주주의를
–10점부터 10점까지로 평가하며, 이때 숫자(민주주의 지수)가 클수록 민
주주의가 성숙했다는 의미이다. 만약 정당을 금지한 해에 그 나라의 민
주주의 지수가 낮다면, 불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이 금지된 것으
로 볼 수 있다. 6 <표 2-1>, <표 2-2>는 이 연구가 제시한 도표에 반
영되지 못한 사례 일부와 유럽 외 지역에서의 주요 정당금지 사례를 추
가한 것이다.
703)

704)

705)

70 )

707)

이것은 선거민주주의 원리와 자유민주주의 원리를 요체로 하는 협의의 민주주의를
전제한 이 논문에서도 받아들일만한 가정이다.
704) Angela K. Bourne, 앞의 글(2012), p. 1070.
705) http://www.systemicpeace.org/polity/polity4.ht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접근일
2017. 7. 23.) 이하 이 논문에서는, 민주주의의 수준과 관련하여 민주주의 다양성 지수
(V-Dem)와 함께 정체Ⅳ의 민주주의 지수를 참고하였다.
706) Angela K. Bourne, 앞의 글(2012), p. 1075.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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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최초 복수정당 참여 선거와 정당금지의 시기적 인접성
정당명

정당금지

최초 복수정당 선거

인접성

국가파시스트당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나치당 (오스트리아)
소련/러시아 공산당 (러시아)
그리스 공산당 (그리스)
라트비아 공산당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공산당 (리투아니아)
* 이슬람구국전선 (알제리)
사회주의제국당 (독일)
독일공산당 (독일)
연합마케도니아조직당 (불가리아)
* 진보당 (대한민국)
기독교민주당 (러시아)
국가볼셰비키당 (러시아)
러시아공화당 (러시아)
노동자당 (체코)
* 민족질서당 (터키)
Batasuna (스페인)
바스크 공산당 (스페인)
Askatasuna (스페인)
* 자유정의당 (이집트)
* 카흐 (이스라엘)
* 카흐 (이스라엘)
민족민주당 (오스트리아)
연합공산당 (터키)
* 사회주의당 (터키)
인민노동당 (터키)
* 자유민주당 (터키)
복지당 (터키)
중앙당 (네덜란드)
* 미덕당 (터키)
* 인민민주당 (터키)
* 타이락타이당 (태국)
* 민주사회당 (터키)
* 통합진보당 (대한민국)

1943년
1945년
1991년
1947년
1991년
1991년
1992년
1952년
1956년
1999년
1958년
2004년
2005년
2007년
2010년
1971년
2003년
2008년
2009년
2014년
1988년
1992년
1988년
1990년
1992년
1993년
1993년
1998년
1998년
2001년
2003년
2007년
2009년
2014년

1948년
1945년
1991년
1946년
1990년
1990년
1991년
1949년
1949년
1990년
1948년
1991년
1991년
1991년
1990년
1946년
1977년
1977년
1977년
1976년
1949년
1949년
1945년
1946년
1946년
1946년
1946년
1946년
1946년
1946년
1946년
1946년
1946년
1948년

-5
0
0
1
1
1
1
3
7
9
10
13
14
16
20
25
31
31
32
38
39
43
43
44
46
47
47
52
52
55
58
61
63
66

n ela K. Bourne, 위의 글(2012), pp. 1067-1068. 필자가 추가한 사례는 따로 표시
하였으며, 당명의 원어표기는 생략하였다.

707) A 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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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정당금지 당시 당해 국가의 민주주의 지수
금지된 정당

금지년도

민주주의 지수

나치당 (오스트리아)
국가파시스트당 (이탈리아)
* 이슬람구국전선 (알제리)
* 타이락타이당 (태국)
* 진보당 (대한민국)
* 자유정의당 (이집트)
* 민족질서당 (터키)
소련/러시아 공산당 (러시아)
러시아공화당 (러시아)
기독교민주당 (러시아)
국가볼셰비키당 (러시아)
* 미덕당 (터키)
* 인민민주당 (터키)
그리스 공산당 (그리스)
라트비아 공산당 (라트비아)
연합마케도니아조직당 (불가리아)
노동자당 (체코)
복지당 (터키)
* 민주사회당 (터키)
* 통합진보당 (대한민국)
* 카흐 (이스라엘)
* 카흐 (이스라엘)
연합공산당 (터키)
* 사회주의당 (터키)
인민노동당 (터키)
* 자유민주당 (터키)
사회주의제국당 (서독)
독일공산당 (독일)
민족민주당 (오스트리아)
리투아니아 공산당 (리투아니아)
중앙당 (네덜란드)
Batasuna (스페인)
바스크 공산당 (스페인)
Askatasuna (스페인)

1945
1943
1992
2007
1958
2014
1971
1991
2007
2004
2005
2001
2003
1947
1991
1999
2010
1998
2009
2014
1988
1992
1990
1992
1993
1993
1952
1956
1988
1991
1998
2003
2008
2009

자료 없음
자료 없음
-6
-5
-4
-4
-2
3
5
6
6
7
7
8
8
8
8
8
8
8
9
9
9
9
9
9
10
10
10
10
10
10
10
10

<표 2-1>에서는, 복수정당이 참여하는 선거를 처음으로 치르고 오랜
시간이 지나 금지된 정당을 여럿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복지당,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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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등 터키의 다수 정당과 통합진보당은, 처음으로 복수정당이 참여하
는 선거를 치른 뒤 50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 해산되었다. 사회주의제
국당이나 독일공산당처럼 선거 민주주의가 확립되고 오래잖아 금지된 정
당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34건의 위 정당금지 가운데 최초로 복수
정당이 참여하는 선거가 실시되고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
진 것은 진보당을 포함해 11건에 불과하며, 2000년 이후의 모든 정당금
지는 처음으로 복수정당제와 선거제도가 마련되고 13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졌다. 선거 민주주의가 확립되고 한 세대(30년) 이상이 지
나 금지된 정당도 전체의 절반을 상회하는 18개에 이른다. 복수정당이
참여하는 선거의 실시가 민주화의 징표라고 한다면, 정당금지가 신생 민
주주의 국가에서만 문제되지 않는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표 2-2>는 민주주의가 상당히 공고함에도 불구하고 정당을 금지하는
국가가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통계에 포함된 사례 가운데 21건은 민주
주의 지수가 8 이상으로 비교적 민주적 기본질서가 안정되어 있는 상황
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여기에는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이 포함된다. 물론,
민주주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회가 혼란스러운 와
중에 정당이 금지되기도 한다. 진보당 등록취소 사건이나 2007년 태국
및 2014년 이집트에서의 정당해산 사건이 그 예이다. 다만 민주주의 지
수가 0보다 낮은 상황에서 정당이 금지된 것은 5건에 불과하며, 이처럼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전제 자체가 구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정
당금지는 방어적 민주주의에 입각한 것으로 볼 수 없다(전제1).
위의 분석은 각국에서 정당이 금지된 사례 모두를 망라하고 있지 못하
며, 정체Ⅳ의 민주주의 지수가 민주주의의 수준을 가늠하는 여러 지표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
도 앞서의 논의는, 정당금지가 신생 내지 불완전 민주주의 국가의 전유
물이라고만 볼 수 없음을 잘 보여준다. 현실에서 정당금지는, 임박한 위
험으로부터 불안정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기능하고 있
지 않은 것이다. 물론 그 규범적인 당위는 이와 별개의 문제이다.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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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당금지의 패러다임이 변화하였는지 여부
정당금지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였다고 주장하는 논자들이 있
다. 테러리즘을 지지하는 정당, 증오나 차별을 선동·조장하는 정당, 국가
정체성에 도전하는 정당이 해산되는 등 정당금지의 새로운 유형이 등장
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방어적 민주주의의 이론적 틀로는 적절히 설명하
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Gur Bligh(2013)는 정당금지의 양상
이 변화하였음을 지적하는 것으로부터 한 걸음 나아가, 새로운 정당금지
를 설명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정당성 패러다임(legitimacy paradigm)’을
제시하여 눈길을 끈다. 여기서는 위의 연구를 검토하면서, 방어적 민주주
의에 입각한 정당금지의 패러다임이 본질적으로 변화하였다고 볼 수 있
는지를 살펴본다.
708)

709)

(1)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
li 는 파시즘처럼 완연히 반민주적인 성향의 정당이 민주주의를 활용
하여 민주주의 체제를 불가역적으로 파괴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비자유주
의적인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을 ‘바이마르 패러다임(Weimar paradigm)’
이라 하는바, 그 논리는 방어적 민주주의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그는
테러리즘을 지지하는 정당, 증오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당, 국가정체성에
도전하는 정당 등이 금지되는 오늘날의 양상은 바이마르 패러다임으로
적절히 설명할 수 없으며 대안적인 이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그 요
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위와 같은 정당들을 금지해야 한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주기
적인 선거의 실시 등 협의의 민주주의를 위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수자를 억압한다거나 테러리즘을 지지하는 행태를 좌시할 수는 없으
B gh

710)

ancy L. Rosenblum, 앞의 글(2007), pp. 23-24; Samuel Issacharoff, 앞의
2 , . 2
등 참조.
이하의 논의는 종현, 의 2 6 , 2 을 정리, 보완한 것이다.
r li , 의 2 , . 26 .

708) N

( 007) pp 143 -1433
709)
김
앞 글( 01 b) 98-1 3쪽
710) Gu B gh 앞 글( 013) pp 1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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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며, 이를 용인하는 체제를 과연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협의의 민주주의를 위협하지 않는 정당 모두를 관
용하자고 주장하지만, 이는 테러에 연관된 정당이나 증오·차별을 선동하
는 정당을 금지하는 여러 민주주의 국가들의 제도 및 실무에 부합하지
못한다.
둘째, 그렇다고 이들 정당에 바이마르 패러다임을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오늘날 금지되는 정당 다수는 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폐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지난날의 파시즘과 달리 선거를 통
해 집권할 가능성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테러리즘에 관련된 정
당이나 증오·차별을 선동하는 정당을 금지하는 것은, 장차 그들이 집권
하여 달성하려는 목적보다는 당장의 언사(what the parties say)에 근거
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설사 테러를 지지하거나 국가정체성에 도전하는 정당이 집권한다
하더라도, 이들이 선거제도를 폐지하지 않는 이상 추후 실각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들 정당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체제를 ‘불가역적으로’
파괴하려는 세력에 맞서려는 바이마르 패러다임이 적용되기 힘들다.
711)

(2) 대안으로서의 정당성 패러다임
(가) 정당의 성격 변화
그렇다면 새로운 정당금지의 양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Bligh의
논의는 오늘날 정당의 성격이 지난날의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한다. 전통적으로 정당은 시민들의 대표기관 혹은 시
민사회와 국가의 중개자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투표율의 하락이나 진
성당원의 감소 및 조직 활동의 미미함은, 정당의 이러한 성격이 약화되
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공공 보조금이나 국영 방송매체에 대한 정당
의 의존도가 상승하고 당의 내부조직에 대한 국가의 규제가 확대되고 있
r li , 위의 글(2013), pp. 1348-1358.

711) Gu B 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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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바, 이는 오늘날 정당이 준(準)공공기관(public entities)의 성격을 가지
게 되었음을 말해준다. 2 이제 정당은 사적인 결사라기보다는 공적인
제도로 인식되며, 민주주의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재로 여
겨지기에 이르렀다.
Bligh는 이처럼 민주사회에서 필수적인 존재로 여겨지는 정당에는 일반
적인 사적 결사와 다른 지위가 부여되며, 이것이 정당에 일종의 선험적
정당성(a priori degree of legitimacy)을 부여한다고 본다. 물론 국가가
정당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거나 규제를 가하는 것이 곧 그 정당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뜻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정당이 국가와 밀접하게 연관되
어 있다는 사실은, 그 정당의 정견이나 활동이 보다 정당해 보이게끔 한
다. 특히 정당은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이 같은 정당화 효과(legitimizing
effect)를 누리며, 이것은 집권가능성이 없는 군소정당의 경우에도 마찬
가지라고 한다. 또한 정당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유권자들이 가진
사고의 틀(frame of thought)에도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한다. 예를 들어
극우정당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그 사회에 인종주의나 외국인에 대한
혐오감이 만연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극우정당의 참여 자체가 또한 이
같은 정서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71 )

713)

714)

715)

(나) 정당성 패러다임과 그 적용
2 정당의 이러한 속성을 지적한 선행연구로 Ingrid van Biezen, “Political Parties as
Public Utilities”, P arty P olitics, Vol. 10, No. 6, 2004, p. 701 참조.
713) Gur Bligh, 앞의 글(2013), pp. 1359-1362. Bligh는 “정당은 다원주의의 표현이며 국
민의 의사형성 및 표명을 조성하며 정치적 참여를 위한 기본적인 수단이다.”라고 규
정한 스페인 헌법 제6조를 그 예로 언급한다. 동 규정의 번역은 헌법재판연구원의 것
을 따랐다. https://ri.ccourt.go.kr/cckri/cri/world/selectLawList.do에서 확인 가능 (최
종접근일 2017. 7. 23.)
714) Gur Bligh, 위의 글(2013), p. 1358.
715) Gur Bligh, 위의 글(2013), pp. 1363-1364. 그는 프랑스와 스웨덴에서 극우정당의 존
재가 인종차별 및 외국인 혐오의 정서를 증대시켰을 수 있다는 Jens Rydgren의 연구
를 인용하고 있다. Jens Rydgren, “Meso-level Reasons for Racism and Xenophobia:
Some Converging and Diverging Effects of Radical Right Populism in France and
Sweden”, European J ournal of Social Theor y, Vol. 6, No. 1, 2003, p. 45.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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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Bligh는 오늘날 정당이 준공공기관의 지위를 향유하며 특히 선
거에 참여함으로써 유권자들의 사고에 큰 영향을 준다는 입장이다. 이러
한 인식은, 정당금지가 당해 정당에게서 정당의 지위 및 그로부터 얻어
지는 정당성을 박탈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
지며 이것이 정당성 패러다임이다. 6 정당성 패러다임에 따르면, 정당금
지의 주된 목적은 극단주의 정당들을 제도적인 표현의 장(forum)으로부
터 축출하는 것이다. 이로써 정당금지는 공동체의 의사결정과정에 이들
이 설 자리가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며, 유권자들에게 반자유주의적인 사
고를 주입하려는 이들의 시도를 차단하는 기능을 한다. 정당성 패러
다임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당이 민주사회에 필수적인 공공재로 인식되고 준공공단체로서
의 지위를 누리는 것은, 그들이 다원주의 및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지의 대상은, 주기적인 선
거를 통한 규율된 경쟁을 거부한다거나 다원주의에 역행하는 정당으로
국한되어야 한다. 협의의 민주주의를 위협하지 않는 한, 공론의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정체성에 도전한다는 이유로 정당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
화되기 어렵다.
둘째, 정당금지는 극단주의 정당에게서 정당의 지위를 박탈하고 그로부
터 얻어지는 정당화 효과를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정당이 집권
하여 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할 개연성은 더 이상 해산여부를 판단함에 있
어 적절한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결사가 정당이라
는 사실이지, 그 규모나 지지율이 아니다.
셋째, 정당성 패러다임에서 문제되는 것은 정당이 가지는 특수한 지위
이기 때문에, 금지결정은 정당 그 자체의 표현이나 활동에 근거한 것이
어야 한다. 비공식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모호한 진술이나 당원들의 산
발적인 진술을 취합한 것만으로는 정당을 금지하기에 불충분하다. 이것
71 )

717)

718)

719)

6

71 )
717)
718)
719)

r Bligh, 위의 글(2013), p. 1358.
r Bligh, 위의 글(2013), pp. 1365-1366.
r Bligh, 위의 글(2013), pp. 1367-1371.
r Bligh, 위의 글(2013), p.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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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
Gu
Gu

- 187 -

은 정당의 집권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음에 따라 정당금지가 남용되는 것
을 막아주며, 정당금지에 관한 베니스위원회의 지침에도 부합한다. 2
넷째, 정당을 금지함으로써 정당의 지위 및 그로부터 얻어지는 정당화
효과를 박탈하면 족하므로, 금지된 정당이 통상의 결사로서 존속하는 것
을 막아서는 안 되며 이들의 재산을 몰수한다거나 집회·시위를 할 권리
를 박탈하는 것도 곤란하다. 따라서 정당을 해산하고 의원직을 상실시키
며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독일의 정당금지보다는, 정당이 특정 선거에
만 참여할 수 없게 하는 이스라엘이나 정당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을 거
부하는 벨기에의 방식이 바람직하다. 2
7 0)

7 1)

(3) 검토
(가) 의의
정당성 패러다임은, 초기의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이 예정하지 않았던
다양한 정당금지를 설명할 수 있는 일관된 이론의 정립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오늘날 테러리즘과 연관된 정당이나 국가정체성에
도전하는 정당 등이 각국에서 금지되고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며, 이
들이 방어적 민주주의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앞서 논하였다.
정당의 성격이나 역할이 변화하고 있다는 지적 또한 타당성을 가진다.
오늘날 정당은 더 이상 집권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결사로서만 이해될
수 없다.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이라는 지위에 따르는 특권이나 정당화
효과는, 극단주의 세력이 집권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잘 알면서도 정당을
설립하고 지속적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설명해준다.
그러나 이 논문은 다음의 이유에서, 방어적 민주주의에 입각한 정당금
지의 양상이 전적으로 변화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정당성 패러다임
또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본다.
2
2

r li , 위의 글(2013), pp. 1373-1374.
r li , 위의 글(2013), pp. 1375-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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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계
1) 방어적 민주주의에 입각한 정당금지의 지속
저 언급할 것은, 반민주적인 목적과 활동을 이유로 한 전통적인 정당
금지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 예로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하면서, “지금껏 드러난 피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은 (중략)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이고 투쟁적으로 헌법상 민주적 기
본질서를 훼손시키거나 폐지하고자 시도하는 것”이며 “헌법상 최고 가치
인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피청구인의 고유한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당해산결정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하였다. 22 물
론 실제로 통합진보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폐제하려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한다. 그러나 위의 설시를 통해,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결정은 노골적으로 반민주적인 세력이 민주적 수단에 의거하여 민주
주의를 전복시키는 것을 방지하려는 바이마르 패러다임(방어적 민주주
의)에 입각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최근 해산심판청구가 기각된
독일 민족민주당의 경우 테러조직과의 관련성이 문제되었지만, 동 정당
이 1964년 창당 이래 그 이념적 노선에 큰 변화가 없는 2 네오나치 정
당임을 생각한다면 고전적인 방어적 민주주의에 따라 해산심판이 청구되
었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않다. 2
아울러 지적할 것은, 정당이 집권하여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할 가능성
이라는 측면에서 정당금지의 패러다임 변화를 단언하기 어렵다는 점이
다. 물론 방어적 민주주의나 이에 입각한 초기의 정당해산제도는, 반민주
먼

7 )

7 3)

7 4)

7 5)

22 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판례집 26-2하, 1, 107, 110.
2 실제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정당해산심판제도의 본질이 방어적 민주주의라 하
면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을 결정하였다. 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판례집 26-2하, 1, 112-114.
724) Giovanni Capoccia, 앞의 글(2013), p. 218.
725) 민족민주당이 그 목적이나 활동에 비추어 나치당과의 본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되어
해산심판청구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는 지적으로 차진아, 앞의 글(2014),
117-118쪽.
7 )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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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세력이 집권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불가역적으로 파괴하려는 것에 맞선
규범적 대응방안이었다. 그러나 사회주의제국당과 독일공산당의 사례에
서 보는 것처럼, 초기의 정당해산결정 역시 현실적인 집권가능성이 없는
정당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26 반면 오늘날에도, 이미 집권
하였거나 집권할 가능성을 가진 거대정당이 금지된 사례가 적지 않다.
원내 제1당으로서 연립정권을 구성하고 수상을 배출했던 터키 복지당이
나 그 후신인 미덕당에 대한 해산결정, 이집트 자유정의당(Freedom and
Justice Party: FJP)에 대한 해산결정 2 이 대표적이다.
첨언한다면, 오늘날 집권하여 민주주의를 폐지할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
는 정당이 금지되는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방어적 민주주의
에 입각한 정당금지가 본질적으로 변화하였다고 말하기 어렵다. 구성원
들의 정치적 권리를 침해하거나 민주주의 체제에 구체적인 위험을 야기
하지 아니한 정당을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금지하였다
면, 이는 방어적 민주주의에 입각하지 않았다기보다는 방어적 민주주의
를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7 )

7 7)

2) 각국 제도 및 유럽인권재판소 판례 동향과의 괴리
정당성 패러다임은 정책적, 입법적 제언으로서는 의의를 가지지만, 일부
국가의 제도상 해석론으로 채택될 수 없으며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 동
향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도 한계를 드러낸다.
26) 결과적으로 무산되기는 하였지만, 입법을 통한 해산이 시도된 호주 공산당 역시 당
시 지지율이 미미하여 집권을 기대할 수 없는 정당이었다.
727) 2014. 8. 9. 이집트 최고행정법원에 의하여 해산된 자유정의당은 2011년 이른바 ‘아
랍의 봄’ 이후 2013. 7. Mohammed Morsi 전 대통령이 축출되기 전까지 각종 선거에
서 제1당의 자리를 유지하였다. 자유정의당 해산결정 당시 이집트는 일정 수준 이상
의 민주주의 국가로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동 결정은 방어적 민주주의에 입각한 것
이 아니었다고 판단된다(전제1). 다만 이 결정은, 정당의 규모나 집권가능성만으로 정
당금지의 패러다임 변화를 단언하기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동 결정
에 대하여 자세히는 Amid Salamey, “Post-Arab Spring: Changes and Challenges”,
Thir d World Q uarterly, Vol. 36, No. 1, 2015, pp. 120-121 참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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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독일에서는 연방헌법재판소가 정당이 위헌임을 확인할 경우 당
해 정당(또는 정당의 독립된 부분)의 해산 및 그 대체‘조직’의 결성금지
를 부가하여야 하며(독일 연방헌법재판소법 제46조 제3항 제1문), 금지된
정당의 기존조직을 대체조직으로 유지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독일
정당법 제33조 제1항). 실제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주의제국당과
독일공산당의 해산을 결정하면서, 이들 정당의 대체조직을 창설하거나
현존하는 기구를 대체조직으로 존속시키는 것이 금지됨을 분명히 하였
다. 따라서 금지된 정당이 통상의 사적 결사로서 존속할 수 있어야 한다
는 주장은,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 ‘해석론’으로는 채택될 수 없다. 아울
러 금지된 정당의 재산을 몰수하거나 이들의 집회·시위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우리의 현행법제 하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2
한편 앞서 본 것처럼 유럽인권재판소는 복지당에 대한 해산결정이 긴박
한 사회적 필요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동 정당이 다수
의 의석을 차지하고 연립정권을 구성한 사실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또한 ‘정당의 금지와 해산 및 유사조치에 관한 지침’은, 정부 기타 국가
기관이 사법기관에 정당의 금지 내지 해산을 요청하기에 앞서 그 정당이
자유민주적 정치질서 또는 개인의 권리에 대하여 실제로 위험이 되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오늘날 정당금지에 관
한 국제규범은 그 정당이 민주주의에 현실적인 위협을 초래하는지 여부
를 고려할 것을 요청하며, Batasuna처럼 테러리즘에 관련된 경우가 아니
라면 그 정당의 규모나 지지율, 집권가능성 등이 위험성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정당이 집권하여 민주주의를 폐지할 개연성
기준이 더 이상 정당금지의 적절한 지침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은, 유럽인
권재판소의 판례나 베니스위원회의 입장과 조화되기 어려운 것이다.
7 8)

2

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하며, 정당법 제48조 제2항은 해산
된 정당의 잔여재산이 국고에 귀속됨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독일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Versammlungen und Aufzüge)은 위헌으로 선언된 정당이 집
회·시위를 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으며(제1조 제2항 제3호), 독일 연
방헌법재판소법은 연방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의 재산 몰수를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제46조 제3항).

7 8)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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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당금지의 현주소에 관한 평가
지금까지 정당금지의 개념, 유형, 사유 및 판단자료를 검토하고, 정당금
지에 대한 두 가지 주요 가설을 살펴보았다. 오늘날 정당금지의 양상에
대하여는, 특히 방어적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첫째, 정당금지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며 정당해산은 그 중 가장
대표적인 형태일 뿐이다. 방어적 민주주의의 성격이 강한 국가라고 해서
반드시 정당을 해산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문제의 정당이 특정 선거에
만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이스라엘의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둘째, 정당해산을 포함한 정당금지는 민주주의 국가의 필수적인 요소도,
민주주의 국가의 전유물도 아니다. 오늘날 유럽 다수의 민주주의 국가는
정당을 금지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2 , 남아프리카공화국처럼
신생 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를 두지 않은 사례도 있
다. 한편 정당은 민주적 기본질서의 존재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혼란스
러운 정국에서 해산되기도 하나, 이를 방어적 민주주의에 입각한 조치라
고 평가할 수는 없다(전제1).
셋째, 신생 민주주의 국가나 불안정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여 공고한
민주주의 국가보다 정당을 금지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할 수 없다. 복
수정당이 참여하는 선거를 치르는 등 민주주의로 이행하고 나서 오랜 시
간이 지나 정당을 금지하거나, 민주주의가 상당히 안정되어 있음에도 불
구하고 정당을 금지한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사실이,
민주주의에 대한 위험이 임박하지 않았어도 정당금지가 정당화될 수 있
음을 뜻하지는 않는다.
넷째, 초기의 정당금지제도가 예정하지 않았던 여러 정당금지의 사유가
등장한 점은 인정된다. 다만, 테러리즘을 지지하는 정당이나 국가정체성
에 도전하는 정당의 금지는 방어적 민주주의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
7 9)

2

ro 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Venice Commission),
“Opinion on the Constitutional and Legal Provisions to the Prohibition of Political
Parties in Turkey”, para. 21.

7 9)

Eu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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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오늘날에도 반민주적인 목적이나 활동을 이유로 한 정당금지가
지속되고 있어, 방어적 민주주의에 따른 정당금지의 패러다임이 전면적
으로 변화하였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Ⅵ. 소결
방어적 민주주의는 외견상의 합법성을 갖추고 민주주의를 활용하면서
민주주의를 폐제하고자 하였던 파시즘이라는 특유한 적에 맞선 규범적
대응방안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여러 나라는 테러리즘, 세속주의 원리나
영토적 통합성 등 국가정체성에 대한 도전, 혐오표현과 같은 새로운 위
험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문제가 방어적 민주주의의 이론적 틀에
포섭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에 제4절에서는, 위의 문제들에 방어적 민주주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를 검토함으로써 방어적 민주주의의 적절한 적용 범주를 설정하고자 하
였다. 이 과정에서는, 방어적 민주주의가 그 정치공동체의 민주적 기본질
서를 당연히 전제한다는 점(전제1), 방어적 민주주의의 비용과 오·남용
가능성을 고려할 때 보호의 대상인 민주주의를 좁게 이해하여야 한다는
점(전제2), 방어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대단히 특유한 적에
대한 처방이었다는 점(전제3)이 강조되었다. 그리고 방어적 민주주의를
새로운 대상에 확대적용하기 위해서는 파시즘과 새로운 대상 사이에 기
본적인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전제4), 실천적인 측면에서도 방
어적 민주주의의 확대는 가급적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점(전제5)이 중요
하게 고려되었다.
방어적 민주주의는 테러리즘의 문제에 확대적용하기 어렵다. 테러리즘
은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민주주의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며, 민주주
의에 적응하거나 외견상의 합법성을 구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파시즘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국가정체성은 좁은 의미에서의 민주주의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그
에 대한 도전을 제재하는 것은 방어적 민주주의로 정당화될 수 없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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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언어, 국경이나 소수민족의 문제를 공론에 부치려는 것이 민주주
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유독 이슬람 정당이나 복장에 대한
규제를 민주주의로 정당화하는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는 일관성을 결여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방어적 민주주의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국가정체성에 대한 도전의 규제가 일절 허용되지 않음을 뜻하지는 않는
다. 또한 국가정체성에 대한 도전이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과 동시에 이
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혐오표현에 방어적 민주주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구성원들이
가지는 정치적 권리가 침해되거나 민주주의 체제가 파괴될 위험이 있는
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그 자체로 가벌성이 명백
하며 ‘표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노사이드나 증오범죄는 방어적 민주
주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위협적인 정당의 결성 및 활동은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이 등장하게 된
중요한 배경이었으며, 각국은 다양한 형태의 정당금지를 통해 이러한 문
제에 대처해왔다. 오늘날 초기의 방어적 민주주의가 예정하지 않았던 새
로운 정당금지의 사유가 등장한 것은 인정되나, 테러리즘과의 관련성이
나 국가정체성에 대한 도전을 이유로 한 정당금지를 방어적 민주주의에
입각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반민주적 목적과 활동을 이유로 한
정당금지가 지속되는 점에 비추어, 방어적 민주주의에 입각한 정당금지
의 패러다임이 전면적으로 변화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정
당금지가 민주주의 국가의 필수적인 요소나 전유물이라고 할 수 없으며,
비민주적 국가에서 정당이 금지된다 하더라도 이를 방어적 민주주의로
정당화할 수 없다.
방어적 민주주의는 설사 규범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자
체로 많은 비용과 위험성을 수반한다. 이 때문에 방어적 민주주의의 확
대적용을 가급적 지양하면서 그 경계를 좁게 설정하려는 노력이 요청되
며, 어떠한 이유에서 비자유주의적인 조치가 취해졌다 하더라도 이를 섣
불리 방어적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정당화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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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결어
제3장에서는 Loewenstein이 주창한 고전적인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하
여 평가하고, 여러 비판론을 극복할 수 있는 오늘날 방어적 민주주의의
규범적인 원리를 제시하였다. 또한 오늘날 방어적 민주주의가 여러 새로
운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는바,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그 적절한
적용 범주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방어적 민주주의는 도리어 민주주의의 본질을 해치거나 정치적으로 오·
남용될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그 효율성에 있어서도 난관이 뒤
따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민주적 근본주의로 인식될 우려, 민주주의 제
도를 활용하는 특유한 적의 존재, 동 이론이 제시되었던 당시의 위기상
황, 방어적 조치의 성공사례 등을 고려한다면, 고전적인 방어적 민주주의
의 규범적 정당성과 시의성 및 효율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1930년대 제시된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통
용되기는 어렵다. 오늘날의 방어적 민주주의는 반민주주의자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의 참정권을 인정하고, 이러한 권리가 침해되거나 민주주
의 체제에 구체적인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개입하는 것
이어야 한다. 또한 방어할 대상인 민주주의의 의미를 엄격하게 이해하고,
방어적인 조치가 수반하는 규범적 비용과 위험성을 벌충하고자 하며, 최
후수단성·예외성·한시성·비례원칙 등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오늘날 방어적 민주주의는 여러 새로운 현상에 확대되고 있는바, 방어
적 민주주의의 남용가능성을 고려할 때 비판적인 관점에서 그 적절한 적
용 범주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테러리즘은 민주주의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며, 민주주의에 적응하거나 외견상의 합법성을 구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파시즘과 근본적으로 다르기에 방어적 민주주의의 적용대상이라
고 할 수 없다. 국가정체성은 협의의 민주주의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
서 그에 대한 도전을 규제하는 것은 방어적 민주주의로 정당화될 수 없
다. 구성원들의 정치적 권리를 침해하거나 민주주의 체제에 위협을 야기
하는 혐오표현에는 방어적 민주주의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가벌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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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하며 표현행위라 할 수 없는 제노사이드나 증오범죄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위협적인 정당의 결성 및 활동은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이 등
장하게 한 중요한 배경이었으나, 그 규제로서의 정당금지 모두가 방어적
민주주의에 입각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각국이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위협에 직면한 경우에만 정당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비민주적 국가에
서 정당이 금지된다고 하여 이를 방어적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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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한국에서의 방어적 민주주의
제1절 논의의 필요성 및 몇 가지 전제
제2장에서는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의 역사적 전개를 개괄하였으
며, 제3장에서는 오늘날 방어적 민주주의의 규범적 원리를 제시하고 그
적절한 적용 범주를 설정하였다. 제4장에서는, 우리 헌정사와 제도의 맥
락에서 방어적 민주주의를 검토한다.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방어적 민주
주의를 채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만일 그렇다면 우리의 헌정질서 속
에서 방어적 민주주의가 어떠한 성격과 위상을 가지는지가 문제된다.
이러한 연구가 필요한 것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 이유에서이다.
첫째, 어떠한 법 규범이나 이론은 그 나라의 역사·전통·사회·정치의 산
물이며, 그 사회의 맥락을 고려해야만 이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
이다. 특히 방어적 민주주의의 경우,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예외
없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개념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되어
야 한다. 앞서 본 것처럼, 각국은 저마다의 역사적·사회적 여건에 따라
방어적 민주주의를 수용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였다(제2장 제6절).
둘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를 두고 있다고 하여 이를 반드시 방
어적 민주주의에 입각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방어적 민주
주의는 당해 정치공동체의 ‘민주주의’를 전제한 가운데, 외견상 ‘합법성’
을 갖추고 ‘민주주의에 적응’하면서 ‘협의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특유한
적에 맞서 제시된 규범적 대응방안이었다. 이러한 까닭에 민주주의 자체
가 구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취해진 비자유주의적인 조치를 방어적 민주
주의라 할 수 없으며, 합법성을 결여한 테러리즘(제3장 제4절 Ⅱ.)이나
협의의 민주주의를 위협하지 않는 국가정체성에 대한 도전(제3장 제4절
Ⅲ.) 등에 방어적 민주주의가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방어적 민주
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제도로 평가되어온 정당금지도 민주주의 국가의
필수적인 요소나 전유물이 아닌바(제3장 제4절 Ⅴ.), 우리가 정당해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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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도입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우리가 방어적 민주주의를 채택하였다는
결론이 도출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제4장에서는 우리 헌정사를 검토함으로써
우리 헌법이 방어적 민주주의를 채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를 논구한다.
만일 방어적 민주주의의 도입이 인정된다면, 언제 어떠한 제도를 통해
도입된 것인지, 헌정질서 내에서 방어적 민주주의의 규범적 위상은 어떠
한지가 문제된다(제2절). 다음으로는 방어적 민주주의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견해가 대립하는 국가보안법과 테러방지법을 각각 검토하고
(제3절),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방어적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평석한다
(제4절).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다음의 몇 가지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 이는 방
어적 민주주의의 규범적 원리 및 관련 논의의 역사적 전개양상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다.
첫째, 어떤 정치공동체가 방어적 민주주의를 채택하였다고 할 수 있으
려면 그 공동체의 민주주의가 당연히 전제되어야 한다. 방어할 대상인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가 갖추어지지 않은 사회에서라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가 제도화되어 적용된다 하더라도 이를 방어적 민
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 방어적 민주주의의 남용가능성을 고려하여 민주
주의의 의미를 엄격하게 이해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전제1: 민주주의)
둘째, 유사한 제도라도 각국에서의 도입배경은 상이하며 그에 따라 제
도의 성격도 달라질 수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전제2: 제도의
도입배경에 대한 고려의 필요) 특히 우리의 정당해산제도에 대하여는,
독일의 그것과 도입배경이 다르며 방어적 민주주의보다는 정당을 보호하
는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이 거듭되어왔다. 각국에서 정당
금지의 사유가 사뭇 다르며, 이는 그 나라의 역사적인 경험이나 정치적
상황의 소산이라는 점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730)

731)

예컨대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도입 당시부터 미국의 그것과 다름을 예정하고 있었
다. 유진오, “대한민국 헌법의 제안이유”, 『헌법제정회의록: 제헌국회』,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1967, 107쪽 이하. 양자의 차이를 지적한 연구로 정종섭, 『헌법연구3』,
박영사, 2004, 177-178쪽 참조.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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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헌정질서가 방어적 민주주의를 채택하였다고 할 수 있으려
면, 외견상 합법성을 갖추고 민주주의를 활용하면서 다른 구성원들의 정
치적 권리를 침해하거나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적에 대응하기 위한 제
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한다(전제3: 방어적 민주주의의 특유성). 내부의
질서와 외부로부터의 안전을 책임지며 사회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국가의
일반적인 속성인바 2 , 어떤 국가가 나름의 자기방어체제를 구비하였다
하여 이를 두고 방어적 민주주의를 채택하였다고 말할 수는 없다.
넷째, 방어적 민주주의는 그 나라 특유의 역사적 경험에 따른 규범적
필요에 의하여 자생하거나 도입되며, 이후 강화되거나 약화될 수 있다
(전제4: 가치관의 수렴과 규범적 합의의 존재). 예컨대 독일이 방어적 민
주주의를 헌법적인 원리로 채택한 것은, 바이마르 공화국의 실패에 대한
반성 및 다시는 반민주적 세력이 득세하여 민주주의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는 가치관의 수렴 에 따른 결과였다. 1990년대
중·동유럽 각국은, 잔존하고 있는 구체제 세력이나 여러 새로운 위협으
로부터 불안정한 민주주의를 방어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를 인식하고 방
어적 민주주의 관련 규정을 도입하였다. 반면 민주주의 체제의 존립에
대한 위협을 경험한 바 없는 (주로 영어권)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방어적
민주주의와 친하지 아니하다고 평가되나, 9·11 테러 이후 이슬람 근본주
의 세력에 대한 인식은 이들 국가에서 방어적 민주주의에 관한 이론적·
실무적 관심을 크게 제고하였다.
셋째

73 )

733)

734)

an L. osenblum, 앞의 글(2007), pp. 39-41.
2 서 대 교 정치학과 교수 공저, 앞의 책(2002), 144쪽. 근대국가가 안전의 확보를
자임하면서 그 존재가치를 입증하려 하였다는 지적으로 송석윤, 『헌법과 사회변동』,
경인문화사, 2007a, 9-10쪽.
733) John E. Finn, 앞의 책(1991), p. 179; 성낙인, 앞의 책(2017), 150쪽.
734) 나치스가 법을 오용한 경험 이후 헌법의 가치기초(Wertgrundlage) 밖에 놓이는 자
가 정치적 자유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는 지적으로 Ernst-Wolfgang Böckenförde,
trans. J. A. Underwood, State, Society, and Liberty: Studies in P olitical Theory
and Constitutional Law, New York: Berg, 1991, pp. 66-67.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
일인들의 가치체계가 한 방향으로 수렴했기 때문에 독일 헌법재판이 성공했다는 평가
로 조홍식, 『사법통치의 정당성과 한계』, 박영사, 2010, 44쪽.
731) N cy
R
73 )
울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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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방어적 민주주의의 채택 여부와 규범적 성격
제2절에서는 우리 헌정질서가 방어적 민주주의를 채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 규범적인 성격은 어떠한지를 살펴본다. 먼저
관련 학설과 판례의 입장을 개괄하고(Ⅰ.), 우리 헌정사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검토한다(Ⅱ.).
Ⅰ. 학설 및 판례의 입장
1. 방어적 민주주의 채택 긍정설
우리 헌정질서가 방어적 민주주의를 도입하였다고 보는 것이 헌법재판
소의 입장이며, 학계에서도 다수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언제’, ‘어떠한 제도를 통하여’ 방어적 민주주의를 채택하였다고 볼 것인
지에 대하여는 관점의 차이가 있다.
가. 국가보안법을 통해 방어적 민주주의가 채택되었다는 견해
. 2. 1. 제정·시행된 국가보안법을 통해 방어적 민주주의가 헌정질
서에 도입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박용상(2012)은 이른바 ‘국가보호
형법(Staatsschutzstrafrecht)’이 국가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헌법
과 법의 보호도 의도하며, 일반적인 형법과는 다른 여러 특성을 가진다
고 본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전제에서, 국가보안법은 헌법이 채택한 자유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보호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었으며 정부수립 후
공산주의 기타 파괴적인 사상을 불법화하였다는 점에서 방어적 민주주의
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라고 본다. 이처럼 동 연구는 국가보안법의 제
정을 통하여 방어적 민주주의가 도입되었다는 입장인바, 동법이 문제된
일련의 사건에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방어적 민주주의를 적용하고 있
1948 1

735)

735) 박

용상, 앞의 글(2012), 90, 1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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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관찰도 있다.

6

73 )

나. 헌법 제37조 제2항이 방어적 민주주의를 수용한 것이라는 견해
방어적 민주주의의 채택과 관련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주목한 연구
가 있다. 이한태(2014)는 정당해산제도에 관한 헌법 제8조 제4항이 방어
적 민주주의를 채택한 것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 따르면, 국가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를 위하여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
법 제37조 제2항도 방어적 민주주의를 수용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
다. 만일 이와 유사하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의 제
정은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한
제헌헌법 제28조 제2항이 방어적 민주주의를 도입한 것이라고 볼 경우,
우리나라는 헌법제정 당시 이미 방어적 민주주의를 채택하였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이 연구는 제헌헌법의 위 규정을 방어적 민주주의
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우리나라가 방어적 민주주의를 도입한
시기가 언제라고 볼 것인지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는 않다.
737)

다. 유신헌법에 주목하는 견해
방어적 민주주의의 채택과 관련하여 유신헌법에 주목한 문헌도 있다.
김민배(1990)는 서독의 전투적 민주주의
원리가 우리 헌법에 명문화
된 것은 유신쿠데타의 와중에서였다고 본다. 유신헌법이 전문에 ‘자유민
주적 기본질서’를 규정하였으며, 이후 폭력적·억압적인 방법으로 자유민
주주의의 한국화 내지 반공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앞서 본 것처
738)

739)

6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일련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의 최
고이념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수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방어적 민주주의론을 수용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87쪽. 유사한
서술로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6, 161쪽; 성낙인, 앞의 책(2017), 152쪽.
737) 이한태, “위헌정당해산제도에 관한 소고 - 통합진보당 사건을 중심으로 -”, 『법학
연구』, 제25권 제2호,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117, 122쪽.
738) 이 연구는 일관되게 ‘전투적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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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는, 방어적 민주주의를 냉전논리에 기초하여 좌
파를 억압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은 심각한 오해라는 비판이 있다.
살피건대 방어적(전투적) 민주주의를 반공주의나 반좌파의 논리와 동일
시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의를 제기하기 힘들다. 그러나 위 연구는
유신헌법 전문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독일기본법의 자유롭고 민주적
인 기본질서 2 를 생각한 것이 아니었다고 평하는 한편, 유신헌법을 통
해 ‘허위와 기만의 기치 아래’ 전투적 민주주의가 ‘도용’되었다고 하고 있
다. 이에 비추어볼 때, 동 연구 또한 유신헌법을 통해 본래적 의미의
방어적 민주주의가 채택되었다고 보고 있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740)

741)

74 )

743)

라. 정당해산제도에 주목하는 견해
이처럼 방어적 민주주의의 채택·적용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이나 유신
헌법 등에 주목하는 견해도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
한 논의는 정당해산심판제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우리 헌법이 ‘정당해산제도를 통하여’ 투쟁적 민주주의 내지 방어적 민
주주의의 길을 공식적으로 열어 놓았다는 서술 은, 우리 헌법상 방어
적 민주주의의 채택이 1960. 6. 15. 제3차 헌법개정 당시라는 의미로 읽
힌다. 그 밖에 다수의 연구 는 방어적 민주주의가 헌정질서에 도입된
시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당해산심판제도가 방어적
민주주의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같은 입장이다. 6
744)

745)

74 )

민 , 의 글(1990), 9-10, 40쪽.
차진아, 의 글(2014), 102-105쪽.
방어적 민주주의를 제시한 Loewenstein이 민주주의에 대한 주된 위협으로 인식한
것은 공산주의가 아닌 파시즘이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742) 독일기본법의 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번역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 연구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라고 쓰고 있다.
743) 김민배, 앞의 글(1990), 10, 40쪽.
744) 정태호, 앞의 글(2014), 270-271쪽; 한수웅 외, 앞의 책(2015), 704쪽.
745) 김문현, “정당해산심판에 관한 소고”, 『성균관법학』, 제19권 제2호,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07, 3쪽; 이덕연, 앞의 글(2014), 79쪽; 장영수, 앞의 글(2015b),
136-137쪽, 채진원, 앞의 글(2015), 259-260쪽 등 다수.
746) 헌재 1999. 12. 23. 99헌마135, 판례집 11-2, 800, 814; 헌재 2006. 4. 27. 2004헌마
739) 김 배 앞
740)
앞
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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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판례 및 다수설이 정당해산제도가 방어적 민주주의에 입각한 것
임을 인정하면서도, 그보다는 정당보호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경우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처분으로 진보당
의 등록이 취소되었던 현대사에 대한 반성의 산물로 정당해산제도가 도
입되었으며, 이처럼 독일과 다른 발생사적 측면을 고려할 때 정당을 보
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보다 부각된다는 것이다.
다만 이
러한 도입배경 때문에 우리의 정당해산제도가 민주주의의 방어적 측면과
전혀 무관한 것이라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참고로
베니스위원회 또한, 일부 국가에서 정당금지가 정당의 활동을 제한하기
보다는 정당의 특권을 보장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
747)

748)

749)

2. 방어적 민주주의 수용 부인론
위의 견해들은 모두 우리 헌정질서가 방어적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고 보며, 방어적 민주주의가 어떤 제도를 통해 언제 도입되었는지에 대
하여만 인식의 차이를 드러낸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와 달리 우리나라가
62, 판례집 18-1상, 574, 584 등.
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판례집 26-2하, 1, 19; 이성환 외, 앞의 책(2004),
24-25쪽; 박규환, 앞의 글(2008), 485-487쪽; 송석윤, 앞의 글(2010a), 41-42쪽; 양삼석·
장병연, “통합진보당 문제를 통해 본 위헌정당해산심판과 의원의 자격”, 『대한정치학
회보』, 제22집 제4호, 대한정치학회, 2014, 320-321쪽; 이상경, 앞의 글(2014),
114-115쪽; 이한태, 앞의 글(2014), 121-122쪽; 정만희, 앞의 글(2014), 115-116쪽; 김
선수 외, 앞의 책(2015), 84쪽; 김종세, “위헌정당해산과 의원직 상실여부에 대한 입법
정책적 소고”, 『법학연구』, 제58집, 한국법학회, 2015, 7쪽의 각주 27; 한수웅 외, 앞
의 책(2015), 706쪽; 이황희, 앞의 글(2016), 8-9쪽 등 다수.
748) 이성환, “현행 정당해산심판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세계헌법연구』, 제10호,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04, 194-195쪽. 헌법재판소도 정당해산제도가 정당(특히 야
당)의 존립과 활동을 특별히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제정자의 규범적 의지의 산물이라
고 하면서도 “그러나 한편 이 제도로 인해서, 정당 활동의 자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한계 역시 설정된다 할 것”이라 하
였다. 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판례집 26-2하, 1, 21.
749) 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Venice Commission),
“Opinion on the Constitutional and Legal Provisions to the Prohibition of Political
Parties in Turkey”, para. 21.
5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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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적 민주주의를 수용한 바 없다는 견해도 개진되고 있다.
김선택(2014)은 우리 헌법이 독일과 같은 좁은 의미에서의 방어적 민주
주의 를 결단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 헌법의 정당해산조
항이 독일기본법의 유사조항을 모델로 하였지만 양자의 입법배경이 전혀
다르고, 독일이 각종의 제도들로 스스로 결단한 방어적 민주주의를 뒷받
침하고 있는 반면 우리 헌법은 정당해산제도만을 두고 있으며 그나마도
일차적으로는 정당보호에 주안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종수(2015)에 따르면 방어적 민주주의는 바이마르 헌정의 침탈을 배
경으로 정당화된 대단히 독일적인 문제이며, 독일 이외의 나라들에서 그
계수 내지 수용이 결코 쉽지 않다. 2 또한 정당해산제도를 둔 여러 나
라들에서 방어적 민주주의의 수용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해산제도의 존재가 방어적 민주주의의 충분조건이
라고 볼 수 없다고 한다. 이 연구는 특히 우리의 경우 방어적 민주주의
수용의 전제조건인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받고 있으며 정당해산제도의 도
입배경도 독일과 다르다고 하면서, 방어적 민주주의가 우리 헌법상 채택
내지 수용되지 않았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어적 민주주의의 채
택·수용을 기정사실로 전제하는 오해가 확산되어왔으며, 이로써 실체가
없는 사실이 규범으로 승화되었다는 것이다.
이재희(2015b)는 입법자의 의도나 정황에 비추어 정당해산제도가 도입
당시 방어적 민주주의의 수단이 아니었으며, 군사정권의 권위주의 지배
가 시작되어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는 수호해야 할 대상인 민주주의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본다. 또한 현행헌법에 이르러 정당해산제도에 민주
주의 수호라는 의미가 부가될 수 있게 되었으나, 이를 반영한 조문상의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러한 해석론을 적극 도출하는 것
에는 한계가 있다고 한다.
750)

751)

75 )

753)

754)

이 연구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어느 나라 헌정체제
에서든 당연한 현상이라 하면서, 이를 ‘넓은 의미에서의 방어적 민주주의’라 하여 독
일식의 방어적 민주주의와 구별하고 있다. 김선택, 앞의 글(2014), 147쪽의 각주 7.
751) 김선택, 위의 글(2014), 170쪽.
752) 이종수, 앞의 글(2015), 232-234쪽.
753) 이종수, 위의 글(2015), 236-243쪽.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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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토
생각건대 한국에서의 방어적 민주주의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①헌정사에
대한 동태적 연구가 필요하며, ②그것은 정당해산뿐만 아니라 여타의 제
도들을 모두 망라한 것이어야 한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방어적 민주주의에 입각하여 정당의 해산과 소속 국
희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현실에서, 우리 헌법이 방어적 민주주
의를 채택하였는지의 여부 및 도입 시기는 헌법적 해명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헌정질서가 방어적 민주주의와 같
은 특정한 법 개념이나 가치규범을 채택한다 하더라도, 그 성격과 위상
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독일의 경우만 하더라도 1950
년대에는 두 차례 정당해산심판을 통해 방어적 민주주의를 조심스레 관
철한 반면, 1970년대에는 공직취임금지 등 여러 영역에서 방어적 민주주
의를 폭넓게 적용하였다. 우리 헌정사를 순차적으로 돌아봄으로써 방어
적 민주주의가 헌정질서에 도입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만일 도입되
었다면 그 위상이나 성격이 어떻게 변화하여왔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점에서, 정당해산제도가 도입 당시 방어적 민주
주의에 입각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면서도 도입 이후 방어적 민주주의의
결단을 내릴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한 이재희(2015b)의 동태
적인 접근방식 은 설득력을 갖는다.
한편 위의 선행연구 대부분은 정당해산제도를 중심으로 방어적 민주주
의의 채택 여부를 논하고 있으나, 논의의 범위가 정당해산제도로 한정될
수는 없다고 본다. 제2장과 제3장에서 본 것처럼 방어적 민주주의는 정
당해산(금지) 외에도 실로 다양한 영역에서 문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
리의 경우, 국가보안법이나 유신헌법 전문, 테러방지법 등이 방어적 민주
주의를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755)

Ⅱ. 헌정사를 중심으로 한 검토
754)
755)

이재희, 앞의 글(2015b), 244-251쪽.
이재희, 위의 글(2015b), 248-2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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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우리 헌정사를 순차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우리 헌정질서가 방
어적 민주주의를 채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만일 그렇다면 이후 방어적
민주주의의 규범적인 위상과 성격은 어떻게 변화하여왔는지를 논구한다.
헌정사를 시기별로 나누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헌법이 개정된
매 시기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으며 6 , 헌법이 전면개정의 형식을 취하
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헌법의 제정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라 새로운
공화국의 숫자를 부여할 수도 있다. 논자에 따라서는 정치적·사회적·
역사학적으로 중요하다고 평가되는 사건을 중심으로 헌정사를 풀이하기
도 한다.
여기에서 논의하는 대상의 성격에 비추어볼 때, 헌정사를 구획하는 기
준이 결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헌법규범과 헌
정현실의 중요한 내용을 순차적으로 살펴보면서, 방어적 민주주의의 채
택 여부 및 그 규범적 성격과 위상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하에서
는 정치적·사회적·역사학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기준으로 한 한영우
(2014)의 분류를 기본으로 하되, 매 시기 헌법규범과 헌정현실을 나누어
검토하기로 한다.
75 )

757)

758)

1. 정부수립 이후 6·25 동란까지
가. 헌법규범: 제헌헌법
제헌헌법은 기본권을 폭넓게 보장하고(제2장) 권력분립의 원칙을 제도
화하였으며(제3장 내지 제5장),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 대법원장 임명 시
국회승인제와 법관 10년 임기제를 채택하는 등(제78조 내지 제79조) 자
유민주주의 헌법이 갖추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6 이 기준에 따라 우리 헌정사를 개괄한 문헌으로 정종섭, 앞의 책(2016), 195쪽 이하.
성낙인, “한국헌법사에 있어서 공화국의 순차(서수)”, 『서울대학교 법학』, 제46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140쪽. 이러한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의 정치제도
를 순차적으로 분석한 연구로 이정복, 『한국정치의 분석과 이해』, 서울대학교출판문
화원, 2012, 563-632쪽.
758) 한영우, 『다시 찾는 우리역사』, 경세원, 2014, 523-602쪽이 대표적이다.
75 )
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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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특히 국민주권의 원칙(제2조)을 천명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제13조) 및 공무원을 선거하고 담임할 권리
(제25조 내지 제26조)를 보장하였으며, 국회가 보통·직접·평등·비밀선거
에 의하여 공선된 의원으로 조직됨을 규정하는 한편(제32조),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임기를 각각 제한하는 등(제33조, 제55조), 협의의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전제1).
또한 헌법을 제정할 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총선거에 참여한 국민의 열
기나 절차에 비추어 제헌헌법은 주권적·민주적 정당성을 갖추고 있었으
며 6 , 당시 한반도의 정치적 상황을 감안하면 절차적 정당성 6 도 상당
한 수준으로 확보한 것이었다고 여겨지고 있다. 62
759)

7 0)

7 1)

7 )

나. 헌정현실
이 시기와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제헌의회 선거 및 제헌국회의 구성에
이르기까지의 경과이다. 미군정 시기에는 한반도에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수립할 것인지 아니면 공산주의 제도를 수립할 것인지의 문제를 둘러싸
고 미국과 소련 간의 대립이 있었고, 좌·우파의 정치 엘리트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대중들 사이에 치열한 투쟁이 전개되었다. 6 그 결과 1948. 5.
10. 치러진 총선거에는 남로당 등 좌파와 김구 등 우파세력이 불참하였
고, 제주 4·3 사건의 발발로 제주도 2개 선거구에서의 선거가 무기한 연
7 3)

정종섭, 앞의 책(2016), 199쪽; 허영, 앞의 책(2017), 101쪽.
6 다만 미군정이 직·간접적으로 정치 지도자들을 선택한 점이나 단독정부 수립에 반
대한 인사들이 선거에 불참한 점은 국가공동체 통합에 손실로서 작동했을 것이다. 정
상우, “1948년헌법 제정과 국가공동체의 통합”, 『헌법학연구』, 제21권 제3호, 한국헌
법학회, 2015, 140쪽.
761) 종국적으로 총선을 통해 제헌국회를 구성하고 이곳에서 외세의 개입 없이 헌법제정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미군정의 역할이 절차적 정당성을 해칠 정도의 것은 아
니었다는 평가로 정상우, 위의 글(2015), 140쪽.
762) 정종섭, 앞의 책(2016), 199쪽.
763) 이정복, 앞의 책(2012), 570쪽. 특히 좌파와 우파가 해방 후 첫 3·1절 행사를 따로
개최한 것이 국가정체성을 둘러싼 근본적 균열의 존재를 드러내었다는 평가로 서희
경, “헌법적 쟁점과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1945-1950)”, 『한국정치학회보』, 제48집
제2호, 한국정치학회, 2014, 253쪽.
759)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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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되었다. 제헌헌법이 (협의의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일련의 규범을 담고
있었지만) 국가공동체의 통합에 중요한 내용을 깊이 다루지 못한 것도
이러한 정세 때문이라고 풀이되고 있다. 6
이처럼 제1공화국 초기는, 대의민주제 근대국가 권력이 아직 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좌우의 정치적 대립이 극심했던 과도기 체제였다고 할 수
있다. 제주 4·3 사건과 여수·순천 사건으로 우리나라는 정부가 수립된 해
에 바로 커다란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6 , 이어 1948. 12. 1.
국가보안법이 제정·시행되었다. 66
7 4)

7 5)

7 )

다. 검토
제헌헌법은 정치적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선거제도를 요체로 하는 협
의의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한 냉전이라는 국제적
인 기류와 좌우의 극심한 정치적 대립 속에서 진행된 우리나라의 국가형
성과정이 일부 방어적인 성격을 가졌다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6
그러나 다음의 이유에서, 이 시기 우리의 헌정질서가 방어적 민주주의를
채택 내지 계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첫째, 제헌헌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당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체제가
필요로 하는 사회경제적·문화적·정치적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했
다는 점이다(전제1). 6 좌우의 이념과 상이한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는 민
주주의 정치과정을 통해 조정되지 못하였고, 극단적인 경우 제주 4·3 사
건과 같은 무장봉기와 무력을 통한 진압으로 이어졌다. 정체Ⅳ에 따르면
1948년부터 1950년까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지수는 -3에 불과하다. 민
7 7)

7 8)

6 국가의 연속성, 통일정부의 수립, 친일 청산, 농지개혁, 식민지 경제 상태를 극복하
기 위한 경제질서 등이 헌법에 규정되지 못하거나 구체적인 입법과제로 넘겨진 경우
가 많았음을 지적한 정상우, 앞의 글(2015), 135-136쪽 참조.
765) 김용직, “자유민주주의와 방어적 국가형성 - 대한민국 초기국가형성 재고, 1945∼
1950”,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35집 제2호,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14, 21, 26쪽.
766) 동법의 제정과정에 대하여 자세히는 박원순, 『국가보안법연구1 - 국가보안법 변천
사』, 학문사, 2004, 78쪽 이하 참조.
767) 김용직, 앞의 글(2014), 36쪽.
768) 이정복, 앞의 책(2012), 48, 290쪽.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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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다양성 지수(V-Dem)에 의하더라도, 1950년 우리나라의 선거민주
주의 지수는 0.4 미만이며 자유민주주의 지수는 약 0.2에 불과하다.
둘째, 이 시기 우리나라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와 같은 가
치관의 수렴이 없었으며, 방어적 민주주의의 필요에 대한 규범적 합의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전제4). 당시 정치 지도자들과 대중은, 자유민
주주의의 수호는커녕 그 도입 자체에 대하여도 입장이 엇갈렸다.
셋째, 국가보안법의 제정도 방어적 민주주의에 입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동법의 규율대상은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
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
하는 행위(제1조), 살인, 방화, 중요시설의 파괴 등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결사나 집단을 조직하는 행위(제2조 제1항) 등이었다. 여기에서는
외견상의 합법성이나 민주주의에 대한 적응이라는 파시즘과 유사한 표징
을 찾아볼 수 없으며, 이러한 행위는 민주주의 국가만의 문제도 아니다
(전제3). 동법의 모체가 1948. 9. 20. 발의된 ‘내란’행위특별조치법안이었
고 동법의 제정을 서두르게 한 직접적인 계기가 무장봉기인 여수·순천
사건이라는 점 6 도, 국가보안법의 제정이 방어적 민주주의에 따른 것이
아니었음을 말해준다. 국가보안법에 관하여는 이 장 제3절 Ⅰ.에서 보다
자세히 검토한다.
그 외에 법을 이데올로기나 정치사회적 요소로부터 분리하여 인식하고
자 한 Kelsen의 순수법학(reine Rechtslehre)이 해방 후 본격적으로 수용
되어 큰 영향을 미친 점 , 제헌헌법의 제정자들이 시기상 정당해산제
도 등 독일기본법상 방어적 민주주의 관련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수 없
었던 점 또한, 이 시기 우리 헌정질서가 방어적 민주주의를 채택하였
7 9)

770)

771)

6

원 , 의 책(2004), 78-81쪽.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대처하려는 친일파의 정치적
의도가 동법의 제정 배경이 되었다는 지적으로 변동명, “제1공화국 초기의 국가보안
법 제정과 개정”, 『민주주의와 인권』, 제7권 제1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07,
98-104쪽; 강성현, “한국의 국가 형성기 ‘예외상태 상례’의 법적 구조 - 국가보안법
(1948·1949·1950)과 계엄법(1949)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제94집, 한국사회사학
회, 2012, 93-94쪽.
770) 최종고, 『한국법사상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348-351쪽.
771) 제헌헌법의 제정이 독일기본법보다 시기상으로 앞서기 때문이다. 한수웅 외, 앞의
7 9) 박 순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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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기 어려움을 말해준다.
2. 6·25 동란부터 4·19 혁명까지
가. 헌법규범
(1) 제1차 개정헌법
제2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의회주의제로의 개헌을 성사하고자 한 야당
과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관철하려는 정부·여당의 대립은, 임시수도인 부
산에서 국회의원들을 위협하고 연금하는 정치파동으로 이어졌다. 1952.
7. 4. 이승만 정부는 국회의원들이 탑승한 버스를 강제로 국회의사당에
연행해온 다음, 정부 측의 대통령직선제 개헌안에 야당 측 개헌안의 내
용 중 국무원불신임제를 혼합한 ‘발췌개헌안’을 기립투표로 통과시켰다.
제1차 개정헌법은 내용상 체계정합성을 무시한 데다, 제헌헌법 제98조
소정의 공고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다. 동 헌법은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폭
력세력이 국회의사당을 포위한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에게 토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강행되어 위헌·위법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2
77 )

(2) 제2차 개정헌법
제3대 민의원선거에서 압승한 자유당은 대통령의 중임 제한 규정을 폐
지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제출하였으나, 1954. 11. 27. 표결 결과 재적의원
203명 중 135인이 찬성하여 의결정족수에 한 표가 모자라 국회는 부결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이틀 후 소위 사사오입(四捨五入)이라는 계산법을 적
책(2015), 48쪽.
2 계희열, 앞의 책(2005), 131쪽; 임종훈·박수철, 앞의 책(2006), 368쪽; 김철수, 『헌법
학개론』, 박영사, 2007, 115쪽; 정종섭, 앞의 책(2016), 200-201쪽; 성낙인, 앞의 책
(2017), 79쪽. 발췌개헌이 민주주의가 점차 왜곡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였다는
평가로 장영수, 앞의 책(2017), 75쪽.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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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야당 국회의원 전원이 퇴장하고 자유당 소속 의원만이 참석한
가운데 부결선포를 번복하여 가결로 선포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제2차
헌법개정은 개헌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위헌적·불법적인 것이었
으며 ,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제55조 제1항 단서)이 공포 당시의 대통
령(이승만)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는
것에 이견을 찾아보기 어렵다.
773)

774)

나. 헌정현실
대통령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제1차 개정헌법이나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제한을 철폐한 제2차 개정헌법 모두는 이승만의 재선과 영구집권을
위한 것이었는바, 이 시기 헌정현실의 특징은 협의의 민주주의에 대한
본질적인 위협이라 할 수 있다.
제2차 개정헌법에 기초하여 치러진 정·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장면
후보가 이기붕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자, 위기에 몰린 이승만 정부는 민
주당을 제외한 혁신계 정치인들에 대한 탄압에 나섰으며, 이는 진보당
등록취소(1958. 2. 25.), 보안법 파동(1958. 12. 24.), 경향신문 폐간(1959.
4. 30.), 조봉암의 사형(1959. 7. 31.) 등으로 이어졌다.
야당과 언론에
대한 이 같은 탄압은, 규율된 경쟁 및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부재한 당시의 상황을 말해준다.
또한 이 시기에는, 민주주의의 최소한도 요건이라 할 수 있는 선거가
심각하게 오염되었다. 1950년 제2대 국회의원선거부터 1960년 제4대 정·
부통령 선거에 이르는 시기 금권과 관권의 개입은 점점 심각한 양상을
띠게 되었으며, 매표(買票), 경찰과 내무 공무원의 선거과정 개입, 투·개
표 부분조작, 야당 측 선거운동 탄압, 후보의 등록포기나 사퇴 종용, 야
775)

계희열, 위의 책(2005), 131쪽; 임종훈·박수철, 위의 책(2006), 369쪽; 김철수, 위의
책(2007), 116쪽; 정종섭, 위의 책(2016), 201-202쪽; 성낙인, 위의 책(2017), 79쪽.
774) 권영설, “이승만과 대한민국 헌법”, 유영익 편, 『이승만 연구』, 연세대학교출판부,
2000, 550쪽; 서중석, 『이승만과 제1공화국 - 해방에서 4월혁명까지』, 역사비평사,
2007, 130쪽.
775) 한영우, 앞의 책(2014), 539쪽.
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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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참관인에 대한 매수·협박 등이 만연하였다. 6 특히 제4대 정·부통령
선거는 이기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부정선거였으며, 이는
4·19 혁명으로 이어졌다.
77 )

777)

다. 검토
건대 제1차 개정헌법 및 제2차 개정헌법은 각각 이승만 대통령의
재선과 장기집권을 위한 것이었으며, 체계정합성 위반이나 절차상의 하
자(1952년 헌법), 의결정족수 위반, 평등원칙 위반의 문제(1954년 헌법)
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당시 헌정질서 내 방어적 민주주의의
채택을 긍정할 수 없는 것은, 헌법규범보다 헌정현실에 그 이유가 있다.
야당 및 야당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과 극심한 부정선거는 선거민
주주의의 원리가 전혀 기능하고 있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장충단집
회 방해사건(1957. 5. 25.)이나 경향신문 폐간, 4·19 혁명 당시 발포로 빚
어진 유혈사태에 비추어볼 때, 당시에는 협의의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위
한 전제조건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근본적으로 침해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시기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체가 구비되어
있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방어적 민주주의의 채택 내지 계수를 긍정할
수 없다(전제1).
살피

778)

3. 4·19 혁명부터 5·16 군사쿠데타까지
가. 헌법규범
(1) 제3차 개정헌법
6 이정복, 앞의 책(2012), 526-527쪽.
성낙인, 『대한민국헌법사』, 법문사, 2012, 102-103쪽; 한영우, 앞의 책(2014),
539-540쪽.
778) 정체Ⅳ에 의하면 1950년부터 1960년까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지수는 -3 내지 -4
이다.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에 따르면 동 기간 우리나라의 선거민주주의 지수는 0.2
내지 0.4이며, 자유민주주의 지수는 0.4에 약간 미달한다.
77 )
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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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규정 일반
헌정사상 처음으로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제3차 개정헌법은, 정당의 보
호 및 정당해산제도(제13조 제2항), 경찰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제
27조 제2항, 제75조 제2항),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사전허가
내지 검열금지(제28조 제2항 단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제28
조 제2항 단서), 양원제(제31조 제2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기관
화(제6장),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거제(제78조), 헌법재판소의 설치(제8
장),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제97조 제2항) 등을 규정하였다. 특히 정
당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허가와 검열을
금지한 것은, 협의의 민주주의에 한층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보여
준다고 하겠다.
779)

(나) 정당해산제도
제3차 개정헌법이 위헌정당의 해산을 규정한 것이 방어적 민주주의의
채택으로 볼 수 있느냐가 문제된다. 전술한 것처럼, 독일과 상이한 도입
배경 등을 고려할 때 정당보호의 성격이 부각되기는 하나 방어적 민주주
의의 성격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자 헌법재판소의 입장
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당해산제도를 규정한 것을 두고 우리 헌법이
방어적 민주주의를 수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반론도 개진되고 있다.
살피건대, 다음의 이유에서 정당해산제도의 도입이 방어적 민주주의와
전혀 무관한 것이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첫째, 정당해산제도를 도입하면
서 방어적 민주주의에 입각한 독일기본법을 참고하였다는 점이다. 당시
정헌주 헌법개정기초위원장은 “본 개헌안에 있어서 이태리헌법 및 서독
헌법의 전례에 따라서 제13조 제2항에 정당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습니
다.”라고 하였는바 , 특히 정당해산의 요건이나 절차 등 정당해산제도
에 관한 부분은 독일기본법을 주로 참조하였다고 평가된다. 둘째, 정
780)

781)

779)
780)

양건 외, 앞의 책(2010), 8-9쪽.
국회도서관, 앞의 책(1968), 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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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산제도를 도입할 당시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특유한 적을 구체적으
로 상정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정헌주 위원장은 “공산당이나 일당독재를
꿈꾸는 파시스트당이나 왕정복고를 꾀하는 정당 등이 우리 헌법의 기본
질서에 위반되는 정당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는데 2 , 이
러한 정당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적응과 외견상의 합법성을 갖춘 존재라
할 수 있다(전제3). 셋째, 동 제도를 통해 보호하려는 대상인 ‘민주적
기본질서’ 또한 독일기본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같은 의미로 해석
된다는 점이다. 넷째, 정당이 민주주의를 파괴한 경험이 없다 하더라
도 그것만으로 방어적 민주주의의 도입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
찍이 Loewenstein은 아직 파시즘에 의해 전복되지 않은 국가들로 하여
금 방어적 민주주의에 입각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고, 1990년대
중·동유럽 국가들 또한 처음으로 획득한 민주주의를 유지하고자 방어적
민주주의 관련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정당해산제도의 도입을 통한 방어적 민주주의의 채택이 인정된
다 하더라도, 그 역사적 배경이 독일에서와 크게 달랐다는 점을 간과해
서는 안 된다. 정당(나치당)이 바이마르 공화국의 민주주의 체제를 파괴
한 것이 독일기본법상 정당해산조항의 도입배경인 반면, 우리의 경우 국
가권력의 일방적·자의적인 행사로 정당(진보당)이 존립을 부정당한 것이
문제되었다. 이 때문에 정헌주 위원장은 진보당 사건을 거론하면서,
“정당의 자유를 일반 집회결사의 자유로부터 분리해 가지고 고도로 그것
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정당을 불법화하려고 할 때에는 그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되는 경우에 한하기로 하고 그 해
산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정부의 소추에 의해서 헌법재판소만이 이것
78 )

783)

784)

785)

반면 독자적인 정당조항을 두지 않고 정당에 관한 내용을 기본권조항에 규정하였다
는 점에서 체계상으로는 이탈리아 헌법의 예를 따랐다고 평가된다. 송석윤, 앞의 글
(2010a), 36쪽. 당시 정당해산조항이 독일의 것을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로 전
광석, “정당해산심판에 대한 헌법적 및 정치적 이해”, 『헌법판례연구』, 제13권, 한국
헌법판례연구학회, 2012, 140쪽; 정만희, 앞의 글(2014), 124쪽.
782) 국회도서관, 앞의 책(1968), 58쪽.
783) 특히 파시스트 정당은 Loewenstein이 방어적 민주주의를 주창하게 한 계기였다.
784) 홍성방, 앞의 글(1993), 34-35쪽; 이황희, 앞의 글(2016), 21쪽.
785) 양정윤, “헌법상 정당조항의 변천”, 『안암법학』, 제44권, 안암법학회, 2014, 58쪽.
781)

- 214 -

을 판결하도록 했습니다.”라고 설명한 것이다. 6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정당해산제도의 도입을 통해 방어적 민주주의
를 채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방어적 성격이 독일에서와 같은 ‘강도(剛
度)’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보다는 정당을 보호하는 수단으로서의 성
격이 더 컸다는 것이 균형 잡힌 해석이 될 것이다.
78 )

(2) 제4차 개정헌법
6 . . 29. 개정·시행된 제4차 개정헌법은 3·15 부정선거의 주모자들
과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군중을 살상한 자들을 처벌하고, 현저한 반민주
행위를 한 자의 공민권을 제한하며, 지위 또는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자들에 대하여 행정상 또는 형사상의 처리를 하
기 위한 특별법 제정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서, 방어적 민주주의와 관
련하여 특기할 내용은 없다.
19 0 11

나. 헌정현실
6 . . 29. 치러진 제5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일부 선거구에서 금권선
거와 폭력사태가 있기는 하였으나, 당시 선거풍토는 대체로 공명하였다
고 평가되며 특히 관권개입이 거의 없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1960. 8. 23. 출범한 장면정부는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정치운영을 수행하
였으며 언론도 활성화되었다. 정부의 각종 규제가 완화된 결과 여러 노
동단체와 학생들의 요구와 시위가 증가하였고, 정당보호규정이 도입됨에
따라 혁신계 정당들이 보다 과감하게 활동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동안
위축되었던 통일논의와 진보적 정치활동이 재개되었다. 학생들이나 혁신
계 정치인들의 통일론은 한 목소리가 아니어서, 중립화통일론, 남북협상
론, 남북교류론 등 다양한 입장이 개진되었다.
19 0 7

787)

788)

6 국회도서관, 앞의 책(1968), 58쪽.
이정복, 앞의 책(2012), 528쪽.
이정복, 위의 책(2012), 590쪽; 한영우, 앞의 책(2014), 544-545쪽.

78 )
787)
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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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고 규율된 경쟁의 원리
에 따라 선거가 치러졌다는 점에서, 방어적 민주주의의 전제조건인 민주
적 기본질서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하겠다(전제1).
789)

다. 검토
비록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지만 제2공화국은 민주주의 체제로서 방어적
민주주의의 전제조건을 충족하며, 정당해산제도의 도입은 방어적 민주주
의의 성격도 일부 가지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다만 동 제도는 정당을 보
호하는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보다 강했으며, 이제 막 다양한 정견을 존
중하며 민주주의를 확립하고자 한 시대적 배경에 비추어 보더라도 방어
적 민주주의의 ‘전면적’ 수용은 시기상조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4. 5·16 군사쿠데타부터 제3공화국 출범까지
가. 헌법규범: 제5차 개정헌법
6 . . 6. 군사쿠데타 직후 군사혁명위원회는 6개항의 혁명공약을 발
표하였으며, 이틀 뒤 개칭(改稱)한 국가재건최고회의는 포고령·계엄령으
로 통치하던 중 1961. 6. 6.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제정·시행하였다. 동법
에 따라 정부가 총사퇴하고 국회는 해산되었으며 , 구성되지도 못한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정지되었다. 또한 제4차 개정헌법은 국가재건비상
조치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갖게 되었다(국가재건비
상조치법 제24조). 이후 헌법은 1962. 12. 26. 공포되어 1963. 12. 17. 시
19 1 5 1

790)

정체Ⅳ에 따르면 당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지수는 8이다. 민주주의 다양성연구소
또한 제2공화국이 단명하였으나 종전보다 민주적인 성격을 가졌다고 본다. Frida
Andersson and Valeriya Mechkova, 앞의 글(2016), p. 5.
790)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제2조는, 혁명과업이 완수된 후 시행될 총선거에 의하여 국회
가 구성되고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최고 통치기관으로서의 지위
를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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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제5차 개정헌법은, 헌법상의 개정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국가
재건비상조치법이 규정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되었다는 점에서 입법
과정상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었다고 평가된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를 금지하였으며
(제18조 제2항),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됨을 규정하고(제36조 제1항, 제64조 제1항) 그 임기를 한정하는 등
(제37조, 제69조 제1항), 대체로 협의의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내용을 담
고 있었다.
행

791)

나. 헌정현실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이 시기 가장 큰 문제는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광
범위한 억압이었다. 군사혁명위원회는 모든 정당 및 사회단체의 정치활
동을 금지하였고(포고 제4호), 포고 제6호(1961. 5. 22.)에 의하여 이들을
모두 해체하였다. 이어 본격적인 군정이 실시되면서, 국가재건비상조치법
(1961. 6. 6.), 반공법(1961. 7. 3.), 집회에 관한 임시조치법(1961. 9. 9.),
정치활동정화법(1962. 3. 16.) 등이 잇달아 제정·시행되었다. 군정은 모든
구정치인들의 활동을 금지하고, 용공분자의 색출을 명분으로 진보 정치
인이나 노조 및 학생 간부 3천여 명을 혁명재판에 회부하였다. 2 1962.
12. 31. 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판결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
또는 예속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거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
배되는 집회 또는 시위를 주관하거나 개최하는 것을 금하였다(제3조 제1
항 제1호, 제3호).
79 )

793)

임종훈·박수철, 앞의 책(2006), 371쪽; 권영성, 앞의 책(2010), 93-94쪽; 정종섭, 앞의
책(2016), 206쪽.
792) 송석윤, 앞의 책(2007b), 83-84쪽; 한영우, 앞의 책(2014), 545-546쪽.
793) 최근 헌법재판소는,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가 집회의 자
유를 사전적, 전면적으로 제한하면서 헌법상의 원리인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였을 뿐 그로 인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설정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
을 제시하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하였다.
헌재 2016. 9. 29. 2014헌가3 등, 공보 제240호, 1449, 1456.
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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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한 군부가 내각을 총사퇴시키고 국회를 해산한 것
은, 선거를 통해 형성된 집단적 동의를 형해화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또
한 모든 정당과 사회단체가 해체되고 정치활동정화법에 의해 4,374명에
이르는 사람들의 정치활동이 금지된 것이나 , 옥내집회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 것은(집회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1조), 이 시기 방어할
대상인 민주주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전제1). 정체Ⅳ에
의하면 군정 당시 민주주의 지수는 -7에 불과하다. 한편 민주주의 다양
성연구소는 선거민주주의의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인 결사의 자유 지수
(freedom of association index)를 0.3으로 측정한바, 이는 제2공화국 당
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794)

795)

다. 검토
사
이후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헌법의 효력을 인정하였던 것은 헌법파괴가 아닐 수 없다. 이후 제5차
개정헌법이 협의의 민주주의에 관한 규정들을 일부 담고 있었던 점은 인
정된다. 그러나 선거로 구성된 국회를 해산하고 정치적 기본권이 전면적
으로 억압되었던 당시의 헌정현실은, 방어적 민주주의의 전제요건인 민
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전제1). 따라서 동
헌법이 정당해산제도를 유지하였고(제7조 제3항 단서) 구 집회 및 시위
에 관한 법률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시위를 금하였다 하
여, 이를 방어적 민주주의에 입각한 것이라 할 수 없다.
군 쿠데타

5. 제3공화국 출범부터 유신체제의 성립까지
가. 헌법규범
6 . . . 벽 2시경 국회의사당이 아닌 곳(국회 제3별관)에서 여당

19 9 9 14 새

, 의 책(2007b), 84쪽.
ri a n ersson and Valeriya Mechkova, 앞의 글(2016), p. 5.

794) 송석윤 앞
795) F d A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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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만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헌법개정안이 기습적으로 통과되었고,
이어 1969. 10. 17. 국민투표로 확정되었다. 제6차 개정헌법은 대통령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고 규정함으로써(제69조 제3항) 박정희 대통령
의 계속 집권을 가능케 하여 ‘3선 개헌’이라고도 불리며, 헌법개정에 필
요한 국민적인 합의의 형성과정과 국회의 정당한 의사진행절차를 무시한
불법적인 것이었다고 인식되고 있다. 6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허가 내지 검열을 금지하고(제18조 제2항), 보통·평등·직접·비밀선
거의 원칙을 규정한 것(제36조 제1항, 제64조 제1항)은 개정 전과 같다.
79 )

나. 헌정현실
저 선거에 관하여 살펴보면, 1963년 제5대 대통령선거는 군정이 관리
하기는 하였으나 ‘비교적’ 공명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것은 유권자들이
3·15 부정선거의 기억을 생생하게 가지고 있었던 데다가, 쿠데타를 주도
한 세력이 자유당시절 군의 부정선거 개입을 문제 삼은 인사들이어서 무
리하게 선거에 개입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풀이된다. 그러나 제6·7
대 대통령선거와 제7·8대 국회의원선거는 제1공화국 당시와 마찬가지로
부패한 것이었다. 특히 제7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금품제공·관권개입·
중상모략·투개표 부정·야당 당원들에 대한 폭력사태가 만연하여, 사상 유
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부정타락선거였다고 평가받기도 한다.
한편 변칙적으로 이루어진 헌법개정과 박정희 대통령의 세 번째 당선은
학생과 여론의 거센 반발을 초래하였다. 이에 정부는 1971. 12. 6. 국가비
상사태를 선언하였고, 이어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시행하
였다. 동법에 따라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제2조), 공공의 안
녕질서를 이유로 옥외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거나(제7조) 언론 및 출판을
규제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다(제8조).
먼

797)

798)

6 영, 앞의 책(2017), 111쪽. 국민투표 과정에서도 공무원의 관여 등 절차적 하자가
심하였다. 양건 외, 앞의 책(2010), 11쪽.
797) 이정복, 앞의 책(2012), 528쪽.
798) 이정복, 위의 책(2012), 528-529쪽.
79 )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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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중국이 국제연합에 가입하고 미국과 중국의 화해가 시작되
었으며 베트남의 공산화가 가시화되는 등 대외적으로도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기회로 받아들인 정부는 1970년부터 남북교
류를 제의하였고, 1972. 7. 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남북대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민총화와 능률의 극대화를 명분
으로 유신체제를 준비하게 되었다.
요컨대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과정이 근본적으로 오염되고 정치적 기
본권에 대한 억압이 극심한 가운데 정부가 국제정세를 기화로 영구집권
을 준비한 것이 당시의 헌정현실인바, 방어적 민주주의의 전제요건인 민
주적 기본질서의 존재를 찾아볼 수 없다.
1971년

799)

800)

다. 검토
이 당시 헌법은 민주적 성격을 가졌으나 통치현실은 비민주적이었다고
하면서, 제3공화국을 반(半)민주주의 혹은 반(半)권위주의 체제로 분류하
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제6차 개정헌법은 국민적 합의의 형성과정과
국회의 의사진행절차를 무시한 것이었는바, 협의의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일부 규정의 존재만으로 동 헌법이 민주적이라 하기는 힘들다. 여기에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전면적인 억압, 부정선거, 정부의 영구집권 준비
등의 헌정현실을 고려하면, 민주적 기본질서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전제1).
801)

6. 유신체제부터 신군부의 쿠데타까지
가. 헌법규범: 제7차 개정헌법
한영우, 앞의 책(2014), 548-549쪽.
이 시기 정체Ⅳ의 민주주의 지수는 -7에서 3을 오르내린다. 동 기간 V-Dem의 선
거민주주의 지수는 0.2에 미달하며, 자유민주주의 지수는 0.3 수준이다.
801) 이정복, 앞의 책(2012), 185쪽.
799)
800)

- 220 -

2. 10. 17. 박정희 대통령은 ‘남북대화의 적극적인 전개와 주변정세의
급변하는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체제개혁’을 명분으로, 전국에 비상계엄
을 선포한 채 이른바 유신조치(10·17 비상조치)를 단행하였다. 이 조치는
국회해산과 정당·정치활동의 금지, 비상국무회의에 의한 국회권한 대체,
헌법개정안 공고와 국민투표의 실시, 개정헌법의 확정과 개정된 헌법 절
차에 따른 헌정질서의 정상화를 그 내용으로 하였다. 2 이후 비상국무
회의의 헌법개정안 공고와 국민투표를 거쳐 1972. 12. 27. 제7차 개정헌
법이 시행된바, 소위 ‘유신헌법’이다.
유신헌법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조항(제6차 개정헌법 제32
조 제2항)을 삭제하였으며, 거의 모든 기본권에 개별적 법률유보를 규정
하였다.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으로 통일
주체국민회의를 신설하였고(제3장), 여기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정수의 3분
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하도록 하였다(제39조 제1항, 제4
0조 제1항). 대통령은 국회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 긴급조치권(제53조)과
국회해산권(제59조 제1항)을 가졌으며,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
하는 후보자를 일괄 추천하게 되었다(제40조 제2항). 대통령의 중임·연임
을 제한하는 규정은 두지 않았고, 국회의 회기를 단축하는 한편(제82조
제2항 내지 제3항) 국정감사권을 폐지하였으며, 대법원장을 비롯한 모든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였다(제103조 제1항 내지 제2항). 전문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도 특기할 만하다.
오늘날 유신헌법이 반민주성을 부정하는 견해는 찾아보기 어려운바, 이
논문 또한 다음의 이유에서 이러한 입장을 따른다.
첫째, 유신헌법은 개정안에 대한 찬반 논의가 금지된 가운데 국민투표
를 통해 개정·시행된바 , 실질적으로 동의의 갱신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다. 또한 동 헌법은 제6차 개정헌법이 예정하지 아니한 불법적인
비상조치로 촉발되었고 , 초헌법적인 기구인 비상국무회의에서 그 개
197

80 )

803)

804)

2

80 )

박정희, “대통령 10월 17일 특별 선언-전문”, 『중앙일보』, 1972. 10. 18,
tt //news.joins.com/article/1332789 (최종접근일 2017. 7. 23.)
이정복, 앞의 책(2012), 604쪽.
양건, “한국헌법Ⅲ: 제4공화국헌법 및 제5공화국헌법사의 개관”, 『공법연구』, 제17

h p:
803)
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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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안을 마련하여 발의·공고한 것이었기에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
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헌법제정이라고 하지만, 비정상적 절차에
의한 개헌을 헌법의 제정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을 것이다. 6
둘째, 유신헌법은 협의의 민주주의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인 국민주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동 헌법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규정하였으나(제1조 제2항),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으로 통일주
체국민회의를 상정하고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방법인
선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었다.
셋째, 유신헌법 하에서는 선거를 통한 공동체의 의사결정과정이 보장되
지 않았다. 대통령이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일
괄 추천하고(제40조 제2항),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찬성을 얻지 못한 경
우 당선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후보자명부를 작성·제출하여 선
거를 요구하도록 한 것(제40조 제3항)이 그러하다. 설사 통일주체국민회
의를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관한 한 ‘동의의 대상’은 시종 대통령에 의하여 주어지
는 것이었다. 또한 대통령을 ‘토론 없이’ 선거하도록 한 것은(제39조 제1
항),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의 대통령선거가 규율된 경쟁에 따른 정치적
다수의 형성과정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805)

80 )

807)

808)

809)

, 한국공법학회, 1989, 115쪽. 10·17 비상조치가 헌정질서를 파괴, 정지한 일종의 쿠
데타라는 평가로 김선택, “유신헌법의 불법성 논증”, 『고려법학』, 제49호, 고려대학
교 법학연구원, 2007, 178쪽.
805) 당시 제6차 개정헌법의 요건에 따른 개정안의 발의와 의결이 없었음을 지적한 연구
로 임지봉, “유신헌법과 한국 민주주의”, 『공법학연구』, 제13집 제1호, 한국비교공법
학회, 2012, 183-201쪽.
806) 정종섭, 앞의 책(2016), 208쪽.
807) 국민이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국가권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넘어, ‘주권적 수임
기관’에 주권을 통째로 위임하는 것은 논리적·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으며, 주권의
불가양성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김선택, 앞의 글(2007), 179쪽; 임지봉, 앞의 글
(2012), 190쪽.
808) 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권 자체가 주어지지 않았고, 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도 의석
구도를 결정하는 것이 크게 제약되었다. 김선택, 위의 글(2007), 179쪽. 의회(특히 하
원)가 국민으로부터 직접 정당성을 확보하지 아니한 헌법은 있을 수 없다는 견해로
성낙인, 앞의 책(2012), 265쪽.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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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유신헌법은 협의의 민주주의가 기능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었다. 동 헌법은 언론·출판·집
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허가 내지 검열을 금지한 규정(제6차 개정헌법
제18조 제2항)을 삭제하였으며, 표현의 자유는 개별적 법률유보의 대상
이 되었다. 또한 유신헌법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조항도 두
지 않았고, 이에 따른 기본권위축효과는 심각한 것이었다.
810)811)

나. 헌정현실
정부는 자유민주주의가 낭비와 비능률의 체제라고 비난하고 유신체제를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선전하였으나 국민은 이를 민주정치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4공화국 전 기간을 통하여 유신체제를 거부하는 운동이 지속
된바, 학생들의 유신철폐운동으로 대학은 조기방학과 휴교를 거듭하였다.
또한 기자들의 언론자유 수호운동으로 동아일보가 광고탄압을 받았으며
146명에 이르는 기자들이 해직되었다. 정부는 제3공화국 때부터 중앙정
보부와 군에 정치적으로 의존하기 시작했으나, 제4공화국 들어 이러한
의존도는 더욱 높아졌다. 2
1973. 8. 8. 정부는 일본에 체류 중이던 김대중을 납치 후 자택에 연금
하여 국내외에 큰 파문을 일으켰으며, 1974. 1. 8.부터 긴급조치를 잇달아
발동하여 교수, 학생, 언론인, 종교인, 문인 등 민주인사들을 투옥 또는
해직하였다. 1975. 8. 17.에는 개헌청원운동을 벌이던 장준하가 의문의 죽
음을 당하기도 하였다. 이후 신민당의 김영삼 총재가 적극적인 민주화투
81 )

제8대 및 제9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박정희가 유일한 후보자로서 만장일치에 가까운
득표로 당선된바, 경쟁 자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810) 김선택, 앞의 글(2007), 182쪽.
811) 다수 논자들은 유신헌법이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또한 지적한다. 이효
원, 『남북교류협력의 규범체계』, 경인문화사, 2006, 17쪽; 김선택, 위의 글(2007),
180-181쪽; 임지봉, 앞의 글(2012), 191-193쪽. 그러나 권력분립은 이 논문에서 정의한
협의의 민주주의의 개념징표는 아닌바, 별도로 검토하지 않는다. 권력분립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필수적인 제도는 아니라는 견해로 김명재, 앞의 글(2007), 314쪽. 물론
권력분립은, 정치적 권리의 침해와 자의적 지배를 억제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812) 이정복, 앞의 책(2012), 611-612쪽.
809)

- 223 -

을 전개하자 국회는 1979. 10. 4. 그를 제명하였고, 이는 부마(釜馬)사
태로 불리는 대규모 저항운동으로 이어졌다.
한편 제4공화국에서는 대통령선거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
지였으며, 선거제도 자체가 집권연장을 보장하는 비민주적인 것이었기에
집권세력은 부정선거를 할 필요를 크게 느끼지 않았다. 그러나 여야 간
경쟁적 분위기가 되살아난 제10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금권이 난무한
선거였다고 평가된다.
이와 같이 제4공화국 당시에는 정부 스스로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비
난·거부하였고, 정치적 기본권의 행사가 광범위하게 억압된 데다, 규율된
경쟁으로서의 선거제도 자체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한바, 방어적 민
주주의의 전제조건인 민주적 기본질서를 인정하기 어렵다(전제1).
쟁

813)

814)

다. 검토
정리하면, 이 시기는 헌법규범과 헌정현실 모두 반민주적이었다고 평가
된다. 유신체제 당시 민주주의 지수(정체Ⅳ)는 헌정사상 가장 낮은 -9
내지 -8이며 , 제3공화국 당시를 형식민주주의 내지 반(半)민주주의로
보는 입장에서도 유신체제를 비민주적 권위주의로의 퇴행이라고 받아들
인다. 6 따라서 유신헌법이 전문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정당해산제도(제7조 제3항 단서)를 규정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방어적 민주주의라 할 수 없다(전제1).
815)

81 )

6. 신군부의 쿠데타부터 민주화에 이르기까지
가. 헌법규범: 제8차 개정헌법
한영우, 의 책(2014), 549-550쪽.
이정복, 의 책(2012), 530-531쪽.
e 의 거민주주의 지수와 자유민주주의 지수 또한 헌정사상 최저치이다.
6 이정복, 위의 책(2012), 51, 185-186쪽.

813)
앞
814)
앞
815) V-D m
선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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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박정희 대통령의 사망 이후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1979.
12. 8.)되어 헌법개정논의가 가능해졌으며, 헌법개정심의특별위원회가 구
성되는 등 국회를 중심으로 개헌작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1979. 12. 12.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신군부가 1980. 5. 17.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일체의 정치활동을 정지시켜 모든 개헌논의가 중단되었다. 이후 1980. 8.
27. 제11대 대통령선거에서 전두환이 당선되었고, 정부주도로 개헌이 진
행되었다.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와 7년 단임의 대통령제를 골자
로 한 개정안이 공고되어(1980. 9. 29.) 국민투표로 확정(1980. 10. 22.)되
었으며, 1980. 10. 27.부터 시행되었다.
제8차 개정헌법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를 다시 규정하고(제
35조 제2항), 거주·이전의 자유(제13조), 직업선택의 자유(제14조), 언론·
출판·집회·결사의 자유(제20조 제1항) 등에 대한 개별적 법률유보를 삭
제하였으며, 구속적부심사를 부활하는 등(제11조 제5항) 기본권 보장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대통령의 비상조치권(제51조)과 국회해산권
(제57조)을 제한하여 그 남용의 소지를 줄였으며,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추천하는 권한도 삭제되었다.
살피건대, 제8차 개정헌법이 유신헌법이 가졌던 비민주적인 요소를 많
이 완화한 것은 인정된다. 특히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개별적 법률유보를
삭제하고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게 한 것이나 대통령의 국회
의원 후보자 추천권을 삭제한 것은,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중요한 진전이
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동 헌법은 국회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비정상적
인 상황에서 출범한 정부가 추진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었다
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 또한 국민투표를 통해 형식상 민주
적 정당성을 확보하였으나, 군사쿠데타 세력에 의해 조성된 강압적인 분
위기를 고려할 때 이를 진정한 의미에서 ‘동의의 갱신’이라 보기 어렵
다.
1979 10

817)

818)

위 내용은 김백유, “제5공화국 헌법의 성립 및 헌법발전”, 『일감법학』, 제34호, 건
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90-95쪽을 요약한 것이다.
818) 임종훈·박수철, 앞의 책(2006), 374쪽; 정종섭, 앞의 책(2016), 211쪽 참조.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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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헌정현실
부의 쿠데타가 가지는 반민주성을 상술할 필요는 없을 것인바, “피
의자들의 범행이 군권의 장악을 목적으로 불법한 병력동원과 무력행사를
통하여 인명을 살상하고 저질러진 하극상의 군사반란으로서 국민들로 하
여금 좌절감과 굴욕감을 느끼게 하였고, 우리 헌정사에는 왜곡과 퇴행의
오점을 남기게 한 범죄행위”라는 헌법재판소의 설시 로 갈음한다.
1980. 5. 17. 신군부는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모든 정치활동을 정지
시켰으며, 유력 정치인들이 체포·연금되었고,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과
잉진압은 이후 전두환 정권에 정치적 부담이 되었다. 전두환 정권은 언
론매체를 통폐합하고 반정부 성향의 기자를 대거 해직하여 언론을 장악
했으며, 1984. 2. 29.까지 사복경찰이 대학에 상주하였다. 1980년대 중반
부터는 학생, 정치권, 사회 각계에서 민주화운동을 전개하였고, 박종철
고문치사사건(1987. 1. 14.)과 4·13 호헌조치에 이은 이한열 사망사건
(1987. 6. 9.)으로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6·29 선언으로 이어졌다. 2
쿠데타와 민주화운동에 대한 무력진압 및 최규하 대통령의 사임에 이어
유신체제에서의 방식을 답습한 간접선거로 치러진 제11대 대통령선거나,
유력한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민주정의당이 정치적 자원을 독
점하는 구도에서 치러진 제11대 국회의원선거 2 등은 선거민주주의 원
리에 충실한 것이었다고 할 수 없다. 이후 전두환 정권에서 자행된 정치
적 표현의 자유나 정치활동에 대한 전면적 억압 역시 자유민주주의 원리
와는 요원한 것인바, 이 시기는 시종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방어적 민주
주의의 전제요건을 결여하였다고 하겠다(전제1). 22
신군

819)

8 0)

8 1)

8 )

다. 검토
헌재 1995. 1. 20. 94헌마246, 판례집 7-1, 15, 59.
2 한영우, 앞의 책(2014), 556-558, 560-562쪽.
2 위 두 선거에 대하여 자세히는 김백유, 앞의 글(2016), 121-125쪽 참조.
22 정체Ⅳ에 따르면 당시 민주주의 지수는 -8 내지 -5이다. 같은 기간 V-Dem의 선거
민주주의 지수는 0.4 내지 0.7에 분포하며, 자유민주주의 지수는 0.3 안팎에 불과하다.

819)
8 0)
8 1)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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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개정헌법이 그 내용 면에서 유신헌법에 비해 기본권 보장의 실효
성을 제고하고 비민주적 요소를 많이 제거한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동
헌법 자체가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점이나 위에서 본 헌정현실
을 감안할 때, 이 시기에는 협의의 민주주의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내
용이 구비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7. 민주화 이후
가. 헌법규범: 제9차 개정헌법
현행헌법인 제9차 개정헌법은 6·29 선언 이후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마
련하여 국민투표를 거쳐 시행된 것으로, 오늘날 그 민주적 정당성을 부
정하는 견해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 논문에서 현행헌법의 내용을 자세히 검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현
행헌법의 가장 큰 특징은 대통령 직선제를 복원한 것(제67조 제1항)으로,
이는 당시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장기집권을 막고 민주적 정권교체
를 이루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2 또한 현행헌법은 언론·출판·집회·결
사에 대한 허가·검열을 금지하는 규정을 다시 도입하였으며(제21조 제2
항), 헌법재판소를 설치(제6장)하였다. 2 특히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
소원제도를 둠으로써(제111조 제1항 제5호), 협의의 민주주의가 전제하
는 정치적 기본권이 두텁게 보장될 수 있게 하였다.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중략)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
고히”라는 헌법 전문은, 평화통일이 자유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이 되었던 과거로부터 단절하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여겨지기도 한다. 2
전반적으로 현행헌법은 그 절차와 내용 모두 방어적 민주주의의 전제요
8 3)

8 4)

8 5)

2 이정복, 앞의 책(2012), 620쪽.
2 제3차 개정헌법이 헌법재판소의 설치를 규정하였으나 실제로 헌법재판소가 구성되
지는 못하였다.
825) 송석윤, 앞의 글(2010a), 52쪽.
8 3)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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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인 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전제1).
나. 헌정현실
(1) 민주적 기본질서의 구비
헌법규범뿐만 아니라 헌정현실 또한 대체로 협의의 민주주의에 부합하
며, 그 전제조건인 국민주권, (정치적) 표현의 자유, (피)선거권이 보장되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 차례에 걸쳐 평화적으로 정권이 교체된 것이
나, 헌법재판소 및 각급 법원에 의하여 (정치적) 기본권의 침해가 널리
구제되고 있음은 이를 잘 보여준다. 제5공화국 당시 -8 내지 -5에 불과
하였던 민주주의 지수(정체Ⅳ) 또한 수직상승하여, 90년대 초반부터는 6
에 달하였으며 2000년 이후 지금까지는 8을 기록하고 있다. V-Dem의
선거민주주의 지수 및 자유민주주의 지수도 0.7 이상으로 급등하였으며,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완만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현행헌법에 이르러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됨에 따라
(전제1), 정당해산제도도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26
8 )

(2) 방어적 민주주의가 강조될 헌정현실의 부존재
전술한 것처럼 민주화 이후에는 헌법규범 및 헌정현실 모두의 측면에서
방어적 민주주의의 전제인 민주적 기본질서가 갖추어졌다. 그러나 다음
의 헌정현실에 비추어, 오늘날 우리의 헌정질서에서 민주주의의 방어적
성격이 강하게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첫째, 민주화 이후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고 전향적인 대북정책이 추
진되었다는 것이다. 1980년대 후반 소련의 개혁개방정책과 동구 공산권
8

26) 이재희, 앞의 글(2015b), 251쪽. 다만 이 연구는, 이를 반영하는 조문상의 변화가 없
었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론을 적극 도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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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들의 정치개혁이 급속하게 진행됨으로써 국제적 냉전질서가 해체되
는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남북한 관계도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2 노
태우 정부는 출범 직후 ‘민족자존과 번영을 위한 대통령특별선언(7·7 특
별선언)’을 통해 남과 북이 함께 번영을 이룩하는 민족공동체로서 관계
를 발전시켜 나갈 것을 천명하고, 남북동포 간 상호 교류, 남북한 간 교
역의 문호개방 등 6개항의 원칙을 밝혔다. 2 이어 북방정책은 헝가리와
의 수교를 시작으로 소련, 중국과의 수교를 이루어내는 등의 성과를 거
두었고 2 , 남북관계에서 남한이 절대적 우위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어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제시로 이어졌다. 물론 외부로부터 초래되는
안보상의 위협과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제3장 제3
절 Ⅲ. 3. 나.). 그러나 동방정책으로 동독 및 동구권 국가들과의 관계가
개선된 1970년대 독일 연방정부가 공산독일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청구하
지 않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외부적 위협의 감소와 전향적인 대외정책
은 방어적 민주주의의 발동을 자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민주적 기본질서를 포함한 헌정질서에 대한 위나 아래로부터의
위협이 현저히 감소하였다는 점이다. 1990년대 여러 신생 민주주의 국가
들이 방어적 민주주의 관련 규정을 도입한 것은, 구체제 세력이 잔존하
고 있었던 데다가 소수민족 분리주의, 종교적 근본주의와 같은 새로운
문제를 인식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하나회 숙청 이
후 구체제 세력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고, 현실적인
집권가능성을 가진 반민주적 정당이 문제된 바도 없었으며, 국가정체성
에 대한 도전 등의 현상이 부각되지도 않았다.
셋째, 냉전의 종식을 전후하여 국내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과
8 7)

8 8)

8 9)

830)

831)

2 이효원, 앞의 책(2006), 53쪽.
2 이태환, “북방정책과 한중 관계의 변화”, 하용출 외, 『북방정책: 기원, 전개, 영향』,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117쪽.
829) 북방외교의 성과와 한계에 관하여는 구영록, 『한국과 국제정치환경』,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697-700쪽 참조.
830) 한영우, 앞의 책(2014), 563쪽.
831) 다만 국가정체성에 대한 도전은 방어적 민주주의의 적용대상이라 보기 어렵다(제3
장 제4절 Ⅲ.).
8 7)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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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에 대한 자신감이 고취되었다는 점이다. 1989년 Francis
Fukuyama는 우리가 서방의 자유민주주의가 보편화되는 역사의 종언 현
상을 목도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2 , 이러한 인식은 냉전이 종식된 이후
보다 강화되었다. 국내에서도 자유민주주의가 공산주의보다 우월하며
공산주의의 위협이 사라졌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고, 이는 Fukuyama의
저서에 대한 안호상 초대 문교부장관의 추천사에서도 드러난다. 제8
차 개정 국가보안법이 공산계열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내외의 결사
를 반국가단체로 본다는 규정을 삭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처럼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이 감소하고 체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제고되었음을 고려할 때, 민주화 이후 방어적 민주주의가
강화될 만한 규범적 합의를 찾아보기 어렵다(전제4).
83 )

833)

834)

다. 검토
민주화 이후에는, 방어적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민주적
기본질서가 존재하고 있었음이 헌법규범 및 헌정현실의 측면에서 모두
인정된다. 그러나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위협이 현저히 감소하고 자유민
주주의의 우월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정착하였음을 고려할 때,
민주주의의 방어적 성격이 새삼 부각되어 강화될 만한 여건은 아니었다
고 판단된다.
2 rancis Fukuyama, “The End of History?”, The N ational I nterest, Vol. 16, No.
3, 1989, pp. 1-2.
833) 예를 들어 Anthony Giddens는 “(전략) 사회민주주의 자체가 위기에 봉착한 이유는
매우 분명하다. (중략) (사회주의 경제이론의) 부적합성은 1970년대 초부터 범세계화
와 기술 발전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확실히 드러났다.”고 하였다. 앤서니 기든스, 한상
진·박찬욱 옮김, 『제3의 길』, 생각의 나무, 1998, 36쪽.
834) “더욱이나 그들이 말하는 계급투쟁이나, 한 사람이 백 사람을 착취해 먹고 산다는
이론은 중세기 이전의 농경사회에서나 상상할 수 있었을는지 모르나 오늘날의 산업사
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중략) 우리는 자유민주주의가 공산주의보다 월등히
낫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안호상, “산업사회에선 공산주의설 곳 없어”, 프랜시스 후
쿠야마, 함종빈 옮김, 『역사의 종언: 이후의 시대 공산주의는 끝났다.』, 헌정회,
1989, 14-15쪽.
83 )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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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소결
지금까지 헌정사를 헌법규범 및 헌정질서의 측면에서 순차적으로 개괄
하면서, 우리 헌정질서가 방어적 민주주의를 채택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 도입 시기는 언제였는지, 이후 방어적 민주주의의 규
범적 위상과 성격은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를 검토하였다. 논의의 결과
는 이하와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6·25 동란 이전의 정부수립 초기에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채택을
인정하기 어렵다. 민주주의 체제가 요하는 여러 사회적 조건이 구비되지
못했고, 방어적 민주주의의 필요에 대한 규범적 합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둘째, 6·25 동란부터 4·19 혁명에 이르는 시기에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전제인 민주적 기본질서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셋째, 제2공화국 당시 도입한 정당해산제도가 방어적 민주주의의 성격
을 일부 가졌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독일과 상이한 도입배경을 고려할
때, 그 방어적 성격이 독일기본법과 같은 정도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보다는 정당을 보호하는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했다고 평가된다.
넷째, 5·16 군사쿠데타부터 민주화에 이르는 긴 시기에는 협의의 민주
주의가 작동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정당해산제도를 유지하였다거나 헌
법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를 방어적
민주주의라 할 수 없다.
다섯째, 민주화 이후에는 방어적 민주주의가 전제하는 민주적 기본질서
의 존재가 인정되나, 민주주의의 방어적 성격이 새삼 강화될 만한 규범
적 합의나 필요를 찾아보기 어렵다. 요컨대, 오늘날 우리 헌정질서가 방
어적 민주주의를 채택하였음은 인정되나, 그 규범적인 위상은 제한적인
것이다.
<표 3-1>은 우리나라의 시기별 민주주의 지수(정체Ⅳ)를 보여주고 있
다. <표 3-2>는 민주주의 다양성연구소가 측정한 여러 민주주의 지수의
변화를 망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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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우리나라의 시기별 민주주의 지수(정체Ⅳ)

835)

<표 3-2> 우리나라의 시기별 민주주의 다양성 지수(V-Dem)

6

83 )

tt //www.systemicpeace.org/polity/rok2.htm (최종접근일 2017. 7. 23.)
6 ri a n ersson and Valeriya Mechkova, 앞의 글(2016), p. 4.

835) h p:
83 ) F d A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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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방어적 민주주의와 개별 제도의 관련성 검토
Ⅰ. 방어적 민주주의와 국가보안법
제2절에서는 국가보안법의 ‘제정’이 방어적 민주주의에 입각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을 간략히 언급하였다. 그러나 어떠한 법 규범의 성격이 항상
적인 것만은 아니며, 이후 법 개정이나 헌정현실에 따라 변화할 여지도
있다. 따라서 제정 국가보안법을 방어적 민주주의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이후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제도로서의 성격을 갖추게 되
었는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먼저 국가
보안법의 연혁을 간략히 살펴보고, 제정 국가보안법을 방어적 민주주의
에 입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한 번 환기한 다음,
이후의 경우는 어떠한지를 다루기로 한다.
1. 국가보안법의 연혁
. . 20. 국가보안법의 모체가 된 내란행위특별조치법안이 발의되었
으며, 동 법안은 내란행위의 처벌에 그 중점이 있었다. 이후 이렇다 할
진전이 없던 중 여수·순천 사건(1948. 10. 19.)이 발발하였고, 그 수습대
책의 하나로 법안 작성이 급속하게 이루어져 적잖은 반대 에도 불구하
고 1948. 12. 1. 국가보안법의 제정으로 이어졌다. 다수의 연구는 여수·순
천 사건이 동법의 급속한 제정을 촉진한 계기라고 보나 ,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무력화하려는 이승만계 의원들과 한국민주당 의원들의 공조가
그 못지않게 중요한 입법배경이었다는 지적도 있다.
이후 국가보안법은 지금까지 총 13차례 개정된바, 방어적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우선 살펴볼 것은 제4차 개정이다. 동 개정은, 방어적 민주주의
1948 9

837)

838)

839)

당시 국가보안법 제정반대론을 분석한 연구로 박원순, 앞의 책(2004), 83쪽 이하.
원 , 위의 책(2004), 78-80쪽; 변동명, 앞의 글(2007), 95, 97쪽; 강성현, 앞의 글
(2012), 93쪽; 서희경, 앞의 글(2014), 266쪽 등.
839) 변동명, 위의 글(2007), 98-104쪽; 강성현, 위의 글(2012), 93-94쪽.
837)
838) 박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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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격을 일부 가지고 정당해산제도를 도입한 제3차 개정헌법 시행 직
전 이루어졌다. 다음으로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전제조건인 민주적 기본
질서가 회복된 이후 국가보안법이 방어적 민주주의에 입각한 제도로서
기능하게 되었는지가 문제된다. 특히 제8차 개정은 민주화 이후 처음으
로 실질적인 내용상의 변화를 준 것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
을 사용하였다는 점(제5조 내지 제8조)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1948년 국가보안법에 대한 검토
전술하였듯 일각에서는 1948년 제정된 국가보안법이 방어적 민주주의의
성격을 가졌다고 본다. 그 논거로는 국가보안법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함
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이른바 헌법보호형법이
라는 점, 동법이 정부수립 직후 긴박한 상황에서 제정되어 공산주의 기
타 파괴적인 사상을 불법화하였다는 점, 동법이 민주주의의 상대주의적
관용이 가지는 한계를 인식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하여 광범위한 제한을
설정하였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제정 국가보안법의 규정이나 앞서 개괄한 헌정사에 비추어볼
때, 동법은 방어적 민주주의에 입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첫째, 동법이 규율대상에서는 외견상 합법성을 가지는 민주주의 고유의
적이었던 파시즘과 같은 특징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전제3). 제정
국가보안법 제1조 가 처벌하는 것은 이른바 ‘반국가단체’ 2 이다. 여기
서 정부를 참칭한다고 함은 ‘합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정부를
조직하여 진정한 정부인 것처럼 사칭하는 것을 뜻하며, 국가를 변란한다
840)

841)

84 )

용상, 앞의 글(2012), 89-90, 111쪽.
제 조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는 좌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수괴와 간부는 무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2.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3. 그 정을 알고, 결사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842) 현행 국가보안법 제2조는 반국가단체를,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
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로 정의한다.
840) 박
84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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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정부를 전복하여 새로운 정부를 구성한다는 의미이다. 이처
럼 반국가단체는 비합법성을 그 개념징표로 하며 , 정부를 사칭하거나
전복하려는 행태는 민주주의 체제에서만의 문제도 아니다. 또한 살인·방
화·중요시설의 파괴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의 조직(제2조)이나 총포·
탄약·도검·금품의 공급 등을 통한 자진방조(제4조)의 명백한 가벌성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둘째, 동법 제정의 배경이 민주주의의 활용과는 거리가 먼 무장봉기였
으며, 그 모체 또한 ‘내란’행위특별조치법안이었다는 점이다(전제3).
셋째, 당시 우리는 독일처럼 민주주의 체제의 실패를 경험한 바 없었고,
민주주의가 적절히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여건을 결여한데다,
자유민주주의의 도입에 대한 규범적 합의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제4).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가 국가보안법의 제정을 통해 독일기본법
(1949)보다도 앞서 방어적 민주주의를 채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843)

844)

3. 개정 국가보안법에 대한 검토
제정된 국가보안법이 방어적 민주주의의 성격을 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후 헌정현실의 변화로 개정 국가보안법이 그러한 성격을 가
지게 된 것은 아닌지가 문제된다.
1948년

가. 제4차 개정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의 제4차 개정은, 정당해산제도를 도입한 제3차 개정헌법 시
행 직전인 1960. 6. 10. 이루어졌다. 전술하였듯 당시에는 민주적 기본질
서의 존재가 인정되며, 정당해산제도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성격도 일부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공2011상, 508).
반국가단체구성죄가 성립하려면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이 있어야
하므로 ‘폭력적 수단으로’ 정부를 전복할 것을 기도하고 또 정부 전복 후의 새로이 수
립할 정부를 구체적으로 구상함을 요한다고 한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672 판결
(공1983, 542) 참조.

843)
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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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것이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도 이 시기에 비로소 방어적 민주주의
에 입각한 제도로 기능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닌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다음의 두 가지 이유에서, 제4차 개정 국가보안법이 방어적 민주주의의
성격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첫째, 동법은 독소조항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제3차 개정 국가보안법
의 규정들 을 삭제하였고, 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보다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에 주안점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제3차 개정 국가보안법 규
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선량한 국민의 자유,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농후
한 조항임을 지적한 조재천 국가보안법 개정안 기초특별위원장의 제안설
명에서도 확인된다. 6 요컨대 제4차 개정은 민주주의를 방어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규범적 합의에 따른 것이 아니었으며(전
제4), 비자유주의적 제재수단의 완화·제거를 그 내용으로 하였다.
둘째, 동법이 규율한 것은 가벌성이 명백한 각종 범죄행위로, 외견상의
합법성이나 민주주의의 활용과 거리가 멀었으며 민주주의 국가만의 문제
가 아니었다는 점이다(전제3). 구체적으로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제1조),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군사목적 혹은 일반목적
을 위하여 행한 각종의 범죄(제2조 내지 제3조),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
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의 금품수수(제5조 제2항), 불법지역왕래(제6
조)가 처벌의 대상이었다.
845)

84 )

나. 민주화 이후의 국가보안법
방어적 민주주의는 그 정치공동체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당연히 전제하
는바(전제1), 단명한 제2공화국 이후 민주화에 이르기까지 국가보안법은
그 내용에 무관하게 방어적 민주주의의 수단으로 기능할 수 없었다고 보
아야 한다. 반면 민주화 이후에는 국가보안법에 민주주의 수호라는 의미
가 부여될 가능성이 있게 되었는바, 현행 국가보안법이 방어적 민주주의
에 입각한 제도라거나,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동법 위반이 문제된 사건에
제 2조 정보수집죄)와 제17조 제5항(인심혹란죄) 등을 말한다.
6 원 , 의 책(2004), 159-160쪽에서 재인용.

845) 1
(
84 ) 박 순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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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방어적 민주주의의 법리를 적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개진된다. 여
기서는, 민주화 이후의 국가보안법이 방어적 민주주의의 성격을 가지는
지를 검토한다. 살피건대 이 문제는 일률적으로 가부를 논하기 어려우며,
국가보안법의 내용에 따라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다.
847)

(1) 방어적 민주주의로 보기 어려운 측면
민주화 이후의 국가보안법 또한 방어적 민주주의의 성격을 인정하기 힘
든 측면을 가지는바, 현행법을 중심으로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제1항).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반국가활동은 민주주의 국가
만의 문제라고 할 수 없으며, 민주주의 체제보다는 국가안보에 대한 위
협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전제3).
둘째, 현행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반국가단체’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
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
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제2조). 또한 동법은 제4차 개정 국가보안
법과 유사하게 반국가단체의 구성(제3조), 목적수행(제4조), 자진지원·금
품수수(제5조), 잠입·탈출(제6조) 등을 처벌한다. 동법이 규정한 반국가단
체의 개념징표 및 처벌대상인 행위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적응이나 합법
성의 구비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전제3). 특히 총포·탄약·화약 기타 무기
의 제공(제9조 제1항),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직무유기(제11조), 동법의 죄에 대한 무고, 위증, 증거의 날조·인멸·은닉
(제12조 제1항) 등은 그 자체 가벌성이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셋째, 앞서 본 것처럼 민주화 이후 방어적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는
전제가 구비된 것은 사실이나, 민주주의의 방어적 성격이 새삼 강조될
권영성, 앞의 책(2010), 87쪽; 정종섭, 앞의 책(2016), 161쪽; 성낙인, 앞의 책(2017),
152쪽; 이헌, “[이달의 초점]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합헌 결정과 대법원 판결의 의
미 -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는 자유를 허용할 수 없다”, 『북한』, 통권 제394
호, 북한연구소, 2004, 43-44쪽.

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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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특히 국가보안법의 경우, 그 해석 및 적용이
예전보다 엄격해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보
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은 각 그 소정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
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라 판시하였고 , 이후 국가보안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의 한계가 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제1조 제2항).
848)

(2) 방어적 민주주의의 적용여지
위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민주화 이후의 국가보안법에는
방어적 민주주의가 적용될 여지가 있음이 일부 인정된다.
첫째,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을 위태롭게 하지는 않으나, 자유민주적 기
본질서에 위해를 줄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도 국가보안법이 적용될 수 있
다는 점이다. 앞서 본 것처럼 헌법재판소는 89헌가113 결정에서,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이 적용될 수 있
다고 보았다. 또한 제8차 개정 이후의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
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한 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등을 처벌한다(제5조 내지 제8조). 이제 국가보안법은 국가안
보의 문제가 아닌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고유의 위협에도 적용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전제3).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어떤 행위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는 것은 그 국가가 민주주의 체제임을 전제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이른바 ‘이적단체’ 는 반국가단체와 달리 외견상의 합법성과 민
849)

헌재 1990. 4. 2. 89헌가113, 판례집 2, 49, 66.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이 규정하는 이른바 ‘이적단체’라 함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
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
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여 특정 다수인이 결성한 계속적이고 독자적인
결합체를 가리킨다.”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공2008상,
718).

848)
8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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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의 활용이라는 개념징표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반국
가단체와 이적단체는 그 처벌조항을 달리하고 있어 엄격하게 구분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양자의 구별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 단체가 정부참
칭이나 국가의 변란 자체를 직접적이고도 1차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는
때에는 반국가단체에 해당되고, 별개의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
여 그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것을 직접적, 1차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어떤 결사가 정부참칭과 같
은 비합법적인 목적을 직접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반국가단체에 동
조하는 경우라면, 가벌성과 비합법성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구별은 개념상의 것만이 아니어서, 최근 외견상 합법적 형
태를 취하고 민주주의 체제에 적응하는 이적단체가 문제된 바 있다. 2
850)

851)

85 )

(3) 검토
전술한 것처럼 오늘날 국가보안법은 외견상의 합법성을 가지고 민주주
의 체제를 활용하는 이적단체를 그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이
국가안보가 아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
는 경우 방어적 민주주의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다만 국가보안법은 기
본적으로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제인바, 그 적용 여부는 특정행위의 구
성요건해당성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다. 어떤 행위가 방어적 민주주의에
포섭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동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방어적 민주주의는, 이적단체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지는 않
이 점을 지적한 연구로 이효원, “남북한관계에 대한 판례 분석 - 국가보안법의 최
근 변화 동향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법학』, 제52
권 제3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10-11쪽.
851)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도1813 판결(공1995상, 2149).
852) “표면적으로는 ‘정식 사회단체로 관청에 등록’하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정한 형
식적·절차적 요건까지 구비하여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적이 있다 하여도, 그 실
질에 있어서는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삼았고 (후략)”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
결(공2010하, 1696).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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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성을 가진 경우 이를
처벌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논거로 원용될 수 있다.
4. 소결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방어적 민주주의에 입각한 것이었다고 할
수 없다. 동법은 무장봉기를 그 입법배경으로 하며, 일견 합법적인 형태
로 민주주의를 활용하면서 바로 그 민주주의를 폐제하려는 세력을 규율
하는 것이 아니었던 까닭이다. 민주주의의 방어보다는 각종 제재수단의
완화·제거에 주안점을 두고 가벌성이 명백한 행위를 규제한 제4차 개정
국가보안법 또한 방어적 민주주의의 성격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민주
화 이후의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와 함께 이적단체를 규율하는바, 이
적단체가 외견상의 합법성을 갖추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경
우라면 그 처벌을 정당화하는 논거로 방어적 민주주의가 원용될 여지가
있다.
1949년

Ⅱ. 방어적 민주주의와 테러방지법
테러방지법 등 우리의 반테러 관련법제가 방어적 민주주의에 입각한 것
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반테러리즘과 방어적 민주주의의 관련성에 대하
여는 제3장 제4절 Ⅱ.에서 자세히 검토한바,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종전
법제 및 테러방지법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 방어적 민주주의의 적용
여부를 다룬다.
1. 종전 관련법제
테러방지법 제정이 테러리즘에 대한 규범적 대응의 시작은 아니다.
1982. 1. 22. 제정·시행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은,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행하는 여러 행위를 테러로 규정하고(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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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범국가적인 종합대책의 수립, 테러대책기구 및 사건대응조직을 통한
신속한 대응조치의 강구, 국제적인 대테러 협력체제의 유지, 전문 인력
및 장비확보 등의 기본지침을 정하였다(제3조). 동 지침은 이후 다섯 차
례 개정되었으며 2016. 6. 20. 폐지되었다.
1994. 1. 5. 개정·시행된 국가안전기획부법은 안전기획부의 직무 가운데
대테러 관련 국내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규정하였고(제3조 제1
항 제1호), 이것은 현행 국가정보원법(제3조 제1항 제1호)으로 이어져오
고 있다. 동법은 테러방지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테러에 대한 정보 수집
에 관한 가장 중심적인 법률이었다고 평가된다.
한편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 ICSFT)을 이행하
기 위하여,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어 2008. 12. 22.부터 시행되고 있다. 동법은 ‘공중 등 협박
목적을 위한 자금(공중협박자금)’의 개념을 정의하고(제2조 제1호), 금융
위원회가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며(제4
조 제1항),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에 대한 처벌을 명시(제6조)하고 있다.
853)

854)

2. 테러방지법의 개괄
이하에서는 테러방지법에 관하여, 특히 동법 제정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및 현행 테러방지법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테러방지법의 제정
오태곤, 앞의 글(2016), 597쪽.
2007. 1. 15. 정부는 ‘테러자금조달의 금지를 위한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테
러나 테러자금의 개념을 법률로 규정할 경우 정치적·종교적·이데올로기적 편견을 유
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 동 법률안의 ‘테러자금’을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으로 대체한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제안·가결되었다.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대
안)」(의안번호: 177911, 제안일자 2007. 11. 22, 위원장발의, 2007. 11. 23, 원안가결)
의안원문, 1-2쪽.

853)
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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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테러방지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의 일이다. 올림픽을 개최하게 되면서 테러방지가 현안으
로 떠올랐고, 그 결과 전술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만들어졌다.
9·11 테러는 주요 국가들이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거나 기존의 관련법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졌으며 , 2001년 우리 정부도 테러방지법안을 국
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후 제16대 국회부터 제19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총 10건의 테러방지법안이 제출되었지만 법률 제정으로 이어지지는 못하
였다. 그러나 오랜 논란 끝에 제19대 국회 임기 말 192시간 27분의 필리
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거쳐, 2016. 3. 3.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었다. 6
855)

85 )

나. 테러방지법의 주요 내용
테러방지법은 테러의 예방 및 대응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테
러로 인한 피해보전 등을 규정함으로써,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
조). 동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테러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의 권한행사를 방해하
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 하면서 그 구체적인 유형을 열거하였다. 또한 테러단체, 테러위험
인물, 외국인테러전투원, 테러자금, 대테러활동 등을 정의하였다(제2조).
둘째,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가
테러대책위원회(제5조), 국가 대테러활동 관련 임무분담이나 테러경보 발
령 등을 수행하기 위한 대테러센터(제6조),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한 대테러 인권보호관(제7조) 등을 두었다.
셋째, 국가정보원장이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
· 테러 이후 테러방지법의 추진 및 제정은 주요 국가들에서 나타난 하나의 흐름
이었다. 정상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의 쟁점과 전망 분석”,
『의정연구』, 제22권 제2호,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6, 208-209쪽.
856) 테러방지법의 입법경과에 관하여는 김상겸·이지형, “테러방지법에 관한 헌법적 연
구”, 『유럽헌법연구』, 제22호, 유럽헌법학회, 2016, 401-404쪽 참조.
855)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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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9조). 그리고 관계기관
의 장이 테러선동·선전물에 대한 긴급 삭제를 요청하거나(제12조) 외국
인테러전투원으로 출국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
외국인에 대한 일시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하였다(제13조 제1항).
넷째, 테러에 관한 신고자를 보호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였다
(제14조). 또한 테러로 인하여 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
하여 치료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제15조), 생명의
피해를 입은 사람의 유족 또는 신체상의 장애 및 장기치료를 요하는 피
해를 입은 사람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6조).
다섯째,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한 사람 등을 처벌하며
(제17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동법 제17조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가
중하여 처벌하도록 하였다(제18조).
3. 방어적 민주주의의 적용 여부
제3장 제4절 Ⅱ.에서는, 테러리즘이 방어적 민주주의의 적용 대상이 아
니라는 점을 논구하였다. 다음의 이유에서, 현행 테러방지법 또한 방어적
민주주의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 판단된다.
첫째, 동법이 규율하는 ‘테러’는 민주주의에 대한 적응 및 외견상의 합
법성을 결여한, 파시즘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의 문제라는 점이다. 동
법은 이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
법안’이 수정가결된 것인바, 동 법률안은 “테러의 개념을 국내 관련법에
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중심으로 적시”한 것이었다. 또한 동법 제
2조 제1호에서 열거한 행위들, 예컨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가목), 항공기를 추락
시키거나 전복·파괴하는 행위(나목) 등은, 그 자체로 위법성이 뚜렷한 범
857)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의안번호: 1918582, 제안일자 2016.
2. 22, 대표발의: 이철우, 2016. 3. 2, 수정가결) 의안원문, 2쪽.

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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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행위이다.
둘째, 테러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기보다는 국가안보의 문제라는
점이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나 이전에 발의되
었던 여러 관련 법률안들은, 동법이 보호하려는 것이 국가의 안보 및 공
공의 안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방어적 민주주의의 보호법
익인 민주주의가 체제 및 국가안보와 준별되는 개념이라는 점은 제3장
제3절 Ⅲ. 3.에서 살펴보았다.
858)

859)

Ⅲ. 소결
무장봉기를 입법배경으로 하여 반국가단체를 규율한 제정 국가보안법이
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에 주력한 제4차 개정 국가보안법은 방어적
민주주의에 입각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오늘날 합법적인 외
양의 이적단체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그 처벌을 정당
화하는 논거로 방어적 민주주의가 원용될 수 있다. 한편 테러리즘은 비
합법적 범죄행위로서 민주주의가 아닌 국가안보의 문제인바, 테러방지법
은 방어적 민주주의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제4절 방어적 민주주의와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제2절에서는 우리 헌정질서가 정당해산심판제도를 통해 방어적 민주주
의를 채택하기는 하였으나 그 규범적인 위상은 제한적이라는 결론을 도
출하였다. 제4절에서는 이를 상기하면서,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검토한
일각에서는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형법만으로 테러범을 충분히
처벌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는바, 이는 테러가 비합법성이 뚜렷한 범죄임을 전제한 주
장이다. 홍선기, “현행 테러방지법의 비판적 고찰”, 『비교법연구』, 제17권 제1호, 동
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2017, 152쪽.
859)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의안번호: 1918582, 제안일자 2016.
2. 22, 대표발의: 이철우, 2016. 3. 2, 수정가결) 의안원문, 2쪽; 「국가대테러활동에 관
한 기본법안」(의안번호: 1801620, 제안일자 2008. 10. 28, 대표발의: 공성진, 2016. 3.
2, 임기만료 폐기) 의안원문, 2쪽.
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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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 결정은 정당해산심판 일반 및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한 학계의 관
심을 크게 제고한바, 관련 주요 평석은 앞서 선행연구로서 개괄하였다.
이하에서는 선행연구와 중첩되지 않는 범위에서,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특히 방어적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우선 방어적 민
주주의의 보호법익이기도 한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설시를 통해, 헌
법재판소가 방어적 민주주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본다(Ⅰ.).
다음으로 헌법재판소가 방어적 민주주의의 요건을 사안에 적절히 적용하
였는지 평가한다(Ⅱ.). 마지막으로는, 해산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결정이 타당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뒷받침하는
충분한 논거를 제시하였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한다(Ⅲ.).
Ⅰ.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인식
방어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활용하여 바로 그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는 자들의 위험에 맞서 비자유주의적인 예방조치를 불사하는 민주주의
체제를 뜻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방어적 민주주의의 보호
대상) 및 그에 대한 위험(방어적 민주주의의 적용요건)을 어떻게 이해하
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방어적 민주주의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추론할 수 있다.
1. 민주적 기본질서의 의미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법 제8조 제4항 소정의 민주적 기본질서는 개
인의 자율적 이성을 신뢰하고 모든 정치적 견해들이 각각 상대적 진리성
과 합리성을 지닌다고 전제하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으로서, 모든
폭력적·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평등을 기본원리로 하여 구성되고 운영되는 정
치적 질서를 뜻한다. 또한 현행 헌법상 그 주요한 요소로는 국민주권의
원리,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제도, 복수정당제도 등이 있다. 6
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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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살펴본 것처럼, 이것은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
질서까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에 포함시켰던 종전의 입장 6 보
다 민주적 기본질서의 의미를 좁게 새기는 것이다. 특히 소수자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한 다수결의 의사결정방식이나 복수정당제를 언급한 것
은, 헌법재판소가 선거민주주의를 민주적 기본질서의 요체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며 폭력적·자의적 지배를
배제하는 정치질서란 자유민주주의 원리에 상응하는 것이다. 이를 정리
하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인식은, 앞서 살펴본 협의의
민주주의(제3장 제3절 Ⅲ.)와 다르지 않다고 보인다.
이처럼 민주적 기본질서는 최대한 엄격하고 협소한 의미로 이해해야 하
는데, 이것은 정당의 자유가 민주 사회에서 중대한 함의를 가지며 정당
해산심판제도가 남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62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
판제도가 방어적 민주주의에 입각한 것이라고 보는바, 위의 설시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방어적 민주주의의 정치적 오·남용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경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

8 1)

8 )

2.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의 해석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해산심판의 사유를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로 규정하는바, 헌법재판소는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은 여기서의 ‘위배’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 본다. 정당해산결정은 당해 정당의 이념을 우리 사회의 정치적 공론
의 장에서 영구적으로 추방하는 극단적인 조치이므로, 매우 제한된 상황
속에서만 활용되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민주적 기
본질서의 위배란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
서에 대하여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라고 하였다. 6
8 3)

6 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판례집 26-2하, 1, 22-23.
6 헌재 1990. 4. 2. 89헌가113, 판례집 2, 49, 59, 64.
62 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판례집 26-2하, 1, 23.

8 0)
8 1)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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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제3절에서는, 고전적인 방어적 민주주의에 가해지는 여러 비판을
극복할 수 있는 오늘날 방어적 민주주의의 규범적 원리를 살펴보았다.
특히 방어적 민주주의에 따른 개입은, 반민주주의자들이 (구성원들이 가
지는 정치적 권리를 침해하거나) 민주주의를 파괴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
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정당해산
의 사유를 헌법 제8조 제4항의 문언보다 엄격하게 새기는 위의 설시는,
비자유주의적인 조치가 엄격한 요건에 따라 예외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규범적 요청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평가된다. 또한
이것은, 정당을 금지하거나 해산하기에 앞서 그 정당이 진정으로 자유민
주적 정치질서 또는 개인의 권리에 위험을 제기하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고 한 베니스위원회의 입장 6 과도 부합한다.
한편,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이 초래되었을 경우에만
정당해산의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는 취지의 위 설시가, 방어적 민주주
의의 예방적인 성격을 간과한 부적절한 것은 아닌지 문제된다. 관련하여
최근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정당을 해산하기 위해서는 당해 정당의 헌
법적대적인 활동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어야 하지만, 그러한 활동이 민주
적 기본질서에 구체적인 위협을 초래할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정당해산은 특정 정당을 공론의 장에서 ‘영구적’으로 추방하며, 정당의
활동뿐 아니라 ‘존립’마저 부정하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정당금지이다.
또한 우리의 법제 하에서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나
시위가 금지되며(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도 국고로 귀속되는바(정당법 제48조 제2항), 정당해산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조치들 중에서도 특히 큰 규범적 비용을 수반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위헌적인 목적이나 활동을 이유로 정당해
산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이 어느 정도 구체
성을 가질 것을 요한다고 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수긍할 수 있는 것이
8 4)

6 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판례집 26-2하, 1, 23-24.
6 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Venice Commission),
“Guidelines on Prohibition and Dissolution of Political Parties and Analogous
Measures”, p. 5.

8 3)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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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방어적 민주주의가 가지는 예방적인 성격에 비추어,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이미 현실화되었거나 목전에 다다를 정도로 임박할 필요는
없다고 하겠다.
3. 정당의 위험성 판단기준
이처럼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의 의미 및 정당해산의 사유를 좁게 새김
으로써, 오늘날 방어적 민주주의의 요건에 부합하는 인식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정당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 일반에 대한 재판소의 설시는 위
의 관점과 일관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었으며, 또한 결과적으로 정당
해산이 쉽게 이루어질 여지를 남기는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다수의견에 따르면, 정권의 획득이나 권력의 장악을 추구하는 정당의
개념본질적인 표지로 인해, 정당의 목적은 항상 실천적 성격과 현실적
지향성을 가진다. 정당의 목적이나 정치적 이념은 단순한 관념이 아니라
실물적인 힘과 의지를 내포하며, 따라서 정당의 위헌적 목적은 그 정당
이 제도적으로 존재하는 한 현실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위험성을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것이다. 6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될 때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다수의견은 정당의 활동이 무엇을 뜻하는지, 누구의 어떠한 행위가
정당의 활동으로 귀속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자세히 언급한 것이다. 66
다수의견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중 어느 하나라도 민주적 기본질서
에 위배된다면 정당해산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하기는 하였다. 6
그러나 또한 다수의견은 여기서 ‘위배될 때’란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인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성을 말한다고 하였는바, 유의미한 활동이
8 5)

8 )

8 7)

6 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판례집 26-2하, 1, 106. 정당의 이념적 지향점인 목적
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판단이 전제되는 경우, 정당의 구체적인 개별 활동
이나 정당 전체의 활동이 가지는 위험성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로 이덕연, 앞
의 글(2015), 100쪽.
866) 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판례집 26-2하, 1, 22-23.
867) 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판례집 26-2하, 1, 22.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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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에도 정당의 목적만으로 민주주의에 ‘구체적인’, ‘상당한’ 위험이 초
래되는 상황은 생각하기 어렵다. 6 그리고 정당의 목적만으로 민주주의
에 대한 상당한 위험성이 인정된다면, 내란관련 사건,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 등을 통해 통합진보당의 활동이 민주적 기
본질서에 저촉된다는 판단에 이른 재판소의 긴 논증 6 은 불필요한 작업
이었던 셈이 된다.
결론적으로, 정당의 위헌적 목적이 곧 상당한 위험성을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한 다수의견의 설시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남용가능성을
인식하고 정당해산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려 한 스스로의 입장과 일관성
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었다. Loewenstein이 방어적 민주주의를 주창하
게 된 계기가, 제복과 상징물의 착용, 대중 선동과 이념공세, (준군사적
조직의 동원을 수반하는) 시위 등의 ‘활동’을 통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한 파시즘이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최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는 민족민주당에 대한 해산심판청구를 기각하면서, 정당해산제도가 어떤
주의(Gesinnung)나 세계관을 금지하는 제도가 아니라고 하였다.
8 8)

8 9)

4. 소결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남용가능성을 경계하는
가운데 민주주의의 의미를 엄격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당해산의 사유를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
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 것은, 오늘날 방어적 민주주의의 규
범적 원리와도 상통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수의견은 위헌적인 목적만으
로 그 정당의 상당한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정당해산이
쉽게 이루어질 여지를 남겼으며, 이러한 입장은 방어적 민주주의가 엄격
6 활동을 수반하지 아니한 정당의 목적은 법익(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을 침해할 위험
성이 없기 때문에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무의미하다는 평가로 한수웅, “자유민주주의
에서 정당해산심판의 헌법적 문제점”, 『헌법재판연구』, 제3권 제2호, 헌법재판소 헌
법재판연구원, 2016, 198쪽.
869) 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판례집 26-2하, 1, 83-104, 105-106.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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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요건 하에 예외적으로 관철되어야 한다는 요청에도 부응하지 못한다.
Ⅱ. 방어적 민주주의의 적절한 적용 여부
헌법재판소가 방어적 민주주의의 의미 및 적용요건을 대체로 엄격하게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헌법재판소가 개별사안에 방어적 민주
주의를 적절히 적용하였음을 뜻하지는 않는다. 이하에서는, 통합진보
당이 주장했던 ‘진보적 민주주의’의 한 내용인 민중주권주의에 대한 해석
과 통합진보당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방어적 민주
주의를 적절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870)

1. 민중주권주의에 대한 해석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을 주도해온 이들 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대한 대안체제로 진보적 민주주의 사회를 제시하였다고 하면서, ‘진보적
민주주의’의 내용으로 ‘민중주권주의’를 언급하였다. 2
다수의견은 민중주권주의가 일반적 의미로서의 국민주권주의와 다르다
고 보았는데, 이것은 주권자의 범위를 민중에 한정하고 민중에 대비되는
일부 특정 집단을 적대적인 관계로 설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보충의견 또한, 특정 계층만의 이익 보호를 종국적인 목적으로 삼고 나
머지 국민에 대하여 적대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와 일치하
지 않는다고 하였다. 반면 반대의견은, 피청구인이 특권적 지배계급을
문자 그대로 적(敵)으로 이해하여 그들의 국가의사결정 과정 참여를 배
871)

87 )

873)

874)

법정의견이 (원론적으로 타당하게도) 정당해산의 사유로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요구하였으나, 그 위험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으로 송기춘, “피음사둔(披淫邪遁)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문”, 『민주법
학』, 제57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5, 272-273쪽.
871) 헌법재판소의 표현에 따라, 이하 ‘피청구인 주도세력’이라 한다.
872) 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판례집 26-2하, 1, 55-58.
873) 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판례집 26-2하, 1, 60.
874) 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판례집 26-2하, 1, 244.
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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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국가의사결정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적대적으
로 대립한다고 본 것은 민중의 주권과 소수의 ‘정치경제적 특권’이며, 피
청구인의 주장은 소수의 특권을 배제하여 국민주권의 이념이 충실하게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제3장 제3절 Ⅱ.에서는, 오늘날 방어적 민주주의의 중요한 적용사유 가
운데 하나로 ‘민주주의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타인의 권리 침해’를
제시하였다. 만일 피청구인이 내세우는 민중주권주의가, 소수 지배세력은
우리나라의 주권자가 아니며 따라서 공동체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는 취지라면, 이것은 타인(지배세력)의 정치적 권리 침해로 이어져
방어적 민주주의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반대의견이 본 것처럼
민중주권주의가 단지 지배계급의 ‘특권’을 타파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것이 곧 구성원 누구나가 가지는 정치적 권리에 대한 침해라 할 수는
없으므로, 방어적 민주주의의 적용요건이 충족되기는 힘들다.
아쉽게도, 다수의견과 보충의견, 그리고 반대의견 모두는, 피청구인의
주장이 다른 구성원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인지에 대한 정치한 논증으
로 나아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피청구인이 소수 지배계급의
특권을 배제하고자 한다는 점은 재판관들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바 6 ,
그렇다면 ‘특권을 박탈당한 지배계급’에 대하여 피청구인(피청구인 주도
세력)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가령
민중주권주의에 의할 때 기득권을 상실한 전(前) 지배계급이 (주권자인)
민중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는다면, 이는 타인의 정치적 권리 침해에는
이르지 않는 주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875)

87 )

877)

878)

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판례집 26-2하, 1, 157.
6 다수의견은 민중주권주의가 지배계급의 주권을 부인(박탈)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하
는바, 주권의 부인 내지 박탈은 지배계급의 특권 배제를 당연히 전제하는 것으로 풀
이된다.
877) 예컨대 다수의견은 “진보적 민주주의는 낡은 기득권 세력인 특권적 지배계급과는
공존할 수 없으므로 그들이 장악한 권력을 빼앗아 민중에게 돌려준다는 것”이라 하면
서도, ‘권력을 빼앗긴’ 지배계급의 처우에 관한 피청구인 주도세력의 입장이 어떠한지
설시하지 않고 있다. 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판례집 26-2하, 1, 60.
875)
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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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합진보당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
전술한 것처럼,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
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
는 경우를 뜻하며,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단순한 위반 내지 저촉은 여
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의견의 입장이다. 그리고 이것은, 자유
와 권리의 제한을 수반하는 예방수단이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취해져야
한다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규범적 요청에 부합한다. 그러나 이하의 이유
에서, 헌법재판소는 구체적 위험성의 존재를 통해 방어적 민주주의의 적
용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설득력 있게 논증하지 못하였다고 생각된다.
다수의견은 피해의 최소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두 차례의 분당을 거
치면서 피청구인이 종북주의에 매몰되었다는 일반 국민들의 인식과 내란
관련 사건 등으로 인하여 그 정치적 기반이 축소된 것은 사실”이라고 썼
다. 특히 피청구인이 2014. 6. 4. 시행된 제6회 지방선거에서 (직전 지방
선거보다) 부진하였고, 피청구인에 대한 지지율이 현저히 떨어졌으며, 피
청구인의 진성당원도 급감하였음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정황
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성’과는 요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견은 피청구인의 위험성을 인정하였는데, 이
는 정치적 상황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정치적 기반의 확대
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4년 만에
2.6%의 지지율에 그쳤던 군소정당에서 37.2%의 득표에 성공한 제1당으
로 변모한 독일 나치당의 전례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하였다.
879)

론 다수의견, 보충의견과 반대의견 모두는 민중주권주의에 대한 저마다의 인식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나름의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 중 어느 것에 의하더라도,
민중주권주의가 특권을 상실한 지배집단의 정치참여를 인정하는지 여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상의 논의는 김종현,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의 몇 가지 쟁점에 대
한 연구 - 결정서에 대한 비판적 독해를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제21권 제3호,
한국헌법학회, 2015, 372-376쪽에서의 논증을, 특히 방어적 민주주의의 요건과 관련하
여 수정·요약한 것이다.
879) 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판례집 26-2하, 1, 110.
878)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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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치적 상황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피청구인의 정치적 기반이
확대될 개연성이란, 특정한 여건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다시 말해 추상
적·이론적·가정적인 위험에 불과하다. 만일 다수의견이 나치당의 사례
를 통해 통합진보당의 구체적 위험성을 논증하고자 하였다면, 군소정당
이었던 나치당이 집권하여 민주주의를 파괴하기까지의 독일에서와 유사
한 정황 을 제시했어야 했다. 그러나 다수의견은, 지지율과 의석수가
급등했던 지난날의 나치당과 오히려 대비되는 상황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비록 이를 흔한 일로 볼 수는 없을지라도, 현실정치의 역
동적인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나치당의 예와 같은 일이) 향후에 결코 다
시 발생하지 않을 일이라고 단언할 수도 없다.”는 설시는, 구체적 위험성
의 존재에 대한 논증 자체를 포기한 느낌마저 준다. 2 ‘향후에 결코 다
시 발생하지 않을 일’이란 쉽게 말해 ‘0%’의 발생가능성을 뜻하는바, 위
문장은 “나치당과 같은 일이 재발할 가능성이 0%가 아닌 한 (구체적)
위험성이 인정된다.”는 의미로도 읽힐 여지가 없지 않다.
880)

881)

88 )

3. 소결
민중주권주의에 대한 다수의견과 보충의견, 반대의견의 설시는, 그것이
특권계급의 정치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를 설득력 있게 논구하
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다수의견은 정당해산의 요건으로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성을 언급하면서도, 통합진보당이 이러한
위험을 초래하였다는 정황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결론적으로 다수의견은
방어적 민주주의를 엄격하게 이해하여야 한다는 규범적 요청에 부합하는
인식을 보여주었으나, 이를 사안에 적절히 적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Ⅲ. 의원직 상실결정
종현, 앞의 글(2015), 377쪽.
이 당시 바이마르 공화국의 불안정한 헌정현실은 제2장 제1절 Ⅰ.에서 개괄하였다.
2 이를 안이한 법익형량의 태도라고 비판한 연구로 김종철, 앞의 글(2015), 55쪽.

880) 김
881)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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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해산과 함께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
실을 결정하면서, 그 논거로 정당해산제도의 취지와 본질적 효력을 들고
있다. “어떠한 정당을 엄격한 요건 아래 위헌정당으로 판단하여 해산을
명하는 것은 헌법을 수호한다는 방어적 민주주의 관점에서 비롯되는 것
이고, 이러한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해산되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정당해산제도의 본질(방어적 민주주의)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므
로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있는지 여부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
고, 지역구 의원이든 비례대표 의원이든 모두 그 의원직이 상실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견의 결론이다. 이하에서는 의원직 상실결정에 대
한 헌법재판소의 논거제시가 충실히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 의원직 상
실결정과 방어적 민주주의의 관련성을 논구한다.
883)

1. 의원직 상실결정에 대한 논거제시
우선, 의원직 상실결정의 당부는 차치하더라도, 다수의견이 방어적 민주
주의 이외에 이렇다 할 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에는 비판의 소지가
적지 않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1960년 정당해산제도가 방어적 민주주의
의 성격도 일부 가지며 도입된 것은 인정되나, 이후 민주화에 이르는 오
랜 시간 우리의 헌정질서는 방어적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는 전제를
구비하지 못하였으며, 민주화 이후에도 민주주의의 방어적 성격이 강화
될 필요성에 대한 규범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까닭이다.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것은, 자유위임의 원리
나 국민대표성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이루는 결정이다. 따라서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 우리의 헌정질서에
서 그 규범적 위상이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는 방어적 민주주의만을 논거
로 제시할 것이 아니라, 주요 학설 및 외국의 제도와 결정 사례를 폭넓
884)

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판례집 26-2하, 1, 112-114.
보다 정확히 말한다면 관련 명문의 규정이 삭제된 것이다. 제5차 개정헌법 제38조
는 소속정당이 해산된 경우 국회의원의 자격이 상실됨을 규정하고 있었다.

883)
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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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검토하여 설시하는 것이 바람직했다.
학계에서는 크게 방어적 민주주의의 이념 및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에
근거한 의원직 상실설 6 과, 국민대표성, 자유위임의 원리, 명문규정의
부존재, 국회의 자율권 등을 논거로 한 의원직 유지설 이 대립한다. 정
당기속성의 차이를 고려할 때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에만 의원직이 상실
된다는 견해 , 정당의 위헌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방조한 의원들의 의원직만을 상실시켜야 한다는 견해 도 있다.
방어적 민주주의에 따라 국민대표성을 희생시켜야 한다는 논리는 타당하
지만 실정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의원직 상실을 결정하는 것은 월권이라
는 견해 , 헌법기관인 국회의 부분기관인 국회의원의 지위를 박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법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견해 도 개진된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주의제국당 사건 당시 명문의 규정이 없었
음에도 소속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을 결정하였고 2 , 이후 연방선거법에
관련 근거규정이 마련되었다. 한편 유럽인권재판소는, 개별적인 활동을
고려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것은 비례원칙에 부합하
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터키 헌법재판소는 복지당을 해
885)

88 )

887)

888)

889)

890)

891)

89 )

893)

종현, 앞의 글(2015), 381-382쪽.
6 정종섭, 『헌법소송법』, 박영사, 2014, 492쪽; 김종세, 앞의 글(2015), 14-15쪽; 박찬
주, “정당해산결정에 부수하는 의원지위상실결정의 허용성”, 『헌법논총』, 제27집, 헌
법재판소, 2016, 345-347쪽; 성낙인, 앞의 책(2017), 251쪽; 한수웅, 『헌법학』, 법문
사, 2017, 1549-1550쪽; 허영, 앞의 책(2017), 909쪽 등 다수.
887) 이성환 외, 앞의 책(2004), 265-266쪽; 신평, 『헌법재판법』, 법문사, 2011, 520쪽;
김종철, 앞의 글(2015), 63-65쪽; 임지봉,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한
분석과 평가”, 『법학논총』, 제33집,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379-381쪽; 양건,
『헌법강의』, 법문사, 2016, 207쪽; 이재희, “정당해산과 해산정당 소속 의원의 의원
직 상실”, 『헌법연구』, 제3권 제1호, 헌법이론실무학회, 2016, 266-273쪽 등 다수.
888) 이한태, 앞의 글(2014), 137쪽.
889) 장영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과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상실 문제”, 『고려법학』,
제76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a, 140쪽.
890) 정만희, 앞의 글(2015), 153-157쪽.
891) 이 견해는, 설사 법률로 의원직 상실을 규정하더라도 그러한 법률에 위헌성이 있다
고 본다. 전민형, “정당해산심판결정의 유형과 법적 효과”, 『안암법학』, 제44권, 안
암법학회, 2014, 506-507쪽.
892) BVerfGE 2, 1, 2.
885) 김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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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면서 소속의원 157인 중 5인의 의원직만을 상실시켰다.

894)

2. 의원직 상실결정과 방어적 민주주의의 관련성
방어적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을 상
실시킬 수 있는가? 살피건대, 민주주의를 수호할 목적으로 헌법이나 법
률에 관련규정을 둔 경우 그것이 허용되는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재판
소가 설시한 것처럼 의원직 상실이 (특히 우리의) 정당해산제도의 본질
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된다.
첫째, 이러한 논리로는, 독일 연방의회가 사회주의제국당 해산결정 이후
새삼 연방선거법을 개정하여 의원직 상실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마련한
사실을 설명하기 어렵다. 의원직 상실이 제도의 본질상 ‘당연히’ 인정되
는 ‘기본적’ 효력이라면, 이러한 법 개정은 불필요했을 것이다. 동법의
개정은 의원직 상실여부에 관한 논란의 소지를 없이 하려는 것이었다고
할 것인바, 이는 의원직 상실이 정당해산결정의 본질에 따른 당연한 귀
결이라기보다는 논쟁이 가능한 사안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둘째, 이 같은 해석은 우리 헌법 및 정당법의 규정과 조화를 이루지 못
한다. 물론 우리의 정당해산심판제도가 방어적 민주주의의 성격을 가진
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헌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해산사유가 되는
것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지 소속 의원들의 그것이 아니다. 한편 정
당법은 정당해산결정의 효력으로 대체‘정당’의 창설금지(제40조)와 ‘정당
의’ 잔여재산 국고 귀속(제48조 제2항) 등을 정하고 있으나, 의원직 상실
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요컨대 헌법과 정당법은, 민주주
의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이자 해산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대상으로 정당
을 상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이
895)

a a and Others v. Turkey(No. 2), ECtHR, Application nos. 25144/94, 26149/95
to 26154/95, 27100/95 and 27101/95, judgment of 11 June 2002 (Fourth Section),
paras. 37-40.
894) Refah Partisi (The Welfare Party) and Others v. Turkey, para. 133.
895) 김종현, 앞의 글(2015), 382쪽.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제도가 방어적 민주
주의에 입각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893) S d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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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산제도의 당연한 효과라고 하는 것은, 정당해산의 요건과 효과를
상세히 규정하면서도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아니한 현행 헌법과 정당법에
충실한 해석이라 할 수 없다. 또한 다수의견에 따르면, 우리 헌법은 제5
차 개정 당시 의원직 상실이라는 당연한 효과에 관하여 굳이 확인적·선
언적인 규정을 두었다가 이를 삭제한 셈인데, 이는 헌법 조문의 변화에
따른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하기 힘들다. 6
셋째,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따르면,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이 변경된 경우 ‘비례대표의원’은 퇴직한다. 동 규정을
반대해석하면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정당이 해산된 경우 퇴직하지 않는다
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또한 유독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
부만을 규정한 점에 비추어볼 때, 지역구 국회의원은 퇴직하는 경우가
없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이라 할 수 있다. 만일 의원직 상실이
정당해산제도의 본질에 따른 당연한 효과라면, 의원의 퇴직에 관한 위
공직선거법 규정은 정당해산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 된다. 다수의견
은 동 규정에서의 ‘해산’이 ‘자진해산’만을 의미한다고 하였으나 , 이는
권리박탈자의 이익에 반하는 축소해석이라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해석이다.
89 )

897)

898)

899)

Ⅳ. 소결
지금까지 특히 방어적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검
토하였다. 헌법재판소가 민주적 기본질서의 의미를 좁게 파악하고, 정당
해산의 사유를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성이 존재하는 경
우로 한정한 것은, 방어적 민주주의의 규범적 요청에 부합한다. 그러나
재판소는 정당의 목적이 곧 상당한 위험성을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6 동 규정이 삭제된 사실로부터, 입법자의 의사가 이전의 명문규정과는 반대로 바뀐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는 견해로 이성환 외, 앞의 책(2004), 265쪽; 김선수 외, 앞의
책(2015), 230쪽; 임지봉, 앞의 글(2015), 379쪽.
897) 이성환 외, 위의 책(2004), 265-266쪽; 이재희, 앞의 글(2016), 249쪽.
898) 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판례집 26-2하, 1, 113.
899) 김선수 외, 앞의 책(2015), 231쪽.
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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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당해산이 쉽게 이루어질 여지를 남겼다. 또한
동 결정은 통합진보당이 초래하는 구체적 위험성의 존재를 정치하게 논
증하지 못함으로써, 방어적 민주주의를 사안에 적절히 적용하지 못하였
다는 한계도 드러내었다. 한편 의원직 상실결정은, 정당해산제도의 본질
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그리고 우리 헌정질
서에서 방어적 민주주의가 가지는 제한적인 위상을 고려할 때, 다수의견
은 방어적 민주주의 이외에 의원직 상실을 뒷받침하는 추가적인 논거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했다.

제5절 결어
이 장 제2절에서는, 우리 헌정질서가 방어적 민주주의를 채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방어적 민주주의의 규범적 성격은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를 헌정사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정부수립 초기에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필요에 대한 규범적 합의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우
며, 6·25 동란 이후 4·19혁명에 이르기까지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전제인
민주적 기본질서가 갖추어지지 못하였다. 1960년 정당해산제도의 도입은
방어적 민주주의에 입각한 것이었음이 제한적으로 인정되나, 5·16 군사
쿠데타 이후 민주화 이전까지는 방어할 대상인 민주주의 자체가 결여되
어 있었다. 민주화 이후의 헌법규범 및 헌정현실은 모두 협의의 민주주
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나, 민주주의의 방어적 성격이 새삼 강조될
만한 규범적 합의나 여건은 찾아보기 어렵다. 요컨대, 우리 헌정질서가
방어적 민주주의를 채택하였다는 것은 인정되나, 그 규범적 위상은 제한
적이다.
제3절에서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하는 국가보안법 및 테러방지법을 각각 살펴보았다.
제정 국가보안법은 비합법성을 개념징표로 하는 반국가단체를 규율대상
으로 하며, 무장봉기를 그 입법배경으로 한다는 점에서 방어적 민주주의
에 입각한 제도로 볼 수 없다. 1960년 제4차 개정 국가보안법은 민주주
- 258 -

의의 수호보다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데 주안점이 있었으며,
가벌성이 명백한 범죄행위를 규율하는 것이었기에 방어적 민주주의의 성
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오늘날의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이나 안
전을 위태롭게 하지는 않으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가하는 경
우를 상정하고 있어, 일견 합법적인 형태를 취하는 이적단체의 규제를
정당화하는 논거로 방어적 민주주의가 원용될 여지가 있다.
한편 테러는 민주주의 체제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며 민주주의를 활용하
거나 합법적인 형태를 취하지도 아니하는바, 테러방지법이 방어적 민주
주의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
이어 제4절에서는, 특히 방어적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평석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의미를 좁게 파악
하고, 정당해산의 사유를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성이 존
재하는 경우로 한정한바, 이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규범적 요청에 부합한
다. 그러나 재판소는 정당의 목적이 곧 상당한 위험성을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당해산이 쉽게 이루어질 여지를
남겼다. 또한 동 결정은 통합진보당이 초래하는 구체적 위험성의 존재를
정치하게 논증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방어적 민주주의를 사안에 적절
히 적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의원직 상실결정은 정당해산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그리고 우리 헌
정질서에서 방어적 민주주의가 가지는 제한적인 위상을 고려할 때, 다수
의견은 방어적 민주주의 이외에 의원직 상실을 뒷받침하는 추가적인 논
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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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크게 제고된 것은 2014
년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전후해서였으며, 국내의 연구도 동 결정 및
정당해산제도 전반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처음 이 논문의 구상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먼저 우리의 정당해산제도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살펴보고, 이를 방어적 민주주의의 틀에 따라 외국의 제도 및 주
요 사례와 비교법적으로 논의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방어적 민주주의가 정당해산 뿐만 아니라 많은 영역에서
문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방어적 민주주의에 내재한 위험성을
고려할 때 그러한 ‘확대’가 적절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
게 되었다. 또한 정당해산 외에도 여러 형태의 정당금지가 존재하며 금
지의 사유 또한 다양함을 생각할 때, “정당해산=방어적 민주주의”라는
도식에도 재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 밖에 방어적 민주주의가 보편적
인 현상인 것인지, 우리 헌정질서가 방어적 민주주의를 채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견해가 나뉨을 알 수 있었다.
1

2. 제2장에서는,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전개
되었는지 살펴봄으로써 이 같은 문제에 답하고자 하였다. Loewenstein의
방어적 민주주의는, 1930년대 유럽 각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한 파시즘에
맞서기 위한 규범적 대응방안으로 제시되었다. 그것은 ①외견상 합법성
을 갖추고 민주주의를 활용하면서 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려는 세력에
맞서 ②비자유주의적인 예방수단을 불사하는 ③민주주의 체제라 는 의미
를 가졌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독일에서 두 차례 정당해산을 통해 조
심스럽게 적용되었던 방어적 민주주의는, 1970년대 다양한 영역에서 기
본권제한의 원리로 활용되었다. 1990년대에는 중·동유럽 등지의 불완전
한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이 방어적 민주주의 관련 규정을 도입하였으나,
이들은 실제 정당해산과 같은 비자유주의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에 소극
적이었다. 오늘날에는 종교적 극단주의, 소수민족 분리주의, 혐오표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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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영역이 방어적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논의되며, 9·11 테러는 방어
적 민주주의의 부흥을 가져왔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일부 민주주의 국가
들에서 권위주의로의 퇴행이 감지됨에 따라, 국제적인 차원에서 방어적
민주주의의 가능성과 정당성을 모색하는 논자들도 있다.
새 운

. 방어적 민주주의에 관한 논의는 정치공동체가 어떠한 위험을 인식한
이후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방어적 민주주의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예외 없이 받아들여지는 보편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민주주의의 공고화 정도와 방어적 민주주의의 관련성에 대한 일관
된 설명은 어려우며, 다수의 예외적인 사례가 발견된다. 국제규범이 가지
는 구속력의 한계나 개별 국가들의 주저로 인해, 향후 국제적인 차원에
서 방어적 민주주의가 적용될 가능성을 예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정당
금지의 실무에 있어서는, 유럽인권협약 당사국 내지 베니스위원회 회원
국들 간 일정한 기준의 수렴이 있으리라 예상된다. 또한 방어적 민주주
의는, Loewenstein이 인식했던 적 이외의 여러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3

. 제3장에서는 우선 고전적인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을 규범적인 관점에
서 평가하였다(제2절).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하여는 그것이 바이마르 공
화국의 실패원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근거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본
질을 약화할 우려가 있는데다, 규범적 효용에도 여러 난관이 따른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민주적 근본주의로 인식될 우려, 민
주주의 체제를 활용하는 특유한 적의 존재, 동 이론이 제시될 당시의 위
기상황, 일부 방어적 조치의 성공사례에 비추어볼 때, 방어적 민주주의의
규범적 정당성과 시의성 및 효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4

. 제3장 제3절에서는, 여러 비판론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오늘날
방어적 민주주의의 규범적인 원리를 모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반민주주
의자들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이 정치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러한 권리가 침해되거나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구체적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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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위험이 초래된 경우에만 개입하며, 방어의 대상인 민주주의의 의미를
엄격하게 이해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방어적 민주주의가 수반하는 비
용과 위험성을 벌충하고자 하며, 사법부를 통해 정치적 오·남용을 통제
하고, 최후수단성·예외성·한시성·비례원칙 등의 요건을 준수해야 함을 주
장하였다.
6. 제3장 제4절에서는 방어적 민주주의가 테러리즘, 국가정체성에 대한
도전, 혐오표현, 위협적인 정당의 결성 및 활동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를 각각 검토하였다. 이것은 방어적 민주주의가 적잖은 비용을 수반하며
정치적으로 오·남용될 수 있기에, 그 적절한 적용 범주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논의에 앞서 다음의 몇 가지를 전제하였
다. 방어적 민주주의는 그 정치공동체의 민주주의를 전제하며(전제1), 여
기서 방어의 대상인 민주주의는 협의로 이해해야 한다(전제2). 방어적 민
주주의는 파시즘이라는 특유한 적에 대한 규범적 대응방안이었는바(전제
3), 방어적 민주주의가 새로운 대상에 확대되기 위해서는 종전의 적용대
상과 본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전제4). 또한 실천적인 차원에
서도 방어적 민주주의의 확대적용은 가급적 지양해야 한다(전제5).
. 테러리즘은 민주주의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며, 민주주의에 적응하거나
외견상의 합법성을 구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파시즘과 근본적으로 다르
기에 방어적 민주주의의 적용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국가정체성은 협의
의 민주주의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그에 대한 도전을 제재하는 것
은 방어적 민주주의로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이 국가정체성에
대한 도전을 전혀 규제할 수 없음을 뜻하지는 않는다. 혐오표현에 방어
적 민주주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구성원들의 정치적 권리가
침해되거나 민주주의 체제가 전복될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
하여야 한다. 다만, 가벌성이 명백하며 표현행위라 할 수 없는 제노사이
드나 증오범죄는 처음부터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위협적인 정당의 결
성 및 활동은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이 등장하게 한 중요한 배경이었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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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에 대한 규제로서의 정당금지 모두가 방어적 민주주의에 입각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각국이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위협에 직면한 경우
에만 정당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비민주적 국가에서 정당이 금지된다
고 하여 이를 방어적 민주주의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 제4장에서는 헌정사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헌정질서가 방어적 민주주
의를 채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그렇다면 그 규범적인 성격은 어떠한
것인지를 논구하였다. 논의에 앞서 다음의 몇 가지를 전제하였다. 첫째,
어떤 정치공동체가 방어적 민주주의를 채택하였다고 할 수 있으려면 당
해 공동체 내에 민주적 기본질서의 존재가 인정되어야 한다. 둘째, 동일·
유사한 제도라 하더라도 그 도입배경에 따라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질 수
있다. 셋째, 방어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특유한 적에 대한 처방으로,
국가일반의 자기방어체제와 동일시할 수 없다. 넷째, 방어적 민주주의는
그 나라의 역사적 경험에 따른 규범적 필요에 의하여 자생하거나 도입되
며, 이후 강화되거나 약화될 수 있다.
8

. 정부수립 초기에는 민주주의 체제가 요하는 여러 사회적 조건이 구비
되지 못했고, 방어적 민주주의의 필요에 대한 규범적 합의도 찾아보기
어렵다. 6·25 동란부터 4·19 혁명에 이르는 시기에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전제인 민주적 기본질서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1960년 도입된 정당
해산제도가 방어적 민주주의의 성격을 가졌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독일
과 상이한 도입배경을 고려할 때,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제도라기보
다는 정당을 보호하는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했다고 평가된다. 5·16 군
사쿠데타 이후 민주화 이전까지는 민주주의가 작동했다고 볼 수 없으며,
헌법이 정당해산제도를 두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사용하였
다고 하여 이를 방어적 민주주의라 할 수 없다. 민주화 이후에는 방어적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졌으나, 민주주의의 방어적 성
격이 새삼 강화될 만한 규범적 합의를 찾아보기 어렵다. 요컨대, 우리 헌
정질서가 방어적 민주주의를 채택하였음은 인정되지만 그 규범적 위상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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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인 것이다.
.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방어적 민주주의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동법은 무장봉기를 그 입법배경으로 하며, 합법적인 형태를 취
하고 민주주의를 활용하는 반민주적 세력을 규율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
문이다. 민주주의의 수호보다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에 주안점을 두
고 가벌성이 명백한 행위를 규율하였던 제4차 개정 국가보안법 또한, 방
어적 민주주의에 입각한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오늘날 국가보안법은 반
국가단체와 함께 이적단체를 규제하는바, 이적단체가 외견상 합법성을
갖춘 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경우라면 그 처벌을 정당화하
는 논거로 방어적 민주주의가 원용될 여지가 있다.
최근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
을 확보할 목적으로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테러는 민주주의
를 활용하거나 합법적인 형태를 취하지 않으며 민주주의 국가만의 문제
도 아니므로, 동법이 방어적 민주주의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10 1948년

.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이 방어적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적절한 것이었
는지가 문제된다. 헌법재판소가 민주적 기본질서의 의미를 좁게 파악하
고, 정당해산의 사유를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성이 존재
하는 경우로 한정한 것은, 방어적 민주주의의 규범적 요청에 부합한다.
그러나 재판소는 정당의 목적이 곧 상당한 위험성을 인정할 충분한 이유
가 된다고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당해산이 쉽게 이루어질 여지를 남겼
다. 또한 동 결정은 통합진보당이 초래하는 구체적 위험성의 존재를 정
치하게 논증하지 못함으로써, 방어적 민주주의를 사안에 적절히 적용하
지 못하였다는 한계도 드러내었다. 한편 우리 헌정질서에서 방어적 민주
주의가 가지는 제한적인 위상을 고려할 때, 방어적 민주주의 이외에 의
원직 상실을 뒷받침하는 추가적인 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명문의 규정을 둔 경우는 차치하더라도, 의원직 상실이 정당해산심판제
도의 본질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기본적인 효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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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Militant Democracy
Kim, Jong-Hyun
The Graduate 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e o ra is the most accepted form of governance today.
However,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democracy has some
drawbacks that make it prone to fail. Militant democracy is regarded
as the most influential theory which indicated intrinsic vulnerability of
democracy and suggested a normative alternative for the sake of
preserving it. Terrorism, religious fundamentalism and excitement of
hatred brought militant democracy into the center of political
discourse and the dissolution of Unified Progressive Party increased
our interest about it. However, there is considerable disagreement
over the definition and scope of militant democracy. Scholars also
dispute whether militant democracy is universal among democratic
states and whether it can be extended towards new types of threats.
This dissertation explores the preceeding issues by reviewing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militant democracy.
Karl Loewenstein suggested disciplined or authoritarian democracy
arguing that democracy should be redefined in order to block the
emergence and rise of fascism. According to his analysis, fascism
officially annexed legality and its success was the result of its
perfect adjustment to democracy. Classical militant democracy can be
D m c 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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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ined as legal and political structure to protect democracy by taking
illiberal measures against those who want to overturn or destruct it
through democratic institutions.
Militant democracy tends to be strengthened by recognizing certain
danger to the political community and it cannot be regarded as a
ubiquitous principle valid in every democratic country. Also,
preventive measures based on it are not only phenomenon of new
and incomplete democracies. It is not easy to predict whe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like EU have legitimacy and capacity to
establish a supranational militant democracy. However, a degree of
convergence among High Contracting Parties of ECHR or member
states of Venice Commission is expected in the practice of party ban.
Nowadays, militant democracy is being extended beyond the
traditional enemy of democracy described by Loewenstein.
Militant democracy has been criticized for various reasons. Some
argues that it is a self-contradicting concept as it limits rights and
liberties in order to secure their existence. Its effectiveness against
the threat of antidemocrats also has been questioned. However, this
dissertation concludes that legitimacy and effectiveness of militant
democracy can be acknowledged. Democracy has its own enemies and
it might be understood as democratic fundamentalism which allows
the rise of antidemocrats as long as they conform formally to the
principles of democracy. Also,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militant
democracy was suggested in 1930s when the collapse of democracy
was no rare occurrence. Nevertheless, today’s militant democracy
cannot be the same one described by Loewenstein. It should be
accepted that all citizens including antidemocrats possess rights to
participate. Illiberal measures, which should be reviewed by
independent courts, can be used only to thwart antidemocrats from
d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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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lating others’ rights or threatening the existence of democracy.
Such measures shall be deemed as of an exceptional nature and
governed by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Democrats need to
recognize and make good on the harm caused by preventive action.
It is required to limit the application of militant democracy since
militant measures are normatively costly even if defensive action is
justified. In deciding the scope of militant democracy,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it was against fascism which uses democratic
tolerance to destroy democracy and that it is particular variant of
liberal democracy and cannot be a departure from it.
Terrorism cannot be subsumed under the idea of militant democracy.
This is because terrorism i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fascism,
lacking legality and adjustment to democracy. Also, democracies are
not the only states to pass counterterrorism laws. Regulations on a
challenge to the state’s identity can’t be justified by militant
democracy since state’s identity like secularism is not a defining
characteristic of democracy in the narrow sense, regulated rivalry.
Interpretation and reinterpretation of national identity must be open to
democratic contention. If hate speech violates others’ political rights
or threats the existence of democracy, militant democracy can be
applied to it. Paradigm of party ban based on militant democracy
does not seem to be entirely changed yet. However, it is hard to
conclude that militant democracy states always have institutions to
dissolve a political party. Also, party bans in non-democratic states
cannot be regarded as manifestations of militant democracy.
The final chapter of this dissertation investigates whether our
constitutional order adopted militant democracy. In the inauguration
era, we lacked several necessary conditions for a democracy to
function well. Not only that, it is hard to find a general consensus to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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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end democracy by illiberal measures at that time. From Korean
War to April Revolution, the existence of the fundamental democratic
order, an important prerequisite of militant democracy, cannot be
admitted. It is recognized that our constitution adopted militant
democracy by institutionalizing dissolution of a political party though
its primary goal was to protect political parties. However, from the
May 16 Coup to democratization, our constitutional system had no
democracy to defend. After democratization, our constitutional order
meets the requirements for a militant democracy to function but it is
hard to find a broad consensus to strengthen the militant character of
the democracy. In brief, our constitution adopted militant democracy
but its normative status should not be exaggerated.
d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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