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

‘정치의 사법화(司法化)’와 민주주의*

1)

朴 恩 正
**

요 약

  이 글은 지난 20년 이래 두드러지고 있는 사법권의 확대 현상을 ‘정치의 사법화

(judicialization of politics)’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여 ‘정치의 사법화’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비판적으로 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정치의 사법화’ 

현상은 학자들 사이에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갈등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국

가의 중요한 정책결정이 정치과정이 아닌 사법과정에서 해결되는 현상인 ‘정치의 

사법화’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지니며, 따라서 이 현상이 민주주의

에 미치는 영향도 양면적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헌법규범이 이제 우리사회에서 

생활규범으로 정착되어가는 단계에서 나타나는 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서는 먼저 사법의 위상 변화 및 역할 확대, 사회변화에 따른 법관의 역할 변화, 

‘정치의 사법화’의 복합적 배경 및 그 촉진 요인들, 사법적 결정의 특성, 특히 헌

법재판의 특성 등을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해야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

하여 ‘정치의 사법화’가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바를 대의민주주의 문제, 시민사회

의 활성화 정도, 사법의 역량 등을 염두에 두면서 검토한다. ‘정치의 사법화’와 

민주주의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 글은 법과 정치의 관계와 함께, 특히 (사)법의 

정치적 특성, 재판 내지 심판의 민주적 특성 등에 대해서도 비중있게 다루고 있

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사법화는 단순히 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과도한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안

은 쉽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사법화의 조정문제를 지속적인 진행형의 과제

로 보고자 한다.

주제어: 사법권의 확대, 정치의 사법화, 법과 정치, 헌법재판, 법의 지배와 민주주

의, 사법의 이중적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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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법권의 확대

지난 20여 년 이래 법의 영역에서 눈에 띠는 변화는 사법권의 부상 내지 확대

이다. 사실 미국의 연방대법원 정도를 제외하면, 사법은 어느 나라에서든 이렇다 

할 뉴스거리를 별로 만들어내지 않는 분야였다. 1980년대 후반부터 이러한 사정

은 달라졌다. 우리나라는 물론 주요 서방선진국가들, 남미와 아시아 지역의 개발

도상국가들, 구동구권 붕괴 이후의 소위 체제전환 국가들에서도 사법권은 점차 

부상 내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어느 의미에서 ‘사법권의 전지

구적 확대’1)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0여 년 이래, 

굵직한 정치적 사회적 갈등사안들이 종국에는 법원으로 넘어가 해결되는 경향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5⋅18 과거청산, 대통령 탄핵 여부, 신행정수도건설 근거법

률의 위헌결정, 동성동본 금혼 위헌, 이라크 파병 여부, 낙천낙선운동의 선거법 

위반, 간통죄 합헌, 사형제도 합헌, 존엄사 허용, 국가보안법의 폐지 여부,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 등등의 사안들을 다루면서, 사법부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무대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다. 오랫동안 정통성 없는 정권을 거치면서 우리 사법은 정

치권력에 대한 통제는 커녕 종속적 지위에 머물렀으나, 민주화에 따른 87년 헌법

체제 가동 이후, 헌법재판권을 행사하는 헌법재판소가 설치되고, 이 헌법재판소는 

일반적인 사법권의 최종심인 대법원과 견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사법권의 확대는 기본권 보호나 헌법기관간의 권한쟁의 조정같은 헌법재판 분

야 이외에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형사재판 분야에서 과거 권위주의 정권

의 불법에 대한 법적 청산, 부정부패 척결, 행정재판 분야에서 소비자, 환경 보호 

등등. 정치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 내지 갈등현안들의 사법화는 이제 거의 일

상화되어가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 같다. 

사실 법관법(法官法)의 강세는 원래 영미법국가의 특징이었다. 그런데 이제 대

륙법국가에서도 법관법의 강세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2) 유럽연합(EU)같은 초국

1) C. Neal Tate & Torbjörn Vallinder(eds.), The Global Expansion of Judicial Power, New 

York University Press, 1995. 그리고 Brian Z. Tamanaha, On the Rule of Law. History, 

Politics, The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6th printing(2004), 108면 이하도 참조. 
2) 나치의 독재를 겪은 후 독일은 실질적 인권 보장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미국과는 달리, 

한스 켈젠이 오스트리아에서 창안한 모델에 따라 헌법재판을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헌

법재판소를 설치했다. 이 독일식 사법심사모델은 미국에 이어 권리보호, 국가 정책조정 

분야에서 적극적인 사법개입의 선례들을 제시하면서 다른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쳤다. 

예컨대 공산권이 무너진 후 구동구권 국가들도 새로운 입헌주의 체제로 전환하면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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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법 차원에서는 EU법에 따른 법관들의 결정이 개별국가들의 법질서 재편에 직

접적 혹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럽인권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 국제

형사재판소 등 국제사법기구들의 적극적인 활약도 사법권의 전지구적 확대 분위

기를 만드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

정치 사회 영역이 이렇게 사법에 의존적이게 되어가는 현상은 분명 새로운 흐

름으로서 입헌주의제도 도입의 초기에는 생각하지 못한 일임에 틀림없다. 사법권 

혹은 사법권력3)의 부상은 사법심사제 도입과도 상당히 연관된다. 그러나 이보다

는 더 다양한 배경과 사회구조적 변화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사

법화는 일정 부분 사회변화를 반영하는 현상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 현상 자체

가 정치현실의 지평과 여러 사회 영역들의 변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심대한 의

미를 지닌다. 

사법에 의해 중요한 정치적 사회적 현안들이 해결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최

근에는 ‘정치의 사법화’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국가의 주요한 정책결정이 정치적 

공론과정이 아닌 사법과정에 의해 결말지어지는 현상인 정치의 사법화의 대표적

인 예로 헌법재판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시 정치활동을 포함한 대통령의 

권력행사 범위를 축소시킨 헌법해석, 불문의 ‘관습헌법’에 근거한 신행정수도건설 

법심사제를 도입했다. 이에 근거하여 최고재판소 법관들은 법치주의를 실질적 법치관으

로 이해하면서 의회가 만든 법률들을 대거 무효화시켰다. 그럼으로써 일부 정쟁들이 법

원 주도로 타개되는 양상이 두드러지면서 사법부는 여론의 주목을 받고 정치 이슈화되

기도 했다. 브라질, 콜롬비아 등 남미국가들, 인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도 

군부개입, 종족갈등, 내전 등에 처해 사법은 신생민주주의를 보호하는 입헌주의 법원칙

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기여함으로써 그 역할이 돋보였다. 또 의회다수결을 통한 정치권

의 힘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부패 척결, 빈곤 하층계급 등 소수자 인권 문제 해결에

서도 사법이 일정 정도 긍정적인 역할하면서 여론의 지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물론 

사법화가 언제나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는 않는다. 영국에서는 행정에 대한 사법심사 확

대 시도가 법관들과 보수정권 사이의 마찰을 빚기도 했으며, 프랑스 등 일부 서구국가

들에서 사법화가 국민들이 기대하는 대로 정부정책 통제에 기여했는지에 대해서는 평

가가 엇갈리고 있다. 캐나다처럼 진보적 사회정책에 대한 사법의 잇단 지지가 비판대상

이 되면서 개입을 절제하는 방향으로 돌아선 나라도 있다. 이태리에서는 사법화가 법관

들의 자질부족 문제를 이슈화시키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는 Guarnieri/Pederzoli, 

The Power of Judges, 2002와, Tate & Vallinder(eds.), 앞의 책, 43, 117, 233면 이하, 그

리고 Tamanaha, 앞의 책, 110면 이하 참조.
3) 사법권에서는 입법권력, 행정권력에서와 같은 구심점이 없다는 점에서 ‘사법권력’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 사법권은 그간 입법권이나 행정권에 비

해 덜 권력적이고, 설사 권력적이라 하더라도 그 남용 위험이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여

겨지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지방법원장 재직 시절 재판에 개입한 

사건이 불거지면서 사법행정의 중앙집중화, 사법의 관료화 문제가 다시 제기된 사례는 

사법에도 막강한 권력적 구심력이 작용함을 드러내준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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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률의 위헌결정 등이 꼽히고 있다. 국책사업 등 정부정책 결정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대립이 심해지고 여론도 갈려 국정이 표류되면서, 그 갈등현안들은 최

종적 해결을 위해 사법부로 넘어가는 것이다. 

사법기관에 의한 결정은 때로는 여야의 정치권이나 그 사안에 관심을 가진 시

민들과 대립되는 것이기도 하고, 때로는 동조하는 것이기도 할 것이다. 이때 사법

기관의 판단에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법기관을 통한 사회적 갈등해

결은, 형식상으로는 법적 결말이 났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사안에 종지부를 

찍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정치의 사법화’가 민주주의 발전에 걸림돌로 등장할 수 있

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즉 ‘정치의 사법화’로 정치영역과 민주적 공론 영역에

서 다루어져야 할 사안들이 소수 엘리트법관들에 의해 결정됨으로써 민주주의 발

전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다. 학자들 가운데도 정치의 사법화 현상을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갈등 문제로 다루는 사람들이 꽤 있다. 이들은, 특히 위헌

법률심판권을 행사하는 재판관들의 경우, 선출직도 아니어서 국민에 대한 직접적

인 책임을 지지 않아 민주적 정당성이 약한 터에, 이들이 국민적 대의기관인 국

회 다수결에 의한 입법을 위헌 결정으로 무력화시킨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재판

관들이 또 다른 입법자 내지 초입법자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가

지는 것이다.

정치의 사법화는 민주주의와 대립하는가? 그래서 사법권의 확대 혹은 ‘법의 지

배’의 승리는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지는가? 원론적으로 보면 강한 사법은 민주

주의를 번영시키고 약한 사법은 민주주의를 파국으로 몰고 간다. 입헌민주주의체

제하에서 입법권, 행정권과 함께 사법권도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에게 봉사하면서 

시민들의 권리보호와 민주주의 신장에 기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무엇이든 과도한 경우는 언제나 문제가 되기 마련이다. 입법이든 사법

이든 권력이 남용되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우려시각

과 함께 ‘사법독재’니, ‘법관공화국’이니, ‘사법지배주의’니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것

도 그 점을 염려하는 것이다. 또한 사법의 역할이 확대되는데 비해, 그 중요한 기

능을 수행할 능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느냐도 중요하다.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

태에서는 사법적 개입의 확대는 사회문제를 해결해주는 동시에 또 다른 문제들을 

야기하는 것이다. 요컨대 정치의 사법화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다 

가진다. 그러므로 정치의 사법화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도 양면적이고 복합적

이다. 이 글을 통해 필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 사법의존도가 커지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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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그것 자체로 부정적이거나 곧장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다는 점이다. ‘정치의 사법화’ 현상을 헌법규범이 이제 생활규범으로 정착되어가

는 단계에서 나타나는 한 과정으로 이해하면서4) 사법의 특성에 대해 좀더 이해

하는 시선을 가져보자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기대와 사법역량 사이의 

간격은 크다. 사법에 대한 우리사회 일각의 불신 경향은 사법부에게도 대단한 불

행이지만, 더 크게는 국민에게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우리는 사법권

의 독립 문제에만 매달렸고, 또 이 사법이 전문직이라는 이유로 제도적 필연성과 

전문직종사자들의 선의에 의해 유지되는 것으로 막연히 생각해 왔다. 민주사회에

서의 법관의 바람직한 역할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우리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치는 문제들에 대해 어느 선까지 법관들에게 판단을 맡겨야 하는가? 그럴 수 있

기 위한 전제는 무엇인가? ‘민주화이후 민주주의’의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사회

는 위의 문제들에 대해 이제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을 맞

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하에서 필자는 우선 사법의 위상 변화 및 

법관의 역할 변화, ‘정치의 사법화’를 촉진 내지 지속시키는 요인들, 사법적 결정

의 특성 등을 차례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의 사법화’가 민주주의에 미

치는 영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정치의 사법화와 민주주의 문제를 제대로 포착하

기 위해서는 필자는 특히 사법의 정치적 특성과 재판의 민주적 특성을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헌법재판의 특수성도 비중있게 거론할 것이다.

정치의 사법화 문제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법과 정치의 관계를 이해하는 문

제이다. 그리고 사법화는 단순히 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법부 독립을 해침이 없이 사법권의 남용에 대처하는 일은 쉽지 않다. 이점에서 

필자는 이 글에서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섣부른 대안을 내놓는다기보다는, 제반 

문제점들을 좀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애쓰면서 사법화를 둘러싼 논의

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갈등과 대립의 와중에서 많은 시행착오

를 겪으면서도, 공직자들을 포함하여 우리사회성원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은, 법원에 의한 속결식의 해법 쪽보다는 ‘느림의 정치’를 터득하는 쪽이라고 

믿기에.

4) 이 점에서 김종철 교수도 ‘사법의 정치화’ 문제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와 갈등과 조화

라는 시각에서 분석하면서 입헌주의의 정착과정에서 드러나는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치의 사법화’의 의의와 한계 －노무현정부전반기의 상황을 중심으로”, �공법연구�

제33집 제3호 2005, 2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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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치의 사법화’ 현상과 그 배경

1. 사법의 위상 변화 및 법관의 역할 변화

사법부는 전통적으로는 정해진 법률과 절차에 따라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

하는 기관이다.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분쟁을 해결해 주는 기관도 아니고, 해결을 

기대하면서 법원으로 넘어오는 사건들을 해결하는 소극적인 이미지의 기관인 것

이다. 그런데 최근 사법은 이런 소극적 이미지를 바꾸고 있다. 사법은 이제 입헌

민주국가의 주요기관으로서 민주정치 발전 면에서나 사회변화에 적극적으로 심대

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사법의존도가 높아지고 사법의 역할이 확대되는 원

인 내지 배경을 정리해 보도록 한다. 

첫째, 법시스템의 확대이다. 오늘날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로운 규제 영역들이 늘면서 법규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특히 지난 수십 년간 법시스템 확대에 일조한 것은 사회복지, 생활

보호, 건강 증진, 남녀 평등, 청소년보호, 장애인 보호, 적극적 평등조처(affirmative 

action) 등, 정치적 비전과 목적을 담은, 한마디로 정책적 성격의 법률들이다. 이

러한 입법들은 형법과 같은 규제입법과 달리, 정책지향적 내지 정책 촉진적 성격

을 지닌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법시스템 확대는 사법을 이른바 ‘분쟁지향형’ 소송

에서 ‘정책지향형’5) 소송으로 이행케 한다. 적극적 평등 조처와 같은 야심찬 입

법스타일은, 법관들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바람직한 제

도나 정책 유형에 대한 판단을 하게 만든다. 이러한 야심찬 입법들에 의해 법판

단에서 법관들의 재량범위는 넓어지고, 목적적 해석이 늘어나고, 이와 함께 사법

판단의 형성적, 창의적 측면이 돋보이게 한다. 

둘째, 헌법규범의 생활화와 시민들의 기본권의식 확산이다. 시민들의 기본권 

보장은 (헌)법의 최종해석권자 내지 권리수호자로서의 사법의 적극적 기능을 전

제한다. 특히 헌법재판소 출범 이후, 시민적 자유 회복은 물론 사회경제적 권리로

까지 그 적극적 기능이 확대해가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법은 질서를 유지하

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사회

에서 법문화로 정착되어가고 있다. 개인주의 가치의 확산과 사회다원화에 따른 

다양한 권리 주장의 목소리는 성적 소수자, 양심적 병역 거부자 등 소수자의 권

리보호와 관련한 법원의 역할도 돋보이게 했다. 입법이나 행정은 그 속성상 다수

5) 平井宣雄, 法政策學, 국회사무처 예산정책국 역, 2003, 6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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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반영하기 마련이다. 

셋째, 민주화 이후 사법부 독립이 강화된 것이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타 국가

기관과의 관계에서 수동적 내지 종속적 역할을 했던 사법부는 이제 이들과 수평

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과거 정권이 저지른 국가범죄 및 인권유

린 사건에 대한 법적 청산 작업에 국민이 힘을 실어줌으로써, 과거사 청산 작업

이 사법기관의 헌법해석에 의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6) 

넷째, 사법심사제 도입이다. 법률의 위헌성에 대한 판단이 사법에 맡겨지면서 

사법의 무게감이 명실공히 부각되는 계기를 맞게 된 것이다.  

다섯째, 국가의 배분적 정의 내지 복지 실현의 미진도 어느 면에서 사법의존도

를 높였다고 볼 수 있다. 행정소송이나 사회경제적 권리 구제소송, 불법행위, 소

비자, 환경, 건강, 안전 관련 소송의 증대 경향은 국가가 시민들의 안녕을 지켜주

지 못하고, 기업 등 거대한 사적 권력들의 부당한 행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증거이기도 할 것이다.7) 이때 사법은 복지국가의 약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을 어느 정도 분산시키는 역할을 맡는다고 볼 수 있다. 

그밖에 민주화 이후 1990년대에 대거 늘어난 시민운동단체들의 사법을 통한 

권리구제 운동, 즉 공익소송 운동도 사법의 존재 의의 부각 및 위상강화에 한 몫

을 했다.8) 

위와 같은 사법의 역할 변화 및 사법권 확대는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

관의 역할 변화와 그 확대로 이어진다. 사회변화와 함께 법관의 역할은 한편으로

는 사법의 법형성력 내지 창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

법의 정치적 독립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달리 표현하면 사법재량에 대한 

제한들이 줄어드는 방향으로의 발전이기도 하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

다.9)

6) 박은정⋅한인섭 엮음, 5⋅18 �법적 책임과 역사적 책임�, 이화여대출판부, 1995.
7) Boaventura de Sousa Santos, Toward a New Legal Common Sense, Butterworths, 2002, 

335면 이하 참조.
8)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NGO인 참여연대는 1994년에 창립 당시 변호사, 법학교수들이 유

례없이 대거 참여한 조직으로서, 이들의 활동은 사법부가 복지, 생활보호, 환경, 여성, 

장애인, 경제정의, 소비자 보호 등의 분야에서 전향적인 판결을 이끌어 내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 이에 대해서는 박은정 편저, �NGO와 법의 지배�, 박영사, 2006 참조.
9) 위의 도표는 Guarnieri/Pederzoli, The Powers of Judges, 2002, 70면에서 원용했다. 이와 

관련된 설명도 부분적으로 이 책을 참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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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의 독립성   

 낮음 ⇦     ⇨  높음

낮음 
집행자 수호자

⇧

     사법의 창의성 

⇩
대리자     정치(정책)조정자

높음

세로축의 ‘사법의 창의성’은 사법결정이 어느 정도로 법령이나 판례 등 기존 

자료들을 바탕으로 정해지는지를 가늠해준다. 가로축의 ‘사법의 독립성’은 입법, 

행정 등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독립 정도를 나타낸다. 그래서 이 창의성과 독

립성의 정도에 따라 네 유형의 법관의 역할이 가능하게 된다. 집행자, 대리자, 수

호자, 정책조정자로서의 역할이 그것이다. 법관의 역할은 집행자, 대리자, 수호자 

등의 방향으로 변해왔다고 볼 수 있다.

집행자로서의 역할은 법관이 입법의지의 충실한 집행자가 된다는 것이다. 몽테

스키외가 말한 것처럼 ‘법관은 (입법부에서 정한) 법률을 되뇌는 입’만 있으면 된

다는 ‘법률노예’라는 의미의 극히 수동적 역할이다. 이런 역할은 모든 법률이 해

석을 통한 개입이 필요 없이 모든 사건들에 직접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

다는 점에서 사실 비현실적이다. 그렇지만 위계와 서열이 강조되는 관료사법체계

에서는 이러한 집행자 유형이 나타난다. 이런 유형에서는 고위직 법관의 정치종

속성, 법관들 사이의 강한 동질성이 형성된다는 특징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법

관상은 민주주의와 충동할 여지도 생기지 않는다. 

대리자로서의 역할은 기본적으로는 입법의지를 따르면서 그 범위 안에서 일정 

정도 조정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집행자로서의 역할보다는 좀더 

현실적이다. 대륙법체계에서는 법관에게 법률의 흠결을 보충하는 정도의 역할을 

부여한다. 그런 만큼 이 단계에서도 법관의 활동이 민주주의 원칙과 갈등을 일으

킬 여지는 별로 없겠다.

수호자로서의 법관상은 시민들의 권리 수호를 위해 적극적이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경우에 따라 정치기관인 대의기구의 지배적 의사에 반할 수 있으며, 혹은 

반해야 한다는 정도까지 나아간다. 수호자상은 입헌민주주의의 권력제한 이념에 

뿌리를 둔 유형으로서, 특히 사법심사제를 운영하는 국가의 법관상이랄 수 있겠

다. 그런데 이 단계의 법관의 활동은 소수자 권리보호를 위해 때로, 다수 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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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정치과정을 순기능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기도 한다. 헌법 해석을 통해 예컨대 선거의 공정성을 감시하고, 정치적 

소수자들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정치시스템이 민주적이 되도록 지켜줄 수 있는 

것이다.10) 

정책조정자로서의 법관상은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법관의 역할이 헌법상의 

기본가치에 어느 정도 충실한지에 의해 가늠된다. 헌법적 가치는 사법권의 기초

이자 한계를 구성하는데,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문서인 헌법의 특성으로 인해, 사

법결정이 과연 어느 정도로 헌법텍스트에 충실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생긴다. 정

책결정자로서의 법관은, 헌법이 권리에 대해 추상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 명확하

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를 최대한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공동체

의 이념인 헌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최대치의 이상을 실현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태도로 나간다.11) 

도덕원리와 사법의 역량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위헌적 입법을 무효로 선언

하는 등 입법통제에 적극성을 발휘하는 이런 사법상에 대해 단정적으로 민주주의

에 반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 단계의 법관은 헌법의 추상성을 도덕 내지 정

의의 문서로 확대하여 읽을 수 있게 되면서 헌법텍스로부터 직접 도출되지 않는 

권리나 원리를 원용함으로써, 결국 무엇이 개인이 가지는 권리인가에 대해 기존

의 것과 다른 답들을 도출할 수도 있게 된다. 이 단계에서 법관의 창의적 법형성

력은 최대한 보장되는 셈이다. 이때 법관은 다른 정치기구로부터만 독립할 뿐만 

아니라 어느 면에서 법시스템으로부터도 상대적으로 독립적 지위에 놓인다고 말

할 수 있다.12) 이러한 지위는 사법이 가지는 정치적 개입의 잠재력이 확대된다는 

점에서 정치적이다. 

지금까지 사회변화에 따른 법관 역할의 변화상을 살펴보았다. 과거 사법부가 

타 국가기관과 마찰이 없었던 것은, 그리고 민주적 정당성 문제도 제기되지 않았

던 것은 입법의지의 충실한 집행자의 역할에만 머물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극

적 법해석을 요하는 방향으로의 제반 변화와 함께 집행자, 대리자의 역할만으로

는 사회와 법의 간격을 메우는 일이 불가능하게 된 셈이다.

10) 위의 책, 72면.
11) 위의 책, 73면. 
12) 위의 책, 74면.



10   �서울대학교 法學� 제51권 제1호 (2010. 3.)

2. ‘정치의 사법화’를 촉진시키는 요인들

‘정치의 사법화’는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갈등문제들이 정치력과 사회적 공론

을 통해 정치과정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사법과정으로 넘어와 결정되는 현상을 일

컫는다. ‘정치의 사법화’는 사법의 적극적인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기 보다는, 

분쟁해결기구라는 사법의 속성상, 다른 기관들이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거나 

해결을 꺼리는 문제까지 법원으로 넘어오게 됨으로써 생기기도 한다. 이러한 ‘정

치의 사법화’ 현상을 불안정한 정치체제의 한 특성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

다.13) 말하자면 제도적 모순들로 인해 정치적 책임을 투명한 방식으로 행사하기 

어렵게 되거나, 정부책임 능력 감퇴, 정부의 불투명한 의사결정 절차, 점점 복잡

해지는 정부구조, 관료사회의 위계질서 혼란 등이 정치의 사법화를 부추긴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사법화 현상에서 오늘날 민주주의의 실패 조짐을 읽으려는 시

각도 있다. 

물론 정부정책에서의 투명성, 책임성, 참여 실패, 정치 부패 등이 사법에 기대

케 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어느 면에서는 ‘정치의 사법화’는 입법, 행정 권력 

등 정치권력에 대한 불신의 반사작용인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의 사

법화’ 현상은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정치체제가 비교적 안정적인 국가들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또한 사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그다지 높지 않은 나라 －예

컨대 우리나라, 남미국가 등－에서도 드러나는 경향이다.14) 

최근 우리 학계에서는 ‘정치의 사법화’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시각에서 주

목하는 학자들이 많다. “사법권력 또는 법률가 권력의 비정상적인 확대가 민주정

치의 근본을 위협하는 상황”15)이나, “정치의 사법화를 이용해서 특수이익들이 우

월적 지위를 선점하려는 노력들이 헌정공학적 형태로 등장할 위험성”16) 등등이 

지적되고 있다. 87년 헌법이 헌법재판소 설치로 야기될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고민을 빠트렸기 때문에 ‘헌법시민민주주의’의 입장에서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약

화시키는 방향의 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정치학자도 있다.17) 

13) Pierre Rosanvallon, Counter-Democracy. Politics in an Age of Distrust, Tranl. by Arthur 

Goldhammer, 2008, Cambridge University Press, 227면 이하.
14) Santos, 앞의 책, 323면 이하 참조.
15) 이국운, “자유민주주의의 정상화 문제(II)”, �법과 사회�, 2008년 상반기 제34호, 법과사

회이론학회 편, 49면.
16) 차동욱, “정치ㆍ사회적 관점에서 본 헌정 60년 －개헌의 정치와 ‘헌정공학’의 타당성”, 

위의 책, 57면.
17) 박명림, “헌법, 헌법주의,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태를 중

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9집 1호, 2005, 254면. 그리고 양건, 박명림, 박은정, 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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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와 같은 비판적 시각은 부분적으로는 사법적 결정의 특성, 정치의 사

법화 현상의 배경과 그 촉진 요인들에 대한 협소한 인식에 기인한 감도 없지 않

다. 이점에서 사법적 결정의 특성과 정치의 사법화의 배경에 대해 좀더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정치의 사법화가 가능하고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최소요건

이 갖추어져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은 정치의 사법화가 민주주의의 위협

이 될 수 있다는 인식 이전에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예컨대 과거 

어느 군사독재 정권이 독립적인 법관이 공공정책을 결정하도록 놓아둔 적이 있었

는가. 어떤 독재정권도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굳이 사법적 절차라는 

우회로를 택하거나 이를 관용할 리 없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는 정치의 사법화의 

필요조건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18) 

둘째로, 정치의 사법화는 권력분립의 실질적인 정착에서 비롯되고 촉진되는 현

상이라는 점도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면 입법, 그리고 행

정과 경합적으로 정책결정이 가능하며, 민주화가 가져온 사법부의 독립 강화, 그

리고 이에 따른 실질적인 권력견제와 균형에 의해 사법권은 입법권, 그리고 행정

권과 나란히 정치시스템의 불가결한 축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셋째, 권리담론의 확대가 소수자의 보호라는 명분에서 사법이 비교우위를 차지

케 함으로 정치의 사법화를 촉진하기도 한다. 지난 한 세대는 그 이전의 어느 때

보다도 인권이라는 척도에 열성적으로 매달렸던 때였다. 권리담론은 분배적 정의

나, 연대, 공동선 등보다도 우선시되었다. 권리담론이 정치적으로 우세해지면서, 

다수의 의사를 반영하여 결정하는 의회나 정책중심의 판단을 하는 행정부에 비

해, 사법부의 위치는 소수자의 권리 보호라는 법정책적 주제를 선점하게 했다.19) 

입법적 사안들도 반대하는 당이 쟁점을 권리담론으로 바꾸게 됨으로써 왕왕 다수

결의 장에서 비다수결의 장인 사법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넷째, 다수결에 입각한 의결기관이 효과적인 정책결정에 실패할 때, 일반인들 

혹은 이익집단들은 이들 기관보다는 사법의 전문성을 신뢰하는 쪽으로 기울게 된

다. 다수결 대의기관인 의회의 비효율과 정당정치의 지리멸렬이 사법화를 지속시

킨다. 그리고 오늘날 전문가중심주의라는 시대정신은 일반대중들로 하여금 선출

직 국회의원들보다는 사법이라는 전문가조직을 더 신뢰하는 쪽으로 가게 한다.

원 외 지음,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 대화문화아카데미, 2008, 92면도 참조.
18) Tate & Vallinder(eds.), 앞의 책 28면 이하.
19) 위의 책,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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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의회가 정치적 결정에 부담을 느끼는 민감한 사안들도 사법화의 길을 

걷는다. 우리나라에서 호주제, 간통제, 군복무자 가산점 등등의 문제나, 예컨대 미

국 등지에서 낙태, 재소자의 처우 향상, 소수자를 위한 자원 재분배, 조세부담을 

늘리는 교육개혁, 종교 갈등 등의 문제에서 의회는 결정의 부담을 피하고자 법원

으로 문제를 떠넘기는 측면도 없지 않다. 이러한 사안들을 중요시 한다는 명분은 

잃지 않으면서 정치권은 후퇴하고 법원을 대리인으로 내세우는 격인 셈이다.20) 

여섯째, 야당 혹은 이익집단들이 정부 혹은 다수당의 정책에 반대하는 수단으

로 법원을 이용함으로써 사법화가 촉진되기도 한다. 즉 의회에서 다수결로 관철

할 수 없는 경우 사법으로 가져가는 것이다. 이때 사법이 이 사안을 감당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별개의 문제로 남는다.

Ⅲ. 사법적 결정의 정치적 특성

사법적 결정의 특색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정한 훈련과정을 거친 전문법관에 

의한 결정이라는 점, 둘째,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양당사자간의 분쟁을 권위적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것, 셋째,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과거, 그리고 미래의 유사

한 사례에 미칠 영향을 염두에 두고 이익형량을 한다는 것.21) 

이러한 사법적 결정방식의 특성은 그러나 사법적 결정과 비사법적인 정치적 

결정의 경계가 압도적으로 확실하다는 뜻일 수는 없다. 오히려 사법 기능이 지니

는 일정 정도의 정치적 성격을 설명해준다. 사실 정치의 사법화 현상은 어느 면

에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같은 최고재판소의 정치적 역할을 드러내준다. 이는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들이 정치인과 마찬가지라는 의미는 아니다. 이들 기관의 

정치성은 정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의 정치이며, 직접적으로 당파적이라는 의

미는 아닌 것이다. 사법권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사법과 법관이 정파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정치적으로 독립적이면서 정치적일 수 있는 

것이다. 이점에서 최고 사법권력은 정치적 성격을 지니며, 사법은 정치시스템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 오랫동안 학계는 정치와 사법을 분리된 것으로 관찰해왔다. 공법학자들은 

주로 법텍스트에만 의존했으며, 정치학자들은 법원과 법관들을 정치 분석의 주요

20) 위의 책, 32면.
21) 위의 책,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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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다루지 않았다.22) 그러나 특히 위헌법률심판권을 행사하는 헌법재판에 

이르러 이제는 미국은 물론 유럽 여러 나라에서도, 해석의 형태로 법형성에 참여

하는 법관이 정치시스템의 일부를 이룬다는 인식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 많

은 나라에서 법관의 역할을 둘러싼 정치적인 논쟁이 제기되고, 정치권의 좌/우 양 

진영으로부터 사법개혁안이 나오는 현상은,23) 사법권에 의한 국정조정 작용이 인

정되면서 사법이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간에－ 권력구조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

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론 사법은 주어진 법령 안에서, 그리고 절차적 제한 안에서 작동하는 

만큼 사법작용의 고유한 기능이 존재한다. 이 점에서 사법의 정치성은 입법 및 

행정권력이 가지는 정치성과 마땅히 구별된다. 법원으로 넘어오는 소송에 응한다

는 절차적 수동성, 미리 주어진 법규와 판례의 존재, 이에 대한 소송 당사자들의 

사전 인지 등등의 ‘절차적 제한’ 이외에도, 무엇보다도 사법에는 자신이 내리는 

결정을 정당화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실질적 제한’이 따른다. 예컨대 법률

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재판관이 법논증을 함에 있어서, 해석 전략으로서 이런

저런 법담론을 발전시킬 수는 있다. 그러나 이 담론이, 사회구성원들의 요구와 사

회목적에 부응하는 법규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요청

하는 정치적 담론을 대체할 수는 없다.

우리는 정치라고 하면 여의도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정치로 떠올린다. 그리고 

정치력도 직업정치인들이 발휘하는 능력 혹은 술수로 떠올린다. 현실적으로 보면 

정치는 갈등, 권력투쟁, 거짓 등으로 얼룩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치가 잘 되어야 한다’고 말할 때 떠올리는 정치의 또 다른 속성이 있다. 공동

체를 이루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올바른 공동생활에 대한 공동의 기대

와 여망에 부응하여 떠올리는 정치다. 이런 방향에서 생각하면 정치 그리고 정치

력은 너무 좁게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넓게 이해되는 정치의 의미에서 사법이 지닐 수 있는 정치성과 정치력

에 대한 예를 들어 보자. 우선 법관들이 행사하는 재량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법

관들은 자의가 아닌 재량이 행사되는 ‘열린 공간’을 가지며, 이 공간은 앞서 살핀 

22) Guarnieri/Pederzoli, 앞의 책, 14면. 
23) 최근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의 국회소동사건에 대한 서울남부지법의 무죄판결, 서울 

용산 참사 미공개수사기록에 대한 서울고법의 공개 결정, 시국선언 전교조 간부에 대

한 전주지법의 무죄 판결, MBC PD수첩 광우병 보도 관련 명예훼손 사건에서의 서울

중앙지법의 무죄판결 판결 등을 계기로 정치권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여당인 한나라당

과 야당인 민주당이 서로 다른 입장에서 사법개혁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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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구조적 변화로 점점 커지고 있다. 기존의 법자료들에만 의존해서는 답이 잘 

나오지 않는 공간, 기계적으로 처리되지 않는 이 공간이 사법재량의 공간이다. 이 

재량은 일종의 정치력에 비견될 만하다. 요컨대 사법재량을 행사하는 법관은 어

느 면에서 입법자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설명한 정책촉진적 

법률들을 적용하면서 목적적 논증을 하는 법관은 이를테면 행정가를 닮은 모습이

다. 또한 인권을 강조하는 법문화는 법관에게 다수로부터 소수의 권리를 보호하

라는 사명을 부여한다. 소수를 보호하는 정신은 성격상, 다수지향인 의회나 행정

부 등 정치권력과 긴장관계에 들어서게 만든다. 이 때 정치권력과 긴장관계에 선

다는 것 자체는 정치성을 함의한다. 정치권력과 긴장관계에 들어선다는 것은, 정

치적 종속이 아닌 일정 정도의 정치적 독립, 그리고 정치적 지위의 대등성이 드

러날 때, 즉 정치력이 획득될 때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사법개입의 확대는 사회생활의 전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 거의 없을 정도인 만큼 사법개입도 큰 폭으로 이루어진다. 사회

생활의 전 영역에 망라한 큰 폭의 개입가능성은 바로 정치력을 뜻하기도 한다. 

입법이나 행정과 달리 사법은 판단요청에 대해 거절하거나 결정을 피할 수 없다. 

그러므로 수동적으로라도 사법은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사

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는 문제에서 법원은 비록 당사자들에 의해서 제기된 

당해 사건에 대해 수동적으로 응한 것이지만, 일단 법원이 결정을 하면 그 효과

는 당사자에게만 나타나지 않고 정치적으로 심대한 반향을 일으킨다. 특히 소비

자 보호나 환경, 노동 문제 등에서는 더욱 그렇다. 비슷한 사례에서 앞으로는 사

법의 결정에 따라야한다. 이러는 가운데 법관은 의도하지 않은 가운데 정치과정

의 일상적 참여자가 되어가는 것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어떤 요소들보다도 사법활동이 띠는 정치적 의의가 돋보이는 

영역은 헌법 해석과 관련되어 있다. 요컨대 가치규범으로서 헌법은 불확정성, 개

방성의 특징을 보이는데, 불확실한 가운데 결정을 해야 하는 지위에 있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 정치적인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

법과 정치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는데 걸림돌은 이 둘의 관계가 언제나 심히 

대립적으로 －법은 권력의 시녀? 아니면 법은 정치가 따라야 할 규범이라는 식으

로－ 설정되어 왔다는 데 있다. 그래서 법과 정치의 관계에 대한 문제 자체가 정

치화되는 식인 것이다. 이런 대립적 설정은 법 혹은 정치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

라기보다는, 한 편의 이상적인 측면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기도 하다.24) 대개는 법의 중립성 내지 객관성의 가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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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였을 것이다. 

법과 정치와 관계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오늘날 헌법에 포함되어 있는 자유, 

정의, 주권, 민주주의, 입헌주의 등의 기본이념들의 역사적 탄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이념들은 혁명, 그리고 정치개혁들을 거치면서 헌법에 포함되게 되었고, 

그 헌법을 사법부가 해석하게 된 것이다. 이런 관점을 통해서 보면 법과 정치는 

서로 밀접히 연관된 담론일 수밖에 없음이 드러난다. 법과 정치의 준별론은 법을 

법률주의 내지 법형식주의에 일치시키고, 법관의 역할을 ‘법률노예’로 볼 때만 가

능한 이야기이다. 그런데 오늘날 법관의 역할이 그렇지 않다는 데 대해서는 이미 

언급했다.

이렇게 역사적인 고찰은 우리에게 법이 정치에 대립 혹은 초월하여 독자적인 

추론 양식을 가지고 발전된 것이 아니라 권력자의 힘, 법관들의 편견 등의 문제

와 근근이 씨름하면서 정치행위와 연관하여 걸어왔음을 보여준다. 이 발전과정에

서 법과 정치를 대립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설정하는 것은, 권력자가 왕왕 법을 

정의와 연관시킴으로써 자기의 이익에 따른 지배를 은폐하기 위해서였거나, 아니

면 이러한 측면을 경계한 나머지 법의 이상성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사유의 부

풀리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법은 정치권력이 행사되는 방법을 구조화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한

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권력은 적나라한 힘 혹은 완력의 행사처

럼 보이기도 하지만 기실은 고도로 복잡한 현상이다. 그것은 ‘의도한 효과를 실

현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의미에서 ‘의사결정의 한 형태’이며, 이 능력은 제도 

내지 절차에 의해, 즉 적어도 부분적으로 법을 매개로 해서만 행사될 수 있다. 정

치권력은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서 생기는 것이며, 법은 규범세계로서 바로 이 관

계를 굳건히 유지시켜주는 역동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25)

오늘날 우리 사법부도 기본권해석, 대통령 탄핵, 국가기관 간 권한쟁의 등 굵

직한 정치적 이슈를 다루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법원리를 정초짓기 위한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법원의 이 노력에 성공하면 법은 정치

를 넘어선다는 뜻일 수는 없다. 법원은 기본권해석을 통해 정치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좀더 합리적인 형식의 정치담론을 개발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다.26) 그리고 

24) Martin Loughlin, Sword and Scales. An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Law 

and Politics, Hart Publishing: Oxford, 2000, Preface, X면. 이 책은 법과 정치의 관계를 

필자가 이해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하는데 좋은 길잡이가 된다. 
25) 위의 책, 16면.
26) 위의 책, 2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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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역할이 특히 상급법원에 부과된 특수한 임무이기도 하다.

주지하다시피 기본법으로서의 헌법의 지위는 민법, 형법, 상법 등 일반 실정법

들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형법이나 민법 등 일반 실정법률들이 국민들을 규제

하는 법이라면, 헌법은 국민들이 그들의 공복을 규제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그런 

만큼 실정법률 영역에서의 합법성/확실성/결정의 신속성/기속력/해석에서의 사법 우

위 등의 특징들이 헌법에 그대로 들어맞지 않는 면이 있다.27)

오늘날 학계와 실무에서 헌법의 중요성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헌법의 위와 

같은 특별한 지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되어 있지 않은 듯하다. 일반 실정법률 

사안이나 헌법사안들을 모두 법률가들이 전담하게 되면서, 대체로는 헌법도 일반 

실정법률의 한 범주로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해석과 적용은 사법기

관이 담당하며, 최종적으로 무엇이 헌법이 명하는 것인지는 이들 사법기관이 결

정한다는 사실이 별다른 생각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헌법이 ‘국민법’이라는 특

별한 지위에서 일반 실정법률들 중의 한 특수 분야로 변하는 과정은 역사적으로 

법률전문가들의 부상, 그리고 사법의 역할 확장과 관계가 있다.28)

헌법적인 문제는 법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 해결에는 반드시 국민적 권위

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헌법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자기지배의 이념, 즉 정치과

정의 자율성을 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헌법적 문제는 단순히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법적’ 문제이다.29) 그러므로 헌법재판 행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긴장하는 영역에서 법치를 실현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법치와 민주

를 결합시키는 행위로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헌법해석과 헌법재판은 법치와 민주를 결합시키는 정치적-법적 활동이

기 때문에, 설사 사법기관(헌재)에 헌법해석이 맡겨진다 하더라도, 이는 사법에 

최고의 지위를 부여한다는 뜻은 아니다. 최고성은 헌법이 지니는 징표이지 사법

이 지니는 그것은 아니다. 이 정치적-법적 영역은 헌법의 제정만이 아니라 해석

과 그 이행도 포함한다. 이점에서 오늘날 헌법정치는 어느 면에서는 ‘반쪽정치’로

만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 왜냐하면 법과 정치는 분리된다는 인식분위기 속에서 

법은 전문가의 영역이고 정치는 일반시민의 참여가 가능한 영역이라는 구도가 짜

여지면서, 헌법정치에서 일반인들의 참여와 역할은 헌법을 제정하는 행위에 국한

되고, 헌법의 해석과 적용문제는 법률전문가들이 담당하는 비정치적 영역으로 만

27) Larry D. Kramer, The People Themselves. Popular Constitutionalism and Judicial Review,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30면.
28) 위의 책, 168면. 
29) 위의 책,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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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버린 때문이다. 그러나 헌법의 적용은 공동체의 이상으로서의 헌법이념과 

헌법질서를 실현해가는 과정에 속하며, 그러므로 앞서 말한 대로 헌법해석과 이

행과정에서도 당연히 국민적 권위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의 결과는 민주적 요청을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입법에서

도 과오가 가능하듯이 헌법재판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이 때는 당연히 민주

적 통제를 받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 문제점들은 공론화되어야 한다. 이것이 입헌

주의이다. 하급심의 법관들은 아무래도 상급심 법원의 눈치를 살피게 된다. 자신

들의 결정을 뒤집을 수도 있는 상관들이기 때문이다. 이들 하급심 법관들과 상급

심 법원 사이의 관계는, 어느 면에서 최고재판소 법관들과 국민들 사이의 관계와 

같다. 이들 재판관들의 상관은 국민이다. 헌법재판관들은 헌법을 해석하면서 자기

들의 결정을 뒤집을지도 모르는 국민들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것이다. 국민들로

부터의 신뢰를 과신한 나머지, 정책적 판단영역이나 심사기준이 애매한 영역에서 

이들이 독자적인 방식으로 결론을 내릴 경우, 그래서 이들이 너무 나아갈 경우, 

국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하거나 무시할 경우, 그들로서도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자초하게 되는 것이다. 

헌법적 사안에 있어서는 입법, 행정, 사법 모두가 국민주권에 종속되며, 어느 

부도 우월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헌법률심판권이 헌법재판소에 

맡겨져, 이를 통한 분쟁해결을 인정한다하더라도, 이는 헌법해석에서의 사법의 절

대적 우월 지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위가 강조되는 

순간 ‘제왕적 사법’, ‘정치사법’의 문제가 불거진다. 입법기관이 만든 법률에 대해 

사법에 해석권을 부여한 것은 국민이다. 이를 테면 국민은 헌법이 의미하는 바가 

궁극적으로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시민들의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

하기 위해서 입법부와 사법부라는 두 부서를 고용한 것과도 같다. 그래서 하나는 

만들고 하나는 해석하면서 이들이 서로 다른 부서의 직무에 끊임없이 개입토록 

함으로써 ‘국민을 위해 충성경쟁’30)을 시킨 것이다.

30) 위의 책, 59면. 미국 헌정 초기 역사에서 사법심사제의 탄생과정을 연구한 스탠포드 

법대 크래머 교수는 반헌법적 법률에 대한 사법심사가 법관들에 의한 법적 저항의 성

격을 지녔음을 지적해주고 있다. 그에 따르면 국민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그 

점에서 또한 국민대표기관을 존중하는 경향을 지녔던 미국 헌정 초기 ‘인민입헌주의

(popular constitutionalism)’ 분위기에서, 사법심사는 법관이 반헌법적 법률에 대해 법해

석자이기 이전에 국민으로서 법적으로 저항한다는 의미를 지녔었다고 분석한다. 그리

고 이 과정에서 법원의 사법심사조차도 쉽게 허용하지 않고, 헌법절차에서 사법심사 

이전에 국민 통제 내지 ‘국민심사’를 유지하기 위한 지적 성찰과 제도적 개선에 노력

했음을 알 수 있다. 자세히는 위의 책, 50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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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버드 법대의 비판법학자 웅거(R. Unger) 교수는 오늘날 주류의 법이론 

내지 법문화에는 민주주의를 불편해하는 기류가 없지 않다고 갈파한 적이 있

다.31) 법조엘리트주의, 사법관료주의, 민주적 합의의 빈곤,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불신, 전문가중심주의의 시대정신 등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기류이기도 할 것이

다. 그러나 특수한 공적 활동으로서의 재판 혹은 심판은 그것 자체로 일면 민주

적 면모를 지닌다. 민주정치에서는 흔히 ‘표로 심판한다’고 한다. 정치적 사회적 

이슈의 사법화는 어느 면에서는 민주주의의 이 심판적 성격의 연장선상에서 이해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선거를 통해 이루지 못한 것을 사법소추로써 획득하고자 

하는 기대를 반영하는 면이 있는 것이다. 이점에서 “민주주의는 표로도 심판하고 

법으로도 심판한다”는 말은 맞는 말이다. 

재판활동이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성격을 지닌다는데 대해서는 프랑스의 정치학

자 로장발롱(Pierre Rosanvallon)이 근작 �대안민주주의(Counter-Democracy)�에서 잘 

분석하고 있다.32) 그는 공적 활동의 한 특수한 유형으로서 재판이 지니는 특성에 

주목하면서, 정치의 사법화 현상을 사법과 정치권 사이의 긴장의 문제 차원을 넘

어서서, 대안민주주의(Counter-Democracy)의 일환으로 파악하고자 했다. 그는 재

판은 다음과 같은 특성에 비추어 민주주의에 의미있는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주장

한다.

첫째, 재판은 상반되는 입장의 대치라는 조건하에서 결정하는 것이며 이때 결

정은 반드시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특성을 갖는다. 즉 많은 사람들이 수긍하는, 받

아들일 만하다 여기는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다. 결정의 책임과 확정력을 생기게 

하는 것도 바로 이 정당화가능성이다. 요컨대 사법의 수사(修辭)는 정치적 수사보

다는 ‘더 방법적이고 체계적’이어서, 사실관계를 밝히고 책임과 비난의 인과고리

를 추적하는 조사가 미리 주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됨으로써 수인가능성에 있어서 

더 합리적인 방식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둘째, 사법적 결정은 의무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특성을 지닌다. 결정에 의무지어짐으로써 재판은 사회에서 불

확실성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사실판단이라는 이해의 차원에 결정이라

는 의지의 차원이 결합됨으로써 재판 혹은 심판은 단순한 평가, 의견표명, 진상파

악 이상의 의미를 띤다. 한 사건은 이로써 완전히 종결되고 그럼으로써만 비로소 

공동체에 그 의미가 분명히 밝혀진다. 그러면서 성원들로 하여금 공동체를 묶어

31) 로베르토 웅거, �근대사회에서의 법. 사회이론의 비판을 위하여�, 삼영사, 1994, 242면 

이하.
32) Pierre Rosanvallon, Counter-Democracy. Politics in an Age of Distrust, Tranl. by Arthur 

Goldhammer, 2008, Cambridge University Press, 230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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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성찰하게 해준다. 정치적 결정이 왕왕 미래에 호소하

는 것이라면, 재판은 이미 일어난 일을 다룸으로써 그 과거에서 힘과 효용을 얻

어, 공동체의 규범적 정당성이 검증되는 계기를 만드는 동시에 공동체를 묶어주

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다같이 성찰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셋째, 법정은 ‘정의

의 극장’33)이라는 점이다. 중요한 사회적 이벤트가 펼쳐지는 법정은 “교류와 대

치가 일어날 수 있는 공중의 공간”이요, “사회가 자신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장

소”34)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법정은 법정문을 두드린 한 사건을 해결

해준다는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사회의 질서 회복과 사회규범을 재삼 정립하는 

역할을 한다. 이 점에서 로장발롱은 의회보다 법정의 방청석이 민주사회에서 더 

적극적 기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35) 더 나아가 재판은 한 특수한 개별 사안

을 다루면서, 즉 개별성이라는 모형에서 출발하여 그것을 일반성의 모형에 결합

시키는 것이다. 재판정은 사실들에 가치들을 함께 끌어들이면서, 그리고 사회 상

황들을 기본적인 통치원리들에 비추어 명료하게 만들고자 노력함으로써, 민주주

의 건설을 돕는 정치교육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36) 

위에서 설명한 속성들은 재판과 법원의 올바른 역할이 그것 자체로서 민주주

의에 기여하는 바를 시사해준다. 로장발롱이 말한 대로 “통상의 민주적 활동은 

정치적 결정과 사법적 결정의 끊임없는 혼합”37)인 것이다.

Ⅳ. ‘정치의 사법화’와 민주주의

정치의 사법화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이고 이중적이다. 우선 어떤 

민주주의를 염두에 두는가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를 것이다. 즉 대의민주주의인가 

아니면 직접참여민주주의인가? 물론 이 두 유형들은 모두 이념형들이며 현실적으

로는 이들의 융합형으로 나타날 것이다. 어쨌든 좀더 대의민주주의의 관점에서 

관찰하는가 아니면 시민들의 권한 및 참여, 자유와 평등의 균형 등을 고려하는 

참여민주주의에 비중을 두면서 관찰하는지에 따라 다를 것이다.

대의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법의 지배에서 사법은 입법권력의 제한에 중점

33) 위의 책, 237면.
34) 위의 책, 237면.
35) 위의 책, 236면.
36) 위의 책, 241면.
37) 위의 책, 2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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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두며 절차적 특성을 보인다. 예측가능성, 국가행정 능력, 경제의 안정성 기여

하며, 사회문제를 개인들 간의 권리 문제화함으로써 사회갈등의 분산에도 기여한

다. 대의제 하에서는 정치과정에서 의회 내지 직업정치인이 중심에 서게 된다. 그

러면서 국민과 직업정치인 사이의 어느 정도의 역할 분담으로 작동한다. 그런데 

국민주권의 간접적 실현 형태인 대의민주주의에서 대의적 요소가 순기능적이지 

못할 때, 즉 정치의 중심인 의회가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한 정책형성에 실

패하고, 국민이 의회와 직업정치인을 불신하고, 통치에서 엘리트주의 등의 문제가 

나타날 때, 정치과정은 국민과 유리된 채, 사법에 의한 입법통제는 현실정치적 이

해관계의 관철을 법으로 포장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정치시스템 내부에서 지배 

엘리트들 간의 세력다툼이 민주적 경쟁인 것처럼 비치게 하는 민주주의 포장 역

할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38) 함량미달의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사법의 개입은 사

법을 새로운 민주정치질서를 요구하는 세력과, 이에 저항하는 반대세력 간의 투

쟁의 일선에 세우기도 한다. 

대의민주주의 하에서의 ‘민주주의 결핍(democratic deficit)’ 현상은 의회민주주

의의 모범으로 일컬어지는 서구 주요 선진 국가들에서도 문제되고 있다. 예컨대 

미국에서의 사법의 확대 및 적극적 개입은 다른 나라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막상 미국 안에서는 이를 민주주의의 결핍과 연관시켜 문제 삼는 시각이 

없지 않다. 대의제 하에서 높아지는 사법의존도의 배후에는 민중다수에 대한 부

정적 시각, 해석의 무정부상태를 종식시키고 정치적 안정을 회복해야 한다는 요

청이 깔려있다. 결론적으로 대의제 하의 사법개입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지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서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대의제가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구별을 전제하는 체제라면 참여민주주의는 정치

과정에서 국민주도적 성격을 강조한다. 절차적 측면으로서의 법의 지배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참여민주제는 좀 더 실체적 특성을 보인다. 사법적극주의 내지 사법

개입이 그것 자체로 참여민주주의를 방해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시민참

여의 건전성이 살아있으면 이 민주적 자율 에너지는 사법화를 끊임없이 재정향시

키면서 더 성숙한 사회목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끌고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

런 전제하에 사법은 참여민주주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스스로를 민주주의 수

호를 위한 정치적 제휴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게 된다. 현재의 대의민주주의를 기

조로 하는 입헌주의체제는 기본적으로 시민참여를 최소주의의 관점에서 접근함으

38) 노무현 정부 전반기의 정치의 사법화가 법의 지배의 이름으로 이런 지배엘리트 민주주

의가 투영된 결과였다는 시각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종철, 앞의 논문, 2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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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제도를 시민참여가 복잡하고 어렵도록 만들어가는 측면도 있다. 

사법개입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은 시민사회의 활성화 정도에 따라서도 다

를 것이다. 시민사회 영역이 활발하지 못한 사회에서는 정치의 사법화는 공론장

을 위축시켜 사회동력의 탈정치화를 불러오면서 민주주의를 퇴보시킬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은 정치적⋅사회적 문제를 당사자간의 개별

적 차원으로 환원시킴으로써, 예측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낮추게 된다. 이와 같은 

사법개입은 특히 정치에서 합의문화가 빈곤할 때 잘 기능한다. 다만 분쟁해결을 

통해 정치적 갈등은 일단 종식된다는 점에서, 사법개입은 정치적 분열을 둔화시

키고 정치적 평화를 가져오는 측면도 있다.

반면 시민사회영역이 건재하는 경우에는 사법의 적극적 개입은 민주주의 발전

을 위한 사회동력의 촉진제가 될 수 있다. 우리사회에서 반부패, 생활보호 및 복

지, 환경, 소비자 보호, 성평등, 장애인 권리 등의 분야에서 사법적 권리구제 및 입

법 발전은 시민사회영역에서의 끊임없는 대안논의와 참여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민주화 이후 1990년대 급격히 늘어난 시민운동단체들은 인권, 소비자보호, 부

패추방, 의회감시, 사법감시, 여성운동, 환경운동 등 분야도 다양했으며, 거의 모

든 분야가 법을 운동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인권변호사, 공익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공익소송 운동, 입법운동을 전개했다.39) 이들의 사법적 권리구제 운

동은 여론의 주목을 받게 되고 이후 입법여론을 형성하여, 이들이 제시한 입법안

들은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 그러므로 우리 사법권의 위상강화는 사법부 자신의 

노력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NGO 등 시민사회 영역의 노력과 촉구에 의한 성과

인 점도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호주제 위헌결정40)은 여성계의 적극적 문

제 제기와 대안제시 노력의 결과이다. 과거사 청산도 관련 NGO들의 끈질긴 문제

제기가 이어졌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정치의 사법화가 민주주의에 순기능적으로 작용하는가는 사법의 투명성과 효율

성, 사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일상에서 사법

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불만과 불신은 사법의 높은 문턱, 지연, 불투명,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 재벌에 대한 저자세, 브로커 등등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오고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반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사법이 보여주

는 ‘진부한 정의’는, 위헌법률심판에서와 같은 정치적 사안에서의 사법의 ‘극적인 

정의’와는 지극히 대조적이다.41) 우리 법과 법률가가 일반 서민들의 삶과 괴리되

39) 박은정 편, �NGO와 법의 지배�, 85면 이하와 177면 이하, 
40) 헌재 2005.2.3. 2001헌가9-15. 2002헌가5(병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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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왔다는 점은, 민중의 지혜를 담은 격언들 가운데 법에 관한 것들이 별로 없으

며, 그나마 있어도 부정적인 데서도 잘 드러난다. 정치의 사법화에서 선언되는 

‘극적인 정의’와 다수 시민들을 상대하는 일상사법에서의 ‘진부한 정의’로 나타나

는 ‘사법의 이중적 이미지’가 계속 된다면, 사법개입의 확대가 반드시 바람직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것이다.

정치의 사법화의 대두에는 민주화, 권력분립, 권리담론 확대, 의회다수결 정치

의 비효율 등의 조건 내지 배경이 깔려있다. 그러나 정치의 사법화는 뭐니뭐니해

도 법관들의 성향 내지 가치지향에 의해 촉진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앞의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정치의 사법화가 진행 내지 확대된다기

보다는, 기본적으로 법관이 스스로 정책지향적 가치지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정책

참여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법화가 가능한 측면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42) 상급

법원에서 법관의 개인적 정치적 성향이 법판단에서 일반인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도 나오고 있다.43) 아

직 우리나라는 법조일원화가 되어 있지 않지만, 만약 미국처럼 기업, 정치권 등에

서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쌓은 경력변호사들 중에서 법관을 선발하는 제도가 본

격적이게 되면, 정치의 사법화 경향은 더 강화될 수도 있다. 사회에서 다양한 경

험과 지식을 갖춘 법조인들의 경우, 연수원을 마치고 곧장 임명된 법관들보다는 

아무래도 정치적 사회적 의제에 대한 개입욕구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력이 분립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권은 정치적으로 점점 강해질 수밖

에 없다. 근대입헌주의 초기에는 고도의 정치적 함의를 가지는 헌법재판 기능을 

필수요소로 내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사법권의 전면 등장은 일정부분 문

제의 해결인 동시에 새로운 문제를 던지고 있다. 사법에서 민주주의 원칙의 바람

41) Santos, 앞의 책, 313면. 
42) 이와 관련해서는 Tate & Vallinder(eds.), 앞의 책, 34면도 참조.
43) 예컨대 최근 것으로는 Richard A. Posner, How Judges Think, Harvard University Press, 

2008, 미국 연방고등법원 법관직을 수행하면서 대학에서도 가르치고 있는 포스너는 이 

책에서 법관도 여느 직종의 종사자와 같이 직업인이라는 데 초점을 두고, 법관들이 정

치적 요인, 개인적 요인, 전략적 요인, 제도적 요인의 영향권에 놓이는 것으로 분석한

다. 그에 따르면 첫째, 정치적 요인에 따른 판결은 한면으로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이

데올로기 반영하거나, 정부에서 하듯이 정책적 고려로서 판단하는 경우, 합의된 목적

에 적합한 수단으로서 판결하는 것이며, 다른 한편의 극단적 형태는 동료판사 회유, 

표결 거래 등을 들고 있다. 둘째, 개인적 요인은 개인의 경험, 선호, 전직 배경, 성별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다. 셋째, 전략적 요인은 여론동향 주시하거나 상급심과의 

관계 고려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요인은 승진, 보수체계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다(9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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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한 실현이라는 문제이다. 즉 변화된 사회에서 법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민주

주의 속성 유지하고 ‘사법에 의한 지배’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법독립의 저해 없

이 사법권을 제한하는 길도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막상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안은 쉽지 않다. 민주주의 체

제하에서 사법화는 단순히 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

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것이다. 예컨대 입법을 통한 제한도 해결책이 되기 힘들

다. 이런 분야는 입법된다 하더라도 그 법률의 적용과정에서 법관이 결국 더 큰 

재량을 가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원적으로는 이는 정치와 사법

의 관계를 조정하는 문제이다. 사법부와 정치의 관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또 이들 간의 상호작용의 복합적인 성격, 그리고 사법권이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다는 요인들이 대처방안을 복잡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다. 이점에서 사법화의 

조정을 지속적인 진행형의 과제로 보는 다음의 지적은 음미할 만하다. “권력을 

제한한다는 것은 우선 권력을 분리하는 것이며, 그리고 ‘야심과 야심을 싸움붙이

는’ 방식으로 이들 간의 균형을 시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달성하기 까다

로운 균형이다. 만약 정치시스템 안에 너무 많은 제도적 저촉점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정치적인 탈출구를 없게 하여, 정치적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법관들에게 과

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법관들과 정치 환경 사이에 투명한 제도적 연결

방식을 구축함으로써, 사법권은 어느 정도는 정치시스템에 통합되어야 한다”.44) 

투고일 2010. 1. 25     심사완료일 2010. 3. 5     게재확정일 2010. 3. 9  

44)  Guarnieri/Pederzoli, 앞의 책, 1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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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Judicialization of Politics’ and Democracy

Pak Un Jong
*

45)

This paper analyzes the phenomenon of the expansion of judicial power from the 

perspective of ‘judicialization of politics’ and critically looks at the effect ‘judicia-

lization of politics’ has on democracy. 

Our society is burdened with carrying out ‘democracy after democratization’. In 

such a society as ours, the phenomenon of ‘judicialization of politics’ in society is 

being treated by scholars as an issue of conflict between rule of law and demo-

cracy. Important policy decisions being resolved through judicial processes rather 

than by political processes has its advantages and drawbacks, and therefore the 

effect of this phenomenon on democracy is also a double-edged sword. 

In this paper in order to understand this phenomenon which appears at a time 

where the constitutional law is taking root as a normative part of our daily lives, 

firstly we need to appreciate the change and expansion in the status of judiciary, 

the change in the role of the judges according to the social changes taking place, 

the diverse background on which ‘judicialization of politics’ is built on, the charac-

teristics of judicial decision model, and especially the characteristics of constitutional 

trials, and I emphasize that these must be studied in detail. On the basis of this 

analysis I evaluate the contribution of ‘judicialization of politics’ to democracy 

taking into account the problem of representative democracy, the extent to which 

the civil society is activated, the capabilities of the judiciary, etc. While examining 

‘judicialization of politics’ and the issue of democracy, this paper delves deeper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law and politics, especially the political characteristics 

of judiciary, the democratic character of judgments. Finally, as judicialization under 

the system of democracy is not simply a phenomenon which occurs due to a single 

factor, I assert that the appropriate countermeasure to overextensive judicialization 

* Professor, College/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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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politics is not easy to find, and ask that judicial coordination is made into a 

task which must be continually carried out.

Key words: the expansion of judicial power, judicialization of politics, law and politics, 

constitutional judgment, the rule of law and democracy, the dual image 

of judicia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