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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憲法과 黨內民主主義
崔 大 權*

1)

Ⅰ. 머리말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공천효력정지가처분 결정(2000. 3. 24. 2000카합
489)은 政黨內民主主義의 문제가 憲法事項인가의 문제를 제기하기에 충분하다. 

이 사건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정당이 黨憲․黨規로 정한 절차요건에 반하여 

당총재가 행한 국회의원 공천(당헌․당규로 정한 지역구후보신청기간에 공천신

청도 하지 아니하고 당적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 던 사람에 대한 공천부여)의 

효력을 문제로 삼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첫째로 정당이란 무엇이며 그 법

적 성격이란 어떠한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왜냐하면 정당의 당헌․당
규의 효력이, 특히 그 헌법적 효력이 문제가 되는 까닭이다. 그리하여 둘째로 

그것은 동시에 당헌․당규의 헌법적 효력의 문제를 제기치 아니할 수 없게 한

다. 그것은 바로 헌법의 제3자적 효력의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로 그것은 당내민주주의의 문제가 된다. 그것은 지구당대의원회의 결정을 뒤엎

는 당총재의 공천이 개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당총재의 공천관

행을 법적으로 도전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된다. 나아가 네 번째로 위 결정사건
에서와 같이 소위 국회의원 공천의 문제가 대단히 정치적인 행위인 만큼 그것

이 사법절차상의 통치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부의 문제가 일응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 다섯째로 누가 당내민주주의의 문제를 법적 문제로 제

기하여 다툴 수 있느냐 하는 소송상의 당사자적격의 문제를 제기한다.

필자는 1996년 1학기 대학원 논문자격시험 헌법시험문제로 국회의원 지역구

후보자 공천에서 탈락한 공천신청자(당원)가 당총재의 공천행위의 효력을 다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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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헌법재판소에 그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헌법적 근거에서 

그러하냐 등의 문제를 제출하 던 적이 있었다.1) 이 문제는 필자가 늘 염두에 

두어 생각하여 왔던 헌법 질문이었다. 그러던 차 2000년에 공천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져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어보고 싶은 생각이 떠올랐다. 다만 

이 사건의 대상이 되었던 공천은 당헌․당규 자체가 규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이루어진 공천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어서 필자가 제기하 던 질문 모두를 답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당내민주주의의 시각에서 공천의 효력을 다룬 사건이어

서 헌법적 및 쟁송법적으로 당내민주주의의 문제 등을 검토하여 볼 계기를 마

련하여주었던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렇다면 이 기회에 당헌․당규가 정한 절차

를 무시한 경우가 아니고 당헌․당규가 정한 절차에 따라서 당총재가 공천을 

행하 으나 그러나 지구당대의원대회에서 추천하지 아니한 당원에게 당총재가 

공천을 부여하 다고 하는 경우의 공천의 효력 문제도 한번 살펴보자. 이것은 
당내민주주의의 문제를 헌법학적으로 본격적으로 다루는 것이 되리라 생각한다.

그러면 위 결정사건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위에서 지적한 다섯 개의 헌

법 및 쟁송법 문제를 중심으로 당내민주주의의 문제를 아래에서 고찰하여 보자.

Ⅱ. 政黨의 法的 性格

우리나라 헌법의 정당조항(제8조)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는, 첫째로 다
수의 정당이 선거를 통하여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

어 주는 틀과 이 틀을 바탕으로 하여 권력획득을 위한 경쟁을 벌리는 개개 정

당을 分析上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이해를 위하여 단연 유리하다.2) 다

1) 시험문제는 다음과 같다. ｢甲지역에서 국회의원출마를 원하 던 A는 소속정당
(X) 총재의 B에 대한 공천부여로 인하여 競選의 기회도 얻지 못한 채 공천경쟁으로부
터 탈락하 다. 이에 A는 무소속출마도 생각하 으나 甲지역에서 당 공천 없이 무소속

으로 뛴다는 것이 희망 없는 경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A는 공천획득을 
위한 공개경쟁의 기회를 박탈 당한데 대하여 X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그 구제를 청구
하기로 작정하 다. A의 청구가 과연 가능한지, 그리고 어떠한 구제가 가능한지, 가능
하다면 어떠한 근거에서인지 논하라.｣

2) 崔大權, 憲法學講義, 증보판(博英社, 2001), 167면 이하; Giovanni Sartori, 
Parties and Party Systems: A Framework for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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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정당이 위의 경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틀이 다름 아니라 헌법상의 

複數政黨制度(體制: system)이다(헌법 제8조제1항). 말할 것도 없이 개개의 정당

은 이러한 틀 안에서 이러한 틀을 바탕으로 하여 활동하는 것이다. 이러한 틀 

안에서 경쟁하는 개개의 정당의 법적 성격이 무엇이냐, 이를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느냐의 질문이 우리가 제기하는 첫 번째 질문이 된다.

우리는 정당이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

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라는 정당법의 정의(제2조)

에 대하여, 정당 결성의 동기나 목표가 반드시 국민의 이익과 같은 공익 때문인

지 권력획득의 사적 이익 때문인지 불분명하고 또 공직 선거 후보자에 대한 지

지의 기능을 포함하여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기여하는 기능은 반드시 정당

만이 수행하는 것도 아닌 만큼(예컨대 이익단체도 언론도 그러한 기능을 수행한
다), 좀더 가치중립적․객관적으로 접근하여 ｢공식명칭 및 중앙과 지방을 연결

하는 공식조직을 가지고 후보를 내놓아 선거를 통하여 정권의 획득을 목표로 

하여 경쟁하는 정치단체｣라고 하는 정의3)를 지지한다. 그러면 이렇게 정의되는 

정당의 법적 성격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이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 우리나라에는 일정한 개념상의 혼란이 있다. 소위 

｢정당의 헌법상 지위｣를 논의하면서 헌법(국가)기관설, 제도적 보장설 및 사법
적 결사설을 적시하고 있는가 하면 곧이어 ｢정당의 법적 형태｣로서 공법상의 

사단인지 민법적인 결사인지의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입장4)이 그것이다. 무엇

보다도 그 성격이 각기 다른 헌법(국가)기관설, 제도적 보장설 및 사법적 결사

설이 같은 ｢정당의 헌법상의 지위｣라는 제목(heading)에 어떻게 나란히 포섭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헌법상의 지위란 헌법상의 기능과 거의 동의어로 사용하

더라도 무방하다고 이미 여러 다른 곳5)에서 언급하 거니와 정당이 국회나 행

정부와 같은 헌법(국가)기관이 아니라는 점은 재언을 요치 아니하는 만큼 헌법

3) 崔大權, 전게 憲法學講義, 증보판, 168면 이하; Joseph Lapalombara and Jeffrey 
Anderson, “Political Parties,” Encyclopedia of Government and Politics, v.1, pp.393-412 
참조. 

4) 金哲洙, 憲法學槪論, 제13전정신판(博英社, 2001), 158-161면; 金哲洙, 法과 政治
(서울: 敎育科學社, 1995), 214-223면.

5) 崔大權, 憲法學-法社會學的 接近(博英社, 1989), 313-319면; 崔大權, 전게, 憲法
學講義, 증보판, 361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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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설이란 결국 정당이 국가기관이라 할만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의미여

서 ｢정당의 헌법상 지위｣에서 논하는 세 설 가운데 헌법(국가)기관설만이 그 제

목(heading)에 그 중 걸맞고 제도적 보장설 및 사법적 결사설은 이 제목에 맞지 

아니하는 설이라 할 수 있다. 말할 것도 없이 제도적 보장설은 體制(system: 복

수정당제도)를 두고 하는 설명이며, 사법적 결사설은 個個(unit) 정당의 법적 성

격을 설명하는 설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당의 헌법상 지위｣에서 논의하는 사
법적 결사설과 ｢정당의 법적 형태｣에서 논의하는 공법상의 사단 내지 민법적인 

결사 여부의 문제는 어떻게 조화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사법적 결사설 및 공

법상 사단 내지 민법적 결사 여부의 문제는 모두 복수로 존재하는 개개 정당의 

법적 성격을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정당의 헌법상 지위를 문제삼는 

다면 위의 헌법(국가)기관설과 함께 국민의 의사를 국가의사로 매개하는 媒介的 

機能을 거론하 어야 한다.6)

이곳에서 정당의 법적 성격이라는 제목 하에 다루고 싶은 문제는 이 사건에

서와 같이 정당이 결정한 사항을 법적으로 다투려고 하는 경우에 민사법적으로 

하여야 하느냐 행정법 등으로 하여야 하느냐, 준거법으로는 어떠한 무엇으로 하

여야 하느냐와 같은 구체적인 문제를 염두에 두고 정당이 국가기관인지, 혹은 

공법인이나 공사단인지, 혹은 私法상의 결사체인지를 묻는 그러한 의미의 법적 

성격을 묻는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 어느 단체를 놓고 그것이 공법인인지 사법
인인지의 문제가 자주 논의되고 있으나(예컨대 최근에 농협협동조합을 중심으

로7)), 그것이 순전히 그 기능을 중심으로 하여 논의하는 것인지 설립근거법의 

성격을 문제삼는 것인지 쟁송상 준거법을 문제삼는 것인지 반드시 명확치 아니

한 경우가 많았다. 가령 정당의 위에서 본 매개기능을 문제삼는다면 그것이 공

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는 까닭에 정당을 공사단으로 봄직도 하다. 그러나 가령 

공적 기능을 위하여 특별법으로 그 단체의 설립을 강제한다든지(예컨대 변호사
협회, 의사협회 등) 혹은 준거법을 마련하여 그에 따라 설립토록 한다든지(예컨

6) 崔大權, 憲法學講義, 증보판, 169면. 필자는 이곳에서 정당의 ① 정치지도자 발
굴 기능, ② 정부 구성 및 책임을 지는 기능, ③ 국민에게 정치적 명분을 주고 투표로 
연결시키는 기능, 및 ④ 대중동원 및 이를 통한 헌법질서로의 통합기능을 거론하 다. 
이러한 기능을 모두 포섭하는 개념이 있다면 그것은 정당의 매개적 기능이라 할 수 있

다고 생각한다. 權寧星, 憲法學原論, 보정판(법문사, 2001), 191면은 “매개체설”을 적시
하고 있다. 

7) 헌법재판소 2000.6.1. 결정 99 헌마 55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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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농업협동조합 등)하여 그에 대한 국가의 특별한 보호와 지도 및 감독을 받

게 하는 경우에 그것을 공법인으로 보아도 무방하다는 경우와 정당의 경우는 

확실히 구별될 수 있다. 정당은 헌법적(국가적) 보호의 대상은 되나 국가가 특

별법으로 그 설립을 강제하거나 그 조직이나 운 에 대하여 지도나 감독을 행

하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단체는 결코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뜻을 같이 하

는 국민이면 누구나 그 설립이나 운 이나 해산을 자유스럽게 행할 수 있는 結

社體(정당법 제2조: 國民의 自發的 組織)인 것이다.

그러한 만큼 법원의 판례8)에서와 같이 정당의 법적 성격을 法人格 없는 社團

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이 사건에서와 같은 분쟁(공천무효확인소송 

내지 공천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당사자는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여 다투고 있으

며, 법원은 그 판단을 위한 준거법으로 정당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법 

등의 원리에 의존하고 있음은 법리상 당연하다. 그러한 만큼 정당의 당헌․당규
의 법적 성격은 사단법인의 정관의 그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그

것도 정치적인 사적 자치의 한 표현형태라 할 수 있다.

Ⅲ. 黨憲․黨規의 憲法的 效力 ―憲法의 第3者的 效力의 문제

(1) 첫째로 ① 이 사건은 당헌․당규(당헌 제100조․공직후보자추천규정 제2

조․제3조)로 규정한 후보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당헌 부칙 제5조에 
근거하여 지구당 후보로 추천한 공천, 즉 당헌 부칙 제5조에 근거하여 당헌․당

규의 규정(전게 당헌 제100조․공직후보자추천규정 제2조․제3조)에 반하여 행

한 당총재의 공천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사건인 만큼 굳이 헌법이나 정당법을 

거론하지 아니하고도 이를 다룰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9) 

8) 신민당 총재등직무집행가처분결정(1979. 9. 8. 79카21709) 참조.
9) 관련된 당헌․당규의 규정을 열거하여 보면, 새천년민주당 당헌(2000. 1. 20.) 

제100조(국회의원후보자의 추천) (1) 국회의원후보자는 지구당대의원대회에서 비 투표

로 선출하여 제청한 2인 이하의 추천후보자 중에서 총재가 당무위원회의 심사와 의결
을 거쳐 추천한다. (2) 당무위원회는 지구당대의원대회에서 제청한 추천후보자에 대한 
심사결과 국회의원 후보자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

구당대의원대회에 다른 사람을 제청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구당대의원대회
가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청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무위원회에서 직접 후보자를 선정하여 추천을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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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순전한 당헌 해석의 문제로 다툴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문제이기 때

문이다. 즉 당헌 제100조와 당헌 부칙 제5조의 조화의 문제로도 해결될 수 있

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부칙 제5조의 규정을 당헌 제100조 및 공직후

보자추천규정 제2조․제3조가 규정한 자격요건 등 정규적인 추천절차를 아예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자격요건 등 절차요건은 갖추었으되 예컨대 지

구당대의원회의 천거를 받은 2인 중에 들지 못한 사람을 제100조 제2항․제3항 
등이 규정한 절차조차 따르지 아니하고 추천할 수 있다는 좁은 의미로 해석하

는 것이 그것이다. 사실 본체(원칙)에 해당하는 조항과 부칙(예외) 조항이 외견

상 충돌한다고 하는 경우에 부칙 조항이 본체의 규정을 전적으로 무시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부칙 조항을 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어느 입법에 있어서나 

입법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판단된다. 오히려 본체

조항과 부칙 조항이 조화되도록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할까 하는 것이

다. 그리하여 본체조항의 원칙들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 개개의 예외 규정을 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할까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전체적으

로 본체조항에 무게를 두어 해석한다면 당헌 부칙 제5조는 지구당대의원의 천

거를 받은 2인 중에 들지 못한 당원도 (예컨대 당헌 제100조 제2항․제3항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하고도) 공천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당헌․당규로 정한 절차

를 아예 따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절차에 따른 당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천

을 부여할 수 있다는 의미를 부칙 규정에 부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

코 합리적인 해석이라 하기 힘들 것이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해석에 따른다고 

하는 경우에는 당내민주주의에 관한 거창한 헌법원리를 동원하지 아니하고도 

이 사건에서 다툼의 대상이 되는 공천은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둘째로 ②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당헌․당규에 관한 이러한 해석을 따

르지 아니하고 당총재는 당헌부칙 제5조에 근거하여 당헌․당규가 정한 자격요

(3) 당무위원회는 후보자에 대하여 심사․의결함에 있어 공신력 있는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등 당원과 유권자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반 될 수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5조(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에 관한 경과조치) 제10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6대 국회의원총선거의 후보자는 총재가 당무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추천한다.
공직후보자추천규정 제2조(자격) 공직후보자로 추천 받고자 하는 자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있고, 신청 현재 당적을 보유하여야 한다. 제3
조(신청기간) 공직후보자 추천 신청기간은 공고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하고, 추천신청
서의 접수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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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등 정규적인 공천절차를 무시(overriding)하고도 공천을 행할 수 있다는 해

석, 즉 당헌 부칙 제5조가 당헌․당규의 정규적인 공천절차조항 보다 우선한다

는 해석을 전제로 하여 당내민주주의에 관한 헌법 및 정당법의 규정에 따른 당

총재의 공천의 효력을 법원은 문제로 삼고 있다. 법원이 그 결정문에서 “해당 

당부 대의기관의 의사를 반 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스스

로 취한 절차도 완전히 무시한 채…”라고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헌법 및 
정당법이 私的 行爲(법률행위)의 효력여부를 따지는 해석의 기준이 된다는 것은 

헌법 및 정당법이 사적 행위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헌

법이 민법 제103조를 통하여 사적 행위를 규율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자유민

주주의의 원리를 체현하고 있는 헌법조항들은 민주사회에 있어서의 법률행위의 

효력 여부를 따지는 ｢善良한 風俗 기타 社會秩序｣의 중심적 내용을 이루는 것

들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효력은 헌법의 제3자적 효력에 다름 아
니다. 헌법(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에 관한 소위 間接適用說이라고 불리우는 것

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셋째로 ③ 헌법은 제8조 정당조항에서 소위 黨內民主主義를 규

정하고 있다.10)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하는 제2

항의 규정이 그것이다. 정당법은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제29조 제1

항을 두어 ｢정당은 민주적인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당원의 총의를 반

할 수 있는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과 소속국회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원총회를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러나 제2항에서 ｢제1항의 기관의 조직, 권한 기

타의 사항에 관하여는 당헌으로 이를 정하｣도록 하여 당내민주주의 실질적인 

실현을 당헌에 맡기고 있다. 문제는 대의기관을 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원의 총의를 반 하는 대의기관이 어떠한 권한을 가지느냐, 특히 당총재의 선

출이라든지 공천이라든지 그 밖의 당의 중요 결정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권한

을 가지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바로 이러한 사항들이 당내민주주의의 

핵심을 이루는 사항들이기 때문이다. 문제의 당헌에 의하면 지구당대의원대회는 

당총재에게 국회의원후보 2인을 제청하는 권한을 가질 뿐이고 공천권은 당총재

가 행사한다. 더구나 당헌 부칙 제5조에 의하면 지구당대의원회의에서 추천하지 

아니한 당원에게 당총재가 공천을 부여하더라도 무방하도록 되어 있다. 잠시 후

10) 崔大權, 憲法學講義, 증보판, 173-1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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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언급하는 바와 같이 당내민주주의란 (당원 다수에 의한) 多數 支配의 원리 

및 少數者(당원) 保護의 원리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하여 만약 정당법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이러한 뜻(당내민주주의의 구체적 원리: 다수 지배 및 

소수자 보호)을 담은 것이라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당헌의 부칙 제5조는 물

론 당헌 제100조의 규정도 후술하는 바와 같이 헌법 제8조 제2항은 물론 정당

법 제29조에도 반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당원 다수의 의사가 아니라 
총재의 의사가 공천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정당법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문제의 당헌 부칙 제5조 및 제100조의 규정을, 즉 당

총재가 최종적인 당공천권을 가진다는 뜻을, 정당화하는 조항으로 해석할 수 있

는 것이라면 정당법 제29조, 특히 그 제2항은 그 자체가 헌법 제8조 제2항의 

뜻에 어긋나는 법률조항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정당법 제29조가 당내민주주의에 관한 헌법원리(헌법 
제8조 제2항)를 충실히 구현하고 있는 합헌적인 법률조항이냐 아니면 당내민주

주의에 관한 헌법원리(헌법 제8조 제2항)에 위배되는 법률조항이냐의 점이다. 

만약 정당법 제29조가 문제의 당헌 제100조 및 부칙 제5조를 정당화해주는 조

항이라면 정당법 제29조 자체가 헌법(제8조 제2항)에 어긋나는 조항이라는 증거

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문제의 당헌 제100조 및 부칙 제5조는 위헌인 법

률조항(정당법 제29조)에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그것에 바탕을 둔 공천은 그 효
력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정당법 제29조가 당내민주주의에 관한 헌법

원리(제8조 제2항)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 합헌의 법률조항이라는 해석이 가능

하다면 문제의 당헌 제100조 및 부칙 제5조가 (헌법 및) 정당법에 반하는 당헌

이 될 것이며 따라서 그 때문에 당헌 제100조 및 부칙 제5조에 따른 당총재의 

공천도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한 까닭에 후술하는 바와 같이 

공천에 떨어졌거나 그렇지 아니한 당원도 정당법 제29조의 합헌여부를 헌법소
원이나 위헌법률심사의 청구를 통하여 다투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정당법 제29조 자체가 당내민주주의의 헌법원리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되는 법

률조항이라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 사실 단체 내 민주주의의 문제는 결코 정당에 한정되는 문제가 아님11)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주식회사의 소수주주보호 및 노동조합 내 조합민주주의의 

11) 崔大權, 憲法學講義, 증보판, 173-1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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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그러한 대표적 예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헌법 제8조 제2항의 민주주의의 

문제는 정당에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고 모든 단체내의 민주주의의 원리를 대표

적으로 규정한 헌법조항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의 民主主義란 무

엇인가? 그것은 多數 支配의 原理(多數決의 原則) 및 發言權․投票權 등의 少數

者 保護의 原理로 이루어져 있다.12) 이 원리는 巨視民主主義를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거시민주주의 내의 단체 등의 微視民主主義를 위하여서도 타당한 원리

일 수밖에 없다.13) 우리나라 전체의 정치체제를 위하여 타당한 원리이라면 민주

주의의 원리는 그것으로 족하고 우리나라 안의 단체 등의 내부에서는, 특히 정

치체제나 경제체제를 위하여 그렇게 중요한 단체(정당․기업체․노동조합 등) 

내부에서의 권력의 집중(즉 단체 내 독재)과는 상관없는 원리라고(즉 미시 독재

와 거시 민주주의는 양립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

여 한편 정당 등 그처럼 중요한 단체의 미시적 독재체제에도 불구하고 거시민

주주의는 가능한 것이냐의 질문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헌법은 당내민주주의의 헌법적 요청을 구체화하여 제8조 제2항을 두고 있는 것

이다. 그러한 만큼 우리나라 정당법에서는 현행의 제29조의 경우보다는 헌법 제

8조의 헌법적 요청(다수 지배의 원리 및 소수자 보호의 원리)을 좀더 분명하게 

이를 구체화하는 정당법 조항을 두었어야 한다. 그리하여 만약 정당법 제29조가 

당총재나 당중앙부는 지구당 당원대회나 대의원대회의 결정에 구애되지 아니하

고 공천을 부여할 수 있는 지금의 정치실행도 정당화해주는 조항이라면 정당법 

제29조 자체도 그 한도에서는 헌법에 반하는 입법이라 할 수 있음은 이미 지적

한 바이다. 정당의 문제를 순전히 정치 전통이나 관행 또는 당헌에만 맡기지 아

니하고 굳이 정당법을 두어 이를 규율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에 그 정당법에 위

의 定義에 맞는 당내민주주의의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는 사실14)은 우리의 관

12) 崔大權, 憲法學講義, 증보판, 140-146면. 
13) 崔大權, 憲法學講義, 증보판, 142면.
14) 독일 政黨法제15조의 규정 참조. 독일 정당법제15조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Die Organe fassen ihre Beschlusse mit einfacher Stimmenmehrheit, sowie nicht durch 
Gesets oder Satzung erhohte Stimmenmehrheit vorgeschrieben ist. (2) Die Wahlen der 
Vorstandsmitglieder und der Vertreter zu Vertreterversammlungen und zu Organen 
hoherer Gebietsverbande sind geheim. Bei den ubrigen Wahlen kann offen abgestimmt 
werden, wenn sich auf Befragen kein Widerspruch erhebt. (3) Das Antragsrecht ist so 
zu gestalten, dass eine demokratische Willensbildung gewahrleistet bleibt, insbesondere 
auch Minderheiten ihre Vorschlage ausreichend zur Erorterung bringen konnen. In 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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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이처럼 민주주의의 문제가 정당내부를 규율하는 헌법상의 원리라고 한다면 

그러면 당원대회라든지 대의원회의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한 당헌․당규의 규정

을 무시하고 나아가 당원대회 및 대의원회의 다수결에 의한 제청결정을 무시하

고 행하는 당총재의 공천행위는 헌법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효력을 가질 수 없

음이 분명하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의 결정은 바로 이러한 헌법 원리를 천명한 
결정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널리 행하여지고 있

는 당총재나 당지도부가 부여하는 소위 공천은 헌법상의 당내민주주의의 원리

에 반하는 實行(practice)이며, 바로 이러한 실행(전게 부칙 제5조는 이러한 실행

을 대변한다)을 대상으로 하여 헌법상의 당내민주주의의 원리를 천명하 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결정은 그 헌법적 의미가 크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지구당대회나 대의원회에서 결정한 국회의원후보공천을 당총재나 

당지도부가 번복하거나 당총재나 당지도부가 지구당 국회의원후보를 공천하는 

그러한 관행이나 제도는 아예 없다. 독일이나 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지구당 

국회의원후보는 원칙적으로 지구당대회에서 공천을 부여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

는 경우에 중앙당지도부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지구당대회

에서 재차 그를 공천하는 경우에는 그가 공천을 받은 후보가 되는 것이며 이를 

달리 번복하는 방법은 없다.15) 위에서 정의한 당내민주주의는 공천과 관련하여

Versammlungen hoherer Gebietsverbande ist mindestens den Vertretern der 
Gebietsverbande der beiden nachstniedrigen Stufen ein Antragsrecht einzuraumen. Bei 
Wahlen und Abstimmungen ist eine Bindung an Beschlusse anderer Organe unzulassig. 
[(1) 정당의 기관은 법률 또는 당헌에 의해 특별다수결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단순다수결에 의해 의결한다. (2) 이사 및 대의원총회와 상위 지구당의 기관에 파견
할 대표의 선출은 비 투표에 의한다. 기타의 사항들은 이의가 없는 한 공개투표에 의
해 결정한다. (3) 발언권은 민주적인 의사형성이 보장되고, 특히 소수파들도 그들의 의
견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상위지구당의 집회에서는 적어도 직계 
하위 지구당의 대표들에게는 발언권을 주어야 한다. 선거와 투표에 있어서 타 기관의 
결정에 구속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15) 독일 政黨法 제17조, 독일 聯邦選擧法 제21조 (특히 제1항 및 제4항) 참조. 독
일 聯邦選擧法제21조의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1) 선거구후보자추천에서 어느 정당
의 입후보자로는 선거구후보자의 선출을 위한 당원총회에서 또는 이를 위한 특별 또는 

일반당대의원회의에서 이를 위하여 선출된 자만이 지명되어질 수 있다. 선거구후보자의 
선출을 위한 당원총회라 함은 집회시에 연방하원에 대한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는 정

당구성원의 총회를 말한다. 특별당대의원회의라 함은 그러한 당원총회에 의하여 당원 
가운데에서 선출된 대의원회의를 말한다. 일반대의원회의라 함은 당정관(정당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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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이렇게 구현되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구당대의원회가 제청한 2인 

가운데서 지구당 당원총회나 대의원회가 아니라 총재가 공천을 부여할 수 있게 

한 당헌 제100조의 규정 자체도 헌법상 당내민주주의의 원리에 반하여 효력이 

없는 조항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나아가 부칙 제5조에 의하면 공

직후보자추천규정(제2조 제3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었으되(이 사건에서는 

이 자격요건 자체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지구당대의원회의 제청을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도 당총재는 공천을 부여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이 문제 자체는 

제기되지 아니하 지만 만약 이러한 공천이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공천도 헌법

상의 당내민주주의의 원리에 반하여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될 수 있다.

그렇다면 만약 지구당대의원회의 제청을 받은 2인 가운데서 총재의 공천을 

받지 못한 사람(당원)이거나 총재가 대의원회의 제청도 받지 아니한 사람(당원)

을 공천하 기 때문에 대의원회의 제청은 받았으나 공천을 못 받은 두 사람(역
시 당원)은 총재의 공천을 헌법쟁송절차에 의하여 다툴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인가? 만약 위의 당헌 부칙 제5조는 물론 당헌 제100조의 규정이 당내민주주의

를 처방하고 있는 헌법규범에 어긋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정당법 제29조가 

이러한 당헌 규정의 정당성을 지지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면 그 한에 있

에 따라 일반적으로 차기선거를 위하여 당원총회에서 지정된 회의를 말한다.… (4) 주
당의 의장단 또는 주당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거구가 소속된 주당 바로 밑의 지

구당의장단(정당법 제7조 제2항) 또는 이를 위하여 당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기타 기관
은 당원총회 또는 당대의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이의에 
대하여 투표를 다시 하여야 한다. 그 結果는 終局的이다.…

국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지역구국회의원후보는 지구당당원총회에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앙당부는 지구당에서 그로부터 선택하도록 하기 위한 예비후보
자명단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구당은 그 명단에 있는 사람만을 후보로 선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지구당에서 천거한 후보는 최종적으로는 중앙당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이때에 가지는 중앙당부의 거부권은 지구당의 천거를 받은 후보에게 당

규 위반사항이 있다든지 당원으로서의 결격사유가 있다고 함과 같은 경우의 점검의 성

격을 지니는 것이다. 그리고 국의 정당 총재나 중앙당부는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달리 
당내민주주의의 절차에 따라 선출된다는 사실도 함께 주의할 필요가 있다. Robert 
Blackburn, The Electoral System in Britain (1995), 214-222면; Robert Garner and 
Richard Kelly, British Political Parties Today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8); Labour Party Rule Book, as approved by the 1995 Annual Labour Party 
Conference의 4 Selection of Parliamentary Candidates, 특히 4A General Rules 
Provisions 부분; 中央選擧管理委員會가 ｢정당제도 참고자료｣로 펴낸 英國의 主要政黨制
度(1993)의 97면 이하에 실린 보수당의 선거구협회의 표준규약 제 22조 및 195면 이
하에 실린 노동당의 선거구 및 지부규약 제15장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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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정당법 제29조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에서 가정한 경우 공천으로부터 탈락한 당원은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당내 민주주의(당원의 다수결에 의한 공천결정) 절차에 따라 

지구당의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침해당한 것이 된다. 만약 당내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지구당의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권한을 헌법 제10조 및 제

37조 제1항에 따라 헌법상 열거되지는 아니하 으나 그러나 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로 이론구성을 할 수 있다면 법률에 의한 이러한 의미의 기본권의 

침해를 이유로 하여 총재에 의한 공천의 헌법적 효력을 다투는 헌법소원도 가

능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무소속 출마가 100%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

러나 정당에 의한 공천은 우리나라에서도 공직선거에 있어서 필요 불가결한 과

정으로 되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정당에 의한 후보 추천(공

천)은 기능적으로 이해할 때 오늘날 공직선거라고 하는 중요 국가기능의 불가결
한 한 부분이 되어 있다. 즉 정당의 개입 없는 공직 선거는 거의 상상할 수 없

다. 그렇다면 공직선거과정상 그렇게 중요한 (국가)기능을 수행하는 공천 기능

은 바로 國家機能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공천과정에서 당원이 투표권자로서 

그리고 피선거권자(공천신청자)로서 가지는 권한은 헌법상 열거되지는 아니하

으나 그러나 헌법상 보호받을 만한 권리 즉 기본권으로 이해할 만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사활이 걸린 권리이기 때문이다. 그렇
다면 당내민주주의에 반하는 총재의 공천을 정당화하고 있는 정당법 제29조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의 제기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여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이와 동시에 또는 이와 별도로 당내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지구당의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기본권 즉 공무담임권의 제3

자적 효력 이론, 특히 直接適用說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효력을 가지는 권한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오늘날의 공직선거과정상 정당의 공천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추어 헌법상의 공무담임권에는 公정당의 당원으로서 당공

천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아예 포함되어 있다는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개념상 헌법의 노동3권에 제3자적 효력이 내재되어 있듯이 헌법의 공무담임권

에는 이 같은 공무담임권의 제3자적 효력이 내장되어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공무담임권은 심각하게 제약되어 정당의 공천을 排除하고난 

선거직 공무담임권은 거의 무의미하여지는 까닭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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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공무담임권을 침해당하 음을 이유로 하여 위의 당총재의 공천을 받지 

못한 당원은 정당법 제29조의 헌법적 효력을 다투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

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거는 정당이 그 법적 성격에 있어서 사법적 

결사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하여 사정이 달라지지 아니한다. 그것은 私個人이 동

시에 공직자일 수 있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다. 사적 결사라고 하더라도 공적 국

가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은 물론이며 이러한 정당의 공적 국가적 기능에 적

합한 정당의 공천에 관련된 기본권이론을 구성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천에서 탈락한 당원이 당총재의 중앙집

권적 공천의 효력을 그 근거가 되는 정당법 제29조의 위헌여부를 다투는 헌법

소원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는 것이라면 공천의 효력을 다투는 민사소송 또는 

이 사건에서처럼 공천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그리고 그 재판의 전제

가 되는 정당법 제29조의 위헌여부심사의 청구를 통하여 또한 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를 다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3) 이 사건은 독일 헌법학의 향 하에 우리나라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기본

권의 제3자적 효력의 문제를 재음미하게 만들어 준다고 생각한다. 적용부인설․

직접적용설․간접적용설로 소개되고 있는 제3자적 효력에 관한 종래 우리나라
에서의 논의는 대단히 圖式的․敎科書的이어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위에서 한

편으로는 (1)에서 간접적용설을 언급하 는가 하면 다른 한편 (2)에서는 직접적

용설을 이야기한 것이 마치 일관성을 결여한 논의인양 들릴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곳에서의 논의는 결코 일관성을 결여한 논의가 아니고 오히려 그 반

대로 일관성을 지닌 논의라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그것은 기본권(헌법)의 제

3자적 효력을 입체적․역동적으로 이해한 결과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기본권(헌
법)의 제3자적 효력의 문제는 조직 안된 私人間에 생기는 문제라기보다는 주로 

巨大정당, 거대신문사, 거대기업체, 거대노동조합과 같은 법적으로 사인으로 인

식되고 있는 현대사회의 巨大組織이나 團體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헌법적 문제

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16) 그러한 만큼 기본권(헌법)의 문제가 국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의 개인의 헌법적 보호의 문제라고 한다면 국가 못지 아니하게 

16) 崔大權, 전게, 憲法學-法社會學的 接近, 154-1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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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강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인 힘을 발휘하는 거대 조직이나 단체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개인의 헌법적 보호(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의 문제가 생

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거대조직과 개인 사이에는 私法的 원

리만으로는 도저히 만족시킬 수 없는 개인(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헌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거기에 존재하는 까닭이다.

기본권(헌법)의 제3자적 효력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 같은 거대조직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의 개인에 대한 헌법적 보호의 필요성에 상응하는 憲法의 實定化

의 문제이며 憲法 發見의 문제이다. 노동3권 및 환경권은 제3자적 효력을 그 

자체 內藏하고 있는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實定化되어 있다. 다만 환경권은 그 

자체로서 司法的으로 실현할 수 있는 기본권이 아니라 환경입법을 통하여 실현

되어야 하는 기본권이다. 강학상 私法과 公法의 중간 역으로 노동법의 예를 들

거니와 이 같이 사법과 공법의 중간 역에 속하는 입법으로는 정당법, 언론법, 
회사법 등도 들 수 있다. 평등권․투표권 등을 전제로 하는 다수결의 헌법 원리 

및 역시 투표권과 발언권을 포함하는 소수자 보호의 헌법 원리는 이러한 公私

法 중간 역의 입법의 지도원리로 작용한다. 남녀고용평등법은 남녀평등의 헌법 

원리가 입법을 통하여 실현된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이 같이 입법을 통하여 실

현되는 힘 내지 헌법적 명령으로 이해할 때에 헌법에 열거된 기본권으로서 제3

자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기본권은 거의 없다. 이것은 입법을 통하여 그러
나 직접 적용되는 효력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어떠한 기본권이 어느 정도 입법

을 통하여 실현되느냐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거대조직에 대한 관계

에 있어서의 개인에 대한 헌법적 보호 필요성 인식의 정도에 달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해석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권

의 제3자적 효력을 인식․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까지 이르지 못하나 

그러나 헌법적 보호의 요청이 강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기본권(헌법)은 私法질서
에도 타당한 價値질서(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로 작용하게 되

리라 생각하는 것이다. 기본권의 간접적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경우에 

일어난다. 경우에 따라 기본권은 입법을 통하여 실현되거나 입법을 지도하는 입

법원리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평등권, 발언권, 투표권 등으로 이루어진 다수결의 원리 및 소수자 

보호의 원리가 사법질서를 지배하는 가치질서로 작용한다 즉 간접적용 된다는 

것과 다수결의 원리 및 소수자 보호의 원리가 정당법 제정을 지도하는 입법원



2001. 5.] 憲法과 黨內民主主義 15

리로서 직접적용 된다는 것 사이에 아무런 충돌이 있을 수 없다. 정당법을 제정

함에 있어서 기본권 등 헌법의 원리가 반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하

지 아니하다면 그 정당입법은 헌법에 위배되는 입법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입법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정당법이든 노동법이든 혹은 환경법이든 입법은 헌

법상의 원리(평등권․발언권․투표권․노동3권․환경권 등 기본권 보호)의 실현

수단이라고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현행의 정당
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다는 전제 위에서 이해할 때 당내민주주의(다수결

의 원리 및 소수자 보호의 원리)의 문제는 사법질서도 지배하는 사회의 가치질

서로서의 효력 내지 해석의 원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당법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전제 위에서 이해할 때 당내민주주의의 문제는 정당법에 

직접 적용되느냐 어떠냐의 문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러므로 정당법은 당

내민주주의의 원리를 충실히 반  내지 구현하 어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면 정당법은 위헌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생길 것임은 물론이다.

Ⅳ. 統治行爲 여부의 문제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정당의 공천 행위가 과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

부의 쟁점을 제기한 후 이를 긍정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실행되고 있는 공천은 보통 “정치 9단”이 행하는 高度로 政治的인 決定인 까닭
에 공천이란 일응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統治行爲 내지 政治問

題가 됨직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통상 “정치적”이라고 불리우는 행위가 모

두 통치행위나 정치문제가 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이 사건의 결정은 이 점

을 분명히 하 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의 결정문에는 어떠한 것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며 어떠한 것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어서 안 되는 것인지의 

설명은 없거나 대단히 불충분하게 서술된 채 남아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결
정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이나 선거 과

정상 정당이 수행하는 기능이 대단히 중요한 공적 기능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러

나 정당의 그러한 공적 기능을 지적하는 것이 공천이 반드시 사법심사의 대상

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여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느 행위가 정치적으로 아무리 민감하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것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고 어떠한 것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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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땅치 아니한 것인가? 이 문제는 한편으로는 행위의 성질, 경향, 사법권의 속

성 및 한계의 문제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판사의 사법적극주의․사법소극주의

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일의적으로 정의하기는 힘들지만 그

러나 첫째로는 정치부서인 국가기관의 행위를 중심으로 하여 논의되어야 한다

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이어서 

개인적으로 판사라도 거기에 끼여드는 것을 꺼려 할만한 성질의 것이라고 하더

라도 그것이 국가기관의 행위가 아니고 私人이 행한 행위인 경우에는 사법심사

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마땅한 통치행위 또는 정치행위라 하기 힘들다. 아무리 

공적 기능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정당의 공천행위는 어디까지나 사단

체(국민의 자발적 조직)의 행위임에 틀림없다. 통치행위 내지 정치문제의 이름

으로 사법심사에서 제외하고 있는 행위는 대체로 국가의 기본방향을 설정함과 

같은 국가기관이 행하는 국가적 차원의 정치적 결단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 것

이다.17) 그러한 국가적 차원의 정치적 결단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신임을 받은 

국회나 대통령이 행하는 것이 마땅하며 임명직으로 구성된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는 성질의 행위이어야 한다. 가령 그러한 행위에 대한 사

법적 판단이 반드시 불가능한 것은 아니더라도 그에 대한 사법심사가 정국의 

혼란이나 파국을 몰고 온다든지 사법심사를 행하더라도 그 결정의 집행이 불가

능하다든지 무시당하기 쉬운 성격의 행위인 경우에는 사법소극주의가 마땅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여러 변수의 고려나 작용에 의하여 통치행위 내지 정

치문제는 정의되며 또 실행되는 것이다.18)

이상의 논의에 비추어 보면 문제의 당총재에 의한 공천 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다만 이 사건의 결정은 왜 정

당의 공천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또는 어떠한 것이 사법심사의 대

상이 될 수 없는지의 설명이나 기준을 제시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17) 통치행위 내지 정치문제에 관한 국내학자의 定義를 보면, ｢국정의 기본방향이
나 국가적 차원의 정책결정을 대상으로 하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띤 집행부의 행위｣

(權寧星, 憲法學原論, 보정판, 788면); ｢국가적 이해에 직접 관계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행위｣(金哲洙, 憲法學槪論, 제13전정신판, 1210); ｢고도의 정치결단적 국정행
위｣(許營, 韓國憲法論, 신정10판, 서울: 박 사, 1998) 등으로 정의하고 있어, “고도의 
정치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의 행위”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에서는 차이
가 없다. 비교법적으로 보았을 때의 사법부 내지 헌법재판소의 관행이 또한 그러하다.

18) 崔大權, 憲法學講義, 증보판, 366-3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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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공천행위를 다투는 當事者適格의 문제

그러면 당 공천의 효력을 누가 다툴 수 있는가? 이 사건의 경우에서와 같이 

당 공천으로부터 탈락한 당 공천 신청자가 당사자적격을 갖는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당 공천에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기 때

문이다. 그러면 공천신청은 하지 아니하 지만 문제의 지구당 소속 당원의 자격

에서 당 공천의 효력을 다투는 당사자 적격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나아가 당
원이 아닌 일반 국민의 자격에서 당 공천의 효력을 다투는 당사자적격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이 두 문제는 기본권(헌법)의 제3자적 효력 槪念과 접한 관

련성을 가지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선 당원의 자격에서 당사자적격을 가지느냐의 문제는 당내민주주의의 문제

와 관련되어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내민주주의의 문제가 헌법 제8조 제2

항의 제3자적 효력의 문제라고 한다면 당원의 자격에서 가지는 당사자적격 여
부의 문제는 기본권(헌법)의 제3자적 효력의 문제도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당

원은 당원의 자격에서 공천을 포함하는 정당내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하여 동등

한 참여권, 발언권, 투표권 등을 가진다는 것은 당헌․당규의 문제로서 뿐만 아

니라 헌법 제8조 제2항의 효력에 의하여서도 가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당원

은 당헌․당규가 정한 절차 등 규정에 반하여 이루어진 당 공천의 효력을 다툴 

수 있을 뿐 아니라 당헌․당규가 정한 절차규정 등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지만 

당원총회나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하여 천거한 사람과 다른 사람에게 부여한 당

총재의 공천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당사자적격도 가진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당 공천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헌법이 규정한 당내민주주의의 원

리에 반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당원으로서 가지는 투표권 등의 침해를 문제삼

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의 자격에서 당 공천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느냐의 문제

는 일반 국민이 언론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언론접근권의 경우와 평행선을 긋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국민은 언론기관이 어떠한 언론을 싣느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의 공천 등 결정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론적으로 국민은 언론접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사자적격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권

리로서 실정화되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언론접근권을 가지는 경우(예컨대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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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 反論報道請求權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민

의 자격에서 당 공천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권리는 실정법으로 특히 규정한 

것이 아닌 한 국민의 자격에서는 구체적인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또 하나의 결정(공천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2000. 3. 24. 각하결정 2000카합549)은 이러한 법리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당원이 아닌 일반국민은 당 공천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당사자적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Ⅵ. 맺는말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개혁을 위한 가장 중요한 화두의 하나는 黨內民主主義

이고 다른 하나는 투명하고 깨끗한 政治資金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위에서 우

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쟁송을 통하여 제기된 당내민주주의의 원리에 근거하

여 법원이 내린 공천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을 출발점으로 하여 당내민주주의의 

몇 가지 헌법적 문제, 특히 당내민주주의의 문제가 헌법문제이냐, 그리고 이를 

쟁송의 방법을 통하여 다투어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당총재에 의한 공천의 관행은 위에서 지

적한 바와 같이 국민의 의사와 국가의사를 매개하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국가적 

기능을 수행하는 정당 자체는 그러나 가장 비민주적으로 조직되어 있다는 사실

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되고 있다. 사실 1987년을 전환점으로 하는 우리

나라의 민주화는 대통령을 민선으로 뽑는다든지 헌법재판소가 가동되고 있다는 

등의 巨視的인 민주적 기본질서의 틀에서의 그것이고 그리고 그 틀 안에서의 

微視的 세계의 민주화(사회 자체의 민주화라는 의미에서 社會的 民主化19)라고 

부르자)는 그 이래로 지금 사회 여러 부분에서 전개되어 오고 있다. 勞使政구도

의 등장이라든지 대학 총장의 선거에 의한 선출 제도라든지 여성의 성적 평등

을 담보하는 여러 장치(예컨대 남녀고용평등법)의 등장이나 평등의식의 신장 등

은 우리나라의 그러한 사회적 민주화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당은 

그 구조에 있어서 아직도 가장 심각한 비민주적 권력집중(즉 독재)의 모습을 드

러내고 있다. 그러한 만큼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미시적 민주화의 가장 큰 목

19) 崔大權, 憲法學講義, 증보판, 14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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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가운데 하나가 당내민주주의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인 것이다. 실정치, 지

역주의, 정치자금의 투명성의 결여, 법 집행의 형평성 결여 등 지금 우리나라가 

안고있는 정치적 부조리가 한결같이 우리나라 정당의 권력집중의 구조(즉 당내

민주주의의 결여)와 연관되어 있다는 현실인식과 함께 이론적으로 미시적 민주

주의의 결여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이 가능한 것이냐의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내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종국적으로는 국민(결국 당

원이 되는 국민)의 의식의 변화20) 등 다양한 요인이나 변수의 변화를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 소송을 통한 활발한 문제의 제기는 당내민주주의의 실현을 앞당

기는 아주 유력한 戰略․戰術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그

러한 의미에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이 결정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

각한다. 비록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이지만 첫째로는 우리나라의 당총재나 중앙당 
중심의 공천의 효력을 문제삼았다는 점, 둘째로 당내민주주의의 논거를 바탕으

로 하여 공천효력의 정지를 명하 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 일어난 역사

적 사건이라 할만하다. 결정문에서 “해당 당부 대의기관의 의사를 반 할 아무

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논거는 당내민주주의의 논거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당헌․당규로 스스로 규정한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공천

의 효력을 문제삼았다. 그러한 만큼 당헌․당규로 정한 절차를 존중하여 이루어
졌으나 그러나 당헌․당규에 따라 지구당대의원회의 천거를 받은 2인 가운데서

가 아니고 천거를 받지 못한 당원이 공천을 받았다고 하는 경우에 그러한 공천

20) 당내민주주의는 궁극적으로는 당당하게 黨費를 내며 당을 위한 自願奉仕도 서
슴치 아니하면서 적극적으로 당내 의사의 형성과 결정에 積極的으로 參與하는, 그리하
여 이렇게 모아진 정당의 의사와 결정이 선거에 의한 집권을 통하여 정부의 정책으로 

전환되는 것을 노리는, 그러한 당원으로 구성되는 정당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는 이루
어지지 아니한다고 생각된다. 정당법(제2조)에서 말하고 있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
란 당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당당히 행사하며 지는 이러한 당원으로 구성되는 정당

을 일컫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당은 대중정당이 아니라 名士政黨이라 할 수 있
다. 이는 정당 보스 중심의 정당이라는 말의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 그리고 당원이란 
정당 보스가 돈을 준다든지 하여 동원하는 당원의 집합에 불과한 것이 실정이다. 평당
원의 당비는 실제로는 당 보스들이 내어주고 있다. 선거 때 “조직관리”를 위하여 정치
자금이 한없이 들어간다는 말을 흔히 듣는다. 소위 조직관리란 돈을 뿌려 동원하는 조
직에 지나지 아니한다. 이러한 조직의 관리를 위하여 공식적으로 모금한 투명한 정치자
금만으로는 태부족하다고 이야기되고 있다. 이것이 음성적 정치자금이 우리나라 사회에
서 사라지지 아니하는 이유의 하나가 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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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력은 어떠할 것인가의 문제 및 공천에서 떨어진 2인 가운데 1인이 불복하

는 경우의 문제는 다루지 아니하 다. 이 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만약 정당법

(제29조)이 이러한 공천의 효력을 지지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면 문제의 정당법

(제29조) 자체가 헌법의 당내민주주의 조항(제8조 제2항)을 위배하는 위헌법률

조항일 수 있으며, 정당법(제29조)이 이처럼 위헌이라면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

이나 위헌법률심사의 청구를 통하여 그 위헌․무효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결
과로 공천의 효력은 이를 당연히 무효로 만들 수 있을 것임을 논증하 다. 당내

민주주의에 관한 헌법조항(제8조 제2항)은 정당법(제정)에 直接 適用되는 헌법

조항임은 물론이다. 말할 것도 없이 당내민주주의란 당원에 의한 多數決의 原理

와 少數 당원 保護의 原理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다수결의 원리와 소수자 보

호의 원리는 당원의 당 문제에 관한 평등한 참여권, 투표권, 발언권 등으로 이

루어져 있다. 그러한 만큼 당원이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사 청구의 당사자적
격을 가지는 것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은 국민의 자격에

서 이 문제를 헌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당사자적격을 가지지 아니한다는 점

도 지적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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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nstitution and In-Party Democracy

Dai-Kwon Choi
*

21)

In-party democracy has long been one of the persisting albeit dormant 

topics for political reforms in Korea. Political parties in Korea are usually a 

boss-dominating entity with his followers as party members. For the first time 

in Korea the validity of nomination granted by the party boss to a 

parliamentary aspirant in a constituency, a prevailing party practice, was put to 

test in a civil court trial, although it was in its form a temporary injunction 
case. The district court awarded the plaintiff a temporary relief that was 

sought after on the grounds that the nomination was firstly against the 

Constitutional provision (Article 8 Section 2) and Political Parties Act 

provision (Article 29) for in-party democracy and secondly against the regular 

constituency parliamentary nomination process and rules which the party's own 

charter and regulations provided (Seoul District Court's Nambu Branch Court 
Decision of March 24, 2000, 2000 Kahap 489). In the case, the nominated 

was not even a registered party member during the announced period of time 

when aspirants running for constituency party nomination were required to file 

their intention at the party. 

What if a constituency party nomination was granted by the party boss to a 
registered party member in disregard of recommendation made by the 

constituency party according to the rules on nomination process provided by 

the Party charter and regulations? The Party charter and regulations are so 

provided as to endorse the kind of constituency nomination made on the top. 

* Professor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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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not clear-cut, however, whether the Political Parties Act article 29 would 

validate such a nomination or not. The argument made here is that, if the 

Political Parties Act is interpreted to validate the kind of nomination made on 

the top regardless of the recommendation made at the bottom, the Act cannot 

be other than repugnant to the constitutional provision for in-party democracy 

(Constitution Article 8 Section) and the nomination is accordingly null-and 
void. And a constituency party member would be entitled to file a 

constitutional complaint at the Constitutional Court to challenge the validity of 

nomination made on the top on the ground that the Political Parties Act 

article 29 itself is unconstitutional in violation of the complainant's 

constitutional rights to public office.

In fact, party nomination is so essential in election process to public office 

today that denial of chance to party nomination to an aspirant for a public 

office would be tantamount to denial of his constitutional rights to public 

office. Therefore, a party member's right of a fair chance to get nominated in 

a constituency party according to in-party democratic procedure, that is, on the 

basis of the vote of constituency party members assembly or their 
representatives, is turned into a fundamental right that “cannot be neglected on 

the ground that it is not enumerated in the Constitution”(Constitution Article 

37 Section 1). In nomination of official candidates, at the same time, a 

political party is in fact no more than a public agency performing “state 

function” in public election process, in terms of the American constitutional 

jurisprudence (for example, Smith v. Allwright 321 U.S. 649 (1944); Terry v. 
Adams 345 U.S. 461 (19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