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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1�

우리 헌법은 과연 

‘방어적 민주주의’를 수용하였는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에 즈음해서

이종수� /� 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Ⅰ. 들어가는 말

  1988년에 설치된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여러 심판사항 가운데 지난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접수되지 않았고, 만일 구체적으로 사건화 된다면 사상의 자유 및 정
당의 자유가 전적으로 보장될 먼 훗날의 일로만 여겨왔던 정당해산심판이 최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부의 해산제소와 함께 현실화되었으며, 현재 헌법재판소에
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1) 이와 함께 여러 헌법학교과서에서 그동안 비교법적인 
강학상의 개념으로만 다루어져왔던 ‘방어적 민주주의’에2) 대한 관심 또한 커졌
다. 

 헌법 제8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해산제도와 관련해서 그간 ‘방어적 민주
주의’가 언급되어왔으나 학계에서 이에 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논의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3) 다만, 정당해산과 관련된 문헌들에서 간접적으로 방어적 민주주

* 이 발제문은 미완성의 원고인 까닭에 저자의 동의 없는 인용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1) 헌재 사건번호 2013헌다1. 2013. 11. 5.에 당해 사건이 헌재에 접수된 이후 2014. 6. 24. 현재까지 아홉 차례의 

구두변론이 진행되고 있다.

2) 이와 관련해서 독일에서는 ‘투쟁적 민주주의(streitbare Demokratie)’가 여전히 주로 통용되나, 국내에서는 ‘방어

적 민주주의(wehrhafte, abwehrbereite Demokraite)'로 주로 인용되고 있다. 특히 Maurer교수는 독일연방헌법

재판소 결정문과 문헌들에서 Streitbare' Demokratie와 Wehrhafte Demokrtie가 관련 용례로 주로 사용되지만,

헌법보호의 의도를 더 잘 표현하기에는 Abwehrbereite Demokratie가 보다 타당한 용례라고 주장한다. H.

Maurer, Staatsrecht, 1. Aufl, 1999, S. 78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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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 자주 언급되어왔다.4) 그리고서 어느 사이에 대부분의 관련 문헌들에서 우
리헌법이 ‘방어적 민주주의’를 수용·채택했음을 규범적 차원에서의 기정사실로 전
제되고 있다. 이로써 그간 우리 학계의 언저리에서 떠돌아다니던 ‘방어적 민주주
의’라는 실체 없는 유령이 어느새 현행 헌법전에서 깊숙한 안방을 차지해 버린 
셈이 되었다. 

 그러나 정당해산제도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방어적 민주주의인 것은 아닐 것
이다. 그리고 이로써 설령 우리헌법상 방어적 민주주의의 수용이 부인되더라도, 

정당해산제도가 헌법상 규범적으로 실존한다는 사실 자체는 명백할 진데, 과연 
어떤 논의의 실익이 있느냐는 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로써 현행헌법
상의 정당해산제도를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방어적 민주주의론에 근거한 정당화
시도 자체가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또한 과거에 방어적 민주주의에 근거했던 독
일연방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에서 확인된 법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에 일
정한 한계가 인식될 수 있다고 본다.5) 그리고 헌법 제8조 제4항을 헌법재판소의 
결정독점(Entscheidungsmonopol)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가운데 올곧이 헌법적대
적인 정당에 대한 예외적인 조항으로서 자리매김하고, 따라서 헌법 제8조 제4항
은 무엇보다도 정당의 존립특권이 보장되는 원칙적인 정당보호규범이기 때문에 
이로써 구체적으로 문제시되는 사안에서 정당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

3) 박규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투쟁적 민주주의의 원리”, 고시연구 제45권, 1977. 12., 124쪽 이하; 장영수(1),

방어적 민주주의,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84; 장영수(2), “방어적 민주주의의 이론”, 고시연구 92/9, 76쪽 이하;

장영수(3), “방어적 민주주의-독일에서의 방어적 민주주의이론의 형성과 발전-”, 한국공법학회 제18회 학술발표

회, 1991, 22쪽 이하; 이종수(1), 투쟁적 민주주의에 관한 비판적 연구-서독을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1989; 김민배, “지배이데올로기로서의 ‘전투적 민주주의’의 논리와 그 비판, 민주법학 4, 1990, 8쪽 이하; 권영

성, “방어적 민주주의”, 월간고시 93/9, 12쪽 이하; 오향미, “독일 기본법의 ‘방어적 민주주의’원리: 그 헌법이

론적 논거의 배경”, 의정연구 제17권 제2호(통권 제33호), 2011, 111쪽 이하.

4) 이성환 등, 정당해산심판제도에 관한 연구(헌법재판연구 제15권), 헌법재판소, 2004; 김문현, “정당해산심판에 

관한 소고”, 성균관법학 제19권 제2호, 2007, 박규환, “정당해산 심판기준에 관한 연구-해산기준 명확화를 위한 

기본권이론 도입에 관한 제언-”, 헌법학연구 제14권 제4호, 2008, 송석윤(1), “정당해산심판의 실체적 요건: 정

당해산심판제도의 좌표와 관련하여”, 법학 제51권 제1호(통권 제154호), 2010, 서울대 법학연구소, 27쪽 이하,

송석윤(2), “정당해산제도의 딜레마-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독일 민족민주당 사건을 중심으로-”, 세계헌법연구 

제16권 제3호, 2010, 59쪽 이하; 전광석, “정당해산심판에 대한 헌법적 및 정치적 이해”, 헌법판례연구 13, 집현

재, 2012, 133쪽 이하; 김종철, “민주공화국과 정당해산제도-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를 소재로-”, 공법학연구 

제15권 제1호, 2014, 35쪽 이하; 한상희, “통합진보다의 위헌정당해산청구와 헌법적 자유”, 경실련 토론회 “헌

법학자들이 보는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청구와 헌법적 자유” 자료집, 2013, 11. 차진아, “통합진보다의 위헌

정당해산청구와 헌법적 자유”, 경실련 토론회 “헌법학자들이 보는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청구와 헌법적 자

유” 자료집, 2013, 11.; 이상경, “방어적 민주주의와 위헌정당 해산심판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과사회이론

학회 2014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79쪽 이하 참조.

5) 우리헌법상 방어적 민주주의의 수용을 전제하더라도 이와 유사한 입장이 개진된다. 이성환 등, 앞의 책, 146쪽;

송석윤(2), 앞의 글, 84쪽 이하; 김종철, 앞의 글, 41쪽 참조.



정당해산제도와 한국의 민주주의 7

로 헌법재판소의 재량 여지는 더욱 축소되며, 해당 해산조항을 보다 엄격하게 해
석·적용할 것이 강제될 것이기 때문에 논의의 실익은 나름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아래 글은 이 같은 의문에 대해 나름의 답을 궁리하기 위한 반성적 
시론인 셈이다.6) 

II.‘방어적 민주주의’의 형성과 전개

1. 독일에서 방어적 민주주의의 형성과 도입

   주지하듯이 방어적 민주주의는 비극적인 독일 현대사의 산물이다. 즉 바이마
르헌법의 헌정질서 하에서 합법적인 수단으로써7) 마침내 권력 장악에 성공한 히
틀러의 나치세력이 이후 헌법을 무력화하고 그리고 이른바 ‘불법국가
(Unrechtsstaat)’로 전락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의 참상과 패망을 가져온 독일 헌
정사의 쓰라린 경험에 따른 반성적 대응이 바로 방어적 민주주의로 나타났으며, 

6) 여기서 ‘반성적’이라는 표현은 약 25년 전에 필자가 작성한 관련 석사학위논문에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밝히지 

못한 데에 따른 것이다. 이종수(1), 앞의 글 참조.

7) 바이마르공화국의 체제불안정은 제1차 세계대전의 패배와 함께 과도한 전쟁배상금의 부담과 경제대공황 등에 

따른 사회·경제적 요인에 무엇보다도 기인하지만, 1919년부터 1930년까지에 있었던 도합 16 차례의 정부교체

가 증명하듯이 이는 극도의 정치적 불안정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가운데 공화국의 성립 초기부터 많은 국민들

은 공화국을 진정한 국가로 인정하지 않은 채 구 제국에 대한 동경심이 깊어갔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930

년에 치러진 총선에서 나치(국가사회주의)당은 이전의 12석에서 107석을 확보하여 원내 제2정당으로 발돋움했

고, 1932년에 나치당은 독일의회 608석의 전체 의석가운데 230석을 차지하여 최대정당이 되었다. 나치세력의 

방화로 의심되는 제국의사당 방화사건이 있고서 1933년 2월 28일에 ‘민족과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명령’

이 공포되었으며, 이는 분명히 위헌적인 명령이지만 어쨌든 이로써 나치세력의 테러는 합법화되고 최후의 제

약마저 상실해 버렸다. 그리고 이후 히틀러의 권력 장악과 함께 1933년 3월 23일에 ‘민족과 국가의 위기를 극

복하기 위한 헌법개정 수권법(Ermächtigungsgesetz)’이 제정되었으며, 이와 함께 취해진 첫 번째 조치가 유대

인과 공산주의자에 대한 공격이었고, 두 번째 조치가 복수정당제의 폐지 및 모든 정당의 해산 또는 금지와 그 

재산 몰수였다. 이후 제국개조법(Neuaufbaugesetz)을 통해 연방국가제가 폐지되고, ‘직업공무원제도재건법’을 

통해 ‘공무원은 전체의 봉사자이지 특정 정당의 봉사자가 아니다.“는 바이마르헌법 제130조 제1항이 무력화되

었고, 사법부의 독립성이 박탈된 채로 특별법원인 인민재판소(Volksgerichtshof)가 설치되었다. Vgl. C.-F.

Menger, Deutsche Verfassungsgeschichte der Neuzeit, 7. Aufl. C. F. Müller, 1990, Rdnr. 371 ff. 바이마르 헌

정 당시의 상황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는 백경남, 바이마르공화국-서구 민주주의 실험의 비극-, 종로서적, 198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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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로써 정당화되어왔다. 이러한 가운데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가 없다.”는 
생 쥐스트의 테제가 적극 인용되어 왔다.8)

 바이마르 헌정에서의 민주주의는 가치상대주의에 입각해서 이해되었고, 그것
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바이마르헌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무제한한 헌법 개정의 
가능성에 놓여 있었다.9) 당시에 칼 슈미트는 이 제76조가 ‘무차별적으로 무엇으
로든 그 내용적 변경이 가능한 헌법개정절차’로서 바이마르헌법으로부터 모든 정
치적 실체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10) 그리고 ‘합법성을 스스로 제거하는 
길’로 나아가는 헌법의 이 같은 가치중립적 해석은 ‘자살로 이르는 중립성’임을 
경고하면서, 모든 헌법은 개정될 수 없는 헌법시스템으로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제거될 수 없는 ‘기본적인 원칙’들을 파악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11) 

 이와 함께 칼 뢰벤슈타인 역시 일찍이 그 위험성을 인식하면서 급진주의적인 
세력들로부터 위협되는 국가는 ‘자기보존의 의무’를 위해 결단해야 하고, 강령과 
활동을 통해 의회주의를 파괴하고자 하는 정당들에게 의회주의가 이용당하는 것
을 차단시켜야 한다고 경고했다.12) 그는 이후 미국에서의 망명생활 중에 파시즘
이 더 이상 몇몇 나라들에서의 고립된 현상이 아니라 점점 보편화된 운동이 되어
가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에서 민주적 시스템의 기본적 권리들이 민주주의를 파
괴하기 위해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제는 민주주의가 스스로 ‘전투적
(militant)’이어야 하고, 민주주주의 권력을 보장하고 유지하기 위한 기술을 발
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13) 

8) 그러나 기본법상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는 그 본질상 모든 정치적 지향성과 집단들에 개방적이기 때문

에 이 테제는 현실의 문제 상황을 단지 은폐하는 슬로건에 불과하다고 비판된다. H. Maurer, Das Verbot

politischer Parteien, in: AöR 96(1971), S. 215; G. Dürig, in: Maunz/Dürig/Herzog, Grundgesetz, Art. 18,

Rdnr. 6 참조. 여기서 뒤리히 교수는 그것이  ‘조악한 슬로건(schlechter Slogan)'임을 조심스럽게 지적한다. 참

고로 생 쥐스트(Saint Just: 1767-1794)는 프랑스 시민혁명의 와중에 로베스피에르(Robespierre)와 함께 쟈코뱅 

당원이자 국민공회의 일원으로서 당시의 공포정치를 주도했으나, 이들 역시 추후 재판도 없이 자신들이 만든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져갔다.

9) 바이마르헌법 제76조 제1항 - “헌법은 법률로써 개정될 수 있다. 다만 헌법개정을 위한 제국의회의 의결은 법

률에 정한 정수의 2/3 이상의 의원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헌법개정을 위한 제국 참의

원의 의결도 투표수 2/3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국민투표로써 헌법개정을 결정하

는 경우에 있어서는 유권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요한다.”

10) C. Schmitt, Die Hüter der Verfassung, 1931, S. 113.

11) C. Schmitt, Legalität und Legitimität, 1932, S. 49 f.

12) K. Loewenstein, Diskussionsbeitrag, in: VVDStRL 7(1932), S. 192 f.

13) K. Loewenstein, Militant Democracy and Fundamental Right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31 (1937),

pp. 417, 423, 430. 여기서 그는 반민주적인 운동에 대항해서 일반형법의 일관된 적용, 결사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의 제한, 헌법적대적인 정당의 금지, 공직취임으로부터의 배제, 국적박탈을 주장하면서 또한 이 같은 과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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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로 독일에서 영국으로 망명한 사회학자인 칼 만하임 또한 독재의 형
식이든 아니면 상당히 독재적 권력이 강화되었든 간에 어쨌든 ‘계획사회’로 나아
가는 과도기에 놓여있는 현대의 대중사회가 민주적 통제 하에 종속된 새로운 유
형의 정부형태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면서, 독재와 자유방임적인 자유주의 사이
에서의 이른바 ‘제3의 길’로서 사회형성을 위해 합의된 법적 방법과 일반기속적인 
민주적 가치를 예방적으로 지키기 위해 ‘투쟁적 민주주의(streitbare 

Demokratie)’를 요구했다.14)

 그러나 당시에도 한스 켈젠은 민주주의에서는 민주주의의 무력화를 꾀하는 운
동을 수인하는 것에 스스로 충실해야 하고, 이 세력에게도 여느 다른 정치신조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동등한 발전의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수했다. 

즉 한 국가는 민주주의이기를 포기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를 구출하기 위해 다수
의 의지에 반해서까지 이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15)16)

 바이마르공화국의 몰락과 제2차 세계대전 패망 이후 1949년 서독 기본법
(Grundgesetz)의 제정과정에서 특히 사회 내 민주주의의 허약한 착종(着種) 등의 
다양한 원인분석이 행해지면서 어떠한 헌법적 보호수단으로도 헌법의 적들에 의
한 ‘합법적인 권력 장악’을 저지할 수 없다는 경험과 인식이 보편적으로 공유되었
다. 이러한 가운데 새로운 민주주의를 그 반대자와 적들로부터 효과적으로 방어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강구되어온 여러 헌법보호수단이 새로이 규범화되었다.17) 

을 특별하게 설치되는 정치경찰에 위임하고, 경찰, 군대, 공무원에게 정치적 자제와 특별한 충실의무가 요구되

는 특별한 요청을 부가할 것을 주장했다.

14) K. Mannheimm, Diagnose unserer Zeit, 1951, S. 9 ff.

15) H. Kelsen, Verteidigung der Demokratie, 1932, in: Demokratie und Sozialismus, Ausgewählte Aufsätze,

1967, S. 60, 68; H, Kelsen, Vom Wesen und Wert der Demokratie, 2. Aufl. 1929, S. 53 ff.

16) 이 논의에 덧붙여서 Kelsen은 특히 1953년 미국에서의 망명 중에 다음과 같은 의미 있는 글을 남겼다. “민주

주의가 만일 올바른 국가형식이라면, 그것이 자유를 뜻하기 때문일 것이다. 즉 자유는 관용을 의미한다. 그러

나 반민주적인 책동에 대항해야 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관용적일 수가 있겠는가? 반민주적인 세계관을 평화롭

게 표현하는 정도라면 억압되어서는 아니 된다. ... 민주정부에게는 폭력으로써 자신을 폐제하려는 시도에 대응

해서 권력을 동원하여 이를 억누르고, 적합한 수단으로써 이를 저지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모든 시민의 권리

이기도 하다. 이러한 권리의 행사는 민주주의원칙에도 그리고 관용원칙에도 모순되지 않는다. 특정 이념의 확

산과 혁명적인 전복의 준비 사이에서 분명한 경계선을 긋는 일이 어렵기는 하다. 그러나 이 같은 경계선을 발

견하는 가능성에 바로 민주주의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달려있다. 물론 이러한 경계지움 자체에 

어느 정도의 위험이 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고 명예이다. 만

일 이러한 위험이 존재할 수 없는 민주주의라면, 이는 방어할 가치조차 없는 것이다.” H. Kelsen, Was ist

Gerechtigkeit, 1953, S. 42.

17) 독일기본법 제정과정에서 이 쟁점을 두고서 전개된 논의와 관련해서는 JöR N.F. 1(1951), S. 81, 89, 92, 172,

174, 203, 207, 586 참조. 헌법기초위원회(Konvent)에서의 논의에 관하여는 Säcker, DÖV 1998, S. 784, 789, 792

참조. 바이마르적 경험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투쟁적 민주주의에 관하여는 BVerfGE 2, 1, 11; 5, 85, 136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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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바이마르헌정의 비극적인 전철을 더 이상 답습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알
레만(F. R. Allemann)이 행한 유명한 표현대로 “본(Bonn)은 이제 바이마르
(Weimar)가 아니다.”가 마치 슬로건처럼 여러 곳곳에서 회자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Bonn기본법에서 수용된 방어적 민주주의가 내용적으로 가치
결합적인 것인 반면에 바이마르헌법은 단지 형식적이고 가치중립적인 민주주의에 
근거했다고 하는 현재의 통용되는 테제가 반드시 타당하지만은 않다는 반론도 일
각에서 강하게 제기되어왔다. 왜냐하면 바이마르헌법 역시 오늘날의 자유롭고 민
주적인 기본질서에 상응하는 원칙들을 본질적으로 인식하였으며, 또한 제48조 제
2항에18) 근거해서 헌법적대적인 단체와 정당에 대한 해산조치 등 나름 방어적인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현재 독일의 민주주의가 바이마르헌정 하의 민주주의와는 
달리 ‘방어적’, ‘전투적’, ‘투쟁적’이라는 테제의 적용에 보다 신중을 기할 것이 
주장되었다.19) 

2. 독일에서 방어적 민주주의의 제도화

   전후 독일에서 방어적 민주주의는 기본법상의 헌법보호와 관련해서 주로 헌법
개정금지조항, 기본권실효제도 및 정당해산제도 둥으로 구체적으로 제도화되었다
고 이해된다. 그리고 방어적 민주주의의 배후에 놓여있는 중심개념인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는 이후 1970년대에 접어들어서 공직임용절차와 관련해서 헌
법충실원칙(Verfassungstreue)이20) 새로이 동원되는 가운데 여러 헌법적대적인 

F.-K. Fromme, Von der Weimarer Verfassung zum Bonner Grundgesetz, 1960, s. 164 ff; Scherb, Präventiver

Demokratieschutz als Problem der Verfassungsgebung nach 1945, 1987, S. 186 ff. 참조.

18) 바이마르헌법 제48조 제2항 - “독일 내에서 공공의 안녕질서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장애가 발생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국대통령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병력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은 제114조(인신권), 제115조(주거의 자유), 제117조(서신 및 통신의 

비밀과 자유), 제118조(표현의 자유), 제123조(집회의 자유), 제124조(결사의 자유) 및 제153조(재산권)에 정한 

기본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실제 이 규정에 근거한 법규명령에 따라서  1932년

에 전체 독일영역에서 KPD(독일공산당)과 NSDAP(나치당)이 해산되었고, 1922년에 제정된 공화국보호법과 결

사법에서 정당을 포함한 헌법적대적인 단체에 대한 해산 등의 개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

로써 공화국보호법에 근거해서 당시 프로이센에서만 1922년부터 1929년 사이에 약 30개의 정당과 정치단체가 

해산되거나 금지되었다.

19) H. Maurer, 앞의 글, S. 207 (Fn. 15).

20) 일반시민들, 시민단체들과 정당들에게도 일종의 불완전한 법이자 헌법적 요청으로서 헌법충실이 요구되지만,

공무원에게는 법상 의무로 주어지는 헌법충실은 독일 기본법상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직업공무원제

도의 전통적인 원칙들을 원용하는 기본법 제33조 제5항으로부터 도출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보다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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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력들로부터 민주적 헌법의 기능적합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치 그 안에서 모든 
헌법적대적인 시도들이 소멸되고야 마는 일종의 ‘魔의 버뮤다-삼각지역’을 형성해
왔다.21)

 

1)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

   전후 서독 기본법에서 방어적 민주주의와는 ‘동전의 양면적 관계’에22) 놓여있
는 것이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개념인데,23) 이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보호법익이기도 하다. 기본
법상의 이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는 기존의 가치상대주의나 가치중립성을 
벗어난 가치결합적인 민주주의를 징표하는 핵심개념이다. 즉 기본법은 이제 특정
한 핵심적인 기본질서(Grundordnung)를 파악하는데, 이는 자유(Freiheit)와 민주
주의(Demokratie)에 입각한 기본질서이고, 이러한 기본질서를 폐제하고자 시도하
는 헌법의 적들(Feinde der Verfassung)에게는 이를 위해 악용되는 특정한 기본
권적인 자유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헌법제정자의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되
어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는 단지 이데올로기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되고, 예컨대 자유주의(Liberalism)의 기본질서와 동일시되거
나 축소되어서도 아니 됨이 강조된다.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는 이로써 오
히려 전체주의적 체제와 구분 짓는 가운데 反전체주의 내지 反독재 테제에 근거
한 자유로운 민주주의를 위한 원칙적인 결단으로서 이해됨이 마땅하다.24) 무엇
보다도 이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는 공산주의자들과 나치주의자들이 공히 
하게는 이종수(2), 앞의 글, 89쪽 이하 참조.

21) J.-S. Lee, Verfassungstreue, 1999, S. 3.

22) J. Lameyer, Streitbare Demokratie, 1978, passim; C. Gusy, Die 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 in

der Rechtsprech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in: AöR 105 (1980), S. 279; E. Bulla, Die Lehre von der

streitbaren Demokratie -Versuch einer kritischen Analyse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r

Rechtsprech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in: AöR 98 (1973), S. 341.

23) 서독 기본법 제정을 위한 이른바 ‘헤렌힘제 헌법기초위원회(Herrenchiemsee Verfassungskonvent)’에서는 ‘자

유적(freiheitlich)’과 ‘민주적(demokratisch)’이라는 수식어를 기본질서(Grundordnung)와 결합하기 위해 여

러 다양한 논의가 행해졌다고 한다. E. Lankenau, Die 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gordnung im Sinne

des Grundgesetzes und ihre rechtliche Wirksamkeit, D. 14; W. O. Schmitt, in: DÖV 1965, S. 435; W.

Schmitt Glaeser, Mißbrauch und Verwirkung von Grundrechten im politischen Meinungskampf, 1968, S. 35.

24) J.-S. Lee, 앞의 책, S.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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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마르공화국의 몰락에 기여했다는 기본인식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즉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는 바로 독재에 대한 대항모델로서, 이로써 자유로운 발언과 
행동의 여지가 양적으로 확대된다면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는 전적으로 실
현되지 않는다고 경고된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와 법치국가는 분리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것들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 속에서 결합되어 있다. 따라서 진정
한 민주주의는 필연적으로 자유로운 법치국가적 민주주의이다.25)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를 단지 反공산주의적인 성격으로만 규정하고자 
했던 당시 독일 연방정부의 시도는 이후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서 거부되었고, 

연방헌법재판소는 反전체주의 테제 위에 서있음을 분명히 했다.26) 연방헌법재판
소는 SRP해산결정에서 “모든 권력적 그리고 자의적 지배가 배제되는 가운데 다수
의 의사와 자유 및 평등에 근거한 국민의 자기결정에 기초한 법치국가적인 통치 
질서”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을 거부하는 독점적인 지배 권력인 전
체주의국가의 대립물”이 바로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임을 밝히면서,27) 이러
한 질서의 기본원칙들에 적어도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고 예시한다. 즉 기
본법에서 구체화된 인권의 존중, 특히 생명권과 인격권, 국민주권원리, 권력분
립, 정부의 책임성, 행정의 법률적합성, 법원의 독립성, 다수결원리, 모든 정당
들의 기회균등, 야당의 합헌적 결성과 권리행사“가 그것이다.28) 그리고 방어적 
민주주의는 KPD해산결정에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 처음으로 “자유롭고 민
주적인 기본질서의 한계문제의 해결을 위한 의도적인 헌법 정책적 의지의 표현”
으로 각인되었다.29)30)

 이러한 가운데 기본법상의 방어적 민주주의는 아래로부터 뿐만 아니라 무엇보
다도 위로부터의 모든 헌법 적대적 시도로부터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를 중
심개념으로 파악하는 헌법의 내적 기능적합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사고에 기초하
고 있음이 분명해졌다.31) 특히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를 현실적으로 위협

25) H. Maurer, 앞의 글, S. 214.

26) BVerfGE 5, 85 (137 f.).

27) BVerfGE 2, 1(Leitsatz 2), 12 f.

28) BVerfGE 2, 1(Leitsatz 2), 12 f.

29) BVerfGE 5, 85(139).

30) 우리 헌법재판소도 일찍이 설치 초기부터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상의 규정에서 나타나는 ‘자유민
주적 기본질서’와 관련해서 간접적으로 그 개념 정의를 시도하였다. 그 내용은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관련 사
건의 결정문에서 밝힌 것과 거의 유사하다. 즉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 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평
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체재를 파괴·변혁시키려는 것이다.” 헌재 1990. 4. 2. 90헌가113, 판례집 2, 49,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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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주된 그리고 잠재적인 주체는 과거 나치집권세력에 의한 바이마르헌법의 침
탈에서 확인되었듯이 무엇보다도 ‘위로부터의’ 국가권력이다. 그러나 정당해산제
도가 그 요건 상으로 정부의 제소행위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헌법적대적인 집권
정당과 집권세력에 대해서는 결국 無用之物인 셈이고, 설령 헌법 적대적이라 하
더라도 사실상 그 위험성이 미약한 군소정당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모순적인 상황
이 초래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무엇보다도 국가기구 시스템 안에 공
직남용과 권력남용에 대응하는 일련의 보장 장치, 즉 개별 국가조직 내부의 통제
메커니즘, 이른바 ‘기관 내 통제장치’를 스스로 마련해야한다는 사실이 함께 강조
되었다.32) 그리고 정당해산과 관련된 추가적인 대응 내지 통제장치는 해산제소
권과 해산심판권을 각각 연방정부와 연방헌법재판소에로 분리하고서 해산결정을 
연방헌법재판소의 독점적인 결정사항으로 유보한 것이다. 

2) 헌법개정금지조항

   어떠한 내용으로든지 간에 헌법 개정이 가능했던 바이마르헌법 제76조와는 달
리 기본법제정자가 가치 결합적 민주주의를 위해 선택한 가장 중요한 결단은 기
본법 제79조 제3항에서 확인하고 있는 헌법개정금지조항의 도입이다.33) 여기에
는 지난 1933. 3. 24.에 제정된 나치의 수권법을 통해 확인되듯이 혁명적인 反민
주적 세력에 의한 헌법의 합법적 무력화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려는, 즉 헌법개정
세력으로부터 헌법의 실체적 동일성을 지켜내려는 헌법제정자의 의지가 담겨있
다. 이러한 의미에서 방어적 민주주의는 특히 위로부터, 즉 국가 자체로부터 행
해지는 위협에 대항해서 기본법 제79조 제3항에서 보장되는 가장 중요한 여러 가
치를 방어하기 위한 기본법상의 보호메커니즘을 위한 집합개념임이 강조된다.34) 

3) 기본권실효(상실)제도

31) K. Hesse, Grundzüge des Verfassung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20. Aufl. 1999, Rdnr. 691.

32) K. Loewenstein, Verfassungslehre, 2. Aufl., 1969, S. 167 ff.

33) 기본법 제79조 제3항 - “연방을 각 주(州)로 분할하여 편성하는 것, 입법에 있어서 연방주(州)들의 원칙적인 

협력 또는 제1조(*인간존엄의 보호 등)와 제20조(*민주적·사회적 연방국가성 등)에 규정된 원칙들에 저촉되는 

기본법 개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34) H.-J. Papier/W. Durner, Streitbare Demokratie, AöR 128 (2003), S.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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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법 제18조에서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에 반하여 투쟁하기 위해 특
정 기본권이 악용되는 경우에 해당인의 여러 기본권이35) 실효되도록 정하고 있
다. 이 기본권실효제도는 정당해산과는 달리 기본권주체인 개인으로서 등장하는 
헌법의 적에 대항하는 헌법보호수단이다. 이로써 해당자에게는 단지 특별한 범주
의 여러 정치적 기본권이 일정 기간 동안에 실효 내지 상실될 뿐이지 아무런 법
적 보호가 없지 않으며, 기타의 기본권 행사는 여전히 유보된다. 이러한 의미에
서 기본법상의 방어적 민주주의는 적-동지의 이분법에 따른 헌법의 적에 대한 실
존적 권리박탈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자기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치로서 
정당화된다.36) 

 또한 그것의 잠재적인 남용가능성을 고려해서 기본권실효결정은 전적으로 연
방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으로 유보되어있다. 독일에서 지금까지 기본권실효를 위
한 네 건의 청구가 있었으나 절차진행 중에 연방정부의 불성실한 대응이 문제시
되는 가운데 모두 각하되었다.37) 이와 관련해서 기본권실효결정과 결부된 법적 
효과에 대한 불명확한 규정 등을 이유로 이 제도는 무엇보다도 기본권의 誤用에 
대한 상징적·경고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된다.38)

4) 정당해산(금지)제도

 기본법 제21조 제2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이 자유롭고 민주
적인 기본질서를 침해 내지 폐제하려 하거나 또는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을 위협
한다면, 헌법에 위반된다. 정당의 위헌 여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연방헌법재판소
가 결정한다.”며 정당금지제도를 규범화하고 있다. 그리고 해산결정을 연방헌법
재판소의 전속적인 심판사항으로 정한 데에서 확인되듯이 정당해산을 위해서는 

35) 모든 기본권이 실효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본법 제18조에서는 실효가능한 기본권으로서 표현의 자유, 특

히 언론의 자유, 교수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서신 및 통신의 비밀, 재산권, 망명권을 한정적으로 열거

하고 있다.

36) H.-J. Papier/W. Durner, 앞의 글, S. 349.

37) 1952년에 사회주의제국당(SRP) 부당수인 Otto Ernst Remer에 대해, 1974년에 ‘독일민족신문(Deutsche

Nationalzeitung)' 의 발행인이자 편집인인 Gerhard Frey 박사에 대해, 1992년에 극우주의자인 Thomas Dienel

과 Heinz Reisz에 대해 각각 기본권실효신청이 있었지만 성공적이지 못했다. 이들 사건과 관련해서 연방헌법

재판소가 자료제출을 추가로 요구했으나, 당시 연방정부가 이에 응하지 않았으며,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정부

가 소송을 계속 진행할 의사가 명백하게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M. Morlok, Parteiverbot als

Verfassungsschutz-Ein unauflösbarer Widerspruch?, NJW 2001, S. 2936.

38) H.-J. Papier/W. Durner, 앞의 글, S. 350; M. Morlok, 앞의 글, S. 2936.



정당해산제도와 한국의 민주주의 15

보다 강화된 엄격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본법 제21

조 제2항은 한편으로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규범화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행정
처분에 의해서 해산될 수 있는 여느 일반단체들에 대비해서 이른바 ‘정당의 존립
상 특권’을 근거지우는 정당보호규범임이 강조되어왔다. 이로써 기본법 제21조 
제2항은 한편으로는 헌법적대적인 정당의 축출을 요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합헌적인 정당의 보호에 기여하는 이중적 기능을 갖는다.39) 

 특히 기본법 제21조 제2항은 추상적으로 국가가 아니라, 전적으로 구체적으로 
현행 헌법하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국가성을 보호한다. 국가의 실존이 위협되고, 

따라서 특정 정당에 대한 해산이나 기타의 조치가 요구된다는 핑계로 誤用되어서
는 아니 된다는 사실이 강조된다.40)

 지금까지 연방헌법재판소에 도합 다섯 차례의 정당해산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52년에 SRP(사회주의제국당), 1956년에 KPD(서독공산당)에 대해 두 번의 해산
결정이 있었다. SRP에 대해서는 나치사상과의 연관성이 명백했기 때문에41) 별다
른 어려움이 없이 사건이 접수되고서 반년 내에 비교적 빨리 해산결정이 행해졌
지만, KPD에 대한 해산결정은 심리가 있고서도 여전히 선고결정이 지체되는 가운
데 당시 연방정부의 상당한 정치적 압박이 있은 후에 사건이 접수되고서 5년 만
에 비로소 선고결정이 행해졌다.42) 

39) H. Maurer, 앞의 글, S. 236.

40) H. Maurer, 앞의 글, S. 210.

41) 기본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해산제도는 본래 나치즘의 맹아를 없애기 위해 도입되었고, SRP는 인적으로 나치

당(NSDAP)의 후속정당임이 밝혀졌으며, 조직구조에서도 적어도 당고위직에 있어서는 나치의 지도자원리에 근

거하였으며, 이로써 요청되는 당내민주주의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SRP는 특히 이전의 나치즘에 입

각한 이념 공동체 속에서 명백하게 이전의 나치적 사고를 모방하려고 시도했다고 보았다. BVerfGE 2, 1 (70)

= NJW 1952, S. 1407. SRP해산결정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이성환 등, 앞의 책, 42쪽 이하 참조.

42) H.-J. Papier/W. Durner, 앞의 글, S. 350. 1952년 1월에 독일연방헌법재판소법 제45조에 따른 사전절차가 있

은 후에 당국의 수색을 통해 방대한 자료가 압수되었다. 구두변론에는 그다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이 

와중에 1954년 가을에 연방헌법재판소 소장은 당시 연방수상인 아데나워에게 소송을 계속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의했다. 아데나워 연방수상은 이 같은 질의를 연방정부가 소송을 취하할 것을 권유하는 연방헌법재판소의 

도발로 이해했다고 한다. 소가 취하되지 않은 채 1954년 11월에 구두변론이 재개되었고, 여기서는 KPD 강령

과 그것의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세계관에 입각한 토대를 입증하는 데에 집중되었다. 51일에 걸친 구두변론이 

1955년 7월 14일에 종료되었고, 이후 1년이 지나고서도 같은 연방헌법재판소 제1원의 반대에 직면해서 선고결

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1956년 8월 17일에 비로소 KPD의 정당역사부터 장황하게 소개하면서 무려 300쪽이 

넘는 방대한 결정문이 연방헌법재판소 공보에 게재되었다. 결정문의 이유부분에서는 향후의 독일통일 시에 당

연히 KPD가 포함되는 전체 독일인들의 자유로운 선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KPD에 대한 정당해산이 기본법상

의 통일요청에 반하지 않는지 여부가 다루어졌는데, 연방헌법재판소는 KPD에 대한 정당해산이 독일의 통일에 

대해 법적인 장애도 그리고 극복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도 아니라면서 해당 이의제기를 기각했다. 기본법 

제21조 제2항의 심사기준과 관련해서는 이전 SRP해산결정에서의 법리를 발전시켰고, 이러한 가운데 KPD의 

일반적 강령과 현실적인 정당목적을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배경 속에서 평가했다. 또한 KPD측으로부터 유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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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결정에는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독재를 주장하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KPD
가 강령상 채택한 것이 결정적인 이유였다. 연방헌법재판소는 해산요건과 관련해
서 단순한 거부를 넘어서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에 반하는 적극적으로 투
쟁적이고, 공격적인 행위”, 즉 이로써 정당이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의 기
능을 계획적으로 침해하려 하거나, 폐제하려고 시도할 것”을 요구했다.43) 실체적 
해산요건과 관련한 연방헌법재판소의 이 같은 입장이 있고서 이후 학계에서 찬반
의 뜨거운 논쟁이 뒤따랐고, 일각에서는 기본법 제21조를 보다 엄격하게 해석해
야 하고, ‘객관적 위험성’, ‘구체적 위험성’ 또는 ‘구체적인 예비행위’ 등의 불문
의 구성요건적 표지가 추가될 것이 주장되었다.44) 

 정당해산을 위한 강화된 요건 등으로 인해 이후 40년 동안 더 이상의 해산청
구가 없었다가 지난 90년대에 접어들어서 1993년에 함부르크주의회가 National 
Liste에 대해45) 그리고 연방정부와 연방참사원이 자유독일노동자당
(Freiheitliche Deutsche Arbeiterpartei)에 대해 정당해산을 연방헌법재판소에 
청구했으나 이들 두 단체가 헌법과 정당법상의 정당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산청구
는 모두 각하되었다. 2001년에 NPD(독일민족민주당)에 대해 청구된 정당해산심판
은 해당 정당 내에 정보원(V-Leute)의46) 불법적인 투입을 둘러싸고서 처음부터 
논란적이었는데, 사건의 심리를 맡았던 연방헌법재판소 제2원은 2003. 3. 18.에 
결정을 통해 심판종료선언을 행했다.47) 이 같은 불법적인 정보원의 투입으로 인
해 법치주의에 따른 최소한의 요청이 훼손되었으며, 이로써 치유될 수 없는 소송

권위원회에 제기된 소원은 기각되었다. M. Morlok, 앞의 글, S. 2934 f. KPD해산결정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

용은 이성환 등, 앞의 책, 47쪽 이하 참조.

43) BVerfGE 5, 85 (141). KPD에 대한 독일연방정부의 해산제소는 당시 한국전쟁이 진행 중이고 동-서간 갈등과 

대립이 가장 첨예화되었던 시기인 1951년 가을에 있었다. 따라서 독일정부의 해산제도에 따른 연방헌법재판소

의 KPD해산심판은 법적인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시대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함께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된다.

M. Morlok, 앞의 글, S. 2934.

44) Groh, Der NPD-Verbotsantrag-eine Reanimation der streitbaren Demokratie?, ZRP 2000, S. 504 f;

Henkel/Lembcke, KJ 2001, S. 18 ff.; v. Münch, Der "Aufstand der Anständigen", in: NJW 2001, S. 728 ff.;

Morlok, in: Dreier (Fn. 55), Bd. 2, 1998, Art. 21 Rdnr. 142.

45) BVerfGE 91, 276=NVwZ 1996, 54. 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송석윤(2), 앞의 글, 84쪽 이하 참조.

46) 주로 조직범죄의 단속을 위해 동원되는 이들 정보원을 과거에는 ‘Vigilant(경찰의 밀정)’로 불렀으나, 이후에도 

용어가 계속 유지되는 가운데 ‘V-Mann’ 또는 ‘V-Männer’로 약칭으로 불리다가, 여성인 밀정도 가능하기 때문

에 다시 성중립적인 단어인 ‘V-Leute’ 내지 ‘V-Personen’이 채택되었다고 한다. 최근에는 ‘under-cover-agents’

를 영어로 바로 쓰기도 한다. 당시 법치국가원칙과 관련해서 V-Person과 agents provocateurs로부터 비롯되는 

법적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이를 집중적으로 다룬 관련 문헌으로는 von K. Lüdern(Hrsg.), V-Leute-Die Fall

im Recht, suhrkamp, 1985 참조.

47) BVerfGE 91,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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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7인 가운데 3인이 판단했기 때문
이다. 

 그리고 1956년에 KPD가 해산된 연후에 정당 명칭에서 단어의 순서만 바뀐 채
로 DKP(서독공산당)가 1968년에 설립되었다. 이와 함께 DKP가 헌법상 금지되는 
KPD의 대체정당인지의 여부가 논란되었는데, 당시 CDU/CSU)(기민당/기사연)/SPD

(사민당)의 대연정으로 구성되었던 연방정부는 DKP가 해산된 KPD의 재창당의 길
을 답습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는 독자적인 정당의 새로운 창설이라고 결론
지었다. 이러한 새로운 정당의 결성이 가능했던 데에는 DKP를 대체정당으로 간주
하지 않으려는 연방정부의 암묵적인 수인과 승인 그리고 특히 DKP의 구성원들을 
공직으로부터 배척하는 이른바 ‘급진주의자공직배제지침(Radikalenerlass)’이 헌
법충실심사와 함께 당시 헌법적 문제로 이미 심각하게 불거진 상황이48)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49)

48) 이로써 방어적 민주주의의 위기가 더 이상 개별적인 과잉행사의 차원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보다 깊은 원인

에 기인한다고 비판되었다. 1960년대 말에 반전운동이 도화선이 된 학생운동이 유럽의 지성사회를 휩쓸고 지

나간 이후에 사회변혁운동에서 좌절한 일부 급진주의적인 학생운동그룹이 이른바 ‘공직에로의 대장정’을 천명

하고서 공직접수 내지 공직침투를 통한 우회적인 운동방식을 채택하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대

응방식이 당시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가 함께 결의한 이른바 ‘급진주의자공직배제지침’이고, 이 지침에 따라서 

공무원 내지 공직지원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헌법충실(Verfassungstreue)의 보장, 즉 공무원법상의 정치적 성실

의무(politische Treuepflicht)의 보장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 헌법충실심사를 통한 공직배제는 위헌적인 ‘직업

금지(Berufsverbot)’ 내지 ‘사실상의 우회적인 정당금지’로 비판되었다. 이 쟁점을 다룬 연방헌법재판소의 대표

적으로 판례는 소위 ‘급진주의자결정(Radikalen-Beschluß)이다. BVerfGE 39, 334 참조. 이후 1990년 동서독 통

일이 있은 후에 구 동독지역 공무원의 공직재임용과 관련해서 헌법충실심사가 다시 적용되었다. 이에 대해 보

다 자세하게는 이종수(2), 앞의 글, 89쪽 이하; 이종수(3), “독일통일과정에서의 공직조직의 통합과 공직적격성

심사”, 공법연구 제31권 제3집, 2003, 299쪽 이하; 이부하, “독일 기본법상 헌법충실과 헌법재판”, 세계헌법연구 

제13권 제2호, 2007, 107쪽 이하 참조.

49) 공직임용에서 정치적 성실의무의 보장을 요구하는 헌법충실심사의 결과로 거부되고서 법적 분쟁으로 다투어

졌던 대표적인 사례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 각하결정이 있은 후에 유럽인권재판소(EGMR)에서 다

시 이를 번복하는 임용거부처분 취소판결이 내려졌던 ‘Vogt gegen Deutschaland’사건이다. EGMR, Urteil vom

26. 9. 1995 = NJW 1996, S. 375 ff. 동 사건은 유럽인권재판소에서 이전의 유사사건에서의 판례와는 달리 격

렬한 내부논의 끝에 단 한 표의 차이로 유럽인권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Vogt여사의 의사표현의 자유(Art. 10

EMRK)와 결사의 자유(Art. 11 EMRK)의 침해를 확인한 사건이다. Vogt여사는 니더작센주에 살고 있는 독일시

민으로서 대학재학 당시 그 이전에 위헌정당으로서 금지되었던 서독공산당(KPD)의 후신정당으로 간주되어왔

던 DKP에 가입해서 활동해 오던 중에 이후 김나지움교사자격시험을 합격하고서 수습교사를 거쳐서 1979년 2

월 1일자로 독일어와 불어 전담의 평생직정규교사로 임용되었다. 이후 그녀의 교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대해

서는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동료교사들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해왔다고 한다. 그녀는 1982년과 1986년에 니더

작센주의 주의회선거에 DKP후보로서 입후보하고, 또한 지역의 지구당 의장단의 멤버로서 활동해 오던 중 이

러한 그녀의 활동이 니더작센주공무원법 제61조에서 규정되는 공무원의 정치적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

아서 공무원징계위원회의 결정으로 교사직에서 파면되었고, 또한 이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한 이후에 

독일연방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의 지정재판부는 성공의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헌

법소원의 채택을 거부하였다. 동 사건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주문에서 유럽인권조약에서 담고 있는 제 보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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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후 독일 헌법학계 일각에서는 헌법적대적인 정당의 위헌성이 확인되는 
데에 따른 강제적인 결과(zwingende Folge)로 뒤따르는 정당해산이 과연 의문의 
여지없이 자명한 것인가 하는 반문이 제기되었다. 기본법 제21조 제2항의 법문으
로부터도 그리고 이성적으로도 정당해산 내지 정당금지가 무조건적으로 요구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이 그러하다. 예컨대 가장 과격한 해결책인 정당해산 이외에 
다른 대안으로서 선거참여의 배제, 공직선거에서의 후보자추천권 등 정당에게만 
귀속되는 권리의 일부 제한 또는 단순한 불법화 등의 다른 완화된 수단들이 강구
됨이 자유로운 민주주의의 제 원칙과 비례성원칙에 비추어 볼 때에 보다 바람직
하다고 주장된다.50) 

3. 방어적 민주주의의 특유성과 그 정당화조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헌법적대적인 세력에 대항하는 정당해산제도, 기
본권실효제도 등이 헌법규범으로 제도화된 이면에 놓여있는 방어적 민주주의는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권력을 장악한 나치정당에 의한 바이마르헌정의 침탈이라
는 독일의 비극적인 시대사를 배경으로 정당화되고 있으며, 지난 50년대에 있었
던 두 건의 정당해산결정 역시 다시 부활할지 모를 나치사상과 그 추종자들을 그 

공무원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독일내부의 법질서에 따라서 위헌정당으로 확정되지 않은 DKP에

의 가입과 활동을 이유로 한 파면처분은 원고인 Vogt여사에게 유럽인권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의사표현의 자

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재판소는 구체적으로 원고가 학교 밖에서 헌법적대적인 활동을 했

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히면서 독일어와 불어를 전담하는 교사로서 특별한 보안위험을 지니고 있는 직책에 있

지도 않으며 또한 공무원의 활동에 있어서 정치적 성실의무와 관련해서 근무와 사적생활을 구분하고 있지 않

는 독일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결국 파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징계처분은 독일공무원법상의 정치적 성실의

무가 추구하는 목적과 적합한 관계에 놓여있지 않으므로 유럽인권협약 제10조가 규정하고 있는 의사표현의 자

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후 이 결정에 대해 독일국내에서 다수의 비판이 행해졌다. 이전에 있었던 

공직지원자의 헌법충실에의 보장결여로 인한 임용거부와 관련된 소송에서는(예컨대 Kosiek사건과 Glasenapp

사건에서) 이러한 정치적 성실의무를 요구하는 독일적 특수성을 인정해온 동 재판소의 판례에 비추어보아 결

국 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해당 행정관청은 지원자를 임용하기 전에 엄격한 기준을 동원해서 헌법충실의 보장

이 의심되는 지원자를 미리 단호히 잘라버리는 결정밖에 남아 있지 않다는 의견과 극단적으로는 유럽인권재판

소 판결의 기속력과 관련해서 독일국내법적 효력을 부인하는 견해까지 피력되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U. Häde/M. Jachmann, Mitgliedschaft extremistischer Parteien im Staatsdienst, Zum Urteil

des EGMR vom 26. 9. 1995, in: ZBR 1997, S. 13 (이종수(2), 앞의 글, 110쪽 이하에서 재인용).

50) G. Jasper, Die Krise der streitbaren Demokratie, in: DVBl. 1978, S. 732; H. Maurer, 앞의 글, S. 223 f. 정당

해산에 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독점과 관련해서 헌법적대성이 문제시되는 정당을 다루면서 해당 정당이 

모든 관점에서 합헌적인 것으로 취급되든지 아니면 헌정생활로부터 영구히 축출되든지 하는 양자 간의 선택만

을 불가피하게 하는 측면에서 일종의 엄격주의로 귀결된다고 비판된다. D. Lorenz, Verfassungswidrige

Parteien und Entscheidungsmonopol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in: AöR 101(1976), 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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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에서부터 배제해야하는 당시 불안정했던 공화국의 초기상황과 동서간의 첨예
했던 냉전이라는 상황논리로부터 정당화되어왔다.51) 즉 당시의 역사적인 시대상
황이 나치즘과의 결별 그리고 분단되고서 공산화된 동독정권과의 경계짓기를 요
구하는 가운데, 방어적 민주주의는 ‘기본법의 근본결단’으로52) 평가되었다.53) 그
럼에도 불구하고 가치다원주의에 입각한 민주주의에서 선재하는 절대적 가치를 
전제하는 방어적 민주주의는 여전히 의문시되었다. 즉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를 
부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그것이 보호된다는 역설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하는 딜
레마적인 상황에서의 결정이 정당화되기가 결코 쉽지 않은 것이다.54) 이러한 맥
락에서 방어적 민주주의론이 독일에서 유지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단순히 민주주
의의 적에 대한 방어라는 소극적인 차원을 넘어 그 ‘적극적’ 실현을 통해서 민주
주의의 실질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실현하려는 진지한 노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
임이 강조된다.55)

 여러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서, 특히 유럽 내 다수의 민주국가들에서 정당해산
에 관한 독자적인 규정보다는 주로 일반적인 결사금지규정에 따라서 그때마다 대
응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이들 국가들에서는 공통적으로 전후의 반독재 
내지 반전체주의 테제에 입각해서 정당해산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당해산을 둘러싼 독일의 규범적 상황이 이들 국가와는 다르게 두드러지
는 별도의 특수성을 드러내지는 않으며, 전후 반독재적인 법질서화의 보편적 기
준에 본질적으로 상응하고 있다고도 평가된다.56) 결론적으로 서유럽 여러 국가
들에서도 규범화된 정당해산제도가 존재하지만, 독일에서와 같이 그것의 정당화
근거로 방어적 민주주의가 별도로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Ⅲ. 우리 헌법상 ‘방어적 민주주의’의 수용을 

부인하는 몇 가지 논거들

51) D. Lorenz, 앞의 글, S. 1.

52) BVerfGE 30, 1 (13)=NJW 1971, 275; BVerfGE 39, 334 (349)=NJW 1975, 1641.

53) M. Morlok, 앞의 글, S. 2938.

54) M. Morlok, 앞의 글, S. 2932. Morlok은 이를 마치 ‘죽음의 공포 앞에서의 자살’로 비판하고 있다.

55) 이성환 등, 앞의 책, 147쪽 이하 참조.

56) M. Morlok, 앞의 글, S. 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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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일의 특유한 시대상황적 창조물로서의 방어적 민주주의

 독일에서 방어적 민주주의는 “자유의 보호를 위해 자유가 제한된다.”는 역설
적인 자기모순성에도 불구하고, 과거 나치세력의 합법적인 권력 장악과 함께 집
권세력 자체가 ‘헌법의 적’으로 등장하는 상황 앞에서 그저 무력했었던 비극적인 
독일 헌정의 역사성으로부터 비롯된 특유성을 통해서 그간 헌법 이론적으로 그리
고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상으로 정당화되어왔다. 그러나 이 같은 소위 바이마르
헌법의 ‘가치중립적인 無力性’ 테제에는 반론도 제기된다. 바이마르헌법이 비록 
특별한 헌법보호수단을 갖지는 않았지만, 바이마르공화국이 그 적들 앞에서 그저 
아무런 보호가 없이 무기력했다는 확산된 이해가 보편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바이마르공화국의 일반 법률적 차원에서는 정당해산 등 급진주의적인 
전복세력에 대항하는 나름의 수단들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그 논거로 주장된
다.57) 

 이러한 반론에도 불구하고 기본법상의 방어적 민주주의는 과거의 특유한 시대
상황으로부터 전적으로 정당화되는 가운데 전 세계에서 唯一無二한 ‘본원적으로 
독일적인 창작물(eine genuin deutsche Schöpfung)’,58) 내지 독일 헌법사에서의 
‘새로운 출현물(Novum)’59) 또는 ‘대단히 독일적인 문제(ein sehr deutsches 

Problem)'로서60) 강조되어왔다. 이와 관련해서 예컨대 그리스헌법에서 방어적 
민주주의의 여러 개별 요소를 채택하기는 했으나, 이는 그저 흉내 내기
(Nachahmung)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된다.61) 게다가 “지금까지 (독일 이외의) 

어떤 다른 헌법제정자도 방어적 민주주의를 헌법적 차원에서 정착시킬 시도를 행
하지 않았다.”거나62) “방어적 민주주의 개념의 헌법적 정착은 독일과는 달리 미
국이나 유럽의 여느 민주국가들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63) 단정적으로 주
장되었다. 또한 흥미롭게도 우리와 비슷하게 독일법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온 대

57) H. Maurer, 앞의 책, S. 779.

58) W. Billing, Wehrhafte Demokratie und offene Gesellschaft, in: Recht und Politik, 1991, S. 122.

59) J. Lameyer, Streitbare Demokratie, S. 167; H. Mandt, Demokratie und Toleranz, S. 233; H. Maurer, 앞의 

책, S. 205.

60) G. P. Boventer, Grenzen politischer Freiheit im demokratischen Staaten, S. 14.

61) W. Billing, 앞의 글, S. 122.

62) H. Mandt, Grenzen politischer Toleranz in der offenen Gesellschaft -zum Verfassungsgrudsatz der

streitbaren Demokratie-, in: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1979, B3 S. 3 참조.

63) G. P. Boventer, 앞의 책, S.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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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에서도 헌법상 보호수단의 유사한 제도화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방어적 민주주
의는 계수 내지 수용되지 않았다고 주장된다.64) 

 앞에서의 논의를 통해 방어적 민주주의가 독일 이외의 나라들에서 그 계수 내
지 수용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독일의 시대상황적인 예외적인 창
작물로서 제한적으로 정당화되고 있는 방어적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독일 학계에
서조차 다른 나라의 헌법질서에 그것의 계수 내지 수용 가능성을 이토록 부인하
고 있다면, 우리헌법상 그것의 계수 내지 수용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보다 분명한 
근거를 적극적으로 밝혀야 마땅하다.

2. 정당해산제도와 방어적 민주주의의 구별

 우리 헌법이 1960년 헌법(제2공화국헌법) 이래로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정당
해산제도를 갖고 있음은 객관적 사실이자 규범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정당해산제
도를 두고 있다고 해서 헌법제정자가 방어적 민주주의를 결단했다고 확정하는 것
은 다소 성급한 판단이다. 헌법적 차원에서의 정당해산제도의 존재가 바로 방어
적 민주주의를 뜻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처럼 헌법적 차원에서나 그리고 여느 나라들에서
는 법률적 차원에서 정당해산제도를 두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
에서 규범화된 정당해산제도와 관련해서 방어적 민주주의의 수용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는 않다. 즉 정당해산제도를 두고 있는 각 나라들에서는 헌법적대
적인 정당의 해산과 관련해서 헌법적 차원에서나, 별도의 정당법 그리고 결사에 
관한 일반 법률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적 차원에서는 덴마크헌법 제78조 
제4항에서 최고법원에 정치단체에 대한 해산청구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이
탈리아헌법에는 정당해산조항이 없으며, 다만 헌법 부칙 제12호에서 파시스트정
당의 새로운 결성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 법률적 차원의 규범화와 관련해
서 프랑스에서는 1936년에 제정된 투쟁집단 및 민병(民兵)에 관한 법률 제1조, 

아일랜드에서는 1939년에 제정된 Offences against the state act 제 18조 이하, 

네덜란드에서는 민법전 제15조 이하, 영국에서는 1974년에 제정된 테러방지법에
서 정당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포르투갈, 스페인에서는 정당의 특별한 지
위를 고려해서 별도의 정당법에서 정당금지를 규정하고 있다.65) 특히 오스트리

64) C.-k. Wu, Streitbare Demokratie-Ihre Entwicklung in Deutschland und ihre Rezeption in Twaiwan(Republik

China), Peter Lang, 1998, S. 174 ff.

65) 포르투갈에서는 정당법 제21조와 헌법재판소법 제104조 제2항, 스페인에서는 1978년에 제정된 정당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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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의 경우에는 1947년에 제정된 금지법(Verbotsgesetz) 제1조 제1항에서 명시적
으로 나치정당(NSDAP)과 유사 나치조직은 전적으로 해산되며, 새로운 결성 또한 
금지된다고 정하고 있다. 여러 나라에서의 정당해산의 법적, 정치적 문제가 불거
진 가운데 새로운 국제질서에서의 보편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베니스위원회에
서 나름 정당해산에 관한 지침과 행동규약을 마련해 오고 있다.66) 

 민주화의 수준에는 나름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정당해산이 비교적 빈번하고 
의미 있는 국가가 터키이다. 터키헌법 제79조에서는 검찰총장의 청구에 기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정당해산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67) 마찬가지로 태
국헌법 제68조에서도 헌법재판소에 의한 정당해산을 규정하고 있다.68) 

 이상의 비교법적인 검토에서 확인되는 바는 헌법보호수단을 갖춘 다수의 국가
들에서 정당해산제도가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점 그리고 설령 정당해
산제도가 존재하더라도 방어적 민주주의와의 견련성이 반드시 필연적인 것은 아
니라는 사실이다. 즉 헌법보호수단으로서의 정당해산제도가 방어적 민주주의이기 
위한 필요조건일 수는 있지만, 결코 충분조건은 아니다. 방어적 민주주의는 헌법
적대적인 정당에 대한 해산제도 이외에도 기본권상실제도 등 여러 요소들로 구성
되며, 그것이 적어도 민주주의이기 위해서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자유롭고 민주
적인 기본질서’를 중심으로 사전에 모든 자유가 철저히 그리고 전적으로 보장되
는 자유로운 민주주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3. 방어적 민주주의의 수용을 위한 조건과 한계

1) 정당화조건으로서 자유의 전적인 보장

에서 정당해산을 규정하고 있다.

66) 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VENICE COMMISSION), GUIDELINES

ON PROHIBITION AND DISSOLUTION OF POLITICAL PARTIES AND ANALOGOUS MEASURES

Adopted by the Venice Commission at its 41st plenary session(Venice, 10-11 December, 10 January, 2000,

CDL-INF (2000), pp. 4-5. 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종철, 앞의 글, 49쪽 이하 참조.

67) 정당해산의 근거가 된 유책행위자인 해당 정당의 당원은 5년 동안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다.

2009년에 쿠르드족 반군과 연계되었다는 이유로 친쿠르드 정당인 민주사회당(DTP)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

결정되었고, 최근에는 해산된 정당의 사실상 대체정당인 이슬람정당에 대해 다시 해산결정이 내려졌다.

68) 2014. 2. 언론보도에 따르면 태국 헌법재판소는 야당 민주당이 제소한 당시 집권여당인 프어타이당에 대한 해

산 요구를 기각결정했다고 한다. 태국헌법 제68조-“입헌군주제 변경을 꾀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는 정당은 해산되고 그 정당의 집행부는 5년 동안 정치활동이 금지된다.” 터키의 정당해산제도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성환 등, 앞의 책, 62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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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독일에서 방어적 민주주의의 제도적 표현의 하나로 기본법 제18조의 
기본권실효제도가 다루어진다. 여기서는 주로 정치적 자유가 실효 가능한 기본권
에 해당하는데, 행여나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서 기본권실효선고가 행해지는 경
우라도 해당자에게는 직업의 자유를 포함해서 기타 대부분의 기본권 행사에는 별
다른 장애가 없다. 즉 헌법의 적이라고 해서 아무런 보호가 없지 않으며, 기타의 
기본권 행사는 해당자에게 여전히 자유롭게 유보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 표
현의 자유가 과잉적으로 제한되며, 특정 영역에서 사상의 자유가 철저히 봉쇄되
고 있는 가운데, 만일 어떤 이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경우라면 그는 
강제구금시설에서 신체의 자유, 직업의 자유 등 사실상 대부분의 자유가 일정기
간 동안 박탈된 채로 지내게 된다. 이 경우에 일정기간의 실형선고 자체가 사실
상의 전면적인 기본권실효가 되겠지만, 이를 두고서 독일에서와 같은 기본권실효
제도로 설명될 수는 없다.

또한 정당의 자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헌법상 보장되는 정당설립의 자
유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가보안법상 공산당과 같은 이념정당의 설립가능성이 사
전에 봉쇄되고, 정당발기인 등 관련자들이 처벌되는 현실은 그것이 反자유·민주
적 내지 억압적 민주주의일수는 있어도, 이를 별도로 방어적 민주주의로써 포섭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투쟁적 내지 방어적 민주주의에는 事前에 모든 자유가 전적으로 보
장된다는 데에 무엇보다도 그 특징과 강조점이 놓여 있다. 즉 “관용하지만, 예외
적으로 불관용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이 그것에 비로소 ‘민주주의’의 이름이 
덧붙여질 수 있다. 그게 아니라면 이는 민주주의를 가장한 억압적인 권력적 횡포
에 다름이 아니고,69) 방어할 대상이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방어적 
민주주의의 탈을 뒤집어쓴 反자유·민주적인 지배에 불과하다.70) 왜냐하면 ‘표현
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오히려 권위주의국가에서나 전체주의국가에서 더욱 허다
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71)

2) 예방적 헌법보호수단의 과잉화

69) 이종수(4), “헌법의 적은 과연 누구인가”, 주간경향 제1051호(2013. 11. 19), 21쪽.

70) 김종철, 앞의 글, 40쪽 참조.

71) H. Maurer, 앞의 글, S.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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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차원이든 아니면 일반 법률적 차원이든지간에 다수의 국가들에서 정당
해산제도를 갖고 있는 데에서 확인되듯이 모든 국가들은 나름의 헌법보호수단을 
갖추고 있다. 즉 모든 국가는 마땅히 폭력적 내지 전복적 행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권리를 지니며, 민주국가인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그러나 이 같은 헌
법보호수단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방어적 민주주의인 것은 아니다. 

정당의 형식을 빌어서 등장하는 헌법 적대적 세력의 상향식헌법침해에 대한 
헌법 내재적 보호수단이 위헌정당해산제도인 것으로 이해되지만, 이외에도 헌법
외적 보호수단으로서 형사법적 보호수단이 언급되며, 여기에는 현행 형법상 내
란·외환죄와 국가보안법이 해당한다.72) 이와 관련해서는 특히 국가보안법이 문제
시된다. 동법에서 파악하는 ‘반국가단체’ 개념을 중심으로 분단 상황에서의 남북
문제나 통일문제에 관한 논의가 사실상 금기시되고, 이로써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등이 과잉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법 현실, 즉 국가보안법이 국가보호를73) 

위해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핵심으로 파악되는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법질서 전체
를 압도하는 정치현실 속에서 방어적 민주주의에 근거한 정당해산제도가 끼어들 
공간은 매우 협소하다. 만일 그 공간이 현실화된다면, 독일에서 방어적 민주주의
와 관련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야당을 탄압할 수 있는 수단으로 오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일찍부터 지적되어왔듯이 바로 그것이 오용된 공간에서나 비로소 가능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4. 우리 헌법상 방어적 민주주의 수용의 근거 부재

헌법규범으로서의 정당해산제도는 1960년 헌법(제2공화국헌법) 제13조 제2항에
서74) 최초로 규정되었다. 직전 제1공화국의 이승만정부에서 조작된 이른바 ‘진보
당해산사건’을75) 반면교사로 삼아서 헌법상 제도로서 형성되었고, 이로써 헌법상 

72)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4, 92쪽 참조.

73) 대체로 넓은 의미로 이해되는 국가보호는 그 보다 협의의 헌법보호와는 구별된다. 국가보호가 국가의 존립 

자체의 보호를 뜻하는 반면에, 헌법보호는 현재의 헌법국가의 전형적인 위험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국가의 

특정한 존립형식의 보호를 지향한다. H. Maurer, 앞의 책, S. 778; 허영, 앞의 책, 82쪽 참조.

74)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단,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판결로써 그 정당의 해산을 명한다.”

75) 이승만 정권에서 대표적인 정적이었던 죽산 조봉암 당시 진보당 당수는 조작된 국가변란 및 간첩 혐의로 

1957년에 사형판결과 함께 사형집행을 당했고, 당시 공보실장의 정당등록취소에 의해 진보당은 해산되었다. 지

난 2011. 1. 20.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조봉암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011. 1. 20. 선

고 2008재도1. 이 사건은 우리 사법사에서 그간 ‘사법살인(judicial murder)’의 전형적인 예로 회자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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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된 정당의 지위를 정부의 자의적인 결정으로부터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고자 
한 데에 그 규범화의 취지가 확인된다.76) 따라서 연혁상 헌법적 차원에서 규범
화된 정당해산제도의 핵심은 방어적 민주주의의 수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헌법재
판소에 의한 해산결정의 독점(Entscheidungsmonopol)을 통한 강화된 정당보호에 
놓여 있다고 이해함이 보다 타당하다.77) 

이처럼 일반결사체에 비해서 보다 강화된 정당의 지위는 정당의 특권
(Parteienprivileg), 즉 ‘존립특권’ 내지 ‘존속상의 특권’으로 줄곧 이해되어왔다. 

1960년 헌법 이래로 그 이후에도 정당해산제도가 내내 규범화되어왔지만, 그간의 
헌법학교과서들에서 이와 관련하여 방어적 민주주의는 거의 내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78) 이는 아마도 입법과정에서 방어적 민주주의의 수용 자체가 적극적으
로 의도되지 않은 것에 무엇보다도 기인하겠지만, 특히 유신헌법 하에서 이미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독자적인 개념이 이미 정치적으로 통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방어적 민주주의를 논하기가 마땅치 않았던 것이 또 다른 이유였으리라고 
짐작될 따름이다. 

그리고서 국내에서 방어적 민주주의가 비교법적 차원에서의 논의로 다루어진 
것은 한참이 지난 이후의 일이다. 살피건대 허영교수의 교과서에서 헌법보호, 즉 
상향식헌법침해에 대한 헌법 내재적 보호수단인 기본권실효제도 및 정당해산제도
의 비교법적인 설명과 관련해서 독일의 ‘방어적(투쟁적) 민주주의이론’이 국내에 
처음으로 그리고 본격적으로 소개되었다.79) 그러나 여기서도 독일의 진보적인 
헌법학자인 슈타인의 글을 빌어서 “역사상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은 대부
분 권력을 쥐고 있는 국가기관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국가기관에 의한 헌법침해
의 가능성은 시대와 헌법적 체제의 차이를 초월한 권력구조의 본질적인 문제”임
이 적절하게 강조되는 대목이 눈에 띈다.80) 그 이후에 해당 주제를 다루는 여러 
석사학위논문이 나오고,81) 뒤이어서 출간된 여러 헌법교과서에서 정당해산제도

76) 송석윤(1), 앞의 글, 33쪽 이하; 김종철, 앞의 글, 39쪽; 이상경, 앞의 글, 84쪽 이하 참조.

77) 이성환 등, 앞의 책, 24쪽 이하; 김종철, 앞의 글, 39쪽; 이상경, 앞의 글, 85쪽 참조.

78) 당시의 모든 교과서를 전수조사하지 못한 한계 때문에 다소 조심스러운 단정이기는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대표적으로 한태연 교수의 헌법학교과서에서 정당해산과 관련해서 주로 Maunz/Dürig 독일기본법주석

서를 중심으로 비교법적인 풍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고, 특히 ‘헌법의 예방적 수호(vorbeugender oder

präventiver Schutz der Verfassung)'을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쟁적 민주주의‘나 ’방어적 민주주의‘에 

관한 언급이 일체 없다. 한태연, 헌법학, 법문사, 1973, 176쪽 이하 참조. 문홍주 교수의 교과서에서도 마찬가지

이다. 문홍주, 한국헌법, 해암사, 1982, 163쪽 이하 참조.

79) 허영(2), 헌법이론과 헌법(상), 박영사, 1980, 121쪽 이하 참조. 개별 논문으로는 그 이전에 박규하 교수가 잡

지에서 투쟁적 민주주의에 관한 글의 발표가 있기는 했다. 박규하, 앞의 글, 124쪽 이하 참조.

80) E. Stein, Staatsrecht, 5. Aufl., 1976, S. 78; 허영(2), 앞의 책, 1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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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하여 방어적 민주주의가 거의 빠짐없이 언급되어왔다.82) 그 과정에서 우
리헌법이 방어적 민주주의를 계수·수용했다고 분명하게 주장되었고,83) 헌법재판
소 역시 결정문에서 헌법 제8조 제4항과 관련하여 방어적 민주주의와의 연관성을 
언급하고 있다.84) 

 이렇듯 알게 모르게 어느 사이에 우리 헌법이 방어적 민주주의를 채택·수용한 
것으로 그 오해가 확산되어왔다. 이로써 실체가 없는 사실이 규범으로 승화된 셈
이다. 그러나 앞서 논의에서 확인되듯이 우리헌법상 정당해산제도가 도입되기는 
했으나, 그 입법화의 과정에서 헌법제정자나 헌법개정자에 의해서 분명하게 방어
적 민주주의로 결단된 적이 없으며, 단지 그것의 수용조건과 한계를 제대로 검토
되지 못한 채로 학계에서의 비교법적인 논의가 무분별하게 확산된 결과일 따름이
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학계의 무책임한 연구태도가 가장 큰 잘못이었다고 본
다. 물론 상황적 내지 제도상의 유사성을 근거로 하는 우리헌법상 방어적 민주주
의의 법적인 계수(Rezeption) 내지 수용 가능성을 전적으로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법적 계수라고 하는 것이 결코 일회적인 입법행위로 끝나지 않으며, 본래 
지속적인 사회적 수용과정을 수반하는 것이며, 하물며 그것이 단순한 제도 자체
가 아니라 민주주의사상과 관련되는 것이라면 더더욱 그러하다.

 결론적으로 헌법제정자, 아니 적어도 헌법개정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뒷받침되
지 않고서는 자유로운 민주적 질서의 제한으로 연결되는 획기적인 질적 전환을 
뜻하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계수 내지 수용을 법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결론짓
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81) 장영수(1), 앞의 글; 이종수(1), 앞의 글 참조.

82) 이러한 가운데 방어적 민주주의에 관한 독일 및 일본의 좌파법학의 비판적인 입장에 입각해서 정당해산제도

가 규범화된 우리 헌법을 독점자본주의국가의 반공주의테제에 입각한 ‘전투적 민주주의’가 수용된 것으로 지

나치게 앞서 성급하게 규정하고서 이를 비판하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했다. 김민배, 앞의 글, 8쪽 이하 참조.

83) 대표적으로 권영성, 앞의 글, 12쪽. 여기서 권영성 교수는 “건국헌법 이래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우리 한국

헌법은 바이마르공화국헌법과 독일기본법을 적지 않게 계수하고 또 수용해 오고 있다. 특히 우리 헌법은 2차

대전직후의 기본법상의 방어적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한 수단 중 그 하나인 반민주적 위헌정당의 강제해산제도

를 계수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84) 헌재 1999. 12. 23. 99헌마135, 판례집 11-2, 800, 813.



정당해산제도와 한국의 민주주의 27

 Ⅳ. 결론

 앞서 논의를 통해서 그것의 성립 연혁상 그리고 그 수용을 위한 제반 조건을 
갖추지 못한 우리헌법에서 독일적 의미에서의 방어적 민주주의가 수용·채택되지 
않았음을 부족하지만 나름 충분히 논증했다고 판단된다. 이로써 방어적 민주주의 
수용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는 가운데 그 오용 가능성을 고려해서 신중한 운용
을 촉구하는 국내 대부분 문헌들에서의 서술태도는 타당하지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상의 헌법보호수단으로서 정당해산제도가 엄연히 존재
한다는 사실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우리 헌정사에서 1960년 헌법에서 처음으
로 규범화된 정당해산제도는 그 연혁과 취지상 직전의 이승만정부에서 행해졌던 
정당탄압에 대응하는 정당보호규범으로서 성립되었다. 이와 함께 직전의 장기독
재와 3.15부정선거에서 확인되듯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유력한 주체가 
바로 집권정당일 수 있다는 현실화된 경험 또한 그 규범화의 주된 이유였을 것이
라고 짐작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범화된 직후에 바로 행해진 5.16군사쿠데타
와 독재적인 장기집권 그리고 12.12군사쿠데타로 이어지는 우리네 질곡과 오욕의 
헌정사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침해 주체가 유감스럽게도 바로 국가권력이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방어적 민주주의의 수용 여부의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어쨌든 독일에서 과
거 두 차례 현실화되었던 정당해산제도는 “자유의 보호를 위해 자유가 제한된
다.”라고 하는 그것에 내재하는 역설 내지 딜레마적 상황과 관련해서 이전과 마
찬가지로 여전히 문제적인 헌법보호수단으로서 경계되고 있다. 그 절차를 시작하
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해산제소가 그 요건으로서 선행해야하기 때문에 
정작 민주적 기본질서를 현실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잠재적 주체일 
수 있는 집권세력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혀 無用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정당해산제도에는 오늘날의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정부 구성 등 국가권력의 수임 
여부를 두고서 다투는 정치적인 경쟁의 장에서 집권세력이 야당을 탄압할 수단으
로 악용될 위험성 또한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정당해산제도는 한편으로는 민주
주의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로써 민주주의를 스
스로 말살시킬 수 있는 지극히 위험한 ‘양날의 칼’로 경계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
문에 정당해산제도의 운용에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할 것이 무엇보다도 요청된
다. 특히 정당해산을 위해 확인되어야할 요건인 ‘헌법적대성’이라는 범주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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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범주가 아니라 정치적 투쟁의 범주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85)

 더욱이 정치적 반대자(Gegner)와 헌법의 적(Feind)이 뚜렷하게 구별되지 못하
는 곳에서 정당해산제도는 그 오용의 위험성이 더욱 커져 있다. 그리고 이미 우
려되었듯이 이 수단이 적용되는 과정 자체가 해당 정당에게는 이미 사실상 징벌
적 효과를 불러오고, 이로써 회복하기 힘든 불이익이 발생하는 셈이다.86) 따라
서 이 제도의 오용 자체가 오히려 헌법상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것이
다.87)

 오늘날 정당해산과 관련하여 그것의 오용 가능성 및 자유로운 민주주의와의 
부조화 문제 등 여러 딜레마적 상황을 고려하는 가운데 그것을 법적으로 더욱 엄
격하게 기속시키고, 특히 집권세력이 이를 오용할 가능성을 미리 염려해서 헌법
제정자는 해산결정을 헌법재판소의 독점적인 결정사항으로 유보해 두고 있다. 법
과 정치의 경계가 늘 논란되지만, 정치적인 문제는 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권
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당연한 순리이다. 그래서 정당에 대한 평가 역시 
원칙적으로 선거를 통해 주권자인 국민들이 스스로 판단할 몫이다. 지난 1988년
에 헌법재판소가 창설되고서 특히 지난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로 과도한 ‘정치의 
사법화’가 그간 문제로 심각하게 불거져 왔다. 이러한 가운데 금번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부의 정당해산 제소는 이 같은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가장 극단화된 모
습이어서 한편으로는 매우 유감이고, 또한 우려스럽기만 하다.88) 

 결론적으로 금번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과 관련해서 정부가 갖는 해산제
소권의 오용 가능성에 대응하는 통제장치로서 마련된 헌법재판소가 자신의 헌법
적 소임을 진지하게 인식하는 가운데 모쪼록 신중하게 판단하기를 기대한다.89) 

또한 지난 1987년의 민주화항쟁에 따른 헌정적 탄생물인 현재의 헌법재판소에게 
있어서 금번 사건은 국민의 신뢰 속에서 스스로의 존립정당성이 달려있는 중차대
한 사건일 것임을 강조하면서 글을 마친다.

85) M. Morlok, 앞의 글, S. 2938.

86) “process is the punishment.” Feeley, The process in the punishment, 1979.

87) 전광석, 앞의 글, 151쪽.

88) 이종수(4), 앞의 글, 21쪽 참조.

89) 문제시되는 통합진보당의 강령에 대한 구체적인 헌법적 평가와 관련해서는 전광석 교수의 견해에 대부분 뜻

을 같이 한다. 전광석, 앞의 글, 141쪽 이하 참조. 그리고 현재 형사재판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RO조직의 헌법

적대적 활동 여부 및 통합진보당과의 연관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모르는 관계로 구체적

인 판단을 유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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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

민주주의 체제 보위 패러다임의 전형

:방어적·전투적 민주주의에서 

활동적·포용적 민주주의로

홍윤기� /�동국대�철학과

1. 통진당 해산 건을 보는 나의, 지극히 개인적인, 입장 : 국가민주주의의 보 

   위를 넘어서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가 주도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와 관련된 각
종 쟁점들은 대한민국의 국가정치권, 관련 학계, 그리고 진보와 보수를 막론한 
시민사회의 활동가 그룹들 사이에는 이제 비교적 잘 알려져 있게 되었다. 아마 
세월호 참사만 아니었더라면 헌재를 무대로 한 이 심판은 아마 세기의 정치드라
마가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특히 통진당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할 충분한 의도와 실행을 전제
로 한 실천계획 및 그에 입각한 준비를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통진
당을 반 헌법적, 반민주적 정당으로 단정하고, 이런 ‘정당’이 대한민국의 ‘만주주
의체제’를 위협 내지 전복하기 전에 예방적으로 해산해야 한다는 스토리 라인은, 

나의 입장에서 보면, 자유롭고 민주적인 국가에서 어쩌다 집권하게 된 우매한 정
권이 자행하여 ― 만약 해산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이름
과 함께 ― 두고두고 역사의 구설수에 오를 세기의 정치코미디로 보인다.

   그러나 헌법적 입장에서 통진당 해산에 반대하는 나의 입장이 마치 통진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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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으로 옹호하는 것으로 비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있다. 그래서 나는 대
한민국 민주정치에서 통진당의 정치적 역할과 비중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현실 
정치의 방향과 정책, 그리고 무엇보다 통진당의 정치문화에 대해서는 상당할 정
도의 소원함, 즉 그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할 생각은 나지 않을 정도의 반감은 갖
고 있다는 나의 입지점을 우선 밝혀두고 논의를 시작해야 하겠다.   

   그러면서 이 논평은 철저하게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국가’를 유
지하고 운영하는 방식을 고민하는 입장에서 작성하려고 노력하였음을 밝히고 출
발해야겠다. 그래서 나는 이 논평의 접근주제를 ‘자유롭고 민주주의적인 국가질
서의 유지와 발전의 측면에서 본 방어적 민주주의의 실현전략’이라고 잡았다.

2. 방어적 민주주의의 발상과 구현 맥락에 대한 역사적·근본적 반성

   

   방어적 민주주의의 발상이 당시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이라고 자부했던 바이마
르 공화국 체제 하에서 바로 이 공화국을 무너뜨린 나치가 선거를 비롯한 민주주
의의 형식적 절차와 표현과 결사의 자유와 같은 정치적 기본권을 향유하면서 정
작 민주주의 자체의 폐지로 귀결되는 권력 장악에 성공하는 것을 공화국의 헌법
적 논리에 따라서는 저지할 수 없었다는 민주주의 운영의 패착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숙지된 사실이다. 

  독일연방정치교육원에서 시민교육용으로 제작한 개념용례집에서 제시하는 방어
적 내지는 전투적 민주주의의 발상은, 현대 대중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민주주
의 헌법의 사법기능 안에 “궁극적으로, 자유롭고도 민주적인 기본질서(FDGO. 

freiheitliche und demokratische Grundordnung)를 제거하기 위해, 그것을 공격
적이고도 계획적으로(agressive und plannvoll) 작동불능상태(funktionsunfähig)
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행위”를 “위헌행위(verfassungswidrige 

Handlung)”로 판결하여 그런 행위를 한 정당을 해산함으로써 민주주의 안으로부
터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려는 시도를 예방하는 데 그 기본 취지가 있다.1) 

1) Gero Neugebauer, “Extremismus – Rechtsextremismus – Linksextremismus: Einige Anmerkungen zu Begriffen,

Forschungskonzepten, Forschungsfragen und Forschungsergebnissen”, in:

http://www.bpb.de/politik/extremismus/linksextremismus/33591/definitionen-und-probleme?p=all (독일연방정치교육원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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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정당이 단지 이 자유롭고도 민주적인 기본질서를 거부하
는 의사를 표명하는 정도로 위헌적이라고 규정되는 것은 아니다. 1956년 8월 독
일공산당에 대해 해산판결을 내렸던 당시 독일헌법재판소는 “①한 정당이 이 자
유롭고도 민주적인 기본질서의 최고원칙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들을 거부하고, 

그것들과 대립되는 다른 원칙들을 제시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는 위헌적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런 것들에 대해 오히려 ②현존하는 질서에 대한 능동적으로 투
쟁적이면서 공격적인 태도가 더해져야 하고, 그런 태도가 ③이 질서의 기능 작동
을 계획적으로 침해하며, ④향후 진행과정에서 이 질서 자체를 제거하려는 의향
을 가져야 한다.”2) 

  한 정당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리는 데 필요한 ― 독일연방재판소가 제시한 ― 
위의 4가지 요건들은 그것이 위헌 판결의 남용이나 오용을 통해 민주주의 국가에
서 정당 활동의 자유와 시민의 의견 표명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극히 신중하게 추출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숙고된 요건 속에서 진행된 
당시 독일공산당에 대한 해산심판은 요건 자체는 온당해도, 독일공산당의 정당활
동과 그 구성원의 정치행위를 이 요건 속에 맞게끔 무리하게 해석하였다고 하여 
독일헌정사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판결이 되었다. 

  이 독일공산당 해산 판결은 역사적으로 독일공산당(KPD) 자체의 반민주성 또는 
반 헌법성이 아니라 당시 미소 냉전 조건 아래서 아데나워 정권이 추진하던 서독
의 재무장과 나토 가입 정책에 대해 서독 시민사회에 광범위하게 조성되었던 재
군비 반대운동에서 가장 두드러진 활동상을 보였던 KPD 당원들을 제압하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무리수였다. 

  그리고 방어적 민주주의의 명목으로 감행되었던 이 심판에 대해 그 자체가 민
주주의 국가의 정치적 운신폭을 대폭 좁힌다고 하여 가장 큰 반대를 제기했던 정
당은 뜻밖에도 KPD와 정반대의 정치사상을 구현했던 자유민주당(FDP)이었다. 그
페이지 탑재)

2) “Eine Partei ist auch nicht schon dann verfassungswidrig, wenn sie diese obersten Prinzipien einer freiheitlichen

demokratischen Grundordnung nicht anerkennt, sie ablehnt, ihnen andere entgegensetzt. Es muss vielmehr eine aktiv

kämpferische, aggressive Haltung gegenüber der bestehenden Ordnung hinzukommen, sie muss planvoll das

Funktionieren dieser Ordnung beeinträchtigen, im weiteren Verlauf diese Ordnung selbst beseitigen wollen.”, in:

Entscheid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zum Verbot der KPD: BVerfGE 5, 85 (141) 강조 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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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서 이 자민당 출신의 초대 헌법소장이 재임하던 중에는 이 KPD 해산심판은 무
려 4년간 심리가 동결되었다. 

3. 방어적 민주주의의 자기모순과 그 극복 : 민주국가 운영의 수세성을 넘어 

‘더 많은 민주주의’로

 

   KPD 해산 판결을 통해 아데나워 정권은 독일재무장 반대운동의 가장 활동적인 
분자들을 제압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1950년대에서 1960년대에 이르는 유럽 정치
에서  벌어진 외교 활동에서는 상당한 체면 손실과 아울러 국익의 추구에서 커다
란 제약을 받게 되었다. 당시 서유럽 국가들 가운데 공산당을 불법화한 나라는 
서독뿐이었고, 이로 인해 다른 나라들로부터 지속적인 항의를 받아야 했다. 즉 
민주주의를 방어한다고 해서 실행한 일이 민주주의에 대한 국가적 진정성을 의심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리고 당시 서독의 보수 기민련 정권이 일관되게 고수하던 외교에서의 할슈타
인 원칙과 맞물려 이 냉전 반공정책은 동유럽의 현존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에
서 서독을 최전선국가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여 서독을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최
우선 군사목표로 만듦으로써 국가 안보에도 큰 부담을 스스로 짊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종국에는 독일 재통일의 시발점이 되었던 브란트의 동방정책이 사실상 독일공
산당(KPD)의 독일공산당(DKP)으로의 재창당을 허용함으로써 출발했다는 것은 여
러 가지로 시사점이 크다. 그것은 독일 국가의 운영 패러다임이 두 가지 측면에
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첫째, 국가민주주의의 정치적 운영을 더 이상 방어적, 수세적이 아니라 더 많
은 민주주의와 다양화를 통해 활동적이고도 적극적인 방향으로 바꾸었음을 의미
했다.

  둘째, 이 국가와 반대의 정치방향을 취하는 체제에 대해 독일공산당의 재창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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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은 화해의 진정성을 납득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서독은 동독에 대해 
독일공산당의 정치적, 정신적 지원뿐만 아니라 일부 재정적 지원도 용인하거나 
묵인하였다.

  이렇게 독일공산당은 사실상 해산되지 않게 되는 결과가 나오면서 독일민주주
의의 정치판 위에서 모든 정치적 참여권을 누렸다. 이들이 정치적으로 매력과 성
과가 없는 정책을 자신의 정치적 신념으로 유지하는 것을 전혀 탄압하지 않으면
서 독일 민주주의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좁은 입지에서 벗어나 독일의 민주적 재
통일을 달성할 수 있었다. 

   

4. 통진당은 방어해야 할 대상인가?

  통합진보당의 정치적 행보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민주화 이후 국면에서 
여러모로 노출되었다. 그리고 통진당이 추구하는 정치적 목표 중에는 북한의 현
정권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통진당의 정책적 정향성에서 – 이런 말의 정확
성은 다시 한 번 검토되어야 하지만 그냥 통하는 편의대로 쓰다면 – ‘종북적’ 부
분은 ‘탈종북적’ 방향으로 탈색되면서 통진당 자체가 대한민국의 다른 보수나 중
도 정당들처럼 당내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당의 운용을 결정하는, 그저 그런 통상
의 한국 정당 가운데 하나로 변질되는 과정 중에 있었다는 것이다. 

  2012년 하반기에 진보정치권 전체를 절단 낸 이른바 통진당의 대규모 탈당 사
태는 그 핵심적 원인이 이념이나 정책보다는 선출직 후보들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난 통진당 전래의 전근대적 정치문화에 있다고 보인다. 

  통진당의 이 취약한 민주성이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표적이 되지만, 세월호 참
사만 아니었다면, 박근혜 정권은 이 통진당을 지렛대로 하여 제도정치권과 시민
사회 전체를 제압하려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입법을 기획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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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민주주의를 진정으로 추구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통진당 사태는 민주주
의를 방어적, 전투적 차원에서 활동적, 포용적 차원으로 운용해야 하는 것을 보
여주는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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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2

통합진보당의 위헌정당 여부 

판단기준으로서 민주적 기본질서

오동석� /�아주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Ⅰ. 머리말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청구심판이 진행 중이
다. 그러나 이 사건들이 가지는 헌정사적 의미에 비해 사건의 논점과 진행과정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다. 무관심을 넘어 냉랭한 분위기마저 느껴진다. 통합진보당
에 대한 마뜩찮음 또는 그 이상의 감정 때문인 듯하다. 

   마틴 니묄러의 시 <그들이 왔다>는 연대의 중요성을 웅변하는 시로 자주 인용
된다. 그동안 ‘빨갱이’ 또는 ‘종북 주의자’로 낙인을 찍고 국가보안법으로 잡아들
이다가 정당 자체를 없애버리려는 시도를 하는 마당에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나는 통합진보당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마도 그들이 나를 잡으러 오지
는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불법시위자’, ‘불법파
업노동자’, ‘세뇌된 밀양 주민’, ‘불순한 강정마을 주민’, ‘빨갱이 전교조’의 이름
을 붙여 경찰력으로 깔아뭉개고 잡아가두고 ‘개별 격파’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잡으러 와도 이제 나를 위해 말해줄 사람은 남아 있지 않다’.  
   사상과 이념이 다르고 정치적 지향점이나 활동방식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국가
가 사상과 이념을 단죄하고 정치적으로 말살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 어떤 사상
과 이념 또는 정치적 입장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핵심은 지배자가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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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으로 강요하는 그것과 다른 것을 용납하지 않는 전체주의 경향에 있기 때문
이다. 내가 국가의 이데올로기에 맹목적으로 충성하지 않는 이상 국가는 나를 잡
으러 올 것이기 때문이다.  

Ⅱ. 위헌정당강제해산제도의 헌법적 위상과 역할

  정당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헌재의 결정을 인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정당은 국민과 국가의 중개자로서 정치적 도관(導管)의 기능을 수행하여 주체
적ㆍ능동적으로 국민의 다원적 정치의사를 유도ㆍ통합함으로써 국가정책의 결정
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모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당은 오늘날 대중민주주의에 있어서 국민의 정치의사형성의 담당자이며 매개자
이자 민주주의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에, 정당의 자유로운 설립과 
활동은 민주주의 실현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1)

  정당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국가권력 담당자를 교체하는 경우 매우 중요한 매
개 역할을 하므로 정당의 자유는 ‘국가 내의 독립국가’로서 국가의 간섭 없이 자
유로운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2) 현대 민주주의를 가장 짧고 정확하게 정의한
다면 ‘야당 있는 정치체제’일 것이다.3) 야당이 없거나 여당들러리로 존재하거나 
또는 인위적으로 억압 받는다면 일당독재나 권위주의로 부른다(박상훈, 2008; 박
상훈, 2014). 에릭 홉스봄은 야당을 “대안 정부(alternative government)”로 정
의했다(박상훈, 2008). 

  야당은, 그들이 누구를 대표하고 어떤 정책과 이념을 갖는가 하는 문제 이전
1) 헌재 2004. 3. 25. 2001헌마710, 판례집 16-1, 422, 434.

2) 정당은 ‘준 사회단체’이자 동시에 ‘준 헌법기관’으로서 사회(정당)의 의지와 국가의 의지의 일체성을 유지시켜 

주는 정치균형자적 역할을 수행한다(Oberreuter, Heinrich(1992), Politische Parteien: Stellung und Funktion im

Verfassungssystem der Bundesrepublik, Mintzel, Alf & Oberreuter, Heinrich(1992), Partei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Opladen: Leske & Budrich, 30: 이인호, 2005: 310 재인용).

3) 여당은 본래 의원내각제에서 의회의 다수로서 집권하고 있는 정당을 의미한다. 대통령 중심제 정부형태인 우

리나라에서는 의회의 다수파 여부에 관계없이 대통령이 속한 정당을 여당이라 부른다.



정당해산제도와 한국의 민주주의 37

에, 민주주의를 가능케 하는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다. 민주주의를 좋게 하는 과
제 역시 좋은 야당을 발전시키는 데 달려 있고, 그럴 때만이 민주주의에 대한 온
전한 정의라고 할 수 있는 ‘어제의 여당이 오늘의 야당이 되고 오늘의 여당이 내
일의 야당이 되는 체제’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박상훈, 2014). 그런 
관점에서 집권세력으로부터 야당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당강제해산제도는 극단주의정당 혹은 한계정당만을 대상으로 한다. 역으로, 

그것은 극단적이고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적용되지 않는, 그래서 다양한 스펙
트럼의 이념정당들을 헌법의 차원에서 보호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야 
말로 민주주의의 본래의 모습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정당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런 반민주적인 입장을 가진 정당조차도 그것이 의견과 
주장에 그치는 한 철저히 보호한다. 오직 그런 반민주성이 폭력과 결합할 때에
만, 그리고 그런 폭력이 실질적인 위험이 발생하고 공공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
할 때에만 강제해산의 대상으로 삼을 뿐이다.”(한상희, 2013)

Ⅲ. 민주적 기본질서의 이중기준 또는 삼중기준

  헌법은 전문과 제4조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제8조 제4항에서 “민주적 기
본질서”를 규정하고 있다. 학설의 갈림이 있기는 하지만, 위헌정당의 판단기준 
또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양자의 헌법적 성격은 전
혀 다르다. 전문과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헌법이 지향하는 목표에 대한 
판단기준이며, 제8조 제4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위헌정당으로 판단하여 
헌법적 보호를 박탈하는 판단기준이기 때문이다. 전자는 다양한 내용을 포괄하면
서 하나하나의 요소가 그 자체로 독립성을 가진 가치내용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
야 함을 지향한다. 반면 후자는 각 내용 요소가 독자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총
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되 실질적 위험이 있는 경우에 동원해야 하는 최후의 수
단이어야 한다. 

  한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국가보안법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단기준으로 원용되었다. 이와 비교할 때 정당해산의 판단기준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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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이어야 한다. 판례의 입장이 표현
의 자유보다 국가안보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는 현실을 고려할 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이해는 정당의 편에서 접근해야 한다.

  다시 살피건대 민주적 기본질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의미한다.4) 이에 대
하여 사회복지국가원리도 포함하는 기본질서라고 이해하는 견해가 없지는 않
다.5) 정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것은 폭력 활동을 수행하거나 
폭력적․독재적 정치를 선전․선동하여 명백․현존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즉 
정치적․사회적 의미에서 폭력과의 직접적 연관성 속에서 이해하여야 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구체적 내용으로서 독일연방헌법
재판소와 유사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
제도”, “사법권의 독립” 외에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6)를 
덧붙여 포함시켰다. 이러한 해석은 문제가 있다. 헌정사적 측면에서도 당시 회의
록은 “헌법에 있어서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사회적 
질서를 말하는 것이지 경제적 질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설하고 있다.7) 

  또한 그 내용으로서의 개별 제도를 부정하는 것만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침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아우르는 총체적 개념으로서의 반민
주주의적 폭력 지배를 침해하는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 반면 현행 헌법이 지향하
는 민주주의 내용으로서 구체적 요소들을 예시할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의 민주주
의 요청 또는 주장은 오히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독일에서는 ‘자유로운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에 대한 이론적 비판으로서 “왜 이
러한 헌법원리가 해당되고 다른 헌법원리(예를 들어 사회국가의 원리)들은 해당
이 안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박병섭, 

1995: 227). 독일의 헌법학자 프로이쓰는 “(자유)민주주의의 공동화를 경고하였
다”(박병섭, 1995: 229). 독일정당해산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첫째, 구성요건
이 불특정개념이라는 점, 둘째, 자유롭고 열려 있는 의사결정과정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 셋째, 정부가 위헌정당소추를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일방적으로 남용
하는 경우 그에 대해서 통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박병섭, 1995: 

4) 같은 의견으로 권영성, 2010: 195; 성정엽, 1991; 정회철, 2012: 875.

5) 김철수, 1988: 127-128; 성낙인, 2013: 1417.

6) 헌재 1990. 4. 2. 89헌가113, 판례집 2, 49[50].

7) 제4대 국회 헌법개정 회의록, 154 아래. 권영성은 “개정헌법초안에는 서독의 그것과 같이 ”자유로운“이라는 수

식어가 있었으나, 일부 혁신계정당의 기분에 맞지 않는다하여 개정헌법에서는 삭제된 것이다.”라고 서술하였

다. 권영성, 정당조항에 관한 헌법상의 제문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 114: 박병섭, 1995: 123 주 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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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234).

  더욱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뒤리히(Dürig)식(式 ) “소거방식”(국순옥, 

1994: 138)으로 이해하면, 그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반(反)[파시즘+공산주의
+사회주의+전체주의+‘북한과 유사한 주장’+테러리즘+반(反)신자유주의+ … n]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할 수 있다(오동석, 2009: 22-3).

  위헌정당의 인식자료는 정당의 강령이나 기본정책 또한 당헌, 당수와 당 간부
의 연설․당기관지․출판물․선전자료 등이다. 그 위헌성에 대한 판단은 총체적인 것
이어야지 부분적인 것이어서는 안 된다. 특히 당수와 당간부 활동 그리고 평당원 
활동에 대하여 판단하는 경우는 더욱 그렇다.

  해산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목적 자체 판단설이 있다. 즉 “정당의 목적자체만으
로도 그것을 문제 삼아 해산이 가능하다”는 견해이다. “정당이 실질적으로 아무
런 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다 하여도 그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해산이 가능하다. 이것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현존하는 것이 아
니라 미래에 생길지 모르는 경우라도 정당을 해산하여 그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
자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 민주적 기본질서의 
개념이 다분히 추상적 개념이고 따라서 자의적 해석의 위험이 많다는 점을 고려
한다면 정당의 목적만을 문제 삼아 그것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해산시킬 수 있다는 것은 정치적 남용의 가능성을 남겨준다는 점에서 입법론상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성정엽, 1991).

  그러나 해산의 판단기준은 정당 활동의 공공연한 폭력성 및 구체적인 실질적 
위험성이어야 한다. 정당해산제도의 헌법규범적 의미는 정당 활동의 최대한 보장
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야당에 대한 정당해산은 정치적 탄압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마치 표현의 자유가 비판적 표현의 자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듯 역설
적으로 정당에 대한 헌법적 보호는 야당을 향한다. 

  위헌정당으로 선언하기 위해서는 그 정당이 ①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자 
하는 항시적이고도 확정적인 목적을 가져야 하고, ② 이러한 목적이 확정된 계획
에 의해 ③ 정치행위로 명백히 표출되어야 하며, ④ 이러한 점들이 높은 수준의 
증거에 의해 뒷받침 되어야 하고,8)  ⑤ 그러한 정당이 민주주의에 대해 실질적
인 위험을 야기하여야 하며, ⑥ 그 정당이 야기하는 위험과 정당해산이라는 조치 
사이에는 법익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9) 실질적 위험이란 ‘폭력적 수단’에 의

8) 이것은 (구)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1951년 사회주의제국당(SRP)을 해산하는 판결에서 밝힌 요건들이다.

9) 최근 베니스위원회가 제시한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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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헌법개정이나 체제변혁의 위험을 의미한다(한상희, 2013). 

Ⅳ. 통합진보당 진보적 민주주의의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판단

1. 헌정사에서 진보적 민주주의

  통합진보당 사건에서 정부는 진보당의 목적부터 위헌적이라고 했다. 김일성 주
석은 1945년 ‘진보적 민주주의’를 주창해 북한의 건국이념으로 삼았다. 그런데 진
보당 역시 당 강령에 ‘진보적 민주주의’를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진보당이 내
건 ‘진보적 민주주의’의 명칭·내용이 북한의 그것과 같으니 위헌적이라는 논리다. 

전광석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 헌법의 기준에서 진보당의 강령이 
지속적으로 헌정질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야지 북한이 사용한 표현이냐, 노동당 
규약에 있느냐로 판단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진보당의 강령 중 ‘일하는 
사람이 정치경제적 주권을 실질적으로 향유하는 민중주권원리 구현’은 국민주권 
원리를 부정하는 북한의 인민주권론과 동일하다고 했다.10) 

  1915년 H. Croly가 출판하여 루즈벨트 대통령 등 미국의 당시 진보파들에 영향
을 미친 『Progressive Democracy』라는 책의 제목에서부터 시작하여 현재도 활
동 중인 ‘The American Institute for Progressive Democracy’이라는 단체의 이
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사용되는 정치용어이다(한상희, 2013). 예를 들어 해
방 후 조선공산당은 정치경제적 민주개혁을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불렀다. 그 내
용은 “언론․출판․집회․결사․시위․파업의 자유, 남녀평등의 권리, 일반․평등․직접․비밀 
원칙에 근거한 선거권의 확보 등을 인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었다(김
정인, 2013c: 203). 한편 “경제 민주화를 위한 진보적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와 사
회주의의 과도기적 형태로서 토지개혁과 중요산업 국유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였
다(김정인, 2013c: 203-204).

  김정인(2013c: 204)은 김오성(1946)11)을 축약 인용하여 진보적 민주주의 노선
을 이렇게 정리하였다.

10) 경향신문 2013. 11. 6.

11) 김오성(1946), 민주주의와 인민전선, 개벽74, 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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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948년헌법 현행 헌법
표현의 
자유

제13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
니하고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
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노동권

제18조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
서 보장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
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
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평등권
제8조 모든 국민은 법률앞에 평등이
며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
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
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
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
니한다.

선거권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
에 의하여 공무원을 선거할 권리가 있
다.
제32조 국회는 보통, 직접, 평등, 비
밀선거에 의하여 공선된 의원으로써 
조직한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
권을 가진다.
제41조 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
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제67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자유경쟁을 철폐하여 부의 독점을 방지하고 국민의 
경제생활의 균등한 향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경제를 실시해야 한다. 교육
의 균등화가 실시되어야 한다. 일체의 봉건적인 유습을 타파해야 한다. 

  시민적 민주주의와 진정한 민주주의 사이의 인민전선적 민주주의에서 말하는 
인민이란 민족반역자를 제외한 각계각층을 의미한다. 인민전선은 인민의 혁명적 
세력의 집결을 의미한다. 인민전선적 민주주의는 형식만의 민주주의여서는 안된
다. 어디까지나 질적으로 우세한 근로계급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근로대중의 권
리를 옹호하는 진보적인 민주주의가 아니면 안될 것이다.”

  진보적 민주주의론은 우리 헌법의 모태가 되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표 1>
과 같다.

<표 1> 해방 후 진보적 민주주의론에 따른 1948년 헌법과 현행 헌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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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개혁

제86조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

제121조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
는 금지된다.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
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
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국유화

제87조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
험, 전기, 수리, 수도, 까스 및 공공
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 공공필요에 의하여 사영을 특
허하거나 또는 그 특허를 취소함은 법
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제88조 국방상 또는 국민생활상 긴절
한 필요에 의하여 사영기업을 국유 또
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또는 그 경영을 
통제, 관리함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
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
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
할 수 없다. 

균등
주의

전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
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
등히 하고 …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
상을 기하고”

경제의 
균등

제84조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
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
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
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
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
다. 

교육의 
균등

제16조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봉건 
잔재

전문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 제도를 수립하여” 전문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주체 제17조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와 의
무를 가진다.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
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
다.
제123조 ⑤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해방 후 민주주의는 “정치적으로 뜨거운 쟁점을 형성한 그야말로 펄펄 살아 숨
쉬는 개념”(김정인, 2013c: 229)였다. 그것은 1948년헌법에 반영되었고, 현행 헌
법으로 이어졌다. 물론 그 과정에서 “국토와 이념의 분단화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좌익과 우익에게 서로를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되면서 분열의 가치로 작동”(김정



정당해산제도와 한국의 민주주의 43

인, 2013c: 230)하였다. 그렇다고 민주주의 개념을 협소화시키는 것은 그 자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 오히려 다양한 의견 차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상을 구축해가는 것이 민주헌법의 바람직한 운용이다.

2. 진보당 해산 사건과 1960년 헌법

  과거 이승만 정권에서의 진보당 해산은 법원의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내
무부의 행정처분에 의한 해산이었다. 진보당은 ‘노동자·농민을 중심으로 진보적 
근로인텔리, 중소상공업자, 양심적 종교인 등 광범위한 근로 대중의 이익을 대변
한다’는 강령을 바탕으로 평화통일론과 수탈 없는 경제체제의 확립을 주장했다. 

1958년 검찰은 ‘진보당의 평화통일론이 대한민국의 존립을 부인하고, 정강·정책
이 북한 노동당의 정책과 상통한다’며 진보당을 헌법 위반 불법단체라고 주장했
다. 하지만 이듬해 2월 대법원은 진보당에 대해 ‘진보당의 강령, 정책은 헌법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위헌이라 할 수 없고, 평화통일에 관한 주장 역시 헌법
상 언론자유의 한계를 이탈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위헌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
했다.12)

  이와 관련 헌법 제8조 제4항에서 정당 활동에 부여한 한계 기준으로서의 ‘민주
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은 1960년 헌법에서 등장했다. 이를 이어받아 1972년 헌법
에는 제7조 제3항에 정당해산의 기준으로서 제시되었으며, 현행 1987년 헌법 제8

조 제4항으로 이어져왔다.

  1960년 헌법 개정 시 헌법개정안기초위원장이었던 정헌주는 국회 본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13) 

  그 다음에 물으신 것은 헌법에 민주적 기본질서의 한계는 무엇인가 이것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여러 번 되풀이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 자유스럽고 민주적인 사회질서와 정치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맞춤법과 띄어쓰기 교정 및 밑줄은 인용자, 아래 직접인용 같음) 

 

  즉 1960년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는 이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의미하는 것
으로 해석하여 도입된 표현이다. 이러한 입법사적 논거는 기존에 헌법의 민주적 

12) 경향신문 2013. 11. 6.

13) 제34차 본회의 회의록, 제35회 국회임시회의속기록, <http://likms.assembly.go.kr/kms_data/record/

data1/35/035za0034b.PDF#page=1>, 1960. 6. 11, 17, 최근검색일: 2014.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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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질서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이해하는 입장과도 맞아떨어진다(계희열, 

1995: 229). 더욱이 그는 이 제도가 “이태리헌법 및 서독헌법의 전례에 따라서 
제13조 2항에 정당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14)라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제
도를 도입한 까닭은 진보당에 대한 이승만 정권의 탄압을 억제하기 위함이다.15) 

  물론 정당에 관한 규정은 … 헌법에 이것을 두는 것을 정당의 자유를 좀 더 효과적으로 보장하
기 위한 까닭입니다. 

  그 목적이나 활동의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되는 경우에 한하기로 하고 그 해산은 대통
령의 승인을 얻은 정부의 소추에 의해서 헌법재판소만이 이것을 판결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서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되는 정당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실 줄 압니다만 
우리의 경우로 보아가지고 공산당이나 일당독재를 꿈꾸는 ‘파시스트’당이나 왕정복고를 꾀하는 
정당 등이 우리 헌법의 기본질서에 위반되는 정당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16)

  1960년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개념은 실질적으로는 독일의 ‘자유민주적인 기
본질서(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17)와 동일한 개념이다. 그러
나 그것이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독일공산당에 대해 내린 판결과 동일한 것인지
는 의문이다. 그렇다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적 질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에 있어가지고도 자유로운 기본질
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치적 사회적 질서를 말하는 것이지 경제적 질서까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본 위원회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독일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질서와
는 무관한 개념이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가치가 서로 
다른 정치적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다양한 정치세력의 타협으로 이루어진 기본법
의 기본정신을 구현한 것이며, 기본법과 그것에 의해 구체화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는 사회체제에 대한 문제를 국민의 자유롭고 열려져있는 의사결정과정에 맡

14) 제33차 본회의 회의록, 제35회 국회임시회의속기록.

15) 제33차 본회의 회의록, 13.

16) 제33차 본회의 회의록, 16.

17) 아래에서 독일기본법상의 “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는 우리 헌법과 같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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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18) 이어서 이른바 투자보조금 판결에서도 “헌
법제정자들은 어떤 특정한 경제체제를 결정한 바 없다. 현재의 경제제도는 독일 
기본법에 합치되지만, 이것은 결코 이 제도만이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니다.”19)라
고 밝히고 있다. 

  또한 베를린 고등행정법원은 강학의 자유에 대한 결정에서 이 판결을 원용 하
면서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인하고 사회주의 체제를 적
극적으로 찬양한다고 해서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20)라고 판시했다(박병섭, 1995: 137). 이러한 내용 역시 정헌주 위원장
의 답변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요즘 여러 가지 주의 주장이 있는데 이러한 것도 이러한 범위 내에서 허용이 될 것이고 혹은 
제한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이 범위 내에서 허용이 되고 어떤 것이 허용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는데 말하자면 이종남 의원께서 사회주의의 여러 조류 또 거기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했는데 이러한 것은 이 구체적으로 행동이 나타나기 전에는 말씀이야 이 자리에서 어떠한 것은 
우리의 헌법적 질서에 맞는 것이고 어떤 것은 그 범위를 초월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제가 어제 제안 설명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산당이다 명백히 공
산당이라든지 혹은 독재를 꿈꾸던 ‘파씨스트’라든지 혹은 왕조를 꿈꾸는 왕권당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우리의 헌법의 기본질서에 분명히 위반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기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무슨 주의다 무엇이다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행동이 나타나야만 이것은 비로소 헌법질
서에 저촉이 되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판단하지 지금 어떠한 형식으로 나타날지 모르는 이 
자리에 있어 가지고 아마 형식으로 뭐 좌파사회주의다 사회주의다 무슨 사회주의다 하는 이러한 
주의만을 들어가지고서는 본 위원회로서는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
다.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반에 대한 판단은 주의․주장의 사상이나 그 표
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행동으로 실행하는 시점에서야 비로소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 행동이 폭력적인 것임은 두 말 할 나위가 없다. 

공산당에 대하여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답변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
하여야 한다. 

18)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대표적인 보수적 헌법학자인 뒤리히도 자유로운 민주주의는 다양한 사회체제를 수용한

다고 지적하면서, 만약 사유재산의 페지를 주장한다고 해서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를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박병섭, 1995: 127).

19) BVerfGE 4, 18.

20) Oberverwaltungsgericht(OVG) Berlin, Urteil v. 1. 6. 1972, Juristenzeitung 1973,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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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와 민주적 기본질서

  정부 측 참고인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퍼즐 이론’을 들며 
“진보당의 위헌성을 판단하려면 숨겨진 목적까지 확인하고 목적과 활동을 연계해 
판단해야 한다”면서 “한 가지만 보고 위헌이라고 볼 수 없지만, 여러 가지를 종
합해보면 위헌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퍼즐조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
도 했다(민중의소리, 2014). ‘숨겨진 목적’을 찾아내는 ‘심정헌법’은 민주적 기본
질서와 양립하지 못한다. 심정헌법이야말로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한다. 

  진보당은 강령에서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우고, 민중
이 정치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생활 전반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진보적인 민주주
의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지향을 담고 있다. 진보당은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해 
“종래 진보세력들이 한국사회 자유민주주의의 대안 이념으로 제시한 사회민주주
의와 사회주의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유민주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닌 새로운 대
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개념”이라고 소개했다(민중의소리, 2014).

  사실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주의는 어느 하나로 규정할 수 없다. 헌법 전문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라는 표현
은 우리 헌법이 경제적․사회적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진오
(1952: 42) 역시 이것이 우리 헌법의 기본이념임을 확인하였다.

  민주주의라 하면 과거에는 정치적 민주주의 즉 각인의 자유를 정치적으로 확보하는 것만을 의
미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경제, 사회, 문화의 제 영역에 
있어서도 또한 각인의 자유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각인의 자유를 확보한다는 것은 과거에 
있어서와 같이 자유방임주의를 취한다는 의미가 아님은 물론이다. 자유방임주의 체제 하에서는 
우승열패(優勝劣敗)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약자는 도리어 자유를 확보치 못하는 것이 상례이
며, 그것이 또 정치적 민주주의의 치명적 결함이었으므로, 우리는 자유방임주의를 취하지 않고 
“각인의 기회를 균등”21)히 하는 제도를 취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헌법 제5조에서 대한민국은 각
인의 자유, 평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하지만,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를 
“보호”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진다고 한 규정과 조응하여, 우리나라가 정치적 민주주의와 함께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를 입국의 기본으로 채택하였음을 명시한 것이다.

  현행 헌법 역시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여러 조항을 통해 국가의 균형 발전과 

21) 이 문구는 현행 1987년 헌법 전문(前文)에 여전히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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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국가적 지향 그리고 약자적 지위의 생산주체에 대한 보호 및 육성의 의무를 
국가에게 지우고 있다. 

  헌법 제119조 제2항은 헌법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라든가 시장메커니즘의 자동조절기능이라
는 골격은 유지하면서 근로대중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득의 재분배, 투
자의 유도․조정, 실업자구제 내지 완전고용, 광범한 사회보장을 책임 있게 시행하는 국가, 즉 민
주복지국가의 이상을 추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22)

  헌법이 지향하는 경제적․사회적 민주주의를 구체적 내용으로 확정하기는 어렵
다. 어떤 정당의 정책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헌법적 
기준은 결국 헌법이 지향하는 전체적 방향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통합진보
당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그 헌법적 기준을 위배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사실 한
국 사회는 남북분단을 빌미로 오랜 군사독재가 구축한 반공이데올로기 속에서 진
보적인 정책은커녕 진보적인 생각을 하기도 쉽지 않았다. 국가보안법이라는 사상
통제법이 헌법의 역사만큼 오랫동안 헌법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사상의 자
유와 그 표현의 자유 그리고 정치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지 못하는 사회는 민주공
화국헌법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가 어떠한 내용
이든지간에 그것을 헌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여부는 역으로 대한민국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본질을 되묻는 질문이 될 것이다.

22) 헌재 1989. 12. 22. 88헌가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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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독일의 위헌정당강제해산제도는 이미 집권의 경험을 통해 반인류적․반헌법적 
행태를 보인 위헌정당이 재출현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아직 집권하
지 못한 야당에 대해 예단하여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는 구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사상과 이념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전체주의 경향으로 흐
를 수 있다. 정당강제해산제도의 본질에 반한다.  

  헌법재판소는 국군의 외국 파견 결정에 대해서는 “파견군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지위와 역할, 동맹국과의 관계, 국
가안보문제 등 궁극적으로 국민 내지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하고도 중요한 
문제로서 국내 및 국제정치관계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목표
를 설정하는 등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보았다. “그와 같은 
결정은 그 문제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국민의 대의기관이 관계분야의 
전문가들과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
며” “그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 이루어진 재판임이 명백하므로, 대통령과 국회
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헌법재판소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는 설혹 사법적 심사의 회피로 자의적 결정이 방치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한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궁극적으
로는 선거를 통해 국민에 의한 평가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23) 

  정당의 해산심판권이 헌법재판소에 있지만(헌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헌법
재판소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는 설혹 사법적 심사의 회피로 자의적 결정이 방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선거를 통해 국민에 의한 평가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
하여야 한다.

  과거 사법부는 통치행위를 명목으로 '고도의 정치적 결단‘으로 추켜세우며 독
재자의 폭력에 동조한 바 있다. 정당의 위헌 여부 판단이야말로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문제이다. 그 판단권한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있다. 국민이 정당
을 직접 해산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심판은 선거를 통해 

23) 헌재 2004. 4. 29. 2003헌마814(일반사병 이라크파병 위헌확인,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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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다. 통치행위론의 민주화는 정당 해산과 같은 헌법적인 핵심 사안을 국
민에 의존하는 것에 있다.    

  한나 아렌트에 따르면, 폭력의 대립물은 비폭력이 아니라 권력이다. 폭력은 목
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고 목적을 통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권력은 언제든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제휴하고 행동할 때 생겨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이미 정당
성을 갖고 있다. 폭력을 사용하는 권력은 이미 권력이 아니며 아무런 정당성도 
없다. 권력은 폭력에 대항하는 자들에게 있다. 권력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토론
하고 함께 행동하는 그 순간에 바로 그 곳에 존재한다. 모든 것이 권력 이면에 
있는 권력에 좌우된다. 예컨대 제도화된 정치권력은 인민에 기초하는 것이면서 
인민의 의견과 행동에 좌우된다. 권력은 제휴하여 행동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에 
조응하여 그로부터 생성되고 그러한 능력의 상실과 더불어 소멸한다. 아무도 계
획하지 않았던 대중봉기가 순식간에 발생하여 기존의 사회적 관계를 전화시킬 수 
있는 이유도 그 실천과정에서 거대한 권력을 생성시키기 때문이다. 권력은 폭력
에 의하여 파괴될 수 있다. 그렇다고 폭력이 권력이 될 수는 없으며 그 권력이 
인간의 능력에 조응하는 한 영원히 파괴될 수도 없다(Arendt, 1999: 15 옮긴이의 
말).

  인간의 능력을 신뢰한다면, 주권자 국민의 판단능력을 존중한다면, 정부와 헌
법재판소는 국민에게 통합진보당의 위헌 여부 심판권을 넘겨야 한다. 그렇지 않
으면 정당해산제도는 권력을 파괴하는 폭력이 될 수 있다. 정당 해산 제도의 역
설적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것이다. 진정 민주주의의 꽃을 선거라고 믿는다면, 

선거야말로 국민이 위헌정당 여부를 심판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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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2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과 

우리 헌법 제8조 제4항

전영식� /�법무법인�시민

  1. 들어가는 글

  정당해산사건의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의 대리인단에 소속된 변호사로서 현재 진

행 중에 있는 사건에 관하여 법정 외에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다소 조심스럽습

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생한 사건이고, 헌법 제8조 제4항의 정당해산

의 요건론에 대한 법리적 이해의 방식과 내용에 이견도 많은 편이라 논쟁이 되는 

쟁점들을 위주로 문제를 제기하는 형태로 토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

와 관련하여서는 서독의 기본법과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유럽인권재판소의 기존 

판단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의 헌법해석론을 전개하기 어렵습니다. 내용

은 저 개인의 이해 정도에 따른 것이고, 통합진보당의 대리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변호사들 전체 의견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밝혀 두겠습니다. 

 2.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의 정당성의 근거는 무엇인가?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 기원과 형성 및 서독에서의 역사적 전개에 대하여는 다
른 분들의 발제문에 포함되어 있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관련하여 몇 가지 문
제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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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 12월 10일, 유럽인권선언은 1950년(효력은 1953
년)에 각 채택되었습니다. 위 선언문에는 “이 선언의 그 어떠한 조항도 특정 국
가, 집단 또는 개인이 이 선언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할 목적의 행
위를 수행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활동에 참여할 어떠한 권리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와 같은 내용이 세계인권선언 제30조, 유럽인권선언 제17조
에 각 규정되어 있습니다.1) 기본권의 한계를 설정하고 남용할 수 없다는 이 선
언을 방어적 민주주의를 선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방어적 민주주의는 ‘헌법
에 구속된(또는 길들여진) 민주주의’라는 의미에서 ‘입헌주의’의 예외가 아니라 
입헌주의 원칙에 속하는 것으로 이론 구성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 독일공산당은 1956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에 대하여 유럽인권재
판소에 유럽인권협약에 따라 권리구제를 신청하였던 적이 있는데, 당시 권리구제
의 본안심리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이었던 유럽인권위원회는 위 17조의 규정을 원
용하면서 본안심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습니다.2) 

  둘째, 방어적 민주주의를 입헌주의 원칙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 미국
의 경우에도 헌법에는 비록 서독의 기본법, 우리나라의 헌법 규정과 같은 유형의 
조항은 없지만 입법에 의하여 민주주의의 자기보호라는 관념이 형성되는 현상을 
같은 이론적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독의 경우 공무원의 
헌법에 대한 충성의무, 기본권상실제도, 정당해산제도, 단체해산제도 등의 방어
적 민주주의 성격의 규정을 많이 두고 있는 것은 나치즘의 경험에 기반한 것이
고, 미국의 경우도 19세기 및 20세기에 걸친 많은 노동조합, 단체의 규제와 공산
당관련 입법들, 충성서약제도 등을 법률로 규정하였던 역사를 보면 자국의 민주
주의와 사회의 변화 단계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방어
적 민주주의는 사회 변화의 단계에 따른 각 국가의 민주주의 제도의 발전현황과 
헌법적 원칙의 적용이란 입헌주의 큰 틀에서 해석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해가 그 적용의 실제와 한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도 변경할 수 없는 실체
화된 헌법의 가치가 있고, 이 가치를 보호하자는데 그 핵심이 있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이 가치를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라고하든, ‘민주적 기본질서’라고 
하든 중요한 점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도 폐지할 수 없는 가치를 인정할 수 

1) Article 30 “Nothing in this Declaration may be interpreted as implying for any State, group or person any

right to engage in any activity or to perform any act aimed at the destruction of any of the rights and

freedoms set forth herein.”

2) 유럽인권위원회 1957. KPD v. FRG.. 폭력의 선동과 같은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활동을 기각의 중요

한 이유로 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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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가, 있다고 하는 경우 어떤 가치를 의미하는가라는 점입니다. 사회주의제국
당 사건에서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이를 정식화한 이후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도 
같은 내용을 국가보안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의미로 인용하고 있는데(물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경우 ‘시장경제질서’와 같은 개념도 넣고 있는데, 여기서
는 토론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그 내용과 목록은 각 국의 구체적인 헌법
질서에서 독립하여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서독의 1952년 사회주의제국당(SRP) 사건에서 정부가 위헌사유로 특정한 
것은 “… (정부는 청구서를 통해) 사회주의제국당 내부규정이 민주주의 기본원칙
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이보다는 1인 영도 체제에 근거하고 … 국가사회주의독일
노동당의 후신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표를 추구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제거하는 것을 의도한다”고 주장하였는데,3) 이 내용은 기본법 제21조 제2항의 
요건4)과 관련하여 ‘1인 정당의 조직운영 원리’와 그 추구하는 목표의 위헌성이었
으며, 특히 나치당(NSDAP)과 목표·운영원리상 관련성·유사성이 주요한 심사대상
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일공산당(KPD) 판결에서 정부가 위헌사유로 주장한 것
은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전투정당으로서 독일공산당은 혁명을 목표로 하는 당이
며, 대중의 선동과 폭력적 혁명을 통해 독일 연방국가의 정권을 장악 … 정권의 
장악을 통해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이룩하려고 하며, 영속적 혁명을 통해 궁극적 
목적 달성 시까지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유지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5) 즉 독
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기본법 제21조 제2항의 요건을 해석하면서 판단대상이 되는 
사유를 정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거나 제거하려는 ‘의도(추구)’로 이
해하고, 그 ‘의도’의 인식과 관련하여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근본적이고 지
속적으로 폐지하려는 경향에 기반한 의도를 통해 정당의 정치적 노선이 특정되어
야 한다. 그 밖에도 이러한 의도는 활동(예컨대 책임 있는 인사의 강령에 대한 
발언)을 통해서도 표현됨으로써 그러한 의도가 계획적으로 추구된 정당의 정치적 
태도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 인식 자료에 대해서는 “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여 헌법적대적인 의도를 입증함에 있어서 정당의 목적은 가장 중요
한 인식수단”이고, “어떤 정당이 사용하는 정치적 수단의 방식, 정당활동의 스타
일로부터 정당의 진정한 목적을 분별”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6) 독일연방헌법

3) 사회주의제국당 판결문 B- 부분 참조.

4) “그 목적이나 추종자들의 행태에 있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 또는 폐제하려하거나 또는 독일연방공화국

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려고 하는 정당은 위헌이다. 위헌성의 문제에 관하여는 연방헌법재판소가 결정한다.”

5) 독일공산당 판결문 파트 A-Ⅱ-1 부분 참조.

6) 독일공산당 판결문 파트 C-Ⅱ-3 내지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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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의 결정이유에 따르면 방어적 민주주의에 따라서 배제되어야 할 것은 전체
주의를 지향하여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훼손할 ‘이념’이 배제의 대상인 것으로 보
이고, 그 이념의 위험성은 ‘논리적 위험성’에 있지 현실적으로 감지되는 ‘구체적 
위험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유럽인권재판소는 ‘민주주의 
다원성’을 주로 거론하고 있는데, 특정한 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이 
다원성을 파괴하거나 폐지하려는 정당만을 정당해산의 배제하려는 대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7) 1950년대 서독에서 시작된 정당해산제도의 목적이 민주주의를 폐
지할 우려가 있는 전체주의 이념에 대한 배제가 그 목적이었기에 그 이념의 현실
적, 구체적 위험성은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반면에, 1990년대 이후 유럽인
권재판소의 입장은 정당의 민주주의의 다원성과의 양립가능성과 그 목적의 실현
을 위하여 선택한 수단의 위험성에 대한 평가에 따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우리나라 헌법 제8조 제4항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우리나라 헌법 제8조 제4항을 우리나라 학자들은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1950년
대 판결에 따라 이해하는 것이 주류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입장은 독일에서
도 2003년 극우정당인 ‘민족민주당’의 사건에서 보면 유럽인권재판소의 입장을 수
용하여 변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듭니다. 우리나라 헌법규정을 설명하
기에 앞서 일본의 헌법학자 사쿠구치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8) 

  일본의 정치학자 Shojiro Sakaguchi는 일본의 근대 입헌주의는 메이지 헌법에 
대한 개정이었던 1946년 일본 헌법의 채택을 통해서 비로소 강하게 영향을 미치
게 되었다고 하면서, 일본에서의 근대 입헌주의의 설립자는 일본이 아니라 점령
군이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헌법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반응은 매우 우호

7) 유럽인권재판소는 1998. 5. 25. Socialist Party and Others v. Turky,사건에서 ①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선택한 

수단이 합법적이고 민주적이고, ②추구하는 변혁이 그 자체로 민주주의 근본원칙과 양립할 수 있다면 허용되

어야 한다는 원칙을 정식화하였습니다. 위 원칙은 터키의 국가적 및 영토적 통합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해산

된 Yazar and v. Turkey(2002. 4. 9. 선고), Dicle for the Democratic Party of Turkey v. Turkey(2002. 12. 10.

선고) 두 사건에서도 반복되었습니다.

8) Shojiro Sakaguchi, chapter 10. Japan, edited by Markus Thiel “The ‘Militant Democracy’ Principle in

Modern Democracies.” Published by Ashgate Publishing Limited.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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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었고, 헌법학자들도 같은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많은 중견 헌법학자들은 메
이지 헌법의 개정에 반대하였지만, 새로운 헌법의 제정 이후에 그것을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섰다고 하면서 전후 헌법학자들은 헌법의 보호와 근대 입헌주의의 구
현에 정렬을 쏟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카구치는 이와는 반대로 현존 
정치권력은 한국전쟁의 발발이후 헌법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 헌법을 
‘맥아더 헌법’이라고 다소 경멸조로 호칭하고, 일본의 헌법은 미국에 의하여 개정
안이 마련되어 일본 정부와 국민들에게 제공되었기에 무효라고 주장하기도 하였
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 현존 정치권력은 자유주의,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항하
여 국가적 정체성과 일본의 전통적 가치를 옹호하는데 관심을 쏟았는데, 여러 면
에서 결코 근대 입헌주의를 수용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 사카구치에 따르면 전후 일본과 독일이 과거를 극복하는 태도는 반대였는데, 

전후 독일은 자유 민주주의가 시민들의 정신과 마음에 뿌리내리도록 노력한 반
면, 일본의 내각 구성원들은 수십 년 동안 한반도의 식민지화와 중국, 동남아시
아에 대한 침략을 서구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었다고 정당화하는 발언을 
하고 한국 국민과 중국 국민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교
과서는 전쟁기간 동안 일본 군부가 자행한 만행에 대한 묘사를 배제하기 위하여 
‘검정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는 일본 정부가 여전히 이웃한 나라들과 평화적인 
관계를 정착시키고 입헌주의를 정착시키는데 실패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
후 일본의 헌법 학자들의 전투적 민주주의에 대한 반응은 이러한 독특한 정치적 
환경 속에서 검토되어져야 하는데, 사카구치는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 적’은 바
로 현존 정치권력이었고, 제어되어야 할 대상은 바로 권력 그 자체라고 하면서 
방어적 민주주의 개념을 일본 헌법에 결합하는 것은 무익하고 위험하기조차 하다
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익하다는 것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적’이 전후 일본의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권력지배층이었기 때문이고,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반대자의 시민적 권리를 제한하는 정당화의 도구로 전투적 민주주의 개념을 남용
할 가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카구치에 따르면 그 이유는 방어적 
민주주의는 일본의 헌법학계에서 독일의 특수한 사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될 
뿐 일본의 헌법학자들의 통설적 견해는 일본의 헌법적 가치로 고려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학자들은 방어적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역사적 전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독일의 경험을 관념적으로 이해하고 그 논리를 우리나라에 
적용하거나 변형하여 적용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문제는 5. 16. 군
사쿠데타, 유신헌법, 전두환의 쿠데타 등과 같이 입헌주의가 파괴된 사건들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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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방어적 민주주의는 이런 우리나라의 역사적 전개와 맥
락에서 이해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95년 검찰은 학자들의 통설적 견해라는 
입장을 근거로 전두환의 군사쿠데타를 헌법적으로 정당화하는 이론을 펴면서 내
란죄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인, 고발
인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자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은 고소인 및 고발인들이 헌법
소원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것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각하하는 것으로 위 문제의 
본질을 피해갔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내란죄의 본안에 대하여 판단하면서 헌법질
서 특히 민주적 기본질서의 파괴와 불법적 행위를 인정하고 현재 헌법적 질서의 
정당화를 제헌헌법에서 찾았습니다. 또한 유신헌법 시대의 긴급조치에 대한 오늘
날의 각종 판결들을 보면 헌법적 질서의 훼손과 그 침해에 대한 판단을 볼 수 있
는데, 저는 이런 우리나라의 역사적 전개가 우리나라의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다원성에 대한 파괴는 우
리나라에서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행하여졌지, 소수자가 다수자가 되어 행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헌법 제8조 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해석은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헌
법질서 중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도 폐지할 수 없는 인권의 보장을 위한 정치질
서를 형성하는 근본적인 민주주의 원칙과 제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
다. 다만 인식의 절대성은 인정될 수 없기에 이러한 근본가치를 발전, 변화시키
려는 노력은 보장되어야 할 것이되,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민주적 기
본질서’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해할 때 ‘자
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민주적 기본질서’의 의미는 모두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서도 폐지할 수 없는 헌법의 기본적 정치질서로 공통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
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8조 제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은 정당의 집단적 표현의 
자유가 정치과정에서 표출되고, 그 표현의 의미와 그 표현의 방식이 헌법적 판단
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정당의 ‘목적’의 위헌성, 정당의 ‘활동’
의 위헌성, 이렇게 상호 독립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방
어적 민주주의는 반-전체주의의 선언이고 민주주의의 다원성의 보장을 목표로 하
는 것이기에 그 판단의 대상이 ‘가치지향’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
에서 정당이 집단적으로 표현하고 추구하는 목적과 활동을 지배하는 가치 즉 이
념이 판단의 대상인 것은 맞지만, 민주주의 다원성의 보장의 원칙에 따라 그 표
현된 이념을 실현하는 수단이 현실화되는 정도 즉 구체적 위험성을 ‘명백하고 현
존하는 테스트’ 또는 ‘명백하고 임박한 테스트’ 아니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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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심사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진행되는 정당해산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통합진보당의 위헌사유는 
주로 글의 형태로 있는 각종 문서에 기재된 용어와 그 용어의 북한의 사용방식, 

그 의미의 북한대남혁명전략에 따른 구조적인 해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내
용에 대하여는 다른 변호사님의 글이 예정되어 있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 2014. 06. 2658



정당해산제도와 한국의 민주주의 59

발제� 3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그리고 통합진보당 사건

이호중� /� � 서강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Ⅰ. 서론

  국가보안법은 수많은 폐지논란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 체제수호법
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1991년 개정 이래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는 요건이 추가되긴 하였지만,1) 국가보안법의 위세는 오히
려 이명박 정부 이후에 더 강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근원적으로 제약하면서 민주주의 공론장을 왜곡시키는 기능
을 담당한다. 

  그러면 정부의 통합진보당 위헌정당심판청구는 국가보안법 시스템과 어떤 역학
관계에 있을까? 이 글은 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구성죄나 찬양・고무죄 등의 영역
에서 작동하는 담론통제의 매카니즘을  살펴보고, 그러한 논리와 매카니즘이 통
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을 정당화하는 논리적, 법이론적 기제로 작동할 가능성
을 경고하고자 한다.  

1) 물론 이러한 요건이 적용되는 구성요건은 국가보안법 제5조 내지 제8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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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헌법 위에 군림해 온 국가보안법

1. 담론 통제

  국가보안법은 이미 20여년 전부터 UN이나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인권기구로부터 
폐지의 권고를 받아왔다. 2004년에는 국가보안법폐지의 분위기가 있었다. 국가인
권위원회는 정책권고로 국가보안법 폐지권고를 하였으며2) 국회의원 150명이 서
명한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3)이 발의되었고, 한국형사법학회도 2004년 국회에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이 상정된 것과 때를 같이 하여, 국가보안법 폐지의 공식적
인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당시 폐지논의의 주요 근거로는 형법상 내란죄나 간
첩죄 등 형법상 처벌규정만으로도 국가의 안전·존립을 보호하는 데에 지장이 없
는 점, 특히 국가보안법 제7조는 사상의 자유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
으며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점 등이었
다.4)   

  그런데 2004년 이후 지난 10여년 동안 국가보안법의 폐지 논의는 거의 없었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 이후 국가보안법의 적용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
래 <표1>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인원수는  노무현 정부 시절 감소추세
를 보이다가 이명박 정부 이후에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박근혜 정부의 집권 1년
차인 2013년에는 기소 인원수가 11년 만에 1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2)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폐지권고」(2004.8.23.).

3) 2004.10.20.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 (최용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70601호).

4) 당시의 형사법학계의 국가보안법 폐지논의에 대해서는, 허일태, “국가보안법 폐지의 정당위성”, 형사정책 제16

권 제1호, 2004, 237면 이하 ; 한인섭, “국가보안법 폐지론”, 헌법학연구 제10권 제4호, 2004, 123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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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기소 무죄
2002 140 1
2003 93 0
2004 71 2
2005 36 1
2006 29 0
2007 34 3
2008 31 1
2009 40 7
2010 60 1
2011 74 2
2012 98 3
2013 102 4

<표 1>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의 기소 및 부죄판결 현황5)

  특히 국가보안법위반 중 표현의 자유와 직접 관련 있는 조문인 제7조(찬양・고
무등) 위반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이 특징이다.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가 2012년 11월 2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 8월까지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경찰에 입건된 482명 중 제7조 위반 혐의로 입건된 경우는 
407명(84%)이라고 한다.6) 그 대부분은 온라인상에서 친북게시물을 올린 혐의라
고 한다.

<표 2> 2008년부터 2012년 8월말까지 국가보안법위반 검거・기소・구속자수 및 비율

구 분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 

8.31
검 거 482 40 70 151 135 86

구속자 수 86 11 15 22 17 21
비 율 17.8% 27.5% 21.4% 14.6% 12.6% 24.4%

5) 출처 : 대법원 사법통계

6) 아래 통계표는 경찰청이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가 발표한 통계이다.

(http://freedom.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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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008년부터 2012년 8월말까지 국가보안법 조문별 입건자 수 

구 분 총 계 ’08년 ’09년 ’10년 ’11년
2012. 

8.31
계 482 40 70 151 135 86

간  첩 12 2 2 1 2 5
4조①항4호 1 1

3조 3 3
7조①․③․⑤항 126 20 18 40 27 21
7조①․⑤항 281 11 44 83 91 52

6조 18 3 8 4 3
8조 38 4 5 16 8 5
9조 3 3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간첩(조작)사건은 많이 줄어든 반면에, 국가보안법에 새
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은 것이 바로 ‘종북 이데올로기’이다. 국가보안법은 제7조를 
중심으로 하여 담론적 통제기제로서의 성격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다. 국가보안
법의 주된 작동은 사상 및 표현의 자유가 작동해야 할 민주주의의 공간에서 종북
담론에 기반한 담론통제의 매카니즘을 구성한다는 점에 있다. 

  종북이란 보통 ‘북한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현
재의 종북 담론은 과거 ‘빨갱이’로 대변되었던 공안정국의 연장선에 있지만, 현재
의 종북 담론이 위치 지워지는 맥락은 분명 과거와는 다른 것 같다. 무엇보다 현
재의 종북 담론은 공안기구나 보수 정치세력에 의해서만 생산되고 유포되는 것이 
아니라, 종북으로 표상되는 대중들의 정서가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 차
이가 있어 보인다. 현재 횡행하고 있는 종북이데올로기는 진보적 정치운동에 대
하여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따는 세력’이라는 이미지를 표상하게 함으로써 진보적 
사회운동의 시민적 주체성을 제거해 버린다. 종북은 사회주의 운동, 진보적 정치
운동에 대하여 ‘북의 지령에 의해’ 내지 ‘외부세력의 배후조종에 의해’ 움직이는 
수동적 집단으로 전락시킨다. 이러한 수동성의 이미지는 진보적 정체세력의 정치
적 시민적 주체성을 부정하는 담론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언제든지 북의 
지령에 따라 사회위해세력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잠재적 위험집단”으로 
표상하게 한다. 이는 시민사회의 진보세력을 ‘적’으로 간주하고, 진보적 정치진영
을 ‘섬멸’의 대상으로 상정하게 만드는 효과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의 상황은 경찰, 검찰, 국정원 등 공안기구에 의하여 종북몰이 담론이 조직
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형국이다. 그것은 “종북=맹목적인 북한추종세력”이라는 공
식에서 더 나아가서 “종북=국가 위해세력”으로 규정짓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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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주장이나 표현만으로 이미 국가보안
법의 통제망에 포착되게 된다. 물론 찬양・고무나 이적표현물죄가 성립하려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 요건은 국가보안법 제7조의 남용을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한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주
장이나 표현이 있으면 일단 이 규정에 해당한다고 단정해 버리는 형태가 반복된
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과 위축, 그리고 수사 권력의 남용은 이렇게 시작되
며, 바로 그래서 위험하다.

  국가보안법에 근거한 표현의 통제는 비단 형사사법의 영역에 국한되는 것은 아
니다. 위의 통계에서 드러나듯이,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의 대부분은 인터넷
이나 SNS상에 소위 ‘이적표현물’을 게시한 경우인데, 인터넷상에서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심의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은 ‘불법정보’의 9가지를 규정하면서 그 중의 하나로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동조 제1항 제8호)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① 중앙행정기관의 요청, ② 방
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 그리고 ③ 시정요구의 불이행이라는 요건이 충족
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정보의 취급을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
야 한다. 방송통심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는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이나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의 요구로 나타난다. 인터넷표현물의 불법
여부에 대한 방통심의위의 판단은 거의 절대적이다. 국가보안법 위반 게시물이라
는 것도 그 모호하고 추상적인 법 규정으로 인해 얼마든지 불법정보로 규제할 수 
있다. 2011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가보안법 위반의 내용으로 심의한 온라인 
게시물은 872건이었으며, 이중 1건을 제외한 871건에 대하여 시정요구 결정이 내
려졌다고 한다.8) 방통심의위의 시정요구는 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인터넷 게
시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정부기구인 방통심의위의 삭제요청을 거부하기란 쉽
지 않다. 삭제요청의 수용률은 99% 이상이다.

7) 2013년 4월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메카시즘이 횡행하던 1950년대 미국의 법을 언급하며 안보가 위기에 처할 가

능성만으로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리 판례에 따르면, 명백한 위협이 

있다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원칙조차 흔들리고 있다.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

해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글과 자료들이 돌아다니고 있다. ‘종북’에까지 이르는 안보위해 사범

에 대해선 우리 사회가 명백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고 말했다. 2013.4.22. 한겨레신문 인터넷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84054.html (검색일 2013.6.15.)

8) 이광철, “2011년 국가보안법 발생양상과 특징” 국가보안법 토론회(민변, 표현의 자유 연대, 이정희 의원실 주

최),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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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8월 방통심의위는 대법원에서 수차례 이적단체로 선고된 ‘조국통일범민
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상의 ‘민족의 진로 게시 코너’ 
및 ‘원문 자료실 코너’를 폐쇄하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하였다. 국가보안법 위반의 
경우 게시물에 대한 삭제요구를 넘어 홈페이지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행
정심의 권한이 확대 적용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2.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요건

  제7조 제1항은 1991년 개정 전에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
를 이롭게 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 결정9)에 따라 
1991년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요건을 추가하는 개정이 있었다. 이 요건은 제7조의 모든 규정을 관
통하고 있으며, 제7조의 핵심적인 요건이다. 

1) 대법원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
는 요건은 국가보안법 제7조의 모든 규정을 관통하고 있으며, 제7조의 핵심적인 
요건이다. 이 요건은 “정을 알면서”라고 규정하여 형법이론상 ‘주관적 요건’을 규
정한 것이라고 설명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요건에는 ‘정을 안다’는 의미에서 주
관적 요건이 설정되어 있는 것과 더불어 ‘객관적 위험성’이라는 객관적 요건이 설
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어떤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
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정을 안다’라는 요건을 적
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 요건은 찬양·고무 등의 행위가 일차적으로 ‘국
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
롭게 할 객관적 위험성이 없다면 제7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문제는 그 ‘위험성’이 어떤 경우에 인정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론이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으로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대법원 다
수의견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

9) 헌재 1990.4.2. 89헌가11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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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성”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다.10) 이러한 해석은 (구)국가보안법 제7조에 관
한 1990년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결정에서 연유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구 국가
보안법 제7조에 대한 위헌심판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이 국가안전보장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에 관계없는 경우까지 확대 적용될 만큼 불투명하고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히 헌법 제37조 제2항을 어겨 헌법 제21조 
제1항의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헌법 제22조 제1항의 학문ㆍ예술의 자유를 침해할 
개연성 나아가 그와 같은 자유의 전제가 되는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의 침해
가능성을 남기는 것이다”라는 전제 하에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
본질서에 무해한 행위는 처벌에서 배제하고, 이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명백한 위
험성이 있는 경우로 처벌을 축소 제한하는 것”이 합헌적 해석이라고 밝힌 바 있
다.11) 

  여기에서 ‘국가의 존립ㆍ안전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ㆍ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며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
법기관을 파괴ㆍ마비시키는 것으로 외형적인 적화공작 등을 일컫는다.” 또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는 것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ㆍ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
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
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체재를 파괴ㆍ변혁시키려는 것”이라고 한다.12) 

  반면에, 대법원의 소수의견은 사상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관한 ‘명
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법리’를 적용하여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구체
적 위험”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다 : “국가보안법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
이 있는 경우라 함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명백하고도 현
존하는 구체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구체
적으로는 그 단체가 규약·강령·조직과 임원구성·내부결의·외부에 표명된 단체의 
의사·대외활동 등으로 추단되는 그 단체의 목적, 목표, 활동방향 등 집단의사 자
체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라 하여 그 사실만으로 그 단
체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판단해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이 추단되는 단체

10) 대법원 2008.4.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0.7.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등.

11) 헌재 1990.4.2. 89헌가113 결정.

12)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개념에 관한 고찰은 이 글에서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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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집단의사를 실현하는 수단·방법으로 그 단체가 정한 것이 오로지 무장봉기 등 
자유민주질서가 용인할 수 없는 방법일 때에 한하여 그 단체를 이적단체로 인정
하여야 한다.」13)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과 제3항의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위험성 요건을 해석할 
때에도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은 당연하고, 그 기준을 완화
하여 다수의견과 같이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의 기준에 따른다고 하
더라도, 그 위험은 위험의 단순한 경향성 또는 개연성이나 추상적 해악의 통상적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 해악의 현실적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
어야 한다.”14) 
  이러한 대법관들의 의견대립은 이적표현물에 관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적용에 관해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2010도1189 전원합의체판결에서 다수의
견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
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
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
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해석기준을 제시하였지만, 소수의견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처벌
대상이 되는 이적표현물이 되기 위해서는 대법원판례와 다수의견이 요구하는 대
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이라
는 요건 외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험’을 가진 
표현물일 것을 요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위험성 요건을 인정하는 기준 
역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이적표현
물 여부의 판단에서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
을 지적하고 있다. 

2) 대법원 논증의 문제점

  대법원 다수의견의 기준인 “실질적 해악의 위험성”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맥
락을 보면 다음과 같은 도식적 이해가 작용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 [<전제> 

북한은 (적화통일을 꾀하는) 반국가단체이다. 북한의 모든 정치적인 주장은 적화
13) 대법원 2008.4.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의 박시환, 김지현, 전수안 대법관의 별개의견.

14) 대법원 2010.7.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의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전수안 대법관의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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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목표로 한다.] → [그러니까 북한과 연계하여 북한의 주장이나 활동을 찬
양·고무·선전·동조(이하 ‘동조’로 약칭)하는 행위는 위법하다] → [위법한 찬양・
고무 등의 행위를 위한 단체를 구성하면 이적단체이며, 찬양・고무 등의 행위를 
위해 소지하거나 제작한 표현물은 이적표현물이다.]

  이러한 논리에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라는 기준은 실제로는 국가보안법 제7조의 남용을 합헌적으로 제
어할 수 있는 역할을 상실하고 있다. 대법원은 범민련을 이적단체로 판단한 판례
(2003도758) 뿐만 아니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판단한 판례(2010

도1189)에서도, ‘주한미군철수, 연방제통일론, 북한핵실험인정 등의 주장내용이 
북한의 주장과 일치하고 그러한 주장이나 정책을 실천하기 위하여 북한과 연계하
였다는 점에서 이미 이적단체다’라는 식의 언급만 되풀이하고 있다. 범민련이나 
실천연대의 그와 같은 주장들이 어찌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위험성이 인정된다는 식이다. 

  또한 이적표현물에 관해서도 대법원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작 ‘적극적이고 공격적’이라는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어
떤 표현물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만이 유
일한 논거가 될 뿐이고, 그러한 표현물이 왜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
본질서를 위협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체적인 논증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논리는 철저하게 북한=반국가단체라는 등식에 입각한 기계적
인 판단이다. 북한은 남한의 전복 내지 적화통일정책을 버리지 않는 한 여전히 
반국가단체이며, 반국가단체로서 북한이 표방하는 정치적 주장은 궁극에는 적화
통일노선으로 귀결되는 것이며, 따라서 남한의 어떤 단체나 개인이 북한이 주장
하는 내용인 선군정치, 주체사상, 주한미군철수, 연방제통일방안 등을 표방하게 
되면 “그 이면에서 암묵적으로는” 북한의 적화통일정책을 지원 내지 동조하는 활
동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논리이다. 이러한 논리에 기반해서 사물을 바라보니, 

어떠한 주장의 내용과 그 실천활동, 그리고 그 주장을 담은 표현물을 놓고 그것
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내용인지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한다는 점이 인정되면 국가
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표현으로 간주해 버리는 것이
다. 대법원의 이러한 논증에서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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롭게 한다”는 요건은 무의미해져 버린다.15) 

  어떤 주장의 내용이나 그 사람의 행동에서 드러난 의견이나 사상이 그 자체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 
주장이나 의견이 북한 등 반국가단체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라 하여 이적
단체 내지 이적표현물로 단죄하는 것이 현재의 엄연한 법현실이다. 여기에 숨어 
있는 논리는 ‘북한은 대남적화통일노선을 폐지하지 않았으며 주한미군철수나 국
가보안법폐지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은 그 자체로 대남적화통일노선에 동
조하는 것’이라는 점뿐이다. 이러한 논리는 드러나지 않은 내면의 사상을 자의적
으로 추단하고 단죄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국가보안법이 사상통제법이라는 오명
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이 바로 그와 같은 논리이다. 

  다만 최근 하급심 판례이긴 하지만, 법원이 실질적 위험성 판단에서 보다 엄격
한 태도를 취한 경우도 있다. ‘사회주의실천해방연대’ 사건에서 법원은 “해방연대
가 사적 소유 금지를 주된 요소로 하는 사회주의를 주장하면서 사회주의 사회에 
이르기 위하여 정당을 창당하고 노동자국가를 건설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해방연대의 목적, 목표, 활동방향 등 집단의사 그 자체,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은 해방연대의 표현물이나 활동 중 일부가 권력분립의 원칙, 사
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등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의 내용을 이루는 일부 요소들과 상충된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음”은 인정하면서
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위험성이 있는지와 관련하여서는 신중하게 판
단하고 있다 : “국가보안법위반죄는 필연적으로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정한 
결사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는데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권력이 
귀속되는 민주주의 사회는 다수를 바판하고 견제하는 소수자를 반드시 전제로 하
므로, 공동체의 의사와 권력형성 과정에서 처음부터 소수자의 의사가 표출되지 
못하도록 막는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다수에 의한 독재 내지 소수자에 대한 억압
이 되어 결국 민주주의를 부정하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
고, 표면적으로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상충될 여지가 
있는 사상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 다른 시각에서 우리 사회의 발전 과정과 국내
외 정세를 연구하거나, 사회 내 모순을 지적하면서 사회 변화의 방향과 개혁방안
을 분석 제시하거나 위법 부당한 공권력 행사나 사회 지도층의 잘못된 행태를 규
탄하며 소외 계층 또는 소수자 약자의 권익을 옹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
이 포함되어 있거나,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되어, 그것이 사회적 균형과 안정을 
위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5) 김종서, “국가보안법의 적용논리 비판: 제7조를 중심으로,” 민주법학 제16호, 1999, 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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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연대가 지향하는 노선이나 목적, 활동 등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으로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하였다16)

3.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1)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은 오늘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
더라도 위험의 ‘명백’ ‘현존’ 하에서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규제가 정당화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원칙이다. 어떤 표현이 실질적 해악을 가져올 것이 명백하고 
그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에 비로소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허용될 수 있다는 
원칙을 일컬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이라고 부른다.

  이 원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표현’과 ‘행동’의 분리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
하다. 어떤 정치적, 문화적 표현도 – 극히 예외적으로 타인의 인격적 주체성을 
부정하는 표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 그 자체로는 결코 해악적이지 않다. 표현
은 일정한 가치의 표현이고 그 표현에 담긴 가치에 대한 선호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가치의 표현은 그 자체로 해악적이지 않다. 표현이 실질적인 해악으로 
연결되는 것은 오로지 행동을 매개로 할 때에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표현에 대한 
규제는 그것이 실질적인 해악(적 행동)을 발생시킬 명백하고 급박한 위험이 존재
하는 경우에만 비로소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법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을 모른다.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의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
을 알면서”라는 요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이 요건을 “자유민주적 기
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법해
석과 적용에서는 ‘명백성’의 요건은 반영되어 있다고 할지 몰라도, ‘현존하는 위
험’이라는 요건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법당국은 북한의 정책에 동
조하는 표현이나 주장에 대하여 그 표현된 내용을 가지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친다는 식으로 국가보안법의 규제를 정당화하고 있다. 또 다른 예로, 

집시법 제5조는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12. 선고 2012고합7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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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절대적 금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현존하는 위험’이라는 기준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위험의 현존성’이라는 규제원리는 일정한 표현이 그 자체로는 해악적이지 않다
는 점에서 출발하여 어떠한 표현에 대한 규제는 그러한 표현이 타인의 법익이나 
공익에 대한 실질적인 해악적 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만 정당
화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우리의 법적용 현실에서 ‘위험
의 현존성’ 요건이 무시되고 있다는 것은 표현에 담긴 가치와 표현내용을 가지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한가지, ‘명백한 위험’ 요건조차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의 현실 속에서 
무력화되고 있다.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표현과 주장은 언제나 ‘공익에 대한 
위험’으로 간주된다. 앞서 언급한 공익 개념의 변질을 감안하면 정부나 지배권력
에 대한 비판적인 저항적 표현이 ‘공익에 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행위’로 얼마나 
쉽게 간주될 수 있는지를 가늠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2) 표현 내용의 규제와 해악의 급박성・현존성   

  국가보안법 제7조는 표현의 내용에 대한 규제를 직접적인 목표로 하여 적용되
고 있다. 물론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표현
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문제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서 문
제되는 표현이 언제 어떤 요건 하에서 제한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어떤 정치적 주장이나 표현이 그 자체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
본질서에 대한 해악일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주장이나 의견은 그것을 실천하
는 외적 행동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해악’에 대해 말할 수 있다. 예를 들
어,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든가 북한의 ‘선군정치’ 등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다고 
해도 그러한 발언이나 주장은 그 자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실질적 해
악을 야기할 위험성을 가지지 않는다.17) 만약 그러한 주장이 남한사회에서 폭력
혁명이라는 외부적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은 채로 그 이론적 정당성을 옹호하는 
주장에 머물러 있는 경우에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
한 해악의 위험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한 주장이 얼마나 대중적 설득
력을 가질 수 있는지, 그러한 주장이 과연 옳은지는 민주주의적 공론의 장에서 
충분히 소화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라

17) 김종서, “국가보안법 폐지론 – 제7조를 중심으로 -”, 공법연구 제29집 제4호, 2001, 1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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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가 ‘선군정치’ 등을 주장하고 말하는 것 자체로 위험하다고 느낄 정도로 남한 
사회의 민주주의가 미성숙상태인 것도 아니며, 오히려 민주주의적 토론을 통해 
그러한 주장에 대한 평가와 객관화된 인식이 가능해진다.18)

  반면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해악의 위험이 
‘현존할 때’에 한하여 표현에 대한 규제가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는 있을 것이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에서 말하는 위험의 ‘현존성’ 요건은 어떤 정치적 
주장이나 표현이 헌법적 질서를 폭력적으로 전복하려는 ‘행동’으로 연결될 급박한 
위험이 존재하는 때에만 충족된다. 그러한 경우에도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체제전복적 행동이며 그러한 체제전복적 행동과 직접적이고 급박한 위험으
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표현행위 그 자체는 아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
이, 국가보안법 제7조가 규제하고 있는 것은 ‘행동’이 아니라 행동과는 전혀 무관
한 ‘표현’ 그 자체이다.

  ‘주장 내지 옹호의견’의 표현이 아니라 ‘선동’이라면 어떠한가. 국가보안법 제7

조 제1항은 찬양・고무 외에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도 규정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Yates 판결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폭력적 전복의 ‘성취를 위한 행동’, ‘행동 규칙이나 원칙’으로서의 폭력을 겨
냥한 것으로 인정되는 주장에 의하여 그리고 ‘선동적 언어’를 채용함으로써, 어떤 
집단에게 장래의 폭력적 행동의 준비를 주입하거나 즉각적인 행동을 장려하는 것
은, 그 집단이 충분한 규모와 응집력을 갖추고 있고 충분히 행동을 지향하고 있
으며, 다른 상황들이 그러한 행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를 합리적으로 정당화
해 주는 경우에는 헌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종류의 주장은 그
것이 궁극적으로 폭력혁명을 이끌어내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표출되었다 할지라도 
구체적인 행동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 종류의 선동이라고 
할 수는 없다.」19)

  1969년의 미국 연방대법원의 Brandenburg v. Ohio 판결도 폭력행위의 선동을 
처벌하기 위해 불법적 행동이 의도되고 그 발생이 급박한 것이어야 한다(intent 

to inciteimminent lawless action)’고 판시한 바 있다.20) 선동을 금지하기 위해
서는, 첫째, 급박하고 실질적인 해악, 둘째, 불법적 행동이 야기될 가능성, 셋
째, 불법적 행동을 야기할 의도라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8) 한인섭, 앞의 글 참조.

19) Yates v. United States, 354 U.S. 298 (1957).

20) Brandenburg v. Ohio, 395 U.S. 444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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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어떤 표현이 설사 체제전복을 촉구하는 ‘선동’에 해당하더라도 그러한 
표현이나 주장 내용 자체로 금지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그러한 선동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선동적 ‘표현’과 폭력적 체제전복‘활동’의 직접적이고 시간적으로 근접한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또 그러한 선동적 표현을 접한 개인이나 집단이 그 선동
에서 말하는 행동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요컨대, 아무리 체제전복적 내용의 표현이라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는 그 
표현의 내용이나 성격이 아니라 그 표현행위가 야기하는 ‘위험(danger)의 급박성 
내지 현존성’에 초점을 맞추어져야 한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제7조 하에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국가의 존립・안전에 대한 ‘급박한 불법적 행위
에 대한 선동’뿐이다. 국가보안법 제7조의 찬양・고무, 이적단체 및 이적표현물
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ⅰ) 표현의 내용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백한 공격성을 직접적으로 지향하고 있
을 것, 그리고 ⅱ) 그러한 표현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외부적 실천행위와 ‘급박한 위험’으로 연결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
다고 해석하는 한에서만 합헌적이다. 

  그런데 이 정도의 요건이라면 이미 형법상 내란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든가 
아니면 최소한 내란의 선전선동행위에 해당하게 될 것이다. 결국 국가보안법 제7

조에 대한 합헌적 해석은 곧 제7조의 존재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셈이다. 

Ⅲ. 독일 공산당에 대한 위한 결정21)

  독일헌법 제21조 제2항은 “목적 또는 그 구성원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를 침해 또는 폐지하거나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함을 추구하는 정당
은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위반에 대해서는 연방헌법재판소가 결정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정당활동이 정치적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한편으로 이러한 정당해산제
도를 둔 것은 흔히 “방어적(전투적) 민주주의”에 근거하고 있다고 설명된다.22) 

21) 이 부분 서술은, 이호중, “독일공산당 해산 사건에 비추어 본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심판의 문제점”, 국정

원 내란음모정치공작 공안탄압규탄대책위원회/민주수호 통합진보당 강제해산반대 범국민운동본부 주최 「통

합진보당 강제해산 기도의 문제점과 한국사회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 자료집(2014.3.19.)의 서술 내

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22) 독일이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송석윤, “정당해산심판의 실체적 요건 :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좌표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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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 당시의 상황

  아데나워 정부가 독일 공산당에 대한 위헌심판을 청구한 1951년은 동서진영 간
의 냉전이 극에 달한 시점이었다. 독일 국내적으로는 공산당 당원들, 그리고 그
들이 관련된 단체에 대한 행정적, 형사적 규제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던 탓에, 공
산당은 1949년 초대 연방의회 선거에서 5.7%의 지지율로 15개 의석을 확보했던 
것과는 달리, 1953년 선거에서는 브레멘(Bremen)과 니더작센(Niedersachsen) 주
에서만 주의회 의원을 배출하는 것에 그쳤으며 연방의회 선거에서는 2.2%의 지지
를 받는데 그칠 정도로 약화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위헌심판 청구에서부터 연방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리기까지 5년이 소요되
었다. 관련자료의 압수 등의 조치는 이미 1952년 1월에 종료되었지만, 헌법재판
소는 이후도로 상당기간 동안 구두변론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1954년 
가을 연방헌법재판소 소장은 아데나워 총리에게 정부가 공산당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를 계속 고수할 것인지를 문의하였으며,23) 당시에 이 일은 헌법재판소가 정
부의 청구철회를 촉구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구두변론절차는 1954년 11월에 시작
되었다. 당시의 구두변론은 독일 공산당의 강령에 대한 증거조사를 실시하고 그 
이론적 기초로 지목된 맑스-레닌주의 사상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51회에 걸쳐 
진행된 구두변론절차는 1955년 7월 14일 종료되었지만, 재판부는 그로부터 1년 
넘게 판결을 선고하지 않았다. 그러자 정부는 정당해산 사건의 관할을 제1재판부
에서 제2재판부로 변경하는 연방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제출하였고 이것은 판결
선고의 압력으로 작용하였다고 한다.24)   

  위헌결정의 정치적 동기이자 가장 직접적인 근거는 서독의 재무장과 핵무기를 
반대한 KPD의 투쟁이라는 점에는 대체로 견해가 일치한다. 독일의 재무장 반대와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는 공산당의 정책은 대중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었
다. 1951년 공산당이 주도한 독일의 재무장에 반대하는 국민투표운동에는 1100만
여명이 참여하였으며 공산당은 900만명의 서명을 확보하고 있던 터였다. 그것은 
CDU 정부에 가장 커다란 장애물이었다. 

련하여”, 서울대 법학 제51권 제1호, 2010, 29-32면 참조.

23) Morlok, “Parteiverbot als Verfassungsschutz – Ein unauflösbarer Widerspuch?”, NJW 2001, 2934.

24) Brünneck, Politische Justiz gegen Kommunisten in der BRD 1949-1968, 1978,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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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산 결정의 요건과 논리

  독일공산당에 대한 해산결정의 논리는 매우 단순하다. 결정문의 대부분은 공산
당의 역사, 맑스·레닌주의 이론 그리고 당 간부들의 연설과 정당의 공식적인 인
쇄물의 내용을 검토한 것으로 채워져 있다.

  위헌정당 결정의 요건에 관하여,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의 모든 제도를 
부정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말로 시작한다. 독일 헌
법 제21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정당이 위헌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헌법질서를 자유
민주적이게 하는 헌법의 최상위 가치, 즉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경우
여야 한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주의제국당 위헌결정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
서’를 이렇게 정의한 바 있다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란 모든 폭력과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그때그때의 
다수의사에 따른 국민자결과 자유 및 평등에 기초한 법치국가적 통치질서를 말한
다. 이 질서의 기본원리로는 최소한 다음의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기본법
에 구체화된 기본적 인권, 무엇보다도 생명과 그 자유로운 발현을 위한 인격권의 
존중, 국민주권, 권력의 분립, 정부의 책임성, 행정의 합법성, 사법권의 독립, 

복수정당의 원리와 헌법적인 야당의 구성권과 행동권을 가진 모든 정당의 기회균
등.”
  위헌결정의 대상은 공산주의 정치사상이 아니라 ‘행동’이어야 함을 언급하기는 
하였지만, 그것은 고작 “기존 질서에 대항하는 적극적인 투쟁과 공격의 태도가 
있어야 하고, 그것은 현존 질서의 기능을 계획적으로 침해하고 종국에는 그 질서 
자체를 폐지하려 의도하는 것이어야 한다.”25)는 요건으로 구체화될 뿐이었다.  

  이러한 일반적인 요건 하에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공산당의 목적 내지 
활동의 위헌성을 심사하였다. 먼저 공산당의 정강에 명시된 맑스-레닌주의에 주
목하여, 공산당이 실제로 추구하는 목표가 “프롤레타리아혁명과 프롤레타리아독
재를 통한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의 건설”에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목표는 ‘자
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한다. 왜냐하면, 공산당은 여러 문건에
서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의 건설은 혁명, 즉 기존 질서의 폭력적 전복으로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기 때문이다. 공산당은 오로지 혁명적 상황을 초래하
기 위한 수단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속하는 제도들을 이용하려 하였을 뿐
이라는 것이다. 

25) BVerfGE 5, 85,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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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에, 그러한 궁극적 목표의 실현가능성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정당
이 반헌법적 목표를 가까운 장래에 실현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존재하지 않는 경
우에도 위헌으로 선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논거 하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는 독일 헌법질서 하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산당의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방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
서에 반하는 목표가 증명되는 한 정치적 상황의 변화는 중요하지 않다고 한다.  

  사실 공산당 사건의 재판에서 독일공산당이 사회주의 혁명 또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실현하기 위하여 무장봉기라든가 폭력적 활동 등 어떤 구체적인 활동을 
했다는 증거는 전혀 제시되지 못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오로지 집중했던 
것은 공산당 강령의 맑스-레닌주의 노선이 궁극적으로는 폭력혁명에 의한 사회주
의-공산주의 사회 건설에 있다는 점뿐이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투쟁과 공격의 태도”라든가 “계획성” 요건은 오직 공산당이 
당면과제로 추진했던 정책들이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궁극의 목표로 지향되어 있
음을 인정하는 이론적인 도구로 사용되었다. 이런 논증구도에 따라 독일공산당이 
열성적으로 추진했던 동서독의 집단안전 및 평화정착의 실현, 평화적인 재통일 
프로그램 등은 그 자체로 전혀 헌법질서에 반하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단기적인 목적들은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장기적, 궁극적 목표에 이르러가
는 중간단계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독일공산당은 당시 철저하게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여 독일의 재무장과 전진기지화 정책을 추진했던 “아데나워 정부에 대한 
타도”를 내걸었었는데, 이것도 위와 같은 논리 속에서 위헌적인 활동의 자료로 
인정되었다.

  뿐만 아니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공산당의 “스타일”도 문제삼았다. 아데나
워정부를 예속정권이라고 표현한다거나 히틀러에 비유하는 식의 표현이 헌법질서
에 대한 모독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결국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정당의 헌
법적대적인 목표와 의도가 인정되기만 하면 – 정당의 모든 단기적 활동은 그 목
표를 향한 발걸음이라는 식으로 융해되어 버리면서 - 위헌으로 판단하기에 충분
한 것으로 보았다.26) 

3. 정당보호를 위한 엄격한 요건으로 발전

  정당해산제도는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헌법원칙과 헌법보호의 필요성 
26) BVerfGE 5, 85, 14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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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긴장관계에 놓여 있지만, 오늘날의 일반적인 경향은 자유로운 정치적 의
사형성과정을 보호하는데 보다 중점을 두는 경향에 있다.27) 이는 정당해산제도
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맥락에서 유럽평의회 산하의 ‘법을 통한 민주주의를 위한 유럽위원회’(‘베
니스위원회’로 약칭)는 1999년 채택한 “정당의 금지와 해산에 관한 지침”28)에서 
“정당을 결성할 자유를 포함한, 결사의 자유는 다원주의적인 민주주의의 시금석
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당해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
을 천명하고 있다 : “3. 정당의 금지 또는 강제해산은 민주적 헌법질서를 전복하
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폭력의 사용을 주장하거나 폭력을 사용하고 이를 통해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와 자유를 손상시키는 정당의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정당이 헌법의 평화적 변경을 주창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당을 금지하거나 
해산시키기에 충분한 사유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방향에 따라 베니스위원회는 정당의 금지 및 강제해산에 
관하여 합법성(legality), 예외성(exceptionality), 비례성(proportionality)의 
세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아래의 지침에 반영되어 있다.

4. 정당의 정치적이고 공적인 활동의 영역 내에서 당해 정당이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구성원의 
개별적 행위에 대해서 전체로서의 정당은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

5. 특별히 극단적 조치인 정당의 금지 또는 해산은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정부 또는 
기타 국가 기관은 권한 있는 사법기관에 정당의 금지 또는 해산을 요청하기 전에 당해 국가의 상
황과 관련하여 정당이 자유롭고 민주적인 정치질서나 개인의 권리에 대하여 실질적인 위험을 초
래했는지 여부 또는 보다 덜 제한적인 방법으로 그러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
여야 한다.

6. 정당의 금지 또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해산 같은 법적 조치는 사법기관에 의한 위헌판단의 결
과이어야 하고 본질상 예외적인 것으로 파악되어야 하며 비례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이러한 조
치는 정당의 개별적 구성원뿐만 아니라 정당 자체가 위헌적 수단을 사용하거나 그 사용을 준비하
는 정치적 목적을 추구한다는 충분한 증거에 입각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기준은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에서도 천명되었다. 유럽인권재판소

27) 송석윤, “정당해산심판의 실체적 요건 :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좌표와 관련하여”, 서울대 법학 제51권 제1호,

2010, 43-44면.

28) Guidelines on Prohibition and Dissolution of Political Paries and Analogous Measures adopted by the

Venice Commission at its 41st plenary session. 번역본은, 김종서 옮김, “정당의 금지와 해산 및 유사조치에 

관한 베니스위원회 지침”, 민주법학 제54호, 431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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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003년 판결에서 정당해산은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당
한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하고 정당해산의 “급박한 사회적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해산의 대상이 되는 정당은 민주주
의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어야 하고 정치권력을 획득할 “현실적 잠재력”을 지
니고 있어야 한다.29)

  베니스위원회 지침이나 유럽인권재판소의 기준에 따르면, 정당해산은 헌법의 
기본질서가 급박한 위험에 처할 때 민주주의를 방어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자리매김된다. 이 점을 분명히 전제하지 않는다면 정당해산제도는 정당활동의 기
반이 되는 특정한 정치사상을 제거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
다.30) 이것은 결국 정치적 의사결정의 개방성과 다원성을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
의를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31)

Ⅳ. 국가보안법과 위헌정당해산의 역학

 –  통합진보당 사건과 관련하여

1. 해산요건에 관한 국가보안법식 독해 위험

1) 목적의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여부의 판단방법

  정당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가 여부는 일차적으로 정당의 강령, 

기타 정당이 공식적으로 발간한 문건들이 판단자료가 된다.32) 그 외에도 정당 
간부의 연설, 정당이 사용하는 교육자료 및 선전자료, 정당이 직접 발간하거나 
정당의 영향력이 미치는 신문・잡지, 정당에서 이념적 지도자로 승인한 사람들의 
정치사상에 관한 저술도 정당의 목적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33)   

29) Refah Partisi v. Turkey, 35 Eur. H. R.. Rep. 56, 92 (2002).

30) Morlok, NJW 2001, 2939.

31) 한상희, 앞의 글, 394면.

32) 전광석, “정당해산심판에 대한 헌법적 및 정치적 이해”, 헌법판례연구, 142면 ; 송석윤, 앞의 글, 45면.

33) 이는 독일 공산당 사건에서 연방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것이다(BVerfGE 5, 85, 144). 국내에서도, 정종섭, 헌법

소송법, 2008, 442면 ; 송석윤, 앞의 글, 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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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의 강령과 정책이 주된 판단근거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것
은 아니다. 대법원은 진보당 조봉암 사건의 재심판결에서 진보당이 “국가를 변란
할 목적으로 구성된 결사”(1948년 12월 1일 법률 제10호로 제정된 구 국가보안법 
제1조34))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데, 그 판단기준에 관해서 다음과 같
이 말하고 있다 :  “구 국가보안법 제1조, 제3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는 그 구성된 결사나 집단의 공동목적으로서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 즉 주관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그 결사나 집단의 강령이나 규약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보통이
나, 외부적으로 표방한 목적이 무엇인가에 구애되지 않고 그 결사 또는 집단이 
실제로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어느 구성원 
한 사람의 내심의 의도를 가지고 그 결사 또는 집단의 공동목적이라고 단정해서
는 아니 된다.”35) 이러한 기준은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성에 관한 것이고, 구 
국가보안법 제1조의 조문 구조로 볼 때 국가변란의 목적은 주관적 요건이라는 점
에서 헌법 제8조 제4항의 ‘정당의 목적’과 동일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
당이건 그 외의 결사・집단이건 간에 그 조직이 추구하는 목적을 판단하는 논증
은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대법원의 판단기준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정당해산심판에서 원용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반국가단체성 내지 이적단체성이 문제되는 경우에 대법원
은 오래 전부터 강령이나 규약에 명시된 공식적인 목적보다는 “실제로 추구하는 
목적”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최근의 예로는 범민련 사건을 들 
수 있다. 범민련 남측본부가 연방제 통일, 조국통일 3대 헌장지지, 미국반대, 한
미군사동맹 분쇄 등을 주장하면서 10여 차례 범민족대회를 개최한 것에 대하여, 

대법원은 “어느 단체가 표면적으로는 강령·규약 등에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
양・고무・선전・동조하는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내걸지 않았더라도 그 단체가 
주장하는 내용, 활동 내용, 반국가단체 등과 의사 연락을 통한 연계성 여부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단체가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활동을 그 단체의 목적으로 삼았
고 그 단체의 실제 활동에서 그 단체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
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된다면 그 단체를 이적단

34)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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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생략)

35) 대법원 2011.1.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 원판결(재심대상판결)은 대법원 1959.2.27. 선고 

4291형상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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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비록 범민련 남측본부가 표면적으로 이적성 탈피
와 대중성 강화를 위해 강령·규약을 개정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하더라도, 범민련 
남측본부는 피고인이 가입할 당시에는 적어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자
신의 목적으로 삼았고, 실제 활동 또한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이른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보
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하였다.36) 

  10기 한총련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강령 및 규약의 일부 변경에도 불구하고 10
기 의장인 피고인이 소지한 이적표현물을 간부들의 사상교육자료로 사용한 점, 

10기 명의의 여러 문서들이 종전 한총련의 노선을 그대로 답습한 점, 10기 임원
들이 이적단체인 범민련에 가입한 점 등을 근거로 하여 과거의 한총련과 마찬가
지로 이적단체라고 판시하고 있다.37) 

  이처럼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적단체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강령
과 노선 외에 단체의 다양한 활동들을 고려하여 실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판단
하고 있다.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운동연합’(진보의련) 사거에는 아예 다
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 “그와 같은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 찬양·고무·선전·동
조와 국가변란 선전·선동 목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강령, 노선, 토론, 주장과 
그 활동들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동기, 행위 태양, 외부 관련 사상, 당
시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38) 
  이를 ‘종합적 판단방식’이라 부를 수 있다. 이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단방
식이기도 하다. 실제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판단해야 할 필요성은 정당이 실제의 
목적을 은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39)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독일 연
방헌법재판소가 독일공산당 간부들의 연설 태도 등 “스타일”을 문제삼은 것도 바
로 이런 종합적 판단의 방식을 취했기 때문이다. 

36) 대법원 2008.4.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37) 대법원 2003.5.13. 선고 2003도604 판결 : “2002년의 '제10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은 그 강령 및 규약의 내용

과 표현을 온건한 방향으로 개정하려고 시도한 바 있으나 이는 남북관계 등 여건의 변화에 적응하여 부득이하

게 취한 조치이거나 합법적인 단체로 인정받아 활동의 자유를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조치일 뿐 그것만으

로 종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 이적단체성이 청산되어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강령과 규약의 일부 변경에도 불구하고 제10기 역시 그 사상과 투쟁목표에 있어서 종전의 한국대학총학생회연

합과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그 지향하는 노선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통일노선과 그 궤를 같

이함으로써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적어도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또한 대법원 2004.8.30. 선고 2004도3212 판결도 참조.

38) 대법원 2007.03.30. 선고 2003도8165 판결.

39) BVerfGR 5, 85, 144 ; BVerfGE 2,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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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대법원이 취한 종합적 판단방식은 ‘진보의련’ 사건에서처
럼 이적단체성을 부인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경향
에서 보면 종합적 판단방식은 결국에는 정치적 상황, 해당 단체의 영향력, 북한
과의 연계 등을 고려한 정치적 판단을 정당화하는 기능을 해왔다고 보아야 한다. 

이것은 전형적인 정치사법의 모습이다. 이재승 교수가 적절하게 말한 것처럼, 정
치권력 내지 지배계급의 정당성의 위기가 지속되는 시기에 정치사법은 “법치국가
적 외관을 통해서 지배체제에 대하여 저항잠재력을 갖고 있는 세력을 항구적으로 
배제하는 역할”40)을 담당하게 된다.   

2) 장기목적 내지 은폐된 목적의 문제

  1956년 해산결정을 받은 독일공산당은 강령에서 ‘맑스-레닌주의 노선을 따른다’
는 점과 ‘사회주의 건설’을 명시하고 있었는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맑스-레
닌주의’에 관한 다양한 문헌들을 검토하면서 공산당이 프롤레타리아혁명과 프롤
레타리아독재를 거쳐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고 추론하고, 이러한 목적설정은 독일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것이 비록 당장 실현될 수 없는 장기적인 목적이라고 할
지라도 “지금 여기서(hic et nunc)” 그러한 목표를 추구한다는 의도가 확인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하였다.4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말한 ‘지금 여기서’란 장기목적의 실현가능성이나 그러
한 목적추구로 인한 위험의 현재적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장기목
적의 현재적 증명을 말하는 것에 불과하다.42) 당시에 독일 공산당이 당면 목표 
내지 정책으로 서독재무장 반대와 평화통일운동 등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정책들은 그 자체로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어떠한 실질적 위험을 초래하
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하지만 ‘장기목적’ 식의 논증에서 그러한 정책들은 궁
극의 목표인 사회주의 사회건설을 지향해 가는 ‘확정적이고 계획적인 의도’가 있
음을 인정하는 근거자료로 원용될 뿐이었다. 여기에서 논증의 남용이 나타난다. 

독일공산당이 당면 과제의 하나로 내걸었던 ‘아데나워 정부 타도’의 주장은 위헌
론자들에게 ‘훌륭한’ 빌미를 제공해 주었다. 그것은 독일공산당이 프롤레타리아독

40) 이재승, “정치사법과 과거청산”, 민주법학 제29호, 2005, 34면.

41) BVerfGE 5, 85, 143.

42) H. Meier, Parteiverbot und Demokratische Republik, 1993,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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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를 실현하기 위해 폭력적 수단을 정당화하는 증거가 되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구사한 논증은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법원이 
자주 활용하는 논증이기도 하다. 수많은 이적단체 판결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논리는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방안, 민중주권론 등의 주장이 궁극에는 북한
의 대남혁명노선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이처럼 정당의 장기적인 목표 속에서 목적의 위헌성을 도출하고 단기적인 당면
목표를 추구하는 모든 활동을 그것에 종속시켜버리는 식의 논증은 정당의 실제 
활동이 초래하는 “지금의” 실질적인 위험을 판단하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결
국 그러한 논증은 정당이 추구하는 궁극의 목적이 위험하다는 판명만으로 더 이
상의 모든 심판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린다.  

3) 통합진보당 사건에서 

  통합진보당 강령은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우고, 민중
이 정치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생활 전반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진보적인 민주주
의 사회를 실현”함을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진보적 민주주의’라든가 ‘민
중이 주인되는 사회’라는 표현을 문제삼고 있다. 그러한 표현들로 미루어 볼 때, 

통합진보당의 정당목적이나 활동은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
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내용이 “국민주권원리를 부정하는 북한의 인민주권론과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진보적 민주주의’, ‘민중이 주인되는 사회’라는 통
합진보당의 지향목적이 종국에는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에 따라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하는 것으로 각인시키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처럼 “장기적 목적” 내지 “은폐된 목적”을 집요하게 물고늘어지는 식
의 논증은 베니스위원회나 유럽인권재판소에서 정립된 기준에 의하면 단호하게 
거부되어야 한다. 위헌정당심판의 요건에서 중요한 것은 통합진보당이 추구하는 
정당 차원의 목표가 전체로서 폭력적・자의적 지배를 구성하거나 혹은 그러한 지
배를 필연적으로 초래하게끔 할 실질적인 위험이 있는가 여부이다. 

  통합진보당의 강령은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우고, 민
중이 정치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생활 전반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진보적인 민주
주의 사회를 실현”함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특권 부패 정
치구조 척결과 진보적 민주정치를 위하여’라는 항목 하에서는 ① 권력분립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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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기구의 민주적 개편, ② 공직비리수사처신설, 검찰・사법개혁, ③ 결선투표제 
및 비례대표제 실시, 직접민주주의 확대, ④ 계파정치・지역정치청산, 정당민주
주의 확립, ⑤ 국가보안법 등 반민주제도・악법폐지, 국정원 등 개혁, ⑥ 국가인
권위 정상화, 차별금지법 제정, 평등권 실현, ⑦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주민
자치, ⑧ 정치・군사・외교・경제 등에서의 주권확립, ⑨ 친일친독재청산, 역사
적 정체성 확립 등의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적어도 통합진보당의 
강령과 “민중주권원리”에서 폭력적 자의적 지배체제를 건설하려는 것이라는 증명
이나 추론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외적 지배종속관계 극복’이니 ‘종속적 한미 동맹체제 해체’,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사회’ 등 통합진보당이 강령과 정책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어찌하여 헌
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적인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그러한 통합진보당의 정책이 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인지, 

우리 헌법의 민주주의에 어떤 실질적인 위험성을 야기하는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설득력있는 증명이나 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의 논리는 그저 북한
은 대남혁명전략을 추구하는 반국가단체이고 통합진보당은 북한의 지령에 따라 
움직여 왔고, 그러니까 통합진보당은 체제전복세력이라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정부는 통합진보당이 궁극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한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북한과의 연관성을 논거의 하나로 주장하고 있다. 독일공산당사건에서 공
산당의 활동이 동독의 SED와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한 논리와 흡사하다. 정
부는 통합진보당이 과거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계속해서 북한의 지령에 따라 움직
인 것으로 묘사한다. 과거 통합진보당 인사가 연루된 몇몇 간첩사건이 그 근거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실제 그 거론된 간첩사건의 재판에서 법원
이 증거로서 인정한 사실과는 다르다. 일심회 사건 등 관련 판결문을 보면, 북한
의 지령에 의해 종북세력이 민주노동당을 장악하였다는 식의 사실인정은 어디에
서도 찾아볼 수 없다. 당원 중에 개인적으로 간첩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있다는 
것과 통합진보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위헌정당이라는 
것은 차원이 완전히 다른 얘기이다. 간첩사건 판결문에서 후자, 즉 통합진보당이 
위헌정당이라는 사실적 근거는 전혀 도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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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할 “실질적 위험성” 요건 – 질곡의 탈출

1) 실질적 위험성 요건의 필요성

  앞의 서술에서 드러났듯이, 독일공산당 위헌결정에 의하면 ‘위헌적인 장기목적’
과 ‘그것을 추구하는 지금 현재의 의도’ 내지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태도’가 정당
해산 요건의 전부인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이러한 식의 논증틀은 통합진보당 
사건에서 바로 정부가 활용하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독일 공산당에 대한 위헌결정에서도 ‘사상’이 아니라 ‘행동’이 금지되는 것
이라는 언급이 나온다.43) 독일 헌법 제21조 제2항의 “추구(darauf ausgehen)”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침해・제거에 지향된 모종의 행
동(Handlung)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었다.44) 그러나 독일 연방헌법재판
소는 이를 “투쟁적, 공격적 태도”라는 요건으로 해소해 버렸다. 게다가 공산당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인 사회주의 혁명의 실현가능성은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
서, 재무장 반대 등 공산당의 단기 정책들이 그러한 목적을 지향한 “계획적인 추
구”로 볼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함으로써, “실질적 위험” 내지 “급박한 
위험”의 요건이 중요한 기준으로 차용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해 버렸다.    

  이 점이 공산당 위헌결정이 지닌 가장 심각한 결함이다. 현재 독일 헌법학계의 
지배적인 견해는 어떤 정당을 위헌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정당이 추구하는 목적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러한 목
적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하여 실질적인 위험
을 야기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45) 정당의 활동이 민주주의나 기본적 
인권에 대한 실질적 위험을 야기함으로 인하여 민주주의 보호를 위하여 그 정당
의 해산이 급박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비로소 정당해산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당의 해산은 추상적인 목적 내지 그러한 목적을 추구하려는 의도에 대한 평
가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지금 여기서” 헌법질서에 실질적 위험을 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단기, 장기, 최종목적 등
의 구분은 문제가 있다. 중요한 것은 헌법파괴의 준비행위와 관련해서 정치적 신

43) BVerfGE, 5, 85, 145f.

44) 지금도 그러한 해석은, Streinz, Art.21. GG Kommentar(Hrsg. von. v. Mangoldt/Klein/Starck), Rn.227.

45) Morlok, Art.21 GG Kommenar(Hrsg. von Horst Dreier), Rn.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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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을 현실화하는 것의 문제일 뿐이다. 판단자료가 되는 목적은 강령, 정당에서 
공식적으로 발간한 문서 그리고 소위 ‘은폐된 목표설정’에서 도출될 수도 있을것
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정당강령의 내용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실현하려는 현재적 실천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면 그 정당은 금지될 수 없다는 점이다. 이것은 “실질적 준비행위”를 요건으로 
하는 내란예비죄(독일 형법 제83조)에 해당하는 정도의 실질적 위험이 필요하다
는 의미이다.

2) 내란음모사건에서 ‘실질적 위험성’

  형법의 내란음모죄는 내란죄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그 실행에 관하여 2인 이상
이 통모,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도 ‘실질적 위험성’ 요건이 중요한 기능
을 한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형법상 음모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특정한 범죄의 실
행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인식되고 “그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
정”되어야 한다.46) 

  2014년 2월 17일 수원지방법원은 이석기 의원 등을 피고인으로 한 내란음모사
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47) 법원은 이석기 의원을 총책으로 하여 지
휘통솔체계를 갖춘 RO라는 지하혁명조직이 존재한다는 하면서, 5.12. 모임은 혁
명의 결정적 시기가 임박했다는 판단 하에 전국적으로 국기기반시설 등을 파괴하
는 폭동행위를 모의하는 자리였다고 판단하고, RO라는 지하혁명조직의 성격상 향
후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인 파괴행동으로 나
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내란음모의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하였다.48)

  대법원이 말한 ‘실질적 위험성’이라는 기준은 모호하며 학계에서도 아직 그 구
체적인 판단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는 않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우선 범
행시간, 장소, 방법 등의 계획이나 일정이 세부적으로 확정될 필요는 없지만, 범
행의 대상・수단・방법 등이 상당한 정도로 구체화되어야 한다(구체성 요건), 더 

46) 대법원 1999.11.22. 선고 99도3801.

47) 수원지방법원 2014.2.17. 선고 2013고합620등 판결.

48) 이 판결에 대한 간략한 비판은, 이호중, “독일공산당 해산 사건에 비추어 본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심판의 

문제점”, 국정원 내란음모정치공작 공안탄압규탄대책위원회/민주수호 통합진보당 강제해산반대 범국민운동본

부 주최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기도의 문제점과 한국사회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 자료집

(2014.3.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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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서 그러한 모의는 실행으로 옮겨질 수 있는 직접적인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한다(실현가능성, 직접성 요건).49) 

  그러나 제1심 판결을 보면 실질적 위험성은 전혀 증명되지 않는다. 

(1) 내란의 합의는 구체적으로 있었는가

  5.12. 모임은 이석기 의원의 정세강연과 권역별 토론, 토론보고 및 이석기 의
원의 마무리발언으로 이루어졌다. 재판부는 5.12. 모임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회
합에서 목표로 삼은 것은 적어도 130여명의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전국적인 범위
에서 국가기간시설 또는 주요 군사시설을 파괴하는 활동으로 그러한 공격이 조직 
차원에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아래 실행될 것을 예정하고 있으며 그 임무수행에 
생사를 걸어야 한다며 결연한 의지를 다지고 있는 바, 이들이 목적한 활동은 곧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 협박하는 것으로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것”이라고 하면서, “총책의 전체강연과 간부의 토론주도 및 발표, 이어 
총책의 집단적인 결의 재확인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130여명의 조직원들에게 내란
실행의 불가피성을 납득시키기 위한 과정이자, 집단적 일체감에 의해 범행결의를 
공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내란실행의 모의라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석기 의원의 정세강연 이후 진행된 권역별 토론의 내용을 보면, 일부 
총기제작이나 전기통신시설이나 유류시설 파괴 등의 발언이 있었지만 모두 단순
한 아이디어 교환 차원의 이야기였을 뿐이다. 중서부권력 발표자인 홍순석은 총
기준비나 주요시설 마비 등의 의견이 있었으나 “모두 뜬구름이었다”고 발언하기
도 하였다. 이석기 의원의 마무리 발언에서도 국가기간시설의 파괴 등 내란의 폭
동에 해당하는 행동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언급된 바 없다. 5.12 모임이 
내란을 모의하는 자리였다면 그 모임에서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실
행계획이 논의되었어야 한다. 판례처럼 그러한 실행계획이 범행의 일시, 방법 등
을 세부적으로 확정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내란음모에 해당하려면 최소한 
‘어느 시설을 어떻게 타격할 것이며, 총기 등을 마련한다면 어떤 경로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는 어느 정도 구체적인 수준의 논의가 있어야 한다. 하지
만, 5.12. 모임의 녹취록을 보면 그와 같은 구체적인 수준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
은 전혀 입증되지 않는다. 

  더구나 5.12. 모임에서는 이석기 의원의 정세인식에 대한 비판 내지 반론 성격
의 질문도 다수 있었다. 과연 당시 참석자들 사이에 내란목적의 폭동을 하겠다는 

49) 김정환, “예비・음모죄의 성립요건, 적용기준”, 법조 2009.6., 161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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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합의가 도대체 존재한 것이지 지극히 의심스럽다. 

(2) 실현가능성과 직접성 요건은 인정되는가 

  내란음모의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폭동에 해당하는 행동에 관하
여 어느 정도 구체적인 수준의 합의가 존재해야 할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행에 
옮길 물적・인적・기술적 기반이 존재해야 한다, 특히나 내란죄의 폭동은 강도나 
살인과 같은 일반적인 범죄와는 성격이 다르다. 하겠다고 쉽게 할 수 있는 성질
의 범죄가 아니다. 국가기간시설 파괴라는 것이 하자고 합의한다고 해서 곧바로 
실행에 옮겨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음모죄에 있어서는 폭동
에 해당하는 행동을 실제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물적・인적・기술적 준비가 구
체화되어 있지 않다면 ‘내란의 모의‘는 “아직은” 실현가능성과는 거리가 있는 것
이다. 

  재판부가 인정한 대로 5.12. 모임에서 무기, 시설파괴 등이 모의되었다고 하더
라도, 실제로 그러한 파괴행위가 실행에 옮겨지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
다. 유류저장소나 통신시설 파괴가 하겠다고 하면 즉각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5.12. 모임을 내란음모죄로 단죄하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서 시
설파괴 등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야 하며, 그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
다. 그러나 5.12. 모임에서는 시설파괴 등의 폭동에 해당하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기 위한 준비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의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5.12. 모임은 내란음모의 요건인 실질적 위험성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 것이
다. 

(3) 그런데 왜 내란음모의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하였는가

  판결문 곳곳에서 강조되는 대목이 있다. 한 부분을 인용해 보면, “당시 모임의 
참석자들은 RO의 조직원으로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의 사상적 기초 하에 남한 
사회의 혁명을 목적으로 지속적인 주체사상 학습과 조직활동으로 사상적 일체감
을 다져오면서, 이를 바탕으로 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다가오면 수의 지시에 따라 
언제든지 폭동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280면)하단다. 

  그러니까 내란의 폭동행위에 관한 어떠한 구체적인 합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에서 5.12. 모임을 내란음모의 자리였다고 판단한 열쇠는 RO라는 조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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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한 것에 있다. 판결문은 보다 직설적으로 이렇게 결론짓는다 : “당시의 남북
관계에 조성된 군사적 대립국면의 정도와 상부의 지침을 철저히 관철하는 조직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 화합에서 폭동의 세부적인 계획에까지 이르지 않았
다고 하더라도 논의된 폭동의 실현가능성과 그 실질적 위험성을 인정하기에 충분
하다”.
  RO의 존재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거의 없다는 점은 앞에서 언급하였다. 그럼에
도 재판부가 RO라는 조직의 존재에 대하여 공을 들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재판부의 판단은 한마디로 “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임박하였으며, 어느 순간 총
책의 지시만 있으면 조직원 모두가 전국적으로,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시설파괴 
등 폭동의 실행에 나설 것이라고 본 것이 전부이다. 이것은 결국 RO라는 지하혁
명조직이라서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재판부가 단죄한 것은 내란모의의 객관적 실질적 위험성이 아니라, 그저 실체
도 없는 RO라는 조직의 위험성일 뿐이다. 결국 이는 주체사상을 따르는 집단의 
위험성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내란음모의 유죄판결은 이런 논리적 비약과 근거
없는 추론을 통해 결국 “사상”을 단죄한 것이다.    

  내란죄는 본래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의 장치이지만, ‘내란음모’를 넓
게 인정하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민주주의 필수요소인 정치사상의 다양성을 부정
하고 진보적 세계관과 정치사상을 탄압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내란음모 유죄판
결은 그러한 가능성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내란음모사건에서 보듯이, 객관
적으로 증명되어야 할 실질적 위험성 요건이 추상적인 수준에서 정치사상의 위험
성으로 둔갑되는 사태가 위헌정당해산심판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은 매우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3) 위헌정당해산의 실질적 위험 요건의 기준으로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의 원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 이적단체구성・가입죄, 이적표현물죄 등의 판례에
서 기준이 되는 실질적 위험성과 내란음모죄의 요건인 실질적 위험성은 - 비록 
형법체계상의 위치는 다르더라도 - 정치형법의 영역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동일하
다. 현재까지의 대법원 해석에 의하는 한, 양 범죄에서 ‘실질적 위험성’ 요건은 
정치적 표현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방향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근본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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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단체나 개인의 ‘사상적 성향’에 대한 판단으로 귀결되고 있다. 활동이 북한
과 일정 정도 연계되어 있다는 점, 주체사상을 신봉하여 북한의 정치노선에 동조
하고 있다는 점이 실질적 위험성을 인정하는 실제의 근거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그런 표현이나 행위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할 실질적인 위험성
이 있는가에 대한 법적 판단은 사실상 생략되고 있다. ‘종북’인가 아닌가의 판단
만이 중요하게 남는 구조이다.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내용에 대한 규제나 제한을 금지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이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다 : “어떤 사상이나 견해가 옳
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잣대가 자유민주체제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만약 국가 또는 사회의 다수가 그러한 절대적인 잣대를 가지고 
사상과 견해를 재단하려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자유민주헌법이 가장 경원시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 아닐 수 없다.”50) “국가가 표현행위를 그 내용에 따라 차별함
으로써 특정한 견해나 입장을 선호하거나 억압해서는 안된다”는 점도 특별히 강
조한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개인의 표현행위를 규제하는 경우, 표현내
용에 대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중대한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
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서 허용”된다고 하여 표현내용에 대한 규제를 엄격한 요건 
하에서 허용하고 있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표현 내용에 대한 제한을 ‘내용에 근거한 제한’과 ‘관점에 
근거한 제한’으로 구분하여 논의하고 있다. ‘내용에  근거한 제한’은 표현의 범주
나 주제 등에 근거하여 표현을 제한하는 것을 말하며, ‘관점에 근거한 제한’은 특
정한 생각이나 의견에 근거하여 표현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51) 특히 정치적 
표현에 있어서 관점에 근거한 제한은 특정한 정치적 사상을 공론장에서 배척해 
버림으로써 민주주의적 정치형성과정을 심각하게 왜곡할 수 있다.52) 그렇기 때
문에 관점에 근거한 제한은 표현내용의 규제 중에서도 “가장 지독하고 악명높은 
형태의 제한”53)이다. 국가보안법 사건과 내란음모 사건에서 ‘종북’, ‘주체사상 학
습’ 등을 내세워 실질적 위험성을 인정하는 논리는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위헌정당해산심판에서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의 판단기준을 정립함에 있어 국
가보안법 사건에서 대법원이 취한 논증을 활용한다면 그것은 결국에는 종북 이데

50) 헌재 2002.12.18. 선고 2000헌마764 ; 헌재 2008. 1. 17. 선고 2007헌마700 결정,

51) 조재현,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표현 내용에 근거한 제한 – 내용 중립적 제한과 내용에 근거한 제한을 중심

으로 -”, 법학연구 제19권 제4호, 2009, 6-9면.

52) Rosenberger v. Rector & Visitors of Univ. of Va., 515 U.S. 819, 829(1995).

53) 조재현, 앞의 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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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로기에 근거하여 표현의 자유 및 사상의 자유에 대한 ‘관점에 의한 제한’의 극
단적인 형태가 될 것이다. 이러한 논증은 결코 헌법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  

  그런데 우리 학계에서 정당해산의 기준으로서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실질적 
위험’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는 아직 명쾌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
다. 한상희 교수는 위헌정당해산의 요건으로 “그 정당이 ① 민주적 기본질서나 
헌법질서를 파괴하거나 국토의 완전성 등을 침해하고자 하는 항시적이고도 확정
적인 목적을 가져야 하며, ② 이러한 목적이 정당이 수립한 확정된 계획에 의해 
③ 정치행위로 명백히 표출되어야 하며, ④ 이러한 점들이 높은 수준의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다.54) 그러면서 그는 베니스위원회 지
침의 ‘실질적 위험’ 기준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면서, “이 때의 실질적 위험이란 
‘폭력적 수단’에 의한 헌법개정이나 체제변혁의 위험”을 의미한다고 한다.55) 그
리고 실질적 위험이 인정되는가는 말이 아니라 폭력적 행동 또는 폭력을 선동하
는 것이라고 본다.56) 한편, 송석윤 교수는 “정당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
배되는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과의 연관 속에서 정
치적 신념을 실현하는 행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57)라고 하면서, 다만 정당해산
제도의 예방적 성격을 고려하여 구체적 위협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현존하는 위협’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58) 이와 유사하게 유럽
인권재판소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법리 대신에 ‘명백하고 급박한 위험
(clear and imminent danger)’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59)

  중요한 것은 ‘종북이어서 위험하다’는 논리로 지배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식 담론
의 질곡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는 것이다. 이것은 정당해산의 ‘실질적 위험’ 요건과 
관련하여 다음의 두가지 과제를 던져준다.

  첫째, 정치적 사상・표현과 실천적 행위를 구별하는 것이다. 정치사상과 주
장・표현은 - 예를 들어 프롤레타리아독재 수립 등 - 설사 그것이 (자유)민주적 

54) 한상희 ,앞의 글, 399면.

55) 한상희, 앞의 글, 401-402면. 그에 의하면, 국가와 주권의 존재에 대한 위협이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

협, 국가의 영토적 완전성을 위협하는 폭력, 인종적, 사회적, 종교적 혐오를 야기하는 경우, 폭력의 사용 또는 

폭력의 위협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한다.

56) 한상희, 앞의 글, 416-417면.

57) 송석윤, 앞의 글, 48면.

58) 송석윤, 앞의 글, 60면.

59) Refah Partisi(Welfare Party) v. Turkey, 2003-II Eur.Ct.H.R., 277, 305-6면. 이 사건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정

당이 제1당의 지위를 획득하고 연정에 참여하여 국정을 집행하고 있는 상황은 세속주의의 헌법원리를 폐지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춘 것이라고 보아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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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질서에 반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 금지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사상
의 주장과 표현은 민주주의적 의사형성과정의 필수적인 것으로 승인되어야 한다. 

이는 일반적인 사회조직이건 정당이건 마찬가지이다. 정당이 정강정책에서 헌정
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부분을 폐지하거나 대안적 질서를 표방하는 것을 주창하는 
경우에도 그 자체만으로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말할 수 없다.     

  둘째, 정당해산의 실질적 위험의 기준과 관련하여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앞서 국가보안법 등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에
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위헌정당해산
제도는 민주주의,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외에도 헌법상의 정당보호 원칙(제8

조 제1항)과 관련되어 있다. 정당해산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전속관할(정당특권)

은 다른 사회단체보다 정당에 보다 강한 보호를 부여할 것을 요청한다고 보아야 
한다. 일반적인 사회단체의 정치적 표현에 대하여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
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면, 위헌정당해산에서는 더더욱 그러해야 한다. 그렇지 않
으면 결국에는 특정한 정치사상을 지니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북한의 주장
에 동조한다는 이유만으로 정당을 해산하는 결과가 된다. 이러한 결과는 민주주
의의 근간인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리고 정당활동의 자유를 위협하는 반
헌법적인 것이다.

Ⅴ. 맺음말

1. 해산결정의 여파

  정당해산결정이 내려지면 당해 정당의 해산 외에 후속단체나 대체조직60)의 설
립 금지, 그리고 정당재산의 국고귀속이라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독일공산
당 사건을 보면, 해산결정의 효과는 사실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엄청난 것이었
다. 

  위헌결정 전에 자진해산을 결의하였던 사회주의제국당(SRP)와는 달리, 공산당
60) 위헌결정에 따르면 대체조직이란 “해산된 정당을 대신하여 그 반헌법적인 단기목표, 부분목적, 장기목적을 전

체 또는 부분적으로, 단기간 또는 장기간에 걸쳐, 지역적인가를 불문하고, 공개적인가 여부를 불문하고 다시금 

추구하거나 그렇게 하려는 모든 결사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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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해산결정은 일차적으로 공산당 조직의 분쇄로 이어졌다.61) 해산판결이 
있던 날 아침 경찰은 전국의 공산당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 

폐쇄하였다.62) 공산당이 운영하던 인쇄소와 출판사, 신문사도 폐쇄되었으며, 공
산당의 모든 재산은 압수되었다.  

  그리고 공산당원의 모든 정치활동은 범죄가 되었다. 이것은 1951년에 개정된 
형법에 근거한 것이었다. 독일은 1951년 형법개정에서 국가보호를 명분으로 한 
처벌규정을 대대적으로 보완하였는데, 대표적으로 당시의 독일형법 제90a조(현행 
제84조)는 헌법의 기본질서에 반하는 정당이나 위헌결정을 받은 정당의 대체조직
을 규합하기 위한 행위를 광범위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더구나 연방헌
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일종의 “소추조건”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이미 위헌결정
이 내려지기 전부터 공산당원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었
다, 게다가 내란예비죄, 국가모독죄 등의 형법규정도 공산당원의 활동을 탄압하
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었다.

  상황이 이러하였기 때문에 독일공산당에 대한 위헌결정이 내려진 후에 공산당 
당원과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개시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위헌결정을 받은 정당의 활동 및 대체조직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연방헌법재
판소법 제42, 46조, 47조와 독일 형법 제90a조가 그 그건가 되었다. 당시 수사대
상자는 20만여명 정도로 추산되며 7천명에서 만여명 정도가 유죄판결을 받은 것
으로 추산된다. 그 중 해산결정 당시 당원이었던 자는 6천-7천명 정도였다고 한
다. 

  또한 1958년까지 독일 각 주에서 공산당과 관련있는 단체 80여곳에 대해 해산
명령이 내려졌다. 공산당 대체조직이라고 하여 금지된 조직이나 단체는 200개 이
상으로 추산된다. 

  공산당 해산결정은 직접적인 관련자의 범위를 넘어서서 사회전체를 공포와 억
압으로 몰아넣는 수단이 되었다. 공산당해산 결정은 당시 공산당과 일정한 사상 
내지 정책적 지향을 공유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정치사법을 정당화하였다. 50

년대와 60년대 공산주의자라는 이유로 이루어진 수사와 기소의 관련자는 직간접
적으로 약 50만여명에 이른다. 전체적으로 공산주의 사상의 모든 결사체를 분쇄
해 버렸으며, 공산주의자와 그 파트너들은 정치활동의 모든 기반을 상실하게 되
었고 공직에서도 배제되었다. 80년대에 이르기까지 검찰은 반테러조치의 명목으

61) Lenski, “Nach dem Verbot ist vor dem Verbot – Vollstreckung von Parteiverboten und Verbot von

Ersatzorganisation”, MIP 2013, 38.

62) Gössner, Die Vergessenen Justizopfer des Kalten Krieges, 2000,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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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억압을 계속해 왔다.

2. 민주주의를 위하여

  헌법 제8조는 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당을 해산할 수 있도록 하
는 위헌정당해산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방점은 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
유를 보장하는데 있다. 정당은 정치이념의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 실천
에 핵심적인 제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의 정신은 민주주의와 정치이념의 다
양성 및 그에 기반한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데 있는 것이며, 정당해산
제도는 정당의 활동이 헌법의 기본질서를 파괴할 급박하고도 명백한 위험을 야기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작동할 수 있는 예외적인 장치로서 의미를 가지는데 불과
하다. 위헌정당해산제도는 권력을 손에 넣은 정파나 정당이 소수정당을 강제로 
해산시키지 못하도록, 다시 말하면, 정치적 소수파의 사상을 타박하면서 함부로 
정치제도권 밖으로 밀어내지 못하도록 하는 민주주의 수호장치로 이해되어야 한
다. 그러므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것은 어느 
정당이 헌법이 보장하는 핵심가치인 민주주의와 인권을 부정하는 확고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한 반헌법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정당의 활동이 실제 민주주
의 질서에 실질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가져오는 경우로 엄격히 한정되어야 한다.  

  정치이념의 다원성과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은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필수요소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정부의 통합진보당 제소에서 민주주
의적 다원성을 부정하는 정부의 편협하고도 수구적인 반공주의만이 보인다.  

  정말로 위험하고도 우려스러운 것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제소가 우리 
사회의 정치지형을 급격하게 수구보수 일색으로 재편하려는 거대한 ‘수구정치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내란음모사건을 계기로 하여 우
리 사회를 종북 매카시즘의 공포정치 송요돌이에 진입하였다. 내란음모사건에 이
어지는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는 정치권력을 장악한 수구정치세력이 진보진영의 
정치세력을 제도권 밖으로 축출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가동시키고 있
음을 의미한다. 

  다음에 벌어질 일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시민사회의 파괴와 획일화일 것
이다.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더욱 무지막지
한 경찰력과 온갖 가지 악법 규정들을 동원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전교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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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화는 그 일환이다. 진보적 통일운동에 대한 속박과 고사도 지금보다 더
욱 강력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정부와 새누
리당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로 판결되면 해당 단체를 강제해산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시동을 걸었다.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범죄
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그 외에도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우에 해당 의원의 세비를 중단하고 정
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제한하는 ‘반국가 의원 세비 제한법’이라든가 ‘반국
가사범 비례대표 승계제한법’ 등을 추진 중이다. 종북축출을 내세운 거대한 정치
재편프로젝트는 이렇게 정치권에 이어 시민사회의 진보적 담론과 저항운동에 대
한 탄압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시민사회에서 정치적 저항과 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파시즘적 발상이다. 정치권력과 자본의 폭력에 저항하는 
모든 민중들과 시민사회 진영에 ‘종북’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탄압한다. 이런 사회
에서는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할 자유가 사라질 것이며, 권력과 자본의 횡포에 맞
서는 민중들의 인권의 외침도 심각하게 위협받는다. 분단체제의 아픔과 빈곤의 
양극화로 인한 고통을 짊어져야 하는 민중의 고통과 사회적 변혁에 대한 열망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을 때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는 비로소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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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3

위헌정당해산심판 사건과 민주주의의 위기

김인회� /� � 인하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1. 헌법과 국가보안법의 관계

1) 기존의 정당해산 사례

  이번 위헌정당해산심판 사건은 국가보안법과 헌법의 관계를 생각하게 한다. 국
가보안법이 헌법을 사실상 해석해 온 우리의 역사를 상기시킨다. 국가보안법이 
정당은 아니지만 사실상 정당을 지향하는 정치조직을 해산시켜왔기 때문이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청구서(이하 “청구서”)는 통합진보당의 역사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런데 통합진보당의 역사는 한국의 진보세력의 역사 중 일부이다. 통
합진보당 이외에도 많은 정당과 정치조직이 명멸해 갔다. 이중 등록된 정당의 해
산사건은 1958년 진보당해산 사건과 이 사건 통합진보당 해산사건이다. 나머지 
정치조직은 정당으로서 등록되지도 못한 상태에서 사라졌다.  

  등록된 정당과 등록되지 않았지만 정당을 지향하는 정치조직의 차이는 형식적
으로 해산절차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어 있는가 하는 점에 있다. 그런데 이 차
이는 생각보다 크다. 내용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헌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심리하는 정당의 해산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 

나머지 정당을 지향했지만 정당으로 등록되지 못한 진보 혹은 좌익 정치조직은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처벌받고 궤멸되었다. 한국의 정치조직이 대부분 정당을 지
향하고 정당을 자임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이들 조직의 퇴장 역
시 정당의 해산과 같은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국가보안법이 정



� � 2014. 06. 2696

당을 지향하는 진보 혹은 좌익 정치조직을 해산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만일 한국의 정치지형이 진보 혹은 좌익 정치조직에게 정당을 허용하는 것이었
다면 이들 정치조직은 정당으로 등록했을 것이다. 진보좌익정당이 허용된 국가에
서 일반적으로 진보좌익정당은 등록을 한다. 현대의 진보좌익정당은 선거와 의회
진출을 통한 평화적 정권장악을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대부분 채택하고 있다. 우
리 역사에서도 남로당이나 진보당이 정당으로 등록한 경험도 있다. 독립과 분단, 

전쟁이라는 상황에 있었던 남로당은 제외하고 진보당은 의회진출을 통한 평화적 
정권장악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진보당의 당수 조봉암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것은 그 증거이다. 지금 보아도 상당히 세련된 진보당의 정강정책은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 및 경제질서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구 국가보안법상 불법결
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재심에서 대법원이 내린 최종적인 결론이다. 따라
서 이들 진보 좌익 정치조직이 만일 정당으로 등록될 가능성이 있었다면 정당으
로 등록했다고 가정하는 것은 타당한 가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 정치조직이 
정당으로 등록되었더라면 그 해산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 정치조직들은 정당으로 등록할 수 없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처벌받았다. 정당을 지향하는 정치조직, 사실상의 정당을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해산시켜 온 것이다.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 규정은 바로 
이 부분을 규율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서 정당을 지향하는 정치조직의 해산은 내
란이나 외환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이
나 개폐의 정당성 문제는 일단 논외로 한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정당 또는 정치조직 해산제도는 이중적으로 운용되어 왔다
고 분석된다. 즉 정당으로 등록되었다면 근거 규범은 헌법, 심리기관은 헌법재판
소인 절차가 되고, 정당으로 등록되지 않았다면 근거 규범은 국가보안법, 심리기
관은 법원인 절차가 된다. 이렇게 보면 최소한 위헌정치조직 해산에 관한 한 국
가보안법이 헌법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유사성
은 형식적 유사성에 그치지 않고 내용적 유사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2) 국가보안법 위반 요건과 위헌정당해산 요건

  지금까지 정당을 지향하는 정치조직은 충분히 국가보안법만으로도 해산시켜 왔
다. 하지만 한계에 봉착했다. 정당으로 등록되는 순간 자연히 도태될 수도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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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진보정당은 살아남았고 대중정당으로 안정적인 상태에 들어갔다. 국가보안법
으로는 해산시킬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다. 달리 말하면 국가보안법이 아니라 
헌법을 적용해야 하는 단계인 것이다. 

  근거 규범과 절차가 다른 만큼 위헌정당해산심판의 요건은 국가보안법 위반죄
의 요건과 달라야 한다. 위헌정당해산에는 국가보안법에서 요구하는 것 이상의 
요건이 필요하다. 정당해산과 국가보안법 위반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서로 다르
다. 

  첫째, 위헌정당해산은 시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약한다. 정치적 기
본권 제한은 먼저 일반 시민의 정치적 의사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정치적 선
택의 폭이 좁아짐으로써 정치적 기본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하는 것이다. 다음으
로 단체의 해산으로 인하여 위헌적 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정치활동 자유도 
제한한다. 이것은 자신이 직접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받는 것과 같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 국가보안
법 위반죄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처벌일 뿐이다. 국가보안법은 그 위반행위에 가
담하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법률상의 불이익을 가하지 않는다. 이런 면에서 책임
주의 원칙은 지켜진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위헌정당해산은 미래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므로 그 요건은 매우 엄격
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미래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위헌정당해산은 미래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보안처분의 일종이다. 보안처분은 대부분 상습성
과 전과, 재범을 요구하고 중대한 범죄에 한정한다. 위치추적 장치 부착이라는 
보안처분은 성폭력범죄나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등에 한정된다. 보안처분은 
그만큼 조심스러운 것이다.

  또한 침해되는 권리가 중대할수록 보안처분은 어렵다. 예를 들어 사람을 구속
하는 보안처분은 아무리 위험성이 있고 상습성, 전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곤란하
다. 사회안전법은 이런 이유로 폐지되었다. 위치추적장치와 신상정보공개와 등
록, 취업제한 등이 중대한 보안처분이지만 이것 역시 엄격한 요건 하에서 시행되
고 있다.

  이런 면에서 보았을 때 시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미리 심각하게 제약하는 위헌
정당해산의 요건은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한 처벌
을 의미하는 국가보안법 위반죄에 비하여 훨씬 엄격해야 한다. 유죄사실의 인정
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 정치적 기본권을 미리 제약하는 
위헌정당해산의 요건은 최소한 이와 동일하거나 이보다 더 높은 정도의 증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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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할 것이다. 

  셋째, 위헌정당해산을 국가보안법 위반을 근거로 하면 이중의 처벌이 된다. 국
가보안법 위반자들이 모인 정당이라고 하여 해산하게 되면 이들은 동일한 행위로 
국가보안법에 의한 처벌과 정당해산이라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중 처벌의 위
험이 있는 것이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을 위한 다른 독자적인 요건이 
필요하다.

  이처럼 위헌정당해산의 요건은 국가보안법 위반죄 요건과 다르고 또 달라야 한
다. 훨씬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자
들이 정당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당해산의 요건은 수많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증거로 제출한다고 충족되는 것이 아니다. 그 증거는 국
가보안법 위반 사건이 있었다는 증거일 뿐이다. 정당해산의 요건은 아니다. 정부
는 통합진보당의 주요 구성원의 반국가 활동 전력을 들어 통합진보당과 북한의 
연계성을 보여주는 주요한 증거 중의 하나로 주장한다. 하지만 이것 역시 정당해
산의 요건도 아니고 관련성도 없다.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닌 정당 자체의 위헌성 
요건이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인다. 헌법재판관들은 지금까지 정당해산 
심판을 경험해 본 적은 없고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경험해 보았다. 사실상 국
가보안법이 정당을 해산하는 근거규범이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그리고 헌법재판
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해석 역시 국가보안법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 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
치, 자유·평등의 기본 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
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 체제를 파괴·변혁시키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1990년 국가보안법 제7조 위헌심판 사건에서 
나온 결론이다. 이런 점에서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매개개념으로 
헌법의 기본 가치를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가보안법이 헌법의 기능을 대체하고 있는 현실은 남북의 적대적 분단 상황에
서 비롯된다. 남북의 적대적 분단 상황은 안보정치의 기초이면서 북한과의 동일
성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반의 핵심요소로 만드는 요인이다. 청구서에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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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통합진보당의 주장이 북한의 주장과 일치한다는 
점이다. 표현이 다르더라도 북한과 같은 주장이면 곧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
한 위험, 위헌성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보면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재단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이고 그것도 남북의 적대적 분단 상황에서 북한과의 
동일성에 의하여 이중으로 재단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증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미 남북 사이에는 서로를 인정하고 
공유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즉 법률적으로만 보아도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남북정상선언과 같은 남북한 사이의 합의문서가 존재한다. 

헌법재판소와 법원도 소위 북한의 이중적 지위론을 도입하여 북한이 대화와 협력
의 당사자임은 인정하고 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남한과 북한의 관
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이고 “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3조). 남북한의 차이보다는 동일성을 더욱 강조하
는 것은 이미 우리 법체계의 일부로 되어 있다. 이런 면에서도 헌법재판소는 국
가보안법이 아닌 헌법상의 독자적인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 사건의 쟁점은 다양하다. 그 중의 하나는 국
가보안법적인 관점으로부터 헌법재판소가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라고 본다. 형식적으로 위헌정당해산심판의 근거 규범이 될 수 없는 국가보안법
이 실질적으로 근거 규범으로 작용해 온 과거와 결별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특히 북한과의 동일성을 유일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관점은 재고되어야 하고 폐기
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오직 헌법에만 근거한 위헌정당해산심판의 요건을 찾
아야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개정되거나 폐지되더라도 헌법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사실은 헌법의 우위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3)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의 활동과 북한과의 연계성

  청구서는 통합진보당의 주요 구성원의 반국가 활동 전력을 들어 통합진보당과 
북한의 연계성을 보여주는 주요한 증거 중의 하나로 주장한다. 국가보안법 위반
을 들어 북한과의 동일성을 증명하고 나아가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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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험, 위헌성을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 중의 하나이다. 

  구체적으로 이석기 의원의 반국가단체 민혁당 가입, 김재연 의원의 이적단체 
한총련 가입, 오병윤 의원의 삼민투 사건 가담, 김선동 의원의 미문화원 점거농
성 사건 가담, 이상규 의원의 반국가단체 민혁당 가입, 최고의원 김승교의 이적
단체 실천연대 활동, 최고위원 민병렬의 이적단체 민추위 가입, 박경순의 이적단
체 영남위원회 구성, 이의엽의 반국가단체 민혁당 가입, 문성현의 북한 동조, 장
원섭의 이적단체 반미청년회 구성, 사무총장 김창현의 영남위원회 가입, 정태흥
의 이적단체 한총련 가입, 신창현의 이적단체 한총련 가입 등 이를 장황하게 설
명하고 있다(315면). 

  청구서는 이를 통하여 통합진보당과 북한과의 연계성을 주장하려고 한다. 하지
만 청구서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주요 구성원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만으로 
당 자체의 위헌성은 바로 도출되지 않는다(364면). 주요 구성원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은 그들이 한때 국가보안법을 위반했고 이에 따라 형을 선고받고 복역
했다는 점만을 보여준다. 현재의 사상을 보여주지도 않고 앞으로의 위험성도 보
여주지 않는다. 

  이들이 민주당이나 다른 야당에 가입했다면 이들의 문제점은 부각되지 않았을 
것이다. 현재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의 경우 군부독재와 권위주의 
시절에 국가보안법이나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처벌받은 인사들이 많이 포진해 있
다. 훨씬 숫자는 많다.

  결국 청구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통합진보당이 북
한과 가깝거나 동일하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위반 역시 북한과
의 동일성의 자료 중의 하나일 뿐이다. 모든 초점은 통합진보당의 위헌성이 아니
라 북한과의 동일성에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사실은 첫째, 국가보안법이 사실상 
정당해산에 관한 한 정치조직 해산의 근거 규범으로 작용해 왔다는 점, 둘째, 정
당해산과 관련하여 핵심은 위헌성이 아니라 북한과의 동일성이었다는 점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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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최근의 안보정치와 위헌정당해산심판 사건

1) 최근 안보정치의 흐름

 

  한국의 정치지형은 기울어진 운동장에 비유할 수 있다. 구조적으로 위쪽을 점
하고 있는 보수 세력은 일방적으로 유리한 위치에서,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 민주
진보세력은 일방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정해구, 박근혜 정부와 안보정치). 

그 원인은 남북의 적대적 분단 상황이다. 이로 인하여 남한에는 반공을 내세운 
권위주의 체제가 등장한다. 이후 민주화로 인해 정당정치가 정상화되고 국제적인 
탈냉전이 이루어졌음에 불구하고, 국내의 정치지형은 여전히 분단 상황의 영향에
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적대적 분단 상황은 북한에도 영향을 미쳐 북한
에서는 3대 세습체제가 완성되었다.

  이처럼 보수 세력이 남북 적대의 분단 상황을 이용하여 안보의 이름으로 정치
적 반대파를 탄압 혹은 약화시키려고 할 때 이를 안보정치, 혹은 공안통치라고 
부를 수 있다. 문제는 이렇게 안보정치를 하게 되는 경우 정상적인 정치는 사실
상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이다. 공정한 정치가 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다른 모든 
쟁점을 안보가 흡수해 빨아들이기 때문이다. 극도의 진영논리도 여기에서 발휘된
다. 예를 들어 복지의 문제는 타협할 수 있으나 안보는 타협하기 어렵다.

  이러한 안보정치는 전방위로 진행되고 있다. 대통령 선거 때부터 시작된 안보
정치가 박근혜 정부 출범 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안보정치는 노무현 전대통령 NLL 발언 왜곡 사건에서 잘 드러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하지도 않았던 발언을 이용한 안보몰이는 분명히 효과가 있었다. 짧게
는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으로 나타났고 길게는 현재의 안보정치, 공안 통치로 나
타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안보정치로 먼저 동원된 것은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사
건이었다. 이 사건은 다행히 변호인들의 활약으로 증거조작 사건임이 판명되었
다. 하지만 여전히 재판은 계속 중이고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이 사
건은 안보정치를 위하여 간첩도 조작할 수 있는 시대로 돌아갔다는 점을 보여준
다. 나아가 현재 우리 사회에서 공안통치, 안보정치가 정치의 중심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를 위하여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정수석,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의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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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형성된 것인지도 모른다. 공안통치를 위해서는 공안부가 중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사건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인권사각지대에 있다는 점, 즉 북
한이탈주민이 언제 어떤 순간에도 간첩 조작이 가능한 대상이라는 점을 보여준
다. 여기에 더해 국정원과 검찰이라는 최고의 국가공권력의 도덕적 타락도 보여
주었다. 검찰을 포함한 공권력 개혁이 안보정치 종식이라는 과제와 결합되어 있
다는 점은 이 사건을 통하여 잘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중요한 사건은 이 사건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사건과 이석
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사건이다. 이 두 사건은 사실상 하나의 사건이다. 통합진
보당 전체를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내란음모사건이 유죄로 확정되는 순간 통합
진보당의 위헌성이 확인될 가능성도 있다. 이들 사건은 모두 검찰 공안부가 담당
하고 있다. 

2) 안보정치의 효과

  안보정치의 효과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잘 나타났다. 이번 6.4 지방선거의 결과
는 새누리 선방, 새정치 참패모면, 진보정당 급락으로 정리할 수 있다. 진보정당
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기초단체장 4명, 광역의원 32명, 기초의원 161명을 배
출했다. 그런데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기초단체장 0명, 광역의원 4명, 기초의원 
51명에 그쳤다. 2014년 진보정당에 통합진보당, 정의당, 노동당이 포함되므로 진
보를 자처하는 정당 모두의 동반몰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써 사실상 통합진보
당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사건과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사건의 실제 목표는 
달성된 것처럼 보인다. 나아가 야권 연대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선거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교육감 선거의 경우 단일 야권 후보가 당선된 점에 
비추어 본다면 그 영향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진보정당의 주장 자체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이다. 형식적으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진보정당과 연대하지 않아 나
타나는 현상이 나타났다. 내용적으로는 진보정당이 오랜 기간의 희생을 겪으면서 
공감을 얻은 많은 주장들이 대중적으로 쇠퇴하고 있다. 물론 진보정당의 주장 중 
이미 대중적 지지를 얻은 주장은 여전히 설득력이 있지만 좀더 진보적이고 급진
적인 주장은 위기를 맞고 있다.

  통합진보당의 고립현상은 새정치민주연합이나 다른 진보정당에게도 바람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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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통합진보당의 위기는 진보정당 전체의 위기이다. 정당원이야 세밀하게 구
분할 수 있지만 정치는 큰 덩어리로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이런 의미에서 통합진
보당의 위기는 정의당이나 노동당의 위기이다. 당장 지방선거 결과가 말을 해 준
다. 통합진보당으로 통합할 당시 대중성을 고민했던 정의당이나 노동당으로서는 
대중성을 확보할 방안이 시급하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진보정당이라는 큰 틀의 야권연대 대상이 없어짐으로써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을 상실했다. 또한 통합진보당의 주장중 대
중적인 공감을 얻은 주장을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생겼다. 

또한 안보정치는 진영논리를 극대화한다. 가장 안좋은 영향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은 안보정치의 속성인 진영논리에 오염되어 있지 않은지 재검토해야 한다. 입술
이 없으면 이가 시리기 마련이다. 

 

3) 안보정치에 대한 전망

  안보정치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매우 강력한 정치도구이다. 하지만 최근 박근
혜 정부의 안보정치가 주춤하고 있다
  먼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이 조작임이 밝혀졌다.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
는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옹호, 발전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 비록 세월호 참
사로 잠시 주춤했지만 그 진상을 밝히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특검 등 
모든 방법이 동원되어야 한다. 증거조작, 간첩조작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에는 진
영논리와 같은 정치적 판단이 설 자리가 없다. 

  그리고 NLL 대화록 유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정치적인 결정 역시 안보정치의 
폐해를 보여준다. 대통령 선거 당시 국가를 좌우할 만큼 중대한 사건이었고 국가
기밀 누설, 대통령기록물 유출 등의 실정법 문제가 걸린 사건임에도 검찰은 단 
한명, 정문헌 의원을 약식기소했을 뿐이다. 약식기소의 부당성은 법원의 공판절
차 회부로 나타났다. 이 사건 역시 안보정치가 일방적으로는 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 사건 위헌정당심판청구사건이 신중하게 진행되고 있다. 애초 정부
는 통합진보당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이유는 통합진보당의 민
주적 기본질서 침해행위는 정도가 심각해 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그 활동을 그대
로 방치한다면 헌정질서 및 국가안보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가져오게 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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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는 것이다(가처분 신청서 114면). 구체적으로는 6.4 지방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가처분을 인용하지 않았고 
지방선거 전에 본사건의 결정을 선고하지도 않았다. 이로써 지방선거 참여를 봉
쇄하려는 정부의 뜻은 좌절되었다. 실제로는 진보정당의 몰락이라는 동일한 효과
를 얻었지만 말이다.

  어쨌든 헌법재판소는 졸속재판을 하지 않았다. 세계가 주목하는 이번 사건에서 
졸속재판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결론에 관계없이 신중하고 꼼꼼한 재판
을 하는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한다. 정부도 진보정당의 
몰락이라는 지방선거가 끝났고 진보정당의 몰락이라는 사실상의 목표를 달성했으
므로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 사건을 급하게 진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겨우 
이성적인 대화가 가능한 상황이 된 것이다. 진영논리만으로 판단하지 않아도 되
는 상황이 되었다.

  어쨌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중한 심리 자체가 안보정치로부터 벗어나는 계기
를 이룬다고 본다. 나아가 신중하고 철저한 심리가 국가보안법, 북한과의 동일성 
이데올로기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이리라고 믿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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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의 진행 경과와 

주요 쟁점* 

                    

이광철� /� � 법무법인�동안

1. 심판청구의 결과

1) 통합진보당 약사

 - 2000. 1. 31. 민주노동당 창당
 - 2002. 12. 대선 권영길 후보 출마
 - 2004. 총선 10명 당선
 - 2007. 12. 대선 권영길 후보 출마
 - 2008. 2. 1차 분당(탈당파, 진보신당 설립)

 - 2008. 4. 총선 5명 당선
 - 2011. 6.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 채택
 - 2011. 12. 13. 통합진보당(국민참여당, 진보신당 합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
 - 2012. 4. 총선 13명 당선: 비례대표 경선 부정, 관악을 야권단일화 사건, 5․
12 중앙위 폭력사태 등
 - 2012. 9. 2차 분당(참여계와 진보신당계 탈당)

* 본고는 지난 5. 9. 미래재단이 개최한 토론회(‘정당해산사건의 쟁점과 전망’)에서 현재 정당해산사건의 피청구인

의 대리인 단장을 맡고 있는 김선수 변호사가 집필한 글을 바탕으로 하여 쓰여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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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서 접수 시점 당시 중앙당과 16개 시·도당. 제19대 총선에서 13.4%의 정
당지지율, 6명의 현직 국회의원(현재는 5명 : 김선동 의원의 경우 6. 12.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 상실), 2명의 기초자치단체장(현재는 0명), 6.4.지방선거 결과 31
명의 지방의회의원 배출. 10만 명 가량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 당원.

2) 청구인이 특히 문제 삼는 사건

 - 영남위원회, 민혁당
 - 경기동부연합
 - 2001. 9. 전국연합 정치방침(소위 군자산 약속)

 - 강태운 간첩 사건(2000), 일심회 간첩 사건(2006), 왕재산 간첩 사건(2012) - 

북한과의 연계 내지 추종성
 - 실천연대
 - 소위 RO 내란음모 사건

3) 정당해산심판청구서 접수 경위

 - 2013. 3. 19. 진보당,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정치개입 혐의로 고소
 - 2013. 5. 10./ 5. 12. 소위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곤지암, 마리스타 회합
 - 2013. 6. 14.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 5명 기소
 - 2013. 9. 소위 내란음모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수사 및 기소
 - 2013. 11. 5. 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 안건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
은 국무회의에서 즉석안건으로 상정되어 의결되고 대통령의 전자결재를 얻어 당. 

정당해산심판청구서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서 헌법재판소에 접수

 ※ 2013. 11. 5.자 법무부 보도자료: 법무부는 청구서 제출 2개월 전인 2013. 
9. 6. 차관 직속으로 대책TF를 구성하여 2개월 동안 10명의 검사가 전. 투입되어 
자료를 수집하고 헌법학자와 법조인 등의 조력을 받아 청구서 준비. 



정당해산제도와 한국의 민주주의 107

※ 졸속적인 심판청구에 대한 평가 
 - ‘국정원 스캔들’을 덮고 정치적 반대자들을 억압하는 『신공안정국』 조성 의
도로 진행되었다는 평가가 일반적. 

 - 뉴욕타임스 등 외신, 부정선거 스캔들을 덮기 위한 전략이라는 비판을 보도.

 - 종북담론을 악용하여 … 대선승리로 정치권력을 장악한 전리품 격으로 진보정
당의 생명줄을 끊어버리고 이를 빌미로 진보진영을 비롯한 모든 반대정파들의 입
을 막고 몸을 묶어두기를 기도하는 것이라는 평가(한상희 교수), 

 - 정당해산제도는 전형적인 소수자 억압 제도이므로 관용의 원칙 및 정치의 사
법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제되어야 했는데 이번 헌정사상 초유의 
정당해산심판청구는 이러한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는 평가(김종철 교수) 

4) 헌법재판소에서의 진행 경과

 - 2013. 12. 24.(성탄 전야) 1회 준비절차기일 진행{수명재판관 이정미(주심), 

김창종, 서기석}

 - 2014. 1. 15. 2회 준비절차기일
 - 2014. 1. 28.(설 연휴 이틀 전) 1회 변론기일
 - 2014. 2. 18. 2회 변론기일(참고인 정태호, 송기춘/ 김상겸, 장영수)

 - 2014. 3. 11. 3회 변론기일(참고인 정창현/ 유동렬)

 - 2014. 4. 1. 4회 변론기일(서증조사 시작)

 - 2014. 4. 22. 5회 변론기일(10:00-18:00)

 - 2014. 5. 8. 6회 변론기일(10:00-)

 - 2014. 5. 27. 7회 변론기일(청구인 측 나머지 서증 및 피청구인 측 서증 조
사)

 - 2014. 6. 10. 8회 변론기일증인신문(청구인측 김동식, 피청구인측 노회찬)

 - 2014. 6. 24. 9회 변론기일증인신문(피청구인측 박경순, 김장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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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 진행 예정된 심리내용

 - 증인신문(청구인측 : 이종화, 이종철, 이성윤, 이광백, 피청구인측 : 박창식)

 - 내란음모 사건 서증조사(서울고등법원에 인증등본송부촉탁중) 

 - 변론종결 및 선고

2. 정당해산제도 입법연혁 및 입법례

1) 독일 최초 도입

○ 도입 및 의의
 - 나치에 의한 민주주의 파괴를 경험한 독일에서 2차 대전 후 방어적 민주주의 
관점에서 기본법에 정당해산제도 도입(정부 또는 의회의 해산심판청구와 연방헌
법재판소에 의한 심판으로 해산 결정).

 - 기본법 제21조 제2항: “목적이나 추종자의 행위가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
서를 저해 또는 철폐하려 하거나 또는 독일연방공화국의 존속을 위협하려 하는 
정당은 헌법에 위배된다.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연방헌법재판소가 결정한다.”
 - 이중적 성격: ‘정당보호(즉, 정당의 특권)’ 측면과 ‘헌법보호(즉, 방어적 민주
주의)’ 측면이라는 이중적 성격. 

 - 민주주의 적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려다 민주주의를 질식사시킬 수 있는 함
정.

○ 사회주의제국당(SRP) 사건
 - 나치의 후속정당으로 1949. 10. 2. 설립. 1951. 11. 19. 연방정부 제소, 10회 
구두변론(3회 이후 변호인 불출석, 두 차례 국선변호인 신청했으나 기각됨) 후 
변론종결, 1952. 7. 15. 가처분 결정, 1952. 10. 23. 해산 결정. - 소속 의원직 
상실 결정.

 - 1952. 9. 12. 대표최고위원 자진해산 헌재에 통보. 그 효력 부인하고 해산 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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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처분 결정: 내용 - 정당활동 .반이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한 선전 및 홍보
활동/ 인용 사유 - 정당해산절차가 계속되어 있는 동안 사회주의제국당 및 그 추
종자들의 행태에서 연방헌법재판소에 대한 모독과 연방헌법재판소 및 대중에 대
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시도하였음을 확인(칼스루에에서의 대중집회 개최 시도 
및 변호인의 불출석 등).

○ 독일공산당(DKP) 사건 결정
 - 1951. 11. 23. 해산심판 청구, 1952. 6.경까지 7개월 가량 증거 수집, 2년 5
개월 정도 준비 거쳐 1954. 11. 23일부터 구두심리 시작하여 1955. 7. 변론종결 
후 1956. 8. 26. 판결 선고.

 - 당시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아데나워 정부의 압력에 못 이겨 입장을 변경한 
것이고 위험이 현재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산결정을 한 것에 대해 강한 비판, 

이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발전시킨 ‘비례의 원칙’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판단
이었기에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그 결론이 달라졌을 것이라는 평가.

 - 1968. 사실상 대체정당인 독일공산당(KPD) 허용
 - 대체정당인 독일공산당에 가입한 공무원들에 대한 면직처분이 정당하다는 연
방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옴에도 독일공산당에 대한 해산심판은 청구조차 되지 않
음.

 - 1996. 독일연방헌법재판소장 림바흐: 언론과 인터뷰에서 1956. 독일공산당 해
산 결정은 비판하면서 “직전의 1953. 선거에서 2%를 득표한 정당을 해산하는 것
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함.

○ 각하결정(정당 해당성 부정)

 - 1993. 함부르크주 주의회가 청구한 극우정당인 민족주의명부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사건
 - 연방정부 등에 의하여 청구된 자유독일노동자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사건

○ 독일민족민주당 사건 심리중지 결정
 - 2001. 1. 29. 청구된 극우 신나치주의정당인 독일민족민주당에 대해 2003. 3. 
18. 심판절차 중지 결정 및 종결 처리.



 - 헌법보호청의 위법 증거수집 등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 피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2/3 이상의 찬성 필요

○ 기타 사건
 - 독일공산당 당원 가입 및 활동에 대한 결사의 자유권을 침해하였다는 개인구
제 신청을 인용한 유럽인권재판소의 1995. 9. 26. Vogt 사건
 - 독일에서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밝힌 독일연방헌법재판
소의 2004. 10. 14. Goerguelue 사건 판결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독일의 보호감호 제도에 대하여 합헌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가, 2010. 5. 10. 확정된 유럽인권재판소의 독일 보호감호 제도에 대한 협약 
위반을 이유로 한 구제결정에 따라 그 입장을 변경하고는 유럽인권재판소의 결정 
범위에서 보호감호 제도에 관하여 2011. 5. 4. 위헌 판단
 - 연방상원(Bundesrat)이 2013. 12. 독일민족민주당에 대하여 제기한 제2차 정
당해산심판청구가 연방헌법재판소에 계속되어 있는 상태

2) 우리나라

○ 1959. 행정관청에 의한 진보당 해산명령
○ 4. 혁명 후인 1960. 6. 15.에 개정된 제2공화국 헌법 제13조 제2항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
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소추하고 헌법재판소
가 판결로써 그 정당의 해산을 명한다.”
○ 우리나라에서 정당해산 제도는 방어적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방어
적 민주주의 남용 즉, 정부에 의한 야당 탄압을 방지하는 데 그 .차적인 목적을 
두고 .반결사에 비해 우.한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
○ 현행 헌법 제8조 제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
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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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터키

○ 검찰총장이 제소하고 헌법재판소가 결정
○ 터키에서는 1960. 군사 쿠데타로 1961. 새로운 헌법(국교제도 폐지, 종교의 
자유 명문화)을 채택한 이후 25회, 1980. 군부 쿠데타 이래 유지되어 온 현행 헌
법 이후 19회에 걸쳐 정당에 대한 위헌판결이 내려짐. 대부분 쿠르드 독립운동과 
연관된 무장폭력성을 이유로 한 것이거나 이슬람 율법에 충실한 신정(神政)주의 
때문. 

○ 정당해산이 되풀이되다 보니 해산이 임박하면 껍데기만 놔두고 탈퇴하여 다른 
정당을 만들어 버려서 해산되는 정당은 껍데기가 되고 있다고 함.

○ 유럽인권재판소는 비폭력적 방법으로 쿠르드 분리와 민주화를 요구한 사회주
의당(Socialist Party and Others v. Turkey, 1998. 5. 25), 비폭력적 방법으로 
정당의 명칭 등을 통해 계급지배를 표방하는 외관을 형성하고 분리주의를 주장하
는 연합공산당(The United Communist Party of Turkey(TBKP) v. Turkey, 1998. 

1. 30), 비폭력적으로 쿠르드의 분리를 주장하며 군부의 반테러활동 등을 비판해 
온 야자르당(Yazar v. Turkey, 2002. 4. 9)에 대한 터키의 해산결정은 유럽인권
협약상의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판단일 복지당 사건에 한 건에 대해서
만 정당성 인정.

4) 베니스위원회 지침

○ 1990. 5. ‘유럽회의’ 산하기관으로 출범. 공식 이름은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
럽위원회’. 국제법률자문기구로 민주주의·인권보장·법치주의의 세계적 정착을 목
표로 체제전환 국가 및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에 표준 법률제도 제공 및 입법활동 
지원 등을 수행.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한 48개 회원국이 가입해 있고, 한국도 
2006. 6. 정회원국으로 가입.

○ 독일 위원은 호프만림 전 재판관. 한국 위원은 강.원 재판관.

○ 1999.에 채택한 「정당의 금지와 해산 및 유사조치에 관한 지침」(일명 ‘베니
스위원회 지침’): 정당해산에 관한 .곱 항목의 원칙을 제시 
 - 폭력적 수단으로 민주헌정을 전복하는 것을 주장하는 정당만이 대상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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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또한 그 정당이 실제적으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만 해산할 수 있다.(실
질적 위험성)

 - 정당해산제도가 다른 헌정적 수단에 의해 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가 어려운 
예외적 상황에서 보충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예외성 내지 보충성)

 - 법치주의에서 요청되는 과잉금지 원칙을 충실히 준수하여 남용되지 않아야 한
다.(비례성)

 - 정당 자체의 조직적인 위배행위여야 하고 일부 구성원의 돌출행위를 이유로 
해서는 안 된다.

○ 2009. 결의안
 - 베니스위원회가 터키의 정당해산 제도에 대한 내용을 심사하기에 앞서서 정당
해산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하여 유럽인권재판소 및 유럽의회, 유럽평의회 
각료위원회의 입장을 살펴보고 입장을 정리한 것
○ ‘정당규제와 관련한 2010. 지침’에 대한 해설
 - “각 당원의 행위는 정당을 공식적으로 대표하여 행하여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에게만 귀속되어져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적합한 시민법 및 형법적 제재가 
그 개인에게 부과되어질 수 있다.”

5) 유럽인권재판소

○ 터키연합공산당 사건: 1998. 1. 30. 선고
 - 터키헌법재판소는 터키연합공산당이 터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정당의 명
칭에 ‘공산주의’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과 정당의 강령에 쿠르드 소수민족을 규정
했다는 이유로 해산결정.

 - 유럽인권재판소는 “다원적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의 특별한 역할과 그 필요
성”을 지적하면서 터키 정부의 해산조치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판단일 
민주주의 원칙을 따르는 한 정당은 국민 중 일부만을 위한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
도 공적인 토론과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 

○ 터키 사회당 사건: 1998. 5. 25. 선고
 - 유럽인권재판소는 민주주의 사회는 오직 ‘긴급한 사회적 필요’와 ‘비례성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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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정당해산이 정당화 될 수 있다고 판단일  터키의 사회
당에 대한 해산조치는 위 요건을 결여한 제재로 판단일 
 - 유럽인권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국가의 기본적인 이념과 헌법적 구조의 변화를 
꾀하는 정당의 정강과 활동이 ①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선택한 수단이 합법적이
고 민주적이며, ② 추구하는 변혁이 그 자체로 민주주의 근본원칙과 양립할 수 
있다면 허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정식화. 

 - 위 원칙은 터키의 국가적 및 영토적 통합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해산된 
Yazar and v. Turkey(2002. 4. 9. 선고), Dicle for the Democratic Party of 

Turkey v. Turkey(2002. 12. 10. 선고) 두 사건에서도 반복. 

 - 이들 사건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소수민족의 자기결정권과 언어에 대한 권리
와 같은 것은 민주주의 근본원칙과 그 자체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 테러리즘 
또는 폭력적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일 

○ 터키 자유발전당(Freedom and Democracy party v. Turkey) 사건: 1999. 8. 

12. 선고
 - 자유발전당은 소수민족 문제는 물론 국가의 세속화의 원리에 위반하였다고 터
키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해산결정. 위 정당은 터키의 초등 및 중둥학교에서 의무
적으로 실시하는 이슬람 종교교육을 관장하는 정부의 종교부서 폐지와 종교기관
에 의한 자율적인 교육을 강령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국가의 세속화 원리에 위반
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음.

 - 유럽인권재판소는 위 강령 자체는 헌법의 구조와 현재 터키 국가의 조직 및 
구조와 명백히 상이한 모델이지만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는
다고 보면서 비례성 원칙 위반으로 구제 결정. 

○ 터키 복지당 사건: 2003. 2. 13. 선고
 - 유럽인권재판소는 정당해산이 정당화될 수 있는 요건 중 ‘긴박한 사회적 필요
성’의 내용을 정식화. 첫째 민주주의에 대한 위험이 임박하였다는 명백한 증거의 
존부, 둘째 정당의 리더들의 행위와 연설이 전체적으로 정당에 귀속될 수 있는가
의 여부, 셋째 정당에 귀속되는 행위와 연설에서 인정되고 주창되는 사회의 명백
한 청사진이 ‘민주주의 사회’란 개념과 전체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지 여부. 

 - 유럽인권재판소는 복지당이 이슬람법체계와 세속의 법체계 등 복수의 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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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축하려 하였고, 그렇게 구축된 기본권의 내용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국가
에 의하여 보장되는 공적인 자유가 아니라 개인이 속한 종교로부터 내용이 결정
되게 되고 이는 다양한 종교적 신념에 따라 공공의 질서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기에 민주주의 기본원리와 양립할 수 없다고 판단일 

○ 불가리아 United Macedonian Org. Illinden-PIRIN 사건: 2005. 10. 20. 선고
 - 정강이나 지도자의 발언을 통해 과장되고 도발적으로 마케도니아 소수민족의 
분리를 주장한 정당에 대한 해산결정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 스페인 바타수나 사건(Herri Batasuna and Batasuna v. Spain): 2009. 6. 30. 

선고
 - 유럽인권재판소는 테러조직인 ETA의 위성조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수많은 활
동이 명백히 입증된 사례로 보고 테러리스트 조직과 연결되어 테러리스트 조직의 
활동을 강화하는 정당은 민주주의 사회의 위협으로 간주하고, 그런 정당에 대한 
제재는 긴박한 사회적 필요가 있다고 판단

6) 정당해산제도가 없는 나라

○ 프랑스: 제2공화정을 무너뜨리고 제2제정을 시작한 나폴레옹 3세의 사례가 있
었으나, 관용을 바탕으로 한 다원주의 틀에 의하여 민주주의를 보전하고자 정당
해산제도를 도입하지 않음.

○ 미국과 영국, 일본 등 : 정당해산제도 없음

3. 쟁점

1) 가처분의 허용 여부

○ 헌법재판소법 제57조의 위헌성: 피청구인 2004. 1. 7. 헌법소원 제기. 헌재 
2014. 2. 27. 선고 2014헌마7 결정(전원일치 합헌)



정당해산제도와 한국의 민주주의 115

○ 신청취지의 문제: 소속 국회의원의 직무활동 정지, 합당․분당․입당․탈당 등 모
든 정당 활동 중지, 홍보 등 중지, 국고보조금 지급 중지, 지방선거 참여 금지, 

재산처분금지 등
○ 가처분이 인용된 예는 독일 사회주의제국당 사건이 유일
○ 이 사건 신청취지와 같은 .체의 정당 활동이 ‘정지’된다면 일종의 ‘단행적 가
처분’으로 실질적으로 가처분 결정과 함께 정당으로서의 존립을 파괴하고 그 활
동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키는 결과가 됨. 정당해산심판의 절차와 요건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정한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선취효 금지’ 요건에 반하게 됨.

○ 청구인(정부)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소속 의원 활동 정지, 6․4동시지방선거 
참여 금지, 특히 5. 15. 경상보조금 699,790,980원(7.2%), 5. 18. 선거보조금 
2,799,163,910원의 지급 정지 가처분 결정을 신속히 해달라고 독촉해오고 있는 
상황.

1) 가처분의 허용 여부

○ 헌법재판소법 제57조의 위헌성: 피청구인 2004. 1. 7. 헌법소원 제기. 헌재 
2014. 2. 27. 선고 2014헌마7 결정(전원일치 합헌)

○ 신청취지의 문제: 소속 국회의원의 직무활동 정지, 합당․분당․입당․탈당 등 모
든 정당 활동 중지, 홍보 등 중지, 국고보조금 지급 중지, 지방선거 참여 금지, 

재산처분금지 등
○ 가처분이 인용된 예는 독일 사회주의제국당 사건이 유일
○ 이 사건 신청취지와 같은 .체의 정당 활동이 ‘정지’된다면 일종의 ‘단행적 가
처분’으로 실질적으로 가처분 결정과 함께 정당으로서의 존립을 파괴하고 그 활
동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키는 결과가 됨. 정당해산심판의 절차와 요건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정한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선취효 금지’ 요건에 반하게 됨.

○ 청구인(정부)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소속 의원 활동 정지, 6․4동시지방선거 
참여 금지, 특히 5. 15. 경상보조금 699,790,980원(7.2%), 5. 18. 선거보조금 
2,799,163,910원의 지급 정지 가처분 결정을 신속히 해달라고 독촉해오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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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차 관련 쟁점

○ 민사소송 준용 대 형사소송 준용: 피청구인 2004. 1. 7. 헌법소원 제기. 헌재 
2014. 2. 27. 선고 2014헌마7 결정(결론 : 심판청구 기각, 김이수 재판관 소수의
견)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전문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후문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
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 … 한다”고 규정. 탄핵심판과 같이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정당해산심판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

 - 입증의 정도(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엄격한 증명/ 상대적으로 우월한 증명), 

서증의 증거능력(공문서의 경우 진정성립이 추정 여부, 위법수집증거 및 전문증
거배제 법칙 등), 증거조사 방법(서증조사 방법 법정에서 낭독 또는 요지 진술/

별도의 서증조사 없음)

 - 서증조사방법: 일일이 심판정에서 조사. 

 - 북한원전, 북한지령 및 대북보고문, 작성자 불명 문건, 블로그 글 등에 대해 
청구인 측이 작성자 등 입증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 절차에 의할 수 없다고 주
장.

 - 헌법재판소가 2013. 6. 14. 국회에 제출한 헌법재판소법 개정 의견: 정당해산
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포함

○ 가처분심리의 구두변론/심문, 정족수(가중정족수/.반정족수)

 - 구두변론에 의해 진행
 - 정당해산심판절차는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의결로 결정(헌법 제113조 제1항 
참조), 그 외 절차 7인의 헌법재판관이 참여하여 과반수 의결로 결정(헌법재판소
법 제23조 제1항, 제2항 참조)

○ 재판 중인 형사기록의 문서송부촉탁 여부
 - 2013. 12. 30. 내란음모 사건 기록을 포함한 기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 재판 중인 법원 또는 검찰청에 인증등본송부 촉탁.



정당해산제도와 한국의 민주주의 117

 - 헌법재판소법 제32조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
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
를 요구할 수 없다.”
 - 피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헌법재판소 기각 결정.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송부촉탁할 수 없을 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송부촉탁할 수 있으며, 송부할 것
인지 여부는 송부받은 기관에서 판단할 문제.

3) 심판청구절차의 적법성 여부

○ 필요적 국무회의 심의사항
○ 차관회의 생략한 채 대통령 해외 순방 중 긴급안건으로 의결한 것의 문제
 - 그러한 긴급한 필요성 인정하기 어려움.

 - 직무대행의 권한 범위 .탈

4) 민주적 기본질서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같은 의미.

○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인독재 내지 .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
의적 통치질서.

○ 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결정: 민주적 기본질서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을 제시
○ 경제질서 포함 여부: 사유재산권과 시장경제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정치적 자유를 근간으로 하여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를 
인정하는 다원적 민주주의 질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국가의 적극적인 시장경제 조정과 사회보장을 통해 균등사회 발전을 추구하는 
‘민주복지국가’ 또는 ‘사회적 시장경제’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 비추어 경제



� � 2014. 06. 26118

질서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
○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선제적 군축과 평화협정 체결, 북한의 3대 
세습․인권문제․천안함 및 연평도 폭격 등에 대한 침묵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은 다원적 민주
주의 기능을 파괴하는 전체주의, 군주제, 프롤레타리아트 혁명 및 독재 등이고, 

단지 정부의 입장이나 정책과 다른 주장에 불과한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
지 등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음.

5) 목적의 위헌성(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여부

○ 정당 목적의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여부 판단 근거 
 - 원칙적으로 정당의 강령, 당헌과 당규, 정당의 선언문 등 정당의 공식적인 의
결을 거쳐 채택된 문서들을 기준으로 판단일 정당을 주도하는 인물이나 주요 당
직자 또는 개별 당원들의 언행은 강령 등의 내용을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고
려.

 - 장기목표도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여부의 판단 대상이 되는지 여부: 독일공산
당 판결(긍정적)/ 베니스위원회 지침(폭력적 수단으로 민주헌정을 전복하는 것을 
주장하는 정당만이 해산대상이 될 수 있고, 또한 그 정당이 실제적으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만 해산 가능)

 -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목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관적인 측
면에 그치지 않고 목적을 추구하는 객관적인 강도를 함께 고려하여야 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독일공산당결정에서 “목적을 추구하는 투쟁적이고 공격적인 태
도, 계획에 따른 목적의 추구”를 요건으로 보았음. 목적을 실현하려는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단지 평화적인 방식으로 정당의 강령을 선전하는 것을 금지할 
수는 없음. 베니스위원회 지침과 같이 폭력적 수단으로 헌법질서를 전복하는 것
을 주장하는 정당만이 해산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 정당이 구체적으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만 해산할 수 있음.

○ 기본이념: 진보적 민주주의 
 - ‘기본적 정치노선’의 확정과 관련하여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주의제국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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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히틀러의 ‘국가사회주의독일노동당’과 동일함을, 독일공산당의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독재 노선이란 점을 먼저 확정한 후 그러한 정치노선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양립할 수 없다고 판단
 - 김일성 주장의 진보적 민주주의와 동일 여부. 인민민주주의 동일한 것인가가 
문제
 - 숨은(은폐된) 목적: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

○ 자주적 민주정부 
 - 남한사회를 식민지반자본주의로 인식. 미국에 종속된 것으로 인식
 -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진보적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통일전선을 통
한 전민항쟁과 북한의 개입을 통해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
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

 - 피청구인이 지향하는 ‘자주적 민주정부’가 추진할 각종 정책들은 피청구인의 
강령에 요약되어 담겨 있으며, 피청구인 및 그 전신인 민주노동당의 입법 발의와 
대중활동에서 일관되게 나타남. ‘자주적 민주정부’는 주권의 본질적 속성인 대내
적 최고성과 대외적 독립성을 현실에 철저히 구현해내는 정부를 의미.

 - 피청구인은 주권의 대내적 최고성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으로 대의제 간접민주
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 국민주권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 

투표권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등 서민들의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해 투표시간 연장과 투표시간 유급처리와 같은 입법안 발의. 직접민주
주의 요소 도입을 적극 추진하여 강령과 공약에서 국회의원과 대통령에 대한 국
민소환제도 도입 명시. 대통령이 독점하고 있는 국민투표 부의 권한을 원래 제도
의 취지대로 국민에게 돌려줄 것을 선언.

 - 군사적 측면에서 주권의 대외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SOFA) 개정,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의 개선 등을 
위해 노력. 

 - 경제적 측면에서 주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대외의존성이 강한 수출입 및 
국제투기자본 중심의 경제 구조 개선과 한미 FTA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노력

○ 민중주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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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주권주의를 부정하는 것인가가 문제
 - 청구인은 피청구인 강령 제11조의 “국가기간산업 및 사회서비스의 민영화 추
진을 중단하고, 국공유화 등 사회적 개입을 강화해 생산수단의 소유구조를 다원
화하며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부분과, 강령해설 자료집의 “기간산업의 국유화 등 
생산구조의 소유구조를 다원화하고 민중의 생존권을 우선하는 경제운영을 통해 
민생경제를 확립한다”는 부분이 사유재산과 시장경제질서를 부정한다고 주장
 -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민중주권의 의미는 사회주의 이론에서 말하는 인민주권
과는 성질이 다르고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국민주권을 강조하
는 의미. 

 - 실질적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 고위 공직자에 대한 국민소
환제도 도입, 국민투표의 대상을 확대하여 직접민주제로 대의제 보완, 중대선거
구제 및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하여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국민의 진정한 의사
를 선거에 반영할 것 등을 제안.

 - 민중주권을 추구하는 정당이 선거를 통해 집권한 사례: 유럽에서는 독일의 사
회민주당, 영국의 노동당, 프랑스의 사회당 등의 사례, 남미에서는 칠레의 아옌
데 정권,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 브라질의 룰라 정권의 예. 위 사례들에서 
좌파정부가 선거를 통해 출범했지만 그 후 특정 계급이나 계층의 기본권을 박탈
한 예는 전혀 없었음.

 - 피청구인이 민중주권을 주장하는 것은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를 전제로 한 것
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인민주권과는 다른 내용.

○ 민주집중제
 - 청구인은 민주집중제를 비민주적인 조직운영 원리로 정의하고 이를 북한의 운
영체제로 규정한 뒤, 북한식 민주집중제가 이른바 RO 조직의 운영원리로서 피청
구인을 좌우하고, 피청구인의 당헌 등을 보더라도 이러한 북한식 조직운영원리를 
채택하고 있다는 주장. 

 - 민주집중제는 일의적인 개념이 아니며 그 운영 주체의 의지와 시대적, 정치적 
배경에 따라 가변성을 띠고 있는 개념. 

 - 북한의 실질적인 조직운영 원리가 청구인 주장과 같이 비민주적 민주집중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북한식 민주집중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음. 

 - 피청구인 강령이나 당헌 등 어디에도 민주집중제를 조직 원리로 채택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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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은 전혀 없음. 2004. 7. 당시 열린우리당의 신기남 당의장은 연설문에서 “당
을 ‘민주집중제’로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같은 해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도 
당내 민주주의의 모델로서 민주집중제를 언급한 바가 있음. 

 -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당헌상의 당원의 의무 조항(당의 결정에 따를 의무)을 
근거로 민주집중제를 채택한 것처럼 주장하나, 다른 당의 당헌에도 피청구인의 
당헌에 규정된 정도의 당원의 의무 조항이 있음. 

○ 민중 중심의 자립경제 체제: 사유재산제 및 시장경제 부정하는 것인가가 문제
 -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경제정책이 자본주의의 모순점을 보완하려는 것이 아니
라 극복하려는 것으로서 위헌이고, 생산수단의 소유구조 다원화를 포함한 피청구
인의 경제정책은 경제민주화 정책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와 조화될 수 없다고 
주장. 

 - 피청구인 강령 제11조의 규정은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펼칠 수 있는 경제정책
사항에 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서 헌법위반의 소지가 없음. 

○ 코리아연방제 통일방안
 -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통일방식이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
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에 반대하는 것이고, 피청구인
이 통일 후의 국가상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평화
통일 추구에 반대하기 때문이며, 북한의 고려연방제를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
 - 북한 체제의 인정을 전제로 한 통일정책을 헌법상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평화통일 원칙을 정한 헌법에 반할 소지 있
음. 

 - 민주노동당과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연방제’는 2011. 6. 진보적 민주주의를 강
령에 도입하기 이전인 2000. 1. 창당 때부터 북한과는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주장
되어 온 것. 2007.과 2012. 대선 때 공약사항인 ‘코리아연방제’는 북한의 통일방
안과 차이점이 있고, 정부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도 유사점이 있음
 - 피청구인 강령 전문은 “피청구인은 한반도 비핵 평화체제와 자주적 평화통일
을 실현하고, 인간존중, 노동존중의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것이다.”라고 규정, 

강령 제46항은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존중하며, 6·15 공
동선언, 10·4 선언을 이행하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추구한다”고 규정. 모두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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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평화통일 원칙’에 부합하는 내용. 

 - 연방제 통일방안이라고 해서 모두 동일한 내용이 아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
부의 권한의 분장 정도에 따라 다양한 방식이 가능. 북한이 1980.에 밝힌 고려연
방제는 높은 단계의 연방제이지만, 이후 북한은 중앙정부의 권한 집중 정도를 완
화하여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내놓았고, 6·15 공동선언에서 통일방안에 대한 대
략적 합의까지 접근함. 북한은 이후 2000. 10. 6.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제시 20주. 기념식에서 제시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북과 남에 존재하는 두 
개 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 등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갖게 하고 그 위
에 민족통일기구를 만드는 것”으로,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김대중 정부
의 ‘국가연합제’ 방안에 매우 근접한 내용. 

 - 피청구인의 통일방안은 헌법상의 평화통일 원칙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평
화통일을 추구하고 있고, 북한식 고려연방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님.

 - 청구인은 “미군철수, 평화협정 체결, 국가보안법 폐지 강령은 북한에 동조하
는 것으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나, 헌법은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과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바, 이 문제는 헌법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민주적 기본
질서와 관련이 없는 정책사항에 불과.

6) 활동의 위헌성 여부

○ 대중정당을 통한 일상적 반국가․이적 활동
 - 3단계론: ① 반국가․이적활동 전력자들을 대거 기용한 뒤, ② 이들로 하여금 
반국가․이적활동을 하게 하면서, ③ 정당 차원의 적극적인 비호 등을 조직적으로 
제공 - 정당 활동을 통한 반국가․이적활동
 - 10. 이상 합법적인 원내 정당으로 활동한 대중정당으로서의 피청구인의 경험
과 전략을 무시한 것. 

 - ‘반국가·이적 활동’ 개념 모호, 법적으로도 폐기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
는 소위 ‘이적’ 개념에 근거한 과거 국가보안법 논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어 시대
착오적 
 -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많다는 점에서 위헌성을 도출하는 정부 주장은 우리 사
회의 민주화운동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에 불과,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민주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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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서에 위반되는 활동을 할 것이라는 막연한 추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부당.

 - 대중투쟁 중시: 다른 정당의 경우에도 빈번하게 행하는 원외활동을 의미. 민
주당은 2013. 8.경 국정원의 불법적인 대선개입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 
대중 집회를 가진 바 있고,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2005.경 국회에서 국
가보안법 폐지 및 사학법 개정과 관련한 논의가 .자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표
가 국회 .정을 거부하고 장외 투쟁에 나선 바 있음. 대중투쟁은 정당이 자신의 
정치적인 의사를 국민에게 피력하고 그 지지를 호소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적법
한 정당 활동의 .환이지, 정당 활동과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 아님.

○ 북한과 연계 및 추종성 
 - 강태운 간첩사건, 일심회 간첩사건, 왕재산 간첩 사건 등 북한의 지령에 의한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 채택 및 활동 연계성
 -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선제적 군축과 평화협정 체결 등
 - 북의 3대 세습, 인권문제,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 등에 대한 침묵 
 - 북 핵실험 옹호, 한미군사훈련 반대, 북핵 규탄 결의 불참

○ 소위 RO 내란음모 사건
 - 경기동부연합 나아가 소위 RO의 실재 여부
 - 내란(?)음모(?). 폭력 사용의 실질적 위험성?

 - 통합진보당의 활동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대의민주주의(선거) 부정
 - 용산지구당 사건
 -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
 - 관악을 야권단일화 사건
 - 일부 당원들의 위법행위(비례대표 경선 사건의 경우 행위자들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받은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피해자의 지위에 있음)에 불과
하여 ‘정당의 활동’으로 귀속시킬 수 없음. 

 - 선거제도를 부정하는 대표적인 행태는 쿠데타에 의한 정권 탈취, 국가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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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군 사이버사령부 및 정부 부처의 조직적인 대선개입 등에 의한 선거제도 자체
의 형해화. 친박연대의 공천헌금 사건, 창조한국당 공천헌금 사건, 현 새누리당 
국희의원인 박희태 당대표의 경선 부정 사건 등은 모두 돈으로 정당의 공천을 받
거나 당 지도부에 당선되고자 한 사례들로서 이 사례들은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에
서 직접 규율하고 있는 부정 사례이며, 업무방해로 의율되었던 피청구인의 사례
보다 선거의 공정성을 더욱 심각하게 침해한 사건들.

○ 의회민주주의 및 정당민주주의 부정
 - 김선동 의원 최루탄 투척 사건: 한미 FTA의 문제를 지적하고 끝장 토론 등을 
통해 합리적인 처리를 요구하던 야당 의원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직권상정으로 날
치기 처리하는 것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과도한 행위에 나아간 것에 불과. .회적
이고 피청구인과는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활동으
로 평가할 수 없음.

 - 5․12 중앙위원회 폭력사건: 일부 당원들의 우발적이고 개인적 일탈행위로 인
해 발생한 사건에 불과하여 역시 행위자 개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문제는 별론
으로 하고 이를 피청구인의 활동으로 평가할 수는 없음.  

 - 의회민주주의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의안 처리 과정에서 다수당의 횡포
로 소수당의 의안심의권과 토론권 및 표결권을 조직적으로 침해하고 날치기 처리
하는 것. 여당에 의해 1996. 노동법 및 안기부법 개정안과 2009. 미디어법 개정
안 처리 과정에서 있었던 날치기 처리에 대해 헌법재판소도 권한쟁의 심판사건에
서 야당 의원들의 토론권과 표결권을 침해하거나 일사부재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
로 인정. 

 - 다른 정당의 운영과정에서의 폭력사태: 민주당의 2003. 9. 전당대회 폭력사
건, 2006. 2. 유종필 대변인에 대한 폭행 사건, 2007. 한나라당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의 폭력 사건 등

○ 공무원 및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
 - 전교조 및 공무원노조 정당가입/후원금 지원 사건
 - 공무원․교사의 정당 가입이나 후원금 납부 허용 여부는 ‘입법 정책’ 사항. 뿐 
헌법 사항이 아니므로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여부와 무관.

 - 민주노동당에 공무원․교사가 당원으로 가입 사실 없음은 법원의 판결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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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후원금을 냈을 뿐임. 피청구인이 창당된 후 후원금 납부도 전혀 없음.

 - 공무원·교사의 정당가입 금지 조항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이미 “초·중등학
교의 교원들에게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바
람직하다고 할 수는 있을지라도”라고 하여 공무원․교사에게 정당 가입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고(헌법재판소 
2004. 3. 25. 선고 2001헌마710 결정), 또한 소장을 비롯한 4명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피력한 바 있음(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1헌바42 정당법 제53조 
공무원의 정당가입 등 금지 사건 결정).

7) 해산의 필요성(위험성 및 비례성) 요건

○ 구체적인 위험성(폭력 행사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정당 해산 이외에 
다른 적절한 대체수단은 없는지’라는 비례성, 시기적 급박성, 정당해산으로 인해 
침해되는 헌법상 정당 활동의 자유 침해와 해산하지 않음으로 인해 야기될 위험
성 사이의 법익의 균형성 등의 요건 필요
○ 청구인은 최초 청구서에서는 비례성의 원칙을 정당해산의 요건이라고 설시하
였다가(청구서 125쪽), 나중에 주장을 번복하여 이 요건이 불요하다고 주장
(2014. 1. 7.자 준비서면 326쪽)

○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의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모든 법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단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의 경우를 말한다”(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
나1 결정)

○ 구체적 위험성의 부존재: 폭력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없음. 청구인은 정
당해산제도는 헌법수호를 위하여 장래에 발생할 위험에 대한 예방적 조치이기에 
형벌적 제재가 아니라 행정적 조치라는 성격을 가진다고 하여 그 요건을 완화해
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 정당해산심판제도가 과거의 행위에 대한 형벌
은 아니지만 현재의 위험성을 이유로 한 형사적 제재로서 예방적 조치인 보안처
분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으며, 정당해산심판제도는 합헌성 심사를 목적으
로 하는 절차이지 합목적성 여부 및 효율성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가 아님. 따라
서 정당해산은 현재 위험성의 징표가 있어야 하며, 강제적 조치라는 성격에 따라 
법치국가적 원칙에 의하여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어 그 위험성의 정도가 헌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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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심사되어야 함. ‘구체적 위험성’은 유럽인권재판소가 명확히 판결한 바와 같이 
‘폭력의 선동과 공중에 대한 폭력 사용의 위협’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성으로 
보는 것이 타당.

○ 정당해산 이외에 유효적절한 대체수단이 존재하여 비례성 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함: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국군기무사 등 보안사범을 수사하는 국가기관들
이 철저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 북한의 공작에 의한 남한에서의 책동에 대해
서는 물샐틈없는 방어체계가 작동하고 있어 사회의 안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 피청구인은 대중정당으로서 모든 활동을 공개하고 있으므로 피청
구인의 활동으로서 국가안위에 위협이 될 만한 내용이 있다면 사정기관은 즉시 
대처 가능. 

○ 피청구인이 해산되지 않음으로써 야기될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험성이라
는 것은 사정기관의 활동과 국민의 여론에 의해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는 것이어
서 그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반면,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될 경우의 효과는 단지 
피청구인의 해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그리고 장래에 대해서도 
미치게 됩니다. 국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되고, 장래에도 정
당 활동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의 활동도 크게 위축되며,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야
당 활동이나 시민단체의 활동은 그 껍데기만 남게 될 것임. 또한 다양한 계층을 
대변하는 다양한 복수 정당이 존재했을 때 국민의 기본권이 지켜질 수 있다는 점
을 고려한다면, 피청구인과 같이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사회적 약자들의 이
익을 대변하는 활동을 계속하고 어렵사리 원내에 진입하여 현실 정치 속에서 그
러한 정당이 해산된다면 결국 사회적 약자들의 이익을 대변을 대변하기 위한 정
당 활동이 봉쇄되는 것이므로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함.

8) 의원직 상실 청구의 가능 여부

○ 국회의원의 이중적 지위: 정당의 대표로서의 지위/ 국민의 대표로서의 지위
○ 정당해산의 경우 의원직 상실에 대해 헌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정당해
산을 이유로 의원직을 상실할 근거는 전혀 없음.

○ 독일: 1950.대에 정당해산결정에서 의원직 상실 결정을 같이 한 것은 독일 기
본법상 국회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제도가 없었기 때문. 우리 헌법은 국회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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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므로, 정당해산결정이 된 경우 그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개별적 심사를 거쳐 의원직 상실의 징계를 할 수 있음.

○ 터키의 경우 헌법에 정당해산결정을 할 경우 의원직 상실 및 5년간 정당 활동 
금지 규정이 있음에도, 복지당 사건에서 터키헌법재판소는 복지당의 해산을 결정
하면서 157명의 국회의원 중 정당해산의 원인을 제공한 5명만 의원직 상실 결정.

○ 헌법에 명문의 의원직 상실 규정이 있음에도 개별적으로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해 심사를 받을 수 있는데, 헌법에 정당해산으로 인한 자격상실에 관해 아무런 
규정도 없는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하는 것은 개별적 자격심
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비례성 원칙에도 반함.

○ 실정법적 근거: ① 우리나라의 1962. 헌법은 제38조에서 국회의원은 "소속 정
당이 해산된 때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는 규정을 두었지만, 현행 헌법이나 법
률에서는 삭제되었다는 점, ② 정당법이 신고, 공고, 잔여재산 처분 등 제반 절
차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한 조항들을 두면서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소
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여부에 관한 규정은 없다는 점, ③ 헌법과 공직선거법, 

국회법 등 정치관계법은 정당 공천을 받지 않은 이른바 ‘무소속’ 입후보와 국회의
원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공직선거법 제48조), ④ 헌법 제64조 제2항은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고 하여 국회의원의 자격에 관
한 심사권을 국회에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이에 의하지 않고는 의원직을 상실
하지 않도록 한 동시에, 해산정당의 소속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헌법상 의무 등
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 절차를 통해 얼마든지 그 의원직을 상실시킬 수 있다는 
점 

4. 전망 및 의의

○ 정족수 
 - 본안 : 해산결정에 6인 찬성 필요(4인 기각 의견이면 최종적으로 기각)

 - 가처분 : 6인설, 과반수설
○ 이 사안은 분단과 전쟁, 그리고 그 전쟁이 다시 분단을 공고화한 대한민국의 
공안세력의 논리와 정서가 박근혜 정권이라고 하는 이념형 보수세력의 집권이라
는 조건에서 전면적으로 발현된 것 - 편견과의 싸움, 발본색원주의들과의 싸움
○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폭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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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하지 않는 한 자유로운 토론과 여론에 의한 국민의 선택으로 대응하는 것이 
관용과 다원성을 기반으로 하는 성숙한 민주사회의 방식. 일부 구성원에 의해 행
해지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국가가 형벌권을 동원해서 대응하는 것으로 충분. 

○ 정부가 정당해산심판청구를 한 것은 국가기구의 사회방위 역량과 국민의 선택
을 믿지 못한 결과. ‘무신불립(無信不立)’ 정권.

○ 대한민국 역사 및 헌법사에 남을 사건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과 관용
의 폭을 가늠하는 사건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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