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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가안보’ 관련 사건들의 헌법재판소 결정문들을 비판적 담론 분석이

라는 사회학적 방법론을 통해서 접근하는 법사회학적 연구이다. 이 분석을 통해서 

헌법재판소가 창출해 내는 군사주의 이데올로기의 구체적인 구조와 내용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분석 대상은 국가보안법, 이라크 국군파병, 양심적 병역거부, 
평화권, 국방부 불온서적, 군형법 상의 추행죄(계간)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12개이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확인된 군사주의 담론 구조는 크게 3가지이다. 첫 번째는 

양면적인 적(敵) 창출이다.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함과 동시에, 평화통일의 상대

방이라고도 규정하는 방식이다. 길항하는 공존과 적대의 성격이 독립적으로 유지되

기에 정치사회적 변화에서 자유롭게 북한을 적대화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진다. 두 번

째는 국가안보에 대한 절대화이다. 절대화된 국가안보와 개인의 인권을 대립시키는 

구도가 반복되고, 그 구도 속에서 인권은 논의의 기회조차 박탈당하게 된다. 마지막

으로는 헌법상 평화주의 원칙의 형해화였다.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상 평화주의

의 핵심 원칙을 헌법재판소가 포기하면서 헌법 해석의 군사주의화를 노골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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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I. 문제 제기: 헌법재판소의 안보관을 묻는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만 확신이라는 표현을 사용

하기는 조심스럽다.” 1987년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이래 최초로 임명이 

부결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011년 6월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서 한 말이다. 조용환 후보자의 답변은 지극히 원칙적인 이야기였다. 실
체적 진실을 추구하기 위한 회의(懷疑)를 숙명으로 하는 법률가로서 ‘신
뢰’와 ‘확신’을 구별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권력의 견제를 목적으로 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행정부의 조사결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지 않는다

면 오히려 그것이 문제일 것이다. 그는 같은 청문회에서 천안함 사건은 

“북한이 저질렀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답변하기도 했는데, 이는 본

인을 추천했던 민주당 당론보다도 일정 부분 보수적인 입장이었다. 때문

에 비판적 언론들은 당시 한나라당이 앞선 답변에 근거해 후보자의 국가

관을 문제 삼아 인준을 거부하는 것을 명분 없는 비토라고 지적했다.1)

헌법재판관 후보에게 천안함이 북한에게 폭침 당했다고 믿는지 말해 

보라는, 확신하지 않는다면 자격이 없다고 소리치는 비극적이자 희극적인 

현실. 이 현대판 종교재판에 대해 철지난 색깔론이라 비판하는 것은 분명 

중요하다. 또한 이 종교재판으로 야기된 1년 가까운 헌법재판관 공백사태

에 깔린 정치적 이해관계를 드러내는 것 역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 사태

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과연 헌법재판소란 어떤 곳이기에 재판관 

후보자에게 이런 맹종이 요구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긴다. 헌법재판소

 1) 김종철, “진보 재판관 막는 보수정권”, 한겨레신문, 2011.8.30자; “조용환 ‘믿는

다’ 해도 새누리 ‘확신해라’ 억지논리 강요”, 경향신문, 2012.2.9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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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가안보의 보루인가? 상명하복의 관계 속에서 정부의 안보관을 그대

로 따라야 하는 조직인가?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은 그동안 국가안보에 어

떤 영향을 미쳐왔나? 이러한 질문들은 결국 헌법재판소라는 거대한 권력

기관이 가진 안보관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 물음으로 이어지

게 된다.
본 연구는 헌법재판소의 안보관을 묻고자 한다. 수사적으로 표현하자

면, 헌법재판소를 청문회에 올려 그것의 안보관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는 

방향만 바꾼 종교재판의 반복이 결코 아니다. 독점적 헌법해석권을 통해

서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자리 잡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민주주의적 비판’
을 시도하는 것이다.2) 1987년 창설 이후 헌법재판소는 다양한 결정들을 

쏟아냈지만, ‘안보’ 관련 사건들에 있어서는 극도의 보수적 입장으로 일

관해 왔다.3) 헌법재판소 결정들은 결코 개별 사안에 대한 심판으로 한정

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가 체제이데올로기를 창출하는 핵심적 기관으로 

작동한다는 명제를 전제한다면,4) 국가안보 관련 결정들은 군사주의 이데

올로기가 우리 사회 속에서 형성되는 데 중요한 몫을 담당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헌법재판소의 안보관을 묻고 민주주의적 비판을 가하

는 작업은 국가안보 지상주의에 맞선 평화주의적 실천이라고도 할 수 있

다.
본 연구는 헌법재판소가 생산하는 군사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을 

목표로 한다. 헌법재판소가 만들어 내는 군사주의 이데올로기가 어떤 구

 2) 김종서, “헌법재판과 민주법학”, 민주법학 제46호(2011), 333-334쪽. 김종서는 

국순옥이 비판적 전위법학의 실천적 과제를 “지배 법이데올로기의 비판과 대항 

법이데올로기의 창출”이라 명명한 것을 구체화해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민주주

의적 비판’을 헌법재판소의 구조와 그것이 생산하는 결정들 속에 감춰진 지배 

이데올로기를 비판ㆍ폭로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대항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3) 이석태, “헌법재판소, 한국의 ‘원로원’?”, 황해문화 제45호(새얼문화재단, 2004), 

51-54쪽. 
 4) 국순옥, “헌법재판의 본질과 기능”,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엮음, 헌법해석과 헌법

실천(관악사, 1997). 국순옥의 명제는 이 연구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다시 증명

해야 할 대상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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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와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를 분석할 것이다. 비판의 목표가 대항 이데올

로기, 대안 담론을 만들어내기 위함이라면, 헌법재판소가 군사주의에 갇

혀 있다는 것 자체를 말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군사주의가 

어떤 논리와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면밀하게 밝혀 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국가안보’ 관련 사건들의 헌법재판소 결정문들을 하나의 ‘담론’
으로서 다룰 것이다. 법 언어가 가진 담론적 효과에 주목하면서, 담론 분

석이라는 사회과학 방법론을 비판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한다.5) 이것은 

헌법재판소와 그것의 결정문들을 하나의 ‘사회적 사실’로서 상대화, 맥락

화해서 그것들의 구조와 사회적 효과를 분석하는 법사회학적 접근방법이

다.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이 연구의 전제 한 가지를 명확하게 밝히

고자 한다. 안보문제를 담론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관련 연구 속에서 일정

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연구방식이다.6) 보스니아 전쟁이 대중매체 속

에서 어떻게 담론화되어 서유럽 국가들의 국가안보 정책에 영향을 미쳤

는지를 분석한 레네 한센(Lene Hansen)의 연구 등이 대표적이다.7) 이러

한 담론적 접근은 국가안보라는 것이 어떤 국가가 당면한 위협 그 자체

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행위자들의 개입과 실천 속에서 

‘구성’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이 위협

에 대한 부정이나 위협을 창출하는 세력에 대한 옹호가 아님은 분명하다. 

 5) 양현아는 법 언어가 구성하는 구성적 ‘현실’에 대해서 사회과학적 분석과 비판

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양현아, “사회학적 사고와 법해석의 교감(交感)을 

위해”, 법학 제47권 제3호(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256-257쪽.
 6) 안보에 대한 담론적 접근의 연구사에 대해서는 Buzan, Barry, 신욱희 외 옮김, 

국제안보론: 국제 안보 연구의 형성과 발전(을유문화사, 2010), 325-338쪽. 안보 

문제를 담론의 구성적 측면에서 접근한 국내 연구로는 대표적으로 구갑우, “한
반도적 맥락의 비판적 평화, 안보담론: ‘평화국가담론’ 재론”, 한국과 국제정치 

통권 62호(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8); 황병주, “1970년대 유신체제의 

안보국가 담론”, 역사문제연구 제27호(역사문제연구소, 2012); 권혁범, 국민으로

부터의 탈퇴: 국민국가, 진보, 개인(삼인, 2004), 70-91쪽 등이 있다.
 7) Hansen, Lene, Security as Practice: Discourse Analysis and the Bosnian 

War(London: Routledge,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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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 결정문들 속에서 확인되는 북한에 대한 적대화와 

이를 명분으로 한 인권 침해를 비판하는 것이, 병영사회로서 호전적 군사

정책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에 대한 옹호로 연결될 수 없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안보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비판적으로 개입하고자 하는 연구

자들은 ‘친북’이라는 근거 없는 비난을 받아 왔다. 국가안보를 맹목적으

로 신성화하고, 이 신성화에 비판적인 이들을 ‘적’이라 규정하는 냉전적

이고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모습이라 할 것이다.

II. 이론적 논의 및 방법론
1. 헌법과 평화주의
헌법재판소의 안보관을 분석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은 

우리 헌법상의 평화주의적 가치들이다. 이는 헌법재판소 결정문들이 평화

라는 헌법적 가치를 얼마나 황폐화해 왔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근거를 만

들기 위해서다. 그러나 관련 연구들을 검토하면서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헌법원리로서 평화주의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극도로 빈곤하

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헌법 해석서들이 평화주의, 혹은 평화국가를 대한

민국 헌법의 원리 중 하나로서 언급하고 있지만, 그것을 채우는 실질적 

내용은 빈약하기만 하다.
헌법 교과서들은 대체로 헌법 전문과 헌법 제4조, 제5조 제1항, 제6조, 

제66조 제3항, 제69조, 제92조 제1항 등을 우리 헌법의 평화주의 원리를 

담지하는 내용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침략전쟁의 부인, 평화적 

통일 지향, 국제법 존중주의, 외국인의 법적 지위 보장 등을 평화주의의 

요소라고 언급하고 있다.8) 그러나 대부분 조문에 대한 문헌적 소개와 관

 8) 계희열, 헌법학(상)(박영사, 2004), 209-217쪽; 김철수, 헌법학신론(박영사, 2010), 
271-277쪽; 성낙인, 헌법학(법문사, 2012), 290-309쪽; 홍성방, 헌법학(현암사, 
2009) 191-1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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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판례 몇 개를 나열한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단적인 예로, 헌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침략전쟁의 금지’에 있어서 그 침략전쟁이란 과

연 무엇인가와 같은 중요한 헌법적 과제들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입장을 

담고 있는 교과서는 없다. 김철수는 자신의 교과서에서 침략전쟁은 자위

전쟁에 대응되는 것이라 정의한 후, “자위전쟁은 UN헌장에 따라 개별적 

자위와 집단적 자위가 있다. 이 자위전쟁이 아닌 전쟁은 모두가 침략전쟁

이라고 할 수 있다”고 도식적으로 설명하고 있다.9) 이는 집단적 자위권

을 둘러싼 첨예한 쟁점들에 대한 아무 검토 없이, 헌법상 허용되는 국가

권력의 행사로 받아들이고 있는 위험한 해석이다.10) 
헌법상 평화주의 원리에 대한 해석과 연구의 빈곤함에 대해 서경석은 

전쟁과 평화에 대한 규범적 재단을 자제한 결과라기보다는 냉전적 사고

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이데올로기적 대립을 회피하는 생존

전략이었다고 일갈한 바 있다.11) 비판적 개입의 빈곤 속에서 헌법에 대

한 군사주의적 해석으로 무게추가 옮겨 갔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

라 할 수도 있다.
희소한 연구 속에서도 방법론적으로 우리 헌법상의 평화주의를 구체화

할 수 있는 유력한 방식을 보여주는 두 가지 선행연구가 존재한다. 첫 

번째 방식은 서경석의 것으로, 평화주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들과 외

국 헌법에 대한 평화주의에 대한 해석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다. 우리 헌법의 평화주의라는 것이 2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의 헌법에서 

일반화되었던 침략전쟁 포기,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과 같은 맥락 속

에 위치한 것이라면,12) 국제사회와 외국의 진전된 논의들은 외부적인 무

 9) 김철수, 헌법학신론, 274쪽.
10) 이경주는 대한민국 건국헌법에서 규정한 평화주의를 법사학적으로 연구하면서 

당시 유진오가 ‘침략전쟁의 부인’을 규정함에 있어서 개별적 자위권만을 인정

하는 것으로 좁게 이해하였음을 밝혀 낸 바 있다. 이경주, “한ㆍ일 헌법의 평

화주의에 대한 비교연구”, 세계헌법연구 제4호(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999), 
168-170쪽.

11) 서경석, “헌법상 평화주의와 그 실천적 의미”, 민주법학 제25호(2004), 49-50쪽.
12) 杉原泰雄, 이경주 옮김, 헌법의 역사(이론과실천, 1999), 184-185쪽. 스기하라 

야스오(杉原泰雄)는 현대 시민헌법이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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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이 아니라 우리 헌법의 평화주의를 구체화할 수 있는 직접적 자원으로 

볼 수 있다.13) 두 번째 방식은 이경주의 법사학적인 접근이다. 이경주는 

개헌사 속에서 평화주의적 원칙들이 어떻게 부침을 겪었는가를 통시적으

로 분석하면서 현행 헌법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도구를 

제시하고 있다.14) 이러한 역사적 분석을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문 속에서 

모든 인권을 정지시키는 ‘국가안보’가 어떤 정치사회적 맥락 속에서 지금

과 같은 헌법적 위상을 차지하게 되었는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15)

평화주의 원칙 자체를 넘어서서 ‘평화권’ 혹은 ‘평화적 생존권’이라는 

침략전쟁의 포기를 선언하거나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선언하는 것은 일반

화되었다고 평가한다. 더 나아가 헌법상의 개별 규정 유무에 상관없이 침략전

쟁의 포기와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은 국제법을 수락하고 있는 현대 국가의 

공통된 의무라 말한다. 이러한 평화주의 가치의 헌법상 공유는 ‘뉘른베르크 유

산’(legacy of Nuremberg)으로 명명되기도 한다.
13) 서경석, “헌법상 평화주의와 그 실천적 의미”, 10-19쪽. 그는 국제사회의 논의

를 적극 수용해서 우리 헌법의 국제평화주의가 가진 규범적 내용을 “무력행사 

및 무력에 의한 위협의 금지 원칙”, “군비통제 및 군비축소의 원칙”, “무기수출

입 규제와 포괄적인 ‘긴장완화를 위한 의무’”,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과 국

제의무의 성실한 이행의 원칙”으로 실체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헌법

상 평화주의의 또 다른 축인 평화통일 원칙을 구체화함에 있어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기본합의서’)와 ‘6ㆍ15선
언’ 등을 어떻게 포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남북

기본합의서’의 3원칙을 평화통일원칙의 주된 내용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다. 
14) 이경주, “개헌사와 평화주의”, 민주법학 제31호(2006), 73-104쪽. 특히 이경주는 

1972년 유신헌법 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국가안전보장’이라는 개념이 

박정희 유신정권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용된 방식을 보이면서, 그 속에서 형

해화되었던 헌법상 평화주의 가치들이 여전히 복권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다.
15) 이 연구가 가진 시초적 의미는 분명하지만, 통사적인 접근으로 인해 개별 시기

마다의 관련 일차 자료 등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
는 해당 연구의 한계라기보다는 후속 연구의 몫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

다. 이에 대해서는 연구자 본인이 하나의 답을 내놓고 있는데, 1948년 건국헌

법의 제정과정에서 평화주의 원리의 도입과 그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일

본헌법의 제정과정과 비교한 연구가 그것이다. 이경주, “한ㆍ일 헌법의 평화주

의에 대한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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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서 헌법상의 평화주의를 구체화하려는 시도들도 존재한다.16) 평
화주의 원리 일반에 대한 논의조차 빈약한 상태에서 평화를 헌법상 권리

로서 구성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일견 어색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등장한 한국 사회의 평화운동은 ‘평화’를 침

해당할 수 없는 가치로서 주장하기 시작했고17), 이러한 사회운동의 흐름

과 함께 관련 연구가 촉진될 수 있었다.18) 평화권에 대한 이러한 주목은 

“평화란 헌법의 이념 내지 목적으로서 추상적인 개념에 지나지 아니하

다19)는 헌법재판소의 평가절하에 맞서 헌법상의 평화주의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 권리, 보장되어야 할 인권이 존재한다는 목소리였다.
평화권에 대한 논의 중에서 그것의 헌법적 의미에 초점을 맞춘 연구에 

집중하여 검토하면, 먼저 일본의 풍부한 평화권 논의를 소개하면서 한국 

헌법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평화권의 성격과 내용을 제시한 이경주의 

시론적 연구가 있다. 이경주는 평화권을 헌법상의 평화주의가 인권적 관

점에서 재구성된 것이라고 정의한 후 평화권이 재판규범임과 동시에 정

치규범으로서도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평화적인 국가정책에 대해 

평화권 침해를 이유로 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으며, 인권 침해를 막기 위

한 다른 수단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통찰은 헌법상의 평화

16) 본 논문에서는 “평화권”으로 용어를 통일해서 사용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 학

계에서는 “평화권”과 “평화적 생존권”이 병용되고 있으나, 내용상 차이를 갖는 

용어라고 볼 수 없다. 평화권 용어에 대해서는 임재성, “평화권, 아래로부터 만

들어지는 인권: 한국 사회운동의 ‘평화권’ 담론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제91
호(비판사회학회, 2011), 168쪽 각주 1번 참조. 

17) 임재성, 위의 글, 185-202쪽. 특히 2005년을 전후로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평택미군기지 확장 반대 운동이 평화권 논의에 있어서 결정적인 촉발제가 되었

다.
18) 본문에서 언급된 평화권의 헌법적 의미에 대한 연구 이외의 평화권 연구로는 

크게 국제사회의 논의를 검토하는 것과 사회운동의 차원에서 평화권을 구체화

하려는 연구가 있다. 전자로는 서보혁, “국제 평화권 논의의 추세와 함의”, 21
세기 정치학회보 제22집 1호(21세기 정치학회, 2012); 이근관, “국제적 인권으

로서의 평화권에 대한 고찰”, 인권평론 제1호(한국인권재단, 2006) 등이 있고, 
후자로는 임재성, 위의 글 등이 있다. 

19) 헌법재판소 2009.5.28, 2007헌마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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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와 평화권이 실천적으로 어떤 힘을 가질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20) 
평화권의 보호영역이 무엇인가를 밝히고자 하는 정혜인의 연구는 우리 

헌법상의 평화권이란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 5조 하에서 살 권리”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말한다.21) 이러한 접근은 일찍이 스기하라 야스오 등

이 일본의 평화적 생존권을 “일본국 헌법 제9조 상태 하에서 생존할 권

리”라고 정의했던 것22)을 차용한 것이라 보이는데, 평화권의 헌법적 근

거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는 명명임과 동시에, 헌법 제5조의 실질화를 

위한 논리 구성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접근이라 볼 수 있다.

2. 군사주의
본 연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내재되어 안보관을 분석함에 있어서 

군사주의(militarism)라는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군사주의란 국가안보와 

그것을 위한 군사력을 ‘절대선’으로 상정하는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

다. 이 속에서 안보와 생존이 동일시되고, 안보에 최우선의 가치가 부여

된다. 우리 사회는 해방 이후 반공국가로서 전쟁 준비를 핵심적인 국가 

정체성으로 삼아 왔다.23) 전쟁과 분단이라는 역사적ㆍ지정학적 조건, 오

20) 이경주, “평화적 생존권의 헌법실천적 의의”. 민주법학 제41호(2009).
21) 정혜인, “평화적 생존권의 보호영역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 제35집(2011), 

399-403쪽. 정혜인이 말하는 “5조 하에 살 권리”는 “침략전쟁을 하지 않을 권

리”이며, 이는 “침략전쟁의 피해자가 되지 않을 권리”와 “침략전쟁의 가해자가 

되지 않을 권리”로 이루어져 있다. 이 연구는 전체적으로 일본의 평화적 생존

권과의 비교 속에서 한국의 헌법은 일본에 비해 평화주의 성격이 약하기 때문

에 일본의 평화적 생존권보다 좁은 내용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한
국 헌법이 가지는 보편적 평화주의 특성을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일본 헌법이 가지는 특수성과 평화주의 헌법 원리의 보편성을 명확하게 

전제하지 않은 채 양자 간의 비교가 이루어졌기에 발생한 비교 방법론적 문제

점이라고 보인다.
22) 이경주, 위의 글, 188쪽.
23) 문승숙, 이현정 옮김, 군사주의에 갇힌 근대(또 하나의 문화, 2007), 46-73쪽. 

문승숙은 한국사회의 근대성을 ‘군사화된 근대성’이라고 규정하면서, 군사주의

가 한국 사회 전반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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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 군사독재의 경험, 광범위한 징병제와 군대문화의 보편화 등이 반공국

가라는 정체성을 형성하는 요소들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요소들이 

한국사회를 군사주의적으로 만들었다고 말하는 것—그것에 그치는 것은 

군사주의 개념이 가지는 역동성을 온전히 활용하지 못하는 방식이다.
군사주의의 핵심은 이데올로기의 동학을 포착하는 것에 있다. 마이클 

만(Michael Mann)은 군사주의를 “전쟁과 그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정상

적이고 바람직한 사회적 활동으로 보이게 하는 태도와 일련의 제도들”이
라 정의한다.24) 이 정의의 핵심은 ‘보이도록 만드는’ 태도와 일련의 제도

들이라 할 수 있다. 전쟁이나 전쟁 준비의 과정들을 ‘절대화’시키는 이데

올로기, 그 이데올로기를 사회적으로 관철시키고자 하는 행위자들의 실천

으로서 군사주의를 접근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방식을 바탕에 둔다면 

어떠한 세력이 어떠한 방식과 내용으로 군사주의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실천하고 있는가를 드러내는 것이 분석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본 연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이 ‘군사주의’적이라는 가치판단을 넘어서

서, 결정문이 어떤 논리와 내용들로 전쟁과 그것을 위한 준비활동을 바람

직한 것으로 구성하고 있는지를 드러낼 것이다.
 
3. 비판적 담론 분석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내용과 논리로 군사주의를 만들어 내는지 분석하

기 위해서, 헌법재판소 결정문들을 하나의 담론으로서 접근하고자 한다. 
위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는 담론을 일상적인 의사소통과 구별

하면서, 논증을 특징으로 하는 특수한 의사소통 형태라고 말한다. 이때 

개별 담론들은 특정한 이데올로기적 분류체계 속에 위치해 있으며 그것

을 재생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25) 때문에 해당 담론을 온전하게 이해ㆍ

분석하기 위해서는 담론이 발화되고 인식되는 과정이 담론생산 그룹들 

24) Mann, Michael, States, War & Capitalism: Studies in Political Sociology(New 
York: Basil Blackwell, 1988), 124쪽.

25) Habermas, Jürgen, 한상진ㆍ박영도 옮김, 사실성과 타당성: 담론적 법이론과 민

주적 법치국가 이론(나남,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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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헤게모니, 의미, 이데올로기를 창출하는 투쟁 과정임을 명확하게 인

지하여야 한다.26)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담론으로서 헌법재판소 결정

문은 그 자체로 배타적인 헌법해석의 언어로서 규범력을 가짐과 동시에 

스스로가 추구하는 이데올로기를 대사회적으로 강력하게 관철하는 기능

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담론으로서 분석함에 있어서 본 연구는 비판적 

담론 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의 방법론을 사용할 것이다. 비판적 

담론 분석이란 언어가 지배와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재생산하는 측면을 

주목하며, “담론분석을 통한 사회비판”이라는 실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한 일련의 이론적ㆍ방법론적 접근들의 통칭이라 할 수 있다.27) 비판적 

담론 분석의 대표적인 도구 중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분석하기 위

해 두 가지 방법론을 이용하고자 한다. 하나는 ‘맥락모형’(context 
models)이다. 담론 안에서 특정 의미들이 연결되는 것은 객관적인 맥락이 

아니라 담론행위자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선택된 맥락이라는 통찰이다. 따
라서 그 맥락 관계가 의도하는 효과를 규명하는 것은, 담론 행위자가 의

도한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드러내는 유력한 방법이 된다.28) 또 다른 방

법론은 담론 내부의 이데올로기적 언어장치를 규명하는 것이다. 그 중에

서 특히 ‘언급되지 않는’, 그러나 주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가정’들의 효

과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는 무엇이 이야기되었는가보다, 무엇이 이야기

되지 않았는가에 더욱 주목하는 방식이다. 특정 담론 속에서 지배적인 사

회적 규칙들이 암묵적으로 가정되는 것은 그러한 질서를 더욱 강화시키

는 효과를 만들어 낸다. 또한 언어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담론 속에

26) Kellner, Douglas/Best, Stephen, 정일준 역, 탈현대 사회이론(현대미학사, 1995), 
43쪽.

27) 신진욱, “비판적 담론 분석과 비판적ㆍ해방적 학문”, 경제와 사회 제89호(비판

사회학회, 2011), 12-13쪽. 이후 비판적 담론 내용에 대한 논의는 신진욱의 논

문을 주되게 참고했음을 밝힌다.
28) van Dijk, Teun A. “Principle of Critical Discourse Analysis”, Wodak, 

R./Meyer, M. 엮음, Methods of Critical Discourse Analysis(London: Sage, 
2001), 65-66쪽: 신진욱, “비판적 담론 분석과 비판적ㆍ해방적 학문”, 25-26쪽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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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자연화된’ 가치, 혹은 ‘상식’으로서 위치한다면, 이는 특정한 당파적 

가치를 보편적 진리로서 구성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29)

이러한 비판적 담론 분석의 도구들과 더불어, 군사주의의 논리를 확인

하는 작업에 있어서 또 다른 자원으로 평화연구 일반에서 확인되어 온 

군사주의 담론의 특징들을 활용하고자 한다. 평화연구에서는 전쟁과 폭력

을 가능하게 하는 ‘언어’에 많은 관심과 분석을 시도해 왔다. 이 연구들

은 비인간화된 적을 창출해 내고, 적과 우리의 대립을 강조하며, 위기 상

황을 창출하고, 폭력 행사를 정당화하는 논리들이 군사주의 담론의 공통

적 요소들이라 지적하고 있다.30) 이러한 선행 연구들의 결과는 헌법재판

소 결정문들의 특징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기준으로 차용될 것이

다.

4. 분석 대상
본 연구가 분석할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국가안보’ 관련 사건의 결정

문이다. 보다 정확하게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기본권 제한을 긍정한 결정

문이다.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를 정의하기란 쉽지 않은데, 이는 국가

안보라는 개념이 모호함을 그 본질적 특징으로 하기 때문이다. 아놀드 월

퍼스(Arnold Wolfers)의 고전적 정의처럼 국가안보라는 것은 “애매한 상

징”(ambiguous symbol)으로서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시기에 각국에서 

정치적 도구로서 이용되어 왔다.31) 그렇기 때문에 저발전된 개념인 안보 

자체를 정의하기보다는, 그것이 특정한 집단의 정책적 이해에 의해서 제

기되며 주로 외부의 적이 창출하는 위협에 대응하는 군사적인 방식에 초

29) Fairclough, Norman, Analysing Discourse(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3), 40-55쪽: 신진욱, “비판적 담론 분석과 비판적ㆍ해방적 학문”, 27-30쪽
에서 재인용.

30) Hirsch, Herbert, 강성현 옮김, 제노사이드와 기억의 정치: 삶을 위한 죽음의 연

구(책세상, 2009), 160-178쪽.
31) Wolfers, Arnold, “National Security as an Ambiguous Symbol”,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 67(4)(1952), 4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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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두는 ‘경향’을 본질로 한다는 것32)에 주목하는 것이 국가안보에 접

근하는 더 나은 방식이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많은 연구자들은 ‘국
가안보’(national security)라고 명명되는 가치들이 사실상 ‘좁은 의미의 

국가안보’(혹은 ‘정권안보’, state security)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다.33)

대한민국 헌법사에서 안보이데올로기가 헌법화된 1972년 유신헌법 상

의 ‘국가안보’ 개념은 앞선 국가안보의 모호함과 정권안보적인 성격을 그

대로 보여준다. 5ㆍ16 군사쿠테타 이후인 1962년 헌법에서도 인권 제한

의 목적은 질서유지나 공공복리에 머물렀고, 자의적 판단이 가능한 추상

개념인 국가안전보장은 헌법상의 개념이 아닌 국가정책상 개념으로 한정

되었다. 그러나 유신헌법에서 그 국가안보라는 개념은 국민의 인권을 제

한하는 목적 중 하나로 명문화된다. 또한 인권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내용까지 삭제되었다. 이경주는 그 결과 “박정희 독재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적 의사표현은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다의적이고 추상적

이며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개념 아래 금압되었다고 평가한다.34) 정권 

보장을 위해 헌법적 가치로 승격된 국가안전보장이 지금까지 인권을 제

약하는 ‘절대’ 가치로서 헌법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안보라는 것의 개념적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지는 군사주

의와의 친화성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국가안보는 앞서 검토한 것처럼 

32) Buzan, Barry, People, States and Fear: The National Security Problem in 
International Relations(London: Harvester Wheatsheaf, 1983), 3쪽.

33) Buzan, Barry, 국제안보론: 국제 안보 연구의 형성과 발전, 40쪽. 이 책의 옮긴

이들은 ‘state security’를 ‘national security’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좁은 의미의 

국가의 안보”라 번역했지만, 이 표현만으로는 ‘national’에 대비되는 ‘state’의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다. ‘national’이 내부 구성원들을 포괄하는 국민

국가, 민족국가의 의미를 담는 것이라면, ‘state’는 국가권력기구를 중심으로 한 

지칭이라고 대비해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따라서 ‘정권안보’라는 번역도 

가능할 것이다. 권혁범은 ‘national security’를 ‘국민 안보’로 번역하고 ‘state 
security’는 ‘국가 안보’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권혁범, 국민으로부터의 탈퇴, 75쪽.

34) 이경주, “개헌사와 평화주의”, 90-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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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적과의 대립을 상정하면서 군사적 방법에 의한 국가의 이익 실현을 

가장 우선적인 가치로 설정하는 태도이기에,35) 국가안보를 절대선으로 상

정하고 이를 위한 군사력을 신성화하는 군사주의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때문에 국가안보 관련 결정문들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의 군사주의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담론 논리를 확인하는 작업은 양적 접근처럼 일정한 기준에 속한 모든 

결정문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금까지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사건 중에서 앞선 분류에 해당하는 대표적 사건들

을 결정한 뒤, 그 사건의 결정문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분석대상을 결정하

였다. 구체적으로는 국가보안법,36) 이라크 국군파병,37) 양심적 병역거

부,38) 평화권,39) 국방부 불온서적,40) 군형법 상의 추행죄(계간)41)에 관련

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12개를 비판적 담론 분석의 방식으로 재구성해

볼 것이다. 

III. 담론분석을 통한 헌법재판소의 군사주의
1. 적 창출을 위한 전략: 양면화된 적
1.1. 반국가단체의 위협과 ‘전쟁시대’

35) 구갑우, 비판적 평화연구와 한반도(후마니타스, 2007), 18-19쪽.
36) 헌법재판소 1990.4.2, 89헌가113; 헌법재판소, 1993.7.29, 92헌바48; 헌법재판소 

1997.1.16, 92헌바6ㆍ26, 93헌바34ㆍ35ㆍ36(병합); 헌법재판소 2003.5.15, 2000
헌바66.

37) 헌법재판소 2003.12.18, 2003헌마255ㆍ256(병합); 헌법재판소 2006.5.16, 2003헌
마814.

38) 헌법재판소 2004.8.26, 2002헌가1; 헌법재판소 2011. 8.30, 2008헌가22, 2009헌
가7, 2010헌가16ㆍ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39) 헌법재판소 2006.2.23, 2005헌마268; 헌법재판소 2009.5.28, 2007헌마369.
40) 헌법재판소 2010.10.29, 2008헌마638.
41) 헌법재판소 2011.3.31, 2008헌가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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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군사주의를 분석함에 있어서 결정문들 속에서 구성되고 

있는 ‘적’을 가장 먼저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랑힐 하제(Ragnhild Hase)
는 적 이미지(enemy images) 양산이 한 사회의 군사화가 성공하기 위한 

핵심적 조건이라 지적한 바 있는데,42) 적의 존재와 위협은 군사주의가 

작동하는 가장 기본적인 동력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군사주의 이데올로

기 생산자들은 그 적을 창출(making enemy)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다. 물론 적을 창출함에 있어서 역사적이고 지정학적인 대립과 갈등이 중

요한 요인임은 분명하다. 한국사회의 경우, 북한이 그러하다.43) 그러나 

실제 그 적이 얼마나 큰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적에 대항하기 위해 정

치권력의 강제나 자원 배분의 왜곡이 어디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지는 정

치적 ‘선택’ 속에서 결정되는 것이다.44)

헌법재판소 결정문 속에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적으로서 상정되는 것

은 ‘반국가단체’라고 규정되는 북한이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역사 속에서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1990년 4월 2일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

5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적 창출에 있어

서 이정표와 같은 결정이다. 그 당시까지 별다른 주목의 대상이 되지 못

했던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국가보안법이 작동하는 원리로서 

실질화시켰기 때문이다.45) 이 실질화는 끊임없는 적대화, 그리고 적대의 

42) Hase, Ragnhild Fiebig-von, “Introduction”, Hase, Ragnhild Fiebig-von/ 
Lehmakuhl, Ursula 엮음, Enemy Images in American History(Providence and 
Oxford: Berghahan Books, 1997).

43) 이와 함께 우리 사회의 적 창출 메커니즘에는 ‘빨갱이’라는 낙인이 존재했음을 

함께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해방 직후 ‘빨갱이’이라는 적 창출과 반공국가로서 

대한민국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분석으로 김득중, 빨갱이의 탄생: 여순사건과 

반공 국가의 형성(선인, 2009).
44) Buzan, Barry, 김태현 옮김, 세계화시대의 국가안보(나남출판, 1995), 167-173쪽.
45) 국순옥,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무엇인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편, 헌법해석과 

헌법실천(관악사, 1997), 34-38쪽. 국순옥은 헌법재판소가 이 결정을 통해서 자

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정식을 구체화했고, 이로써 초헌법적 법률이었던 국가보

안법을 헌법 내부로 끌어들였다고 평가했다. 이 때 구체화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내용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자유로운 민주주의적 기본질서”의 정식

으로 제시했던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가장 반동적인 행태와 동일한 것이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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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 대한 무한정한 탄압을 가능하게 하는 ‘전투적 민주주의’에 대한 

법적 헤게모니를 부여하는 과정이었다.46)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가 없다는 

전투적 민주주의의 테제 속에서 북한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으로서, 국가보안법은 그 적(혹은 그 적과 관계있다고 의심되는 존재)
에게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충실한 도구로서 규정된다. 적 창출 원리가 

헌법원리로서 격상된 것이다.
이 때, 북한이라는 위협을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어떤 ‘언어’로 규정되

는가? 헌법재판소는 앞서 언급한 1990년도 결정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한정합헌이라는 변형결정을 내리

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남북간에 일찍이 전쟁이 있었고 아직도 휴전상태에서 남북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대치하며 긴장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마당에서는 (국가보안

법을) 완전폐기함에서 오는 국가적 불이익이 폐기함으로써 오는 이익

보다는 이익형량상 더 클 것이다. 분명히 평화시대를 기조로 한 형법

상의 내란죄나 외환죄는 고전적이어서 오늘날 우리가 처한 국가의 자

기안전ㆍ방어에는 다소 미흡하다.47) (괄호 및 밑줄 필자 추가, 이후 괄

호 및 밑줄은 모두 필자 추가)

이 담론 속 대비적 구성은 명확하다. “평화시대”를 전제로 한 내란죄

와 외환죄는 지금 현실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어렵

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평화시대가 아닌 현재는 어떤 시대인가? ‘평화시

대’를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로 연결시키는 결정문의 맥락은 대칭적으로 

국가보안법이라는 특별법의 필요성과 연결되는 현재를 ‘전쟁시대’로 규정

하게 만든다. “휴전”, “군사력”, “대치”, “긴장”은 모두 이 담론 속에 분

태욱은 우리 헌법상 자유주의를 이렇게 배타적 자유민주주의로 정의하는 것에 

반대하며 “민주적 헌정질서”를 대안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로서 제시하고 있

다. 정태욱, 자유주의 법철학(한울, 2007), 34-37쪽.
46) 김민배, “지배이데올로기로서의 ‘전투적 민주주의’의 논리와 그 비판”,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편, 헌법해석과 헌법실천(관악사, 1997), 117-119쪽.
47) 헌법재판소 1990.4.2, 89헌가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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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히 존재하면서도 생략되어 있는 ‘전쟁시대’를 구성하는 수사들이다. 북
한이라는 적과 대치하고 있는 지금은 전쟁시대이며, 이러한 전시에 일반

형법만으로는 충분한 대처가 어렵다는 논리는 자연스럽게 국가보안법을 

현재의 위협에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시킨다. 이 속에서 

국가보안법은 “자기안전”과 “방어” 등과 같은 긍정적 수사들과 연결된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근거한 전쟁시대라는 현실규정은 2011년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결정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남북관계의 진전으로 평

가될 수 있는 사건들이나 국제인권기구의 지속적 권고들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애써 평가 절하하는 헌법재판소이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

이나 연평도 포격사건 등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전쟁시대를 더욱 엄중

하게 하는 요소들로 적극 언급하고 있다. 현실의 선택적 반영이라 할 것

이다. 이러한 선택적 반영 속에서 2011년의 한국은 ‘직접적’이고 ‘현실적’
인 위험에 처한 ‘전쟁시대’로서 규정된다.

세계적으로 냉전시대가 막을 내리고 국가적 실리에 따라 다자간의 협

력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지금에도, 국방ㆍ안보ㆍ북한문제에 관하여 국

민들 사이에서 이념적 대립이 극심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무기 개

발, 미사일 발사 등으로 초래되는 한반도의 위기상황은 미국, 중국, 일
본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외교ㆍ안보적 상황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

으며, 특히 최근 각종의 무력 도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이제 간접적ㆍ잠재적인 것이 아니라 직접적ㆍ현실적인 것이 되

고 있는 상황이다.48)

1.2. 양면화된 적 창출의 효과
헌법재판소가 탄생한 1987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30년이 조금 안 되

는 시기동안 남북관계와 국제관계는 상당한 변화를 겪어 왔다. 1991년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고, 세계사적인 탈냉전을 남북한 사이에 

반영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

48) 헌법재판소 2011.8.30, 2008헌가22, 2009헌가7, 2010헌가16ㆍ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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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기본합의서’)가 맺어졌다.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한 정부—민간 차원

의 교류 역시 활성화되었다. 또한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역사적 이정표라 

할 수 있는 남북정상회담이 2차례 열리게 되었고, 그 성과는 6ㆍ15 공동

선언과 10ㆍ4 정상선언 등으로 구체화되었다.
이러한 정치사회적 변화 속에서 헌법재판소의 적 창출 방식 역시 앞서 

살핀 ‘전쟁시대’에 대한 강조로만 일관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 그 변화의 

형태는 ‘적’에 대한 모순되는 두 존재규정을 병존시키는 기이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1993년 국가보안법 관련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북한이 대

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체제 전복을 획책하는 반국가단체이기도 

하다는 입장을 내놓는다.

… 이는 현 단계에 있어서의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

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대남적화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자유민

주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함께 갖고 있

음이 엄연한 현실인 점에 비추어…49)

이에 대해 방승주는 헌법재판소가 북한이 가진 “이중적 지위”를 인정

함으로서, 북한의 실체를 부정하는 과거 대법원의 입장과는 달라진 인식

을 보여주었다고 평했다.50) 물론 평화통일을 위한 상대방으로서 북한을 

인정하는 관점이 포함된 것은 남북한의 ‘특수한 관계’에서 비롯된 불가피

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적대적 인식을 약화시키는 변화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시의 시대적 맥락과 이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들을 

살펴본다면, 이중적 지위를 인정한 것이 가지는 의미와 효과는 다르게 평

가되어야 한다.
병존할 수 없는 ‘적대’와 ‘공존’의 두 존재규정을 북한에게 투사함으로

써 헌법재판소는 현실의 변동과 무관하게, 그리고 현존하는 법체계 간의 

충돌에서도 자유롭게 그 어떠한 모순적 결정들도 정당화시킬 수 있게 된

49) 헌법재판소, 1993.7.29, 92헌바48.
50) 방승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남북관계 관련 판례에 대한 헌법적 평가”, 공

법연구 제39집 제2호(한국공법학회, 2010), 213-2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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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양면화된 적창출’ 전략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양면화된 적은 

변화하는 정치사회적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적대성을 유지해 나간

다. 길항하는 공존과 적대의 성격이 독립적으로 유지되기에, 아무리 그 

대상과 교류-소통한다고 하여도 적대적 성격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 양면화의 진정한 효과가 놓여 있다. 이후 헌법재

판소의 결정문들을 보면 양면화의 진정한 효과는 북한에 대한 적대성을 

유지함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헌법의 전문과 제4조가 천명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법적 장치로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률 등을 제정ㆍ시행하는 한편,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

국가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서 국가보안법을 제정ㆍ시행하

고 있는 것으로서, 위 두 법률은 상호 그 입법목적과 규제대상을 달리

하고 있는 것이므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이 공포ㆍ시행되었다 

하여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거나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 그러므로 국가의 존립ㆍ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보안법의 해석ㆍ적용상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이에 동조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는 것 자체가 

헌법이 규정하는 국제평화주의나 평화통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51)

이 1997년 결정은 양면화된 적 개념을 통해서 어떻게 담론적 맥락에

서 적 규정이 유지되는가를 잘 보여준다. 헌법상의 국제평화주의와 평화

통일 원칙, 그리고 이를 구체화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모두 

분리된 한 쪽에만 연결된다. 때문에 이 연결은 반국가단체로서 북한에 대

한 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 분리에 있어서 더욱 주목해야 할 부

분은 반국가단체로서의 규정은 “국가의 존립”, “안전”, “국민의 생존”, 
“자유 수호” 등의 표현과 연결되면서 담론 속에서 절대적인 우월성을 확

보한다는 것이다. 이 우월성 앞에 평화주의나 평화통일 원칙과 같은 헌법

적 가치들도 개입의 도구로서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

51) 헌법재판소 1997.1.16, 92헌바6ㆍ26, 93헌바34ㆍ35ㆍ36(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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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성 성격 규정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교류, 협력과 같은 변화가 온

전하게 평가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해진다. 2003년 국가보안법 관련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남북교류협력이 “화해협력의 기조로 대폭 개선되

고” 있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국가보안법의 위헌성

을 새롭게 검토할 변화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수한 사정변경”이
라는 임의적 기준을 내세웠는데, 이를 앞선 결정문과의 연관 속에서 구체

화시켜 본다면 ‘국가 존립’, ‘국민 생존’과 같은 극도로 추상적이면서도 

압도적 가치들이 담겨 있는 기준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논리 구조 속에

서는 “특수한 사정변경”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는 사회적 변화란 거의 없

을 수밖에 없다.

1998. 11. 금강산 관광을 통한 남북교류협력이 시작된 이후 2000. 3. 베
를린선언을 통한 남북간 화해협력분위기가 크게 조성되고 이에 따라 

남북한 정상간의 만남, 대북사업의 활성화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최근 남북한 관계가 기왕의 대결적 냉전구도를 허물고 화해협력의 기

조로 대폭 개선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 그 결

정을 변경할만한 특수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52)

‘양면화된 적’ 개념은 2000년대 이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모두에서 

북한을 규정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개념

의 근본적 문제는 양면성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분리를 통해

서 남북관계의 변화와 진전에 구속되지 않은 채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유지된다는 점에 있다. 이렇게 항존하는 위협으로서의 적은 국가안보라는 

가치가 끊임없이 위협받는 상황을 만듦으로써 군사주의를 실질적으로 작

동시킨다.

2. 절대가치로서의 국가안보
2.1. 국가안보 앞에서 무너지는 논증 구조

52) 헌법재판소 2003.5.15, 2000헌바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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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권력을 통제하는 헌법의 본질을 실천하는 헌법재판소의 사명은 

힘의 불균등이 명확한 국가와 개인의 대립 속에서, 개인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는 방식을 고민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 속 헌법재판소

의 모습은, 특히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에서는 ‘기본권 보장의 보루’라
는 수사가 무색하기만 하다. 국가안보라는 이름 앞에서 기본권 내용들은 

온전한 비교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으로 국

가의 존립과 대비시켜 개인의 권리를 부차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맥락 구

조를 들 수 있다. 이 구조 속에서 개인의 인권은 제대로 된 수식이나 설

명조차 붙여지지 못한 채 취약한 가치로 전락하게 된다. 1990년도 국가

보안법 한정합헌 결정문은 국가안보 관련 사안에서 헌법재판소가 보이는 

편파적인 이익형량 비교의 전형적 양태를 보여준다.

(국가보안법을) 완전폐기함에서 오는 국가적 불이익이 폐기함으로써 오

는 이익보다는 이익형량상 더 클 것이다.53) 

국가보안법을 폐지했을 때의 “국가적 불이익”에 대응하는 “이익”이란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 정치질서의 최상위급 권리를 의미한다. 이 

권리를 표현하는 ‘이익’ 앞에 숨겨진 수식어가 ‘개인적’이라는 것은 대칭

적 의미구조 속에서 쉽게 도출된다. 그리고 이 ‘개인’은 ‘국가’와 대비되

어 자신의 권리를 당연히 양보해야 하는 종속된 위치로 전락하게 된다.
이러한 논증방식은 2011년 군형법 제92조(“계간 기타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헌제청에 대한 결정문에서도 확인된다. “국가

의 존립과 모든 자유의 전제조건”이라는, 절대적인 무게감으로 존재하는 

국가안보와 대립하고 있는 것은 역시 아무 수식도 없이 설시되고 있는 

군인들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군인들이 받게 되는 성적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 정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하여 달

성하고자 하는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 및 군기의 보호’, 나

53) 헌법재판소 1990.4.2, 89헌가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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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 국가의 존립과 모든 자유의 전제조건인 ‘국가안보’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 균형성을 일탈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54)

대립 구조 속에서 개인의 인권이 배제되는 것 자체를 넘어서서, 개인

의 인권과 국가 안보가 ‘대립’한다는 지배적 인식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위의 결정문 속에서 대립하는 양쪽 항은 

‘군인의 사생활’과 ‘국가안보를 위한 군기’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두 가치

가 과연 대립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증을 하지 않고, 당연한 대립 구도로

서 전제하고 있다. 이 사건의 진행과정에서 피고인 측 소송대리인은 “군
인 개개인의 비밀 보호와 같이 기본적 인권 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 인간

적인 유대와 신뢰가 생겨날 수 없고 이것이 군대 내 단합과 연대에도 악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다.55) 이는 개인의 권리와 국가의 공

익이 대립한다는 암묵적 가정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56) 그러나 헌

법재판소는 이러한 주장을 논증 없이 배척한 채 군기와 군인의 사생활이 

대립한다고 전제했다.
이러한 대립에는 또한 반인권적인 가치들을 강화하는 개념 정의들이 

포함되어 있다. 위의 결정문에서 군인 개개인의 권리와 대비되는 ‘군기’
를 정의하는 내용이 특히 그러했다. 군기라는 것은 “상명하복의 엄격한 

규율과 집단적 공동생활을 본질로 하는 군대의 특수한”57) 문화이기 때문

에 그 속에서 개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그 문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

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인권 침해를 야기했던 ‘특별권

력관계론’적인 시각이며,58) 이 결정문에서 다시 한 번 긍정되고 있다.

54) 헌법재판소 2011.3.31, 2008헌가21.
55) 추지현, 군형법 추행죄 위헌소송(2008-2011년)에 나타난 동성애 담론 분석: 

한국 사회 동성애 담론에 대한 군대의 영향(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2012), 71쪽.

56) 이러한 시도는 “군인의 기본권 보장이라고 하는 것도 군기유지를 위해서 굉장

히 중요한 과제”라는 참고인 진술조서에서도 확인된다. 추지현, 위의 논문, 71
쪽 각주 193.

57) 헌법재판소 2011.3.31, 2008헌가21.
58) 특별권력관계론은 군인, 공무원, 수형자, 학생 등과 같은 이들은 ‘특별권력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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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 구도 속에서 절대화된 국가안보는 이제 다른 권리들과의 비교를 

위한 전제로서 국가안보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지”를 요구하게 된다. 헌
법재판소는 2011년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서 국가안보가 “아무런 지장

이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2004년 결정문에서 제시한 4가지 선

행조건이 충족되었는가를 확인하고 있다.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한 해 

500여명이 넘는 이들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은 단지 “국가

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치부될 뿐이다. 감히 비교될 수도 없는, 
말 그대로 국가안보의 신성화이다.

결국 ‘대체복무제를 허용하더라도 국가안보라는 중대한 공익의 달성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의 문제로 귀결되는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유한 안보상황, 대체복무제 도입시 발생

할 병력자원의 손실 문제, 병역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의한 것인지 여

부에 대한 심사의 곤란성, 사회적 여론이 비판적인 상태에서 대체복무

제를 도입하는 경우 사회 통합을 저해하여 국가 전체의 역량에 심각한 

손상을 가할 우려가 있는 점 및 종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제시한 

선행조건들이 아직도 충족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59)

이렇게 신성화된 국가안보 담론은 실제 어떤 정책이 국가안보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합리적 논증조차 불가능하게 만든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해서 대체복무제 허용과 병력자원과는 실제 연관이 없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60) 200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은 이러한 

하에 존재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기본권의 보장의 일반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직

무명령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낡은 이론이다. 특히 군인의 경우 국가안보라

는 명분하에 이 낡은 특별권력관계론이 사법적 판단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

다. 이재승, “불온서적 지정의 위헌성”, 민주법학 제40호(2009), 48-54쪽.
59) 헌법재판소 2011.8.30, 2008헌가22, 2009헌가7, 2010헌가16ㆍ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60) 임재성, 삼켜야 했던 평화의 언어: 병역거부가 말했던 것 말하지 못했던 것(그

린비, 2011), 77-78쪽. 관련 사회운동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현재 

감옥에 가고 있는 숫자에 준하는 인원을 대체복무 허용 인원으로 임시적으로 

허용하는 쿼터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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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을 일부 인정하여 대체복무제 도입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의 

가능성을 병렬한 후 판단을 유보한 채 입법자의 재량이라 결정했다.61) 
그러나 2011년 결정에서는 이러한 검토조차 생략한 채, 국가안보에 흠이 

갈지도 모르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논증 구조로 일관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헌법재판소와 거의 동일한 논리로 대체복무제를 시행

할 수 없다고 제출한 입장에 대해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반박한 논

증 구조와 비교해 보면 헌법재판소의 국가안보 중심 논증 구조를 명확하

게 확인할 수 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개인 진정(Individual 
Communication) 제도를 통해서 규약 상의 권리 침해를 주장한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진정을 심사하면서, “위 규약 제18조에 따라 진정

인들의 권리가 충분히 존중될 때 당사국이 어떠한 특별 불이익이 있을 

것인지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 유의한다며 한국 정부의 자유권 규약 위

반을 결정했다.62) 헌법재판소와는 정반대의 논증 구조이다. 권리 존중을 

원칙으로, 이때의 불이익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논리 

구조가 인권을 보호하는 주체가 가져야 할 원칙일 것이다. “역사와 안보

환경, 사회적 계층 구조,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또는 철학적 가치 등 국

가별로 상이”63)해서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를 따를 수 없다고 헌법재

판소는 말하지만, 논증 구조 자체의 차이는 결국 인권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것이 국가안보의 문제라고 해서 달라

질 수는 없다.

2.2 텅 빈 개념을 매개로 확장되는 국가안보
신성화된 국가안보의 개념은 담론 속에서 다른 가치와 맥락적으로 연

결되는 것만으로도 그 다른 가치에 절대적 위상을 부여한다. 2010년 소

61) 헌법재판소 2004.8.26, 2002헌가1.
62) UN Doc. CCPR.C.88.D.1321-1322.
63) 헌법재판소 2011.8.30, 2008헌가22, 2009헌가7, 2010헌가16ㆍ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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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불온서적’ 사건이라 불리는 사안에 대한 결정문에서 헌재는 ‘정신전

력’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통해서 기본권 제한 심사의 모든 요소를 무력

화시켰다. 그 근거로 제시된 것은 정신전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요소

라는 관계가 전부이다. 

군의 정신전력이 국가안전보장을 확보하는 군사력의 중요한 일부분이

라는 점이 분명한 이상, 정신전력을 보전하기 위하여 불온도서의 소지

ㆍ전파 등을 금지하는 규율조항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군

의 정신전력에 심각한 저해를 초래할 수 있는 범위의 도서로 한정함으

로써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지키고 있고, 이 사건 복무규율조항으로 

달성되는 군의 정신전력 보존과 이를 통한 군의 국가안전보장 및 국토

방위의무의 효과적인 수행이라는 공익은 이 사건 복무규율조항으로 인

하여 제한되는 군인의 알 권리라는 사익보다 결코 작다 할 수 없다. 
이 사건 복무규율조항은 법익균형성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64)

‘정신전력’이 법률적으로는 사실상 텅 비어 있는 개념이라는 점은 헌

법재판소 스스로도 인정하는 부분이었다. 오히려 헌법재판소는 정신전력 

개념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실질적 의미가 생겨난다고 말하고 있다. 

이 사건 복무규율조항이 정하는 분야인 정신전력의 영역은 고도의 전

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민감한 부분이 아닐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

항에 대하여 사전에 일의적으로 명확하게 규율하는 것은 그다지 쉽지 

않고, 오히려 현실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불확정개념으

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65)

불확정개념으로서 존재하는 정신전력은 국가안보와 연결됨으로써 그 

내용과는 상관없이 절대적인 가치가 되어 버린다. 이는 정신전력의 의미

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신성화된 국가안보가 다른 이름으로 확장되는 

것이라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이렇게 국가안보 개념의 증식이 가져오

64) 헌법재판소 2010.10.29, 2008헌마638.
65) 헌법재판소 2010.10.29, 2008헌마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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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담론적 효과는 논증의 실종이다. 구체화되어서 비교되어야 할 정신전

력의 자리에 국가안보가 놓이는 순간, 그것과 경합하는 가치는 자연스럽

게 배제되어 버리는 것이다.66)

군형법상 추행죄 관련 결정문 역시 이와 유사한 담론 구조를 보여준

다. 헌법재판소는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가 위헌심판

의 대상이 된 조항67)의 보호법익이라 규정한 후, 이 개념을 실질화하기 

위해서 역시 국가안보를 소환한다. 물론 이 사안에서 건전한 생활과 군기

를 1차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동성애에 대한 혐오이다.

… 군 내부에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가 만연하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군

의 전투력보존에 직접적인 위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

한 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제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중략) … 이성 간의 성적 교섭행위보다는 동성 간의 

비정상적인 성적 교섭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68)

동성애는 이성 간의 ‘정상적’인 성행위와 대비되는 ‘비정상적인’ 행위

로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가 만연하게 될지

도 모른다는 공포는 동성애를 마치 전염성 강한 질병으로 취급하는 것과 

같은 혐오로 나타난다. 이러한 혐오 속에서 강제에 의하지 않은 성행위

든, 은밀한 공간이나 병영을 벗어난 공간에서의 성행위든 모두 금지의 대

상, 처벌 대상으로 설정된다.69) 이렇게 동성애에 대한 혐오가 형사처벌이

66) 헌법재판관 이공현, 송두환의 반대의견에서 정신전력을 국가안보로 등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정신전력이며, 무엇이 정신전력을 강화시키는가를 구체적

으로 채우고자 하는 시도는 매우 적절한 논리적 공격이다. “오히려 다양한 가

치관에 입각한 정보를 폭넓게 접촉, 수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현상을 비판적

으로 분석할 수 있는 지적ㆍ사상적 능력을 배양할 수 있게 하고 그리하여 민

주주의의 가치를 직접 체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진정으로 강한 정신전력이 얻

어질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67) “계간 기타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구 군형법(1962. 

1. 20. 법률 제1003호로 제정되고, 2009. 11. 2. 법률 제9820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92조 중 “기타 추행”에 관한 부분.
68) 헌법재판소 2011.3.31, 2008헌가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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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극단적인 차별의 형태로 구성될 수 있는 이유 역시 국가안보를 해

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놓여 있다. “군의 전투력 보존에 직접적인 위해

가 발생할 우려”와 “국가의 존립과 모든 자유의 전제조건인 ‘국가안보’라
는 공익”이라는 무거운 언사들 앞에서 법익의 균형성이나 과잉금지원칙, 
차별의 합리성 검토 등은 형식적인 언급에 불과하게 된다.

3. 평화주의 헌법원칙의 형해화
전쟁시대라는 규정과 절대화된 국가안보. 그 속에서 군사적 행위, 군사

적 가치에 대한 옹호가 높아져 감은 당연하다. 국가의 군사적 행위의 요

체라 할 수 있는 군대와 관련한 사안들에 있어서 군인의 권리가 ‘전력’, 
‘군기’과 같은 이름 앞에 멈추게 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군사행위

를 긍정하게 될수록 국가의 군사행위에 대한 통제와 제한을 본질로 삼는 

헌법상의 평화주의 가치들은 형해화되어 갔다. 그 형해화의 가장 대표적

인 모습은 “침략전쟁 부인”이라는, 평화주의 헌법원리의 핵심적 명문 규

정마저 포기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다.

그러나 침략전쟁과 방어전쟁의 구별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전시나 

전시에 준한 국가비상 상황에서의 전쟁준비나 선전포고 등 행위가 침

략전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해당

하여 사법심사를 자제할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

다.70)

오동석은 이 결정에 대해, 침략전쟁을 부인한다는 헌법 제5조 제1항을 

사실상 포기한다는 선언이며 헌법 수호의 보루라는 헌법재판소가 헌법 

조문을 사문화한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71) 헌법은 국가권력의 견제를 

69) 이준일, 섹슈얼리티와 법(세창출판사, 2009), 268-269쪽. 이준일은 이 결정문에

서 군대 내에서 남성 동성애자들이 아무런 장소에서나 성행위를 할 수 있다는 

가정을 지적하면서 동성애자에 대한 극적인 편견과 혐오감을 담았다고 평가했

다.
70) 헌법재판소 2009.5.28, 2007헌마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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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규범이며 이것이 입헌주의의 근본 원리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현실적인 ‘구별 어려움’을 근거로 헌법을 포기하고 있다. 변화하는 현실

과 지켜야 할 규범을 구별하지 못한 채, 현실이 규범을 침윤하도록 나선 

꼴이다. 이는 보수적 국제관계론인 ‘현실주의’의 전형적인 사고방식이며, 
결코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닌 헌법재판소의 것이라 할 수 없다.

우리 헌법상 평화주의 원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침략전쟁 부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하대는 노무현 정부 시절 국군의 이라크 파병에 대한 

헌법소원을 다룬 결정에서부터 시작한다.72) 1948년 제헌헌법부터 존재했

던 평화주의 조항이 당시까지도 구체화되지 못했던 상황에서, 헌법재판소

가 최초의 사법적 판단을 내렸던 것이다.73) 이라크 전쟁이 유엔헌장에 

입각한 것이 아니기에 우리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침략전쟁에 해당하고, 
따라서 국군 파병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청구인 측의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통치행위이론에 기대어서 그 판단을 기피하였다. 이는 사실

71) 오동석, “헌재, 평화적 생존권 묘비마저 철거하다”, 사람 제41호(인권재단 사람, 
2009).

72) 국군의 이라크 파병과 관련해서는 기본권의 자기관련성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린 첫 번째 결정(헌법재판소 2003.12.18, 2003헌마255)과 파병결정은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부정된다고 본 두 번째 결정(헌법

재판소 2004.4.29, 2003헌마814)이 존재한다. 헌법재판소가 정치영역에 대해서 

사법심사를 자체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의 사법화’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긍

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 맥락 속에서 살펴야 하

는 지점은 헌법재판소가 특정한 원칙을 제시하지 않은 채 사안에 따라서 개입

과 불개입을 정치적으로 선택함으로서 그 자체로서 중요한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속에서 파병에 대한 심사를 포기한 것은 파병 결정을 정당

화해 주는 효과가 있게 된다.
73) 한상희는 헌법의 평화주의에 대한 논의가 무르익기도 전에 사법적 판단이 먼저 

나온 과정을 “평화담론의 사법화”라고 명명한다. 특히 이라크 파병 관련 결정

에서 ‘침략전쟁’에 대한 해석이 유엔의 규범에 의해 구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

고 이를 전혀 검토하지 않은 것은, 그 전쟁의 성격을 판단하는 전권을 대통령

과 국회에 일임함으로써 헌법 제5조와 제6조를 형해화시켜 버리는 것이었다고 

평가한다. 한상희, “평화헌법과 평화적 생존: 평화권의 우리 헌법에서의 인정 

가능성”, 평화권의 국제적 논의와 한국에서의 수용가능성(서강대학교 법학연구

소 인권법센터ㆍ서울지방변호사회ㆍ평화권연구모임 주최 원탁 워크숍, 2012).



군사주의에 갇힌 헌법재판소 / 임재성 41

상 행정부의 침략전쟁 시도를 통제하는 헌법의 규범력을 포기한 것이다. 
그리고 그 규범력의 포기는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결국 명문에 대한 부

정으로 나아갔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평화주의 헌법원칙 형해화는 한국 평화운동의 등

장과 맞물려서 평가할 수 있다. 한국 시민사회의 평화운동은 국가의 특정 

군사행위에 대해서 그것이 헌법 제5조가 금지하는 ‘침략전쟁’을 위한 것

인지를 묻는, 즉 그것의 위헌성을 묻는 헌법소원을 이라크 파병 사안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 평택 미군기지 확장 이

전, 미군과 한국군의 전시증원연습(RSOI) 등에 대한 헌법소원이 그것이

었다.74) 이러한 헌법소원은 아래로부터 헌법상 평화주의 원리를 실질화하

고, 구체적 권리로서 평화권을 주장하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주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책무는 침략전쟁 금지라

는 헌법규정을 구체화하고, 그 구체화를 통한 헌법적 판단을 진행하는 것

이었다. 그러나 절대화된 국가안보와 그것을 위한 군사력의 옹호로 가득

한 담론 구조에서는 국가의 군사행위 역시 절대화될 수밖에 없다. 이 절

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군사행위를 구속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규정인 

침략전쟁 금지 규정을 무력화시킨 것이다. 같은 결정문에서 국가의 군사

행위를 침략행위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불가능’함을 말하

는 부분은 이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또한, 평상시의 군사연습, 군사기지 건설, 무기의 제조ㆍ수입 등 군비

확충 등의 행위가 ‘침략적’ 전쟁준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란 

거의 없거나 ‘침략적 성격’ㆍ‘중대한 공포’ 등에 관한 규명이 사실상 

곤란하므로,75)

2006년 평화권을 인정한 헌법재판소가 침략전쟁 금지 규정을 무력화하

면서 그 결정을 3년 만에 스스로 뒤집었다는 점 역시 국가의 군사행위를 

74) 임재성, “평화권, 아래로부터 만들어지는 인권: 한국 사회운동의 ‘평화권’ 담론

을 중심으로”, 198-199쪽.
75) 헌법재판소 2009.5.28, 2007헌마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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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재판소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

한 내용이다. 2006년 헌법재판소는 평화권을 헌법적 기본권으로 인정하

면서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오늘날 전쟁과 테러 혹은 무력행위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 것은 인간

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 전제가 되는 

것이므로 헌법 제10조와 제37조 제1항으로부터 평화적 생존권이라는 

이름으로 이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기본 내용은 침략전쟁에 

강제되지 않고 평화적 생존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청할 수 있는 권

리라고 볼 수 있다.76)

평화권이 본질적으로 침략전쟁에 강제되지 않을 권리라면,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침략전쟁인지를 논증해야 한다. 이는 필연적으

로 헌법의 평화주의를 실질화하는—국가의 군사행위에 대한 일정한 통제

를 가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헌법상 평화주의 규정이 존재하는 이상 이

것은 논리적으로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77) 그러나 그 실질적 효과

를 용인할 수 없는 군사주의 가치관 속에서 헌법재판소는 결국 3년 만에 

자신의 헌법해석을 뒤집고, 침략전쟁 금지의 원칙까지 포기하는 ‘노골적’
인 행보를 보인 것이다.78)

76) 헌법재판소 2006.2.23, 2005헌마268. 이 결정에 대해서 한상희는 평화권을 인정

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장차 우리나라가 침략적 전쟁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에 대한 위험의 입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그 권리를 협애화했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하고 있다. 한상희, “평화헌법과 평화적 생존: 평화권의 우리 

헌법에서의 인정 가능성.”
77) 침략전쟁을 금지하는 헌법원리는 침략전쟁에 연루된 국가의 군사행위를 중지시

킬 수 있는 방식으로 실질화될 수도 있지만, 침략행위를 강요하는 국가의 동원

이나 명령에 대한 거부권의 방식으로 실질화될 수도 있다. 이재승, “군인의 전

쟁거부권”, 민주법학 제43호(2010), 207-211쪽.
78)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행보는 이미 이라크 파병에 대한 결정에서 ‘통치행위론’으

로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계수는 1996년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재판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통치행위라도 헌법재판소의 심사대상이 된다고 ‘호기롭게’ 판
시했음에도(헌법재판소 1996.2.29, 93헌마186), 이라크 파병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의 통치행위 법리로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헌법재판소 200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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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노골적 행보의 결과는 바로 평화의 추상화이다. 헌법재판소의 추상

화란, 사실상 탈규범력화이다.
 
평화란 헌법의 이념 내지 목적으로서 추상적인 개념에 지나지 아니하

다.79)

이 추상화에 대해서 2008년 4월 17일 나고야 고등재판소에서 행해진 

“자위대의 이라크파병 정지소송”에서 재판부가 내린 판단을 인용하는 것

이 가장 좋은 비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헌법이 지향하는 가

치들은 원칙적으로 추상적인 형태를 띨 수밖에 없다. 물론 개별 가치들이 

매우 구체적인 역사적 투쟁을 딛고 있음은 분명하지만, 결국 공동체 속에

서 보편적인 의사형태를 취해 헌법규범으로서 승인된 이후에는 일반적 

표현으로서 규범화되기 때문이다.80) 그 일반성과 추상성 때문에 책임 있

는 해석이 필요한 것이 바로 헌법이며, 헌법재판소이란 그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권위를 부여받은 기관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재판소는 자신

의 역할과 의무를 포기했다.

또한 ‘평화’가 추상적 개념인 것이나 평화의 도달점이나 달성하는 수단

ㆍ방법이 다기다양한 것 등을 근거로 평화적 생존권의 권리성이나 구

체적 권리성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견해가 있지만 헌법상의 개념은 대

개 추상적인 것으로서 해석에 의해 채워져 나가는 것이라는 점, 예를 

들어 ‘자유’나 ‘평등’조차 그 달성수단이나 방법은 다기다양하다는 점

을 본다면 단지 평화적 생존권만 평화개념의 추상성 등으로 인해 그 

법적 권리성과 구체적 권리성의 가능성이 부정되어야만 할 이유는 없

다고 보아야 한다.81)

2003헌마814) “기회주의적”이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이계수, 군사 안보법 연

구(울산대학교출판부, 2007), 109쪽.
79) 헌법재판소 2009.5.28, 2007헌마369.
80) 影山日出彌, 이경주 옮김, 현대헌법학의 이론(이성과현실, 1989), 81쪽..
81) 名古屋高裁 平成18年（ネ）第499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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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2001년 4월, 미 공군 국제 폭격장 소음 피해 소송 1심 재판에서 승소

한 매향리의 한 주민은 판결 이후 “매향리 사람들이 이제야 대한민국 국

민으로 인정받은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오늘은 정말 마음껏 웃을 수 

있는 날입니다. 국가안보라는 명분에 밀려 사람대접도 못 받은 우리가 드

디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았습니다.”82) 평화연구자 정유진은 이 기

사를 인용하면서 과연 국가의 안보와 개인의 안보가 대립해야만 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83) 이에 대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대답은 

무엇이었나? 이재승의 답변을 빌리면, “전통적인 사법관행에 따르면 개인

의 권리는 국가권력이 지나간 자리에 부차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은 무엇이었다.84)

지금까지 살핀 헌법재판소의 군사주의 담론 역시, 국가안보라는 거대

한 수레바퀴를 앞으로 미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었다. 그 수레바퀴 

아래서 무엇이 질식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은 ‘부차적’인 것이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구도 속에서 보다 구체적인 내부의 담론적 질서와 동학을 

찾고자 했다. 이를 정리해 보면, 양면화된(따라서 사회적 변화와는 상관

없이 적대성을 유지하는) 적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전쟁시대라는 상황인

식 속에서, 국가의 존립에 대비되는 개인의 권리는 부차화시켜 버리는 것

이 헌법재판소의 주된 담론 구조였다. 절대화된 국가안보는 군사적 사안

들의 텅 빈 개념들을 매개로 증식하면서 인권 침해를 무제한으로 정당화

시킨다. 더 나아가 인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안보에 전혀 해가 없음

을 증명해야 하고, 결국 논증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담론 구조의 

직접적 효과는 평화주의 원칙의 형해화였다. 군사주의는 평화적 수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군사적 행위에 대한 적극적 옹호를 본질로 한다. 이 

82) “드디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았다”, 오마이뉴스, 2005.8.12.
83) 정유진, “경합하는 가치로서의 ‘국가안보’와 ‘개인의 안전’”, 2005년도 인권논문 

수상집(국가인권위원회, 2005), 15쪽.
84) 이재승, “판례를 통해 본 양심적 병역거부”, 이석우 엮음, 양심적 병역거부: 

2005년 현실진단과 모색(사람생각, 2005), 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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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주의가 국가안보라는 개념을 매개로 헌법적 해석을 채우면서, 국가의 

무력행위에 대한 평화주의적 통제를 부정하고 무력행위에 대한 절대적 

자유를 허용하는 논리적 결론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구갑우는 한국의 평화문제에 있어서 ‘담론적 실천’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안보담론이라는 것은 “때론 대량살상무기보다 위협적이며 결국 

대량살상무기를 생산하게끔 하고 군비를 증가하도록 하며 전쟁의 불가피

성을 정당화하는 ‘대량설득무기’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85) 
‘대량설득무기’라는 표현에서 상징되는 것처럼, 담론이라는 것은 하나의 

무기일 수 있다. 수사적 표현을 넘어서서 안보담론이 목표하는 바를 본다

면 정말 전쟁과 군사행위를 촉발하는 무기일 수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의 사회적 위상과 그 권력적 효과를 고려해 본다면, 그것이 만들어 내는 

안보담론의 효과는 다른 주체들과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연구는 헌법재판소가 만들어 내는 거대한 군사주의 담론에 대한 비

판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 담론의 구조와 효과

를 분석하는 것이 대안적인 개입의 틈을 찾을 수 있는 밑거름이라 생각

했다. 작은 비판이지만 헌법재판소의 군사주의를 녹여서 평화로운 방식의 

헌법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것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85) 구갑우, “‘대량설득무기’의 위협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창비주간논평(창작

과비평,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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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nstitutional Court Trapped in Militarism
Critical Discourse Analysis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Concerning ‘National Security’

Lim Jae-sung
J. D. candidate, Inha Law School

This paper presents a review of the judicial decisions made by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in cases related to ‘National 
Security’, from a sociological perspective on law. By adopting the 
methodology of Critical Discourse Analysis, this study aims at 
revealing the structure and contents of militaristic ideology 
generated by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The structure of 
militaristic discourse embodied in the decisions is firmly buttressed 
by three main ideas. The first pillar is an ambivalent enemy 
making, which is to label North Korea as the hostile enemy state 
while stressing a partnership to achieve peaceful reunification 
simultaneously. Parallel ideas of the two antagonizing notions, 
coexistence and hostilities, enable animosity towards North Korea 
regardless of the changing social and political circumstances. The 
second pillar is the absolutization of national security. Perpetual 
confrontation within the framework of the absolutized national 
security versus individual human rights, any arena for human rights 
debate is denied. The last pillar is the emasculation of the 
principles of constitutional pacifism. As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has forsaken the core principle of constitutional pacifism to 
ban aggressive war, the tendency toward a militaristic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became more blatant.

Key phrases: constitutional court, national security, militarism, pacifism, 
discourse analys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