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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대통령 탄핵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나는 법학전공자라 이번 재판결과에 관심이 많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다른 사람들도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엄청난 관심을 가질 것이다. 대통령탄핵심판은 우리나라 헌정사상 

두번째다. 첫번째는 노무현 대통령 때였는데, 이때 헌법재판소는 노무현대통령이 법을 위반했지만 중대한 위

반이 아니기 때문에 탄핵 기각 의견을 내렸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재판이 날까?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찬성 의견이어야만 탄핵이 인용된다. 개인적으로는 탄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법관들이 오

직 법리적으로 따져서 재판할 경우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가끔 재판의 결과가 일반인의 법감정에 반할 때

가 있다. 특히 강력범죄자에 대해 분노한 사람들은 더 강력한 처벌을 원하지만 대법원 재판관들은 사람들의 

기대보다 낮은 형벌을 내릴 때가 있다. 이는 법규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서 발생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존재하고 그들은 이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이번 탄핵심판에

서만큼은 헌법재판관들의 현명한 재판이 있기를 바란다. 

 

It won't be long before the Constitutional Court issues a ruling on the President's impeachment. As a law 

major myself, I'm very interested in the result. As grave as the situation appears, most Koreans probably can't 

wait for the judgment to be made. This is the second time in Korean history that a President has been 

impeached. The first was President Roh; but the Court dismissed the impeachment, saying that even though 

he violated the law the violation was not critical enough to have him impeached. What kind of a decision will 

the Court make this time? President Park will be ousted if at least six out of the eight judges rule that the 

impeachment is constitutional. Personally, I think the impeachment is going to be upheld; but, if the judges 

rule based only on judicial principles, the result could be otherwise. It sometimes happens that a court's 

ruling runs counter to public sentiment. In cases of rulings for violent crime, those who are furious about the 

crimes want more severe punishment, while the Supreme Court's rulings may fall short of their expectations. 

The disparity between the law and people’s expectations can be rather large. It is the lawmakers’ role to 

constantly think about the issue and try to narrow any differences. I hope the judges in the Constitutional 

Court issue an appropriate ruling this time. 

 

대통령 탄핵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It won't be long before the Constitutional Court issues a ruling on the President's impeachment. 

 

나는 법학전공자라 이번 재판결과에 관심이 많다.  

As a law major myself, I'm very interested in the result. 

 

상황이 상황인 만큼, 다른 사람들도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엄청난 관심을 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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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grave as the situation appears, most Koreans probably can't wait for the judgment to be made. 

 

대통령탄핵심판은 우리나라 헌정사상 두번째다.  

This is the second time in Korean history that a President has been impeached. 

 

첫번째는 노무현 대통령 때였는데, 이때 헌법재판소는 노무현대통령이 법을 위반했지만 중대한 위반이 아니

기 때문에 탄핵 기각 의견을 내렸다.  

The first was President Roh; but the Court dismissed the impeachment, saying that even though he violated 

the law the violation was not critical enough to have him impeached. 

 

이번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재판이 날까?  

What kind of a decision will the Court make this time?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찬성 의견이어야만 탄핵이 인용된다.  

President Park will be ousted if at least six out of the eight judges rule that the impeachment is 

constitutional. 

 

개인적으로는 탄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법관들이 오직 법리적으로 따져서 재판할 경우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Personally, I think the impeachment is going to be upheld; but, if the judges rule based only on judicial 

principles, the result could be otherwise. 

 

가끔 재판의 결과가 일반인의 법감정에 반할 때가 있다.  

It sometimes happens that a court's ruling runs counter to public sentiment. 

 

특히 강력범죄자에 대해 분노한 사람들은 더 강력한 처벌을 원하지만 대법원 재판관들은 사람들의 기대보다 

낮은 형벌을 내릴 때가 있다.  

In cases of rulings for violent crime, those who are furious about the crimes want more severe punishment, 

while the Supreme Court's rulings may fall short of their expectations. 

 

이는 법규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서 발생하는 결과이다.  

The disparity between the law and people’s expectations can be rather large. 

 

이러한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존재하고 그들은 이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It is the lawmakers’ role to constantly think about the issue and try to narrow any differences. 

 

이번 탄핵심판에서만큼은 헌법재판관들의 현명한 재판이 있기를 바란다. 

I hope the judges in the Constitutional Court issue an appropriate ruling this 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