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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적 자유를 위한 헌법발전의 방향
- 전문, 총강, 기본권 -

강 경 근 (숭실대 법대 교수 ․ 헌법학)
요

약

내년이면 대한민국헌법 제정 및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이다. 헌법이 지니는 공
동체의 과거․현재․미래의 기획표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현행 헌법 전문 및 제1
장 ‘총강’에서 혼용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민주적 기본질서 등의 개념
적 불일치성은 헌법의 진정성을 흐리게 하며 또한 제9장 경제질서 ‘9조 18항’은
시장경제의 자유주의적 헌정질서에 거리를 두는 불투명한 애매모호성을 유지하도
록 하는 기재가 되고 있다.
법치주의적 자유의 실현을 위한 헌법발전의 방향은 근대 국가의 헌법이 지향한
주권국가의 정체성(국민, 주권, 영토 등)과 오늘의 헌법이 가져야 할 시장에서의
생존성을 분명하게 담아야 한다. 그 방향은 헌법이 국가정체성을 상징하는 최고
규범으로서 공동체에 대한 영속성 보장과 정통성 부여를 위한 법치주의, 자유민
주주의 및 시장경제를 국가정체성으로 확인하고 이를 대한민국의 영토인 한반도
의 북부에 존재하는 북한지역에도 실현할 수 있는 규범으로 자리를 잡게 해 주는
것에 있다.
중앙-지방간 권력관계를 정하는 분권형 헌법개정 즉 ‘지방분권적 개헌’은 권력
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여 법치국가적 자유의 형성을 가능케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명시하는 헌법질서를 확인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실질
화를 기하는 체계적 헌정질서, 법치주의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질서 및 국기, 국가, 수도 등의 국가 정통성 규정,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
는 ‘일국적 통일’(연방제통일이 아닌)의 명확화, 헌정의 보완 장치인 직접민주주의
제도가 참여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대의정의 헌정 원칙을 제한하는 기재가 되지 못
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통치구조의 헌법발전 방향의 쟁점은 정부형태 선택의 문제였는바 “대통령은 내
손으로”라는 공동체의 정서는 의원내각제보다 대통령제 정부형태의 충실화를 발
전 방향으로 하는 개정안시안 즉 ‘단임대통령제’가 가져오는 태만과 무책임의 역
기능을 배제하기 위한 ‘대통령 4년중임제’, 대통령 실정의 책임 면피 제도로 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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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제폐지’ 및 대통령과 런닝메이트로 선출되는 ‘부통령제’의 제도화, 소수파
대통령이 강한 헌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현행 헌법의 폐단을 막기 위한 ‘대
통령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대통령제 정
부형태의 원점인 미국의 대통령제에는 존재하지 않는 ‘대통령 형사특권 폐지’ 등
이 그것이다.
이렇게 해서 현행 헌법 ‘130조 10장’이 공동체 헌정질서를 「전문」, 「본문」
(총강, 기본권, 권력구조 즉 제1장 총강, 제2장 국민의 자유와 권리,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 제7장 헌법개정) 7장 89조, 「부칙」 4
조 등으로 정리하였다.
‘헌법개정안시안’은 ‘3․1운동’ 내지 ‘4․19’ 등의 연대기적 정통성 규정은 삭제
하면서 그 기초가 되는 규범적 문언들은 정서하여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하는 법치
주의 이념 등의 국가정체성을 규범적으로 분명히 정리하였다. ‘우리 대한민국 국
민은 …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며, 국민주권의 원칙 및 자
유민주적 기본질서 그리고 자유로운 시장경제의 원칙을 확고히 하여’ 등의 문언
이 그것이다.
‘자유’ 민주주의가 ‘평등’ 주의에 함몰되지 않도록 하였다. ‘정치․경제․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법앞의 평등을 보장하고’가 그것이다. 또한 ‘법률 및 법에
의거한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자각하면서’라 하여 법치주의를 강
조하면서도 그런 법치적 질서가 국가의 강제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
원의 자발적인 자각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는 등으로 자생적 헌법질서
의 명문화를 하였다.
국가상징은 국가정체성을 표시하는 징표로서 대한민국의 국가상징에는 나
라문장(紋章), 태극기(太極旗), 애국가(愛國歌), 무궁화(無窮花), 국새(國璽) 등이
있는 데, 헌법개정시안에서는 국가상징에 관한 국기, 국가 등을 신설 조문화하
였다. ‘헌법개정안시안’에서는 이런 점들을 재확인하는 의미에서 영토 조항은
수정할 수 없는 규정임을 규정하였다. ‘헌법개정안시안’에서는 통일관련 조항의
큰 틀은 바꾸지 아니함으로써 나라의 정체성 논란을 끊임없이 제기하여 온 정
치세력을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자유주의적 경제조항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하여 헌법개정안시안에서는 현
행의 경제헌법에 해당하는 규정들을 거의 대부분 삭제하였다. 본 시안의 가장
큰 특징이다. 더불어 지방자치에 관하여 연방국가여부에 대해서는 비중을 두지
않기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 대신에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도입하면
서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적인 요소를 표현하기 위하여 ‘안으로는 국민과 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라는 문구를 두었다. 나아가 전문에 국토의 균형발
전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지방분권적인 요소에 모순된다. ‘국민생활의 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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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향상’ 등의 용어는 그래서 삭제하였다. 다만 헌법 본문 조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형 국가이다”라고 규정하지는 아니하였다. 해석에 따라서는 북한의 법
적 상태를 정당화시켜 주는 상황에 이를 수 있어 헌법 제3조에 배치되기 때문
이다. 지방자치 강화를 위하여 법률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조례제정권
보장, 사무처리의 보충성 원칙과 자치책임 원칙 명시,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
서 조례로 지방세의 세목, 세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권, 국가감사의
단일감사원칙 등을 규정화 하였다.
대통령의 국가중요정책국민투표권 및 헌법개정안 제안 발의권을 삭제하였다.
정당의 심판해산 요건에 국회의 관여를 인정하였다. 현행헌법 제7장에 규정된 선
거관리는 총강 부분으로 이전하였다. 기본권 조항에 있어서 일반론적 내용을 한
곳에 정리하여 해석의 어려움을 주었던 부분을 명확히 하여 헌법재판에 의한 국
민의 권익 구제에 지침을 주었다. 국가배상청구권의 예외 사유를 배제함으로써
유신헌법의 흔적을 깨끗이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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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적 자유를 위한 헌법발전의 방향
- 전문, 총강, 기본권 -

강 경 근 (숭실대학교 법대 교수 ․ 헌법학)

Ⅰ. 국가정체성을 실현하는 법치국가적 헌법발전의 방향
‘시장경제와 헌법포럼’에서는 수년간의 연구를 통하여 자유주의적 입헌주의에
걸 맞는 헌법개정안을 모색하여 왔다. 헌법이 지니는 공동체의 과거․현재․미래
의 기획표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현행 헌법 전문 및 제1장 ‘총강’에서 혼용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민주적 기본질서 등의 개념적 불일치성은 헌법의 진
정성을 흐리게 하며 또한 제9장 경제질서는 ‘9조 18항’이라는 상당한 경제헌법의
규정들로 하여금 시장경제의 자유주의적 헌정질서에 거리를 두는 불투명한 애매
모호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기재가 되고 있다.
이렇게 현행헌법이 법치국가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시장경제의 구상을 명확
하게 표현하질 못하고 심지어 반자유주의적 규정들의 산재를 인정함으로써 국민
의 헌법상 권리인 ‘기본권’은 실질적 보장의 조건을 결여한 채 명목화의 길에서
머뭇거리고 있다. 국가의 정치 및 경제 사회질서가 지니는 현재성을 헌법이 열린
투명성으로 풀어나가지 못할 때 미치는 공동체적 정체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은
커질 수밖에 없음을 말해 주는 1948년 제헌헌법 이후의 한국헌정사의 교훈을 우
리들과 현행 헌법은 잊고 있는 것이다.
내년이면 대한민국헌법 제정 및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이다. 환갑(還甲)이라는
원점에 우리의 규범이 선 것이다. 헌법은 이제 근대 국가의 헌법이 지향한 주권
국가의 정체성(국민, 주권, 영토 등)과 오늘의 헌법이 가져야 할 시장에서의 생존
성을 분명하게 담아야 한다. 그 기준 지표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등의 국가적 정체성이 국가의 주권적 상징과 함께 실현되도록 하면서 헌법 규정
전체에 투영하기 위한 다음의 세 가지이다.

ⓐ공동체의 헌법이 지니는 총체적 성격을 지시하는 일반규정인 ‘총강’(general provisions)
ⓑ공동체 국가권력의 구성․조직․행사를 규범화하는 ‘통치제도’(power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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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의 권력양태에 대한 ‘기본권’(individual rights)과 ‘경제’(economicmodel)

이런 지표에 기초하는 헌법발전의 방향은 헌법이 국가정체성을 상징하는 최고
규범으로서 공동체에 대한 영속성 보장과 정통성 부여를 위한 법치주의, 자유민
주주의 및 시장경제를 국가정체성으로 확인하고 이를 대한민국의 영토인 한반도
의 북부에 존재하는 북한지역에도 실현할 수 있는 규범으로 자리를 잡게 해 주는
것에 있다(그 점에서 “대통령 임기의 5년 또는 4년 연임” 또는 “내각제 개헌” 등
의 ‘권력개헌’ 논의는 주변부성을 지닌 다1)).
법치주의적 자유의 실현을 위한 헌법발전의 방향은 각 지역에 터 잡고 생활하
는 주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존중과 행복의 실현을 담보하는 헌법구조의 질적
변화를 명확하게 정서(整序)하는 것에 있다. 중앙-지방간 권력관계를 정하는 분권
형 헌법개정 즉 지방정부상호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속에서 국민 스스로 원하
는 지역에 자유로이 이전하여 생활하여도 인간다운 삶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지방분권적 개헌’ 논의야말로 권력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여 법치국가
적 자유의 형성을 가능케 할 것이다.
본고는 이런 헌법발전의 방향에 따른 ‘헌법개정안시안’을 제시함으로써 대한민
국의 정체성을 명시하는 헌법질서를 확인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실질화를 기
하는 체계적 헌정질서를 가지도록 하였다. 법치주의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와 자
유시장경제질서 및 국기, 국가, 수도 등의 국가 정통성 규정, 자유민주적 기본질
서에 입각하는 ‘일국적 통일’(연방제통일이 아닌)의 명확화, 헌정의 보완 장치인
직접민주주의 제도가 참여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대의정의 헌정 원칙을 제한하는
기재가 되지 못하도록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은 존치하였지만 국가중요정책국민투
표권은 폐지하였다.
헌법의 궁극의 목적인 국민의 자유 보장을 위한 기본권 규정을 정서하여 자유
권적 기본권에 이은 사회적 기본권 등의 순서를 자유주의적 입헌주의의 기본적
입장을 거스르지 않는 한에서 정서하였다. 통치구조의 헌법발전 방향의 쟁점은
정부형태 선택의 문제였는 바 “대통령은 내손으로”라는 공동체의 정서는 의원내
각제보다 대통령제 정부형태의 충실화를 발전 방향으로 하는 개정안시안 즉 ‘단
임대통령제’가 가져오는 태만과 무책임의 역기능을 배제하기 위한 ‘대통령 4년중
임제’, 대통령 실정의 책임 면피 제도로 가는 ‘국무총리제폐지’ 및 대통령과 런닝
1) 현행 헌법이 1987년 전면개정 형식으로 제정된 이후 끊임없이 정치권에서 나온 개헌론의 중
심에는 예외 없이 5년단임 대통령제를 4년중임으로 개정하겠다든지 또는 의원내각제 내지 이
원정부제 개헌론 그리고 2007년 1월 9일 노무현대통령이 제안의 발표를 했다 4월 14일 철회
(유보)한 4년연임개헌론에 이르기까지, 중앙정부 권력구조 개편론에 서 있었다. 대통령제 국가
에서의 중앙정부 권력의 정점에 서있는 대통령 임기 조정이라는 ‘정치인’ 중심의 의론이었다.
일상의 삶의 ‘국민’이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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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트로 선출되는 ‘부통령제’의 제도화, 소수파 대통령이 강한 헌법적 권한을 행
사할 수 있는 현행 헌법의 폐단을 막기 위한 ‘대통령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대통령제 정부형태의 원점인 미국의 대통령제
에는 존재하지 않는 ‘대통령 형사특권 폐지’ 등이 그것이다.
이렇게 해서 현행 헌법 ‘130조 10장’이 공동체 헌정질서를 보다 더 명확하게 국
민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예를 들어 ‘총강’에 현행헌법 제7장 선거관리위원회, 제8
장 지방자치, 제9장 경제의 부분을 해소하였다), 「전문」, 「본문」(총강, 기본권,
권력구조 즉 제1장 총강, 제2장 국민의 자유와 권리,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5
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 제7장 헌법개정) 7장 89조, 「부칙」 4조 등으로 정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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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자유주의적 입헌주의를 규범적으로 정서(整序)한 ‘전문’의
헌법개정안시안
조

현행헌법

문

헌법개정안시안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 유구한 역사와 함께 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
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 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대한민국의
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건국이념을 계승하고 자유민주주의에 입각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한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며, 국민주권의 원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
칙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그리고 자유로
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
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 운 시장경제의 원칙을 확고히 하여, 정치․
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 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법앞의
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 평등을 보장하고 법률 및 법에 의거한 자유
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
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자각하면
전문
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
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 서, 안으로는 국민과 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
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을 기하고 밖으로는 인류의 평화적 삶에 이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
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
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
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 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9차
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20 년
월 일
1987년 10월 29일

‘대한민국헌법’(1987.10.29. 공포, 1988.2.25. 시행)은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해방된 3년 후인 1948년 5월 10일 ‘5․10선거’로 구성된 ‘제헌국회’가 최초로 제정
(1948.7.12.)․공포․시행(7.17.)한 1948년 제헌헌법 이래 그 배열․내용 등을 변경
하면서 성립한 제9차개정헌법으로서 ‘대한민국’에 정통성을 부여하는 성문헌법규
범이다.2) 성문헌법은 일반적으로 ‘전문’, ‘본문’, ‘부칙’으로 구성된다. 현행 헌법 역
시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 및 규범적 정체성을 밝히는 ‘전문’, “대한민국은 민
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다”는 제1조를 시작으로 하는 ‘본문’(10장 130조, 제1장 총강, 제2장 국민의 권리
와 의무,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 제7장 선거관리,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경제, 제10장 헌법개정) 그리고 ‘부칙’(6조)으로 구성되어
있다.

2) 憲裁 1995.12.28. 95헌바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각하․합헌결정[판례집7-2
841-850] 특히 846-8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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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전문은 성문헌법의 구성부분으로서 헌법의 “제정권자, 제정의 목적과 원
리, 제정사(제정의 유래)” 등을 정언적(定言的) 문장의 형식으로 정하여 헌법본문
과 밀접한 관련 하에 통일된 가치체계를 이루면서 공동체구성원의 행동준칙으로
기능한다. 현행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헌법제정권자인 ‘대한국민’이3) 헌법제정권력,
헌법개정권력, 국가권력의 보유자인 ‘주권자’임을 전제로, 안으로는 평화적 통일과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
바지하게 함으로써 대한국민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이라는 가치를 이루도록 하
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실현, 각인의 기회의 균
등한 보장과 능력의 최고도 발휘,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의 실현 등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헌법원리를 정하고,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
부의 법통 및 4․19민주이념의 계승 등의 역사적 정통성 규정을 두었다.
‘헌법개정안시안’은 현행 헌법 전문에서 정한 역사적 정통성 규정 중 ‘3․1운동’
내지 ‘4․19’ 등의 연대기적 문언은 삭제하면서도 그 기초가 되는 규범적 문언들
은 정서하여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하는 법치주의 이념을 분명히 정의하면서 국가
정체성을 규범적으로 분명히 정리하였다. 즉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
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을 계승하고’로 수정하여 대한민국의 국가적 정체성
을 규범적으로 명확하게 정서한 것이다.
이는 정권을 장악한 특정 집단이 ‘5․16혁명의 이념’(1962.12.26. 제3공화국헌법;
1972.12.27. 제4공화국헌법),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한 제5민주공화국의
출발’(1980.10.27 제5공화국헌법) 등의 문언을 삽입하여, 헌법을 ‘국가’의 규범이
아닌 ‘정권’의 규약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 여지를 막으면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대한민국의 건국이념’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9차에 걸쳐 개정된 헌
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의 문구로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적 규범적 정통성을 일관되게 표현하였다.
‘헌법개정안시안’ 전문이 갖는 가장 큰 특징은 개정안 전체를 규정 짖는 자유주
의적 입헌주의의 성격을 지금 우리의 현실에 명확하게 드러내 보인 점이다. 헌법
은 바로 지금 여기의 국가와 사회의 규범으로서, 국가에 대해서는 권력 ‘제한규
범’이며 사회에 대해서는 질서 ‘형성규범’으로서 국가를 창설하며 사회를 통합하
면서 ‘치자’의 권한을 정하고 ‘피치자’의 자유를 보장하는 등 공동체구성원(국민)
의 생활규범으로서 기능하고 공동체의 국가적․사회적 현상을 당위의 법칙으로
질서화 하는 규범이기 때문이다.
한 국가의 헌법은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특정 공동체의 역사발전단계와 사회
3) 憲裁 2000.8.31. 97헌가12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각하․헌법불합치결정[판례집
12-2 167-189] 특히 179면 “헌법전문은 헌법을 제정하는 주체는 국민임을 밝히고 있고,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하여 ‘국민’이 주권자임을 선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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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체제를 국가, 국민, 사회에 상응하도록 당위의 규범원칙(Dogmatik)으로 질서
화 하는 규범(Norm)인 동시에, 그 규범과 분리되지 않고 구분되어 존재하는 표상
으로서의 생활현실이라는 의의를 가진다. 개정안시안에서도 ‘유구한 역사와 함께
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을 계
승하고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며’라는 문언을 그 첫 머리
에 두어 이를 명문으로 정서하였다.
헌법 전문의 이런 문구는 헌법은 국민의 그리고 국민을 위한 규범인 데, 그 국
민은 공동체 존립의 주체인 지위에서 국가적․사회적 생활현상을 질서화 하는 최
고의 생활규범인 헌법의 궁극적인 창출의 연원이 되며, 권력은 바로 그 국민의
것이라는 국민주권원리의 당연한 귀결을 정리한 것이다. 국민주권의 실현 주체인
국민전체야말로 공동체의 권력을 형성하는 근원이며 헌법은 바로 그 권력을 질서
화 하는 규범이기 때문이다.
‘헌법개정안시안’은 이어서 현행헌법 전문의 “우리 대한국민은 … 조국의 민주
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 자유민주주의
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며, 국민주권의 원칙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그
리고 자유로운 시장경제의 원칙을 확고히 하여’ 등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시장경제 등을 명확하게 선언하여, 헌법이 실정법규범의 자기목적적 정당
화 수단이 아니라 권력 제한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보장과 민주주의․법치주의 실
현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에 의한 최고의 생활규범으로서 국민의 헌법실천의식,
호헌(護憲)의지에 의하여 그 규범으로서의 효력(규범력, 권력통제력, 현실강제력)
을 실현할 수 있게 됨을 분명히 전달하고자 하였다.
‘헌법개정안시안’의 자유주의적 입헌주의의 성격은 헌법이 한반도에서 생활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국민을 중심으로 진화된 도덕의 기
본규칙에 따른 자생적 질서를 담아야 공동체 규범으로서 기능할 수 있음에 있음
을 자각하게 하는 문구들을 넣는 것으로 정리된다. 현재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를 ‘내포’하고 그 공동체적 사회를 ‘외연’으로 하는 기본질서를 당위법칙으로 체계
화하기 위하여 국가 권력과 사회 세력을 중앙정부와 지방간에 배분하여 사회의
자율성을 국가의 보충성 원칙과의 관계에서 설정하는 질서를 특히 헌법 전문에서
‘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라는 수직적 권력분립의 문언으로 정서한 것 등
이 그것이다.
‘헌법개정안시안’에서는 자유주의적 입헌주의 원칙에 근거하여 ‘자유’ 민주주의
가 ‘평등’ 주의에 함몰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들을 두었다. 현행 헌법 전문의 “정
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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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법앞의 평
등을 보장하고’로 하여 자유가 평등의 과잉으로 희생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법 앞
의 평등이 결과의 평등이 아닌 것임은 물론 평등한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기회의
평등도 아님을 분명히 하였으며,
또한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를 ‘법률 및 법에 의
거한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자각하면서’라 하여 법치주의를 선명
하게 강조하면서 그런 법치적 질서가 국가의 강제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적인 자각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는 등으로 자생적 헌법
질서의 명문화를 하였다.
나아가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
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
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를 ‘안으로는 국민과 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인류의 평화적 삶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로 수정하여 지방자치의
강조를 통한 지역의 진정한 발전이 우리의 헌법원칙임을 분명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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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규범적으로 정서(整序)한 ‘총강’의
헌법개정안시안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과 국민주권주의를 재확인 규정하였다

조문

현행헌법

헌법개정안시안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
이다.
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③대한민국은 최고규범인 헌법과 법의 지배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기초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질서로
나온다.
한다. (신설)
제1조

제1장
총강
제1조

현행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에서의 ‘대한민국’은 한반도
에 형성된 정치적 공동체의 국호로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은(헌법전문)
‘한반도’(헌법 제3조)에서 유일합법정부를 지니는 국가의 명칭으로서의 공식적 나라
이름이다.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이라는 국가 명칭은 1948년 제헌의회에서
확정되었다.4) ‘대한’(大韓)은 1897년 ‘대한제국’(大韓帝國)의 앞부분 명칭에서 따 온
것이며,5) ‘민국’(民國)은 공화국의 한자식 표현이다.6) 이 대한민국은 군주국이 아닌
민주공화국으로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자본주의사회에 기반을 둔 법치주의 국가
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이 헌법 문언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정치
권력의 기초가 되는 근본규범으로서, 거기에는 사유재산제도 및 자본주의 시장경
제를 근간으로 하는 국민의 행위 결정과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질서의 형성을
위한 ‘자유주의’를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와 의회주의
4) 1948년 7월 1일 제헌국회 제21차 회의에서 헌법기초위원회가 제출한 헌법초안 제1조 “대한민국
은 민주공화국이다”의 국호 명칭인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를 표결로 결정하였다. 이 명칭은
1919년 4월 10일 최초의 민의기관인 ‘임시의정원’에 모인(중국 上海의 프랑스 租界에 위치한 金
神父路의 셋집) 독립지사 29인의 모임에서 신석우가 제안한 것을 다수결로 채택한 바 있었다.
5) ‘國號및一部地方名과地圖色使用에關한件’ (1960.1.16. 국무원고시제7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정
식 국호는 大韓民國이나 사용편의상 ‘大韓’ 또는 ‘韓國’이란 약칭을 쓸 수 있되 북한괴뢰정권과
의 확연한 구별을 짓기 위하여 ‘朝鮮’은 사용하지 못한다(제1호). 조선은 지명으로도 사용하지
못하므로(제2호) 예컨대 조선해협은 大韓海峽으로 고쳐 부른다. 또한 政治區分地圖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색은 綠色으로 하고 붉은 색은 사용하지 못한다(제3호).
6) 대한민국에서의 ‘민국’을 청나라의 군주제를 전복하고 공화제로 전환한 근대 중국 국민혁명의
시발점이 된 1911년 ‘辛亥革命’에 의한 ‘中華民國’의 ‘민국’에서 따 온 것이라 하고 또한 대한민
국의 영문 명칭인 ‘코리아’를 보면 대한민국은 ‘고려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다는 韓相範, 『헌
법이야기』(현암사 1997년초판), 7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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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권력분립주의 등이 존재하여 그 임의적․자의적 변동은 국가의 변란이 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7)
‘헌법개정안시안’에서는 이런 성격을 명확하게 드러내도록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주의의 명시 규정을 두었다. ‘대한민국은 최고규범인 헌법과 법의 지배에 기초하
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질서로 한다.’가 그것이다. 민주공화국의 전제
가 되는 국민주권주의는 국민적 합의로 국가를 형성하고 그렇게 형성된 국가에
의하여 조직․구성된 국가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존재의
의가 있음을 인정하는 헌법원리다. 그 근거 조항인 현행헌법 제1조 제1항 및 제2
항, 제10조 제2문 등은8) 국민이 주권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권력의 정당성의 근거
로 기능하는 헌법원리 즉 대표자의 국가권력행사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헌
법원리로 기능케 하는 바, 개정안시안에서는 국민주권에 관한 이런 현행헌법의
규정을 유지하였다.

2.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헌법원칙을 명확하게 조문화하였다

근대입헌주의 헌법은 시민의 이성적 자연법에 기초하여 개인의 자연권적 자유
를 존중하고(사상, 언론의 자유, 정치와 종교의 분리, 법 앞의 평등, 사적 소유권
과 계약의 자유 등) 시장경제를 실현한다. 한국의 헌정질서 역시 1945년 일제식민
지 통치로부터의 해방 이후 적정한 절차에 따라 증명된 정당한 사유 없이는 정부
나 개인 누구도 박탈할 수 없는 천부 인권(human rights)으로서의 개인의 권리
(individual rights) 즉 기본권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한다.
입헌주의헌법은 사회․경제적 약자의 인간다운 생존의 보장을 국가의 관여로
실현하고자 한 사회복지주의헌법을 형성한다. 시민사회에 대한 국가간섭이 없으
면 보장된다는 국가로부터의 자유라는 소극적 방어권적 보장으로부터 국가관여로
실현된다는 의미의 국가에 있어서의 자유 즉 적극적 보장적 개념의 현대입헌주의
헌법이 그것이다.
‘헌법개정안시안’ 역시 자유민주주의를 헌법 전문의 ‘안전, 자유, 행복’이라는 가
치의 확인, 근대국민국가의 국가정체성 실현을 위한 주권의 국민 귀속, 국민의 인
간으로서의 존엄성 구현 등의 가치(예컨대 자유․평등․정의)를 법치국가적으로
7) 大法院 1966.4.21. 66도152 판결 “국가보안법 제1조에서 말하는 ‘국가를 變亂한다’ 함은 자유민
주주의에 입각한 헌법상의 제도 즉 국가형태에 관한 규정, 의회제도에 관한 규정, 주권의 소재
에 관한 규정, 권력의 분립에 관한 규정, 의회제도에 관한 규정 등으로 표상된 대한민국의 정
치적 조직을 불법으로 파괴하는 것을 의미한다”
8) 憲裁 1989.9.8. 88헌가6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 제34조의 위헌심판 헌법불합치결정[판례집1
199-273] 특히 2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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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하고 있다.

조문

현행헌법

헌법개정안시안

제1장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
으로부터 나온다.
제1조 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③대한민국은 최고규범인 헌법과 법의 지배에 기초하
다.
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질서로 한다. (신설)
총강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

‘헌법개정안시안’에서는 법치주의 원칙을 명문규정화 하였다. 제1조 제3항을 신
설하여 ‘대한민국은 최고규범인 헌법과 법의 지배에 기초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
장경제를 기본질서로 한다.’로 하면서, 현행 헌법에서는 명문화는 안 되어 있으나
다만 부인하지는 않는 것으로 시사만 하고 있는 이 법치주의를 개정안시안 제5조
제1항은 ‘국가의 모든 권력은 이 헌법과 법에 의하여 적법성과 정당성을 가진다.’
는 규정을 두어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하는 법치주의 원칙을 함께 조문화하였다.
법치주의는 국가권력의 제한은 물론 그 형성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공동체규범질서를 형성할 수 있는 헌법원리다.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권
력을 ‘제한’하는 원리로서 국민에게 법적 안정성을 주는 동시에(법적 안정성의 객
관적 요소는 법질서의 신뢰성ㆍ항구성ㆍ법적 투명성과 법적 평화 등이다), 법에
의거하여 국가권력을 ‘형성’하면서 공동체의 실질적 정의를 실현한다. ‘법(law)의
지배(rule)’에서의 ‘법’은 합리성(reasonableness)을 지닌 법 즉 ‘정법(正法, Recht)’
이다. 의회제정법률에 대한 헌법적 통제, 입법권․행정권․사법권에 대한 법의 우
위, 법에 의한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 등이 요구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로써
법은 공동체의 자생적 질서를 보편적 상태 즉 구성원 누구나 받아들이는 일반적
권력으로 형성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게 되어 국가의 권력이 그들에게 구속력 내
지 효력이 있는 공권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게 한다.
결국 법치주의는 “법이 정부를 지배”하고 “헌법이 국가를 지배”하도록 헌법의
제정권자인 “국민이 국가의 권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입헌주의에 내재하는
헌법원리가 된다. 현행 헌법은 ‘법치주의’라는 말을 명문화하지는 않았지만 헌법
자체가 국민의 의지나 합의가 문서화된 규범이고 국가권력의 제한과 형성 기능을
갖는 점에서 법치주의 헌법원리를 내재한다. 헌법개정안시안에서는 이런 의미의
법치주의를 명문화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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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현행헌법
제13조

헌법개정안시안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제5조 ①국가의 모든 권력은 이 헌법과 법에 의하여 적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 법성과 정당성을 가진다. (신설)
제1장
총강
제5조

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이 제한되거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
를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
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자유민주주의는 헌정의 현실에서 국민주권주의에 기초를 둔 공동체의 민주적
동질성을 실현하며 국민의 정치참여에 의해서 자유․평등․정의 등의 가치를 법
치국가적으로 실현하는 통치의 형태를 가능케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국가목
표규정으로서 현행헌법은 문화국가를 정하였으나 ‘헌법개정안시안’에서는 이를 삭
제하고 기본권 조항의 해석에 의하는 것으로 하였다. 정보국가 역시 현행헌법에
는 규정이 없지만 이를 유지하면서 기본권 규정으로 해석되도록 하였다. 다만 공
동체 각 지역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문화적․정보적 가치를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는 ‘기반조성적’ 국가권력을 행사하고 국민이 이에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음을
보장하는 지방분권적 국가에의 향도를 정하는 규정들은 상세하게 하여, 비록 연
방국가적 관점까지는 아니더라도 강한 지방분권적 권력 분점의 국가목표규정은
설정하여 헌법개정안시안에서 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규정하였다.

조문

현행헌법

헌법개정안시안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 삭제
하여야 한다.

3.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표상하는 규정을 명확하게 확인하였다

(1) 국가와 국가상징을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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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영토에서 존재하는 국민이 조직하는 정태적 규범체 또는 법질서로서 공
동체구성원을 규범적으로 포섭하는 주체이며, 법치국가적 헌정제도를 국민․국가
간 관계는 물론 시민․시장간 관계에 실현되어 권력은 제도화․정당화된다. 이런
국가를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공동체는 동질적인 정치․사회경제적 제도를 갖게
되고 역사와 경험, 문화와 정신적 상징 등이 종합적으로 표출될 수 있게 된다. 수
도를 설정하는 것, 국명(國名)을 정하는 것, 우리말을 국어(國語)로 하고 우리글을
한글로 하는 것, 영토를 획정하고 국가주권의 소재를 밝히는 것 등이 기본적 헌
법사항이 되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다.9)
국가의 상징적 기능은 국가가 한 공동체의 정체성을 상징화하여 국민이 시민적
품성(ethos)과 개인적 정서(pathos)로 국가를 규범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국가상징은 국가정체성을 표시하는 징표로서 대한민국의 국가상징에는 나라문장
(紋章),10) 태극기(太極旗),11) 애국가(愛國歌),12) 무궁화(無窮花), 국새(國璽)13) 등이
있는 데, 이들의 규범적 근거는 원칙으로 헌법 또는 최소한 법률 이상으로 하여
야 한다. 또한 국가를 상징하는 수도(首都)를 현재 ‘서울’로 정하는 바, 이 수도의
설정․이전은 국회와 대통령 등 최고 헌법기관들의 위치를 설정하여 국가조직의
근간을 장소적으로 배치하는 것으로서, 국가생활에 관한 국민의 근본적 결단임과
동시에 국가를 구성하는 기반이 되는 핵심적 헌법사항에 속하는 것이다. 즉 수도
의 문제는 국가의 정체성과 기본적 조직 구성에 관한 중요하고 기본적인 헌법사
항으로서 국민이 스스로 결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대통령이나 정부 혹은 그 하
위기관의 결정에 맡길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14)
헌법개정시안에서는 국가상징에 관한 국기, 국가 등을 신설 조문화하였다.

조문

현행헌법

헌법개정안시안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
건은 법률로 정한다.
총강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 다.
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②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2조

(삭제)

제1장

③대한민국의 국기는 태극기, 국가는 애국가, 수도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는 서울로 한다. (신설)
그 부속도서로 한다.

9) 憲裁 2004.10.21. 2004헌마554․566(병합)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위헌결정
10) ‘나라紋章規程’, 일부개정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
11) ‘대한민국국기법’, 제정 2007.01.26 (법률 제8272호)
12) 행정편람, 01-47-0211정부의전편람, 대한민국정부(행정자치부), 1990년, 132면.
13) ‘國璽規程’, 일부개정 2005.02.25 (대통령령 제18718호)
14) 憲裁 2004.10.21. 2004헌마554․566(병합)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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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토 조항을 재확인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북한점거집단의 반국가단체
성을 확인하였다

현행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함은 “대
한민국의 영토고권(법질서 내지 국가권력)이 미치는 공간적 범주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의미로서(제헌헌법 이래 영토에 관한 헌법규정을 두고 있다
),15) 대한민국헌법의 규범력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에 미쳐 대한민국이 한반도
의 유일합법정부이고 북한은 불법적 점거단체이며,16) 그 외의 공간범주에 대한
영토고권 배제 및 외국 영토의 인정이라는 국제평화주의 선언, 영토변경은 영토
조항의 헌법 개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에 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헌법’ 제3조 영토조항에 따라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임시정
부의 법통을 계승한 정통성 있는 유일의 합법정부를 지니는 국가이므로, 한반도
에서 대한민국 외에 군사분계선이북지역 즉 북위 38도선 이북지역인 북한지역에
한정하여 영토고권을 지니는 어떠한 합법적 실체도 인정되지 않는다. 현행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의 규범력은 군사분계선이북지역 즉 북위 38도선 이북지역인 북한
지역도 포함하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에 미치고, 북한지역 역시 대한민국헌법
의 규범력 즉 대한민국의 영토고권이 미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17)
대한민국의 최고규범질서인 대한민국헌법 제3조 영토조항에서 말하는 대한민국
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이므로, 군사분계선이북지역 즉 북한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다. 그 점에서, 북한지역에 한정하여 경찰력을 지니는 소위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라는 정치단체가 지니는 그 헌법상 지위는, 대한민
국만을 합법정부의 국가로 인정하는 대한민국헌법의 영토조항에 합치되지 아니하
는 ‘사실상 정권’(political regime de facto)에 불과하다. ‘합법적’ 정부를 지닌 헌
법상(국제법상으로는 별개) 국가로 인정될 수 없다.
헌법 제3조는 한반도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및 그 국가의 정부만을 합법적
‘정부’로 인정하므로, 대한민국과 체제, 이념, 무력의 기반 등을 달리 하면서 한반
도의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을 사실상 점거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정
치적 단체’인 북한과의 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국가’ 대 ‘사실
상 정권’의 관계에 불과하다. 그 점에서 한국전쟁의 휴전과 더불어 설정된 북위38
15) 制憲憲法(1948.07.17) 第4條 大韓民國의 領土는 韓半島와 그 附屬島嶼로 한다./ 제9차개정헌법
(1987.10.29) 第3條 大韓民國의 領土는 韓半島와 그 附屬島嶼로 한다.
16) 大法院 1954.9.28, 4286형상109 판결 “대한반도 중 38선 이북인 괴뢰집단의 점령지역도 헌법
상 우리나라 영토이고 헌법에 의거하여 제정․시행된 모든 법령의 효력이 당연히 미칠 것이
므로”
17) 大法院 1997.11.20, 97도2021 판결(국가보안법위반(간첩․잠입, 탈출․회합, 통신등․금품수
수))[공1997하, 3720] “(다수의견)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북한도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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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에 설정된 ‘휴전선’ 즉 군사분계선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선적 한계인 ‘국경선’
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영토에서 경찰권이 사실상 미치지 못하는 지역의 범주
를 나타내는 선적 한계에 그친다.
이렇게 북한지역은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정권이 사실상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미수복지역’이어서18) 대한민국의 경찰권이 미치지 아니할
뿐, 북한의 영토고권이 미치는 그들의 영토라는 의미는 없는 점에서,19) 북한은 대
한민국영토의 불법점거단체로서 “대한민국 국토의 일부를 물리적으로 점령하여 영
토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제하는 것” 즉 참절(僭竊)하거나 또는 “대한민국의 기
본질서를 파괴”(국헌문란) 하는 등 정부를 참칭(僭稱)하는 정치단체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대한민국과 북한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민족공동체 내
부의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에 그친다.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
협력에관한합의서’(남북합의서)는20)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임을 전제로 하여 이루
어진 합의문서에 그친다. 한민족공동체 내부의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한 당국간의
합의로서 남북당국의 성의 있는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일종의 공동성명 또는 신
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을 가질 뿐이다.21) 즉 남북합의서는 남북한 당국이 각기 정
치적 책임을 지고 상호간에 그 성의 있는 이행을 약속한 것이기는 하나 법적 구
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국가간의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18) 북한지역은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미수복지역이므로, “6․25남
침은 국내의 일 지방적 폭동에 불과하다고 관념”할 것이며(大法院 1955.9.27, 4288형상246 판
결) 북한지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칠 뿐이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부딪치는 어떠한 국가
단체나 주권을 법리상 인정할 수 없다”(大法院 1996.11.12, 96누1221 판결).
19) 憲裁 2000.8.31. 97헌가12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각하․헌법불합치결정[판례집
12-2 167-189] 특히 177면 “우리 헌법은 제헌헌법 이래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제헌헌법 제4조, 현행헌법 제3조)는 규정을 두고 있다. 대법원은 이를 근거
로 하여 북한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어서 대한민국
의 주권이 미치고 북한주민도 대한민국국적을 취득․유지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리하여, 국적에관한임시조례(1948.5.11. 남조선과도정부법률 제11호) 제2조
제1호는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는 조선의 국적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헌헌법은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국민되는 요건을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00조
에서 현행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선
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는 설사 그가 북한법의 규정에 따라 북한국적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임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선국적을 취득하였다가 1948.7.17. 제헌헌법의 공포
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한다(大法院 1996.11.12. 96누1221, 공1996하,
3602).”
20) 남북합의서는 1991년 12월 31일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채택되고 1992년 2월 19일 발효
된 합의서로 남북한의 화해 및 불가침, 교류협력 등에 관해 공동합의한 기본문서다.
21) 憲裁 1997.1.16. 92헌바6.26, 93헌바34.35.36(병합) 국가보안법 위헌소원 합헌․한정합헌결정[판
례집9-1 1-44] 특히 23면 “소위 남북합의서는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전문 참조)임을 전제로 하여 이루
어진 합의문서인바, 이는 한민족공동체 내부의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한 당국간의 합의로서
남북당국의 성의 있는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일종의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
을 가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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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고,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22) 남북합의서는 법률이 아
님은 물론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약이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
다.23)
‘헌법개정안시안’에서는 이런 점들을 재확인하는 의미에서 영토 조항은 수정할
수 없는 규정임을 규정하였다.
조문

현행헌법

헌법개정안시안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
은 법률로 정한다.
제1장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삭

②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2조 제)
③대한민국의 국기는 태극기, 국가는 애국가, 수도
는
서울로 한다. (신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총강

부속도서로 한다.

(3) 통일 조항은 영토 조항과 함께 그대로 존치하며 대외관계 역시 수정하지 않았다

현행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라 하여 통일의 주체가 대한
민국임을 표명하고, 헌법전문에서는 “대한국민은 …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
하여”24) 통일을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므로 통일은 “대한민국과 북한의 통일”이
아니라, 헌법제정의 원천적 권력의 소지자인 대한민국 국민의 주도로 대한민국에
북한이 주권적으로 통합되는 것,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인 미수복지역에 대한 대한
민국 주권의 잠재적 지배를 현재화(顯在化)하여 하나의 주권국가를 형성하는 것,
한반도의 남과 북에 존재하는 이질적 규범질서를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로 통합하
는 과정과 귀결을 의미한다.25)
22) 大法院 1999.7.23. 98두14525 판결(북한주민접촉신청불허처분취소)[공1999.9.1.(89),1803]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임을 전제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해야 할 공동의 정치적 책무를 지는 남북한 당국이 특수관계인 남북관계에 관하
여 채택한 합의문서로서, 남북한 당국이 각기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상호간에 그 성의 있는
이행을 약속한 것이기는 하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국가간의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또
한 “대한적십자사를 통하지 아니한 민간 차원의 대북지원을 위한 북한주민접촉신청을 불허
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다”
23) 憲裁 2000.7.20. 98헌바63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위헌소원 합헌결정[판례집
12-2 52-67] 특히 64-65면 참조.
24) ‘평화적 통일’은 제4공화국헌법(헌법전문, 제43조제3항, 제46조)에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25)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는 헌법 제3조는 북한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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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로 이루어지는 헌법적 의미의 통일국가는 국가의 존립조건인 국민, 영토,
주권이 하나로 통합된 국민국가, 영토고권국가, 주권국가로서 국가의 이질적 규범
질서가 하나의 법질서로 통합되어 규범력이 실현되는 헌법국가이다. 주권의 권력
적 통합(헌법 제3조, 제4조), 국민의 문화적 통합(헌법 제9조), 영토의 지리적 통
합(헌법 제3조)의 국가이다. 한(韓)민족,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국가로 통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26)
현행 헌법 제3조 영토 조항과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의 규정을 전제로
하는 한, 통일은 대한민국이 주체로 되는 북한의 통합을 의미하지만 헌법 제3조
와 제4조의 규범조화적 해석상 그것은 무력적 흡수가 아니라 평화적 통합 즉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와 동일한 규범질서와 정치적 공동
체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형성하는 것이다.
통일은 국민주권주의적 통합이어야 한다(현행 헌법 제1조제2항 참조). 그것은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동조제1항)의 주권에 의한 북한의 통합을 의미한다. 통일
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헌법전문, 헌법 제4조, 제8조제4항 등), 복수정당제도(헌
법 제8조제1항), 사소유권제도(헌법 제23조제1항) 등을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적
통합이어야 한다. 이에 반하는 인민민주주의의 민주집중제, 일당독재, 생산수단국
유제 등을 규정한 북한사회주의헌법과 함께 가는 통일은 헌법이 예정한 바가 아
니다. 즉 통일은 단일공화국적 통합이어야 한다(헌법 제1조제1항). 그러므로 연방
국가적 통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연방국가적 통합은 두 법질서가 공존하면서 하
나의 법질서로 제도화하는 것인 데, 헌법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제하
고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적 통합을 명시하므로,27) 인민민주주의적 일당독재와
같은 이질적 법질서를 연방국가의 국가적 형태에 넣어 이를 함께 제도화하지 못
한다.
국이 아니라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에서의 유일합법정부로서 그 주권적 권력은 한반도 전역
에 미치지만 분단상태라는 역사적․장소적 한계(그래서 헌법전문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 대
한국민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본다) 때문에 미수복지역인 북위 38도선(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즉 북한에 대한 顯在的 권력의 행사는 제한되고 규범적․잠재적 상태로만 미칠 뿐이다. 이러
한 상태를 제거하여 원상회복코자 하는 것이 통일의 법적 개념인 ‘주권적 통합’의 의미다.
26) 대한민국헌법의 법치국가적 성격에서 볼 때 ‘국민’은 ‘민족’이 아니다. 법적으로 달리 취급되
어야 하는 개념이다. 헌법은 ‘국민국가’를 규정하지 ‘민족국가’를 상정한 것은 아니다. 헌법전
문 및 제1조 제2항 등에 근거하는 국민주권주의는 국민공동체에 기초하는 개념이며, ‘대한국
민’이 ‘평화통일의 역사적 사명’(헌법전문)을 지는 것이지 ‘한민족’이 그러한 것은 아니다.
27) 憲裁 1990.4.2. 89헌가113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위헌심판 합헌결정[판례집2 49-74] 특히
60-61면 “통일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에 위해를 주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그에 바탕을 둔 통일인 것이다. 그러나 제6공화국 헌법
이 지향하는 통일은 평화적 통일이기 때문에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위하
여 때로는 북한을 정치적 실체로 인정함도 불가피하게 된다. … 순수한 동포애의 발휘로서
서로 도와주는 일, 체제문제와 관계없이 협력하는 일은 단일민족으로서의 공감대형성이며,
이는 헌법 전문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는 소위인 것으
로서 헌법정신에 합치되는 것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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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시안’에서는 통일관련 조항의 큰 틀은 바꾸지 아니함으로써 나라의 정
체성 논란을 끊임없이 제기하여 온 정치세력을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조문

현행헌법

헌법개정안시안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 (전체수정)제3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국가는 대한민
제1장

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총강

에 입각한 평화적

제3조

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통일정책

국의 통치권이 잠재적으로 미치는 한반도의 지역에 대한 영토
고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국제질서’는 국제관계를 정하는 조약과 국제법규의 국내법적 효력의 인정(헌법
제6조제1항), 조약과 국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 외국인의 법적 지위의 보장(동조
제2항) 등으로 이루어지는 국제평화주의로 나타난다. 현행 헌법 제6조 제1항이
“국제법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한 것은 국제법과 국내법이 동질적 법
질서를 이룬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제법이 국내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수용되는
경우 규범적 효력을 인정하겠다는 의미다. 헌법재판소도 그렇게 본다.28) 헌법개정
시안은 이 규정을 유지하였다.
전쟁은 승자든 패자든 평화상태를 파괴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의 말살을
경험한 제1차세계대전 및 제2차세계대전 후 각국 헌법에서 평화 조항을 규정하였
다. 평화국가가 그것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헌법적 기초인 국민주권주의에 따른
공동체질서 보장, 국제평화주의에 따른 침략전쟁 배제, 생존권 등 사회적 기본권
의 국제적 보호 등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실현하는 국가다.
평화국가는 국제적으로 국가간 문제의 무력적 해결을 범죄적 불법으로 인정하는
등으로 평화를 국제질서의 기초로 삼는다. 국내적으로는 통일, 생존을 위한 빈곤
의 퇴치 등을 국가중요정책의 지표로 함으로써 국가의 성격을 평화적으로 구성한
다. 또한 평화를 정치권력의 정당성의 기초로 삼는 국가 즉 민주주의의 실현도
그 기능으로 삼는다.
때문에 평화국가의 규범질서화는29) 공동체와 국가간 평화 질서를 위한 규범화
28) 憲裁 1998.11.26. 97헌바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부칙 제2항 등 위헌소원 합헌결정
[판례집10-2 685-700] 특히 699면 “마라케쉬협정도 적법하게 체결되어 공포된 조약이므로 국
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새로운 범죄를 구성하거나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가중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국내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가중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밖에 憲裁 1999.4.29, 97헌가14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
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2조제1의(나)항
위헌제청 합헌결정[판례집11-1 273-288] 참조.
29) 憲裁 1991.7.22. 89헌가106 사립학교법 제55조, 제58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위헌심판 합헌결
정[판례집3 387-483] 특히 425면 “우리 헌법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물론 일반
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국내법과 마찬가지로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국제질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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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으로서 그 헌법적 실현 단계는 침략전쟁 부인, 전쟁포기와 자위병력 외의 군
비 부인, 국제기구에 대한 고권(高權)의 이양, 영세중립선언 등이 있다. 평화국가
의 관점에서 현행헌법은 침략전쟁부인의 단계에 서 있는바 헌법개정시안 역시 같
은 입장에서 이를 규정하였다. 즉 대한민국의 ‘국가무력’은 그 발동의 목적이 국
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에 한정된다(현행헌법 제5조제2항). 이로써 국제평화유지와
침략전쟁부인 등이 선언된다(동조1항후단).30) 자위전쟁의 허용,31) 국가주권의 제
한에 기초하는 집단안전보장체제 등도 유지한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은 자손들까
지 포함하는 국민의 안전의 영원한 확보가 가능하도록(헌법전문) 자유민주적 기
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헌법 제4조).
‘헌법개정안시안’은 국제적 의의와 효과를 지니는 헌법법규를 총칭하는 ‘국제헌
법’을 현행 헌법 주문으로 유지하여 국가적 연면성을 분명히 하였다.

조문

현행헌법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
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제1장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총강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제4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헌법개정안시안

제4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
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존중하여 항구적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을 기본이념의 하나로 하고 있다(헌법전문
및 제6조제1항 참조).”
30) 침략전쟁은 ‘국제분쟁 발생시 평화적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무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무력행사시 명시적 통고(선전포고) 내지 묵시적 통고(국교단절 또는 주재국사절 추방 등)를
하지 아니한 채 행하는 것’으로서(국제연합총회 1960년 ‘침략의 정의에 관한 총회의결’에 따
른 정의), 자위전쟁이 지니는 목적 즉 공동체 적대세력의 불법공격을 배격하여 공동체 안전
보장과 헌법국가 계속성수호를 통한 평화질서 유지․회복의 목적을 결여한 평화파괴전쟁 내
지 정복전쟁이다.
31) 침략전쟁이 아닌 자위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헌법은 국민의 국방의 의무(헌법 제
39조), 대통령의 국군통수권(헌법 제74조제1항), 국군의 조직․편성 법정주의(동조제2항), 국
가안전보장회의(헌법 제91조), 군사에 관한 국회동의권(헌법 제60조제2항), 군인 및 군사법원
에 관한 사항(헌법 제27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87조제4항, 제110조) 등을 정하고 있다. 이를
위한 국군의 조직과 편제 등의 구성은 공동체의 안전보호와 주권국가성의 보장을 전제로(미
국으로부터의 平時 작전권이양) 국민주권(헌법 제1조제2항)과 정치적 중립성(헌법 제5조제2
항)에 정해진 테두리 내에서 형성되고, 국방조직의 보편개념에 입각한 군 내부의 지시․집행
의 통일성과 항구성, 각 군 조직의 분권성에 합치되어야 한다. 국군조직법상 합동참모회의(법
제13조) 의장인 합동참모의장(법 제9조)의 軍令權(用兵權) 행사는(법 제9조) 대통령의 권한인
군령권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그 상명하복 관계에서 지니는 보좌권을, 전투를 주임무로 하
는 각 군 작전부대의 작전지휘․감독 내지 합동부대의 지휘․감독 등의 지휘관임무만을 수
행하는 권한이므로 각군참모총장의 軍政(養兵)權 행사(법 제10조)는 민주국가적 군 조직에
합치될 때 정당성을 부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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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현행 경제헌법을 자유시장적 경제조항으로 정서한 헌법개정안시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 함은 헌법의 경제질서가 자유주의에 기초하는 사
유재산제도 보장과 자유경쟁을 기본원리로 하는 자유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하면서
이를 지키기 위한 한에서의 국가 개입을 인정하는 경제질서이다. 즉 경제의 민주
화 내지 사회적 정의라는 포괄적인 가치를 내세우는 국가 개입은 인정치 않는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기초하는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의 개
입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는 경제질서를 요구한다.
국가는 시민․시장간 관계에서도 권력행사자의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는 자유민
주주의적 기능 즉 자유로운 시장경제질서를 실현한다. 근대입헌주의 헌법은 시민
적 법치국가를 기반으로, 국가의 경제개입을 인정치 않고 경제질서를 사회영역의
자유로운 시장에 의한 자율적 영역으로 놓았다. 현행 헌법 제8장은 국가와 상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의 일정한 ‘질서’ 형성을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 파악
하기만, 그 기본적 바탕은 자유시장경제질서임을 확인하고 있다.32) 즉 근대입헌주
의헌법은 개인의 자유의 보장은 국가로부터의 자유의 보장에 있다는 전제에서,
국가의 사회 불관여의 기반이 되는 ‘국가와 사회의 분리’를 전제로 한 시민적 법
치국가의 경제질서를 규정하였다. 사회의 영역에 속하는 경제에 대한 국가의 관
여를 가급적 부인한 것이다.
경제는 사회의 자유로운 시장경제질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면서, 국
가는 재산권, 직업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 경제적 기본권의 영역에 대한 부
작위로 경제적 자유를 실현하는 등의 개별적 경제 행위에 대한 규율에 한정할
뿐, 국가가 공동체의 경제질서를 형성한다는 의미의 ‘경제헌법’은 지니지 아니 하
였다. 하지만 현행 헌법 제9장 ‘경제’(제119조-제127조) ‘9조 18항’은 사회영역에서
의 경제생활이 시장에 전적으로 맡겨진 것이 아니라, 국가와의 관계에서 이루어
지는 경제의 일정한 질서 형성을 인정하는 현대복지주의헌법의 경제헌법임을 부
인할 수 없을 정도의 국가의 경제 개입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근거로 기능하고
있다.33)
경제질서는 국민의 경제적 자유를 전제로 한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의 추구(현행헌법 제10조제1문), 인간다운 생활(제34조제1항) 등의 기본권을
32) 憲裁 1996.12.26. 96헌가18 주세법 제38조의7 등에 대한 위헌제청 위헌결정[판례집8-2
680-714] 특히 695-696면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는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독과점규제라는
경제정책적 목표를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공익의 하나로 명문화하고
있다. … 경쟁질서의 유지는 자연적인 사회현상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적인 과제라는 인식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33) 바이마르헌법 제151조 “경제질서는 모든 개인에게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의의 기본적인 원칙에 상응하게 형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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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로, 직업선택의 자유(제15조), 거주․이전의 자유(제14조), 노동기본권(제32조,
제33조),34) 재산권(제23조) 등의 경제적․사회적 기본권이 그것이다. 그러므로 헌
법에 따른 국가의 경제질서 형성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어야 한다. 즉 개인의 재산권은 보장하지만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며
(제23조제1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동조제2
항). 이때 그 경제질서의 구체적 내용은 사회국가에 입각한(제119조, 제126조 등)
국회의 입법형성권에 맡겨진다.
경제헌법에 따른 공동체의 경제질서 내지 국민의 경제적 자유에 대한 국가의
관여는 ‘보충성원칙’에 따른다. 이 국가의 관여 즉 경제에 대한 국가의 규제와 조
정이 보충성원칙에 따른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지만(현행 헌법 제119조제1항), 국가는 균
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배분을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
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
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행한다(동조제2항)는 의미이다.
이런 자유주의적 경제조항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하여 헌법개정안시안에서는 현
행의 경제헌법에 해당하는 규정들을 거의 대부분 삭제하였다. 본 시안의 가장 큰
특징이다.

조문

현행헌법

헌법개정안시안

제9장 경제 (대부분 규정 삭제)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
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
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장 제120조 ①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
총강 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
제6조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
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
을 수립한다.
제121조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
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조문통합수정)제6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
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한다.
②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은 자유시장경
제의 원활한 기능을 위하여 그리고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
③국토와 자연자원은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므로 그 효율적인 이용․개
발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
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
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⑤국가는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34) 憲裁 1993.3.11. 92헌바33 노동조합법 제45조의2 등 위헌소원 합헌결정[판례집5-1 29-58] 특
히 40면 “헌법이 근로3권을 보장하는 취지는 원칙적으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
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는 시장경제의 원리를 경제의 기본질서로 채택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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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인정된다.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
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
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123조 ①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
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
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
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
의 이익을 보호한다.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
⑤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
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 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
다.
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
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
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제125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
제·조정할 수 있다.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
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제127조 ①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
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
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조문

제3장
국회
제44
조

현행헌법

헌법개정안시안

(조문통합수정)제44조 ①국가의 재정 및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조세에 관한 권한은 국회에 속한다.
②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③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
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④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

헌법 총강에서 대한민국의 기본이념으로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선언한 것에 맞추어, 기본권의 재산권 조항에서는 자유시장경제질서의 개념을 명
확히 규정하여 정부의 민간기업 내지 개인의 경제활동에 관한 과잉 개입의 근거
로서 작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특히 공익상 필요에 의한 토지재산권 등의 사용,
제한 등과 관련하여 재산권보장에 관한 제23조 제3항과 별개로 정당한 보상을 다
시 강조함으로써 자유시장경제의 이념에 충실한 규정이 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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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은 사유재산에 대한 개인의 권리인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동시에 사유
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의 평가와 보상체계까지 포괄하는 공동체의 ‘사유재산
제도’도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사유재산권 보호로 개인은 스스로 책임지는 삶을
영위하면서35) 인간의 내적 자유 및 존엄과 가치를 증대시킨다.36) 또한 사유재산
제도 보장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37) 및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38)

법질서의

기초를 이루어39) 국․공유재산제도에 기초하는 사회주의국가의 통제경제질서를
부인한다.
‘헌법개정안시안’에서는 이를 명문으로 정리하였다.
조문

현행헌법

헌법개정안시안

제2장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
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의 권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
리 와 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의무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제 1 4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조
국 민

(전체수정)제14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
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
다.

35) 憲裁 1992.6.26. 90헌바26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합헌결정[판례집4 362-377] 특히 372면 “헌법이 재산권을 보장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자유롭
고 자기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재산권의 보장이다.”
36) 憲裁 1997.8.21. 94헌바19, 95헌바34, 97헌가11(병합)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위헌소원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등 위헌제청 헌법불합치결정[판례집9-2 243-271] 특히 257-258
면 “사유재산의 자유로운 이용․수익과 그 처분 및 상속을 보장해 주는 것이 인간의 자유와
창의를 보전하는 지름길이고 궁극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증대시키는 최선의 방법(우리
재판소 1989.12.22. 선고, 88헌가13 결정 참조).”; 憲裁 1993.7.29. 92헌바20 민법 제245조 제1
항에 대한 헌법소원 합헌결정[판례집5-2 36-55] 특히 36면; 憲裁 1989.12.22. 88헌가13 국토
이용관리법 제31조의2 제1호 및 제21조의3의 위헌심판제청 합헌결정[판례집1 357-406].
37) 憲裁 1997.8.21. 94헌바19, 95헌바34, 97헌가11(병합)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위헌소원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등 위헌제청 헌법불합치결정[판례집9-2 243-271] 특히 257-258
면 “사유재산제도와 경제활동에 관한 사적자치(사적자치)의 원칙을 기초로 하는 자본주의 시
장경제질서”
38) 憲裁 1991.5.13. 89헌가97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의 위헌심판 위헌결정[판례집3 202-226] 특
히 213면 “국가재정의 원칙과 국가공익의 구현 및 사회복지국가의 실현 등은 헌법의 기본질
서인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초가 되는 사유재산제도와 자유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아
니하여야 하며”
39) 憲裁 1993.7.29. 92헌바20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합헌결정[판례집5-2 36-55]
특히 45면 “자유민주주의국가의 ‘민사법’ 질서의 기본구조를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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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중앙정부와 구분되는 지방정부의 수직적 권력분립을 정서한
헌법개정안시안
1.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 규정의 의의

지방자치는 일정 지역의 단체 또는 주민이 자치권에 기초하는 자치권력에 의하
여 당해 지역에 고유한 자치사무와 국가위임사무 등을 자기책임에 따라 실현하는
통치제도다. 즉 민주정치의 요체이며 다원적 복합사회가 요구하는 정치적 다원주
의를 실현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지방의 공동관심사를 자율적으로 처결함과 동시
에 주민의 자치역량을 배양하여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이념 구현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제도다.40)
지방자치는 주민의 ‘자치권’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주의 실현 기능과 자치단체의
‘자치권력’을 중심으로 하는 법치주의 실현 기능이 있다. 현행 헌법 제118조 제1
항이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선거로 구성된 의회를 두도록 하는 것은 그 한 예이
다. 이로써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의 교차관계를 통하여 정치적 다원주의를 실현
할 수 있게 된다. 자치단체의 자치권력의 법치주의적 실현 즉 지방정부의 지방
관련 정책결정권 등의 자치권력을 중앙정부의 명령이 아니라 법치주의에 따라 중
앙정부 권력과의 교차관계를 통하여 기능적 권력분립을 실현한다.
결국 지방자치의 본지(本旨)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실현에 있다. 지역주민의
자치권을 국민주권적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보장하는 것, 지방정부의 자치권력을
법치주의에 따른 권력분립 원칙에 따르게 하는 것, 자치권력에 대한 중앙정부권
력의 개입시 지켜야 할 보충성원칙(자치권력에 대한 국가권력의 개입은 최종적
수단이어야 한다는 원칙 즉 국가권력은 주민의 기본권보장을 전제로 해서만 자치
권력에 개입할 수 있다는 원칙), 지방자치 구현 제도 상호간의 체계적 정당성 등
이 그것이다.
한국의 지방자치는 제헌헌법(제96조)에 근거를 둔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지방
의회가 처음으로 구성되면서 시작하여41) 제2공화국헌법(제92조)에까지 이어졌다
가,42) 1961년 군사쿠데타로 지방의회가 해산됨으로써 막을 내렸다.43) 1962년 제3
40) 憲裁 1991.3.11. 91헌마21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6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헌법불합
치결정[판례집3 91-123] 특히 100면.
41) 1952년 2월 시․읍․면장 선임방법을 의회간선제에서 주민직선제로 개정하고 이어서 지방의
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다. 1956년에는 시․읍․면장 초대 직선이 실시되고 서울특별시의회가
구성됨으로써 전국에 지방의회 구성이 이루어졌다. 1958년 12월 26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시장은 도지사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읍․면장은 군수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였
고, 동․이장의 임명제도가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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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국헌법(부칙 제7조제3항)은 지방의회를 법률이 정하는 시기에 구성하도록 하
는 ‘지방자치 법률유보’ 조항을 두었지만 법률은 제정되지 않았다. 1972년 제4공
화국헌법은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방의회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부칙 제10
조) ‘지방자치 통일유보’ 조항을 규정하였다. 1980년 제5공화국헌법(부칙 제10조)
은 “이 헌법에 의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
로 구성하되, 그 구성시기는 법률로 정한다” 하여 ‘지방자치 재정유보’를 정하여
현행 제6공화국헌법이 제정되기까지는 ‘지방자치유보’의 시기였다.
1980년 10월 27일 제정된 현행헌법 제117조와 제11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구
성․조직․작용과 지방의회에 관한 규정 등으로 지방자치제도를 정하고 지방의회
구성에 관한 유보조항을 두지 아니하였다. 하지만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폐
지에 이은 지방자치법 개정이 늦어져 지방의회구성이 지연되었고 1989년 12월 30
일 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를 도입하였으나 시행 시기는 미루어졌다. 그
러다가 1991년부터 기초자치단체(시․군․자치구) 의회 및 광역자치단체(특별
시․직할시․도) 의회가 순차적으로 구성되고 1995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선
이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현행헌법 제117조와 제11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 자치권을 부여하지만”44) 이는 원칙적으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즉 국가를 전제로 하는 국가권력의 범주에서 행사할 수 있는 전래권(자치
위임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헌법은 ‘지방자치’ 규정(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 등과 독립한)을 제8장에서 규정하여 지방자치 보장
을 ‘자치행정’ 보장이 아닌 ‘지방자치’ 보장으로 인식한다.45)
‘헌법개정안시안’에서는 이런 지방자치를 헌법의 총강 부분에 두어 국가와 사회
의 전체에 걸친 권력의 논리로 풀어나가는 것으로 하였다.

42) 1960년 11월 1일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동․이장까지를 주민이
직선하도록 하였고, 12월 제2차 지방선거에서는 시․읍․면, 서울특별시․도의 의회의원과
단체장 선거가 실시되었다.
43) 1961년 5월 군사혁명위원회의 포고령에 의하여 지방의회는 해산되었으며 의회의 기능은 군
수․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이 대행하도록 하였다. 1961년 9월 1일에는 지방자치에관한임시
조치법이 제정되어 읍․면 자치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군을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그 기능은 시․군의 경우 도지사가, 도와 서울특별시의 경우 내무부장관이 행
하도록 하여 지방의회 설치유보를 법률에 명시하였다.
44) 憲裁 1995.4.20. 92헌마264,279(병합) 부천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제4조 등 위헌확인,
강남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제4 조등 위헌확인 기각결정[판례집7-1 564-578].
45) 헌법이 지방자치의 보장을 정부의 집행권 내지 행정에 관한 제4장 속에 규정하였다면, 지방
자치는 ‘자치행정’을 정한 법률의 범위 내의 보장에 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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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헌법 규정의 의의

현행 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및 동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등에서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력은 원칙적으로 법령 등을 제정하는 중앙
정부의 국가권력에 근거와 한계를 두는 권력으로서의 전래권 내지 국가권력으로
부터 승인된 권리다. 다만 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의 정도로나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에 중앙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처리하는 자치권을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간섭받지 않는다는 의미의 고유한 자치권 내지 그 유사한 권한을
지닐 수 있다.
현행 헌법 제118조 제2항 “지방의회의 … 의원 선거 … 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의 규정은 지방의회의원의 선출방식은 지역 주민의 의사 즉 선거에 의하
는 것으로 함으로써 이에 관련한 입법권의 내재적 한계를 정한다는 점, 지방자치
는 국가로부터 전래받지 않는 고유한 영역이 있다는 점,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권을 지니는 중앙정부의 국회와는 독립한 의사결정기
관의 지위에 있다는 점 등을 확인하는 의의를 지닌다.
자치권력의 자치고권성은 자치권력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독자적으로 고유한
지역 사항을 처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력을 원칙적으로
전래권으로 본다고 해서, 자치단체가 행할 수 있는 사무를 국가위임사무로만 구
성한다면 자치권력의 ‘고유권성’이 경시되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집행기관으로
서 인식될 가능성이 커진다. 때문에, 지방자치의 헌법적 본질상 국가의 권능은 지
방정부 권능의 후견에 그치는 보충적 성격을 지녀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전권능성은 헌법이나 법률이 국가나 공공단체의 사무로서 유보
한 것이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처리하고
규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원칙이다. 지방자치의 본질이 자치단체의 보장,
자치기능의 보장, 자치사무의 보장 등에 있다면,46) 전권능성을 지니는 자치고권에
는 자치단체구성권, 자치사무권, 자치기능권 등의 권능이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일정지역에 기반을 두는 자치권의 행사로써 지방적 사무와 국
가위임사무를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으로 실현하는 공법인이다. 공법인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통치기구의 일환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단체에 그치
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상’ 공법인성을 부여받아 법률관계의 당사자로서
46) 憲裁 1994.12.29. 94헌마201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4조 위헌확
인 기각결정[판례집6-2 51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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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독립한 대등한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지니는, 지방자치의 본지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그 점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단순한 행정단체가 아닌 통치단체 내지 지
방정부의 성격을 지닌다. 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및 구성․조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헌법 제117조제2항, 제118조).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라 하는 바, 이 지방적 사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시원적 의사결정권을 가지며 이렇게 자치사무로 배분된 업무
의 사무처리 기준을 중앙정부가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정한 헌법의 본지에서
벗어난다. 다만 자치단체 역시 헌법에 규정된 헌법상 존재이며 국가의 영토의 일
부를 기초로 하는 이상 국가와 무관계한 것은 아니다. 즉 국가의 출장기관은 아
니지만 국가구조의 일부는 이룬다. 어떤 면에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총합이
다. 그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력은 국가법 질서 내에서 인정된다는 현실을
기초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력의 업무 관할과 감독권에 관련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은 행정적 감독이 대표적이다. 이는 지방자치
단체의 권한 행사를 중앙행정기관이 각종의 인․허가나 명령, 취소 또는 대집행
등의 수단으로써 통제하는 것이다. 국회가 법률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권한
및 운영을 통제한다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이 법률에 위배될 때 법원의
‘합법성’ 심사나 헌법재판소의 ‘합헌성’ 심사로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 등도
실효성 있는 감독권의 행사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서 “선거를 통하여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는 주민대표기관”이다.47) 지방의회의 구성․조직은 헌법(제118조제2
항)에 근거한 지방자치법에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
하고 사무를 통․집행하여 그 소속 직원의 지휘․감독․임면․교육․훈련․교
육․징계 등을 처리하는 집행기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직․구성은 헌법
에 근거한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는 바,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에 관한 정함에
있어서 헌법 제118조 제2항은 선거의 방법으로 선출할 것을 전제로 규정한 지방
의회 의원의 경우와는 달리, 장의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
여(헌법 제40조) 국회의 입법재량에 맡기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제117조제1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적 이익을 증진
47) 憲裁 1995.4.20. 92헌마264,279(병합) 부천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제4조 등 위헌확인,
강남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제4조 등 위헌확인 기각결정[판례집7-1 564-578] 특히
572면 “조례의 제정권자인 지방의회는 선거를 통해서 그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로 볼 때 조례제정권에 대한 지나친 제약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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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자 주민의 복리에 관한 고유사무를 자기책임 하에 처리하는 자치사무처리권,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재정고권과 조세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
치재정권,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조례․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 등의 지방자치권을 지닌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처리권에 관련하
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고유사무’와 국가의 위임에
의한 ‘위임사무’가 있는 바, 위임사무에는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인 단체위임사무와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기관위임사무가 있다.48)
지방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확보된 재원을 구체적으로 집행(지출)하는 일련의 공경제적 작용이다. 자치재정권
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경제를 자율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고권으로서(일종의
재정고권), 법률이 정한 예산 체계의 범위 안에서 수입과 지출에 관한 경영을 자
기 책임 하에 할 수 있는 권능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
정을 제정할 수 있는바(헌법 제117조제1항) 이때 제정되는 자치규정은 조례, 규
칙, 교육규칙 등이다. 이 자치입법에 관한 규정의 대상이 되는 ‘사무’는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일부의 기관위임사무 등이다.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9조에 의하
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
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하
는 것이고,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
로 자치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다만 기관위임사무에 있어서
도 그에 관한 개별 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
에는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그 개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이른
바 위임조례를 정할 수 있다.
입법권이 국회에 있다(헌법 제40조) 해도, 조례제정권 자체는 헌법이 인정하고
조례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성립하므로 고유사무에 대해서는
법령의 개별적 금지가 없는 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 법률에 의하여 통일적
으로 처리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제정할 수 없다.49) 조례제정권자인 지방의
48) 국가는 고유사무의 사후적 합법성 감독만 할 수 있지만 위임사무는 합목적성 감독도 할 수
있다. 또한 국회는 고유사무 및 단체위임사무의 국정감사는 할 수 없지만 기관위임사무에는
국정감사가 허용된다. 이를 달리 말하면, 大法院 1995.12.22. 95추32 판결(조례안재의결무효확
인)[공1996상, 589] “지방자치법 제15조 본문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
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된 이른바 단체위임사무에 한하고,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거나 상위 지
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하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이른바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
항은 조례제정의 범위 밖이라고 할 것이다.”
49) 大法院 1992.6.23. 92추17 판결(행정정보공개조례(안)재의결취소등)[공1992.8.15.(926),2287] “행
정정보공개조례안이 국가위임사무가 아닌 자치사무 등에 관한 정보만을 공개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풀이되는 이상 반드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르게 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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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는 선거를 통해서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헌법
이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는 취지로 볼 때, 조례에 대한 법률
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
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50)
단체위임사무에 관련한 조례는 법률의 위임이 있는 한 제정할 수 있는 바, 이
조례제정권에 대한 국가의 법률의 위임이 과잉이라면 헌법합치적이라 하기 어려
우므로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일반적․포괄적인 것으로 족하지만,51)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 또는 벌칙을 정할 때에는 구체적․개별적인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지방자치법 제15조).52)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사무이므로 자치 조례 제정의
대상으로부터 제외한다.53) 하지만 기관위임사무에 있어서도 그에 관한 개별 법령
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별 법령의 취지
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이른바 위임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54) 조례는 법률, 명
체가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기고유사무와 관련된 행정정보의 공개사무에 관하여 독자
적으로 규율할 수 있다. … 위 '나'항의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그 행정정보의 정의규정인 제2
조 제1호의 '집행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 등'이라 함이 집행기관(여기서는 같은
조 제2호에 의하여 청주시장 및 청주시 산하 청.소의 장을 말한다)이 지방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같은 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사무
및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 작성또는 취득한 문서 등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되고 국가사무
에 관하여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까지 포함되는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고 한 사례.”
50) 憲裁 1995.4.20. 92헌마264,279(병합) 부천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제4조 등 위헌확인,
강남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제4조등 위헌확인 기각결정[판례집7-1 564-578] 특히
572면 “조례의 제정권자인 지방의회는 선거를 통해서 그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로 볼 때 조례제정권에 대한 지나친 제약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
51) 憲裁 1995.4.20. 92헌마264,279(병합) 부천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제4조 등 위헌확인, 강
남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제4조등 위헌확인 기각결정[판례집7-1 564-578] 특히 572면.
52) 大法院 1992.6.23. 92추17 판결(행정정보공개조례(안)재의결취소등)[공1992.8.15.(926),2287] “지
방자치단체는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의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청주시의회
에서 의결한 청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행정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의 실현을 그 근본내
용으로 하면서도 이로 인한 개인의 권익침해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이를 들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라고는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제정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53) 大法院 2000.5.30. 99추85 판결(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공2000.7.15.(110), 1547] “지방자치
법시행령 제4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라 함은 고유사무인 자치사
무와 단체위임사무를 말하고 기관위임사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도시계
획법 제30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를 국가사무로서 기관위임사무인 도시공원 조성계획
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근거 법령으로 볼 수 없고, 달
리 그 위임근거가 될 만한 법령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공원 조성계획의
결정․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없다.”
54) 大法院 1995.12.22. 95추32 판결(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1996상, 589] “도지사로부터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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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의 효력보다 하위의 구속력을 지니므로 법률보다 강한 규제를 할 수 없으며 법
률의 위임이 있더라도 최소한 규제에 그친다. 과잉금지원칙은 지방의회의 조례입
법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경우에도 준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55)

3.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개정안시안의 작성 지침

‘헌법개정안시안’에서 지방자치의 제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를 놓고, 국민은 중
앙에 집권된 권력이 지역에 분산되면서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원칙
이 전국적으로 실현되기를 바란다는 점, 각 지역에 터 잡고 생활하는 주민의 현
실 생활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존중되고 행복이 추구될 수 있도록 권력구조 개
편을 원한다는 점, 국가라는 정치적 통일체 내지 생활 공동체와의 관계, 훼손될
수 없는 개인의 기본권 등의 정합관계 등의 적합성 여부 등을 살펴 중앙-지방간
관계 정립을 위한 점 등을 살폈다.
개정안시안에서는 분권의 정도에 따른 검토만을 하기로 하며 연방국가여부에
대해서는 큰 비중을 두지 않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시안 작성에 있어서는 지방자
치를 헌법의 총강 부분에 넣을 것인지, 자치행정으로 규정할 것인지의 문제를 고
려해야 하는 데, 이에 관하여서는 헌법의 기본원칙의 하나로 보면서 행정제도의
면에서도 실현될 수 있는 근거를 줄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에 대한 중앙의 광범
위한 감독권이 상존하는 현실에서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 내지 국토균형개발론 차
원을 넘은 진정한 권력 분산으로서의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그것
이다.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은 지방분권을 반
대하거나 그에 배치되는 결정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었다. 위헌 결정의 주된
이유는 지방분권보다는 지방균형발전을 명목으로 하는 중앙정부의 과잉의 규정
즉 지역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중앙정부의 하향적 지방분권의 강제라는 한계 때
문인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 대신에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법문상 도입할 것을 생각
군수에게 묘지 등의 허가권을 위임한 것은 단체위임이 아니라 기관위임이라고 보아야 할 것
이다. … 도지사로부터 묘지 등 허가사무를 위임받은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인 군이 아니라 도
의 하위 행정기관인 군수이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나 도사무위임조례에 특별히 위임받
은 기관인 시장․군수가 소속된 시․군의 조례로 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는
위임근거 규정도 없기 때문에 군의회가 그 사무를 규율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으므로, 군
의회에서 의결된 ‘묘지등설치허가시주민의견청취에관한조례안’ 제3조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본문에 위반된다.” 즉 기관위임사무라도 위임근거 규정이 있으면 그 제정의 위임이 가능하
다.
55) 憲裁 1995.4.20. 92헌마264,279(병합) 부천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제4조 등 위헌확인,
강남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제4조 등 위헌확인 기각결정[판례집7-1 564-578] 특히
5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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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다만 지방정부라는 말은 전체적 추상적으로 사용하고 구체적인 법규정상
용어로는 광역지방정부, 기초지방정부라는 말보다는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
자치단체로 부르는 것이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선호될 수 있다. 지방정부라는
말이 가지는 국가-중앙정부-지방정부의 삼각관계는 일반적으로 표시하면서도 구
체적으로 지방자치의 사무를 실현하는 주체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표현을 유지
하는 것이 기존 법체계와의 관계에서 유익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개정안시안에서
는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적인 요소를 표현하기 위하여 ‘안으로는 국민과 주민 생
활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라는 문구를 두는 것으로 하였다. 나아가 전문에 국토의
균형발전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지방분권적인 요소에 모순된다.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등의 용어는 그래서 삭제하였다. 헌법의 평등원칙의 평등은 결과의
평등이 아닌 기회의 평등을 의미하므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결과로서 요구하는 의
미가 강한 개념어를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의 분권을 강화하고 각 지방정부간의 경쟁을 가능하
게 함으로써 지방분권에 따른 전국토의 발전에도 시장경제라는 자유민주주의적인
경쟁의 의미를 가지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하여 굳이 헌법 본문 조항에 “대
한민국은 지방분권형 국가이다”라고 규정하지는 아니하였다. 해석에 따라서는 북
한의 법적 상태를 정당화시켜 주는 상황에 이를 수 있어 헌법 제3조에 배치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전문에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이라는 문언을 두는 것으로 하
였다.
다만 지방정부의 권력의 원천으로서 주민을 규정하는 것 예컨대 “모든 지방자
치단체의 권력은 주민의 의사에 기초하여야 한다” 또는 “모든 지방정부의 권력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 등의 표현은 고려해 볼 수 있다. 지방정부의 권력이 주민
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은 헌법이론상 당연하고 타당한 표현이지만, 다만 이는 ‘모
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국민주권의 하위 원리로서의 주민
주권의 표현을 나타내는 정도에 그칠 수 있으므로 실익의 점에서는, 지방정부의
권력이 항상 주민의 의사를 생각하여 이에 따르도록 하는 표현도 지방정부의 대
의정적 성격에도 합치된다고 본다.
지방자치 강화를 위하여서는 법률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조례제정권 보
장, 사무처리의 보충성 원칙과 자치책임 원칙 명시와 지방사무 열거, 법률이 정하
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지방세의 세목, 세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권, 국
가감사의 단일감사원칙, 국정참여협의체를 만들어 법률안 제출권을 통한 국정참
여를 보장하는 것 등이 있다.
조례 역시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국법체계의 일환을 이루지만 지방자치단체가
헌법상 보장된 자치권에 근거해서 제정하고 그 구역 내에서의 시행을 목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지방의회에 의하여 제정된다는 점에서 국가의 입법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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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정립되는 국법과는 구별되는 독자적 법체계를 형성한다는 점이 지적되
나, 국가의 법체계 안에서 강한 ‘신축성’이 있다는 정도를 생각하는 개정안시안
을 생각하였다. 즉 헌법의 권력분립 원칙 내지 헌법 제40조의 입법권을 생각하
면서 현행 헌법 제117조의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정이 행정부에 의한 조례 제
약을 사전·사후적으로 가능하게 하여 지방자치의 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
음도 고려하였다.
또한 예를 들어 “지방정부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위반하지 않는 범

위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지방정부가 그 소관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
민의 기본권 제한이나 의무부과, 벌칙을 정하는 조례는 법률에 의한 위임을 요하
지 아니한다.”의 경우 비록 지방정부의 소관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라는 한정이 있
기는 하지만 주민 역시 기본적으로는 그 신분이 국민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점
에서는 위의 규정이 요구되기는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기본권제한의 법률
유보 원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입법권의 대의정을 기
초로 하는 한 국가의 입법부 및 입법권의 존재를 무시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하여 “법률이 정하는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정부와 관련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는 규정은 동의하기 어려웠다.
지방재정의 보장에 관하여서도 “지방정부는 법률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 기타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동의할 수 있으나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그 사무를 적
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의 규정은 동의하기
어렵다. 경쟁력 있는 지방정부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 역시 경쟁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의 권리구제권에 관하여서도 “지방정부는 자치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는 동의한다.
감사원의 감사는 중앙정부에 한정하고 지방정부에 대한 감사는 별도로 정한 기관
이 하도록 하는 것이 감사의 종합성, 지방자치의 취지 등에 부합한다. 이는 ‘단일
감사의 원칙’에 따라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위법한 활동에 대하여 법률이 정
하는 범위 안에서 감사를 할 수 있다. 중앙정부의 감사는 중복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는 정도가 적절한 것으로 본다.
‘헌법개정안시안’에서는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서 아래와 같이 현행헌법보다 상
세한 지방자체 관련 규정을 두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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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전문

현행헌법

헌법개정안시안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
민은 …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
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
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
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
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
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
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
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
상을 기하고 …

조문

유구한 역사와 함께 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
국민주권의 원칙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그리고
자유로운 시장경제의 원칙을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법앞의 평등을
보장하고 법률 및 법에 의거한 자유와 권리에 따
르는 책임과 의무를 자각하면서, 안으로는 국민과
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 …

현행헌법

헌법개정안시안
(조문통합수정)제7조

①지방정부는

지방자치의

본지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 자기책임
으로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
②지방정부에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장을 둔
다. 지방의회는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거로 선출한 지방의회의원으로 구성하며, 법률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 지방정부의 장의 선임방법과 권한 기타 지방자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대해서는 법률과 조례로 정

할 수 있다.
제1장
총강
제7조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①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한다.
③지방정부는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 기타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②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중
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 앙정부는 지방정부가 그 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한다.
정한다.

④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위법한 활동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위임사무의 감사를
지방정부의 감사와 중복되지 않게 할 수 있다.
⑤지방정부는 자치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⑥주민은 법률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
방정부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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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권력의 구성․조직․행사 및 선거, 정당, 공직 관련 규정을 정서한
헌법개정안시안
1. 권력구성원리인 대의정 원칙을 강화하고 국민투표 규정을 일부 삭제하였다

헌법개정안시안에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적 실현 형태인 대의정을 강
화하여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와 지방의회의 지위를 증진시키고자, 대의정을 보완
하는 직접민주주의 제도인 국민투표 규정 중 국가중요정책국민투표는 삭제하였다.
국민투표는 국민표결(Referendum), 신임투표(Plebiscite), 국민소환(Recall), 국민
발안(Initiative), 국민거부(Veto) 등이 있다. 협의의 국민투표인 국민표결 내지 신
임투표는 국민이 직접 국가의사를 결정하거나 그 결정의 결과를 통하여 공직자의
신임을 묻는 제도다. 국민발안은 국민이 직접 제안한 헌법․법률․정책 등의 국
정사항을 국민(투표인단)이 가결하여 국가의사로 결정하는 제도다.56) 국민이 제안
하고 국민이 의결한다는 점에서 직접민주주의에 가장 근사한 제도일 수 있지만,
대표자를 국가의사 결정과정에서 제외하는 결과 그만큼 대의정을 왜곡시킬 가능
성이 큰 제도일 수 있다. 국민소환은 대표자의 임기만료 전에 국민이 그를 강제
적으로 해직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대의정 훼손의 우려가 있다.57) 국민거부는
국회가 의결한 법률을 사후에 국민이 직접 무효화 할 수 있는 제도다. 대의정의
핵심인 의회주의 및 헌법재판 제도를 인정하는 현행 헌법질서에서는 타당한 국민
투표로서 인정하기 어렵다.58)
헌법제정국민투표는 국민이 정치적 통일체의 종류․양태를 시원적으로 정하기
위한 국민투표다. 즉 헌법을 제정하는 국민투표다. 헌법을 갖지 못한 신생 독립국
가나 헌법이 있더라도 혁명 후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국민이 시원적 헌
법제정권력의 행사로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려 할 때 행사하는 국민투표다. 한국
의 경우, 이 헌법제정국민투표는 아직 한 차례도 경험한 바 없다. 대한민국의
1948년헌법 즉 ‘제헌헌법’은 국민투표를 거치지 아니 하고 미군정기인 1948년의
5․10총선으로 구성된 제헌의회가 제정(7.12.) 하여 공포․시행한(7.17.) 헌법이다.

56) 한국헌법사에서 국민발안은 민의원의원(또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50만인 이상의 찬성으로써
행하는 헌법개정안 제안권이 있었다(제2차개정헌법 제98조제1항, 제2공화국헌법 제98조제1항,
제3공화국헌법 제119조제1항). 하지만 제7차개정헌법인 제4공화국헌법에서부터 삭제되어(제
124조제1항 참조)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
57) 국민소환은 자유위임을 본질로 하는 대의정의 원칙을 갖는 한국헌법 제45조 및 제46조 하에
서 자유위임의 본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법률에서 그 구체적 형태를 정할 수는 있다.
58) 국민거부는 입법권의 귀납적 무효를 인정하지 않는 헌법 제40조의 “입법권의 국회귀속”의 원
칙에 합치되지 아니 하여, 한국헌법의 제도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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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국민투표는 기존 헌법의 존재를 전제로 헌법개정권력의 행사로써 이루
어지는 헌법의 일부개정 내지 전부개정을 위한(제도적 헌법제정권력의 행사로 이
루어진다) 국민투표다. 헌법개정국민투표는 제5차개정헌법 즉 제3공화국헌법에서
처음으로 헌법규정으로 조문화된 이후,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존재하는 헌법제
도다. 지금까지 여섯 차례 행하여진 국민투표 중 헌법개정국민투표가 다섯 번이
며 나머지 한 번이 정책국민투표다. 헌법개정국민투표가 처음으로 시행된 것은,
헌법개정국민투표의 규정이 없었던 제2공화국헌법 하에서 5․16 군사정부가 제정
한 법률(국민투표법)에 의하여 제5차개정헌법에 표결을 행하여 제정한 제3공화국
헌법을 시초로, 지금까지 다섯 차례 있었다.
정책국민투표는 국가의 정책 등을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 국민투표다. 그 대상
은 특히 입법권과 행정권의 행사 대상인 법률 내지 정책이 된다. 정책국민투표는
원칙적으로 대표자가 행사하는 행정권 등의 국가권력을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 국
민투표인 점에서 그 국민투표를 제안한 자에 대한 신임투표(plebiscite)로서의 성
격을 강하게 지닌다. 국민투표를 제안한 자에 의하여 선동된 민중에 의하여 대의
제 민주주의가 포풀리즘적 선동주의로 위기에 처할 가능성도 크다. 정책국민투표
는 제2차개정헌법 제7조의2에서 최초로 규정한 후, 제3공화국헌법에서 삭제하였
지만 제4공화국헌법에서 다시 규정된 이후 제5공화국헌법을 거쳐 현행헌법(제72
조)에까지 이어 온 한국헌법사의 특징적 제도다. 정책국민투표는 단 한번 있었다.
‘박정희대통령과 유신헌법’에 대한 국민투표가 그것이다.
‘헌법개정안시안’에서는 이를 삭제하였다. 또한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제안 발의
권도 삭제하였다.

조문

현행헌법

헌법개정안시안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삭제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85조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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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7장
헌법개정
제89조

현행헌법
헌법개정안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
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조문통합수정)제89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
의원 3분의1이상의 발의로 제안된다.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
③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이상의
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 ④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
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 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어야 한다.
⑤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이내에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 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⑥헌법개정안이 제5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야 한다.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2. 권력형성원리인 정당, 정치자금, 선거 관련 규정을 정리하였다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기 위한 민주적 목적을 지니고 조직되
어 활동을 행하는 단체다(현행 헌법 제8조제2항 참조). 정당은 헌법에 규정됨으로
써 헌법질서로서 인식되어 일정한 권력성을 인정받는 단체다. 제헌헌법은 정당조
항을 두지 않고 이를 결사조항에서 규정하였다(제13조). 1960년 제2공화국헌법(제
3차개정헌법)은 처음으로 정당 규정을 두어 헌법적 편입을 하였다(제13조제2항).
1962년 제3공화국헌법(제5차개정헌법)에서 복수정당제도의 보장은 물론(제7조) 대
통령․국회의원의 무소속입후보 불허(제64조제3항, 제36조제3항), 국회의원 탈당
이나 소속정당의 자진해산시 의원직상실 등으로(제38조) 정당기속성을 강화하였
다. 이 규정들은 제7조를 제외하고는 1972년 제4공화국헌법에서(제7차개정헌법 소
위 유신헌법) 삭제된 이래 1980년 제5공화국헌법과 현행헌법에까지 이어졌다.
정당의 심판해산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수렴하고 국가와 사회의 중개자이며

- 39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확립을 위한 헌법 개정 방향

민주적
기본질서의 형성자로서의 정당을 정부의 제소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근거하여 그 결정으로서 하는 해산이다(헌법 제8조제4항).59) 헌법은 정당의 해산
을 민주적 기본질서의 본질을 이루는 정치과정의 개방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이해하여 오로지 제8조 제4항의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이를 인정한다. 각 근거법
률 등에 의한 처분으로 해산할 수 있는 일반결사에 비하여 정당에게 우월적 지위
를 부여하는 정당특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그의 위헌성을 확인한
경우에만 정당은 정치생활의 영역으로부터 축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판해산은
정당에 대한 특권부여로서의 성격이 있는 헌법의 예방적 수호로서 방어적 민주주
의를 구현하는 제도다.
현행 헌법상 정부는 국무회의의 (필요적)심의를 거쳐(헌법 제89조제14호) 헌법
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제소하는바(헌법 제8조제4항), 헌법재판소는 9인의 헌법
재판소 재판관 중 6인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정으로 정당을 해산한다(헌법 제113
조제1항).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의 효력발생시점은 해산결정의 선고시점이다. 즉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 의하여 즉시 해산의 효과가 발생한다. 그런 점
에서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은 ‘창설적’ 효력을 지닌다. 따라서 해산결정에 따라
서 행해지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산정당 등록의 말소 및 그 뜻의 지체 없는
공고(정당법 제40조)는 선언적․확인적 효력을 지닌다. 정당의 심판해산이 있은
후 당해정당은 소멸되며, 그에 이어지는 후속절차가 없어도 해산정당의 강령․기
본정책과 동일․유사한 대체정당의 창당금지(법 제42조), 잔여재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국고귀속(법 제41조제3항) 등이 행해진다.
현행 헌법상 정치자금은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는 헌법 제8조제3항후단) 및
‘선거에 관한 경비’이며(“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는 헌법 제116조제2항), 선거비용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기타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정치자금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당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하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을 포함한다)가 부담하는 비용이
다.
‘헌법개정안시안’에서는 정당 조항의 일부를 수정하고 특히 정당의 심판해산 요
건에 국회의 관여를 인정하였다.
59) 위헌정당해산제도는 제2공화국헌법에서 최초로 도입된 정당조항(제13조제2항)과 함께 현재까
지 규정되어 왔으나 심판기관과 관련하여 변천되었다. 심판해산요건으로서 그 목적이나 활동
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이라는 요건은 1960년 제2공화국헌법에서 규정되어 현
행헌법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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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1장
총강
제9조

현행헌법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
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
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
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
조할 수 있다. (삭제)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
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
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헌법개정안시안
제9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의

목적․조직․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
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
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 또는 국회 재적 의원
4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
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선거는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하는 행위 즉 공직대표자 선출이라는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공법적 법률행위이다. 국민은 국민주권주의와 선거권에 기초하는 대표
자선출의 방식인 선거원칙 즉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등으로 이를 행한다
(헌법 제41조제1항). 이 선거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 즉 ‘사람’을 선택하는 행위
를 통한 대의정의 실현 양식이며 동시에 대의제 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통치구조
내지 통치의 정당성을 담보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한다.60)
선거권은 국민 개개인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이다. 즉 대표
자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다. 이는 기본권으로서 헌법상 보장되고 있다(헌법 제24
조). 기본권으로서의 선거권은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기재(器材)로서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 개개인의 주관적 공권인 동시에 국가권력의 형성에 국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객관적 법질서의 요소가 된다.
선거권의 보유 및 행사에 관련한 선거원칙에는 선거권능력의 보편성을 인정하
는 보통선거의 원칙, 선거권행사에 관련한 평등․직접․비밀선거의 원칙 그리고
자유선거의 원칙이 있다. 보통선거의 원칙에 의하여 선거권향유능력과 선거권행
사능력 그리고 선거권행사조건이 갖추어지며, 이를 전제로 하는 선거권행사의 방
식 즉 투표의 방법이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등의 원칙이다(헌법 제41조제
1항, 제67조제1항).
대표제도는 대표자선출단위인 선거구에서의 국민의 대표자선출(즉 당선인확정)
방식이다. 국민주권주의에 기초하는 민주주의 헌법원리 및 법치주의에 적합하여
야 한다. 대표제도는 민주주의의 내용으로서의 다수결주의에 따른 ‘다수대표제’를

60) 憲裁 1989.9.8. 88헌가6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 제34조의 위헌심판 헌법불합치결정[판례집1
199-273] 특히 208면 “근대 입헌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선거는 국민이 직접적으로 자기들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며 간접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의사표시를 하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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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으로 하면서 동시에 소수보호를 위한 민주주의 원리인 소수대표제로써 보완
한다.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헌법 제41
조제3항). 총선거, 보궐선거, 재선거, 선거연기 등 선거에 관한 제도의 선택은 법
률로 정하는 등 국회의 입법형성권에 속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및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통한 국민의 적정한 주권
행사로 의회와 정부를 구성하도록 설치․구성된 헌법상의 합의제기관이다. 현행
헌법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가 선출하는 3인, 대법
원장이 지명하는 3인 등 임기와 신분을 보장받는 위원들로 구성되어(위원장은 위
원중에서 호선한다),61) 입법․사법․행정으로부터 정치적 중립성과 기능적 독립성
을 보장받는 합의제의 필수적 헌법기관이다(헌법 제7장 제114조~제116조). 중앙선
거관리위원회는 독립적 헌법기관으로서 선거에 관련한 일반적 집행업무와 구별되
는 선거, 국민투표, 정당활동 등의 업무를 행함으로써, 선거로 선출된 국가기관
등의 권한을 견제하는 기능적 권력통제의 기능을 갖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영제에 따른 선거운동관리와 선거경비국고부담 원칙
(헌법 제116조)을 실현하기 위하여, 헌법과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와 국
민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고(제114조제1항), 선거계도 및 관계행정기관에 필요
한 지시를 행한다. 또한 헌법과 정당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라 정당사무를
처리하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따라 정치자금의 기탁과 배분, 국고보조배분지급
등의 업무를 행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 국민투표관
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
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동조제6항) 등
의 ‘준입법권’을 지닌다.
‘헌법개정안시안’에서는 선거에 관 규정들을 총강에서 한 조항으로 정리하였다.
그리하여 현행헌법 제7장에 규정된 선거관리는 총강 부분으로 이전하였다.

조문
제1장
총강
제10조

현행헌법

헌법개정안시안

제114조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조문통합수정)제10조 ①선거와 국민투표 및 그
에 관한 운동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그에 관한 경비
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
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

6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공화국헌법(1960.6.15.)에서 헌법기관으로 되었고 제4공화국헌법
(1972.11.24) 이후 국민투표관리도 맡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2공화국헌법 제3장 국회, 제4
장 대통령, 제5장 정부, 제6장 중앙선거위원회, 제7장 법원, 제8장 헌법재판소를 규정한다.
1962.12.26 개정 제3공화국헌법 제3장 통치기구 제1절 국회, 제2절 정부, 제3절 법원, 제4절
선거관리를 규정한다. 1972.12.27 개정 제4공화국헌법에서는 ‘통치기구’를 삭제하고 제4장 대
통령, 제5장 정부, 제6장 국회, 제7장 법원, 제8장 헌법위원회, 제9장에서 ‘선거관리’로 규정
한다. 1987.10.29 개정 현행헌법에서는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
소, 제7장 선거관리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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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②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둔다.
④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2
할 수 없다.
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2인, 헌법재판소의 장이
⑤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
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 지명하는 2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2인, 법률이
다.
정하는 지방정부가 추천하는 2인의 위원으로 구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
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의
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
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④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수 없다.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
⑦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15조 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 있다.
제116조 ①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
⑥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
⑦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행정
담시킬 수 없다.
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위의 지시
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조문

현행헌법

제2장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국 민 의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권 리 와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무 제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28조

헌법개정안시안
(조문통합수정)제2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3. 권력행사원리인 국가기관, 공무원, 공직제도 규정을 정리하였다
국가기관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유효한 능력, 자격, 활동의 권한을
지니면서 국가의사를 현실적으로 표시하는 법주체성을 지닌 행위주체다(헌법 제96
조). 국가기관은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대국가적 관계에서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만 ‘권한’ 주체성 내지 ‘법’ 주체성을 갖는 행위주체다. 법주체성을 지닌 행위주체인
점에서, 국가기관은 전권한성(全權限性)을 지니는 의사주체인 국가와 다르다.
공무원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국민에 의하여 선출 또는 임용되어 국가나 공
공단체와 공법상의 근무관계를 맺고 공공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담당자이
다.62) 이 공무원은 헌법상 대의민주주의의 대의정을 전제로 활동하는 국가기관이
62) 憲裁 1992.4.28. 90헌바27내지34, 36내지42, 44내지46, 92헌바15(병합)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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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국가기관 구성원으로서의 의의를 지닌다. 이들 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제도의 헌법상 의의는 ‘국가기관’으로서의 공무원이 그의 궁극적 임용주체인 국민
전체(주권 보유자인 국민을 전제로 하는 주권 행사자로서의 국민 즉 특별한 선임
행위 없이 구성되는 만20세 이상의 선거권자 총체로서의 선거인단․투표인단인
국민)에 봉사하기 위하여 직무수행상의 공익성(공공성․공정성․성실성 및 중립
성 등)을 요구받는 특별근무관계에 있으면서 지니는 의의 및 ‘국가기관구성원’인
공무원이 국가에 대해서는 직무상 권한과 책무를 지지만 기본적으로는 고용계약
에 의한 노무의 대가로 생활하며 선량한 주의의무를 지는 근로자라는 점에 있다.
공직제도는 공무원이 ‘직무성적’(Merit)에 ‘의해서’ 생활수요로서의 ‘공직’(Beruf,
Office)을 보장받으면서(헌법 제7조제2항) 공익실현에 전념함으로써, 최종적 임면
권자인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동조제1항 참조) 및 헌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헌
법 제7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단서 참조)63) 헌법제도다. 공직제도에 따라, 공무원
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헌법 제7조제1항전단) 그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
을 보장받고(동조제2항), 정권교체에 따른 신분의 불안정성을 배제하여 당파나 계
급 등 부분이익의 대표자가 아닌 전국민대표자로서 기능할 수 있게 된다. 그때
공무원은 관료적 공리(公吏)가 아니라, 민주주의적 정당성에 따른 권력의 행사 및
전문성, 능률성이 있는 직무를 수행하여64) 국민에 봉사하는 공직자가 된다.
직업공무원제도는 ‘능력과 성적’(Merit)에 따른 ‘직분’(Beruf)을 지니는 공무원이
국가의 정책을 형성․집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보장이다. 이로써 ‘전문관료조
직’(Civil Service)이 국민주권원리에 근거하는 민주적이고 법치주의적인 공직제도
로 형성된다. 직업공무원제도는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이 행정직무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합치하는 제도적 권력인 국가권력을 형성하여
민주주의 헌정제도의 기초인 대의정 및 국민 기본권의 보장 기능을 지닌다.
‘헌법개정안시안’은 이 부분들을 조문으로 재정리하였다.

대한 헌법소원 합헌결정[판례집4 255-276] 특히 264면.
63) 국민전체에 대한 공무원의 책임은 Weimar헌법이 최초로 선언하였다.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헌법적 책임으로 인하여 국가기관의 동의를 요하는 고위공직자는 국민파면제에 유사한 기능
을 지니는 탄핵의 대상이 되며(헌법 제65조) 그 임명에 있어서 인사청문회를 요구한다.
64) 憲裁 1993.9.27. 92헌바21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에 대한 헌법소원
합헌결정[판례집5-2 267-283] 특히 275면 “국민주권주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양대 지주
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헌법이념상 공무원은 과거와 같이 집권자에의 충성관계나 관료적
인 공리(公吏)로서가 아니라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을 본래의 사명으로 하
고 전문적 기술적 행정을 담당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라는 의미에서 공무원 제도는
민주성과 중립성, 전문성, 능률성을 가진 직업공무원임을 특질로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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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1장
총강
제8조

현행헌법

헌법개정안시안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제8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성실하게 공직을 수행하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
진다.
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
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보장된다.

조문

현행헌법

헌법개정안시안

제2장
국민의 권
리와 의무
제28조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조문통합수정)제2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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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국민의 기본권을 체계적으로 정서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헌법개정안시안
1. 기본권으로서의 국민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1) 국민의 권리의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명문화하였다.

기본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헌법상 권리로서 국가를 구속할 수 있
는 힘을 지니는 주관적 공권(公權)이다. 즉 국민개개인(개인)이65)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작위 또는 부작위)를 청구할 수 있는 주관적(개인적)인 헌법상 권리
가 기본권이다. 주관적(개인적) 공권으로서의 기본권은 국가로부터의 자유로운 영
역으로서의 전국가적 천부인권의 향유를 선언하고 제도화 한 자연법적 인권 관념
에서 나왔다. 기본권의 사회․정치․경제적 기반은 시민의 ‘인권’인 ‘자연적’ 자유
(인간이기에 가지는 생래적 자연권)와 코몬로(common law, 보통법)에서 말하는
‘일반인의 합리성’(the reasonableness of an ordinary man)에 기초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지닌 공동체에 있다.
기본권은 공동체의 법과 질서에 의하여 실현가능한 ‘법적’ 자유 내지 ‘공적’ 자
유인 점에서, ‘법치주의’와의 관련성 즉 법치국가적 법률에 의하여 실현되고 법률
에 의해서만 제한되며(헌법 제37조제2항전단) 그 자유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되지
않는 불가침성(동조항후단) 등을 기능적 속성으로 지니는 권리장전이 된다. 개인
의 주관적 관점을 초월한 공동체의 객관적(즉 전체적) 수준에서 타당한 것으로
여겨지는 법질서를 형성한다. 이는 국가의 권력의 성립과 존속의 정당성의 근거
로 기능한다.
즉 국가권력의 형성과 국가 창설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규범질서가 기본권이
다. 그러므로 모든 국가작용은 비록 그것이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법질서로서의
기본권적 가치에 구속된다.66) 기본권을 객관적 법이라 할 때의 법은 정법(Recht)
65) 기본권 주체인 ‘개인’은 ‘국민개개인’의 의미다. 憲裁 2000.8.31. 97헌가12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각하․헌법불합치결정[판례집12-2 167-189] 특히 179면 “헌법 제2장은 ‘국민
의 권리와 의무’라는 제목을 붙이고 각 조항에서 ‘국민’이 기본권의 주체임을 명시하고”, 제10
조 제2문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
다” 하여 국민개개인이 기본권 주체임을 밝힌다.
66) 憲裁 1996.2.29. 93헌마186 긴급재정명령 등 위헌확인 각하결정[판례집8-1 111-125] 특히
115-116면 “이른바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수호와 국민의 기
본권 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국가기관이므로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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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법다운 법이고, 이는 헌법원리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등의 질서를 형성하
고67) 그 구성요소로서 기능한다. 이로써 기본권은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정
서(整序)하여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보장하는 등으로 법적 평화를 가져온다.
권리로서의 기본권은 법질서로서의 기본권과 함께 기능적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다. 객관적 법질서로서의 기본권은 민주주의 정치질서를 실현하지만, 이 질서의
형성은 주관적 권리로서의 기본권이 구체적․현실적으로 보장될 때 가능한 것이
기 때문이다. 이 권리로서의 기본권 즉 개인의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기본권은 법
질서로서의 기본권 즉 공동체 구성요소로 기능하면서 헌법원리를 실현하는 객관
적 성격의 기본권과 함께, 개인의 권익 구제의 근거가 됨은 물론 모든 국가권력
즉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등의 정당성의 근거 내지 형성지침으로서 기능한다.
현행 헌법 제10조 제2문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
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함은 이를 뜻하는 것이다.
헌법개정시안은 이런 점들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기본권 조항에 있어서 일반론
적 내용을 한 곳에 정리하여 해석의 어려움을 주었던 부분을 명확히 하여 헌법재
판에 의한 국민의 권익 구제에 지침을 주었다.

조문

현행헌법

헌법개정안시안
(조문통합수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개인의 불
가침적 권리인 동시에 공동체의 법질서인 기

제10조2문 …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
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제2장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국 민 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권 리 와 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
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의무
제11조 침해할 수 없다.
제21조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삭제하면서 변용 이전)

본권을 향유하며, 국가는 이를 확인하고 보장
할 의무를 진다.
②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③국민의 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
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
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④국민의 기본권 행사가 타인의 명예나 권
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면서
행사할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제한된다.

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
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법률의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마땅히 헌법에 기속되어야 할 것이다.”
67) 예컨대 교육을 받을 권리라고 하는 기본권은 “문화국가의 촉진과 민주주의의 토착화에 이바
지하고 사회국가 내지 복지국가의 이념을 실현하는 것이다(憲裁 1994.2.24. 93헌마192 교육법
제96조 제1항 위헌확인 기각결정[판례집6-1 17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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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의 권리의 분류는 일반적 기본권과 자유권 그리고 사회권을 기본으로
조문화 하였다

기본권은 개방성을 갖는다. 기본권의 종류는 실정헌법에 열거된 범위에 한정되
지 아니하고 시대와 장소를 달리 하면서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 기본권은 헌
법에 규정되기 전이라도 인간이기에 생래적으로 귀속되는 ‘인권’ 즉 천부의 자연
권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현행 헌법 제37조 제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함은 헌법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인권’이라도 헌법상 권리로서의 기본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 헌법 제37
조 제1항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의 경시되지 아니함, 그리고 헌법 제10
조 제1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 등의 규정에 의하여,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열거되지 아니 한 ‘불문기본권’이라도 이를 ‘성문기본권’화 하여 국민의
권리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자유와 권리를 중심으로 기본권을 분류하면 입헌
주의를 실현하는 기본권인 ‘일반적’ 기본권(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
권)을 정점으로, 국가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보장하는 ‘자유권적’
기본권(인신적 자유권, 정신적 자유권, 정신표현적 자유권, 사생활적 자유권, 사회
경제적 자유권), 국가권력에 대하여 개인적 급부를 제공하여야 할 책무를 부담케
하는 ‘사회적’ 기본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기본권, 노동기본권으로서의
근로의 권리와 근로3권, 환경권, 가족․보건기본권), 국가에 대한 개인의 ‘국무청
구’를 위한 기본권으로서의 참정권적 기본권(선거권, 공무담임권, 국민투표권) 및
청구권적 기본권(청원권, 재판을 받을 권리 즉 재판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손실
보상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본권 중 특히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은 국가권력의 존재 근거 내
지 이유가 되며, 평등권은 국가권력의 행사 원칙이고, 자유권적 기본권은 국가권
력의 한계로 기능함에 대하여 사회적 기본권은 국가권력의 내용을 이루며, 청구
권적 기본권은 국가권력의 보호로서 작용하고, 국무청구권은 국가권력을 형성하
는 등의 기능적 관계를 지닌다.
자유권적 기본권은 국민 개개인의 자유를 국가권력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하여
향유하는 소극적․부작위적 성격의 인권이며, 사회적 기본권은 사회․경제적 약
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사회국가적 급부와 배려를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적극적․작위적 성격의 권리다. 즉 자유권적 기본권은 국민 개개인이 국가(국가
권력)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천부인권적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소극적 방어권으로서의 헌법상 권리다. 이는 ‘인간’의 대국가적 부작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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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내지 침해배제청구권 등의 방어권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대국가
적 작위청구권 등의 형성권을 내용으로 하는 적극적 성격의 권리인 사회적 기본
권과 차이가 있다.
자유권적 기본권이 전제로 하는 시민적 법치국가에서의 정의는 등가교환의 윤
리에 입각한 교환적 정의 내지 시민법적 정의임에 대하여, 사회적 기본권이 전제
로 하는 사회적 법치국가에서의 정의는 사회적 정의이며 그것은 시민사회의 시장
적 법구조의 이상형의 보완․수정을 위한 자유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자유권적 기본권은 천부인권의 주체로서의 인간의 권리 내지 자유를 국가의 자의
적인 권력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주관적 공권인 동시에 공동체의 객관적 질서의
요소로서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의 헌법질서를 형성하는 법질서로서의 성격도 가
지는 권리다.
헌법상 주관적 공권 내지 소극적 방어권으로서의 자유권적 기본권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등의 모든 국가권력을 구속하여 개인의 권익 구제의 근거로 기능
한다.1) 또한 공동체 질서의 구성요소로 기능하면서 헌법원리를 실현하는 객관법
적 성격을 지닌 ‘법’으로서의 자유권적 기본권은 국가법질서를 형성하는 지침으로
서 기능한다(현행헌법 제10조제2문 참조).2) 자유권적 기본권이 지니는 이 권리로
서의 성격과 법으로서의 성격은 기능적으로 상호 보완하면서 사법 일반조항을 통
하여 사인간에도 그 효력 즉 구속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자유권적 기본권은 인신, 정신, 정신표현, 사생활, 사회경제 등의 자유권으로 분
류할 수 있다. ‘인신의 자유권’은 인신의 안전 및 자율성의 자유를 보호하는 기본
권으로서 특히 신체의 자유를 기본으로 한다. 인신의 자유는 법치주의 헌법원리
에 가장 밀접한 기본권으로서 특히 법치주의의 기초를 이루는 적법절차의 내용인
절차적 합법성과 실체적 정당성을 구성요소로 한다. ‘정신의 자유권’은 사람의 내
면적 정신인 양심, 종교, 학문, 예술의 자유 등 자유권을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정신표현의 자유권’은 인격 내지 정신의 표현을 보장하는 언론․출판, 집회, 결사
의 자유 등으로 이루어지는 기본권이다. ‘사생활의 자유권’은 인격적 존재자인 인
간의 사적 영역의 안전 및 그 자율적 결정권을 지키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내용으로 하는 기본권으로서 주거의 자유, 통신의 비밀 등의 자유권을 포함한다.
1) 자유권적 기본권은 개인으로서의 국민의 국가에 대한 권리 즉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성격을 지
닌다. 국민의 국가에 대한 권리라 하더라도 그 권리로서의 성격과 내용은 자연권성을 지니면
서 처음부터 한정되지 아니 하는 범주를 가지며, 공동체에서 현실적으로 보장되는 법적 자유
즉 공적 자유가 된다. 그 점에서,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국가적 제한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
며”(현행헌법 제37조제2항전단) 그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동조항후단).
2) 자유권적 기본권은 공동체의 질서를 형성하고 또한 그 형성된 질서의 구성요소로 기능하면서
헌법원리를 실현하는 ‘객관적 법질서’의 성격을 갖는다. 객관적 법질서로서의 자유권적 기본권
은 그것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구성요소로 기능하면서 모든 개별 기본권의 원천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권적 기본권의 원천적 조항인 행복추구권 등을 그 핵심적 공통 내용으로 가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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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의 자유권’은 재산권 보장,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의 자유
권으로 이루어지는 기본권이다.
‘인신적’ 자유권은 인신의 안전의 자유를 보호하는 기본권으로서 신체의 자유라
는 자유권을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절차적 정당성 즉 적법절차의 준수를 본질적
요소로 하는 등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에 가장 밀접한 기본권이 인신적 자
유권이다. ‘정신적’ 자유권은 사람의 내면적 정신인 양심, 종교, 학문, 예술의 자유
등 자유권을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정신표현적’ 자유권은 정신의 표현을 보장하
는 언론․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으로 이루어지는 기본권이다. ‘사생활적’ 자유
권은 정신적 존재로서의 사람의 사적 영역의 안전을 지키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
유, 주거의 자유, 통신의 비밀 등 자유권으로 이루어지는 기본권이다. ‘사회경제적’
자유권은 재산권 보장,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으로 이루어지는 기
본권이다.

조문

현행헌법

헌법개정안시안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 ②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
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 ③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 절차에 따라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
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 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
수 있다.
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
와 장기 3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
제2장
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
국 민 의 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하며,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권 리 와 수 있다.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그 적부의 심사를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때 체포 또는 구속을
의무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
제13조
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
와 일시· 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
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 ⑤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
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
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
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
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
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
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⑥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구속의 부당
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
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
할 수 없다.
⑦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
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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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5조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

무

제16조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7조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
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
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
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
할 수 없다.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
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
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은 법률로 정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
진다.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
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15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
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신문의 기능과 정보․통신․방송의 자유는 보장
된다.
(조문통합수정)제16조 ①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
다.

제17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대학의 자율성은 보장되며, 저작자· 발명가· 과학
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8조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
(조문통합수정)제18조 모든 국민은 직업 및 거주· 이
유를 가진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 전의 자유를 가진다.
를 가진다.

제2장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

국 민 의 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권 리 와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
의

무 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제19조 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가지며 그 안온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는 불가침이며,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
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장
국 민 의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 제20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자유를 가지며 그 비밀을
권리와
침해받지 아니한다.
의 무 해받지 아니한다.
제20조
제2장
국 민 의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제21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자유를 가지며 그 비밀
권리와
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의 무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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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본권은 사회경제적 약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사회국가적 급부
와 배려를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적극적․작위적 성격의 권리다. 국민으로 하여
금 국가의 사회 관여의 헌법적 책무를 청구할 수 있는 헌법적 힘을 권리의 본질
로 하는 기본권이 사회적 기본권이다. 사회적 기본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생존권)를 기본으로 하는 교육기본권, 노동기본권(근로의 권리, 근로3권), 환경권,
가족․보건기본권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 기본권들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는, 이
미 제정되어 있는 상당수의 사회․경제적 법률들의 체계적인 선행적 연구 및 정
리가 국민의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을 합리적으로 담보한다.
사회적 기본권에 사학의 자유, 소비자기본권 등 새로운 기본권 등을 추가하였
다. 교육기본권 등에 대해서는 그 문언과 규정 내용 등을 정리하였다. 가족생활기
본권도 국민이 그 주체가 되는 기본적 권리임을 분명히 하였다. 환경권의 경우에
도 같다.

조문

현행헌법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
할 의무를 진다.
제2장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
국 민 의 여 노력하여야 한다.(삭제)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권 리 와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삭제)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의무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삭제)
제22조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삭제)
제36조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
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
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
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
제2장
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
국 민 의 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권 리 와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의무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제23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
다.
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
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2장

(조문통합수정)제22조 ①모든 국민은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한다.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전체수정)제23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②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
도록 법률로 정한다.
③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
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
라 법률로 정한다.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

제24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

국 민 의 체행동권을 가진다.
권 리 와

헌법개정안시안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

의무

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

제24조

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

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
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이 인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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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

아니할 수 있다.

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균등하 (전체수정)제25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
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
게 할 의무를 진다.
제2장
국 민 의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
권 리 와
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
의무
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25조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삭제)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
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
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사

립학교의 설립과 운영 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며 기타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
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③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초등교
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
으며, 의무교육은 무상이다.

제2장

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
국 민 의 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
권 리 와 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의무 제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
여야 한다.
26조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
제2장
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
국 민 의 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
권 리 와 률로 정한다.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
의무
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
제27조 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체수정)제26조 모든 국민은 혼인과 가족생활
을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
유지할 권리를 가지며, 모성은 보호된다.

(전체수정)제27조 모든 국민의 환경권은 보장된
다.

기타 참정권과 청구권적 기본권의 문언 등을 정리하였고, 국가배상청구권의 예
외 사유를 배제함으로써 유신헌법의 흔적을 깨끗이 하였다.

조문

현행헌법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제2장
국 민 의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권리와 의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무 제29조 진다.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
제2장
국 민 의
권 리 와
의무
제30조

헌법개정안시안
(전체수정)제29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제30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
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
리를 가진다.

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

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

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

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
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
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
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유죄의 판
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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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2장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국 민 의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
권 리 와 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
의무 제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
상을 청구할 수 있다.
31조
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
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
제2장
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국 민 의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권 리 와 ②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
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의무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
제32조 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
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
구할 수 없다.((삭제)
제2장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국 민 의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권 리 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
의무 제
을 수 있다.
33조

제31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
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
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체수정)제32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33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3) 국민의 권리의 국가적 보장과 그 제한의 한계 등을 명문으로 조문화하였다

‘헌법개정시안’에서는 기본권제한에 관한 아래의 내용들을 명문으로 인정하였다.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 금지라는 소극적 기능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타인의 침해”로부터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는 현행 헌법
제10조 제2문(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
무를 진다),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그 제한은 억제될수록 헌법의 기본정신에 합치
하며,3) 법치주의의 기능인 신뢰보호 및 예측가능성 원칙에 따라 필요최소한에 그
쳐야 한다는 점, 국민의 기본권은 공동체 구성원이 향유하는 법적 자유라는 점에
3) 憲裁 1993.5.13. 92헌마80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에 대한 헌법소원 위
헌결정[판례집5-1 365-385] 특히 381-382면, “이 점과 관련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은 심판대상규
정의 법률적 근거를 모법(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 아닌 청소년육성법에서 찾아 전
술(문화체육부장관의 의견)과 같이 동법 제6조 제1항(청소년기본법 제7조 제2항 동지)의 규정
이 당구장 출입금지의 근거규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존중되면
될수록 그리고 제한은 억제되면 될수록 헌법의 기본권보장 정신에 합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법률조항의 적용이나 해석에 있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하기 위
한 것이라면 확대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 반대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라면 그
것이 불가하다고 할 것이므로(헌법재판소 1990.9.3. 선고, 89헌가95 결정취지 참조) 청소년기본
법의 관련조항을 18세 미만 소년의 당구장 출입금지의 근거규정으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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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공동체 내재적’으로 제약되며 그 규범 형식상 헌법이 확인한 권리라는 점에서
헌법상 한정되고, 대의정에서의 기본권 규범영역의 확정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
회의 법률에 의한다는 점에서 최소한 법률 이상의 규범 형식에 의해서만 제한된
다는 점, 기본권의 내재적 제약은 기본권이 개인인 사람의 권리이며 공동체의 객
관적 법질서라는 의의로부터 나오는 공동체의 내재적 가치에 한정된다는 점4) 등
이다.
기본권의 헌법상 한계는 헌법이 기본권의 규범 영역을 직접 명시하여 한정하는
것이다. 헌법은 개인의 불가침적 기본권을 확인하는 규범이므로(헌법 제10조제2
문), 그 헌법규범을 형성하는 헌법제정권력 또는 헌법개정권력에 의하여 헌법이
확인하는 기본권의 헌법적 포섭 범주를 명문으로 규정할 수 있다. 기본권의 헌법
상 한계는 헌법의 규범적 내용을 형성하는 헌법제정권자 내지 헌법개정권자가 직
접 제한의 구체적 내용을 정함으로써 그보다 하위의 규범인 법률이 기본권을 제
한하는 경우를 한정하는 의미가 있다. 헌법적으로 한정된 기본권에 대한 입법자
의 법률에 의한 기본권제한은 기왕에 헌법적 한계를 지니는 기본권을 법률로 구
체화․현실화하는 등의 선언적 확인 기능에 그치게 한다는 것이다. 그 점에서, 입
법권자가 법률에 의하여 창설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권의
‘법률유보’와 차이를 지닌다.
기본권의 헌법적 한계는 헌법이 명문으로 인정한 기본권의 제한으로서 그 ‘내
용’을 기준으로 “타인의 명예․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헌법 제21조제4항)에 의
거한 언론의 자유의 한정, “공공복리”(헌법 제23조제2항)에 기한 재산권행사의 한
정, “민주적 기본질서”(헌법전문, 헌법 제8조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른 정당에의
자유의 한정 등이 있다. 기본권의 ‘주체’를 기준으로 “공무원”인 근로자의 노동3권
제한(헌법 제33조제2항),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헌법 제29조제2항) 등이 있다. 이 기본권의 향유주체 중 특수신분관계에 있는 자
를 광범위하게 정하여 이들의 특정 기본권을 특히 헌법에서 제한하는 것 이상으
로 법률 등의 규범에서 정하는 것은 위헌적 헌법률이 될 가능성이 크다.
법률에 의한 기본권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등에 근거하는 기본권제한의 양태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법률’이 기본권제한의 ‘수권규범’일 뿐 아니라 기본권제한의 ‘한계규범’인
기능도 있음을 인정하는 규정으로 이해되는 바,5) 이는 ‘법률유보’의 의의로도 볼
4) 헌법 제21조 제4항 제1문을 예로 들면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여, ‘타인의 명예․권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
등의 공동체적 가치가 기본권의 내재적 제약의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5) 憲裁 1989.12.22. 88헌가13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제31조의2의 위헌심판 합헌․위
헌결정[판례집1 357-406] 특히 374-376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이 기본권 제한 입법의
수권규정인 성질과 아울러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규정의 성질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건대
… 생산이 자유롭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처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이를 제한할 수밖에
없음은 실로 부득이한 것이며 토지거래허가제는 헌법이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는(헌법 제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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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일반적 사항을 정한 원칙규정이 헌법 제37
조 제2항이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
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
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하여 기본권 제한규범의 최
소형식으로서 ‘법률’을 요구하는 등 기본권제한의 원칙적 사항 등을 정한다. 헌법
제37조 제2항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은 그 제한보다는 법률 이하의 하위규범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을 배제하는 점에 그 실질적 의미가 있다. 특히 행정
부의 명령이나 처분 등으로부터 침해될 가능성이 상존하는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
한 입법자의 행정권에 대한 담보적 기능을 강조하는 의미를 지닌다.
헌법 제76조 제1항이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
기에 있어서 일정 요건 하에 대통령이 발하는 ‘재정․경제상의 명령’에 법률의 효
력을 인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
서 일정 요건 하에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에 법률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긴급
재정경제명령이나 긴급명령 역시 법률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헌법규정에 따라야
함을 말한다. 헌법 제77조 제3항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
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여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을 정
한 헌법 제37조 제2항의 적용의 예외를 헌법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
‘특별한 조치’의 내용을 정하는 것 역시 ‘법률’이므로 이 경우도 헌법의 기본원리
의 예외사유는 아니다. 국가비상시 국회가 활동을 하여 제정한 법률로써 기본권
을 제한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이 ‘법률의 효력을 지니는’ 명령 등으로써 이를
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법률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예외는 아니다. 기
타의 절차 등은 역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 그 본질적인 내용은 제한할 수 없다는 등 기본권 제한의 원칙을 준수하여
야 하는 것이다.

조문

제2장

현행헌법

헌법개정안시안

제10조2문 …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조문통합수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개인의 불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침적 권리이며 공동체의 법질서인 기본권을
진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 향유하며, 국가는 이를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

국 민 의 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권 리 와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
의무
제11조 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
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
을 침해할 수 없다.
제21조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를 진다.
②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③국민의 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

조) 재산권의 제한의 한 형태로서 재산권의 본질적인 침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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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삭제하면서 변용 이
전)

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④국민의 기본권 행사가 타인의 명예나 권
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면서
행사할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제한된다.

조문

현행헌법

헌법개정안시안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
제15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
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2장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의 자유를 가진다.
국민의 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
리와 의무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15조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
③신문의 기능과 정보․통신․방송의 자유는 보장된다.
다.

조문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64조

현행헌법

헌법개정안시안
제64조 ①대통령은 내우· 외환·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제76조 ①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 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하
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을 발할 수 있다.
있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
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 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
을 발할 수 있다.
을 발할 수 있다.
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
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
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이 공포하여야 한다.
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
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65조 ①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
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
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
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65조

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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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
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
조치를 할 수 있다.
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
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2.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일반적 기본권으로 함께
규정하였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일반적 기본권’으로 지칭될 수 있는 권리(헌법 제10조제
1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등)의 기초가 되는
동시에 개별적․구체적 권리로서 기능하는 기본권이다. 구체적 권리로서 기능하
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는 생명의 주체로서의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권리인 ‘생명권’, 인격적 존재자로서의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권리인 ‘일
반적 인격권’ 등이 있는바 생명권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육신적 측면을 강조한
다면 인격권은 그 정신적 측면에 유의한다.
행복추구권은 ‘행복’을 스스로 추구하는 국민의 권리로서, 인간의 ‘인격성’을 구
체적으로 실현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주요 요소로 하는 기본권이다.6)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인격성을 지닌 인간이 스스로의 행동을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는
자유,7) 자유로이 그 인격으로서의 개성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자유로서8)
6) 憲裁 2001.7.19. 99헌바9,26,84, 2000헌바11, 2000헌가3, 2001헌가23 민법 제999조제2항 위헌소원
위헌결정[판례집13-2 1-17] 특히 1-2면 “민법 제999조 제2항 및 구민법(1990.1.13. 법률 제
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982조 제2항중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으로 제한한 것이 재산권, 행복추구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
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이는 진정상속인의 권리를 심히 제한하여 오히려 참
칭상속인을 보호하는 규정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넘어
헌법상 보장된 상속인의 재산권, 행복추구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된
다.“
7) 憲裁 1997.3.27. 96헌가11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등 위헌제청 합헌결정[판례집9-1 245-266]
특히 264-265면 “하기 싫은 일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 즉 행복추구권에 포함되어 있는 일
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를 본다 … 일반적 행동의 자유는 개인의 인
격발현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므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는 제한될 수 있다(헌법재판소 1991.6.3.
선고, 89헌마204 결정 참조).”
8) 憲裁 1998.5.28. 96헌가5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3조 등 위헌제청 위헌결정[판례집10-1
541-559] 특히 549면 “행복추구권은 그의 구체적 표현으로서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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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추구권의 주요 요소로서의 구체적 권리성을 지닌다.9)
법 앞의 평등은 첫째 국민 개개인이 타인에 비교하여 합리적인 제한을 넘는 법
적 차별을 받지 않을 것을 국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평등권’,
둘째 모든 국가권력이 형평과 정의에 합치되도록 법과 질서를 형성할 것을 요구
할 수 있는 원칙적 행위규범으로서의 ‘평등원칙’을 의미한다.10) 평등권 및 평등원
칙으로서의 ‘평등’이란 ‘인간’으로서 법적 차별을 받지 아니함은 물론 ‘국민’으로서
의 법적 권리의 행사에서도 역시 차별 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일반적 평등권은 헌법전문을 기초로(“…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국민의 ‘법 앞에 평등’(현행헌법 제11조제1항
제1문) 선언을 원칙조항으로 하면서 자유권을 위시하여 사회적 기본권, 국무청구
권 등 모든 기본권에 공통되게 적용되는 특성을 지닌다. 자유 특히 시민적 자유
는 개성과 능력에 따른 개인의 인격의 신장을 국가권력으로부터 방어함으로써 구
현되지만, 평등은 시민의 법적 지위의 균등을 국가로부터 방어함은 물론 동시에
국가의 적극적 보호까지 요구함으로써 실현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평등권이 보호
하고자 하는 평등과 자유권의 보호법익인 자유의 관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헌법원리에서 상보적(相補的)으로 기능한다. 이 일반적 평등권에 있어서의 평등은
시민의 법적 지위의 균등을 국가로부터 방어함은 물론 국가의 적극적 실현까지
요구하는 등 국가권력의 적극적인 형성기능에 의해서 실현된다는 점에서 특히 사
회복지국가에서 국가의 급부에 대한 근거로서 보충적 기능을 가진다. 이는 행복
추구권이 가지는 침익적(侵益的) 국가활동의 제한을 위한 보충적 기능 즉 당해
국가활동에 직접 관계를 갖는 기본권이 먼저 적용되고 행복추구권은 후에 적용되
는 것과 유사한 기능이다.
헌법은 법 앞의 평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도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11조제1항
제2문, 헌법전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2문에 규정된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의 ‘차별금지사유’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
역” 등의 ‘차별금지영역’ 등이 그것이다. 차별금지사유에 대해서는 이를 예시적 열
거로 보느냐 한정적 열거로 보느냐가 논의되겠지만, 차별금지영역은 정치적 평등
(헌법 제41조제1항, 제67조제1항, 제116조제1항의 선거평등 등), 경제적 평등(헌법
유로운 발현권을 포함하기 때문에(헌재 1991.6.3. 89헌마204, 판례집3, 268, 275)”
9) 憲裁 1989.10.27. 89헌마56 군검찰관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취소결정[판례집1
309-321]은 헌법재판소의 창설 이후 최초로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의 침해를 인정한 것으
로서 행복추구권의 구체적 권리성을 확인해 준 의미 있는 결정이다. 이후 憲裁 1991.6.3. 89
헌마204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위헌결정[판례집3 268-288], 憲裁 1992.4.14. 90헌바23 국가보안법 제9조제2항에 대한 헌법소
원 합헌결정[판례집4 162-178] 등에서 행복추구권 속에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
운 발현권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일반적 행동자유권에서 계약의 자유가 파생된다고 봄으로써
행복추구권의 내용을 점차 구체화하는 결정을 하였다.
10) 憲裁 2000.8.31. 97헌가12 국적법 제2조제1항제1호 위헌제청 각하․헌법불합치결정[판례집
12-2 167-189] 특히 180면 “헌법 제11조 제1항은 … 평등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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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제4항 여자의 근로의 권리, 제36조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양성
의 평등 및 헌법 제9장 제119조제2항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 제123조제2항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 등), 사회적 평등(헌법 제31조의 균등교육 등), 문화적 평
등(헌법 제36조의 양성평등 등) 등 생활의 모든 영역을 포함한다.
‘헌법개정안시안’은 이들 기본권들을 규정하였다.

조문

현행헌법

헌법개정안시안
존엄 (조문통합수정)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으로

제10조1문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제2장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국 민 의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권 리 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의무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제12조 없다.
③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서 존엄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
별·종교·신조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정
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
별받지 아니한다.
③사회적․경제적 특수계층에 근거한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헌법개정시안은 국민의 의무 규정을 유지하였다

국민의 기본의무는 국민 개개인이 국가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국가에 대하여
부담하는 헌법상의 작위, 부작위 의무다. 즉 국가를 전제로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의무다. 국가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는 국민의 기본의무로서 헌법상 명문
규정은 없으나 국민의 기본권과의 대비상 자명한 것으로 인정된다.11) 국민의 기
본의무는 제헌헌법 이래 납세와 국방 및 근로의 의무 그리고 재산권행사의 공공
복리 적합의무 등으로 규정되어 오다가 제3공화국헌법에서 교육을 받게 할 의무,
제5공화국헌법에서 환경보전의무 등을 규정한 이후 현행헌법에 이르고 있다.
‘헌법개정안시안’에서는 이들 입장을 견지하여 국민의 의무 규정을 유지하였다.
국민의 기본 의무는 그것이 헌법에 규정된 이상 모든 사람에 대한 의무부과를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행사에 있어서의 한계를 설정하는 기능을 갖는다. 그 점에
11) 憲裁 2002.4.25. 98헌마425, 99헌마170, 99헌마498 준법서약제등 위헌확인 기각결정[판례집
14-1 351-381] 특히 363면 “국가의 존립과 기능은 국민의 국법질서에 대한 순종의무를 그
당연한 이념적 기초로 하고 있다. 특히 자유민주적 법치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사상의 자유와
법질서에 대하여 비판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고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헌법과 법률을 개
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여 다른 한편으로 국민의 국법질서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와 복종을 그 존립의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
무는 국민의 기본의무로서 헌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우리 헌법에서도 자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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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의 법률유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다만 기본권제
한은 개별기본권에 대하여 적용되지만 기본의무는 그 의무에 관련되는 한 여러
기본권에 동시에 작용한다. 기본권은 국가권력의 소극적 한계를 정하는 권한규범
이지만 기본의무는 국가권력을 실현하는 입법권을 강화하는 기능을 지닌다.
국민의 기본의무는 그것이 규정된 헌법에 직접 근거하여 그 의무주체인 국민에
게 일정한 작위, 부작위 등의 의무를 현실적으로 발생케 하는 것이 아니다. 즉 기
본의무는 사회윤리적 원칙의 선언은 아니지만, 법률에 구체화하는 때에 비로소
구체적인 의무로 국민에게 부과되고 국가공동체를 형성․유지함에 있어서 요구되
는 헌법적 의무다. 그 점에서, 국민의 기본의무를 규정한 헌법규정은 제도보장적
성격을 가진다.
조문
제38조

현행헌법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제2장
국민의 권
리와 의무
제34조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2장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제35조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조문

국 민 의
권 리 와
의무
제24조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
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현행헌법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

제2장

제3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국민의 권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리와 의무

헌법개정안시안

헌법개정안시안
제24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

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

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

체행동권을 가진다.

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
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
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
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이 인정된
다.

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

아니할 수 있다.

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균등하 (전체수정)제25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
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
게 할 의무를 진다.
제2장
국 민 의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
권 리 와
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
의무
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25조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삭제)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
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
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사

립학교의 설립과 운영 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며 기타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
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
률로 정한다.
③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초등교육
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으며,
의무교육은 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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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주제 : 한국 대통령제의 성공을 위한 개헌안

한국 대통령제의 성공을 위한 개헌론:
헌법개정시안의 권력구조 조항에 대한 해제를 중심으로

김 일 영 (성균관대학교 정외과 교수)

요

약

민주화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한국 대통령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국민들의 회의가 점점 커가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개헌을 주장하는 사람
도 있고, 헌법보다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역사적·문화적 요인과 여타의 정치제도
(예컨대 정당, 선거 등) 그리고 정치적 행위자(정치인과 유권자)가 문제이기 때문
에 개헌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 개헌을 주장
하는 사람들 중에는 아예 권력구조를 내각제로 바꾸자는 사람도 있고, 대통령제
를 유지한 상태에서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바꾸면 된다는 사람도 있다.
이 글은 한국 대통령제의 성공적 작동을 위해 개헌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이 경
우 내각제는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며, 대통령제를 유지한 상태에서의 헌법의 부
분적 개정을 모색한다. 아울러 이 글은 개헌만 하면 한국 대통령제를 둘러싼 문
제들이 모두 해결될 것이라는 ‘헌법(개헌)만능주의’를 경계한다. 헌법은 역사적·문
화적 요인 및 정당·선거 등의 제도적 요인과 유기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헌법
만 손본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 ‘헌법(개헌)만능주의’는 헌법을 대단
히 중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헌법공학(constitutional engineering)적 관점에서
개헌문제에 접근한다는 점에서 헌법을 수단이나 도구로 보는 관점이며, 그런 점
에서 ‘그 놈의 헌법’ 식의 헌법경시 풍조와 도 맥이 닿는다고 할 수 있다.
한국 대통령제의 성공적 작동을 위한 개헌시안을 만듦에 있어 고려해야 할 기
준은

대통령(정부)의

통치능력(governability)을

키우면서

동시에

책임성

(accountability)도 강화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대통령(정부)의 통치능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권력 강화와 능력 신장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제왕적 대통령
(imperial presidency)의 폐해가 자주 지적된 바 있는 나라에서 대통령(정부)의
권력을 더 강화할 필요는 없다. 그 보다는 대통령(정부)의 능력(국정운영)을 신
장시키기 위한 조항들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대통령(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삼권분립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입법·행정·사법부 사이의 견
제와 균형을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헌법을 손볼 필요가 있다.

- 65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확립을 위한 헌법 개정 방향

이런 관점에서 개헌시안의 권력구조 부분을 살펴보면, 우선 대통령(정부)의 능
력(국정운영)을 신장시키기 위해 (1) 국무총리를 없애고 부통령직을 신설하여 정·
부통령을 4년마다 선출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것은 대선과
총선의 주기를 맞춤으로써 분점정부 출현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줄여 국정의 안
정을 꾀하고 국정운영 능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2)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정당
성이 부족한 대통령(정부)의 출현 가능성을 낮춤으로써 국정운영능력도 제고시키
고자 했다. (3)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이 정략적으로 남용되어 대통령(정
부)이 업무 효율을 낮추는 사태를 막기 위해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권을 폐지
했다. (4)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권을 삭제했다.
다음으로 대통령(정부)의 제왕성을 낮추고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1) 대통령의
지나친 권한, 예컨대 국민투표 발의권, 형사소추 면제권을 삭제했고 사면권을 제
한했다. (2) 국회의원 숫자를 300인 이상으로 하되 비례대표의원을 100인 이상 포
함하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강화시켰다. (3) 국회의원의 국무위
원 겸직을 금지시켜 삼권분립을 명확히 하고, 국회의 행정부 견제기능을 보다 분
명히 했다. (4) 탄핵소추 대상에 검찰총장을 포함시켜 법무행정에 대한 국회의 견
제권을 강화하고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시켰다. (5) 대통령 탄핵가결 요건을 완화
(2/3에서 1/2로)시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견제권을 강화하고 대통령의 책임성을
강화시켰다. (6) 대법원장, 대법관, 헌재소장, 헌재재판관의 선출 및 임명절차를
변경시켜 사법부와 헌재의 독립성을 강화시키고 삼권분립을 보다 명확히 했다.
(7) 대법원장, 대법관, 헌재소장, 헌재재판관에 대한 국민심사제를 도입해 사법부
의 국민대표성을 강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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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통령제의 성공을 위한 개헌론:
헌법개정시안의 권력구조 조항에 대한 해제를 중심으로

김 일 영 (성균관대학교 정외과 교수)

Ⅰ. ‘그 놈의 헌법’과 ‘개헌 물신주의‘를 넘어서
민주화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한국 대통령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회의는 점점 커가고 있다. 민주화 이후 대통령들 중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
이 드물며, 그나마 호평을 받는 경우에도 권위주의의 대명사인 박정희 전(前)대통
령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지지도를 보이고 있다.12) 민주화 이후 역대 정권들은
어김없이 부패 스캔들에 시달렸고, 법치보다 인치(人治)가 앞섰으며, 요란스레 개
혁을 외쳤지만 실제로는 성장잠재력을 갉아먹는 무기력함을 보여주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
고 있다. 개중에는 헌법의 권력구조를 아예 내각제로 바꾸자는 주장도 있고, 대통
령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내용만 부분적으로 손보면 된다는 주장도 있다.
이 연구 작업은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더 한층 발전시키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이를 위해 장시간의 토론을 거쳐 개헌 시
안을 만들고 연구 참가자들이 각 부분(총강과 기본권, 권력구조, 경제조항)에 대
한 해제를 서로 나누어 맡았다. 그 중 권력구조 부분을 해제하고 평가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이 글에서 내각제는 일단 논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내각제는
그 자체로서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개헌 시안이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방향에서
만들어진 이상 내각제를 별도로 논의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은
한국 대통령제가 보다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헌법, 특히 권력구조 조항
을 어떻게 손보아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12) 2004년 6월 ‘한국 갤럽’이 전국의 15세 이상 남녀 1,728명을 대상으로 전․현직 대통령 가운
데 가장 좋아하는 사람을 물은 결과 박정희 47.9%, 김대중 14.3%, 노무현 6.7%, 전두환
1.7%, 이승만과 김영삼 1%의 순으로 대답이 나왔다(조선일보, 2004년 6월 17일). 또한
2005년 11월 국무총리실 산하 ｢광복6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한국 갤럽’과 공동으로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가장 공헌한 대통령
을 꼽으라고 한 결과 박정희 58.7%, 김대중 37.6%, 전두환 1.4%, 이승만 1.1%, 김영삼과 노
태우 0.3%의 순으로 나왔다(중앙일보, 2005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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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업을 함에 있어 이 글은 오늘날 한국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헌법에 대한
두 가지 그릇된 태도, 즉 ‘헌법 경시’와 ‘헌법(개헌) 물신주의(物神主義, fetishism)’
를 경계하고자 한다.
2007년 6월 2일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평가포럼에서 연설하면서 ‘그 놈의
헌법’이란 발언을 해서 국민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당시 그는 이명박 후보
의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비판하면서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싶은 데 그 놈의 헌
법에 못하게 돼 있으니까…”라고 말했다. 본인이야 그 전에 자신의 야당후보 비
하발언이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판정받은 데 대한 섭섭함을 조금 ‘거칠게’ 토로했
을 뿐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로 시작되는 선서
를 하고 대통령에 취임한 사람으로서 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찾
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사람들은 평소 노 대통령의 언행에 비추어 저것이야말로
헌법에 대한 그의 심중을 드러낸 말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
7년 전인 2000년 초 소위 진보적 시민단체들은 그 해 4월 13일에 있을 16대 총
선을 앞두고 ‘낙천·낙선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 운동은 그 정당성 여부를 떠
나 당시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당시 대통령
은 “국민의 뜻,” “시대적 흐름” 등의 표현을 쓰면서 그것을 “법률로만 얽어매서는
안 될 문제”라고 옹호했다.13) 그로서는 이 운동을 잘 이용하면 총선 득표에 유리
하겠다고 생각한 것이었겠지만, 이 말 역시 헌법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이 할 적
절한 발언은 아니었다.
대통령부터 나서서 헌법과 법치를 무시하고 있는 게 작금의 한국 현실이다. 그
런가 하면 이러한 ‘헌법 경시’ 풍조의 반대편에서는 ‘헌법(개헌) 물신주의’ 내지는
‘헌법(개헌) 만능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 현재 한국 정치의 많은 문제점과 정부가
노정하고 있는 무능력과 무기력을 헌법 탓으로 돌리면서 헌법만 고치면 이 모든
문제들이 깨끗이 해결될 것처럼 주장하는 게 헌법(개헌) 물신주의 사고이다.
대표적 예가 2007년 벽두 노무현 정부가 뜬금없이 들고 나온 ‘원 포인트(one
point)’ 개헌론이다. 대통령 임기를 4년 1회 연임으로 하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일치되어 분점정부 출현가능성이 줄고 국정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게 개
헌의 취지였다. 이 주장은 타당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해 4
년 연임 개헌이 국정 효율성 증대와 안정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후자는 다른 많
은 요인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둘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를 찾기 어
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개헌의 긍정적 측면만을 일방적으로 강조
했고, 일부 정치학자와 헌법학자들도 거들고 나섰다.
이런 개헌 물신주의 사고는 헌법을 대단히 중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헌법을
무시하는 발상이다. 그것은 개헌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13) 조선일보, 2000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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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도구로만 생각한다는 점에서 헌법공학(constitutional engineering)적 발상이
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헌법(개헌) 물신주의는 반대편 극단에 있는 헌법 경
시 풍조와 맥이 닿는다고 할 수 있다.

Ⅱ. 헌법의 권력구조 조항 개정,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헌법은 절대로 손댈 수 없거나 손봐서는 안되는 지고지선의 규범은 아니다. 하
지만 지나치게 공학적으로 헌법에 접근함으로써 그것을 경시하는 것도 곤란하다.
중요한 것은 헌법의 자구(字句)보다 정신(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법의
지배)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헌법이 지닐 수도 있는 한계
를 개선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이미 얘기했듯이 이 글은 권력구조 선택 문제, 즉 대통령제와 내각제 그리고
이원집정부제 중 어느 것이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더 유리한가의 문제는
논의하지 않는다. 모든 제도는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들 사이의 우
열을 가리기는 어렵다. 결국 권력구조의 선택은 다분히 철학적이고 규범적인 문
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 글은 유기체로서의 헌법이 갖는 역사성과 제도로서의
헌법이 지니는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을 존중하여 한국에서 지속되어온 대
통령제를 유지·개선하는 방향에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14)
그러면 헌법의 권력구조 조항을 손보기만 하면 한국의 대통령제가 성공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다. 헌법과 정치발전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를
찾기는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정치발전(대통령제의 성공을 포함한)은 헌법 뿐 아
니라 역사적 요인, (정치)문화적 요인, 제도적 요인(정당·선거 등), 인격적 요인(리
더십, 시민행태 등) 등과 유기적으로 얽혀 있어서 헌법만 고친다고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유사한 권력구조를 지녔어도 그것의 정치적 결과가
나라마다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을 통한 제도적 디자인의 변경이 정치발전, 특히 대통
령제의 성공 여부를 가름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임은 부인할 수 없다. 헌
법에서 입법·행정·사법 3부를 각각 어떻게 구성하고, 각부에 어느 정도의 권한을
부여하며, 3부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는가는 대통령제 작동의 주요한 제도
적 조건을 이루기 때문이다.
개헌시안을 만듦에 있어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국가-사회 간에 견제
14) 물론 이것은 미래의 조건 변화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한편 권력구조 선택이 지닌 철학적·규범적 성격에 대해서는 김성호, “권력구조와 민주주의,”
진영재(편), 한국 권력구조의 이해(서울: 나남, 2004), pp.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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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균형관계를 확립하면서 동시에 국가 내부의 입법·행정·사법 사이에 견제와 균
형관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이런 이중적 의미의 견제와 균형의 필요성은 헌법이
생겨나게 된 유래 및 그 후의 행정국가화(行政國家化)·복지국가화 경향을 생각하
면 쉽게 이해가 된다.
애초 헌법 또는 헌법주의(constitutionalism)는 전제군주로 대표되는 국가의 자
의적 권력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점에서 헌법이 지배하는 측(국가)
에 대해 그들이 무엇을 해도 좋은지를 지배받는 측(사회)이 규정한 문서라면, 법
률은 지배하는 측이 지배받는 측에 대해 무엇을 해도 좋은가를 정한 문서라고 할
수 있다.15)
국가권력은 사회를 구성하는 두 부문, 즉 경제활동과 관련된 시장과 비영리적
활동과 관련된 시민사회에 영향을 미친다.16) 전자(국가-시장관계)에서의 국가 활
동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 헌법의 경제조항이라면, 후자(국가-시민사회관계)에서의
국가 활동의 범위를 정한 것은 헌법의 기본권 조항이다.17) 따라서 헌법은 자의적
인 국가권력으로부터 시장과 시민사회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문서이며, 그것을
통해 국가-사회간의 균형관계를 회복하려는 문서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의 이
해관계를 대변하는 통로가 입법부였기에 헌법은 좁은 의미의 국가(집행부, the
executive)와 의회 사이의 견제와 균형도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20세기 중반 이후 행정국가 및 복지국가화 경향이 지속되면서 사회 전
반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확대되었고, 더불어 입법·사법에 대한 행정의 우위현상
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이런 경향은 국가-사회관계 및 국가 내부에서의 입법·행
정·사법 사이의 견제와 균형의 회복이 여전히 과제임을 말하는 것이다.
이에 의거해 볼 때 다른 두 발표는 주로 국가-사회관계에 관한 것이라면 이 글
은 국가 내부의 문제를 다룬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강경근 교수의 발표가
국가의 기본원리와 골격을 다루는 총강과 국가-시민사회관계를 다루는 기본권 조
항을 해제하는 것이고, 민경국 교수의 발표가 국가-시장관계를 다루는 경제조항
을 해제하는 것이라면, 이 발표는 국가 내부의 입법·행정·사법 사이의 관계를 다
루는 것이다.

15) 下野勝, “なぜ, 憲法か:憲法主義の擁護のために,” 中央公論, 2005年 5月號, pp.163-164.
16) 자세한 설명은 김일영, “서론: 한국 헌법과 ‘국가-사회’관계,” 김일영(편), 한국정치와 헌정사
(서울: 한울, 2001), pp16-20; Il-Young Kim, “State-Society Relations in the Constitutions
of Korea," Korean Social Science Journal, Vol.28, No.2, 2001, pp.32-41.
17) 사실 시장과 시민사회 사이에는 겹치거나 명료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 이 점 때문에 아래
(그림1)에서 둘 사이의 구분을 실선이 아니라 점선으로 처리했다. 한편 현행 헌법에는 경제
활동과 관련된 내용이 경제조항 말고 기본권 부분에도 섞여 있다. 이런 혼란을 없애기 위해
이번에 마련된 개헌시안에서는 경제조항을 없애고 개인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내용은 모두
기본권 부분에 넣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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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글에서 한국 대통령제의 성공적 작동을 위한 개헌시안을 만듦에 있
어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것은 입법·행정·사법 3부 사이의 견
제와 균형의 회복이다. 대통령으로의 지나친 권력쏠림 현상, 즉 제왕적 대통령제
(imperial presidency)도 문제지만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대통령제도 그 못지않게
문제임이 민주화 이후 20년 동안 드러났다. 따라서 이 글은 한국 대통령제의 성
공적 작동을 위한 기준으로 통치능력(governability), 책임성(accountability), 그리
고 대표성(representation)과 정당성(legitimacy)이란 세 가지를 고려하고자 한
다.18) 한국의 대통령은 통치능력을 키우면서 책임성을 강화하고 동시에 대표성과
정당성을 높여야 한다.
대통령의 통치능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권력 강화와 능력 신장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가 자주 지적된 바 있는 나라에서 대통령의 권력을
더 강화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이와 관련된 조항은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고쳐져
야 한다. 대신 대통령의 국정운영 및 관리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조항들이 강
화될 필요가 있다.
사실 권력 강화와 능력 신장은 항상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능력
신장이 권력 강화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이런 현상을 막는 방안
은 대통령 권한과 관련된 조항을 손보는 것뿐 아니라 대통령을 견제하는 입법부
나 사법부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것도 있다. 대통령은 임기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
18) 이에 관해서는 김일영, “참여민주주의인가 신자유주의적 포퓰리즘인가,” 의정연구, 10권 1
호, 2004, pp.140-141; Adam Przeworski, Susan C. Strokes and Bernard Manin eds,
Democracy, Accountability, and Represent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c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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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권한에 걸맞은 책임성을 지니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런 대통령 무책
임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내재적 권한을 제한하는 방법도 있지만 입법
및 사법부가 지닌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견제권을 강화하는 외재적인 방안도
있다. 후자는 결국 삼권분립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입법·행정·사법부 사이의 견제
와 균형을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헌법을 손보는 것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통령뿐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도 국민 대표성을 강화시켜 정당
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선출직일 경우 안정다수표 획득을 통해 해당 직위에 진
출하게 만듦으로써 직위 자체의 정당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아울러 임명직일 경
우도 간접적으로라도 대표성의 절차를 거치게 만듦으로써 정당성을 높일 수 있도
록 헌법을 손볼 필요가 있다.

Ⅲ. 대통령, 어떻게 뽑고 어떤 권한을 가지고 얼마나 재임할 것인가?
(1) 국무총리직 폐지와 부대통령직 신설

조문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52조

현행헌법

헌법개정안시안

제86조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
(전체수정)제52조 ①부통령은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
이 임명한다.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통령 궐위시 대통령직을 승계한다.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②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그 후임자는 대통령이
③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지명한다.
임명될 수 없다.

개헌시안은 국무총리직을 폐지하고 부통령직을 신설했다. 애초 제헌헌법에는
부통령과 국무총리 직제가 함께 있었다. 이것은 내각제로 만들어진 헌법을 대통
령제로 돌리는 과정에서 나온 기형적 구조라 할 수 있다. 이런 기형성은 1954년
개헌(소위 4사5입 개헌)에서 국무총리직이 폐지됨으로써 해소되었다. 하지만 1960
년 내각제가 도입되면서 부통령직이 없어지고 국무총리직이 부활했으며, 이 구조
는 1963년 제3공화국 헌법에서 대통령제로 되돌아가면서도 이어졌다.
사실 그 동안 한국 정치에서 국무총리는 의전(儀典), 대독(代讀), 방탄, 민심수
습 등의 역할 이상을 하지 못했다.19) 이런 국무총리직은 때때로 대통령과 국회
사이의 갈등과 알력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런 충돌은 국회가 자신이 지닌 총
리 임명 동의권을 매개로 대통령을 견제하려 들고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
19) 김일영, “한국에서 국무총리의 제도적 위상과 정치적 위상간의 괴리: 역대 국무총리와 대통
령·국회·집권당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4집 3호,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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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발생했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견제는 필요하지만 총리 임명 동의가 그
좋은 소재는 아니다.20) 이런 여러 이유 때문에 그 동안 명목상의 국무총리직을
없애고 순수대통령제에 걸맞은 부통령직을 신설하자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어 왔
는데, 이번 개헌시안에서는 그것을 반영했다.
국무총리 대신 부통령을 둘 경우 세 가지 정도의 이점이 있다. 우선 부통령이
차기 대권주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인물 중 하나라는 점에서 정치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다음으로 대통령 궐위 시 국민이 직접 선출한 사람이 승
계권자가 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 국무총리가 대행자가 됨으로써 국민대표성과 정당성의 문제가 있었는데
국민이 뽑은 부통령이 승계권자가 됨으로써 이제 그런 문제는 사라지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과 부통령에 각각 지역기반을 달리하는 사람을 동반 입후보시
킴으로써 지역문제를 완화시키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다.

(2) 정·부통령 동반 입후보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조문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53조

현행헌법

헌법개정안시안

제67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
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
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
로 당선될 수 없다.
④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⑤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8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
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
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전체통합수정)제53조 ①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제1항의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의 득
표수가 선거권자의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행
하여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결
선투표는 대통령선거일로부터 2주 후에 실시한다.
③부통령후보자는 대통령후보자가 지명하는 자로서
대통령후보자와 연명으로 동시에 선거한다.
④대통령과 부통령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
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
또는 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⑤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⑥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
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⑦대통령 또는 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
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
여야 한다.
⑧대통령과 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한국에 정·부통령제가 존재했던 제1공화국 기간 동안 대통령과 부통령은 동반
20) 박찬욱, “대통령제의 정상적 작동을 위한 개헌론,” 진영재(편), 한국 권력구조의 이해(서울:
나남, 2004), pp.19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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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후보(running mate) 방식으로 선출되지 않았다. 그 결과 대통령과 부통령이 서
로 정당을 달리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이승만 대통령과 장면 부통
령).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개헌시안에서는 대통령 후보자가 부통령 후보
자를 지명하여 동반 입후보하되 유권자들은 두 사람을 연명하여 동시에 선거하도
록 했다.
개정시안은 대선에서 최고득표자가 유효투표의 과반을 넘지 못하면 2주 후에
결선투표(2차 투표)를 실시하도록 했다. 민주화 이후 대통령들은 모두 30-40% 정
도의 득표율로 당선되었고, 그로 인해 정당성 부족에 시달렸다. 이 점을 생각한다
면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는 개정시안의 취지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바
로 이런 이유 때문에 프랑스, 러시아, 오스트리아, 핀란드, 브라질, 칠레 등 많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결선투표제는 안정 다수를 획득한 대통령을 탄생시킴으로써 권력의 정
당성에 대한 시비를 막아준다는 장점도 있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다. 그것은 선거
를 두 번 치름으로써 비용이 더 들고 정치적 혼란을 증폭시킬 수 있으며, 다당제
를 촉진시키는 등의 결함도 있다.
사실 필자는 결선투표제가 지닌 장점보다도 단점이 더 우려스러워 이 제도의
도입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두 가지 이유 때문
에 이 제도의 도입에 찬성할 수밖에 없다. 우선 이 제도의 결과로서 우려되는 다
당제화가 이미 한국 정치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민주화 이후 20년을 돌
아볼 때 한국의 정당정치는 이미 다당화 경향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런 상태에서 안정 다수를 획득한 당선자를 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상황이 이
렇다면 현실을 인정하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한국에서 지난 10년 동안 왜곡된 형태의 결선투표제가 이
미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우리의 경우 1차 투표가 유권자들에 의해 이루
어지지 못하고 후보간의 거래(DJP연합)나 여론조사 방식(노무현과 정몽준의 단일
화)으로 진행되었다는 게 문제다. 후보간의 정치적 흥정에 대해 민의를 무시한 야
합이란 비판이 일자 지난 대선부터 새로 도입된 방식이 여론조사다. 그러나 여론
조사는 참고자료 일뿐 국민의 선택행위 자체를 대신할 수는 없다. 이런 식의 1차
투표가 지닌 문제는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게 반영된다는 점과 정치 시장에서 공
급자(정당이나 정치인)가 수요자(유권자)의 선택지를 인위적으로 제약한다는 점이
다. 그 결과 우리 국민들은 이미 결선투표로 변질된 대선에서 정상적인 당내경선
만을 통과한 후보와 1차 투표에서 민의와 무관하게 걸러진 후보를 함께 놓고 선
택권을 행사해야 하는 모순에 빠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미 다당제화가 진행 중이고 그 위에서 왜곡된 방식의 결선투표제를
행할 바에는 차라리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2단계 투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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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르는 게 낫지 않겠는가? 다만 이 경우에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있어
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비용을 줄이고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를 별도의 법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2차 투표 시기
를 1차 투표로부터 2주 후로 하는 것은 비용감축과 정치안정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 따라서 1주일 정도의 간격을 두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3) 대통령 4년 임기 1차 중임 그리고 대선과 총선의 선거주기 조정

조문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55조

현행헌법

헌법개정안시안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제55조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수 없다.
중임할 수 있다.

현행 헌법의 5년 단임제는 오랜 권위주의 통치를 겪은 우리의 역사적 경험의
소산(반작용)으로서 그 도입의 취지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민주주
의가 이행을 넘어 공고화 단계에 이른 이제는 장기 집권의 망령에서 벗어날 때도
되었다. 사실 5년 단임제로는 유권자가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
또한 단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조기(早期) 레임덕(lame duck)에 시달릴 수도
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개헌시안은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주장은 이미 많은 학자들이 개진한 바 있고, 2007년 초 노무현 정부가 ‘원
포인트’ 개헌을 내세운 논리도 바로 이것이었다. 따라서 필자도 ‘임기 4년, 1차 중
임’제 도입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 제도 도입이 갖는 효과를 지나치
게 과장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이것이 효과가 있기 위해 보완해야 할
사항 두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임기 4년, 1차 중임’제를 도입하면 대통령이 조기 레임덕에 빠지지는 않겠지만
레임덕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제는 임기가 있는 이상 레임
덕 문제를 피해갈 수는 없다. 다만 1차 중임할 수 있게 할 경우 그것이 좀 늦추
어지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또한 ‘임기 4년, 1차 중임’제를 도입할 경우 한번 선출된 대통령은 차기선거를
의식해 보다 유권자에게 다가서는 정치와 정책을 펼 것이고, 유권자들은 선거를
통해 이런 대통령의 정치나 정책을 평가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흔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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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예상하지만, 이 제도만으로 그런 결과가 꼭 나타난다는 보장은 없다. 만약 유
권자가 현대통령의 지난 임기를 되돌아보는 보상과 응징을 하는 회고적 투표
(retrospective voting) 성향을 보인다면 이 말이 맞을 수 있다.21) 그러나 이런 상
황에서도 유권자들은 회고적이 아니라 전망적 투표(prospective voting)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정당정치가 불안정해 정당이 연속성을 가지지 못한 경우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선거 자체가 정당 대결보다 인물(후보자) 중심으로
흐를 경우에도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는 정
당을 새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선거캠페인에서 새천년민주당을 전혀 부각
하지 않고 후보자만을 강조하는 전술을 사용했으며, 그것이 먹혀들어 유권자들은
회고적이 아니라 전망적 투표성향을 보여주었다. 반면 이번 2007년 대선은 이미
여러 번 ‘정당세탁’이 이루어져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유권자들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정당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요컨대 개헌시안에 ‘임기 4년, 1차 중임’제를 도입하는 데에는 찬성하지만 그것
의 효과를 과장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이 제도의 도입만으로 저절로 대통령제
의 책임성이 높아지지는 않는다. 그것은 정당정치의 안정이라는 헌법 외재적 요
소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한편 ‘임기 4년, 1차 중임’제를 도입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대통령과 국회
의원을

뽑는

선거주기(electoral

cycle)를

맞춤으로써

분점정부(divided

government)의 출현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것이다. 국내외의 예를 통
해 볼 때, 총선이 대통령 임기 중에 치러질 경우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야당이 승리해 분점정부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대선과 총
선을 동시에 치르거나 짧은 간격을 두고 치르는 밀월선거(honeymoon election)를
할 경우 분점정부가 등장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도 사실이다.22) 따라서 민주화
이후 등장한 역대 정권들을 괴롭혔던 분점정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 임
기를 조정해 선거주기를 맞추자는 개헌시안의 내용에 필자도 동의한다.23)
다만 이 개헌시안에는 대선과 총선 기일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 현행 헌법에 따라 뽑히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는 2008년부
터 2013년까지며, 국회의원의 임기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다. 만약 차기 대통령
21) Morris P. Fiorina, Retrospective Voting in American National Elections(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1).
22) Matthew S. Shugart and John M. Carey, Presidents and Assemblies: Constitutional
Design and Electoral Dynamics(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pp.226-258.
23) 하지만 개헌을 통해 선거주기만 조정하면 분점정부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개헌 물신
주의’적 사고도 경계해야 한다. 대통령제 하에서 분점정부는 선거주기 조정과 무관하게 언제
든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분점정부는 대통령제 하에서 의회가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하는
과정의 일부로 생각할 수도 있다. 따라서 분점정부를 대통령제의 부속물로 생각하고 리더십
스타일이나 정당의 성격 변화 등을 통해 그것을 잘 관리해 나가겠다고 생각하는 게 훨씬 현
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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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중에 개헌이 이루어지고 ‘임기 4년, 1차 중임’의 내용이 포함된다면, 필연적
으로 대선과 총선의 주기를 인위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2012년
4월에 있을 총선과 같은 해 12월에 있을 대선 사이에는 8개월의 간격이 있는데,
이것을 똑같이 맞추거나 한 달 정도의 간격을 두고 실시하도록 대통령과 국회의
원의 임기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개헌시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왕 선거주기를 조정한다면 정치적 혼란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밀월선거보다는
동시선거로 가는 게 나을 것 같고, 시기는 7월 정도로 하고 새로운 임기 개시는
9월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24) 이 경우 차기 국회의원에 한해 임기가 3개월 정
도 늘고 차기 대통령에 한해 임기가 5개월 정도 줄게 되는데, 이런 내용은 개헌
시안의 부칙에 명기해 두는 게 좋을 듯싶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제시한 제53조의 내용도 일부 수정될 필요가 있다. 우선
제53조 6항은 제52조 1항과 내용상 모순이 있다. 대통령 궐위 시 부통령이 승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시 60일 이내에 선거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
는다. 오히려 필요한 것은 대통령과 그 승계권자인 부통령이 모두 궐위되었을 경
우 일단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하되 후임자를 뽑는 절차이
다. 따라서 제53조 6항은 ‘대통령과 부통령이 모두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과 부통
령 당선자가 모두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로 바꾸어야 한다. 아울러 대선과 총선의 선거주기를
맞추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궐위됨에 따라 실시된 선거에서 선출된 대
통령과 부통령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만 재임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는 후임자를 선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도 추가되어야 할 것 같다.
마지막으로 현행 헌법과 개헌시안에 나타나고 있는 중임과 연임이란 표현의 불
명료성에 대해 지적하고 싶다. 중임과 연임이란 표현이 사용된 예를 모두 모아보
면 아래와 같다.

조문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55조

현행헌법

헌법개정안시안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제55조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수 없다.
중임할 수 있다.

24) 이럴 경우 새 정부의 구상이 다음 해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는 이점이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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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5장
법원
제79조

현행헌법

헌법개정안시안

제105조 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
임할 수 없다.
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
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제79조 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
로 하며, 법률이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연임된다.
④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70세로 하며, 그 외
의 법관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제86조 ①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제111조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국회에서 선출한다.
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 ②헌법재판소의 장은 재판관이 호선한다.
제6장
③헌법재판소의 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명한다.
헌법재판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수 없다.
소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
제86조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⑤헌법재판소의 장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제112조 ①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
제6장
다.
헌 법 재 판 ②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
소
에 관여할 수 없다.
제87조
③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
다.

제87조 ①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으며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②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③제80조 제3항은 이를 헌법재판소의 장과 재판관
에게도 적용한다.

현행 헌법에서 연임은 ‘연속하여 재임한다’는 의미보다는 ‘시간 간격을 두고라
도 다시 한번 직을 맡을 수 있다’는 의미로, 그리고 중임은 ‘다시는 직을 맡을 수
없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개헌시안은 이런 현행 헌법의 용례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런데 사전적 의미로 보아 연임은 ‘연속하여 재임한다’는 뜻이고, 중임은 ‘시간
간격을 두고라도 다시 한번 직을 맡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에 따를 경우 개헌
시안에서 대통령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하기보다는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렇지 않아도 전직 대통령의 정치개입이 심한 나라에서, 그리
고 노무현 대통령 이후 젊은 대통령이 출현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나라에서 한
번 대통령을 한 사람이 시간 간격을 두고 다시 대통령에 도전하는 것은 정치를
혼란스럽게 만들 우려가 크다.
아울러 제79조 2항과 제86조 3항의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현재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이 시간 간격을 두고 다시 직을 맡을 수 있다는 현실에 비추어 ‘중임할 수 있다’
로 바꾸는 게 맞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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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통령의 불필요하거나 자의적 권한 삭제
조문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62조

현행헌법

헌법개정안시안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
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
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85조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
률로 정한다.
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
한다.

조문

삭제

제62조 ①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
다.

현행헌법

헌법개정안시안

제90조 ①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
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
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③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 삭제
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2조 ①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
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를 둘 수 있다.
②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장
정부
제2절
행정부
제2관
행정각부와
대통령직속
회의
제69조

(조문통합수정)제69조 ①행정각부의 설치· 조직과
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통령직속의 국가기관은 이 헌법에 근거한 법률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
에 의한다.
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
③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한다.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
④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
률로 정한다.
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4장
정부
제2절
행정부
신설
제2관
행정각부와
대통령직속
회의
제71조

제4장
정부
제2절
행정부
제2관

제71조 ①통일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
정책회의를 둔다.
②다음의 사항은 통일정책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
다.
1. 통일의 기본방침
2. 통일정책의 수립․변경
3. 기타 통일에 관한 중요 사항
③통일정책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부통령, 법률
이 정하는 3인 이내의 국무위원, 국회에서 추천하는
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통일정책회의의 구성․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
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3조 ①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삭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
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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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 ①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
행정각부와
하여야 한다.
대통령직속
②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회의
③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조문

제7장
헌법
개정
제89조

현행헌법

헌법개정안시안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
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
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
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
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
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
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
야 한다.

(조문통합수정)제89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3
분의1이상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
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
력이 없다.
③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이내
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⑤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이내에 국민
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
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⑥헌법개정안이 제5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
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
다.

개헌시안은 한국 대통령이 지닌 불필요한 권한을 없앰으로써 대통령이 자의적
권력행사를 통해 입법부나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를 줄였다. 우선
대통령의 형사소추면책권을 삭제하고 모든 사면·감형·복권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이로써 대통령에 의해 사법부의 권한이 침해될 소지를 줄여 삼권분
립이 보다 잘 확립되고 3부 간의 견제와 균형이 보다 잘 발휘되도록 했다.
국가원로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과학기술자문회의
등을 헌법기관으로서 둘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없앴으며, 대신 통일에 관한 정책
을 심의하기 위해 통일정책회의를 헌법기관으로서 설치하고 그 구성방법(대통령,
부통령, 3인 이내의 국무위원, 국회 추천인 4명 이내)과 심의사항을 헌법에 명기
했다. 이것은 통일과 같이 중요한 사안을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결정할 소지를 없
애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권을 삭제했는데, 이것은 헌법상 제한의 대상
인 대통령이 그 제한의 근거인 헌법을 고치겠다고 나서는 모순25)을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대통령의 국민투표 발의권은 주요 사안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장치라는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처럼 그것을 남용하려고 들지만 않는다면 정책의
책임성과 정당성을 제고하는 통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따라서 이 조항
25) 長谷部·杉田敦, これが憲法だ(東京: 朝日新書, 2006), 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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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대로 두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5) 감사원, 대통령 하에 그대로 둘 것인가?

조문

현행헌법

헌법개정안시안

제4장
정부
제2절
행정부
제3관
감사원
제72조

제97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
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
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
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제72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
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제4장
정부
제2절
행정부
제3관
감사원
제73조

제98조 ①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
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
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③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
임할 수 있다.
제100조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
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조문통합수정)제73조 ①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
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
다.
③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
다.
④감사원의 조직· 직무범위· 감사위원의 자격· 감사
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
다.

제4장
정부
제2절
행정부
제3관
감사원
제74조

제99조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
제74조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그 동안 국가의 회계를 검사하고 직무를 감찰해야 하는 감사원을 대통령 직속
에 두어서 그 감사와 감찰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한 회의의 목소리가 높
았다. 그럼에도 개헌시안에서는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으로 그대로 두고 있는데,
감사원은 3권간의 견제와 균형을 높인다는 점에서 국회 소속으로 옮기는 좋지 않
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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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회,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권한을 가지는가?
(1) 국회의원 수 재조정과 비례대표의원의 수 명기

조문

제3장
국회
제37조

현행헌법

헌법개정안시안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
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
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제46조 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
라 직무를 행한다.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
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
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
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
다.

(조문통합수정)제37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
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
다.
②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가이익을 우선하
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그 수는 법률로 정하
되 비례대표국회의원 100인 이상을 포함하는 300인 이
상으로 한다.
④국회의원은 국무위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⑤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어, 국가․공공단체 또
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⑥국회의원의 선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 전 70일 내
지 40일전에 실시한다.
⑦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
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개헌시안은 국회의원의 수를 200인 이상에서 300인 이상으로 했으며, 그 대신
100인 이상의 비례대표의원을 넣도록 했다. 이것은 그 동안 학계와 사회단체에서
요구하던 의원정수의 1/3 이상을 비례대표의원으로 하자는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서 국회의 전문성을 높여 국회 기능을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생
각된다.

(2)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 조항 신설

현행 헌법에 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 조항이 없어 그 동안 여당 의원이 국
무위원을 겸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겸직 허용은 대통령제 하에
서 3권 분립을 무너뜨리는 제도적 일탈이다.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
회의 구성원이 행정부의 장이 됨으로써 3권 사이의 경계가 애매해짐은 물론 입법
부 본연의 기능에도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통령은 겸직이란 제도
를 통해 국회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 제도는 없애는 게 맞으
며, 그 점에서 개헌시안에 적극 동의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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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7조의 재구성 필요성

개헌시안 제37조에는 국회와 관련하여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내
용이 너무 두서없이 나열된 감이 없지 않다. 따라서 국회 구성방식과 관련된 1,
3, 6, 7항을 제37조로 하고, 국회의원의 책임과 의무와 관련된 나머지 2, 4, 5항은
제38조로 별도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

(4) 국회가 지닌 불필요한 권한 삭제: 의원 면책특권 강화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폐지

조문
제3장
국회
제39조

제3장
국회
제49조

현행헌법

헌법개정안시안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 제39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
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 이 중상적 모욕이 아닌 한 그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니한다.
제63조 ①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
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
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
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
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
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
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
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조문통합수정)제49조 ①대통령·부통령·국무위원·행정
각부의 장·헌법재판소재판관·검찰총장·법관·중앙선거관
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
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
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앞서 살펴본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가능이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기능
을 약화시키는 조항이었다면 국회가 대행정부 견제기능을 남용하여 쓸데없이 행
정부의 발목을 잡는 조항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안이다. 대통령제 하에서 행정부에 대한 통할권은 대통령이 지니
는 게 맞다. 이런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 국회가 인사청문회 이상의 해임건의안까
지 행사하는 것은 3권 분립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 실제로 지금까지 이 권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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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경우 행정부의 발목잡기 식으로 행사되어 온 게 사실이다. 따라서 차제에
이런 불필요한 권한은 삭제하는 게 맞다.
아울러 그 동안 국회의원들이 면책특권의 뒤에 숨어 무책임한 발언을 일삼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를 생각할 때 개헌시안에서 면책특권의 요건을 강화한 것
은 타당하다고 본다.

(5) 탄핵소추 대상 확대와 대통령 탄핵 소추 요건 완화

그러나 국회가 지닌 꼭 필요한 행정부 견제 권한은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는
데, 개헌시안에서 그에 해당하는 것이 탄핵소추 대상을 확대해 검찰총장을 넣은
것과 대통령 탄핵 소추 요건을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와 과반수의 찬성
으로 완화시킨 것이다.

(6) 법안 발의권은 국회만 가져야

조문

제3장
국회
제43조

현행헌법

헌법개정안시안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
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
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
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
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
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
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
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
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
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조문통합수정)제43조 ①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③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2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환부하여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④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⑤대통령의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
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이 제2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
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
다.
⑦대통령은 제5항과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6항에 의하여 법
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5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
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⑧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현행 헌법에는 국회의원과 정부가 모두 법률안 제출권이 있는데, 이 조항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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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안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3권 분립 정신에 입각할 때, 그리고 입법권
은 국회에 속한다는 제36조의 정신에 비추어볼 때 법안 제출권은 국회의원만 갖
는 게 타당할 것 같다.

Ⅴ. 법원과 헌법재판소,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권한을 지니는가?
(1) 법원의 독립성 제고

조문

현행헌법

헌법개정안시안

제5장
법원
제78조

(전체수정)제78조 ①대법원장인 법관은 법관추천회의
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
한다. 대통령은 법관추천회의의 제청이 있으면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으면 임명하여야
한다.
제104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 ②대법관인 법관은 대법원장이 법관추천회의의 동
령이 임명한다.
의를 얻어 제청하고 이를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에 제청이 있으면 대통령은 임명하여야 한다.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 의결을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④법관추천회의는 대법원장을 의장으로 대법관회의
에서 선출한 현직 법관 9인,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2인 및 국회가 지명하는 3인으
로 구성한다.
⑤위의 각 항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
로 정한다.

제5장
법원
제79조

제105조 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
임할 수 없다.
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
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제79조 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
로 하며, 법률이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연임된다.
④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70세로 하며, 그 외
의 법관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개헌시안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법관추천회의를 신설하고, 그
것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구해 대법원장을 임명하도록 했다. 대
법관도 대법원장이 법관추천회의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임기 10년의 법관도 법률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연임되는 것으로 했
다. 이로써 대법원장부터 대법관 그리고 법관에 이르기까지 법원 전체가 대통령
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율성이 커져서 3권 분립의 정신에 보다 다가서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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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의 대표성과 정당성 제고

조문

제5장
법원
제80조

현행헌법

헌법개정안시안

제106조 ①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
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
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80조 ①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
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
을 받지 아니한다.
②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은 그 임명 후 처음으로 실시
되는 국회의원총선거시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심사에 부친다. 연임의 경우에도 같다. 이 경우
유효투표과반수의 유권자가 대법관의 파면을 인정하
는 때에 그 대법관은 파면된다.

2004년 대통령 사태 이후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를 가리켜 ‘선출되지 않은 권력’
이란 힐난조의 말이 자주 사용되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헌시안은 대법원장
과 대법관도 국민들로부터의 심사를 거치는 절차를 마련했다. 즉, 그들은 임명된
후 처음 실시되는 총선에서 국민심사를 거치며, 만약 거기서 유효투표자의 과반
수가 거부하면 파면되도록 했다.

(3) 헌법재판소의 기능 강화

조문

제6장
헌법
재판소
제85조

현행헌법

헌법개정안시안

제85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2. 국회재적의원 4분의1이상의 신청에 의한 법률의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위헌여부
3.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4. 정당의 해산 심판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5.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6.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7. 대통령선거소송에 관한 심판

제113조 ①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
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
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
제6장
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
②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소
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제88조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
은 법률로 정한다.

제88조 ①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권한쟁의의 심판,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 선거소송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
는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
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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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시안은 헌재의 관장사항을 추가했고,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요건도 완화시켜
헌재의 기능을 보다 활성화시켰다.

(4)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대표성 및 정당성 제고

조문

현행헌법

헌법개정안시안

제86조 ①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제111조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국회에서 선출한다.
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 ②헌법재판소의 장은 재판관이 호선한다.
제6장
명한다.
③헌법재판소의 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헌법재판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수 없다.
소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
제86조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⑤헌법재판소의 장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제112조 ①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
제6장
다.
헌 법 재 판 ②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
소
에 관여할 수 없다.
제87조
③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
다.

제87조 ①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으며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②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③제80조 제3항은 이를 헌법재판소의 장과 재판관
에게도 적용한다.

개헌시안은 법원과 마찬가지로 헌재재판관의 임명 절차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대신 국회에 선출권을 줌으로써 헌재의 대표성과 정당성을 강화시켰다.
아울러 대법원장이나 대법관과 마찬가지로 헌재재판관도 국민심사 절차를 거치도
록 함으로써 역시 대표성과 정당성을 제고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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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장경제를 위한 헌법발전의 방향
- 시장경제와 헌법의 개정 방향 -

민 경 국 (강원대 경제무역학부 교수/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
요

약

요즈음 화두는 시장경제활성화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을 촉구한다. 그러나 시장
경제활성화가 헌법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면 어떤 정부든 그런 길의 선택은 재량적
이다. 더구나 구속력은 고사하고 반시장적인 요소가 강력한 헌법이라면 이런

헌

법을 두고 규제개혁을 주장하는 것은 효과도 없다. 한국헌법은 어떤가? 시장경제
에 대하여 매우 비관적이다. 따라서 시장경제활성화는 헌법적 구속력이 없다. 오
히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광범위한 규제권을 허용하는 반(反) 자유의 헌법이다.
그런 헌법의 결과는 참혹하다. 자유와 재산권을 유린하는 정권도 배출했다. 분
배와 참여로 만발한 정부의 탄생도 막지 못했다. 포퓰리즘 정권도 배출했다. 부자
와 가난한 자,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으로 편 가르고 편드는 정책도 막지 못했다.
가격규제, 인허가처럼 편들고 차별하는 규제처럼 법(法)이라고 말할 수조차 없
는 입법, 민중주의 입법도 막지 못하는 것이 한국헌법이다. 재정지출의 급증, 조
세부담의 증가도 막을 힘도 없다. 헌법이 법을 타락시키고 있다.
정부의 무제한적 권력 행사, 그 결과는 치명적이다. 경제성장이 불안정하다. 일
자리도 불안하고 소득도 불안하다. 저소득층도, 중상류층도, 모두가 불안하다. 그
러나 살찌고 안전한 부문이 있다. 그것이 공공부문이다. 일자리 불안도, 소득 불
안도 없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정부의 비대화, 경제의 불안, 이것이 정부 탓, “정부실
패(governmental failure)”가 아니라, 헌법 탓, “헌법실패(constitutional failure)”라
는 것이다. 정부의 공권력 남용을 막지 못한 헌법의 탓이라는 것이다. 헌법실패,
이것이 한국사회를 흔들고 있다. 경제불안은 피상적이다. 근원적인 혼란은 헌법적
혼란이다. 이것이 한국사회를 흔들어 대고 있다.
헌법실패를 치유하는 방법, 이것은 헌법의 개정이다. 어떤 방향으로 개헌을 해
야 할 것인가? 내각제 개헌도 아니다. 대통령 중임제도 아니다. 헌법의 『경제
편』과 같이 반시장적 헌법조항을 삭제하고 “보편적이고 차별 없이 자유와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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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보장하는 법 원칙”(법의 보편성 원칙)을 구현한 “자유의 헌법”의 확립이다.
자유의 헌법에는 자유를 허가와 면제로 오해하는 자유권적 기본권목록도 불필요
하다. 무제한적 민주주의의 상징인 헌법의 국민주권조항도 폐지해야 한다. 헌법의
복지․분배조항은 타락된 법의 온상이다. 폐지하는 것이 옳다. 의회의 입법권과
조세권도 보편성원칙에 의해 제한해야 한다. 법과 경제의 정치화, 조세의 정치화
도 막아야 한다.
자유의 헌법으로 개헌한다면 한국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번영은 물론, 빈
곤의 해소와 그리고 더 큰 분배평등도 실현할 수 있다. 노동자의 삶의
적 개선은 자유시장만이 지속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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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장경제를 위한 헌법발전의 방향
- 시장경제와 헌법의 개정 방향 -

민 경 국 (강원대 경제무역학부 교수/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

제1장 문제의 제기
주어진 주제가 <시장경제와 헌법의 개정방향>이다. 이 주제를 논하기 위해서
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는 것은
는 것이다.
다.

경제 불안은

왜 헌법이 문제인가를

따져봐야 할 것이다. 우리가 주목

정부 탓, 즉 정부실패가 아니라, 헌법 탓,

그래서 헌법이 문제이고,

헌법실패라

또 그래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 제123조 지역간 균형발전 의무조항을 개정하지 않고서,

이 조항에 구

속되어 있는 정부에게 수도권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1. 민주정치속의 경제불안
1987년 민주화만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고 믿었다. 그러나
문제의 시작이었음이 들어났다. 경제성장이 대단히

불안정하다26).

그것은

설비투자도 저

조하다.27) 일자리도 불안하고 소득도 불안하다. 미래도 불안하다. 저소득층도 어
려워졌다. 중상류층도 어렵다.

그러나 살찌고 안전한 부문이 있다. 그것이 정부

이다. 일자리 불안도, 소득 불안도 없다. 정부의 일자리도 늘어났다.
이런 경제침체의 원인은 구조적-제도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 정부의 규제가 줄어들 줄 모르고 있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규제건수가
증가했다. 기업규제와 그리고 노동부문의 규제는 더욱 심각하다28). 교육에 대한
26) 1987년 이전에는 8%이상의 년 평균 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7%이하로 하
락하여 2003년 이후에는 년 평균 4%대로 하락했다(안재욱, 2007).
27) 1970년대 설비투자 증가율은 연평균 25.6% 1980년대에는 12.4%였다. 그러나 1990~1995년
기간에는 10% 내외였다. 1996~2000년에는 년 평균 5%로 둔화되다가 2001년~2005년 연평균
1% 이내로 추락했다(전승철, 김영준, 하준경. 2006).
28) 프레이저연구소(Fraser Institute)가 매년 발표하는 자유지수는 1990년대 이후 증가할 줄 모른
다. 자유지수 7에서 맴돌고 있다. 2006년 노동시장 부문 자유지수는 4.9로서 130개 국가 중
79위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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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의료체계에 대한 국가의 규제, 환경에 대한규제도 줄어들 줄 모른다.

이

런 규제의 성격은 특정한 그룹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차별적인 입법이다.
- 정부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반면에 경제성장의 기반이 되는 자본지출의
증가는 미미하다29).
- 조세부담률은 1970년 14.5%에서 2005년 20.3%로 늘었다. 노무현 정부 들어 국민
의 조세부담률이 급진적으로 늘었다.30).
- 조세와 준조세의 증가도 모자라서 정부부채도 증가했다31). GDP 대비 국가채무
의 비중은 분분하다. 한국경제의 이런 실상에 대하여 학자나 지식인들은 대단히
실망하고 있다. 그 반응은 다양하다.
- 시장활성화가 해법임에도 규제를 개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 좌파정책 때문에 한국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파

정

부로 정권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우매하고 무능한 정부라고도 비판한다.
-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훌륭한 정책을 제시해도 정부가 불합리하고 무지하고 독
선적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듣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현명하고 양
심적인 정부”로 교체해야 한다고 한다.

2. 경제불안의 원인: 정부실패냐, 헌법실패냐
이런 비판을 면밀히 보면,

그 비판의 공통점은

경제침체를

정부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정부가 나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비판은 경제적 불안을 “정

29) 경상지출의 증가는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 더욱 심각하다. 온정주의에 입각한 분배지향적인
복지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했고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으로 공공부문을 확장
해 왔다. 그 확장은 현 정부에 들어와 최고 절정을 이룬다.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 괄목할
만한 것은 공부원수의 증가다. 정권 5년 사이 9만5000명 는 것이다.
30) 김영삼 정부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17.9%였고, 김대중 정부는 18.9%였으며, 노무현 정부는
20.1%이다. 흥미로운 것은 소득증가율은 1980년대 14%정도에서 김대중 정부이후 1998~2004
년 6.5%로 하락했지만 세금과 준조세는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33.4%라는 주장에
서부터 134%라는 주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부부채가 끊임없이 증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31) 정부의 공식적 발표에 의하면 정부 발표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참여정부 출범 직전인 2002년
113조6천억 원에서2006년 282조8천억 원으로 111.7%가 증가했다.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와 한
국은행이 물가안정을 위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의 잔액을 합산해 계산할 경우 국가공공채
무는 이보다 훨씬 더 많다. 662조2천억 원에서 1천142조4천억 원으로 72.5%가 급증, 국내총
생산(GDP) 850조원을 이미 초과(134.7%)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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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패(governmental failure)”로 여긴다는 것이다. 정부 탓하기다.
은 정부로 바꾸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렇다면 좋

그리고 헌법을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

(민경국, 1993a).
그러나 정부실패론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제도라는 것, 이것을 간과한 것이 정부실패론의 결함이다. 우
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입법정책이나 경제정책과 관련된 집단적 의사결정의 결과
는 특정한 제도적 조건(정치제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이다.
건이

그 제도적 조

불문헌법이든 성문헌법이든, 한 사회의 상부구조로서 “국가헌법”(Hayek,

1973: 134)이다.
그런데 국가헌법이 어떠하냐에 따라 정치적 의사결정의 결과가 상이하다. 국가
헌법은 모든 다른 제도와 마찬가지로 한편으로는 지식을, 다른 한편으로는 인센
티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헌법이 편 가르기를 허용하고 특정한 그

룹을 편드는 차별적인 입법이나 또는 차별적인 재정금융 특혜를 금지한다면,
떤 경우라도 정부는 이런 차별적인 정책을 결정하여 이를 집행할 수 없다.
자이나 이익단체 또는 시민단체도 자신들과 관련된

어
유권

특정한 경제부문 또는 특정

한 계층에 유리한 정책을 요구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헌법이 차별적인 정책을 금지하지 않거나 또는 명시적으로 그런
정책을 허용한다면, 그리고 그런 정책이 정치적 경쟁에서 정부에게 지지표를 얻
기에 적합하다면,

언제나 그런 차별적인 입법과 정책을 투입한다. 더구나

헌법

이 특혜정책을 허용한다면 이런 정책을 받아 내기 위한 이익단체나 시민단체들의
활동도 활발해진다.32)
제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다수의 지지를 생명으로 하는 정치제도 아래에서는
특정한 이익단체들과 사회계층의 다양한 특혜적 요구를 뿌리치기가 불가능하다.
결국 그는 '타락된 정치인'이 되고야 만다. 이익단체들의 특혜요구를 단호히 뿌리
치는 '선량한 정치인'이 되고 싶어도

그는 의도하지 않게 '타락된 정치인'이 되

고 만다.
실업, 저성장과 같은 경제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보다

훌륭한 지식에 기초한 입법정책과 경제정책이 있음에도 정부가 이런 것들을 거역
하는 정책을 결정했다면, 그것은 이런 정책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헌법이 없기

32) 예를 들면 농업보조금 정책과 같은 특정한 계층이나 산업부문을 유익하게 하는 차별정책을
통해서만이 정치가들이 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헤도 헌법이 차별적인 입법정책과 경
제정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면 정부는 이런 정책을 투입할 수 없다. 그러나 헌법이 이런
금지조항이 없거나 또는 헌법이 차별적인 정책을 명시적으로 허용한다면, 민주국가에서 정부
가 다수의 지지를 위해서 차별적인 정책을 투입하는 것은 합헌적이다. 그리고 정치가들이 다
수의 지지를 얻기 위해 그런 차별적인 정책을 투입한다면 그들의 행동은 대단히 합리적이라
고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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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유럽경제는 저성장-고실업이

특징이다. 복지국가의 병폐라는 것이 정설이다.

이것이 정부실패가 아니다. 분명히 헌법실패이다. 헌법의 잘못으로 복지국가가
생겨난 것이다.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점은 국가헌법이 정치적 과정을 가이드 한다는 것, 따
라서

현재

한국경제의

불안은

정부실패가

아니라

“헌법실패(constitutional

failure)”라는 것이다. 정부 탓이 아니라 헌법의 탓이라는 것이다.
근래의 중요한 화두는 작은 정부-큰 시장이다.

시장활성화가

한국경제의 활

로라는 것이다. 그래서 규제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활로가 헌법적으
로 구속력이 없으면 정부에게는 그런 길의 선택은 재량적이다.
규제개혁 종합연구를 통하여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규제개혁을 제안

하고 있다(한국경제연구원, 2007). 그러나 이런 규제개혁의 방향이 헌법적으로 구
속력이 없으면

그런 연구의 효과도 반으로 절감된다.33)

균형발전 조항을 개정하지 않고서,

헌법 제123조 지역간

제123조에 구속되어 있는 정부에게 수도권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헌법을 문제시하지 않고 작은 정부-큰 시장
을,

또는 시장경제 활성화를

주장하는 것, 이것도 문제의 전부를 본 것이 아니

라는 점이다. 우리가 현실의 문제를 볼 때에는 국가헌법을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3. 다루고자 하는 문제
경제불안의 원인이 헌법실패라고 진단한다면,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한국헌법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의 문제이다. 한국헌법의 결함을
찾고자 한다(제3장과 제4장). 이런 결함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5장에서는 헌법개정방향을 위한 원칙을 설명할 것이다. 제6장에서는
개정방향의 원칙에 비추어서 한국헌법의 개정방향을 논의할 것이다. 마지막 제7
장에서는 전체 내용을 요약할 것이다. 이런 작업을 위해서 우선 경제와 관련된
한국헌법을 개관하고자 한다(제2장).

33)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규제개혁 종합연구에는 헌법의 개정을 논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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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경제와 관련된 한국헌법의 특징

한국헌법은 법 앞에서의 평등,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통신비밀 보호권, 학문과 예술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사적 소유권을 기본
권으로서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자유권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헌법의 최
고 가치로부터 도출되고 있다. 경제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도 빼놓
지 않고 있다.
이런 가치들은 시장에서 교환을 용이하게 하는 행동규칙들의 기반이다. 국가가
이 기반으로부터 행동규칙들을 도출하여 이들을 제대로만 집행하고, 내부나 외부
의 침입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제대로 지켜주기만 하면 자유시장경제를
확립하기에 충분하다.
이 행동규칙들은 외부의 간섭이 없이도 “자생적 질서(spontaneous order)”의 형
성을 가능하게 하는 고귀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1. 경제자유를 경시하는 한국헌법
그러나 한국헌법에는 이런 조항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제119조 2

항에서 127조까지 「경제편」을 비롯하여 많은 조항들이 있는데 도표-<경제헌법
의 개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의 공통된 내용은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형성
되는

분배(distributive)결과와 자원배분(allocative) 결과를 “인위적으로” 수정하

거나 바꾸려는 목적을 내포하고 있다.34)

경제헌법의 개관
-경제력 집중 및 남용 방지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위한 국가의 개입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
-국토와 자원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한 토지소유권의 제한
34) 헌법조항에서 사용되는 “법적 개념”이나 “경제적 개념”들이 모두 시장과정의 결과를 지칭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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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보호 육성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육성
-경제민주화의 실현
-노동의 권리와 국가의 고용증진 노력
-적정한 소득분배 유지
-주택개발정책을 통한 쾌적한 주거생활 보장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증진,
-교육의 평등
-농어민 보호
-모든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국가의 보호
-여자의 권익과 복지향상

한국헌법의 이런 내용은 경제에 대한 국가의 계획과 규제의 근거가 된다.
국헌법은 정부에게

한

특정한 집단목표(분배목표, 자원배분목표)를 정하고 목적 지

향적으로 경제를 규제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표 <경제헌법 개관>의 내
용은 헌법상 “공공복리(헌법 제23조제2항; 헌법 제37조제2항)의 내용을 구성한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런 공공복리의 개념으로부터 도출된 법률의 특
성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1) 법률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국가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런 법률

은 명령과 지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사회구성원들을 특정한
한 수단으로 취급한다.

국가목적을 위

특정한 정부의 목적을 위해서 가격규제나 수량규제 등

이 전부 이런 지시와 명령에 속한다.
2) 국가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출된 법률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특정한
산업이나 특정한 경제주체들을 편들거나 차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법률은
국가목적에 따라 개인들이나 기업들 또는 인간그룹들을 차별한다.35)

35) 세법의 예를 들면 특정한 소비자 그룹을 위한 특별 소비세, 소득재분배를 위한 누진세 제도,
경제성장을 위한 조세특혜나 금융특혜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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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런 법률은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법이 아니
다. 원래 보편화가 가능한 것만이 법이다. 정부가 특정한 그룹을 편들어 다른 계
층을 희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법이 될 수 없다. 균형발전이나, 경제발전, 또는
소득 재분배목표와 같은 집단적 국가목표를 위한 법은 보편화가 가능한 법이 될
수가 없다. 그런 것은 기껏해야 독일적 의미의 “처분적 법률”일 따름이다.
흥미로운 것은 경제자유와 비교할 때 헌법의 자유권적 기본권의 목록에 포함된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시민적 자유는 매우 효
과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자유와 비교할 때 시민적 자유에서는 규제나 제한, 그리고

차별은 예외라

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경제에서는 규제와 차별 그리고 경제자유의 억압이 일
상적이다.
요컨대 한국헌법은 시민적 자유와 비교할 때 경제와 관련된 정책이나 입법의
실현에서 정부나 입법부에게 대단히 큰 재량권을 허용하고 있다. 이 차이가 존재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시장경제를 몹시 불신하고 있다는 증거다.

2. 한국헌법이 전제하고 있는 시장경제관
경제헌법은 자유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경제헌법 개관>에서 열거한 개
념들과 그리고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들로부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도출할
수가 있다. 경제헌법이 자유경제를 보는 시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헌법은 시장참여자들을 전부 이분법적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이다.
편 가르기의 전형이다. 농어민과 도시인, 노동자와 사용자, 지방과 중앙, 중소기업
과 대기업, 여자와 남자, 청소년과 기성세대, 빈자와 부자 등으로 나누고 있다.
그리고 약자라고 여기는 그룹에게 편들기하고 있다.
두 번째로 한국헌법은 시장경제는 수많은 불미스런 현상을 야기한다고 믿고 있
다.: 독점 문제, 지역적 그리고 산업부문간의 불균형 발전과 불균형 성장, 소득
불평등, 경기불안과 환경파괴 등이다.
세 번째로 한국헌법은 시장경제는 무계획적이기 때문에 질서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불합리한 결과가 생겨난다고 믿고 있다.
요컨대

인간들의 자유로운 상호작용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되는 분배결과와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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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손봐야 할 대상이지 그냥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이 있다. 경제와 관련된 헌법조항의 내용은 시장경제에 대한 헌법
학자들의 비판내용과 일치한다는 것이다36). 대표적인 예를 들면:

“자본주의 경제가 고도로 발전하면서 갖가지 결함과 모순이 드러났다. (1)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무제한으로 허용된 결과 기업들이 대형화 독점화하여 시장을 지배하
고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이에 대항하였다. (2)가격기구는 인위적로 조
작되어 본래의 기능이 마비되고 자원도 합리적으로 배분되지 않게 되었다. (3)빈
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소득불균형이 심화되고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사회적
계급대립이 첨예화되었다.” (권영성: 1995: 156)37)

시장경제에 대한 이런 비판은 이미 잘 알려진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분석과 일
치한다.38) 흥미롭게도 그 비판점들 하나하나는 개별 경제조항의 내용과 일치한다.
따라서 한국의 경제헌법은 시장경제에 대한 사회주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
아도 무방하다. 시장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입장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도 뚜렷
하게 나타난다.:

“우리나라 헌법상 경제질서는 자유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복지․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다.”(92헌바47)39)

이와 같이 경제헌법은 시장경제를 불신한다. 이런 불신 때문에 한국헌법은 국
가에게 경제에 대한 계획과 규제에서 광범위한 권력을 허용하고 있다.

36) 시장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입장은 예를 들면: 朴一慶(1964, 545), 金哲洙(1970, 612) 등에서도
볼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민경국, 1999: 15)
37) 김정호(2004)에서 재인용
38) 이런 이론은 마르크스와 케인즈주의의 자본주의 분석과 흡사하다. 우리 헌법은 이런 분석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자본주의 비판들의 입장과 매우 흡사하다. 예를 들면 베블렌(Veblen)
도 시장과정의 자생성을 부정하고 직접 전문가와 엔진이어들에 의한 직접 통제를 주장했다.
이런 유행을 추종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대표적인 인물이 골브레이스(K. E. Galbraith)이
다. 그도 역시 베블렌처럼 가격기구를 강자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따라서 매우 부적합한 제
도로 여겼다. 이것이 집요하게 영향을 받아 한국 헌법의 기초가 된 것이다.
39) 김현식 한국헌법에서의 경제질서-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한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199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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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헌법이 전제하고 있는 국가관
광범위한 계획과 규제를 담당할 정부는 어떻게 구성하는가? 한국헌법은 정치질
서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주권재민 사상에서부터 의회민주주의 그리고 삼
권분립, 헌법재판소를 비롯하여 집단적인 의사결정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
의 헌법은

“민주헌법”이다.

“자유의 헌법”은 아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는

고용, 경제발전, 투자, 빈곤퇴치, 분배와 복지, 균형발전 등, 이런 과제를 위해서
정부가 구성된다.
한국헌법은 경제와 관련하여 정부에게 광범위한 공권력을 허용하고 있는 이유
는 무엇일까? 그것은 정부활동에 대해 무제한적인 신뢰 때문이다. 그 신뢰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정치가와 관료의 지적 능력에 대한 무한한 신뢰이다. 그들은 복잡한 경
제과정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고, 이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복잡한 경제를 조
종․통제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에서 경제헌법이 작성된 것
이다40). 하이에크가 “치명적 자만(fatal conceit)”이라고 말했던 이런 가정이 한국
헌법을 장식하고 있다.
둘째는 정치가와 관료들에 대한 도덕적 신뢰이다. 그들은 사심을 버리고 '공공
이익'을 위해 헌신하는 도덕적 인간으로 취급되고 있다. 혹은, 헌법은 정부의 조
직규칙을 통해 형성되는 정치적 경쟁이 집단적 목적을 달성도록 정부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전제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요컨대,

한국헌법은

대단히 낙관하고 있다.

40) 고전적 합리주의 사상과 이를 계승한 주류경제학이 주장하는 것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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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한국헌법의 결함: 시장경제에 대한 비관주의

한국헌법이 시장경제를 불신하고 있다. 한국헌법의 이런 불신이 근거가 있는가?

1. 시장경제에 대한 비판의 허와 실
오늘날, 한국헌법이 전제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장경제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20세기 말 이후

동서양을 불문하고 시장경제를 이론적으로 그리

고 경험적으로 옹호하기 위한 노력이 대단히 컸다. 한국학계에도 예외가 아니다.
시장경제를 디펜스하기 위한 다양한 문헌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축적되었다.41) 20
세기 후반부터 그 이후를 경제자유 연구의 르네상스 시기라고 말할 수 있을 만
큼, 경제자유의 효과에 관한 연구가 번창했다.
이런 열정적인 연구는 19세기 이후에서 20세기 중반까지 번영과 평화와 행복을
위한 경제자유의 위력을 제대로 연구하지 못한 결과로, 모든 사회가 좌경화되었
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몰락했던 20세기 말까지만
해도 세계의 경제학자들 가운데

하이에크나 미제스 등을 제외하면 사회주의 또

는 복지국가는 불가능하고 이것은 결국 망할 것이라고 예측한 학자가 거의 없었
을 정도였다.
어쨌든 국내외의 연구결과를 종합한다면, 시장경제는 한국헌법이 전제한 것처
럼 그렇게 비판받을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경제는 대단히 도덕적이고 지혜
롭다는 것이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역사적으로 입증되었다.
한국헌법이 시장경제에 대한 비판의 허와 실을 판명하기 위해서는 경제와 관련
된 헌법조항을 일일이 검토하는 것이 매우 적절한 방법이다. 이런 식으로 헌법조
항에 관한 연구는 이미 많이 이루어져졌기 때문에 헌법조항 분석은 여기에서는
생략할 것이다.42) 그 대신 시장경제에 대한 한국헌법의 비판적 흐름을 평가할 것
이다. 그 흐름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시장경제는 빈곤과
41) 이런 노력가운데 특히 자유기업원과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자유주의
자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유기업원의 웹사이트의 에세이나 또는 칼럼들, 그리고 하이
에크소사이어티가 매년 발간하는 자유주의 시리즈를 참조 예를 들면 안재욱(2006), 박동운:
2004; 2005; 2006). 김정호(2006), 좌승희(2006) 최광(2004), 민경국(2007a; 2007b). 이런 연구
업적을 분야별로 분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일 것이다.
42) 이런 방법으로 한국헌법을 비판한 탁월한 것으로는 김정호(2004: 126~132; 1997: 9~59)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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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의 문제, 분배의 문제, 도덕의 문제, 그리고 질서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
다.

그러나 시장경제야말로 이런 문제를 탁월하게 해결하고 있다. 그 탁월성에

관하여 지금까지 확립된 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디.43)
- 시장경제는 빈곤과 실업의 온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경제
적 번영의 원동력이다.44) 이런 경제적 번영은 정신적 가치들의 번영을 촉진한다.
시장경제의 발달과 이에 따른 경제적 번영은 시민적 자유는 물론 정치적 자유도
활성화한다.
- 시장경제는 분배평등의 적이 아니라 대단히 친화적이다. 경제적 자유를 기반으
로 하는 시장경제에는 내부적으로 분배적 평등을 야기하는 자생적 힘이 작동한
다. 경제자유가 많은 나라일수록 분배가 개선된다는 것이 경험적으로도 입증되
고 있다.45)
- 시장경제는 도덕규칙을 갉아먹는 것이 아니라 도덕을 촉진시킨다.

시장경제가

발전하면 경제도 발전하고 먹을 것이 풍부하니까 예도 생겨난다. 곳간이 차면
예도 바로 선다는 경험칙의 실현이 시장경제이다46). 따라서 도덕규칙과 시장경
제는 서로 대립관계 또는 배반관계가 아니라

공진화(Coevolution)의 관계에 있

다. 도덕이 발전하면 시장경제도 발전하고 시장경제가 발전하면 도덕도 발전한
다.47)
- 시장경제는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질서를 잡아야 한다는 비판도
한국헌법이 채용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좀 더 설명을 요구한다.

2. 시장경제의 자생적 생성: 자생적 질서
한국헌법은 시장경제는 케이오스(chaos)라는 시각을 전제하고 있다. 전체를 생
각하여 행동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모두 제각기 자신의 목적만을 추구하기 때
문에 질서가 없고 혼란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전체를 계획하는 실체
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실체가 정부이다.
이런 인식은 원래 프리드리히 엥겔스에서 나온 것인데,

질서란 오로지 외적인

힘(전지전능한 힘)에 의존해서만 창출될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43) 이것은 나의 저서 자유주의의 지혜에서 밝혀낸 주제이다. (민경국: 2007 a)
44) 이런 주제를 대변하는 문헌은 수없이 많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예를 들면 Gwartney, J. D/
Lawson, R.A/ Clarke, J.R. 2005
45) 예를 들면 (Norberg, 2003). 실증연구결과를 서베이 한 것에 대해서는 (민경국, 2007a:
238~243)
46) 예를 들면 (B. Friedman, 2006)
47) 예를 들면 (Ratnapala, 2003; Fukuyama 1999/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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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은 질서는 물리적 현상으로서 자연적 질서와 그리고 인간들이 미리 청사진에
따라 계획하여 의도적으로 만든 계획된 질서 또는 인위적 질서의 이분법적 사고
에서 비롯된 것이다(Hayek, 1969)48).
그러나 질서에는 계획이 없이도 자생적으로 이루어지는 질서가 있다. 이것이
제3의 질서로서 “자생적 질서”이다. 이것은 질서 잡는 사람이 없이도 질서가 생
성․유지되는 질서이다. 시장경제가 바로 자생적 질서이다(Hayek, 1973)49).
질서 잡는 실체가 없이도 어떻게 시장경제에서 스스로 질서가 생성되고 유지되
는가? 경제학의 발전과정에서 이를 가능하게 하는 두 가지 과정을 발견했다.

하

나는 교환행동을 통해서 서로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 개인들의 행동이 조정되는
과정이다(self-coordination). 다른 하나는 개인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과정이다

(self-control). “자기조정”과 “자기통제”, 이 두 가지가 혼란이 없이 자생적 질서
의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Streit, 1995).50)
이 두 가지 메커니즘을 통하여 수많은 불특정 다수의 행동이 조정되고

동시에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처벌하고 성공한 행동에는 보상하는 식으로 행동들이 통제
된다. 이 두 가지 메커니즘이 개인들과 인간그룹들의 상호작용을 구성한다. 특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런 상호작용은 ‘복잡계’처럼 대단히 “복잡한 현상”이라는
것이다.
시장경제는 이런 상호작용이외에도 경쟁의 압박이 작동한다. 이 경쟁압력은 개
인들에게 새로운 것의 발견과 혁신의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새로운 것의 발견과
혁신은 시장과정을 내적으로 다양하고 역동적으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흥미로운 것은 혁신과 새로운 것의 발견은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예측이
가능하다면 새로운 것도 아니고 혁신도 아니다. 이런 예측 불가능성과 그리고

48) 계획된 질서에서는 그 구성원들이 추구할 공동의 목표가 존재한다. 이런 집단적 목표를 위해
구성원들에게 미리 정한 청사진에 따라 위치와 역할이 배정된다. 대표적인 예가 사회주의
계획경제이다. 한국헌법이 전제하는 것처럼 시장경제는 제각기 자신들의 목적을 추구하는 개
인들, 그리고 기업이나 또는 연합이나 단체와 같은 인간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신의 목
적만을 추구하는 개인과 그룹만 있을 뿐이다. 그들 각자에게 미리 정한 청사진에 따라 위치
와 역할을 배정하는 실체가 없다. 구성원들 전체가 추구하는 집단적 목표도 없다. 구성원전
체가 공동으로 추구할 목표 대신에 공동으로 지키는 “추상적” 그리고 “일반적인” 행동규칙
만이 있을 뿐이다.1) 다시 말하면 시장경제에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질서를 잡는 실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헌법이 전제하는 것처럼 시장현상은 무질서나 혼란처럼 보이는 것은 당
연하다.
49) 하이에크는 조직(Organization)과 자생적 질서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Hayek, 1973). 자생적
질서는 공동의 목적 대신에 공동의 행동규칙이 있다. 이 행동규칙은 명령이나 지시와는 전
적으로 다른 성격의 행동규칙이다. 그것은 일반적 추상적 성격의 행동규칙이다.
50) 시장경제의 자생적 질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정의하는 규칙, 계약과 관련된 규칙,
파산과 관련된 규칙 등, “추상적” 그리고 “일반적” 성격의 정의의 규칙이다. 정의의 규칙에
속하는 대표적인 것이 사법질서(order of private law)이다. 이 문제는 뒤에가서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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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의 복잡한 상호작용현상, 이것은 또 하나의 중요한 인식론적 의미를 가
지고 있다. 즉, 분배현상이나 자원배분 현상, 가격현상 또는 수량현상 등과 같은
모든 시장현상을 단순한 인과론으로 완전히 설명하고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는 것이다.
시장현상은 간단한 인과관계로 설명하거나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과학철학의 발전과정에서

과학이 할 수 있는 것은

“원리의

알려졌다(Hayek,

설명”

또는

“패턴

예측”일

뿐이라는

것이

1971;

Popper). 적극적인(positive) 설명과 예측을 포기하고 그 대신에 소극적(negative)
설명과 예측이 그런 류이다.
이 모든 것은

정부가 소망스러운 시장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경

제를 계획하고 규제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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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한국헌법의 결함: 정치에 대한 낙관주의

한국헌법이 국가에게 시장경제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를 허용한 이유는 한편으
로는 시장경제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에 대한 무

제한적 신뢰 때문이다. 그 신뢰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국리민복에 헌신하는 대단히 이타적인
사람들이라는 전제이다. 이런 전제는 그들에게 인센티브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Gwartney/Wagner 1988: 7). 다른 하나는 그들은 국리민복이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이를 달성할 수 있는가에 관한 지식에서 문제가 없다는

전제이

다. 우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런 전제가 타당한가의 문제이다.51)

1. 인센티브 문제와 지식의 문제 : 치명적 자만
(1) 인센티브 문제: 정치가나 관료들이 인센티브에 좌우되지 않고 국리민복(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전적으로 불확실하지만)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한다는 전
제, 이런 전제는 헌법이나 사회질서의 생산적인 담론을 위한 전제가 될 수
없다. 정치질서든, 경제질서든 이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이런 인간은, 다운
스(A. Downs)와 뷰캐넌(J.M.Buchanan) 이래 확립된 공공선택론이 보여주고
있듯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전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인센티브가 중
요하다는 것은 경제는 물론 정치에서도 타당하다.
이런 사실은 민주주의 정치과정에서 형성되는 경제정책이나 또는 입법정책을
보면 단적으로 들어난다. 민주주의 정치과정에서 형성되는 경제정책이나 입법정
책은 단기적이고 차별적이고 그리고 일관성이 없다(Hayek 1960: 110~111; Hayek,
1979: 18~19). 나누어먹기 식 예산배정, 지지표와 관련된 이익집단이나 시민단체에
대한 법적 특혜, 끼리끼리 정치적 자리 나누기 등도 정치과정의 특성이다.
왜 이런 특성을 갖는가? 그것은 다수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적 경쟁

때문이

다. 지지표획득에 유리한 직업적, 계층적, 지역적 그룹의 이익을 보호하고 편드는
“이익의 정치(politics by interests)”가 민주정치의 핵심적 논리이다(Buchanan).
제아무리 이론적으로 훌륭한 정책이라고 해도 이것이 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면 정치가들에게 그것은 쓸모없다. 포퓰리즘이 생겨난 것도, 그리고 복지국가
51) 이것은 신고전파 후생경제학의 전형적인 전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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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겨난 것도
는

물론

다수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적 논리의 산물이다. 정치의 세계

관료의

세계에서도

인센티브가

중요하기는

매한가지이

다.(Gwartney/Wagner 1988: 14~17).
“레바아단-문제(leviathan-problem)”, 즉 큰 정부-작은 시장은 지지표획득을 위
한 무제한의 정치적 경쟁의 산물이다.

그러나 그 문제는

“주인 대리인 문제” 에

의해서도 생겨난다. 집단적 의사결정의 고유한 특성 때문에
경제정책을 완전히 통제하기가 불가하기 때문에 생겨난다.

유권자들은 정부의
이미 잘 알려져 있듯

이 선거의 시간적 미분화, 선택 대안의 미분화, 정치적 공급의 인적 미분화, 그리
고

유권자의 합리적 무지 등, 이들이 집단적 의사결정의 고유한 특성을 구성한

다(민경국, 1994: 119~129).
이런 이유로 유권자들이 선거를 통해서 정치가들의 행동과 그들의 정책을 완전
히 통제할 수 없는 대리인들의 재량적인 영역이 생겨난다. 이런 영역에서 그들은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한다.(Mueller, 1996: 255~59). 정치가나 관료는 자신들의 개
인적인 관심을 관철하기 위해 그런 재량적인 영역을 활용한다.

(2) 지식의 문제: 정부가 전적으로 이타적이라고 해도 문제는 남아 있다. 사회
주의

계산논쟁

이후

미제스-하이에크가

확립한

“지식의

문제

(knowledge-problem)”가 그것이다.52) 지식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즉, 경제
를 계획하고 규제하는데 필요한 지식은 어느 한곳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각처에서 분산되어 존재하고 그리고 새로이 생겨나기도 한다. 성공적인 계
획과 규제에 필요한 지식은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머리

속에 들어 있

다는 말이다.
정부의 계획담당자는 경제에 대한 성공적인 계획과 규제를 위해서는 그런 지식
을 전부 수집하여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불가능하다. 알 수도 없는 익명
의

수백만 명, 아니 수천만 명의 인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부 수집하는 것

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도 원천적으
로 불가능한 이유가 있다.
개인들이 제각기 가지고 있는 지식의 대부분은 “암묵적 지식”으로 구성되어 있
기 때문이다(Hayek, 1969: 213: Hayek, 1973: 154, 163; Ryle, 1976). 암묵적 지식
은 제3자에게는 고사하고 자신에게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식이다.
지식의 문제 때문에, 정부의 성공적인 계획과 규제는 가능하지 않다.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망한 이유, 이것은 인센티브 문제 때문만이 아니다. 더 큰 이유, 더
52) 이 문제는 미제스와 하이에크가 1930년대 시장사회주의자들에게 사회주의 계산 불가능성 논
쟁에서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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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원적인 이유는 지식의 문제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전체적인 계획이나 규제의 불가능을 인정한다. 그러나

흥미

롭게도, 이른바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해서 정부의 부분적인 계획과 규제는 가
능하다고 믿고 있다53). 이런 믿음이 타당한가?
부분적인 계획이나 규제도 전체적인 계획이나 규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양적으로
나 질적으로

동일한 지식의 문제가 있다. 규제도 중앙집권적 계획과 똑같이 특

정의 구체적인 집단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규제를 위해서

는 관료나 전문가가

지식까지도 수

접근하기 어려운 현장지식, 심지어 암묵적

집해야 한다.
이 맥락에서 시카고 대학 법철학자 엪스틴의 말은 정곡을 찌른다(Epstein,
1995: xii~xiii).

“내 생각으로는 가격 또는 노임과 같은 정부의 규제와 정부소유 사이에는 명확한
구분이 없다. 오히려 규제는 소유자의 권리 다발 가운데 어떤 권리요소들을 취하
여 이들을 이전하는 것인데, 그들도 중앙집권적 경제계획에서 생겨나는 것과 동
일한 난관의 희생물이다. 사회주의의 몰락이 ........행정관료가 접근할 수 있는 지식
의 고질적인 결함에서 생겨난 것이라면, .....현대의 규제형태도 동일한 비판의
대상이다.”

지식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경제에 대한 계획과 규제가 가능하다고 믿고 경제에
개입하려는 성향이 정치가와 관료 그리고

그들의 주변에서 활동하는 사회공학적

지식인들의 독특한 성향이다. 시장과정의 자원배분구조와 분배구조를 바꾸려는
정부의 모든 규제는 지적 자만을 전제한 것이다. 지식의 자만도 공권력을 자의적
으로 행사하는 레비아단으로 가는 길이다.

(3) 치명적 자만: 도덕적 자만과 지적 자만의 결과는 무엇인가? 구 소련과 동유럽
의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 그리고 저성장-고실업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유럽

의 복지국가와 남미 경제의 심각한 불안이다. 한국경제의 어려움도 예외가 아
니다.

53) 발전국가론( Amsden, 1989; Wade, 1990)과 그리고 복지국가론에서도 이런 지식의 문제를 도
외시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의 유용성을 주장하면서도 소위 "시장실패“를 수정하기 위해
사적 기업들이나 사적 병원 또는 그 밖의 인간그룹들에 대한 정부규제가 필요하다는 성급
한 이론도 지식의 문제를 간과한 것이다(Epstein, 1995, xii-x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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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것은 지적 도덕적 자만의 치명적 결과이다.
제는 물론 복지국가와 발전국가의 계획 및

그래서 사회주의 계획경

규제와 관련하여 하이에크가

“치명

적 자만”(Hayek, 1988)이라고 말한 것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다.

2. 왜 정부의 공권력을 제한하는 헌법규칙이 필요한가?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커져가는 정부의 공권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 필요성을 강조했던 것이 애덤 스미스-하이에크 전통의
자유주의이었다(Hayek, 1979: 128). 정부의 공권력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 이것이 헌법주의(constitutionalism)이다.
공권력의 제한이 필요한 가장 분명한 이유는 레비어단-문제를 야기하는 요인들
이다. 지식의 자만, 그리고 다수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무제한의 정치적 경쟁,
주인-대리인 문제가 그 요인이다.
그러나 공권력을 제한할

이유가 또 있다. 제한 없는 집단적인 의사결정에서는

그 결과는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자연인의 의사결정은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의사결정이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반하여 집단적 의사결정, 특히 다수결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적 의사결정은 그
렇지 못하다.
지속적으로 내려지는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안내하고 그런 의사결정들의 모순과
비일관성을 막기 위해서도 공권력을 제한할 헌법규칙이 필요하다.

3. 헌법을 구성하는 두 가지 규칙: 제한규칙과 조직규칙
그러면 한국헌법은 공권력을 효과적으로 제한하는 헌법규칙이 있는가? 이 문제
를 다루기 전에

국가헌법의 구성요소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국가헌법은 두 가지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조직규칙(Organization Rule)”이다. 조직규칙은
정부가 어떻게 작동하는가와 관련되어 있다(Hayek, 1973: 125).54) 예를 들면 의회
의 구성방법, 대통령이나 그 밖의 정치적 인물의 선거제도, 헌법재판소, 삼권분립
등이 조직규칙이다. 조직규칙은

국가와 국가기관의 내규(內規)이다. 국가기관에

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규칙이다.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 또는 정부에
할당된 자원의 관리 방법 등도 조직규칙에 속한다.
54) 과트니 /바그너는 “절차적 고안(procedural design)"이라고도 표현한다.(Wagner/Gwartney,
1988: 36). 그들은 제한규칙을 실체적 제한이라고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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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조직에 대해 행사하는 정부의 공권력을 제한하는 헌법규칙, 이것이 또 다
른 종류의 헌법규칙이다. 공권력을 제한한다는 의미에서

“제한규칙(Limiting

Rule)”이 그것이다(Hayek, 1973: 131~135). 국가가 통제할 자원의 몫을 정하고 국
가가 자신의 정부기관을 통하여 수행할 활동범위와 의사결정 범위를 제한하는 규
칙이다. 입법부의 입법을 제한하거나 기타 정부조직의 의사결정 영역을 제한하는
규칙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 두 가지 규칙의 구분은 두 가지 이상적인 정부의 구분과 동
일하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구분이 그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두 가지는 각각 상이한 문제를 다룬다는
것이다. 어떻게 정부를 효율적으로 조직할 것인가의 문제, 즉 조직규칙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민주주이다. 이에 반하여 민간에 대한 정부의

공권력 행사를 어떻

게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가의 문제, 즉 제한규칙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자
유주의이다.
자유주의가 다루는 문제, 즉 정부의 권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가의 문제는 민주주의가 다루는 문제, 즉

누가 국가조직을 통제하는가, 누가 다

스려야 하는가의 문제와는 전적으로 다를 뿐만 아니라 독립된 문제이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정부의 공권력을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제한규칙만 제대로 갖추진 헌법을 가진다면,

정부를 어떻게 조직하든,

정부의

조직 규칙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민주적으로 정부를 조직하든, 과두정
부로 조직하든, 이것은 원칙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4. 한국헌법의 결함: 제한규칙 대신에 조직규칙을 중시
이제 한국헌법을 보자. 공권력을 효과적으로 제한 할 수 있는 제한규칙이 마련
되어 있는가? 우리의 대답은 이렇다: 즉, 한국헌법은 (1)민주주의가 다루는 문제
와 자유주의가 다루는 문제는 전적으로 상이한, 그리고 완전히 독립적이고 분리
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2)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정부를 조
직하는 규칙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에

정부의 공권력을 효과적으로 제한하는 제

한규칙을 대단히 소홀이 했다는 것, 이것이 한국헌법에 대한 우리의 진단이다.
이런 진단은 앞에서 제시한 도표 <한국헌법의 개관>이 입증하고 있다. 이

개

관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헌법은 균형성장, 소득분배, 균형발전, 경제민주화,

평

등교육, 건강복지, 농업보호, 중소기업보호 등 수많은 집단적 목표를 열거하여 이
런 목표를 위해 정부에게 경제를 계획하고 규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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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진단, 즉 한국헌법은 정부의 공권력을 효과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제한
규칙의 마련에 소홀히 했다는 것을 다른 식으로도 입증할 수 있다. 제한규칙의
문제와 가장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헌법조항은 “자유와 권리의 존중, 제한”을 규
정한 헌법 제37조와 그리고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을 규정한 헌법 제23조이다.
그리고 이 조항은 한국헌법의 가장 중심된 조항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왜냐하
면 이 두 조항은 자유주의의 두 수레바퀴의 역할을 하는 가치, 즉 자유와 그리고
재산권의 보호를 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또 하나가 있다. 자유와 재산권에 대한 한국헌법의 유보

조항이 그것이다. 한국헌법은 자유와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의 필요성을 인식
하고 있다. 그런데 그 필요성을 헌법 제37조에서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그리
고 공공복리에서 제23조에서 공공복리에서 찾고 있다. 유보조건으로서 경제와 가
장 밀접한 공공복리만을 논의하자.
우리가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자유와 재산권을 제한해야 할 이유의 문제와 그
리고 어떻게 헌법적으로 자유와 재산권을 제한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이 두 가
지 문제는 앞에서 이미 설명한 시장경제에 대한 한국헌법의 인식과 직접 또는 간
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이다.
자유와 재산권을 제한할 이유는 시장경제가 야기하는 분배문제, 빈곤문제, 그리
고 불균형발전 문제, 노동문제, 소비자 문제, 농어촌 문제 때문이다. 시장경제에
대한 지독한 불신 때문이다.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제한해야 하는가?

한

국헌법은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공공복리를 위
해서 국가의 공권력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공공복리 개념이 정부의 공권력 행사의 범위
를 분명히 하는 개념이라면 한국헌법의 유보조항은 국가의 공권력을 효과적으로
제한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개념은 일반적으로 대단히 막연한 개
념이지만 헌법에서는 어떤 개념인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시장경제에 대한 한
국헌법의 비판적 내용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 비판적 내용에 정부가 달성해
야 할 집단적 목표가 들어있고 이 목표를 공공이익으로 이해한다.
시장경제에 대한 한국헌법의 비판과 그리고 이 비판으로부터 도출된 정부개입
의 목적, 즉 공공이익을 가장 간단하면서도 일목요연하게 반영하는 것이 한국헌
법 제119조 제2항이다.
한국헌법의 공공이익의 개념은 헌법 119조 제2항에 열거된 것보다 더욱 더 광
범위하다. 광범위한 공익개념은 앞에 제시한 <경제헌법의 개관>에 나타난 국가
의 과제에서 잘 반영되고 있다. 헌법적으로 보면 정부의 “보이는 손”이 뻗치지 않
는 곳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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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맥락에서 흥미로운 것은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의 자본주의 국가와 구
동독, 구 소련,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 헌법을 비교한 자유기업원의 보고서다.
“우리니라 헌법은 경제에 관한 규제조항이 많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국가들보다는
오히려 사회주의국가들에 더 가까워 보인다.”고(김정호, 2003: 119) 진단하고 있는
데 이것은 한국헌법이 국가의 공권력을 효과적으로 제한하는 헌법규칙(제한규칙)
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입증하는 보고서다. 따라서 우리가 확인
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헌법은 정부의 공권력을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헌법

장치의 확보를 소홀이 했다는 것이다.
왜 소홀이 했는가? 그 이유는 민주적 통제에 대한 신뢰 때문이다.

민주화만

되면, 주권재민의 이념만을 실현하면, 우리 손으로 훌륭한 인물을 대통령으로 뽑
으면, 그리고 적절히 권력을 배분하기만하면 “만사형통”으로 생각했다. 다시 말하
면

“민주적 통제”가 권력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충분한 안전장치로 여겼던 것

이다. 투표방법, 대표자 선출 방법, 의사결정 방법과 같은 조직규칙만 제대로만
작동한다면 만사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다. 제대로 된 인물을 대통령으로, 또는
국회의원으로 뽑기만 하면 만사형통으로 생각했다.
요컨대, 제한규칙을 소홀이 한 이유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가에 관한
낭만적인 시각 때문이었다. 이것은 이타적이고 그리고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
다는 전제이다.
이런 믿음에서 헌법을 개정한 것이 1987년 “민주화 헌법”이다.
주주의를 제한하는 “자유의 헌법”이 아니라 유감스럽게도

이 헌법은

민

무제한적 민주주의를

전제한 전형적인 “민주헌법”이다.
그러나 이런 민주주의 헌법은 지적 자만과 도덕적 자만을 막을 수 없었다. 집
단적 의사결정의 고유한 특성에서 오는 주인-대리인 문제도 막을 수 없었다. 압
력 단체로서 다양한 이익단체와 그리고 다양한 NGO의 정치적 영향력 행사도 막
을 수 없었다.55)
요컨대, 한국헌법의 첫째 결함이 시장경제에 대한 불신이라면 두 번째 결함은
사적 영역에 대한 정부의 공권력 행사를 제한하는 제한규칙을 소홀이 한 점이다.
소홀이 한 결과는 무엇인가? 그것은 헌법실패이다.

헌법실패의 구체적인 표현이

과다한 세금, 부문별한 부동산 정책, 규제강화, 정부지출의 증가 등이다.56) 한국헌

55) 이들의 정치적 영향력은 현대 민주주의의 중요한 특징이다. 특히 NGO의 등장은 더욱 더 새
로운 것이다. 헨더슨은 그 등장을 “새천년의 집단주의”라고 말하고 있다.(Henderson, 2001).
그런 집단들은 선거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로비스트로서 직접 의회와 관료의 의사결정에 영
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익단체나 직능단체는 의회에 대표자를 파견할 수 있다.
56) 이런 결과를 야기한 것은 무엇보다도 다양한 이익단체와 그리고 이른바 “NGO"의 정치적
영향력이다(민경국, 1993). 개별 유권자와 비교할 때 이익단체의 정치적 영향은 막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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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정부를 거대한 공룡으로 키우고 있다. 법과 경제를

정치화하고 있다. 조세

의 정치화도 헌법실패이다.
헌법실패를 극복하고 그리고 집단적 의사결정의 일관성을 위해서도

제한규칙

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국헌법에 어떤 제한규칙을 도입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는 한국헌법의 개정
방향을 정하기 위한 원칙과 관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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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헌법개정 방향의 기본원칙: 법의 지배원칙

우리는 한국헌법을 진단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제는 한국헌법
의 개정 방향을 논의할 차례다.

국가의 공권력을 제한하기 위한 제한규칙을 소

홀이 한 것이 한국헌법의 특징이라면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이 제한규칙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를

이 문제는 헌법 개정의 방향을 정하기 위한 원칙의 문

제이다.
헌법 개정 방향의 원칙에 관한 논의에 앞서 우선 한국헌법을 왜 개정해야 하는
가에 대하여 간단히 정리하자.

1. 왜 한국헌법을 개정해야 하는가?
한국헌법의 두 가지 결함을 설명했다. 하나는 시장경제에 대하여 대단히 불신
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장경제는 고용문제, 성장문제는 물론 분배문제, 복지문제
를 비롯하여 건강이나 교육문제, 농업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국헌법은 정부의 규제를 헌법에 명문화하고 있다. 제119조에서 127조까지의
헌법조항으로 구성된 「경제편」은 경제에 대한 정부의 계획과 규제를 명시적으
로 허용한 조항이다. 그것은 시장경제에 대한 불신에서 도출된 것들이다. 이런 경
제편 이외에도 환경권과 주택 개발정책을 규정한 제35조와 같이 시장경제에 대한
불신에서 정부의 개입을 요구하는 조항은 많다.57) 이와 같이 경제편을 설정해서
까지 정부에게 경제에 대한 공권력의 광범위한 행사를 요구하는 헌법도 없다.
두 번째 결함은 민주주의가 중시하는 정부의 조직규칙에 치중하고 이에 반하여
자유주의가 중시하는 제한규칙, 즉 정부의 공권력을 제한하는 제한규칙을 등한시
했다는 점이다. 오히려 정부의 광범위한 공권력을 허용하고 있다.
한국헌법은 참으로 흥미롭다.

“이중적 결함” 때문이다. 경제편이 없거나 또는

정부에게 그 밖의 경제규제를 요구하는 경제관련 조항이 없고,

오직 민주주의가

중시하는 조직규칙만 존재한다고 해도, 민주주의 논리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작은
시장- 큰 정부의 문제(레비아단 문제)가 생겨난다.
57)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제31조 노동의 의무와 권리를 규정한 제32조, 사회보장을
규정한 제34조. 헌법의 각 조문을 중심으로 비판한 기념비적 논문은 김정호(1998; 김정호
2003)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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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한국헌법의 첫 번째 결함에서 보는 것처럼, 헌법에 명시적으로 경제와
관련하여 정부의 공권력 행사를 광범위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로써 이미 레비아
단-문제가 정치체제와 관계없이 헌법상 구조적으로 예정되어 있다. 따라서 헌법
은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하여 형성되는 정부의 경제규제를

직접적으로 그리고

명시적으로 정당화하고 있다.
한국헌법의

이중적 결함으로 인하여

포퓰리즘 정권도 배출했다. 재산권의 중

요성을 무시하는 정권도 배출한 것이 한국헌법이다. 분배와 참여로 만발한 정부
의 탄생도 막지 못했다.

각종 이익단체의 요구와 이를 위한 입법을 정당화한다.

기업부문을 비롯하여 의료, 교육, 노동부문에 대한 규제의 책임은 잘못된 헌법 탓
이다.
경제성장의 불안, 소득과 일자리 불안정 빈곤층의 증가 등, 그 어느 누구도 원
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 것, 이것이 한국헌법이다. 헌법실패가 오늘의 한국의 특
성이다.

2. 시장경제의 구성원리와 법의 지배 원칙
국가의 공권력 행사를 효과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제한규칙으로서 헌법적 원칙
을 어떻게, 어디에서 도출할 수 있는가? 한국헌법은 시장경제에 대한 불신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런 불신은 근거가 없다면 그리고 “시장경제의 지혜”를 인
정한다면 시장경제는 보호의 대상이라는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공권력을 제한

하는 헌법규칙에 대한 논의는 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원리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
다. 그 원리는 무엇인가?
경제학의 발전과정에서 시장경제는 “자생적 질서”라는 것이 밝혀졌다.58) 따라서
자생적 질서의 성격으로부터 우리는 “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원리”를 찾을 수 있다.
자생적 질서는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달성할 집단적인 목표가 없다. 그 대신 구성
원들의 개별목적만 있을 뿐이다. 그들은 제각기 자신들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서 제각기 가지고 있는 지식을 투입한다.
따라서 그것은 “조직”과 전적으로 다르다. 조직은 조직구성원들이 추구할 공동
의 목적이 있다.

조직은 구체적인 목적을 위해 만든 것이다.

집단적 목적을 위한 수단이다.

구성원들은 그런

그리고 그런 목적을 위해 그 구성원들에게

정한 조직계획(청사진)에 따라 과제가 할당된다.

그리고 조직은 상하로, 즉

미리
계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59)
58) 자생적 질서는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와 동일하다.
59) 정부, 가계, 기업, 사적 단체, 이익단체 등이 조직에 속한다. 이런 조직 그 자체는 행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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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자생적 질서로서 시장경제는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추구해야 할 특정한
집단적 목적이 없다.60) 구성원들의 개별적인 목적만 있을 뿐이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자생적 질서가 형성되기 위한 조건이다.

자생적

질서가 생겨나는 이유는 구성원들이 공동의 집단목적 대신에 공동의 “행동규칙”
을 지키기 때문이다. 이런 행동규칙들은 도덕규칙, 종교규칙, 상 관행과 관습, 단
순한 전통 등이다. 그리고 특히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책임법, 소유권법, 계약법,
경쟁법 등 사법(Regeln des Privatsrechts)을 구성하는 것들이다. 이 사법규칙은
소유의 안정, 동의에 의한 재산의 이전 그리고 약속이행 등, 흄의 유명한 “자연법
의 3원칙”을 구현한 것들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사법규칙이다61). 이것이 부분적으로 경제정책 수단이 될
뿐 아니라

우리가 찾고자 하는

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적 제한규칙의 논의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종류의 행동규칙이 자생적 질서를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화가 가능한(universalizable)” 행동규칙이다.62) 일반성
과 추상성의 조건을 갖춘 것들만이 보편화가 가능하다.63) 이런 조건을 갖춘 행동
규칙을 애덤 스미스는 “정의의 규칙”이라고(애덤 스미스, 1978/1995), 그리고 하이
에크는 “정의로운 행동규칙”(Hayek, 1976), 법 철학자 펄러는 “의무의 도
덕”(Fuller, 1964)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런 명칭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일반성
과 추상성을 갖춘 법 규칙이다. 그리고 이런 조건을 갖춘 법 규칙이 전제될 때만
이 시장경제에서 앞에서 서령한 자기조정과정과 자기통제과정을 통하여 자생적으
로 질서가 형성된다.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자유주의 전통이 정치적 이상으로 여겼던“법의
지배 원칙(Principle of the Rule of Law)”이다. 이것은 “법 대로(Rule by Law)”
라는 뜻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국가가 강제로 집행할 법 규칙은 보편화가 가능
한 것이어야 한다는 요구 또는 원칙이다.64)

법이 일반성, 추상성을 갖추어야 한

체로서 개인들과 함께 자생적 질서의 구성요소이다
60) 시장경제의 구성원들은 가계, 기업, 기타 사적 집단들이다. 전체 사회를 자생적 질서로 본다
면 그 자생적 질서는 조직으로서 정부라는 조직도 포함된다.
61) 상법, 형법, 과세방법, 위생 및 안전규제, 경쟁법, 환경법, 생산 및 건축규제, 회사법, 노동보호법
62) 보편화가 가능성은 칸트의 정언명령에서 나온 개념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다.: “인간은 항상
‘네가 하는 일이 보편적인 입법이 되도록 하라’라는 격률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말
한다.
63) 이런 조건을 갖춘 행동규칙이 애덤 스미스의 정의의 규칙이다(애덤 스미스, 1978/1995). 하이
에크는 정의로운 행동규칙이라고 말하고 있다(Hayek, 1976).
64) 원칙을 세워놓고 이 원칙에 비추어 한국헌법의 개정방향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
선 헌법 개정의 방향을 위한 원칙을 논의고자 한다. 그 원칙으로서 우리는 고전적 자유주의
의 정치적 이상으로서 법의 지배 원칙(Principle of Rule of Law)을 제안할 것이다. 우리는
이 고귀한 개념이 왜곡되어 엉뚱한 정치적 법적 의미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사회
주의, 국가주의 또는 복지국가론에 의해 대단히 보기 흉하게 더럽혀졌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깨끗이 씻어내어 고전적 자유주의의 원래의 의미를 찾아서 헌법개정 방향의 원칙으
로 수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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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요구를 “보편성 원칙”이라고도 부른다.
법의 지배 원칙 또는 보편성 원칙, 이것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헌법적 제한 규
칙, 다시 말하면 시장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의 공권력을 제한하는 제한규
칙의 원칙이다.
따라서 법의 지배 원칙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법 규칙이 보편
화가 가능하려면 그것이 충족해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다(Hayek, 1961:

1976:

35)65)
1) 법규칙은 보편적이어야 한다. 차별적인 내용이 있어서도 안 되고, 차별적으
로 적용해서도 안 된다. 미지의 그리고 불특정 다수의 사례와 사람에게 적용
될 수 있어야 한다.(일반성 조건).
2) 법규칙은 열려있어야 한다. 법규칙은 금지될 행동만을 기술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특정한 행동을 당연 금지하는 성격의 법이어야 하고

달성하고자 하

는 목표와 동기를 내포해서는 안 된다. 금지되지 않은 행동 또는 새로운 행
동방식의 발견은 개인에게 맡겨야 한다. (추상성 또는 열림성 조건).
3) 법은 확실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금지된 행동은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법규칙을 규정해야 한다. (확실성의 원칙)

이런 특성을 갖춘 법이 “자유의 법”을 의미하는 노모스(Nomos)로서의 법이다.
이런 법은 정의의 보편적 규칙이라는 의미의 법이다. 이것이야 말로 진정한 법이
다. 편 가르기 법, 편들기하는 법,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은 법이 아니
다.
법의 지배 원칙을 충족하는 법 규칙은 시장경제가 스스로 조정되고 그리고

그

것이 스스로 통제되어 자생적으로 질서가 형성되기 위한 조건이다. 이런 법은 형
법과 그리고 민법을 포함하는 사법질서(order of private law)를 구성하고, 이것은
“사법사회(private law society)”의 기반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경제와 사법사회
는 동전의 양면이다(Boehm).

3. 법의 지배원칙과 자유의 헌법의 기본조항
법의 지배 원칙은

자유로운 거래,

차별 없는 거래를 보장하는 정책과 입법을

지원하기 위한 원칙이다. 조세정책이나 지출정책과 같은 경제정책도 이런 원칙(일
65) 기타 문헌은(Streit: 1995:82), Hoppmann(1988: 112))

- 117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확립을 위한 헌법 개정 방향

반성 원칙과 그리고 확실성 원칙)을 지켜야 한다. 누진세 대신에 단일세율, 차별
적인 환경규제의 억제 등이 모두 이런 원칙에 속한다.
법의 지배 원칙을 충족하는 법 규칙을 찾아내고 이를 집행하는 국가, 그

원칙

을 위반하는 내용의 규제를 제거하고 개선하는 일을 하는 국가, 이것이 법치국가
(Rechtsstaat)이다. 이런 기능을 위해서는 국가가 강제력을 동원해도 좋다. 그래서
그것을 강제기능이라고 말한다.
이런 강제기능은 특정한 집단적 목표를, 편들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다.66)

개인의 자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 편들기 하는 차별

적인 법은 법의 지배 원칙을 위반한 것, 그래서 그것은 진정한 법이 아니다.
따라서 자생적 질서로서 시장경제는 법치국가를 전제로 하고 법치국가는 시장
경제를 전제로 한다. 다시 말하면 그 둘 사이에는 상호의존성이 존재한다. “질서
의 상호의존성”(Eucken, 1952/1992: 52)이라는 말이 그래서 생겨난 것이다. 동전
의 양면관계라는 말이다. 논리적으로

또는 개념적으로 양면관계가 성립되는 것

이 아니라 경험적-이론적으로 그렇다. 법치국가, 시장경제 그리고 사법(私法)질
서는 자유사회의 삼총사이다.
시장경제는 다양한 개인들,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교환하고 서로 소
통하는 인간들의 관계이다.

법은 그런 교환과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만이

있을 뿐이다. 그 역할은 재산권이나 또는 자유를 보장하는 일이다.

법은 정의롭

지 못한 행동을 금지하는 역할이다. 정의롭지 못한 행동은

사기와 강박 또는 강

제와 같은 행동, 타인의 재산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다.

타인들에게 “물리적”

피해가 없는 행동은 제한할 필요가 없다.67)
여기에서 두 가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법과 자유는 충돌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법이 없으면 자유도 없다. 둘째, 정의는 재산권과 불가분의 관
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재산권이 없는 곳에는 정의도 없다는 것은 그래서
나온 말이다.

자유, 재산권 그리고 정의(따라서 정의의 법), 이들은

법의 지배

원칙을 구성하는 삼위일체이다(Hayek, 1988: 34).
국가의 공권력을 제한하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런 보편성 원칙을
구현한 헌법, 이것이야말로 자유의 헌법이다. 중요한 문제는 이런 원칙을 헌법에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국가의 공권력을 제한하는 헌법조항을 작성한
66) 국가의 과제는 강제기능이외에도 서비스 기능이 있다. 공공재화의 산출이 그 하나다. 무엇이
공공재화인가? 하나는 사적영역에서 생산할 경우 비용이 너무 높거나, 아니면 공급을 꺼리는
재화이다. 물론 공공재화의 정의는 대단히 불확실하다. 논쟁의 여지는 있다. 더구나 오늘날
시장이 할 수 없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스스로 부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설치이다.
67) 예를 들면 애덤 스미스의 자제를 요구하는 행동이 그것이다. 마약복용, 과음, 과도한 성적 탐
욕, 동의에 의한 성매매, 동성애, 등이 그것이다(민경국: 2007a: 33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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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다음과 같다:

자유의 헌법의 기본조항:
〔개인의 자유는 보장된다.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로써 하
되, 그 법은 보편화가 가능해야 한다.〕

이것이 자유의 헌법의 “기본조항(basic clause)”이다. 자유의 헌법이 어떻게
구성되든, 그 구성은 이 기본조항의 정신을 일관되게 구현해야 한다. 그리고 이
기본조항이 헌법개정 방향을 위한 기본 원칙이자 동시에 그것은 자생적 질서로서
시장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다.
이런 기본조항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자. 자유권
적 기본권으로 한국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를 보자. 언론의 자유는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하거나 또는 허위로

타인을 곤경에 빠뜨려도 좋다는 것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행동은 특수한 명령이나 특수한 금지를 통해서가
아니라 정의의 보편적 규칙의 의미를 가진 법을 통해서 유보해야 한다.

경제자

유도 마찬가지이다. 경제자유란 타인의 재산이나 타인의 자유를 침해해도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침해하는 행동도 보편적 법을 통해서 유보

해야 한다.
정의의 보편적 규칙을 의미하는 법은

모든 가격제한, 수량제한은 허용할 수

없다. 특정한 그룹의 이익이나 특정한 산업을 보호하는 편들기 정책은 이런 법의
지배 원칙과 충돌한다.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법은 법의 지배원칙과 부합할 수 없다. 그런 법
은 필연적으로 사람들이나 지역이나 또는 산업부문들에 대하여 편가르기를 해야
하고, 어떤 그룹이나 지역 또는

산업부문은 편들고 다른 어떤 것들은 불리하게

차별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한국헌법의 제119조 2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국민경제
의 균형발전, 분배정의, 경제민주화 등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는 보편화가 가능하
지 않다.
외국자본이라고 차별하거나 기업이 크다고 차별하는 규제, 부자라고 차별하거
나 지방이라고 우대하는 규제는 진정한 법이 아니다.

집값을 잡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규제도 법이 아니다. 심지어 주택정책의 핵심 목표를 특정 지역(서울 강남
집값 잡기)에 맞추는 규제는 더 더욱 법이 아니다.
원래 법이란 특수한 목적이나 특수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형성된 것이 아니
라 사람들끼리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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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앞에서의 평등,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재산권 그리고 기타 어떤
자유든, 이들이 특별입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똑 같이 적용되는
보편적인 법 규칙을 통해서만 제한되는 사회를 상상해보자. 이 사회는 오크쇼트
의

말로

표현한다면(Oakeshott,

society)”가 아니라

1991),

“목적이

지배하는

사회(teleocratic

“법이 지배하는 사회(nomocratic society)”이다. 그리고 자유

의 헌법에 기초한 사회가 유명한 포퍼(K. R. Popper)의 열린사회이다.
자유의 헌법의 기본조항만이 확립되면 자유경제를 위해서 더 이상 할일이 없
다. 이런 사회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자유의 헌법을 수락한다면, 경제정책의 대부
분은 기본조항을 위반하는 규제들을 제거하는 일이다. 작은 정부 - 큰 시장의 실
현은 차별적이고 특수목적과 결부된 기존의 규제를 철폐하는 일을 통해서 가능하
다.

4. 왜 법의 지배 원칙인가?
현행 한국헌법과 비교할 때 법의 지배원칙은

법의 관리와 집행 측면과 관련하

여 매우 중요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민경국, 2007: 399~408).

1) 지식의 문제: 현행헌법의 경제조항들은 규제당국이나 입법당국이 당면하는 지식
의 문제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국가목표(집단적 목표)를 정하고 이에 필요
한 규제를 정하기 위해서는 비용-편익분석이나 또는 시장과정의 결과에 대한 구
체적인 인과관계의 형식으로 예측과 설명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한국헌법은
“계획하는 이성”이나 또는 “사회기술자”, “사회공학자”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요구의 실현은 원천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 이미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

이 정부사람들이 접근하기가 불가능한 지식의 존재 때문이다.
그러나 법의 지배 원칙은 어떤 법적 제도가 좋은 제도인가를 판정하는데 편익
-비용 분석이 불필요하다. 집단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법을 만드는 것도 아
니다. 따라서 법의 지배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사회공학자” 등은 더 이상 필요
가 없다. 물론 국가가 강제권을 발동하여 차별 없이 보편적으로 금지할 행동, 즉
정의롭지 않은 행동이 무엇인가를 찾는다는 것은 용이한 일은 아니다. 이것도
지식의 문제가 생겨나기 마련이다.
그러나 비유하자면, 고속도로 규칙을 만드는 것과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운행
중에 있는 차량들을 배치하는 것, 이것은 지식이론적 관점에서 전적으로 다르다.
후자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시장경제의 기반이 되는 보편적 규
칙을 찾아내는 것과 시장경제의 분배구조 또는 자원배분의 구조를 조종하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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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는 것과는 전적으로 다르다. 이 후자의 경우는 인간이성의 구조적 무지 때
문에 영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어떤 행동을 금지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끊임없는 논쟁의 대상이다. 이 문제의 해결은 정치적, 사법적, 그리고 과
학적 논쟁의 과정 속에서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따라서 법의 형성과 변동은 점
진적인 진화과정에 의존한다.

이런 과정에서 언제나

자유의 소중함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런 자유의 존중을 염두에 둔 법의 개발은 열린사회의 진화
를 보장하는 법체계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법의 지배원칙이라고 해서 법의 만능을 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정의의 보편적 행동규칙은 자생적으로 생성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행동규칙의 생성을 야기하는 자생적인 힘, 이것은
대단히 크다. 그 증거는 사법(私法)을 구성하는 행동규칙들 가운데 대부분의 원
천은 상관행이나 상관습과 같이 자생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법의 지배 원칙은 정의의 규칙의 자생적 힘과 대체관계가 아니라 보완관
계이다. 이런 보완관계라는 것도 지식의 문제를 경감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2) 법의 일관성 문제:

정치적 경쟁에서 다수의 지지를 통해 승리했다고 해도 그

승리는 일관된 다수의 의지의 표현이라기보다는 단지 머릿수의 다수일 뿐이다.
민주적 의사결정이란 사실상 투표교환, 또는 정치적 결탁의 산물이다.68)
한국헌법은 법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없다. 오히려 법의 일
관성을 흔들기에 적합하다. 집단적 목적이라는 필요에 따라 법을 만들고 법을
개정하고 법을 폐지하거나 다시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관성의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법의 지배 원칙이다. 이런 원칙

에 적합한 법 규칙들은 보편적 행동규칙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69) 더
구나

법의 지배 원칙은 정부의 공권력 행사를 용이하게 예측할 수 있다.

그

행사가 원칙(법의 지배 원칙)을 따르기 때문이다. 원칙은 시시각각으로 변동하는
것이 아니다.
68) 집단적 의사결정은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곤란하다. 곤란한 이유는 이렇다. 즉, 집단적 의사결
정 참여자들은 서로 다른 목적을, 심지어 서로 충돌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서로 다
른 목적들을 다수가 공동으로 추구할 집단목표(목표순위)로 일관된 총합이 불가능하기 때문
이다.
69) 법의 지배 원칙은 의회의 입법만이 아니라 보통법 체계에서도 가이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
다(Leoni,1961/1992, 민경국 2004: 159). 보통 법체계에서는 소송당사자들끼리 소송과 판결을
통하여 법이 분권적으로 형성된다. 이때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선례가 중심 역할을 하는데,
법의 지배 원칙이라는 가이드가 없으면 이런 선례들의 법적인 응집력 또는 일관성이 상실
된다. 법의 지배를 지킬 경우 이런 일관성과 법의 응집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분권적인 법 생
산의 자기조정력과 자생력을 높여준다(Buchanan, 1998,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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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원칙이 아니라 편의나 목적에 따른 공권력 행사는 언제나 예측하기가
곤란하다. 편의와 목적은 원칙과는 달리 시시각각으로 변동하기 때문이다. 달성
하고자 하는 편의와 목적은 상황변동에 달려있기 때문에

상황이 변하면 편의와

목적도 변해야 한다. 한국헌법은 편의에 따른 입법, 목적에 따른 입법을 조장한
다.
따라서 한국헌법 아래에서는 정부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
지 못한다. 공권력의 행사가 장차 어떻게 이루어 질것인가에 대하여

불확실성

이 크기 때문에 사법주체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된다.

3) 이권추구 문제: 한국헌법은 차별적인 입법을 허용한다. 인허가 제도가 대표적이
다. 이런 입법을 허용하는 헌법체제는 매우 위험한 정치적 결과를 초래한다. 이
권추구 또는 부패가 그것이다.

차별적 입법이 가능하면 유리한 방향으로 규제

가 작성되도록, 또는 불리한 방향의 규제를 막기 위해서 이익단체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법의 지배 원칙은 무엇보다도 국가가 펼치는 모든 특혜나 차별을 배제
한다. 편들기 정책, 편가르기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정부의 공권력을 배제한다.
차별정책도 금하기 때문에 이익단체나 또는 그룹들이

정치에 영향을 행사할 동

기가 약화된다.

4) 지식의 축적 문제: 법의 지배 원칙은 국가의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를 막고

자

유를 보장하는 법 원칙이다. 거래의 자유를 억제하는 규제와는 달리 법의 지배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에서는 개인들이 제각기 자신의 지식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목적을 추구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정의의 규칙에 의해 안내되는 자생적 질서
는 개개인들에게 분산된 지식의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각자가
가진 현장지식을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다. 타인들이 가진 현장지식까지도
이용할 수 있다. 가격기구가 분산된 지식을 모아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보편성 원칙을 가진 법은 경쟁자유의 기초이다. 경쟁의 자유 속에서
사법주체들은 새로운 지식과 혁신을 발견하고 이들을 모방한다. 이런 과정에서
지식이 축적된다. 하이에크는 경쟁을 발견의 절차라고 인식한 최초의 인물이다.
발견의 절차는 지식창출과정을 다르게 표현한 개념이다. 이런 지식의 축적의 결
과는 번영이다. 법의 지배 원칙에 가까운 나라는 그래서 번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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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을 타락시킨 한국헌법
정의의 보편적 성격을 가진 것만이 법이다. 이런 법은 개인들의 자유와 신체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이런 보호는 개인들끼리의 평화적인 협력
을 위한 기반이다.
그러나 편 가르기를 위한 차별적 법은 법이 아니다. 가격규제, 수량규제 등과
같은 것도 법이 아니다.
니다. 이런 법 규칙은

분배나 성장과 같은 집단적 목표를 위한 법도 법이 아
정부가 사법주체들에게

집단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

한 행동을 지정하고 지시하는 일, 또는 그런 목적에 적합하지 않는 행동을 억압
하는 지시나 명령과 같다. 한국헌법 제119조 제2항에서처럼

성장과 안정 그리고

소득분배, 국민경제의 균형 등을 위한 규제도, 헌법 제123조에서 요구하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법도 법이 법이다. 이들은 편가르기와 한쪽 편들기을 위한
법이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법(Rechtsgesetz)이 아니다. 그것은 처분

적 법이다.
법이란 개인들의 자유로운 삶을 보호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그리고 헌법의 존
재도 국가의 공권력을 억제하여 사법사회(私法社會)를 보호하는 일이다. 그러나
한국헌법은 개인들의 자유를 억제하고 그들을 국가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만들기
위한 법도 법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법의 타락이 아닐 수 없다. 정치화된 법은

법이 아니다. 헌법은 법을 정치화하여 이를 타락시키고 있다.
한국헌법이 법의 타락을 야기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민
경국, 2007a: 398). 첫째로 사회를 조종하고 통제하여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두 번째는 내용은 관계없이 법의 원천만을
중시하는 법실증주의의 지배 때문이다. 이것은 입법부에서 만든 법이면 그 내용
이 무엇이든 법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법의 자생적 생성과 발전은 알지 못한다.
세 번째는 사회정의 또는 분배정의를 실현하고자하는 복지사회주의이다
이런 법사상이 지배하게 된 배경은
제학자와

공법은 사법을 구분하지 못한 일부 주류경

그리고 일부 공법학자, 그리고 사회주의자의 탓이다.

달리 항상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결부되어 있다.

공법은

공법은 사법과

“조직”과 관련되어

있다. 자생적 질서와 관련된 것은 사법이다.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법적 사고
를 자생적 질서로서 시장경제에 적용한 것이 한국헌법 그리고 이런 한국헌법에
영향을 미친 공법학자와 경제학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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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자유의 헌법과 한국헌법의 개정방향

한국헌법을 개정방향과 관련된 원칙을 설명했다. 그 원칙이

자유의 헌법의 기

조가 되는 <자유의 헌법의 기본조항>이다. 앞에서 설명한 그 기본조항을

이곳

에 다시 옮겨놓자.

<자유의 헌법의 기본조항>
개인의 자유는 보장된다.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로써 하되, 그 법
은 보편화가 가능해야 한다.

이 기본 조항은 정부의 공권력을 제한하여 정부의 공권력으로부터

자생적 질

서로서 시장경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 기본조항은 자유의 헌법의 필수적
요소이다.
이 기본조항을 한국헌법의 중요한 조항과 비교하면서
를 설명하고자 한다.

모든 조항을 검토하는 것은

한국헌법 조항의 삭제여부
생략하고

세 가지 관점에서

중요한 헌법조항만을 검토할 것이다.
(1) 자유주의의 핵심적 요소인 자유, 재산권, 그리고 법의 삼위일체를 유지하기 위
해서는

한국헌법의 자유권과 관련된 중요한 조항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를 검토할 것이다.
(2) 무제한적 민주주의를 억제하고 제한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민주주의
와 관련된 핵심 조항을 어떻게 개폐해야 할 것인가를 논의할 것이다.
(3) 사회권적 기본권을 법의 지배원칙에 비추어 논의할 것이다.

이 문제를 설명하기 전에 우선 헌법개정과 관련된 몇 가지 기존의 제안을 검토
하고자 한다.

1. 기존의 헌법개정 제안에 대한 평가
1) 민주주의의 개선: 현대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은 좌우를 막론하고
일치된 견해이다. 위기의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서 좌파는 새로운 민주주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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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도입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들은 다음과 같다.70)
- 참여민주주의
- 이상적 담론 상태
- 심의민주주의

민주주의는 집단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의 문제, 즉 조직
규칙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민경국, 2007b: 410~412). 정부의 공권력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제한규칙은 좌파에게는 관심이 없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것은 결코 참여의 부족 때문이 아니다. 분배
정의 또는 사회권적 기본권을 위한 민주주의, 빼앗는데 목적을 둔 민주주의 때
문이다. 요컨대 민주주의를 제한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대 민주주의의의 위기가

생겨난 것이다.
“이상적 담론 모델”(Habermas), “심의민주주의”(Giddens)도 말만 바꾼 것 일
뿐, 동일한 취지의 민주주의이다. 심의 민주주의는 대화, 토론, 의사소통을 통해
개인들이 자신의 선호를 계속 변화시켜 가면서 합의된 집단적 의사를 형성하려
는 노력이다. 이런 노력 그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런 노력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각처에 분산

되어 존재하는 지식을 전부 통합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암묵적 지식의 존
재 때문이다. 그런 민주주의에서도 지식의 자만 때문에 큰 정부는 필연적이다.
집단적인 의사결정의 범위를 제한하고 사적 영역을 확대하는 것, 이것이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다. “제한적 민주주의(limited democracy)”가
위기의 해법이다.(Hayek, 1969: 227~8; Hayek, 1979: 139~9). 어떻게 제한하는가?
그것은 민주정부라고 해도 그 공권력을 정의의

보편적 법 규칙을 집행하는 경

우에만 행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2) 행정부의 구성: 직접 헌법을 개정하자는 주장도 있다. 정치권에서 나오는 제안
들이다. 그 제안들은 대략 다음과 같다.
70) 흔히 사람들은 경제나 정치에 문제가 발생하면 다음과 같이 반응한다. 정부를 교체해야 한다
는 주장/ 새로운 인물로 교체하자는 수혈론/낙선 낙천운동. 이런 것들은 직접 헌법을 고치자
는 주장은 아니지만 정치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이런 주장은 “훌륭한 사람이 훌륭한
정치를 한다.”는 밀(J. S. Mill)의 논리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영구적인 해결책도 아니고
인센티브가 중요하다는 평범한 진리도 무시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교체의 위협이 정부의 공
권력 행사를 제한한다는 보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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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의 중임제 또는 연임제
- 의원내각제
- 이원 집정제

이런 헌법 개정제안도 정부의 공권력을 제한하는 제한규칙이 아니라, 정부를
조직하는 조직규칙이다. 따라서 이런 제안들도 공권력을 효과적으로 제한할 보
장이 없다.
대통령 중임제 또는 연임제도 대통령의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에 대한 효과적
인 제한을 보장하지 않는다. 한국헌법을 내각제로 바꾸자는 제안도 마찬가지 이
다. 내각책임제의 전형은 독일이다. 그러나 독일적 경험에서 보듯이 독일기본법
도 정부부채와 과세의 증가,

정부지출의 증가를 막지 못했다. 기업규제를 비롯

하여 노동시장 규제 등, 경제적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을 받고 있다. 그 결과, 고
실업-저성장에 빠져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민경국, 2007b: 제2
부).
이원집정제도 자유의 헌법이 될 수 없다. 그것도 오로지
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정부를 어떻게 조직

이런 헌법개정 제안을 가지고는

국

가의 공권력을 제한할 수 없다. 시장경제를 보호할 수 없다.

3) 기타 제안: 이런 제안 이외에도 많은 제안들이 있다. 그러나 주로 정부를 조직
하기 위한 조직규칙만을 다루고 있을 뿐이다. 그런 제안들은 이상적인 민주정부
의 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국가의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로부터 자유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한규칙은 별로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효과적인 제한규칙을 헌법의 기본조항으로 도입하면,

정부를 어떻게

조직하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제는 우리가 앞에서 개발한

자유의 헌법의 기본조항을 발판으로 하여 한국

헌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한국헌법의 개정 방향 : 자유와 재산권 그리고 법의 삼위일체
자유와 재산권의 보장,

그리고 그 제한을 위한 법, 이 세 가지는

자유사회의

근간을 이룬다.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를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헌법은 삼
위일체를 이루는데 실패했다. 자유를 보장하지만, 그러나 사상의 자유, 직업 선

- 126 -

제3주제 : 자유시장경제를 위한 헌법발전의 방향

택의 자유 또는 거주 이전의 자유 등, 시민적 자유와 비교할 때 재산권과 경제자
유에 대한 제한은 대단히 심하다.

따라서 자유와 재산권행사를 제한하기 위한

법과 자유, 그리고 재산권 사이에는 불일치가 이루어져 있다.

이를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헌법을 어떻게 개정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이 헌법조항이 헌법제37조와 그리고 제23조이
다. 그리고 이것을 우선 개정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조항을

우리가 개발한 <자

유의 헌법 기본조항>과 비교하면서 그 두 조항의 존폐여부를 판단하고자 한다.

1) 헌법제37조〔자유와 권리의 존중, 제한〕삭제
1.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
2.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그리고 공공복리를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자유는 보장된다. 그러나 무제한 자유를 보장할 수 없다.
신체를 손상시키는 행위까지도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유보조항의 내용이

타인의 재산과 자유
그러나 자유에 대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런 의미가 아니다. 제37조 제2항

에서 기본권의 유보조건으로서

공공복리를 들고 있다.

공공복리를 위해서 정부

는 강제를 사용하여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복리와 같은 유보조건은 정부의 공권력을 제한하기에 부적합하다는
것, 공공복리에서 도출된 법은 특정한 목적을 위한 규제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자생적 질서로서 시장경제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지식의 문제 때문에

한국헌법이 이해하고 있는 공공복리를 위한 성공적인 규제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 이 모든 것은 앞에서 설명했다.
따라서 한국헌법은 자유와 법의 갈등을 피할 수 없다.

자유와 법의 갈등은 자

유의 헌법의 기본조항에 의해서만 극복할 수 있다.

따라서 제32조를 삭제하고 그
보장된다.

자유를 제한할

대신 <자유의 헌법 기본조항> 〔개인의 자유는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로써 하되,

화가 가능해야 한다.〕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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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3조〔재산권의 보장과 제한〕제1항 삭제 2항 수정
1.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2.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3조도 32조 제2항과 마찬가지 내용이다. 여기에서도 재산권의 유보조건으로
서 공공복리를 들고 있다. 이 개념을, 예를 들면 헌법 제119조 2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균형발전, 분배정의, 경제민주화 등의 의미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정부의 공
권력 남용이다. 따라서 재산권과 법의 관계가 조화롭지 못하다. 법이 재산권을 침
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재산권에 대한 법적 침해는 침해된 재산권과 자유가 일
치되지 못한다.
따라서 제1항과 제2항은 삭제해도 된다. 그 대신에 <재산권의 제한은 법으로써
하되 그 법은 보편화가 가능해야 한다>는 유보조항이 필요하다.

앞에서 논의한 제37조의 삭제와 그리고 <자유의 헌법 기본조항>과 함께 제23조
의 수정으로 법과 자유 그리고 재산권 사이에 삼위일체가 확립될 수 있다.

제23조 제3항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도 수용
사용과 똑같이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김정호의 주장, 이것은 전적으로 옳은
주장이다(김정호, 1998; 2003). 왜냐 하면 엪스틴이 주장하듯이 재산권의 제한과
정부소유 사이에는 엄격한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제3항은 “법률로써 하되”의 유

보 조건을 삭제한다면 자유의 헌법의 중요한 요소로 채용할 수 있다.

자유와 재산권 그리고 법의 삼위일체는

경제자유에 대한 차별과 그리고

자유

권적 기본권 목록의 삭제, 헌법 제119조에서부터 헌법 제127조까지를 포함하는
『경제편』의 삭제를 통해서 완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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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자유에 대한 차별철폐
한국헌법은 사상의 자유, 학문의 자유 신앙의 자유 등, 시민적 자유, 그리고 정
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정치적 권리를 경제자유보다 더 중시하고 있다. 다양한

정부규제를 헌법적으로 허용하는 『경제편』까지 두어 재산권의 사용과 처분 그
리고 용익과 같은 경제적 자유를 각별히 제한하고 있다.71)
경제자유를

시민적 자유보다 차별할 이유가 있는가?72) 시장경제에 대한 불신

에서 생겨난 것이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다. 즉, 행동보다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
하기 때문이다.73) 이것은 행동은 정신의 산물일 뿐, 정신은 행동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적 자유는 무엇을 행할 자유(즉, 행동의 자유)
를 말한다.74)
그러나 이런 시각은 우리의 이성의

발전과정을 잘못 이해한 탓이다. 우리의

이성은 생각과 행동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다.
만큼, 행동 없는 생각도 의미가

없다.75)

생각 없는 행동은 있을 수

없는

생각과 행동은 통일적 과정이라는 것,

그래서 정신적 자유와 행동의 자유는 등가관계라는 것, 이것을 하이에크만큼 분
명하게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Hayek, 1960).

“경제적 자유와 같은 행동의 자유를 무시하거나 이들을 희생시키는 대신에 정
신적 자유만을 칭송하는 것은 건축물의 꼭대기 부분만을 건축물의 전부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71) 경제자유를 경시하고 시민적 자유나 정치적 자유를 중시하는 철학은 존 롤즈의 평등주의 철
학이다(Rawls, 1971). 이에 관해서는 민경국(2007a: 제7장)
72) 경제적 자유는 시민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의 보루라는 것, 이것은 프리드만(Friedman,
1960/1982)이나 하이에크(Hayek, 1942)가 누누이 강조했던 것이다.
73)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데까르트 전통의 계승이라고 볼 수 있다.
74) 모든 행동은 경제적이라고 볼 수 있다. 목사가 주어진 하루 시간을 배정하는 것, 교회의 헌
금 용처를 정하고 사용액수를 정하는 것, 학자의 연구하는 행동, 모두가 일종의 경제적인 행
동이다. 비용과 편익을 따지고 그 차익으로 이윤을 생각하는 것, 이것은 모든 인간의 공통
된 행동이다
75) 생각과 행동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통일적 과정이다. 실사구시(實事求是)란 바로 이런 통일
적 과정을 표현한 말이다.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견해, 새로운 의견은 생각과 행동의 상호
작용 과정의 산물이다(민경국 2007: 344~346). 미제스가 인간을 “생각하는 인간”이 아니라
“행동하는 인간(homo agens)”이라고 부른 것은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미제스는 자
신의 유명한 저서에서 “행동이론”이라는 제목을 붙였듯이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Mises, Nationalokonomie: Theorie des Handelns und Wirtschaftens, Jena 1940. 더구나
행동의 자유는 자유의 행사가 타인들에게 “물리적 피해”(Rothbard, 1978)를 주는 행동이 아
닌 한, 자유를 제한 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미제스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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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스가 자신의 이론적 틀에서

데까르트의 “생각하는 인간” 대신에 “행동하

는 인간”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향동의 중요성과 그리고 행동의 자유의 중요성을
부각한 것이다.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경제적 자유와 그리고 시민적 자유사이에는 아무
런 질적 차이가 없다는 것, 그리고 두 자유를 똑같이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정의의 보편적
다른 법(처분적 법)을

구분하고,

규칙이라는 의미의 법과 그리고

국가의 모든 강제는 전자의 법을 집행하는데

제한한다면, 두 자유를 구분하거나 차별할 필요도 없다.

4) 자유권적 기본권목록의 삭제
우리 헌법도 예외가 아니듯이 자유권적 기본권 목록을

설치하여 다양한 자유

권적 기본권을 열거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직
업선택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이 그것이다. 흥미롭게도,

자유권적 기본권 목록

의 존재 의미는 자유에 대한 특정한 이해를 전제한 것이다. 즉, 자유를

정부가

시민들에게 주는 면허나 허가로 이해한 결과이다.
그러나 우리가 자유를 “강제가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자유는 허가나 면허도
아니고 분리할 수도 없는 사회적 현상이다.
가 시민들에게

기본권목록 그 자체는 자유는 정부

허용할 대상이라고 말할 때만 가능하다.

따라서 이런 목록을 없

애는 것이 타당하다.
더구나 국가의 모든 강제는 오로지 정의의 보편적 규칙으로서의 법만을 집행하
는데 제한한다면, 보호해야 할 기본권 목록도 필요가 없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다만 법치국가의 본질에 해당되는 근본적인 기본권이다.

이것은

국가와

국가기관은 물론 모든 시민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정의의 보편적인 규칙으로서
의 법에서 생겨나는 경우에만 강제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5) 헌법 제119조-127조의 『경제편』의 삭제:
국가헌법에 별도로 『경제편』을 둔 것은 독일에서 나온 잘못된 이론적 배경
때문이다(민경국, 1999: 27~31). 별도의 경제편을 두지 않은 국가헌법은 “경제질
서에 대하여 중립적”이라거나 또는 경제를

“자유방임에 맡긴다는 취지”의 논지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논지는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경제편 이외의 다른 조항에서 규정된 가치들(자유권적 기본권, 사회권적 기본권
등)도 중요한 경제정책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내용과 관계없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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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편을 별도로 둘 필요가 없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경제편에 들어있는

헌법조항의 대부분은

거래의 자유를 제약하는 정부규제 또는 차별적인 입법을 허용하는
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자생적 질서로서 시장경제의

내용으로 구

법적 기초로서

법의 지배

원칙과 충돌한다. 그래서 전부 삭제해도 좋다.

6) 납세의무 조항의 보완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납세의무조항은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세법을 정하는 것은 의회다.

그런데 의회의 “조세권(power to tax)”을 제한할 어떤 장치도 없다. 따라서 의회
가 정한 조세부담은 그것이 무엇이든

국민은 부담할 의무만 있다. 조세권을

한하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 권한은 무제한적이다. 그 결과
누진세가 유행이다.

제

차별적 조세로서

누진세율의 한계도 없다. 차별적인 조세감면 제도 특별조세

제도 등이 조세구조를 지배한다.

조세를 정치화하고 있다 이것은 시민들의 재산

권을 정치화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따라서 조세 법률주의는 실질적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헌법의 조세의무 조항은 국가주의의 전형적인 표현이다.
따라서 긴급한 것은 정부의 조세권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개인의 자유와 재산
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세관련 헌법조항을 정비하는 일이다. 이 방법이 법의

지배 원칙의 실현이다. 법의 지배 원칙은 차별금지 원칙이다. 따라서 단일세율 제
도가 자유의 헌법이다.
단일세율 제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세율의 높이 그 자체도 의회의 입법차원

이 아니라 헌법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대상이다.
그리고 정부는 적자예산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다. 이런 유혹을 억제하기 위
해서 엄격한 균형예산제도의 확립이 헌법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3. 한국헌법의 개정 방향: 제한된 민주주의의 실현
헌법 제1조 제2항의 국민주권 조항과 헌법 제40조입법권 조항은 무제한적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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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민주주의의 이상을 표현한 핵심이다. 그래서
전부 누가 지배할 것인가의 문제, 법의원천과 권력의 원천을 중시하는 조직규칙
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다.

1) 국민주권 조항 페지
헌법 제1조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현대 민주주의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지 못하고

큰 정부-작은 시장으로 이끌

어온 장본인은 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체로 여겨온 국민주권 제도다.
국민주권 사상은 자생적 질서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상이다. 질서는 실체가 있
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실체를 다수의 의지에서 찾고 있다. 따라서 자생적 질서
의 존재를 무시한다. 다수의 의지에 의해서 사회를 조종하고 통제해야 질서가 유
지된다는 것이다. 시장경제에 대해서도

자생적 질서의 성격을 부정한다. 규제와

계획의 대상이다. 전통과 관습 그리고 관행과 같은 관습법을 부정하는 것도

주

권 재민 사상이다.
질서의 원천은 물론 법의 원천, 권력의 원천도 이런 다수의 의지에서 찾고 있
다. 법의 내용이나 권력의 내용을 묻지 않는다. 다수의 지지를 받은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좋은 법이고 좋은 권력이다. 무제한적 민주주의란 이런 의미이다. 더
구나 국민주권 제도는 다수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실현할 수 있다는 지식의
자만을 전제하고 있다.
이런 무제한적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제1조제2항은 폐지해야 한다. 폐지한다고
해도 문제는 없다.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국민의 투표를 통해 구성되기 때문이다.

2) 입법권 조항의 보완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국회와 입법권은 헌법제1조 제2항의 국민주권 제도를

구체화한 것이다. 다수

가 원하면 그것이 무엇이든 법이라는 사상, 입법부가 정한 법은 그것이 무엇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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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라는 사상을 전제한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공권력으로부터
의회제도는 실패했다.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했던 이런

법이라고 볼 수도 없는

법까지도 산출하는 것이 오늘날

의회이기 때문이다. 법을 정치화하고 있다. 가장 위험스런 입법이 재분배를 위한
것이다. 재정지출의 급증, 조세부담의 증가가 이른바 사회입법의 결과이다.
이런 입법의 홍수는 입법권의 무제한성에서 나온 것이다.
한해야 한다. 제한 규칙은

따라서 입법권을 제

<법은 보편화가 가능해야 한다>는 정의의 보편적 행

동규칙이다.
다시 말하면 정의의 보편적 행동규칙을 의미하는 법의 지배원칙에 의해 입법권
이 제한된 의회는 입법을 정치화할 수 없다.76)

4. 헌법개정방향: 사회권적 기본권의 폐지
한국헌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것이 광범위한 사회

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77) 사람들은 살아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위험에 노
출된다. 빈곤, 실업, 질병 등이 그런 위험이다. 국가가 나서서 이런 위험으로부터
개인들을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입장은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사회권을 위한
법은 보편화가 가능하지 않다. 사회권은

그래서 자유의 가장 큰 위협이다. 복지

정책을 위해서 국가가 강제하는 것은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가 아니다.
따라서 사회권을 규정한

다음과 같은 헌법조항은 자유의 헌법에서는 폐지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제32조: 노동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조항,
제34조: 사회보장에 관한 조항,
제35조 환경권과 주택개발정책을 규정한 조항,

민주주의에 제한이 없으면 복지국가에서 사회권은 필연적으로 정치화된다. 정
치적 경쟁의 매력적인 수단이 분배정의에 대한 호소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
에 무제한적 민주주의에서 법을 가장 정치화 시키는 장본인, 법의 타락의 온상이
76) 하이에크는 정의의 보편적 규칙을 찾는 일을 기존의 의회가 아니라 별도의 의회를 구성할 것
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민경국(2007)
77)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의무를 규정한 조항, 제32조: 노동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조항,
제34조: 사회보장에 관한 조항, 제35조 환경권과 주택개발정책을 규정한 조항, 그리고 분배정
책적 내용을 가진 제119조 제2항 등에서 사회권을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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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적 기본권이다. 유럽의 복지국가의 실패는 복지정책의 정치화가 얼마나 참
혹한가를 말해준다(Siebert, 2002; 민경국, 2003: 304~5).
따라서 복지국가는 시장보다 위험을 더 잘 다룬다고 볼 수가 없다. 오히려 정
의의 보편적 규칙을 의미하는 법의 지배 원칙만 제대로 지킨다면 자유주의는 분
배평등의 적도 아니고 노동자의 적도 아니다. 자유경제만이 자생적으로 분배의
평등도 그리고 노동자의 삶의 질적 양적 성장도 가능하다.
그러나 자유의 헌법이라고 해도 복지 분문에서도 정부가 할 일이 있다. 스스로
부양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국가의 생활보장이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의

“강

제기능”이 아니라 국가의 “서비스기능”이다.

5. 맺는 말

요즈음 큰 시장-작은 정부가 한국경제의 활로라고 말한다. 시장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고도 말한다. 그러나 이런 활로가 헌법적으로 구
속력이 없으면 정부에게는 그런 길의 선택은 재량적이다.
더구나 그런 구속력은 고사하고 반시장적이고 반 자유주의적인 요소가 강력한
헌법이라면 그런 헌법을 두고 규제개혁을 주장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
한국헌법은 어떤가? 시장경제에 대하여 대단히 비관적이다. 어떤 정부에게도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헌법적 구속력도 없다.

이에 반하여 정부에 대한 신뢰

는 대단히 크다. 따라서 시장에 대한 계획과 규제를 위한 광범위한

권한을

정

부에게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에 대한 신뢰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국가와 국가기관의 공권력, 국
회의 입법권을 제한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한국헌법의 결
정적인 결함, 이것이 공권력을 제한하는 헌법규칙의 미비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라고 볼 수도 없는

법까지도 산출하는 것이 오늘날 의회이

다. 법을 정치화하고 있다. 가장 위험스런 입법이 재분배를 위한 것이다. 재정지
출의 급증, 조세부담의 증가가 이른바 사회입법의 결과이다.
원래 법이란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보편성이 있어야 한다. 법은 특정한
동기나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러나 민주적 입법을 구속

헌법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특정한 산업, 특정한 계층 등을 편드는 규제,

가격규제도 그리고 인허가 제도도 법이라고 칭한다. 헌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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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민주정치를 제한하는 헌법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포퓰리즘 정권도 배출
한 것이 한국헌법이다. 재산권을 유린하는 정권도 배출했다. 분배와 참여로 만발
한 정부의 탄생도 막지 못했다. 국고를 코드에 맞는 사람들을 배불리게 하는 정
부정책도 막지 못했다. 사회를 부자와 가난한 자로 가르고, 강남과 비강남, 수도
권과 비수도권으로 가르는 식으로 사회를 분열시키는 정부의 정책도 막지 못했
다. 헌법은 정책까지도 타락시켰다.

경제와 법을 정치화해도

이를 막을 헌법이

없다.
법의 타락, 법과 경제의 정치화,
소득 불안 등,

그 결과는 치명적다. 성장의 침체, 고용불안

경제의 불안이 그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런

경제불안이 “정부실패(governmental failure)”가 아니라, 잘못된 헌법 탓, 즉 헌법
실패(constitutional failure)라는 것이다.
헌법실패를 치유하는 방법, 이것은 헌법의 개정이다. 어떤 방향으로 개헌을 해
야 할 것인가? 내각제로의 개헌도 아니다. 대통령 중임제도 아니다. 정당민주주
의를 공고히 하는 것도 아니다. 입법의 정족수를 높이는 것도 아니다. 이런 제도
들은 국회의 구성방법, 삼권분립, 행정부의 구성 등과 같이 국가기관을 어떻게 효
율적으로 조직하느냐의 문제와 관련된 헌법장치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이 필요한 것은
을 효과적으로 제한하는

그런 헌법규칙이 아니라

국가기관의 공권력

헌법규칙이다. 이것은 <국가는 오로지

보편화가 가능

한 법을 집행하는 경우에만 강제를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고전
적 자유주의의 정치적 이상으로서

“법의 지배 원칙(Principle of Rule of Law)”

과 같다.
보편화가 가능한 법이 법다운 법이다. 보편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법은

차

별적인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금지될 행동만을 기술해야 한다. 복지
와 분배와 같은 목적 또는 산업정책이나 노동정책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
는 법은 전부 보편화가 가능하지 않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법의 지배원칙은 자생적질서로서 시장경제의 기반이 되
는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는 것, 그리고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그 원칙의 취지라

는 것이다.
이 맥락에서 우리는 미국헌법의 제정자들의 교훈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그들
은 정부 권력을 제한하지 않으면 정부는 무제한적 권력을 행사하고 이로써 개인
의 인격과 재산을 침해할 것을 두려워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찾기보다 정부의 권력을 효과적으로 제한하여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헌법을 찾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우리가 기술한 법의 지배원칙에 비추어 한국헌법을 검토한다면 헌법개정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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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어렵지 않게 찾아 낼 수 있다.

예를 들면 무제한적 민주주의의 상징인 주권

재민 조항의 폐지, 자유를 허가나 면허로 이해하는 자유권적 기본권목록 폐지, 경
제규제의 산실인 119조에서 127조까지를 포괄하는 『경제편』폐지.
그리고 사회권적 기본권을 정한 분배․복지조항도 폐지하는 것이 옳다. 제32조:
노동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조항, 제34조: 사회보장에 관한 조항

그리고 제35

조 환경권과 주택개발정책을 규정한 조항 등이 그것이다. 이 조항들은 법의 정치
화를 통한 타락된 법 생산의 온상이기 때문이다.
법의 보편성 원칙을 의미하는 법의 지배 원칙을 통한 입법부의 입법권을 제한
하여 법의 정 정치화는 물론 경제의 정치화도 막아야 한다.

조세헌법을 단일 세

율로 바꾸어 조세의 정치화도 막아야 한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법의 지배원칙을 헌법규칙으로 도입할 경우
장 활성화를 규제개혁이 헌법적으로

비로소 시

구속력을 갖는다. 그런 헌법규칙의 도입으

로 작은 정부 큰 시장의 요구가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의회도 멋대로 법을 정할 수 없다.

편들기, 편가르기 입법도, 법과 경

제의 정치화도 억제된다. 포퓰리즘 정부도, 편가르기 정부도 태어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법의 지배 원칙의 실현이 헌법적으로 구속력을 갖도록 헌법을 개정
한다면 한국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번영은 물론, 빈곤의 해소와 그리고 더
큰 분배평등도 실현할 수 있다. 자유주의는 분배평등의 적도 아니고 노동자의 적
도 아니고 아니다. 자유경제만이 자생적으로 분배의 평등도 그리고 노동자의 삶
의 질적 양적 성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재분배를 통한 인위적인 평등실현, 재분배
를 통한 인위적인 노동자 처우 개선은 오히려 분배의 악화와 빈곤의 확대만을 초
래할 뿐이다. 이것이 역사의 진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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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헌법개정안시안 (조문 및 축조)

【부록 1】헌법개정안시안 (조문 및 축조)

헌법개정안시안 (조문 및 축조)

강 경 근 (숭실대학교 법대 교수 ․ 헌법학)

Ⅰ. 헌법개정안시안의 지표
헌법은 공동체의 과거․현재를 미래와 연결하는 기획표이다. 근대 국가의
헌법이 지향한 주권국가의 정체성(국민, 주권, 영토 등)과 오늘날 국가의 헌법이
가져야 할 세계시장에서의 독자적 생존성이 그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
제, 법치주의 등 헌법원리가 한 국가의 최고․독립성과 함께 국가적 정체성
으로 실현되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리하여 헌법은 국가정체성을 상
징하는 최고규범으로서, 일정 공동체의 영속성 보장과 그 국가의 정통성 부
여 기능은 물론 세계 속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규범으로서 설정되고
발전되어야 한다.
ⓐ공동체 헌법의 총체적 성격을 지시하는 일반규정(general provisions) 즉 ‘총강’
ⓑ공동체 국가권력 구성․조직․행사의 통치구조인 권력조직(power organizations)
ⓒ공동체 구성원의 권리(individual rights)와 사회의 경제생활모델(economicmodel)
등에 기초하는 헌법발전에 흐르는 정신은,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 및 시
장경제를 국가정체성으로 확인하고 이를 대한민국의 영토인 한반도의 북한
지역에도 실현하면서 국제관계에서 생존할 수 있는 국가 환경을 만드는 것
이어야 “대통령 임기의 5년 또는 4년 연임” 등과 같은 ‘권력개헌’ 논의의 추
상을 벗을 수 있다.78)
특히 법치주의적 자유의 실현을 위한 헌법발전의 방향은 각 지역에 터 잡고
생활하는 주민의 현실 생활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존중되고 행복이 실
78) 현행 헌법이 1987년 전면개정 형식으로 제정된 이후 끊임없이 정치권에서 나온 개헌론의 중
심에는 예외 없이 5년단임 대통령제를 4년중임으로 개정하겠다든지 또는 의원내각제 내지
이원정부제 개헌론 그리고 2007년 1월 9일 노무현대통령이 제안의 발표를 했다 4월 14일 철
회(유보)한 4년연임개헌론에 이르기까지, 중앙정부 권력구조 개편론에 서 있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의 중앙정부 권력의 정점에 서있는 대통령 임기 조정이라는 ‘정치인’ 중심의 의론이
었다. 일상의 삶의 ‘국민’이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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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될 수 있도록 하는 헌법구조의 질적 변화에 있다.
중앙-지방간 권력관계를 정하는 분권형 헌법개정 즉 지방정부상호간 그리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속에서 국민 스스로 원하는 지역에 자유로이 이전하여
생활하여도 인간다운 삶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지방분권적 개헌’ 논의야말
로 권력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여 법치국가적 자유의 형성을 가
능케 할 것이다.
헌법개정안시안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확인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실질화를 기하는 체계적 헌정질서를 가지도록, 법치주의에 입각한 자유민주
주의와 자유시장경제질서의 확인 및 국기, 국가, 수도 등의 국가 정통성 규
정 신설, 한반도 통일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는 ‘일국적 통일’(연방
제통일이 아닌)임을

분명히 하고, 정치제도로서의 보완에 그쳐야 할 직접민주

주의의 제도가 참여민주정의 이름으로 대의정의 헌정 원칙을 제한하는 기재
가 되지 못하도록 하면서,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은 존치하지만 제왕적 권한으
로 오용될 수 있는 국가중요정책국민투표권은 폐지하는 등, 헌법의 목적인
국민의 자유의 보장에 집중을 하였다. 특히 국민의 기본권 규정은 이를 정서
하여 자유권, 사회적 기본권의 순서로 하였다.
통치구조의 헌법발전 방향의 쟁점은 정부형태 선택의 문제였다. 검토 결과
“대통령은 내손으로”라는 정치 정서는 의원내각제보다 대통령제 정부형태의
충실화를 발전 방향으로 하는 헌법개정안시안이 요구되었다. 다만 단임제 대
통령제가 가져오는 태만과 무책임의 역기능은 배제하기 위한 4년중임제, 대
통령 실정의 책임 면피 제도로 가는 국무총리제 폐지와 대통령과 런닝메이
트로 선출되는 부통령제를 신설하였다. 나아가 소수파 대통령이 강한 헌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현행 헌법의 폐단을 막기 위하여 대통령선거 결선투
표제를 도입하고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대통령제 원
형인 미국 대통령제에는 존재하지 않는 대통령 형사특권을 폐지하였다.
이렇게 해서 현행 헌법 ‘130조 10장’이 공동체의 헌정질서를 좀 더 명확하게
국민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전문, 본문(총강, 기본권, 권력구조의 제89조), 부칙(제4조)
ⓑ본문은 제1장 총강, 제2장 국민의 자유와 권리,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 제7장 헌법개정
ⓒ헌법일반규정인 ‘총강’에 현행헌법 제7장 선거관리위원회,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경제의 부분을 해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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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전문
유구한 역사와 함께 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을 계승하고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지
향하며, 국민주권의 원칙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그리고 자유로운 시장경
제의 원칙을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법앞의 평등
을 보장하고 법률 및 법에 의거한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자
각하면서, 안으로는 국민과 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인류
의 평화적 삶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9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20

년

월

일

[시안이유]

․헌법전문은 헌법의 본문 앞에 위치하면서 헌법을 구성하여 헌법제정의 유래와 목
적, 헌법제정권자, 헌법의 기본 이념 내지 기본원리를 선언하면서 헌법과 법률해
석의 기준을 제시하고 헌법조문의 상호 충돌의 경우 전체적 통일성을 유지케 한
다.
․헌법전문은 의미를 명확히 하는 문언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하되, 다만 제헌헌법 이
래의 ‘한 문장’ 주의는 유지하고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경제 원칙을 명문으로
인정하였다.
․헌법전문은 상당 부분 수정하였다. 대한민국 건국이념과 방향 외의 역사적 사실
은 삭제하였다. 결과 평등을 강조하는 문언도 배제하였다. 국가가 국민을 강요하
는 용어 역시 삭제하였다.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를 ‘책임과 의무를 자각
하면서’로 고친 것 등이 그것이다. 지방분권을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주민’이라는
표현을 넣었다. 의미가 불분명한 용어를 명확하게

하여 ‘대한국민’을 ‘대한민국의

국민’, ‘전통에’를 ‘전통으로’, ‘조국’을 ‘국가’, ‘민족’을 ‘국민’, ‘각인의’를 ‘국민 개개
인’, ‘최고도로’를 ‘최대로’ 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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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총강
제1장 총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③대한민국은 최고규범인 헌법과 법의 지배에 기초하는 자유민주주의
와 시장경제를 기본질서로 한다.
[시안이유]

․제1조는 총강을 대표하는 국가의 정체성 선언 조항이다. 특히 제1조 제1항은 대한
민국의 정체성을 말하여, 국민과 영토를 존립의 기반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임을 표
시하였다.
․주권은 대외적으로 독립성을 지니면서 대내적으로는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최고권
력인

헌법제정권력 및 국가권력으로서의 통치권을 포함하는 권력이다. 헌법 제1

조 제2항은 이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명문화 하여 국민주권을 통한 국가권력의
정체성을 규정하였다.
․제3항에서는 대한민국의 기본질서를 담아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규정하고 헌법의
우위를 내용으로 하는 법의 지배 원칙을 명문화하여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
는 시장경제를 규정하였다.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③대한민국의 국기는 태극기, 국가는 애국가, 수도는 서울로 한다.
[시안이유]

․국가구성요소의 가장 중요한 몫이 국민이다. 국민은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국가존립의 근거가 되며, 국가에 대하여 그 구성의 원천인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발생케 한다.
․현행 헌법은 국민의 자격을 법률(국적법)에 위임하면서 국적취득의 원칙을 혈통
주의로 하여 국적의 시원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일단은 존치하였다.
․국기, 국가, 수도 등 국가정체성 규정을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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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국가는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잠재적으
로 미치는 한반도의 지역에 대한 영토고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시안이유]

․현행 헌법은 제3조에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함으로써,
분단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북한지역이 대한민국에 속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 조항은 해석상의 문제와 함께 헌법 제4조의 평화적 통일조항과의 관계에서 왜
곡되기도 하여 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인 영토조항을 존치하면서,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의 관계가 대립되는 충돌 규정 내지 상호모순 규정이라
생각되지 않도록 조화한다는 의미에서 하나의 규정에서 한 문장으로 정리하였다.

제4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시안이유]

․현행 헌법은 제5조 제1항에서 국제평화유지 및 침략전쟁 부인 규정을 두고 제6조
에서 국제법질서를 존중하고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보장한다고 규정한다.
․대다수 국가의 헌법이 국제질서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서 총강에서 국제평화주의
내지 평화국가원리는 들어가야 할 내용이나,
․양 조항은 분리하여 규정하지 않고 한 조문 속에서 항목을 달리하여 정리하였다.

제5조 ①국가의 모든 권력은 이 헌법과 법에 의하여 적법성과 정당성을 가
진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이 제한되거나 재산권을 박
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시안이유]

․법치국가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 표명하였다(제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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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입법금지원칙과 연좌제 폐지규정은 법치국가 원리로부터 파생되는 기본권 보
장을 위한 중요한 원칙으로 함께 규정하였다.
․현행 헌법 제13조 제1항은 죄형법정주의의 요소인 행위시 법률주의로 보아 이를
신체의 자유 조항으로 이동하였다.

제6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
중하는 자유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한다.
②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은 자유시장경제의 원활한 기능을 위하여
그리고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
③국토와 자연자원은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므로 그
효율적인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⑤국가는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시안이유]

․총강에서 표명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을 구체화하여, 그간 기업 내지
개인의 경제활동에 관한 정부의 과잉 개입의 근거로서 원용되어 자유로운 경제
행위에 기초하는 성장에 지장을 주었던 제9장 경제조항 전반을 삭제하고 자유시
장경제를 표현할 수 있는 조항을 정비하여 총강에서 규정하였다.
․대한민국 경제질서는 자본주의에 입각한 시장경제질서가 기본이고 국가의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정부의 시장개입)은 어디까지나 이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외적이고 보충적인 원리임을 강조하였다.
․현행 헌법 제121조 제1항의 경자유전 및 소작제도 등은 연혁적 의미를 지닐 뿐이
기에 삭제하였다. 제124조는 소비자 기본권의 형태로 기본권의 장에서 규정하려
하였으나 일단 삭제하였다. 제125조는 우리 경제가 대외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
태에서 자유무역에 따른 국내산업 보호 육성 차원에서 둔 규정으로 한미FTA 협
정이 타결된 마당에 통제경제적 시각에서 시장경제질서에 역행하는 이 제도는 삭
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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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①지방정부는 지방자치의 본지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 자
기책임으로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
②지방정부에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장을 둔다. 지방의회는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한 지방의회의원으로 구성하며, 법률
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지방정부의
장의 선임방법과 권한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대해서
는 법률과 조례로 정한다.
③지방정부는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
기타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
으며,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그 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
요한 재정적 지원을 한다.
④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위법한 활동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위임사무의 감사를 지방정부의 감사와 중복되지 않게 할
수 있다.
⑤지방정부는 자치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⑥주민은 법률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정부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시안이유]

․현행 제8장 지방자치 규정은 포괄적․선언적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에 위임하
고 있다. 제헌헌법 이후 각 헌법 역시 마찬가지다.
․개정시안에서는 이를 구체화하여 지방분권을 강조한 헌법전문의 의지를 실현하였다.

제8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성실하게 공직을 수행하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
된다.
[시안이유]

․공무원제도의 현행 헌법 규정에서 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대표성 외에,
․직업공무원의 자세와 직무수행을 위한 전문적 능력을 갖춘 공무원상을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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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의 목적․조직․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
부 또는 국회 재적 의원 4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
된다.
[시안이유]

․정당제도는 현행 헌법 제8조에서 정당설립의 자유, 복수정당제, 목적과 활동의 민
주성,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제도와 위헌정당해산제도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
고 있다.
․현대 민주국가에서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결집하는데 중요한 기
능을 한다는 점을 문언화 하는 한도에서 조문을 통합하였다.

제10조 ①선거와 국민투표 및 그에 관한 운동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그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
다.
②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2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2인, 헌법재판소의 장이 지명하는 2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2인,
법률이 정하는 지방정부가 추천하는 2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
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④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
한다.
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
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⑥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
로 정한다.
⑦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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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사무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위
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시안이유]

․선거 관련 사항을 전반적으로 규정하였다.
․선거관리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선거 관련 사항을 다루므로, 그
구성원 선출에 독립성과 자율성을 주어, 여러 국가기관의 관여로 구성되도록 하
였다.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하는 예는 우리의 특유한 경유라 할 수 있어 이
에 관한 사항은 골격만 정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에 위임하는 것으로 하였다.

- 151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확립을 위한 헌법 개정 방향

Ⅳ. 기본권
제2장 국민의 자유와 권리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개인의 불가침적 권리이며 공동체의 법질서인 기본권
을 향유하며, 국가는 이를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
②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
니한다.
③국민의 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
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④국민의 기본권 행사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
윤리를 침해하면서 행사할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제한된다.
[시안이유]

․현행 헌법은 기본권을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는 표제어가 붙은 제2장 제10조부터
제39조까지 규정하며, 제37조 제1항에서는 열거되지 않은 권리와 자유도 기본권
으로서 인정할 수 있는 열어 주고 있다. 이들 취지는 그대로 인정하였다.
․현행 헌법은 제10조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1조에 평등권을 규
정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기본권보장을 선언하고, 제12조부터 제23조까지 자유권
적 기본권, 제24조와 제25조에서 참정권적 기본권,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는 권리
구제를 위한 청구권적 기본권,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는 과거 생존권 내지 생활
권이라 불리었던 사회권적 기본권을 규정하는 등 기본권목록은 다른 나라에 비하
여 다양하고 범위가 넓다.
․헌법개정안시안은 현행의 기본권목록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통합하거나
삭제하는 등으로 문언을 정리하였다. 말잔치에 상당하는 문구들은 삭제하는 등으
로 헌법의 규범력을 강화하여 조문과 문언의 경제성과 실효성을 살리려 하였다.
․기본권의 정의와 제한 등의 일반 규정을 신설하였다.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는 국가권력의 기본권 기속성을 강조하는 의미로 이해되도
록 기본권의 정의를 내린 다음에 규정하였다.
․현행 헌법 제37조를 위치 변경하여 기본권의 정의 조항에서 규정하였다. 현행 헌
법에서 “모든 자유와 권리”라는 표현 대신 “기본적 인권”이라 하여 통일성을 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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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제4항은 현행 헌법 제21조 제4항을 가져와서 내용을 변경하여 정리하였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신조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③사회적․경제적 특수계층에 근거한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시안이유]

․기본권의 핵심은 인간이란 존재가 가치 있고 존엄하다는 것이다. 이는 헌법의 전
반을 지배하는 원리다. 시안에서도 이를 규정하였다. 행복추구권에 관한 헌법재판
소 결정례의 일관성은 유지하였다.
․특별히 생명권 규정을 신설하느냐에 관해서, 이는 정신과 육신적 생명을 전제로
한 자유권 규정들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규정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하였다.
․평등권과 평등의 원칙 규정은 현행 헌법의 별개 조항을 인간의 존엄성 조항에서
함께 하는 것으로 하였다. 사상이나 신념에 의한 차별을 막기 위하여 신조를 삽
입하였다.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②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
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
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하며,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그 적부
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때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
장소
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 153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확립을 위한 헌법 개정 방향

⑤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
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⑥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
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⑦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시안이유]

․신체의 자유에 관한 조항은 죄형법정주의, 영장주의 등을 합하여 체계화하였다.

제14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시안이유]

․재산권 보장과 사유재산제도를 규정하는 현행 헌법 조항은 제1항에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할 수 있다고 하여 국가의 과잉 제한의 근거로 작용하여
재산권보장의 의미를 무색하게 하여 왔다.
․이를 재정리하여 체계화하였다. 재산권의 절대성을 강조하였다기 보다는 자유시
장경제의 헌법원칙에 상응하는 법규정으로 하였다.

제15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신문의 기능과 정보․통신․방송의 자유는 보장된다.
[시안이유]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 되는 기본권의 시각에서 체계화 하였다.
․현행 헌법 제3항의 신문기능 보장은 제1항으로 옮기고, 제3항을 정리하였고,
․제4항의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
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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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은 기본권의 의의를 정한 제11조
제4항으로 정리하였다.

제16조 ①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시안이유]

․현행헌법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함께 규정하였으나,
․양자 모두 내면적 정신의 자유권이라는 의미에서 이를 함께 규정하였다.

제17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대학의 자율성은 보장되며,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
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시안이유]

․현행 헌법 제31조 제4항의 대학의 자율성 문언을 종래 교육기본권의 조항에 있었
던 것을 학문의 자유로 이동하여 체계화 하였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직업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시안이유]

․현행 헌법의 직업선택의 자유는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기에 문언을 바꾸고
이를 거주이전의 자유와 함께 규정하였다.
․두 기본권이 경제적 자유권이라는 공통의 분모를 고려한 것이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가지며 그 안온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시안이유]

․주거의 자유와 그 안온성을 동시에 보장하면서,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의 영장 발부에 있어서의 검사의 ‘신청’을 ‘청구’로 바꾸
는 등으로 문언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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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자유를 가지며 그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시안이유]

․표현을 통일하여 정리하였다.

제21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자유를 가지며 그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시안이유]

․표현을 통일하여 정리하였다.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한다.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시안이유]

․문언을 정리하여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 조항으로 규정하여 체계화하고,
․복지에 있어서도 스스로 노력한다고 하는 자신의 자기결정권을 중요시하여 이를
조문화하였다.
․보건권 규정을 이 일반 규정에로 이전하였다.

제23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②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③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
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시안이유]

․문언을 정리하였다.
․여성, 연소자 등의 특별 규정은 이를 가능한 한 모두 삭제하였다. 이미 관련 법률
이 정비되어 있고 사회현실에서 역차별의 문제가 나올 정도로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제24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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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이 인정된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안이유]

․일단 현행 헌법과 같이 두었다. 의견으로서는 폐지의 입장도 있었다.

제25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사립학교의 설립과 운영
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며,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③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
을 받게 할 의무가 있으며, 의무교육은 무상이다.
[시안이유]

․현행 헌법의 문언을 정리하였다. 평생교육 규정은 삭제하였다.
․대학의 자율성 조항은 학문의 자유의 규정으로 이전하였다.
․사학의 설립과 운영의 자유를 규정하였다.

제26조 모든 국민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
로 성립․유지할 권리를 가지며, 모성은 보호된다.
[시안이유]

․현행 헌법의 문언을 정리하였다.

제27조 모든 국민의 환경권은 보장된다.
[시안이유]

․현행 헌법의 문언을 정리하였다.

제2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가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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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안이유]

․현행 헌법의 문언을 정리하여,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분리되어 있던 규정을 하
나의 규정으로 하였다.

제29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시안이유]

․현행 헌법과 같다. 다만 ‘문서’에 의한 청원에 한정하는 표현은 삭제하였다.

제30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신속
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④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
서 진술할 수 있다.
[시안이유]

․현행 헌법의 문언을 정리하였다.

제31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시안이유]

․현행 헌법의 문언을 존치하였다.

제32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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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시안이유]

․현행 헌법 제29조 제2항은 위헌논란이 심한 헌법규정으로 삭제하였다. 군인·군무
원·경찰공무원 등의 직이라 하여 일반 공무원과 차별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서
합리성이 결여되었다는 점 때문이다.

제33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시안이유]

․독립한 규정으로 하였다.

제3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시안이유]

․현행 헌법과 같다.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시안이유]

․현행 헌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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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통치구조
제3장 국회

제36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시안이유]

․대통령제 또는 의원내각제의 정부형태에서 의회를 이원적 구성으로 하느냐 일원
으로 하느냐는 민주적 정당성의 관련성 및 한 나라의 정치․역사적 전통 또는 사
회구조와 상관관계를 지닌다.
․국회 구성의 양원제, 단원제는 나라의 민족 구성, 단일국가․연방국가 여부 등 국
가 형태에 따라서 달라진다. 단일공화국에서는 단원제가 채택되는 것이 일반적이
다.
․제1차개정헌법에서 양원제를 채택하였으나 4․19까지는 참의원선거를 하지 않고
민의원 단원제로 하였다. 당시 民議院은 소선거구 민선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며 參
議院은 중선거구 민선의원으로 구성하였다. 양원제는 5․16군사정변에 의하여 7
개월여 만에 끝났지만, 당시 민의원의원 임기 4년, 참의원의원 임기 6년으로 3년
마다 의원의 2분의1 개선 등의 규정을 두었다.
․현행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는 조항은 단원제로 시작한 제헌헌법
의 전통을 잇는다. 제1차개정헌법 제31조 제2항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써
구성한다”의 양원제가 의원내각제인 제2공화국헌법(제31조제2항)에까지 이어졌지
만 제5차개정헌법(제35조) 즉 1962년 제3공화국헌법부터는 단원제로 환원한 바
있다. 일본국헌법 제42조 “국회는 중의원과 참의원으로써 성립한다”든지 미국, 영
국이나 독일, 프랑스 등의 양원제 헌법 등과의 차이다.
․한국에서의 양원제 논의는 통일에 대응하여 남한과 북한을 대표하는 상원형 즉
연방제형 양원제와, 그에 관계없이 다각적 민의의 반영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존재 의의를 두는 ‘단일국형 양원제’ 등이 있다.
․개정시안에서 양원제는 채택하지 않았다. 헌정사의 전통과 운영의 경험이 이를
채택함으로써 오게 되는 통치구조 헌정운영의 불안정성이 큰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제37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
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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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그 수는 법률로 정하되 비례대표국회
의원 100인 이상을 포함하는 300인 이상으로 한다.
[시안이유]

․의회 정수는 대체로 인구 비례 등의 상황에 따르는 바, 우리는 제헌국회 198석,
1950년 제2대와 1954년 제3대의 210석, 1958년 제4대 231석, 1960년 제5대 233석,
1963년 제6대와 제7대 175석(지역구 131, 전국구 44), 1971년 제8대 204석(지역구
153, 전국구 51), 1973년 제9대 219석(지역구 146, 유신정우회 73), 1979년 제10대
231석(지역구 154, 유신정우회 77), 1981년 제11대와 1985년 제12대 276석(지역구
184, 전국구 92), 1988년 제13대 299석(지역구 224, 전국구 75), 1992년 제14대 299
석(지역구 237, 전국구 62에서 1995년 법 개정으로 지역구 253, 전국구 46)이
1996년 제15대 국회에까지 이어졌다가 2000년 제16대 273석(지역구 227, 비례대표
46), 제17대 299석(지역구 243 비례대표 56)이 되었다.
․개정시안에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100인을 포함하는 300인 이상 350인 이하로
하여 흐름에 맞추면서 정당정치의 활성화와 국회 기능의 전문화를 위한 측면을
고려하여 국민주권주의와 조화를 기하였다.
․제헌헌법 이래 국회의원 임기는 2년(제헌 국회의원), 3년(유신정우회 국회의원), 6
년(제2공화국 참의원의원, 유신헌정 직선의원)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4년(제1공화
국, 제2공화국 민의원의원, 제3공화국, 제5공화국, 제6공화국의원) 등이 있다.
․개정시안에서는 현행헌법과 같이 4년으로 하였다.

④국회의원은 국무위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시안이유]

․대통령제의 원칙에 맞게 국회의원과 정부의 직간의 겸직금지 원칙을 명문화 하였다.

⑤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어,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
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시안이유]

․현행 헌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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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국회의원의 선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 전 70일 내지 40일전에
실시한다.
⑦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8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시안이유]

․현행 헌법과 같다.

제39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이 중상적 모욕이 아
닌 한 그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시안이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미국과 같이 제한이 없는 경우와 그 제한이 있는 독일의
경우가 있다.
․현행헌법은 제한이 없으나, 개정시안에서는 독일에서의 예를 참조하여 면책특권
의 대상이 되는 국회의원의 원내 발언․표결이라도 그것이 ‘순전히’ 사적으로 타
인 모욕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면책특권의 대상인 직무부수행위로서의
발언․표결이라 할 수 없는 것으로 하여, 면책특권에서 제외하여 형사상 소추나
민사상 배상청구를 가능하도록 하였다.
․독일기본법(제46조제1항단서)이 “의원은 연방의회나 그 위원회에서 행한 투표 또
는 발언을 이유로 어떤 경우에도 재판상 또는 직무상 소추를 받지 아니 하며 연
방의회의 외부에서도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이것은 중상적 모욕에는 적용되지
아니 한다.” 하여 모욕적 발언을 면책특권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그래서이다.
․본 개정안에서도 역시 이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문안 작성에서 ‘중상적 모욕’이라
는 용어를 선택하였다.

제40조 ①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1이상의 요구에

- 162 -

【부록 1】헌법개정안시안 (조문 및 축조)

의하여 집회된다.
②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
를 명시하여야 한다.
[시안이유]

․현행 헌법과 같다.

제41조 ①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하며 그 외 국회의 구성 및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④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⑤제3항과 제4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시안이유]

․현행 헌법의 규정을 정리하였다.

제42조 ①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
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
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과반수의 찬성으로 공개하
지 아니할 수 있다.
③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경
우에는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안이유]

․현행 헌법의 규정을 정리하였다.

제43조 ①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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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③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2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
를 붙여 국회에 환부하여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④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⑤대통령의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
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이 제2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
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⑦대통령은 제5항과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6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5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⑧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
써 효력을 발생한다.
[시안이유]

․현행 헌법의 규정을 정리하였다.

제44조 ①국가의 재정 및 조세에 관한 권한은 국회에 속한다.
②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③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
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시안이유]

․재정 제도의 골격은 제헌헌법 이래 큰 변동 없이 당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재정에 관한 헌법 규정은 운영상의 탄력성 약화라든지 헌법 위반의 관성화를 가
져올 수 있지만 이를 헌정운영에 맡기기로 하였다.
․다만 재정의 기본원칙을 신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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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①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
야 한다.
③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
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④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⑤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시안이유]

․현행 헌법의 규정을 모으고 정리하여 하나의 조항으로 하였다.

제46조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
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
법사항에 관한 조약 등의 체결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시안이유]

․현행헌법과 같다. 다만 체결․비준이란 용어를 ‘체결’로 하여 의미를 분명히 하였다.

②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제47조 ①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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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회의 위원회는 국정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국정감사와 조사는 재판과 진행중인 범죄수사 및 소추 등에 관여할
수 없다.
④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시안이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부의 행정운영을 감사하는 것은 이론상 가능하다.
정부의 전단방지 수단으로서도 효과적이다. 다만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에 대한 일반적 국정감사권은 국회와 정부의 상호독립적 권능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외국에서도 그 예를 찾기 어렵다. 실제 운영에서도 행정업무의 지장 등의
폐해가 있었다.
․그렇지만 절충형 정부형태에서의 국회의 정부 견제의 수단으로서의 의의는 있다
생각하여, 개정시안에서는 이를 존치한다.

제48조 ①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②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③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부위
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시안이유]

․현행헌법과 같다. 다만 체결․비준이란 용어를 ‘체결’로 하여 의미를 분명히 하였다.
․다만 제1항은 대통령의 장에서 국회의 장으로 이전하였다.

제49조

①대통령·부통령·국무위원·행정각부의
찰총장·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헌법재판소재판관·검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
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
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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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
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시안이유]

․현행헌법과 같다. 다만 체결․비준이란 용어를 ‘체결’로 하여 의미를 분명히 하였다.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50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시안이유]

․현행 헌법 제66조 제4항에 위의 내용이 규정되었으나 별개의 독립 규정으로 명문
화 하여, 대통령제 정부형태에 있어서의 행정권과 그 귀속자를 분명히 하였다.

제51조 ①대통령은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대통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책무를 진다.
[시안이유]

․‘국가의 원수’라는 표현은 삭제하였다.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이며 외국에 대하
여 국가를 대표한다는 지위로 보았다.
․‘조국’은 법률 용어로는 불명확하여 이를 영토 조항의 ‘한반도’라는 용어를 원용하
는 것으로 바꾸었다.
․대통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책무를 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제52조 ①부통령은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 궐위시 대통령직을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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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그 후임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시안이유]

․‘부통령’ 제도를 신설하였다. 국무총리 제도를 삭제하여 대통령제로 접근하였다.
․“부통령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로서 대통령과 연명으로 동시에 선거한다”로 정
하여 러닝메이트 의미를 살릴 수 있게 하였다.

제53조 ①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제1항의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의 득표수가 선거권자의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
하여 결선투표를 행하여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결선투표는 대통령선거일로부터 2주 후에 실시한다.
[시안이유]

․대통령 선거시 결선투표를 예상하여 그 시기를 헌법에 명시하고 대선 후 2주 후
에 실시하도록 하였다.

③부통령후보자는 대통령후보자가 지명하는 자로서 대통령후보자와
연명으로 동시에 선거한다.
④대통령과 부통령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
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 또는 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⑤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⑥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⑦대통령 또는 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
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⑧대통령과 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시안이유]

․부통령제 채택에 대응하는 선거 제도를 정한 것이다.
․개정시안에서는 대통령과 부통령을 직선하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민의 결선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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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도입하여 국민적 정당성에 상응하는 내정, 외교, 국방 등의 실질적 권한 부
여에 공감대를 가지게 하였다.

제54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헌법재판소장 앞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
다. “저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과
헌법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시안이유]

․대통령 취임시 헌법재판소장 앞에서 선서를 행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이 헌법 수
호자임을 분명히 하였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로 바꾸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도록 함으로써 통일의 성격을 명확히 하였다.
․선서를 국민 및 ‘헌법’ 앞에서도 하는 것임을 명확히 정하였다.

제55조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시안이유]

․대통령 임기는 4년 1차중임(제1공화국헌법, 3선개헌 전의 제3공화국헌법), 4년 3
선연임(제2차개헌 후의 제1공화국헌법, 3선개헌 후의 제3공화국헌법), 5년 단임(현
행헌법), 5년 무제한연임(제2공화국헌법), 6년 무제한연임(유신헌법), 7년 단임(제5
공화국헌법) 등이었다.

제56조 대통령과 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
을 때에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시안이유]

․현행 헌법과 같다.

제57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관계 국무위원
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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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과 같다.

제58조 ①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②대통령은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
을 겸할 수 없다.
[시안이유]

․현행 헌법과 같다.

제59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
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시안이유]

․현행 헌법과 같다.

제60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시안이유]

․체결․비준이란 용어를 ‘체결’로 하여 그 의미를 분명히 하였다.

제61조 ①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③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
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시안이유]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조항은 총강에서 이 조문으로 이동하였다. 나머지는 현행
헌법과 같다.

제62조 ①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사면 ․ 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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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사면권 제한은 그것이 군주의 은사권과 구분되는 현대 입헌주의 정부형
태의 대통령이 지닌 대통령 권한인 점에서 사면, 감형, 복권 모두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다. 또한 일반사면과 특별사면 모두 가리지 않고 국회의 동의를 얻도
록 하였다.

제63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시안이유]

․현행 헌법과 같다.
․대통령 특권 규정은 미국 대통령제에서는 물론 다른 나라의 헌법에서도 예를 찾
기 어려운 규정이라는 점, 대통령의 재직 중의 형사 기소 여부의 문제는 사법권
의 권한 영역이라는 점 등에서, 이를 삭제하였다.

제64조 ①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
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
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
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
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
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
복한다.
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시안이유]

․현행 헌법과 같다.

제65조 ①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
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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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
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시안이유]

․현행 헌법과 같다.

제2절 행정부

제1관 국무회의와 국무위원
제66조 ①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국무회의는 대통령 ․부통령과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부통령은 부의장이 된다.
[시안이유]

․대통령제의 국무회의는 원칙적으로 자문기관이지만 이를 심의기관으로 두는 것이
대통령 권한 행사의 신중성을 보장할 것이란 점에서 존치하였다.

제67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예산안· 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
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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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 영전수여
9. 사면·감형과 복권
10.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11.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 정당해산의 제소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6.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17. 기타 대통령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시안이유]

․부통령 관련 부분 외에는 현행 헌법과 같다.

제68조 ①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임면한다.
②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
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③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시안이유]

․국무총리 제도를 삭제하였다. 정․부통령 제도 하에서 불필요하고 이 제도가 대
통령 권한 행사의 책임 대행의 방어막이라는 점에서 연유한다.
․제2관의 제목도 ‘국무위원과 행정각부’로 하였다.
․절충형 정부형태에서의 국무위원 선임방법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하는 경우(그리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모두 함께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지만 국회의 동의 없이 임명하는 경우(오스트리아, 핀랜드), 거의 대통령이
단독으로 임명하는 경우(프랑스 제5공화국) 등이 있다.
․개정시안에서는 대통령제의 취지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제2관 행정각부와 대통령직속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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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①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대통령직속의 국가기관은 이 헌법에 근거한 법률에 의한다.
③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
는 직권으로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시안이유]

․현행 헌법과 같으나, 대통령 직속회의의 근거 규정을 두었다.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가 헌법과 법률적 정당성을 지니지 못한 채 양산되어 국무
회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반헌법적 행태를 막기 위함이다.

제70조 ①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
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
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시안이유]

․국방정책회의를 신설하였다.

제71조 ①통일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정책회의를 둔다.
②다음의 사항은 통일정책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통일의 기본방침
2. 통일정책의 수립․변경
3. 기타 통일에 관한 중요 사항
③통일정책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부통령, 법률이 정하는 3인 이
내의 국무위원, 국회에서 추천하는 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통일정책회의의 구성․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시안이유]

․통일정책회의를 신설하였다.

제3관 감사원

- 174 -

【부록 1】헌법개정안시안 (조문 및 축조)

제72조 국가의 세입· 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
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시안이유]

․현행 헌법과 같다.

제73조 ①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
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
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④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

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시안이유]

․감사원은 제3공화국헌법에서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제헌헌법(제95조)에서는 회
계검사 기능만 담당하는 ‘심계원’(審計院)이 있어 제2공화국헌법에까지 이어지고,
직무감찰 기능은 정부조직법상 감찰위원회에 귀속되었다가 대통령령의 ‘사정위원
회’(1956년)로 바뀌고 다시 법률(1961년 감찰위원회법)에 의하여 ‘감찰위원회’에
주어졌던 것을, 제3공화국헌법에서 이 양 기능을 합하여 감사원을 두었다(제92조~
제95조). 이것이 제4공화국헌법(제71조~74조)과 제5공화국헌법(제72조~제75조) 및
현행헌법(제97조~100조)에 이어졌다.
․감사원의 소속은 의원내각제에 있어서는 대체로 국회에 속하거나 독립인 경우가
많고 대통령제나 절충형 정부형태에서는 국회와 대통령에게 속하거나 독립되는
등 상이하다.
․현행 감사원이 행정통제의 좌표가 상이한 회계검사 기능과 직무감찰 기능을 제도
상 통합하여 수행함은 합리적이다.
․감사원의 구조와 기능은 행정부와 국회의 관계 여하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바, 현
재 국회가 국정감사권을 가지는 경우 감사원의 직무감찰 기능은 그 합법성 심사
기능 외에 문제해결기능에 합치하는 시스템적 감사기능을 법제화 하여야 한다.

제74조 감사원은 세입·
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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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시안이유]

․현행 헌법과 같다.

제5장 법원
제75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시안이유]

․현행 헌법과 같다.

제76조 ①대법원에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5인을 둔다.
②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③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시안이유]

․현행 헌법과 같다.

제77조 법관은 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시안이유]

․현행 헌법과 같다.

제78조 ①대법원장인 법관은 법관추천회의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국회
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대통령은 법관추천회의의 제청이 있으
면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으면 임명하여야 한
다.
②대법관인 법관은 대법원장이 법관추천회의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
고 이를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에 제청이 있으면 대통령은
임명하여야 한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얻어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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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이 임명한다.
④법관추천회의는 대법원장을 의장으로 대법관회의에서 선출한 현직
법관 9인,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2인 및
국회가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한다.
⑤위의 각 항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시안이유]

․제헌헌법은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다. 제2공화국
헌법에서는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써 조직된 선거인단의 선거로 대법원장이 선
출되도록 하였으나 시행되지는 아니하였다. 제3공화국헌법에서는 법관 4인, 변호
사 2인, 대통령이 지명하는 법률학교수 1인,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등으로 구성
되는 법관추천회의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하였다.
제4공화국헌법에서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하였다.
․국민주권의 원리에도 충실하고 사법권의 독립이나 민주성을 보장하기에 가장 적
합한 제도로서는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및 변호사단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확대된 법관추천회의 또는 사법관리 기구를 통하여 선임할 수 있는 방법이 적절
할 듯하다. 다만 이 경우 구성원의 자격, 인원수, 구성비율 등을 적절히 정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결국 본 개정안에서는 법관의 인적 독립의 측면에서 상당수 개정하였다.

제79조 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연임된다.
④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70세로 하며, 그 외의 법관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시안이유]

․현행 헌법과 같다. 조문의 정리를 하였다.

제80조 ①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
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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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은 그 임명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국회의원총선
거시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심사에 부친다. 연임의 경
우에도 같다. 이 경우 유효투표과반수의 유권자가 대법관의 파면
을 인정하는 때에 그 대법관은 파면된다.
[시안이유]

․일본국헌법 제79조에 국민심사 제도가 있지만, 헌법 시행 이후 한 번도 파면된
예가 없고 심사절차가 번잡하여 폐지론도 있다.
․우리의 경우 대법관이 국민의 정신을 생각하면서 재판에 임하게 하는 효과를 주
는 순기능과 포퓰리즘의 사법권 독립 저해라는 역기능도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을 위한 사법, 헌법에 기속되는 사법을 위하여 국민 기속을 강화하였다.

제81조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
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
진다.
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된다.
[시안이유]

․현행 헌법과 같다.

제82조 대법원은 법률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
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시안이유]

․현행 헌법과 같다.

제83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
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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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안이유]

․현행 헌법과 같다.

제84조 ①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②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④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 ․ 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
첩죄의 경우와 초병 ․초소 ․유독음식물공급 ․포로에 관한 죄 중 법
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
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안이유]

․현행 헌법과 같다. 여러 논의에도 불구하고 군사법원은 존치하는 것으로 하였다.

제6장 헌법재판소
제85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2. 국회재적의원 4분의1이상의 신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3. 탄핵의 심판
4. 정당의 해산 심판
5.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6.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7. 대통령선거소송에 관한 심판
[시안이유]

․현행 헌법과 같다. 다만 대통령선거에 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이를 담당하도
록 하였다.

제86조 ①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
판관은 국회에서 선출한다.
②헌법재판소의 장은 재판관이 호선한다.
③헌법재판소의 장의 임기는 7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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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7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헌법재판소의 장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시안이유]

․헌법재판소 독립성을 위하여 권한과 재판관 선출 방식을 큰 폭으로 변경하였다.
․추상적 규범통제를 인정하였다. 독일의 예와 같이 국회재적의원 4분의1이상의 신
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판단을 하도록 하였다.
․대통령선거 소송에 관한 심판을 추가하고,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
거에 관한 소송은 법원에 유보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권한이 강하게 되
어 헌법수호자로서의 그 역할에 기대를 하게 하였다.

제87조 ①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으며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②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③제80조 제3항은 이를 헌법재판소의 장과 재판관에게도 적용한다.
[시안이유]

․헌법재판소 소장 및 재판관의 경우에도 국민심사가 적용되도록 하였다.

제88조 ①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권한쟁의의 심판,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 선거소송에 관한 인
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시안이유]

․위헌 결정 등의 정족수를 현행 헌법의 재적 3분의 2 이상에서 과반수로 고쳤다.

제7장 헌법개정
제89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1이상의 발의로 제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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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③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의결하여야 하
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⑤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
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⑥헌법개정안이 제5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시안이유]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제안권을 삭제하여 대통령제 정부형태에서 행정부 수반인 지
위를 갖는 대통령제를 일관하고자 하였다.

附 則
제1조 이 헌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

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
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①이 헌법시행 당시의 공무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
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
원과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의 장 및 재판관, 감사원장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
다.
②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이 헌법 중 공무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
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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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제4조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
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
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시안이유]

․헌법개정의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을 삭제하고 정리하였다.

[이하 현행헌법과 시안의 비교는 별표(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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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헌법/헌법개정안시안 비교표

【부록 2】현행헌법/헌법개정안시안 비교표

현행헌법/헌법개정안시안 비교표

조문

전문

제1장
총강
제1조

제1장
총강
제2조

제1장
총강
제3조

현행헌법

헌법개정안시안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
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
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
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
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
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
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
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
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
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
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
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
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유구한 역사와 함께 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을 계승하고 자
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며, 국민주권
의 원칙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그리고 자유로운 시장
경제의 원칙을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법앞의 평등을 보장하고 법률 및 법에 의
거한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자각하면서,
안으로는 국민과 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 밖으
로는 인류의 평화적 삶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
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9차에 걸쳐 개
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
여 개정한다.
20 년

월

일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③대한민국은 최고규범인 헌법과 법의 지배
에 기초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
다.
질서로 한다. (신설)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
률로 정한다.
률로 정한다.
②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삭제)
로 한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③대한민국의 국기는 태극기, 국가는 애국
도서로 한다.
가, 수도는 서울로 한다. (신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전체수정) 제3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국가는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잠재적으로 미치
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 는 한반도의 지역에 대한 영토고권을 회복하
기 위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
한다.
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

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 제4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
한다.

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②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

제1장

제6조

총강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

제4조

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

력을 가진다.
③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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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①국가의 모든 권력은 이 헌법과 법에
제13조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

제1장
총강
제5조

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

의하여 적법성과 정당성을 가진다.

(신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이
제한되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

다.

다.
(조문통합수정) 제6조

제1장
총강
제6조

제9장 경제 (대부분 규정 삭제)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
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
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20조 ①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
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
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121조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
다.
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
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123조 ①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야 한다.
②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
성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
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
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
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제125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
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
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제127조 ①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
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
구를 둘 수 있다.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
하는 자유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한다.
②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은 자유시장경제
의 원활한 기능을 위하여 그리고 재산권의 본
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
③국토와 자연자원은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므로 그 효율적인 이용․개
발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
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
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⑤국가는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
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제117조

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
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제1장
총강
제7조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조문통합수정)제7조 ①지방정부는 지방자치의 본지에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 자기책임으로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
②지방정부에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장을 둔다. 지방
의회는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한 지
방의회의원으로 구성하며,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
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지방정부의 장의 선임방법과
권한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대해서는 법률
과 조례로 정한다.
③지방정부는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방세
의 세목과 세율 기타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는 지방정부
가 그 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
원을 한다.
④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위법한 활동에 대하여 법률
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위임사무의 감사를 지방정부
의 감사와 중복되지 않게 할 수 있다.
⑤지방정부는 자치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법률이 정하
는 바에 따라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⑥주민은 법률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정부
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 따라

①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

다.
②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

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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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강
제8조

제1장
총강
제9조

제1장
총강
제10조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제8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서 성실하게 공직을 수행하며 국민에 대하여
진다.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
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된다.
제9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
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
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
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삭제)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
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
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는 보장된다.
②정당의 목적․조직․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 또는 국회 재적
의원 4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

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조문통합수정)제10조 ①선거와 국민투표 및
그에 관한 운동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그에
제114조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
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원회를 둔다.
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③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④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2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2인, 헌법재판소의 장
수 없다.
이 지명하는 2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2인,
⑤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법률이 정하는 지방정부가 추천하는 2인의 위
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 한다.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
④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
수 없다.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
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다.
제115조 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
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
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있다.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②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에 응하여야 한다.
제116조 ①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제정할 수 있다.
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
⑥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
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②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
⑦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
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
킬 수 없다.
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
계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위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
여야 한다.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
삭제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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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2문 …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

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2장

(조문통합수정)제11조 ①모든 국민은 개인의 불가침적
권리인 동시에 공동체의 법질서인 기본권을 향유하며, 국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 가는 이를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
②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
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 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
③국민의 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
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리와 의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국민의 권
제11조

제21조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
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④국민의 기본권 행사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
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면서 행사할 때에는 법률
다.(삭제하면서 변용 이전)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제한된다.

제10조1문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다. …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
제2장
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
국민의 권 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리와 의무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
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
제12조
다.
③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
니한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
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
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
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
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
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
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
와 장기 3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
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
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
제2장
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
국민의 권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리와 의무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제13조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
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
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
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
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
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
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
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
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국민의 권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리와 의무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제14조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
제2장

(조문통합수정)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으
로서 존엄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신조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
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모든 생활 영역
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③사회적․경제적 특수계층에 근거한 제도
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②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
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
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
을 받지 아니한다.
③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
차에 따라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
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
속을 당하지 아니하며,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
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그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
할 권리를 가진다. 이때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
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 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⑤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⑥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
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⑦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
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전체수정)제14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
장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
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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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제15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
국민의 권
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
리와 의무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15조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
③신문의 기능과 정보․통신․방송의 자유는 보장된다.
다.
제2장

제2장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국민의 권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리와 의무
제16조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
는 분리된다.
제22조

국민의

권

리와 의무
제17조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

는 분리된다.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제17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자유를 가진다.

제2장

(조문통합수정)제16조 ①모든 국민은 양심의

가진다.

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②대학의 자율성은 보장되며, 저작자· 발명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 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다.

보호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

제2장
국민의 권 진다.
리와 의무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
제18조

다.

(조문통합수정)제18조 모든 국민은 직업 및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가지며

제2장
국민의
리와
제19조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권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
의무 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그 안온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는 불가침
이며,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장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국민의 권
리와 의무
아니한다.
제20조
제2장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
국민의 권
리와 의무
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21조

제시하여야 한다.
제20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자유를 가지며
그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21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자유를 가지며

그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조문통합수정)제22조 ①모든 국민은 스스로
권리를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제2장
노력하여야 한다.(삭제)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
국민의 권
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삭제)
리와 의무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
제22조
가의 보호를 받는다.(삭제)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
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삭제)
제36조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
호를 받는다.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
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
제2장
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국민의 권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
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
리와 의무 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
제23조
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
별을 받지 아니한다.

의 노력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하
여 노력한다.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
를 받는다.
(전체수정)제23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
리를 가진다.
②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
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③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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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
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
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24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

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
동권을 가진다.

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
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국민의 권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이

리와 의무 가진다.

인정된다.

제2장

제24조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
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

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

수 있다.

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균등하게 (전체수정)제25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
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제2장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국민의 권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리와 의무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보장된다.
제25조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삭
제)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
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사립학교의 설립과 운영 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며 기타 교육제도와 그 운
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
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③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초등
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으며, 의무교육은 무상이다.
존엄과 (전체수정)제26조 모든 국민은 혼인과 가족

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국민의 권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리와 의무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
제26조
야 한다.

제2장

생활을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유지할 권리를 가지며, 모성은 보호된
다.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민의 권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
리와 의무 로 정한다.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제27조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제2장

(전체수정)제27조 모든 국민의 환경권은 보
장된다.
(조문통합수정)제2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제2장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
국민의 권 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리와 의무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28조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
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
다.

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청원할 권리를 가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제30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제2장
국민의 권
리와 의무
제29조

제2장
국민의 권
리와 의무
제30조

가진다.
바에 (전체수정)제29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
리를 가진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
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

진다.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신속한 재판을 받
을 권리를 가진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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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
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을 받지 아니한다.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
다.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
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③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
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유
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
다.
④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
다.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31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제2장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국민의 권
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
리와 의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제31조
청구할 수 있다.
수 있다.
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 (전체수정)제32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제2장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
국민의 권 제되지 아니한다.
②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리와 의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
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제32조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삭제)
제2장
국민의 권
리와 의무
제33조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
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2장
제38조 모든
국민의 권
리와 의무
바에 의하여
제34조

리와

의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3장
국회
제36조

제40조

국회
제37조

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33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
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

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바에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제35조

제3장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

납세의 의무를 진다.

권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국민의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다.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제3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제2장

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
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36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조문통합수정)제37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

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
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가이익
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그 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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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확립을 위한 헌법 개정 방향

률로 정하되 비례대표국회의원 100인 이상을
포함하는 300인 이상으로 한다.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제46조 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④국회의원은 국무위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⑤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어, 국가․공
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
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
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⑥국회의원의 선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 전
70일 내지 40일전에 실시한다.

수 없다.

⑦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
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

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 제38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
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 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
제3장
국회
제38조

다.

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②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 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된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제39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

제3장

제45조

국회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 언과 표결이 중상적 모욕이 아닌 한 그에 관

제39조

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0조 ①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

제47조 ①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
제3장
국회
제40조

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

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1이상

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1이상의

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
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
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 (조문통합수정)제41조 ①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하며 그 외 국회의 구성 및
인을 선출한다.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4조 ①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
②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
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
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수 있다.
②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③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징계할 수 있다.
③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④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48조

제3장
국회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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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④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
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⑤제3항과 제4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조문통합수정)제42조 ①국회는 헌법 또는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

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
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

제3장
국회
제42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
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

제50조 ①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

다.

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
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

②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
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④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
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폐기되지 아
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제3장
국회
제43조

수 있다.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
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
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
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
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
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
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
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
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
다.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조문통합수정)제43조 ①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
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③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2항의 기
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환부하여 그 재의를 요구
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④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
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⑤대통령의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
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이 제2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⑦대통령은 제5항과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
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6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5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
장이 이를 공포한다.
⑧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
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조문통합수정)제44조 ①국가의 재정 및
조세에 관한 권한은 국회에 속한다.
제출
②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제3장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국회

제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제44조

③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
을 설치할 수 없다.
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④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3장

제54조 ①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

국회

한다.

(조문통합수정)제45조 ①국회는 국가의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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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심의․확정한다.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

③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

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
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제45조

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제55조 ①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
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
회에 제출할 수 있다.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④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
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
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⑤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
어야 한다.
⑥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

제3장
국회
제46조

제3장
국회
제47조

제3장
국회
제48조

출할 수 있다.
제46조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제60조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
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조약 등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
등의 체결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다.
②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②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 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
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제47조 ①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제61조 ①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②국회의 위원회는 국정감사 또는 조사를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
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 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국정감사와 조사는 재판과 진행중인 범죄
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수사 및 소추 등에 관여할 수 없다.
②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④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81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
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62조 ①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
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
답할 수 있다.

(조문통합수정)제48조 ①대통령은 국회에 출
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②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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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
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
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
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

다.
국무위원의 (조문통합수정)제49조 ①대통령·부통령·국무

제3장
국회
제49조

제63조 ①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
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
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
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
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
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
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
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제4장
제66조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정부 제1절
대통령
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50조

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재판관·검찰총
장·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
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
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
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수반으 제50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
부에 속한다.

제51조 ①대통령은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표한다.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
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책무를 진다.
③대통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책무를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진다.
제86조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 (전체수정)제52조 ①부통령은 대통령을 보좌
제66조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51조

제4장 정부 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제1절
대통령
제52조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
한다.
③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
리로 임명될 수 없다.

하고 대통령 궐위시 대통령직을 승계한다.
②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그 후임자는 대
통령이 지명한다.

제67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 (전체통합수정)제53조 ①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민의 보

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4장

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②제1항의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의 득표수

정부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 가 선거권자의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제1절

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행하여 다수

대통령

자로 한다.

제53조

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결선투표는 대통

③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 령선거일로부터 2주 후에 실시한다.
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③부통령후보자는 대통령후보자가 지명하는 자로서 대
통령후보자와 연명으로 동시에 선거한다.

- 195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확립을 위한 헌법 개정 방향

④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
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⑤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
한다.
제68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
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
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
을 상실한 때에는 60일이내에 후임자를 선거
한다.

④대통령과 부통령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
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 또는
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⑤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
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⑥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
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⑦대통령 또는 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
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⑧대통령과 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
다.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제54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헌법재판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소장 앞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저는 헌법
제4장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정부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
제1절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
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
대통령
서에 입각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제54조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과 헌법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합니다."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 제55조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령
제55조

며, 중임할 수 없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
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
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한다.
정부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 제57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
령 제56조

제4장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56조 대통령과 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제1절 대통
령
제57조

제71조

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

며, 이 문서에는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
를 받지 아니한다.
제85조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
는 법률로 정한다.

삭제

제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조문통합수정)제5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제4장 정부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제1절 대통 제83조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
②대통령은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
령 제58조 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4장 정
부 제1절
대통령 제
59조

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

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
할 수 있다.

제59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
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

할 수 있다.
제60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하고, 외교사절
제4장 정부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
제1절 대통 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 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
령 제60조
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화를 한다.
제4장

제74조 ①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

정부

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제61조 ①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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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대통령
제61조

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5조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
③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
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 제62조 ①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사
②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4장 정부 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제1절 대통
령 제62조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야 한다.
③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80조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
령 제63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
한다.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64조

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
로 정한다.
제63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제64조 ①대통령은 내우· 외환·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제76조 ①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 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하
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을 발할 수 있다.
발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
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 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
령을 발할 수 있다.
을 발할 수 있다.
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
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
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
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 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
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
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
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이 공포하여야 한다.
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
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

제65조 ①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
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
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
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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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
제하여야 한다.
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
하여야 한다.
제88조 ①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제66조 ①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제4장
정부 제2절 ②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행정부 제1
②국무회의는 대통령․부통령과 15인 이상
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
국무회의와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국무위원
로 구성한다.
제66조
③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 ③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부통
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령은 부의장이 된다.
제67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
야 한다.
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반정책
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책
대통령령안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
4.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 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
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사항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5.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
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제4장 정 제
부 제2절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행정부제1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 영전수여
관 국무회
8. 영전수여
9. 사면·감형과 복권
의와 국무
9. 사면·감형과 복권
10.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위원 제67
10.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조
11.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11.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한 기본계획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
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립과 조정
14. 정당해산의 제소
14. 정당해산의 제소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
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6.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
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16.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 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
리자의 임명
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17.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17. 기타 대통령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사항
제4장
정부 제2절
행정부
제1관 국무
회의와 국
무위원
제68조

제87조 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
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
한다.
③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

제68조 ①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임면한다.
②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
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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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건의할 수 있다.
④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
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90조 ①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
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
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
다.
③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2조 ①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
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한다.
③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
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삭제

(조문통합수정)제69조 ①행정각부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4장 정부
②대통령직속의 국가기관은 이 헌법에 근거
제2절 행정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부
제2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 한 법률에 의한다.
행정각부와
③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대통령
대 통 령 직 속 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
이
임명한다.
회의 제69 다.
④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
조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부령을
법률로 정한다.
발할 수 있다.
제70조 ①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
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

제4장
정부
제2절
행정부
제2관
행정각부
와 대통령
직속회의
제70조

제91조

①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

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
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

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

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기타

제93조 ①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
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
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27조 ①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
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
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삭제

행정부
행정각부
와 대통령
직속회의
제71조

제4장

조직·직무범위

신설

제2절

제4장 정부
제2절 행정
부
제3관
감사원 제
72조

③국가안전보장회의의

제71조 ①통일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정책
회의를 둔다.
②다음의 사항은 통일정책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통일의 기본방침
2. 통일정책의 수립․변경
3. 기타 통일에 관한 중요 사항
③통일정책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부통령, 법률이
정하는 3인 이내의 국무위원, 국회에서 추천하는 4인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통일정책회의의 구성․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정부

제4장 정부
제2절 행정
부
제2관
행정각부와
대통령직속
회의

②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장

제2관

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

제97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

제72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

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제98조 ①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조문통합수정)제73조 ①감사원은 원장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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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
성한다.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 ②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정부
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 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제2절
여 중임할 수 있다.
중임할 수 있다.
행정부
③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
③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
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
제3관
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
여 중임할 수 있다.
감사원
제100조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여 중임할 수 있다.
제73조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 ④감사원의 조직· 직무범위· 감사위원의 자
항은 법률로 정한다.
격· 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
은 법률로 정한다.
제4장 정부 제99조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제74조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제2절 행정
부
제3관
감사원 제
74조

제5장
법원
제75조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하여야 한다.
제75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제101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속한다.
법원에 속한다.
②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 ②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
급법원으로 조직된다.
로 조직된다.
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76조 ①대법원에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

제5장
법원
제76조

제102조 ①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
다.

관 15인을 둔다.
②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③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
다.

제103조
제5장 법원
제77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

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
다.
제104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법관은
제5장
법원
제78조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한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
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
원장이 임명한다.
제105조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전체수정)제78조 ①대법원장인 법관은 법관추천회의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대통령은 법관추천회의의 제청이 있으면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으면 임명하여야 한다.
②대법관인 법관은 대법원장이 법관추천회의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고 이를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에 제청
이 있으면 대통령은 임명하여야 한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의
결을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④법관추천회의는 대법원장을 의장으로 대법관회의에
서 선출한 현직 법관 9인,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중 대
통령이 지명하는 2인 및 국회가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
한다.
⑤위의 각 항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 제79조 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제5장

제77조 법관은 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중임할 수 없다.

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법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9조

수 있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한 연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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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
다.
④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제5장
법원
제80조

제5장
법원
제81조

제5장
법원
제82조

제5장
법원
제83조

제5장
법원
제84조

④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70세로 하
며, 그 외의 법관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제80조 ①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제106조 ①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 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
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②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②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은 그 임명 후 처음으
로 실시되는 국회의원총선거시에 법률이 정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
는 바에 의하여 국민심사에 부친다. 연임의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경우에도 같다. 이 경우 유효투표과반수의 유
수 있다.
권자가 대법관의 파면을 인정하는 때에 그 대
법관은 파면된다.
제81조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
제107조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
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②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
진다.
진다.
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
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82조 대법원은 법률에서 저촉되지 아니하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 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있다.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 제83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
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
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있다.
제110조 ①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 제84조 ①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
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수 있다.
②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②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
관할한다.
다.
③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
③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
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④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 은 법률로 정한다.
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 ④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
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 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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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
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제85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다.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
2. 국회재적의원 4분의1이상의 신청에 의한
헌여부 심판
법률의 위헌여부
제6장
2. 탄핵의 심판
3. 탄핵의 심판
헌법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소
4.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제85조
5.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
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
6.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한 심판
7. 대통령선거소송에 관한 심판
제111조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 제86조 ①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국회에
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
서 선출한다.
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헌법재판소의 장은 재판관이 호선한다.
제6장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 ③헌법재판소의 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헌법재판
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 중임할 수 없다.
소
④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
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제86조
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
다.
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
⑤헌법재판소의 장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명한다.
정년은 70세로 한다.
제112조 ①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 제87조 ①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
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 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으며 공사의 직을
제6장
헌법재판
소
제87조

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겸할 수 없다.

②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
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②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이상
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③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아니한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

③제80조 제3항은 이를 헌법재판소의 장과

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재판관에게도 적용한다.
제113조 ①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
제88조 ①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권한쟁의의 심
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
제6장
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 판,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 선거소송에 관
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과반수의 찬
헌 법 재 판 성이 있어야 한다.
소
②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성이 있어야 한다.
제88조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②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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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조문통합수정)제89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적의원 3분의1이상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제7장
헌법개정
제89조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
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
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
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
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
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
를 공포하여야 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
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③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이상
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
일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
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⑤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이내
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
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
다.
⑥헌법개정안이 제5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
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부칙
제2조

부칙
제3조
부칙
제4조

제1조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
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
시행전에 할 수 있다.

제1조 이 헌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
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선거는 이
헌법시행일 40일전까지 실시한다.
②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
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제3조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선거는
이 헌법공포일로부터 6월이내에 실시하며, 이 헌법
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
의원선거 후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로부터 개시한다.
②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
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삭제

제4조 ①이 헌법시행 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
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
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과 대법원장 및 감사원장
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②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이 헌법 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
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제2조 ①이 헌법시행 당시의 공무원은 이 헌법에 의하
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방
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과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의 장 및 재판관, 감사원장은 이 헌법에 의하
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
로 한다.
②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
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
명된 것으로 본다.
③이 헌법 중 공무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제5조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
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한다.
제6조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 제4조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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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 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한다.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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