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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회 사
안녕하십니까?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주영입니다.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는
개헌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주 영

모든 권력의 원천이자 개헌의 주체인
국민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자
국회와 16개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입니다.
특히 부산·울산·경남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오늘 대토론회는 전국 대장정의 처음을 여는
아주 뜻 깊은 자리입니다.

이러한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서병수 부산시장님과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님
오늘 토론회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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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곳 부산까지 와주신
정세균 국회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는 최근 10년 동안 개헌에 대해
시민사회단체·학계 및 언론계 등과 함께
많은 논의를 해 왔습니다.

지난 2008년과 2014년에 국회의장 직속으로
각각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헌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그리고

조문형태의

구체적인 헌법개정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개헌논의의 토대위에서
작년 12월에 구성된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본격화된 개헌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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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원로·헌법기관·정부부처·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개헌에 관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아울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구하는 등
국민과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개헌논의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헌논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중앙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개헌특위에서는
그동안 논의해 온 개헌 쟁점사항에 대하여
국민의 눈높이에서 의견을 듣기 위해
이러한 전국 순회 국민대토론의 장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번 대토론회가 중앙뿐만 아니라
각 지역을 중심으로 개헌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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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개헌논의에 반영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께서 약속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성공적인 개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민, 울산시민, 경남도민 여러분들의
열띤 토론과 많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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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려 사
존경하는 부산·울산시민 그리고 경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 정세균입니다.
오늘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뜻을 모아

국회의장/정 세 균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곳 부산, 울산, 경남은
우리 민주주의 발전의 전환점이 된 부마민주항쟁과
산업화를 통한 경제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해 온
자긍심이 깃든 곳이기에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열 한 차례의 국민대토론회가
개헌에 대한 지역 시민과 전문가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깊이 경청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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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뜻이 반영된 개헌안을 만드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울산시민 그리고 경남도민 여러분!
올해는 현행 헌법 체제가 정립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87년 민주화의 열망으로 탄생한 현행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와 함께 지방자치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나,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과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와 승자독식의 정치체제는
현행헌법의 대표적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우리 국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75.4%, 전문가의 88.9%가 개헌에 찬성하였고,
개헌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도
각각 72.8%와 84.4%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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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부산과 울산 그리고 경남에서도
각종 토론회와 강연회, 결의대회 등을 통해
개헌의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개헌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국민적 요구이자 정치권의 의무가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산·울산시민 그리고 경남도민 여러분!

제헌 이래 지금까지
모두 9차례의 개헌이 있었습니다.

그 중 권력에 의해 추진된
7번의 개헌은 사실상 모두 실패했습니다.
사사오입개헌과 유신개헌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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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혁명으로 촉발된 3차 개헌과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쟁취한 9차 개헌 또한
국민의 뜻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성공적 개헌이 이뤄질 수 있는
객관적 환경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국민, 국회, 정부 3주체가 함께 만드는
헌법이 탄생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10차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호가 나아갈
미래 100년의 새로운 항해지도를 완성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부산·울산시민 그리고 경남도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21세기 첫 개헌’이라는
새로운 역사의 페이지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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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으로서 지난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개헌 추진의 3대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국민에 의한 개헌> <미래를 향한 개헌>
<열린 개헌>이 그것입니다.

첫째, 내년 정부수립 70주년과
제헌 70주년을 앞두고 추진되는 이번 개헌은 온전히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개헌의 출발점도 국민이고,
종착점도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미래 지향적 개헌”입니다.
분권은 대표적인 시대정신입니다.
권력의 편중과 남용을 막고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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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개헌의 일정과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열린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국회는 이번 국민대토론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형식과 통로를 통해
개헌에 대한 국민의사를 수렴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연말까지
여야 합의로 헌법개정안을 도출하고,
내년 3월 발의와 5월 중 국회의결을 거쳐
6월 지방선거일에 국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시간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개헌안이 도출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부산·울산시민, 경남도민 여러분과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여러분,

- 12 -

그리고 오늘 대토론회를 준비하고 참여해주신
국회 개헌특위 이주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야 의원 여러분과
각계 전문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함께 한 오늘 국민대토론회가
성공적 개헌의 든든한 지렛대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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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1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30년만에 추진되는 헌법개정
국민 대토론회를 부산에서 처음으
로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
각하며, 이번토론회를 우리 부산시와

부산광역시장/서 병 수

울산시, 경남도와 함께 공동으로 주최
해주신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이주영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국회의원님, 자문위원님들과
국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개헌은 그 어느 때 보다 국민적 관
심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는 고도의 중앙
집권적 시스템으로 인해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하락
하는 대한민국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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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지역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특색을 활용하는
정책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지방정부 주권 시대입니
다.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역개발 정책에 의존하는 것
이 아니라, 개별 도시가 가진 역량과 창의력이 오히려,
국가 번영을 좌우하는 시대이며, 이것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가능케 하는 핵심엔진입니다.

지방정부는 지역 차원의 다원적 주민복지정책, 시민안전,
재난방재관리 등에서 신속성과 현장성을 담보하고,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자기만의 특화자원을 집중개발·
투자하여 하나의 브랜드화 함으로써, 지방과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중앙정부는 규제 혁신과 지방정부의
행·재정적 자율성 증대·지원을 통해, 지방이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에 적합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과
재정을 과감하게 이양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7월에 제가 이주영 위원장님을 직접 찾아뵙고,
부산시가 만든 지역분권형 헌법개정안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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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헌은,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을 확립하고 자치조직권을 실제로 보장하는 내용을
반드시 담아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 권력구조 역시,
자치분권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야 한
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을 추
진하고자 하는 국회의 의지에 저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부산에서 개최되는 토론회를
시작으로 11회까지 있을 국민대토론회에서 국민의 의
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지역분권형
헌법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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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2

반갑습니다.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 한경호입니다.
먼저, 30여 년만의 헌법 개정을 위한
뜻깊은 토론회를 영남권에서 첫 번째로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한 경 호

개최하도록 애써주신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국회
개헌 특위이주영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토론회 준비에 힘써주신
서병수 부산광역시장님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참석하신
개헌 특위 위원님들과 토론자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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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민주항쟁의 결과로 이루어낸 현행 헌법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보다 발전시키고 국민의
권익을 신장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헌 당시 3천달러에 불과했던 국민소득은
2017년도에 3만달러로 높아졌으며,
IT 산업의 발전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1995년도부터 본격 시작된 지방자치를 통해
주민참여가 활성화되고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
추진으로 행정서비스와 주민복지의 질이 향상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두 개의 조문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그 동안의 지방자치 성과와 사회적인 변화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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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의 염원을 담아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헌법 개정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시대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토론회가
우리 헌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확인하고,
지역주민의 염원이 적극적으로 수렴된
새 시대 헌법을 만들기 위해 진지하게 고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토론회 개최를 거듭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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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3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장 김기현입니다.

오늘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준비하고
부산·울산·경남에서 공동개최하는

울산광역시장/김 기 현

헌법개정 영남권 국민대토론회가 부산에서 개최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11번의 권역별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으며, 부산·울산·경남에서 공동개최하는
영남권 국민대토론회가 가장 먼저 시작된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시도지사협의회 분권특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저로서는 남다른 감회를 가집니다.
현재의 헌법은 1987년 국민들의 대통령 직선제 및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담아 낸 헌법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었으나, 헌법이 개정된 후 30여년이
지났고 이 기간 동안 우리사회는 엄청난 발전과 변화를
겪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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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개헌에 대한 국민적
열망은 점차 커져왔으며, 이에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여
새 정부에서는 확고한 분권의지를 담은 개헌을
천명하고 있으며 대통령께서도 2018년 지방선거 전 개헌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대의기관인 국회의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의
취지에 따라 지역별로 헌법 개정에 대한 광범위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부산·울산·경남 공동으로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분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보다 더 나은 헌법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소중한 기회를 준비하신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님과
서병수 부산광역시장님, 부산광역시, 함께 하신 각계
전문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영남권 국민대토론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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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발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최 인 호

Ⅰ

왜 개헌이 필요한가?

안녕하십니까? 국민대토론회 기조발제를 맡은 국회헌법
개정특별위원회 최인호의원입니다.
개헌특위는 “21세기 첫 개헌”을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작년 12월 여·야 의원 36명으로 구성되어
지금까지 30여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① 왜 개헌이
필요한가? 그리고 ② 개헌을 한다면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물음에 답하기 위해 토론하고 논의해 왔습니다.
먼저 왜 개헌이 필요한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헌법은 1987년 민주화 운동의 결실로서, 기본권 체제의 정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지방자치의 근거 마련, 헌법재판 도입 등을 통해
민주주의 정착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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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행 헌법은 개정된 지 올해로 만 30년이 되었습니다. 그간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경제규모가 크게 상승하였고, 우리 사회의
정보화가 고도화되고 있으며, 삶의 질·안전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87년 헌법체제는 이와 같은 급격한
대·내외 환경 변화와 시대정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부여된 권한에 비해 의회 등 적절한
견제장치가 미흡한 국정운영시스템으로 인해 제왕적 대통령의
출현이나 1인 독주체제를 제대로 견제하기가 어렵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공존의 정치’가 아닌 서로 대립하고 상대를 배제하는
‘배제의 정치’가 만연하게 되었으며, 승자독식 구조에 따라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정치적·지역적 갈등이 심화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시대상황을 반영하고,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헌법체제를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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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개헌,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다음으로 개헌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헌논의를 통해 새로운 헌법에 담아야할 주요 내용을 크게
분류해보면, 첫째 경제·사회적인 여건 변화에 맞춰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 둘째 분권과 협치가 가능하도록 정부형태(권력구조)를
개편하며, 셋째 지난 20여 년간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헌의 주요 내용은 그간 개헌특위 논의과정을 통해 대체로
공감대를 이뤄 형성된 것입니다.

1. 기본권 보장 강화

먼저 기본권 보장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헌법의 기본권은 신체의 안전과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강화하고, 범죄피해자 국가구조청구권, 쾌적한 주거생활권 등을
신설하여 1987년 도입 당시에는 상당히 진일보한 기본권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 27 -

그러나 자유와 평등·삶의 질·안전 등 사회 내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고,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정보화 사회를 지나 제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하는 등 제반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헌특위에서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현행 기본권을 개선･보완하고, 새로운 기본권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먼저 개선·보완을 논의한 기본권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각 기본권의 성격에 따라 기본권 주체를 ‘국민’또는
‘사람’으로 표현하는 문제와 평등원칙 중 차별금지사유로 현행
‘성별, 종교’ 외에 ‘인종, 언어’를 추가로 규정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둘째, 사법절차에 관한 권리의 경우, 범죄피해자의 구조청구권을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 외에 정신적･재산적 피해까지 확대할 것인지
여부와 군인·경찰 등의 배상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는
이중배상금지조항을 삭제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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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해소와 합당한 임금의 보장을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강조되는 지식노동의 경우 객관적인 가치
측정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개진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신설 여부를 검토한 기본권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안전권’을 신설하자는 의견과 안전권보다는 ‘안전에 대한
국가목표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사회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보건권’,

있었으며,

다양한

‘소비자의 권리’,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의 권리’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
논의가 있었습니다.
둘째,

정보화가

심화되어

가는

사회적

추세를

반영하여

정보기본권을 신설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계속하여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생명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사형제도·낙태문제 등과 상충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찬반 의견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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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의와 더불어 사상의 자유를 명기하는 문제, 정치적
망명권을 신설하는 문제, 공무원의 근로(노동) 3권을 강화하는 문제,
헌법상 ‘근로’라는 표현을 ‘노동’으로 변경하는 문제, 검사에
의한 영장청구권을 삭제하는 문제 등 기본권 보장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2. 정부형태(권력구조) 개편

다음으로 정부형태(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대통령중심제는 국민들이 5년 단임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고,
대통령에게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행 헌법상 대통령에게는 조약 체결·비준권, 국군통수권,
국무총리 임명 및 헌법기관 구성 등에 관한 인사권, 예산안 편성권,
법률안 제출권, 사면권, 긴급명령권 등 국정운영 관련 주요 권한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적절한 제도적 견제장치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대통령을 배출하기 위한 정치적 갈등 및 지역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5년 단임제로 인해 국민으로부터 평가받을
기회가 없어 책임정치 실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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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개헌특위는 이러한 폐해를 극복하고 분권과 협치에 기반한
정부형태(권력구조)로 개편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현행 대통령중심제를
개선하는 방안과 혼합정부제(이원정부제) 또는 내각제(내각책임제) 등
새로운 정부형태(권력구조)를 도입하는 방안으로 나누어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행 대통령중심제를 개선하는 방안은 현행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여 삼권분립의 취지를 제대로 실현함으로써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배제하고,

4년 중임제를 도입하여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부형태(권력구조)를

도입하는

방안은

제도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함으로써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배제하고,
대화와 타협에 기반한 정치에 적합한 정부형태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부형태(권력구조)로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각각 외치와 내치를 담당하는 등 권한을 분점하는
혼합정부제(이원정부제)와 대통령이 의례적인 권한만 보유하고 총리가
국정운영을 주도하는 내각제(내각책임제)가 있습니다.
또한 성공적인 정부형태(권력구조) 개편을 위해서는 입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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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선거제도 등의 합리적인 개선이 병행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당의 민주화를 위해 공천과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의에 부합하는 선거제도 구축을 위해 득표율과
의석비율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헌법에 선언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입법재량의 축소 등을 고려하여
현행처럼 법률에 위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둘째, 지역대표성 또는 직능대표성 강화와 입법의 신중성 제고
등을 위해 단원제인 국회를 양원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므로 양원제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셋째,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
직접 헌법개정안이나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국민발안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정부형태(권력구조) 개편과 연계해 사법부의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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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성과 전문성 보장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첫째,

법원과

헌법재판소

구성방식에

관하여

대통령과

대법원장에게 인사권이 편중된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임명
절차의 경우 공정성 강화 등을 위해 인사추천위원회를 도입하는
방안과 사법부의 관료제화 방지 등을 위해 호선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둘째, 대법원장의 대법관 전원에 대한 제청권을 폐지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각 3명의 지명권을
삭제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그 밖에 적정한 재판절차의 보장을 위해 평시 군사법원과
비상계엄하의 일부 군사재판에 대한 단심제를 폐지하자는 의견,
검찰의

개혁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추천위원회 및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도입하자는 의견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3. 지방분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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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지방분권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헌법은 지방분권에 대해 지자체 사무 및 조례, 지방의회 관련
2개 조항만으로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대부분의 사항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자율적인 지방
책임행정체제를 구현하고, 20여 년간의 지방자치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이에 개헌특위는 지방분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대전제 하에
지방분권의 수준과 추진방안에 대하여 연방제에 준하는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 점진적으로 지방분권 수준을 제고하자는
의견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자치입법권과 관련하여, 조례의 법적 지위 강화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조례의 범위와 효력을 어디까지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법률에 준하는 수준의 독자적인 입법권을 인정하자는 의견, 조례로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등을 규정할 경우 죄형법정주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게 되므로 신중히 접근하자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둘째, 자치재정권과 관련하여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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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인 우리나라의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할 때 재정분권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지방세 조례주의 도입에 관해서는 조세법률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셋째,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구의 사무로 하되, 예외적으로 시·군·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도의 사무로, 시·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는 보충성의 원칙을 헌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 헌법 제1조에 우리나라는 지방분권국가임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자치권을 개인의
기본권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 현행 헌법상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헌법에 직접 규정하자는 의견 등도
개진되었습니다.

4. 기타 사항(재정·경제민주주의 강화, 헌법 전문·총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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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개헌특위에서 논의한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재정·경제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첫째, 재정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재정운용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둘째, 우리사회가 당면한 경제적·사회적 불평등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행 헌법의 경제민주화 규정을 강화하자는 의견과
현행 헌법 조항에 근거하여서도 다양한 법률과 제도를 통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셋째, 국토의 난개발·투기 등을 막기 위해 토지재산권에 가하는
특별한 제한과 부담인 이른바 토지공개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넷째, 현행 헌법 상 감사원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어 그 역할과
기능이 제약되고 있으므로, 감사원의 소속을 의회 또는 독립기관으로
변경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헌법전문 및 총강 개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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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가 있었습니다.
첫째, 헌법전문에 복지국가·분권국가 등 새로운 시대적 가치와
부·마 민주항쟁, 5·18 민주화 운동, 6·10 항쟁 등 역사적 사실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으나, 찬반의견이 나뉘어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수도(首都) 규정을 신설할지 여부를 논의하였으나,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등 찬반의견이 갈려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정부형태(권력구조)

개헌사항에
개편,

대해

지방분권

기본권
강화

보장
등으로

강화,
나누어

설명드렸습니다만, 개헌은 우리나라의 정치·행정·경제·사회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작동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운영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므로, 각 분야의 개별적인 논의를 넘어 종합적인 토론이
필요합니다. 특히, 국민대토론회의 가장 큰 관심사항인 지방분권
강화도 이러한 개헌 논의 기조에 따라 큰 틀에서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헌법개정 주요 의제」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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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맺음말 :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

끝으로 기조발제를 마무리하며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헌법 제1조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헌을 할 수 있는 권력은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개헌은
불가능합니다.
종전의 개헌은 주로 소수의 권력자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헌은 다릅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주체가 되는,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이 될 것입니다.
오늘 국민대토론회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해주시는 의견들은 앞으로의
개헌 논의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열띤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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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8.29. 개헌토론회

양성평등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대한민국 헌법
기본권 개정 방향1)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김귀순

1)

이 글은 생명존중과 사회적 약자 존중, 남녀평등 등 21세기 가치에 맞는 개헌 방향성을 담은 아이디어 차원의 선
언적 의미의 주장이 많다. 실제 개헌 과정에서 각 조항의 정리는 법률 전문가와 정치인들의 세심한 검토가 요함을
알려 둔다. 이 글을 쓰면서 그동안 헌법개정에 대한 연구와 노력을 해 오신 많은 학계, 정치계, 연구진들의 자료를
많이 참고하였다. 이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 전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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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현행 우리나라 헌법은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이후 한 번도 헌법개정이 이루
어지지 않아서 국민의 기본권과 지방분권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빈
약하며 헌법 소원이 빈발하고 국민의 인권이 잘 보장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개정방향은 양성평등과 지방분권을 중심으로 권력 균형과 자원 및 서비스
의 배분적 평등을 지향하고 시민적 가치를 헌법에 보장하기 위하여 시민의 권리
와 의무,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금까지
간과되어온 미래 의제를 기본권에 담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서는 헌법 기본권에 권리뿐만 아니라 권리와 동시에 수반되는 의무의 명
시 등 헌법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성평등과 모성보호, 환경과 기후변화, 정보
공개, 건강권, 세계화와 다문화 등 새로운 의제를 중심으로 한 헌법의 기본권 개정방
향을 제시하였다.

1. 왜 개헌인가
지금까지 우리나라 헌법은 권력구조 개편이나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한 개헌이
대부분이어서 국민의 기본권과 분권에 대한 의제는 외면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20여년만에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개헌의 방향을 국민의 기본
권과 분권 확립(입법부와 행정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간, 남녀간)으로
설정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강, 국회의 입법권 강화 및 선진화, 지방자치의 헌법
적 완성, 양원제 도입에 둠으로써 개헌의 당위성과 명분을 축적할 수 있다.
기본권과 분권은 시대적 과제로서 모든 국민과 해당기관들이 염원하는 사항이
므로 여야간 합의가 용이할 것이다. 기본권과 분권이란 공통분모를 토대로 논의
를 거듭하고 권력구조개편과 대통령임기 문제는 여야와 국민간 합의 진전에 따
라 반영하도록 한다. 기본권 개정은 성평등, 생명권, 노동권, 모성보호, 유전자정보,
아동인권, 병역, 다문화 사회, 환경의무(기후변화) 등이 그 핵심의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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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사회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볼 때 간과되지 않아야 할 사실은 우리나
라 남녀 임금격차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크고 직장내 성차별 구조가 심각하
는 점이다. 여성부 ‘양성평등 지표 개발 및 측정방안’에 대한 용역결과
(2010.3.3)에 따르면 의사결정부문과 가족내 평등면의 양성평등 지수가 가장 낮
았다. 이러한 성불평등을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양성평등 조항
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현행 헌법에 명시된 일반적 평등과 달리 성평등은 우리 사회의 기본질서이자
헌법적 질서가 되어야 하며 양성평등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국가 목표로
나와 있어야 한다. 양성평등의 국가목표규정은 법률적 해석의 지침이 되고 국가
행위의 방향을 설정하며 할당제와 같은 적극적 차별시정 조치내지 실질적 평등
조치가 합헌적 근거를 확보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가족제도와 혼인제도에 있어서 양성평등을 구체화하고 있
지만(제 36조 1항) 양성평등을 위한 규정들은 헌법현실에서 제 역할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헌법 제11조 1항은 일반적 평등조항으로 양성평등권을 명시
한 것은 아니므로 헌법에 양성평등이 명시된 정치 선진국인 다른 나라들의 경우
와 비교했을 때 정부에게 부여되는 정책, 재정, 법률제정 등의 의무가 구체적이
지 않다. 더구나 사회권의 경우 자유권과의 관계에서 그 규범력이 제한되기 때
문에 독일처럼 헌법상의 평등권 조항에 양성평등을 명문으로 규정하여 헌법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지방자치와 헌법에 대해 말하자면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에 있는 지방
자치 부문은 추상적이고 내용면에서 매우 미흡하여 입법자나 법원에 대해 구체
적 지침이 부족하다. 현재의 지방자치제도하에서 정책경쟁은 궁극적으로 자주입
법권이 전제되어야 하고 조세 등 자주과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현행의 지방자
치제도하에서 자주입법권, 과세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제정권 확대는 현행
헌법상 한계가 있다.
지방자치 선진국인 프랑스, 영국, 일본 등도 개헌의 방향을 지방분권의 강화에
두고 있다. 현행 헌법은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규모나 성격차
이를 무시하고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고 기초지자체나 광역지자체의 역할은 대부
분 중복되어 보충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헌법에 자치단체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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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별 적절한 권한 배분과 보충성의 원칙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일상적
인 생활문제의 해결자, 생활정치로서의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수준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헌법상 보장을 모색해야 한다.
독일 헌법은 1949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51차에 걸쳐 개정되어 거의 매년 헌
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개정논의가 진행 중인 것을 볼 때 헌법개정은 비정상적
이고 예외적 절차가 아니라 일상적 정치과정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도 헌법현실과 헌법규범을 일치시키고 변화된 시대상황에 부합되도록 헌법개정
이 용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행 우리 헌법은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이후 한 번도 헌법개정이 이루어지
지 않아 미래 의제에 대한 언급이 없다. 지방분권, 여성, 아동, 청년, 장애인, 환
경·기후변화, 정보화, 지적재산권, 세계화 등 새로운 의제가 헌법에 반영되어야
한다.
권력구조나 임기와 아울러 중요한 것은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본권,
지방자치, 경제 등 의제별 개헌이다. 이것이야말로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관
심을 증폭시키고 시민적 가치를 헌법에 보장하는 길이다. 차제에 헌법개정시 논
의가 많이 필요하고 이해관계가 대립되기 때문에 좀처럼 고치지 않아야 할 사항
인 영토, 대통령 임기, 권력구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만 국민투표에 붙이고 기
타 조항은 국회에서 일반 법률처럼 헌법 개정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
여기서는 양성평등을 중심으로 헌법의 기본권 개정 사안을 주제별로 언급하고
지방분권에 관한 기본권 사항은 지면상 다루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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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 개정의 의의와 절차

2.1 헌법소원으로 본 헌법 개정 당위성
우리나라 현행 헌법은 1987년 이후 23년 동안 개정을 하지 않았던 관계로 시
대적 요구나 미래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이 구체적이지 않
은 점과 헌법내 상충 요소가 상존하고 있는 관계로 1988년 헌재 설립이후 2008
년 6월까지 현재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은 410건으로 지나치게 위헌결정이 빈번하
였다. 반면 구체적 법률심사를 위주로 하는 독일연방 헌법재판소(1999-2008)의
위헌결정은 47건에 불과하였다2).
그 중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제기한 재판은 신행정수도
이전특별법 위헌 결정이었다. 헌재 결정문 ‘신행정수도의 이전은 곧 우리나라
수도의 이전을 의미한다’는 대전제는 본질적으로 심판의 대상을 크게 왜곡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3). 현재 빈번한 위헌결정과 단심제로 오류 보정의 기회가
없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때때로 민주적 정당성에 입각한 국회에서 제정한 법
률을 직접 폐기할 수 있다면 국민주권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헌법 개정
시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위상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며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존립 여부까지 연결될 수도 있다.
헌법재판이 법논리를 벗어나 정책 재판화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헌법이
보다 구체적이어야 하고 보다 더 미래지향적 의제를 담아야 한다고 본다.
먼저 헌법 소원의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헌법소원의 요건

1) 청구권자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만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국민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
는 반면에 외국 국적 또는 무국적인 사람은 자연권적 성질을 갖는 기본권들과
2) 김소영(2009) “새로운 헌법하에서의 헌법재판” 발제자료
3)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조선왕조 이래 600여년간 오랜 관습에 의해 형성된 관행’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주장은 법적
설득력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행정수도, 관광수도, 환경수도, 경제수도, 문화 수도, 예술 수도 등 다양한 수도의 개
념들로 도시를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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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서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사법인이나 기타 권리능력 없는
결사도 향유할 수 있는 기본권의 침해가 문제된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지만,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국가기관 또는 국가사무 일부의 수행을 위임
받아 행하는 공법인이나 그 기관은 기본권의 수범자이지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
므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적격이 없다.
2)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존재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공권력 행사 자체가 존재
하지 아니하거나 위헌 확인을 구하는 대상인 공권력 불행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게 된다. 여기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이
란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공권력을 말한다.
개인과 국가나 법인이 상호간 권리관계의 침해가 증대되고 있는 시대에 헌법
조항의 구체적 명시에 대한 요구는 날로 증대되고 있다. 관습법이 아닌 성문법
이라면 헌법은 권리와 의무관계의 명시를 구체적으로 해 두어야 헌법소원 시 정
치적 판결과 헌법재판관의 자의적 헌법 해석으로 인한 오류를 줄일 수 있다.
2.1.1헌법 개정시 유념할 점
아울러 헌법 개정시 유념할 점을 든다면, 첫째, 현재 한자가 많이 섞여 일반
국민들의 법 접근이 쉽지 않다. 한글로 모두 명기하여(필요시 한자괄호)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국민 친화적 헌법으로 거듭나야 한다. 둘째, 각 조의
주제를 괄호 속에 표시하여 찾아보거나 검색이 쉽게 되도록 해야 한다(예: 제 3
조 (영토), 셋째, 추상적으로 중의적, 자의적 해석이 되지 않도록 보다 구체적으
로 조문을 표현해야 한다. 넷째, 지방분권과 양성평등 등 권력 균형과 자원·서
비스의 분배평등을 전제로 미래 의제를 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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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헌법상 검사의 기소독점권 존치냐 폐지냐

현행 헌법 제 12조 3항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체포·구속·압수·수
색시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을 두
고

검사의 기소권 독점을 적폐로 규정한 현 정부가 검찰개혁 연장선 상에서 헌

법상의 검사의 영장청구 조항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의 개

혁은 기본권 조항과 관계없이 검찰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전제로 해야 한다.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 조항은 수사기관이 검찰, 경찰 국정원, 관세청 등 특별사법
경찰4)까지 포함하는 현실에서 이들 모두에게 영장청구를 인정하게 되면 더 많
은 영장이 청구되어 인권침해가 더 가중될 수 있다.

현재에도 경찰은 최대 10일까지 구속수사가 가능하고 과거 경찰에게 영장청구
권이 추어졌을 때 더 억울한 사람이 구속당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검찰에게만 영장
청구를 인정하도록 헌법을 개정하였기 때문에 개헌시 ‘검사’를 헌법 제12조 3항
에서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대로 두면서 권력 등 외압으로부터 수사권을 보호하고 억울한 피의자를 구
제하기 위해 검사나 경찰 또난 옴부즈맨5)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국민배심원재판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검찰의 상명하복식 복무문화 개혁도 적폐청산에서 중요하다. 외압으로
부터 자유롭기 위해 검찰총장의 임명제 아닌 선출직 도입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 감찰제도 강화 및 감찰 자료 공개, 로스쿨 출신의 경찰 수사인력 보강과
경찰수사부담을 완화하는 수사총량제 도입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

4) 이외에도 구청위생과 직원, 식약처,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있음.
5) 옴부즈맨은 지방의회와 국회에서 위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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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개헌특별위원회 구성과 여성 및 시민참여

제헌국회에서 헌법이 만들어지고 난 후 우리는 거듭된 경제성장에 걸맞게 민
주주의도 성장하여 왔다. 경제는 압축성장이 가능하지만 제도와 문화는 법적 담
보와 반복된 시민교육 없이는 압축성장이 어렵다. 권력구조 개편 개헌과 아울러
국민주권의 정신을 살리고 시민시대를 열 미래사회를 대비하여 기본권과 분권을
중심으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가운데 개헌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위원
의 30% 이상은 여성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현 18대 국회도 여느 국회와 마
찬가지로 여성의원의 비율이 낮아서 양성평등 임계치인 30%의 여성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없다. 특별위원회의 경우에는 일반 위원회와 달라 의지만 있다
면 여성위원 30%는 가능하리라고 본다.
헌법을 개정할 때 여성위원의 참여가 활발하지 않고는 양성평등 헌법이 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국민주권의 대원칙이 살아 있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로 구
성되는 개헌특별위원회에 일반시민도 참여할 공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00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개헌시민위원회 구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

3. 양성평등확립과 기본권 개정방향
3.1 양성평등 조항의 헌법적 의의
일반적 평등과 달리 양성평등은 우리 사회의 기본질서이자 헌법적 질서가 되
어야 하므로 양성평등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국가의 목표로서 우리 헌법
에도 독일, 스위스 헌법처럼 명시되어야 한다. 양성평등이 국가 목표가 된다는
것은 국가에게 양성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고 현존하는 차별을 제거하는 데 가
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 일반적 평등권과
별도의 양성평등을 독립적 규정으로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위스는 하나의 조문 안에 모든 인간의 법 앞의 평등과 차별금지, 양성평등과
양성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평등을 확보해야 할 것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독
일은 별도의 항을 통해 일반적 평등권과 양성평등권(남녀 평등권)을 별도로 규
정하고 국가는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를 현실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촉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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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현존하는 불이익을 제거해야 한다는 실질적 평등조항을 국가목표규정으로서
두고 있다. 양성평등의 국가목표규정은 법률적 해석의 지침이 되고 국가행위의
방향을 설정하며 할당제와 같은 적극적 차별시정 조치내지 실질적 평등조치를
위한 합헌적 근거를 확보하게 해 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3.2 양성평등 전담부서로서의 여성가족부의 역할
양성평등 전담부서로서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사회 구현의 기틀을 마련하여
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건강한 가족과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주요 기능
인 양성평등, 성 주류화 및 여성권익증진 업무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양성평등 수준을 살펴보면 2016년 12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참여자의 비율은 62.1%이다.

남성은 73.1%, 여성은

51.4%로 경제활동참가율 성별격차는 21.7%에 이른다.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 주류화 관련 입법지원을 강화하고 저출산을
포함하여 성 주류화를 전담할 양성평등위원회6) 등 상설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부처를 초월하여 성 주류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 문제 해결은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를 얼마나 어떻게 낳을지를 결
정하는 주체로서 여성의 문제이므로 임신․출산․양육으로 인한 가족, 기업, 사회에
서의 성불평등의 해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의 낙태금지를
통한 저출산대책은 여성의 호응을 받지 못한다. 차제에 저출산 대책 기능까지
여성가족부로 이관할 수 있도록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면 여성가족부도 헌법개
정에 적극적 관심을 가지고 이를 지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3.3 주제별 기본권 개정 방안
현행 헌법은 평등조항에서 단지 ‘성별’로 인한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
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유럽 국가들 특히 독일 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하
고 있는 것과 다른 점은 없다.7) 그렇지만 독일 기본법은 제3조 제2항에서

남녀

6) 현재의 인권위원회와의 통합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양성평등 위원회(가칭)에서 저출산 문제, 여성 비정규직 문제, 낙
태금지 등 여성 인권문제를 모두 다룰 수 있을 것이다.
7) 이는 독일 기본법 제3조 제3항의 내용과 거의 흡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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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등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에 의하면 “남녀는 동등한 권리를 가
지며, 국가는 남녀평등을 실질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기존
의 차별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독일 기본법의 태도는 남녀평등을 실질적으로 헌법현실에서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우리 헌법상의 규정보다 양성평등에 대
하여 보다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독일도 헌법 개정시 남녀 평등(양성평등)
문제도 일반적 평등조항으로 해결된다고 보고 동 규정의 삽입을 남성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하였으나 여성의원과 여성계가 줄기차게 투쟁하여 요구한 끝에 이
조항이 삽입되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가족제도와 혼인제도에 있어서 양성평등을 구체화하고 있
지만(제 36조 1항) 양성평등을 위한 규정들은 헌법현실에서 제 역할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김상겸, 2009).
현행 헌법 제11조 1항은 일반적 평등조항으로 양성평등권을 명시한 것은 아니
므로 헌법에 양성평등이 명시된 정치 선진국인 다른 나라들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정부에게 부여되는 정책, 재정, 법률제정 등의 의무가 구체적이지 않다. 더구
나 사회권의 경우 자유권과의 관계에서 그 규범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독일처럼
헌법상의 평등권 조항에 양성평등을 명문으로 규정하여 헌법상의 근거를 마련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1) 양성평등과 차별금지
제 11조(양성평등과 차별금지)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
지 아니한다.
제 11조 2항 (삭제)
사회적 특수 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제 11조 3항 (삭제)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
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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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1조 1항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11조 2항 모든 남녀는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
리가 현실적으로 달성되는 것을 촉진하고 실재하는 불이익의 제거에 노력한다.
이를 위해 모든 공적 의사결정기구와

선출직에서 여성 30%를 할당한다

11조 3항 누구든지 성별, 인종, 피부색, 정신적·신체적 장애, 연령, 출신지역,
가족, 학력, 종교, 정치적 신념,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 11조의 1항을 1·2·3항으로 나누어 1항은 일반적 평등권, 2
항은 양성평등권, 3항은 차별적 요소의 제거를 각각 나타내도록 개정한다. 현행
헌법 제 11조 2항과 3항은 자유와 평등에 입각한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나거나
시대적 추세에 미루어 불필요한 조항이므로 삭제하도록 한다.

(2) 양성평등 대표성실현(신설)

제8조
5항(양성평등 대표성) 정당은 민주 시민 교육과 아울러 남녀동수 공천 등 선출
직에 대한 남녀균등 기회제공을 위해 노력한다.
제 41조
2항 국회의원의 수는 법룰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3항(양원제) 지역과 여성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양성평등한 상·하 양원을 구성
하고 그 수는 법률로 정한다.

우리나라 여성의 저대표성은 특히 정치부문과 공공부문의 관리직 진출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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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성별격차 순위 >
연 도

GGI(성별격차지수)

비교대상국

2006

92

115

2007

97

128

2008

108

130

2009

115

134

GGI : Gender Gap Index,

<우리나라 성평등수준 지표>8)
GDI
(젠더
개발지수)

GEM
(젠더
권한척도)

여성정치
참여 %

행정
고위직 및
관리직 %

전문직
기술직
여성%

소득비*

1995

37

90

1.0

4.1

42.5

22

1996

31

78

2.0

4.2

45.0

27

1997

35

73

3.0

4.2

45.0

28

1998

37

83

3.0

4.4

31.9

29

1999

30

78

3.7

4.2

45.0

-

2000

30

63

4.0

4.7

31.9

-

2001

29

61

5.9

5.0

31.0

0.45

2002

29

61

5.9

5.0

34.0

0.45

2003

30

63

5.9

5.0

34.0

0.46

2004

29

68

5.9

5.0

34.0

0.46

2005

27

59

13.0

6.0

39.0

0.48

2006

25

53

13.4

7.0

38.0

0.46

2007

26

64

13.4

8.0

39.0

0.40

2008

25

68

13.7

8.0

40.0

0.52

2009**

25/155

61/109

14.0

9

40

0.52

한국성 불평등 수준 (UNDP 인간개발보고서 각 년도)
*남성 1을 기준으로 한 여성 수치, 지표산정방법이 3차례 바뀜
** GDI 지수는 2007년도 통계에 기초, GEM 중 여성정치참여는 2008년 IPU통계
에 기초하여 산출됨. 단 2009년도 보고서가 개편되면서, 여성정 치참여 13.7%를
소수점 이하 반올림하여 수치가 늘어나게 된 것임.

8) 여성부 조직개편 김귀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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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개발계획(UNDP)이 교육 전 세계 188국 대상으로 조사발표한 '2015 성불평등
지수(Gender Inequality Index·GII)'를 보면 한국의 성평등 순위는 10위이다. ①
건강(모성사망비, 청소년 출산율), ②여성 권한(여성 국회의원 비율, 남녀 중등
교육 이상 받은 비율), ③노동 참여(남녀 경제활동 참가율) 등 3개 영역 5개 지
표를 이용한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모자 보건 수준과 여성 교육 수준이
우수하기 때문에 성불평등지수 순위가 높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6 성격차지수(Gender Gap Index·GGI)' 남녀의
차이를 나타닌 성격차지수 순위에서 한국은 144국 중 116위로 성평등 수준이 매
우 낮다. 유사 업종 내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남성 대비 여성의 경제 참여율' '
남성 대비 여성 전문 기술 인력 비율' 등 14개 지표를 통해 남녀 격차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를 본다.

특히 우리나라는 현저하게 뒤떨어진 성격차지수를 줄여야 우리가 원하는 경제성
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개정을 통해 단시간에 성격차를 감소시킬 방
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IDEA(International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는 여성할
당제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가지 유형의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이지현,
2009).

첫째, 헌법에 근거하여 할당제를 채택한 국가(constitutional quota), 둘째 법률
에 근거하여 할당제를 채택한 국가(legislative quota), 셋째 헌법 또는 법률에 근
거하여 지방선거(sub-national level)에서 할당제를 채택한 국가, 넷째 정당이 자
발적으로 할당제를 시행하는 국가로 분류한다. 첫째부터 셋째까지의 유형에 해
당하는 국가는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법적 강제성을 가지고 여성할당제를 시행
하고 있으므로 법정 할당제 국가로 분류할 수 있고, 넷째 유형의 국가는 법적인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정당의 자발적 할당제 국가로 분류할 수 있다.
법정 할당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현재 94개국에 달하며, 정당의 자발적 할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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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시행하는 국가는 68개국으로 168개 정당에서 실시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 유
럽, 아시아, 남미 등 전 세계적으로 정치영역에서의 여성할당제를 시행하고 있으
며, 정당의 자발적 할당제를 시행하는 국가 또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법정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는 아르헨티나, 르완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나
라들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에 있어서 국제의원연맹(IPU) 상위 국가가 되었다.
이들 국가들은 여성의 저대표성을 6-70년 걸려 여성 스스로의 투쟁을 통하여 여
성 저대표성을 해결해온 북유럽국가와는 달리 헌법 개정을 통해 단시일내에 여
성의원 비율을 높였다. 민주시민 교육을 통해 민도를 높이고 여성 할당률을 헌
법에 명시한 르완다처럼 우리나라도 성인지 헌법을 만들어 적극적 양성평등을
실현해야 한다. 이것은 다름 아닌 헌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3) 생명권(신설)

제 OO조(생명권)
1항 (낙태 허용) 태아를 포함해 모든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므로 보호받아야 한다.
단 가족의 가치를 위협받거나 산모의 건강이상, 기형아예방차원에서 여성
스스로 자기 결정하에 낙태가 허용되어야 한다.
2항 (안락사 허용) 회생이 불가능하거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자
기 스스로의 결정으로 안락사 등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생명권 중 낙태 문제9)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사생활의 자유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낙태를 여성의 권리로 이해하여 낙태 자유를
인정하기도 하지만 낙태를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허용하여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시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도 낙태를 형법상의 범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모
자보건법에서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하고 있다.
낙태의 95%가 모자보건법상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현실에서 지나치게 엄
9) 낙태법(落胎法, 영어: Abortion law)은 합법적 낙태 의 요건과 절차를 정한 법률을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이를 모자보
건법에 규정하고 있다. 현재 임신부의 요청에 따른 낙태 를 허용 하거나 처벌하지 않는 나라는 60여개국이며, 사회경제
적 사유가 있을 때에 낙태 를 허용 하는 국가 는 10여개국이다(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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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한 법이 불법을 유발한다는 뜻이다. 현행법상 산모에게 유전적 이상이 있으면
낙태를 허용하지만 태아에게 유전적 이상이 있으면 허용되지 않는다. 태어나서 바
로 죽어버리는 무뇌아일지라도 낙태는 불법이다. 죽을 아이까지 낙태를 못한다면
생명존중이 아니라 법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다는 방증이다.

우리나라 낙태법체제는 의학적 정당화사유, 윤리적 정당화사유, 우생학적 정당
화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낙태 여부를 자
유롭게 결정할 여성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낙태는 헌법의 틀속에서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이 가지는 프라이버시
과 가족의 가치를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최희경, 1992). 첫째 헌법 제10조10)와
제12조 1항11)을 근거로 인정되는 태아의 생명권은 인간과 동일한 생명권을 인정
받을 수 없다.

두번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을 규정한 헌법 제17조12)는 낙태여부를
결정할 프라이버시권을 포함한다. 그러나 그 권리는 태아의 생명권과 관련하여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 국가는 여성이 자신의 사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가족의 가치를 보호하여야 한다.

미혼모들이 스스로 아이를 키우지 못해 입양을 시키는 경우를 보면 가족의 가
치가 존중받지 않은 태아의 출생은 여성의 삶과 태어나는 아기의 삶을 모두 파
괴시킬 수 있으며 입양아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헌법적 차원에서 낙
태를 허용해야 한다.

프랑스13) 등 낙태합법 국가가 낙태율이 더 낮으며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때
10)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업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
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11) 헌법 제 12조 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
는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12) 헌법 제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13) 프랑스 보건장관 시몬 베이유가 여성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1975년 '베이유 법'이라 불리는 낙태허용법을 제정
해 낙태가 합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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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낙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여성의 건강도 지
킬 수 있다.

네덜란드, 프랑스 등과 같이 낙태 시술을 일반 의료행위로 인정해

의료보험을 적용하여 모성보호를 국가가 하여야 한다.
불법 음성적 낙태는 여성의 건강권까지 위협한다. ‘낙태는 여성의 권리이며 선
택이다’.
이렇게 볼 때 가족의 가치 유지나 기형아 예방을 위해 태아의 생명권에 제한
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도 태아의
생명권에 제한이 필요하다. 낙태와 가족가치에 대한 헌법 실현 문제는 헌법안에
서 논의되어져야 하므로 생명권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지 않으면 낙태 금지에 대
한 위헌제기는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이다.
낙태14)는 여성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낙태로 인한 불임률도 높아지고 있으
므로 가임 여성들에게 피임 등 예방교육에 매우 치중해야 할 것이다.그러나 낙
태결정은 여성의 권한이고 가족가치를 위협받지 않아야 하므로 낙태금지는 저출
산 대책이 아니다.
생명권 제 2항(안락사)에 아울러 인간이 회생 불가능하거나 스스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어려울 때 자기 결정으로 안락사 등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
는 권리도 보장되어야 한다.
(4) 노동권
제32조
1항(최저임금)

모든 국민은 노동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

법으로 노동자의 고용증진과 적정임금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15).
2항 모든 국민은 노동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노동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
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14) 낙태를 범죄화하여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낙태를 더욱 불법화, 음성화시킬 우려가 있다. 프로라이프의사회의 고
발로 낙태 수술비는 몇 백만 원 대로 치솟았고 해외 원정 낙태도 등장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15) 임금 노동자의 남녀 급여 차이도 심각하지만 급여와 무관한 영세자영업자와 무급가족 종사자의 문제는 더욱 심각
하다. 이들의 상당수가 여성이며 고용보험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는 만큼 폐업으로 소득이 상실된 사람에게 한시적
으로 실업 부조를 지급하는 자영업자 대책이 실업으로 인한 여성 빈곤화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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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항(동일가치 동일노동)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16) 고용·임금 및
노동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수정)→ 남녀는 동일가치의 근
로에 관하여 동일한 임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5항(청소년 노동권)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17).-->(수정) 청소년
도 노동3권의 보호를 받는다.

2010년 세계 여성의 날18)을 맞아 발표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1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통계
(2003~2006년 자료) 결과에 따르면 한국 여성이 남성보다 38% 정도 임금을 더
적게 받아 OECD 주요 회원국 가운데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가 가장 심한 것으
로 밝혀졌다. OECD 회원국 평균 격차가 17.6%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여성
정규직 근로자는 임금 면에서 심한 차별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
로 남녀 임금 격차가 심한 국가는 일본(33%), 독일(23.0%), 캐나다. 영국(21.0%),
스위스. 미국. 핀란드(19.0%) 포르투갈(18.9%), 체코(18.0%), 스페인(17.3%), 호주. 네덜란
드(17.0%), 스웨덴(15.0%) 순으로 나타났다.
헌법상 부녀자의 근로가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이러한 결
과가 나왔다는 것은 헌법이 여성의 근로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
다. 헌법 32조 제 4항이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 오히려 보
호대상으로 여성노동자를 기피하거나 보호대상이기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져서는
곤란하다. 보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보호도 못 받고 비정규직 근로자로서
남녀 임금격차가 커지는 것보다 헌법에 남녀가 동일 가치 노동을 할 경우 동일
임금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또한 남녀 모두에게 출산휴가, 가족 병가 휴가, 유연근무내지 탄력근무가 가능
하도록 하여 여성을 직장과 가사노동이란 이중부담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여성을 보호하는 것이 된다. 다만 생리휴가 등 여성의 신체에 관한 것은 일반
16) 여자의 근로 중 보호 영역은 건강권에서 다룬다.
17) 아동 인권에서 다룬다.
18) International Women's Day는 매년 3월 8일로 여성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업적을 범세계적으로 기리는 날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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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여성 근로에 대한 특별 보호 조항은 삭제되어도 무
방할 것이다. 32조 4항은 오히려 여성의 노동시장 제약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조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동일 노동 동일 가치를 보장하는 항목으로 바꾸는 것
이 좋을 것이다.
32조 5항 년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신체적, 정신
적으로 성장에 주력해야 할 년소자의 법적 정의를 13세미만으로 하여 노동을 금
지하고 후견인이 보호하도록 하는 것이 아동 인권 보호에 필요하다.
13세 이상 청소년에게는 성인노동자처럼 노동3권이 보장되어야 청소년 알바생
등 노동착취를 방지할 수 있다.

미성년 아동이 적극적 노동의사가 있으면 자발

적 의지를 존중하되 인권침해, 임금착취, 훈련과정 등을 국가가 모니터링하는 청
소년 노동 옴부즈만 제도 도입과 청소년 노동3권을 헌법에서 보장해 주어야 한
다19).
토목건설 등의 뉴딜 사업을 통한 각종 정부의 일자리 창출은 여성에게는 기회
가 제한될 수 밖에 없다. 남녀 각각 전통적 일자리가 아닌 타 직종에 취업시(여
성이 파일럿, 남성이 간호사) 교차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입법을 하도록 하
며 점진적으로 교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시
여성에게도 다양한 분야의 기술 교육을 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중·고교 커리

큘럼을 바꾸어 여학생의 이공계 전공을 용이하게 해 주기 위해 수학 교과 시간을
남학생에 비해 1.5 배 늘려 고등 기술 분야, 과학분야, 재정분야의 취업이 가능하
도록 한다.
(5) 일과 가정의 양립 (신설)
제 00조 (일과 가정의 양립)
1항 국가와 사회는 남녀가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2항 가족을 위한 돌봄노동20)은 남녀가 균등히 부담하도록 하고 국가는 이를 지
원하여야 한다.
19) 년소자 근로 부분은 김귀순(2009)에 제시한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 이 글은 최근 수정한 것임.
20) 돌봄노동은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사람을 돌보는 행위로 병자·노인·어린 자녀들을 그 대상으로 하는 노동’
으로 정의된다. 가족 돌봄 노동이란 자녀양육, 노인 및 집안 환자 부양 등이 해당되며 남자에게 가사일과 돌봄노
동 등의 가족 노동 주당 의무시간을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어기는 자는 사회봉사 등의 사역을 부과한다. 또한
이혼시 재산 분이나 자녀 양육비 지급 면에서도 차이를 부과한다. 돌봄노동의 의무화는 정시퇴근문화를 정착시키
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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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유연근무제(퍼플 잡: purple job)는
탄력 근로제,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등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무형태를 유지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목적으로 한다. 자신이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시간만큼
일하되 직업의 안정성 및 커리어는 풀타임 근로자와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소니는 육아휴직기간 중 본인이 원하면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파나소닉
도 재택근무, 모바일 근무, 스폿 오피스 등 e워크제도를 도입했다.
미국의 퍼스트테네시뱅크는 근로자의 60%가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다. 탄
력적인 근무시스템 덕에 고객만족도가 50% 상승하고 근로자 이직률은 85% 감소
하는 성과를 거뒀다. 퍼플 잡은 남녀에게 모두 개방되어 있어 가치관의 변화로 직
장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남성에게로 확산되면서 아이를 맡아
키우는 아빠도 생겨나고 있다.
유연근무제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통로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노동조건의 실질
적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유연근무제의 최대 수혜자는 정규직 노동
자가 되어야 하고 남녀 공히 열려 있어야 그 실효성을 볼 수 있다.
가족내의 남녀 공동의 돌봄노동 수행을 위해 36조 6항에 추가로 돌봄 노동의
남녀균등화를 위해 국가의 지원을 언급하였다. 이렇게 고칠 경우 퍼플잡 등 남
녀 공히 일·가정양립이 보다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도와주기 위해 남성의 가사일이나 돌봄 노동에 익숙
해지도록 남학생에게도 요리나 바느질 등의 교과 시간을 늘려서 성별간 가사일
숙련 차이를 보정하도록 한다. 자녀와 부부가 요리, 바느질, 설거지, 빨래 등 가
사일을 나누어서 함께 하고 함께 쉬는 건강한 가족생활은 가족 행복의 바로미터
가 된다.
존 고트먼21)이 130명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첫 아기가 태어난 후 3년 동안
부부관계가 악화된 경우가 67%이고 악화된 이유는 남성이 육아에 무관심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부부관계의 악화는 아기가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게
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임신 마지막 3개월 동안 가사일과 부부생
활 애로 등으로 부부 갈등이 증폭되는 경우 아기가 태어나도 많이 울게 된다고
한다.
21) 칼럼 ‘남성육아사회’. p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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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33%는 첫 아기가 태어나도 부부관계가 악화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아
버지가 육아에 적극적 관심을 가지고 아기와 산모를 잘 돌봐 주었기 때문이며
이 경우 아기는 정서적 안정을 가지고 신경발달이 더 촉진된다고 하였다. 특히
이 33%는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워크샵에 참석하여 열심히 교육받은 결과라
고 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아버지 교육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가정
에 봉사하려는 아버지의 사회적 지능을 크게 향상시켜 부부관계가 나빠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었다고 한다. 아버지 교육을 받은 남성들은 모두 자신의 아버지보다
더 나은 남편, 더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결과이다.
인류학자 페기 샌데이는 186개의 수렵채집 문화 연구를 통해 남성이 육아에
참여하게 되는 문화가 자리 잡는 곳에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
했다. 자녀들의 양육에 남성이 함께하는 위대한 참여는 마침내 더 평화로운 세
상을 만드는데 공헌하게 한다22).

(6) 가족가치조항 신설

제 36조 (가족가치실현)

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
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2항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23) --->(수정) 국가는 가족
가치 실현을 위해 모성보호와 부성보호를 하며 가족형성(결혼)과 가족유지(재혼,
입양 등)를 위해 국가적 지원을 한다.

3항(현행 헌법 이조항 삭제 후 건강권 독립 신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22) “가족행복과 세계 평화를 위해 남성에게 육아를”이란 캠페인아래 ‘좋은 남편, 좋은 아빠되기’ 워크샵에 결혼 전 의
무적으로 참여하는 결혼 숙려제 도입도 고려해 볼만하다. 아울러 ‘좋은 아내, 좋은 엄마되기’ 워크샵도 필요하다.
이러한 가족교과를 고등학교 커리큐럼에 포함해도 좋을 것이다.
23) 36조 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
다.
36조 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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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항(신설) 임신과 수유중인 죄수는 불구속수사 및 집행유예 우선 고려 대상이
되며 보호 감호시나 재판중인 경우 아기와 함께 있도록 한다.

제 2항의 모성과 부성보호에 따라 미혼모가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국가가
최대한 지원해 주고 미혼부의 양육비 지급과 자녀교육, 면접을 의무화하여 부모
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한다. 미혼부에게도 출산휴가, 부모휴가, 자녀 병가 휴
가 등을 허가한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성보호 조항이 강화되고 미혼모의 양육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입양은 또 하나의 출산이다. 해외 입양아 송출국이란 불명예를
거두기 위해서는 미혼모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
해야 한다. 모든 입양 대상 아동을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혜택을 부여하고 장애아 입양 가정은 국민주택 특별 공급대상자에 포함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은 아이는 가능한 엄마가 키우도록 장려하고 빈곤
의 나락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미혼모의 학업장려, 직업알선, 주거지원, 양육비
지원, 생계비 지원을 해주고 가능하면 DNA 친자확인 등을 통해 국가보다 먼저
친부가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가부장문화
를 퇴치해야 할 것이다.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미혼모는 양육을 포기하기 쉽다. 한국의 미
혼모는 70%가, 미국의 미혼모는 2%가 양육을 포기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우리
한국도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는 것이 입양 운동보다 더 절실하다.
또한 양육비 지급과 자녀 면접시간 등을 의무화하여 미혼모가 혼자서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경제·사회·문화적 여건을 조성해 주도록 한다.

(7) 아동 인권(신설)

제 OO조 (아동 인권)
1항 모든 아동이 권리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서 아동의 생존·보호·발
달·참여의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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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 아동에 대한 모든 범죄는 가중 처벌되며 공소시효가 없다.24)
3항 모든 아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부모로부터 격리되거나
학대·방치되어서는 아니 된다.
4항 모든 아동의 비자발적 노동은 금지되어야 하고 자발적 노동은 노동 3권
등 국가가 특별히 보호하여야 한다.
5항 모든 아동의 부모 면접권과 면접교섭권은 보장한다.
6항 모든 아동은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 보호를 요구할 권리와 동시에 보호 의무를 진다
우리나라 아동들의 생활은 집 주변 골목이나 아파트 단지나 등·하교시 교통
사고, 성폭행, 아동학대나 방치 등으로 안전하지도 못하고 인격적 대우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아동들을 학교나 학원 등으로 부모가 계속 태워다 주
는 미국이나 유럽의 아동에 비해 아동 사고율이 높은 편에 속하므로 헌법에 아
동의 인권 보호를 위한 조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아동기에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유엔아동
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
에서 채택된 국제적인 인권조약으로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등
아동 인권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은 아동을 권리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아동
인권조약의 새 지평을 열었으며 2007년 현재 미국과 소말리아를 제외한 세계 192
개국의 비준을 받음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국가의 비준을 받은 국제법이
되었다. 아동 권리의 내용은 크게 4 가지로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1. 생존의 권리 :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
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
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
2. 보호의 권리 :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아동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3. 발달의 권리 :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 교육 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24) 13세 미만의 아동 성범죄만 공소시효를 없애고 있는데 이는 모든 아동 범죄에 확대되어야 하고 해당연령도 13세까지가
아니라 18세까지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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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여의 권리 : 자신의 나라와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권리.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에 대해 발언권
을 지니며, 단체에 가입하거나 평화적인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함.
가정은 사회의 기본적인 집단이며 특히 아동의 발달과 행복을 위한 타고난 환
경이므로 공동체 안에서 가정이 본연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아동은 보호와
도움을 받아야 한다. 아동은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해 가족적인 환경과 행복,
사랑과 이해 속에서 성장해야 한다.

(8) 병역
제39조 (병역)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2항 (추가) → 군복무 중 사고에 대해서는 국가 유공자로서 정신적, 물질적 보
상을 받아야 한다.
3항(신설) 전쟁 발발 시 국방병원이나 의료원 등에 필요만큼 지원자가 부족할
경우 여성은 법률에 따라 군 복무에 강제로 동원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은 어
떠한 경우에도 무기를 사용하는 복무에 동원될 수 없다.

병역법 제3조 1항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 여기서는 남성과 같이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질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제한 조건을 달았다. 여성의 국방의 의무를 필요시(전쟁등 요인이 있을
때)강조하고 이를 무기사용이 아닌 복무에 국한하였다.
헌법상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
고 국방의 의무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병역의무’이다. 헌법상 국방의 의무
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을 보면 병역의무의 대상을 ‘남자’에 국
한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제기된 병역의무 이
행자의 공무원 채용 군가산점제 문제가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역차별로 폐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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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에 대해 실제 법률상 ‘남자’만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군에 가야 한다는 일부 여성계의 주장도 대두되었다.
여자는 현재 병역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여자의 지원 복무는 병역의무를 다하
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남자가 징집되어 복무하는 현역근무와 여자가 직업군인
이 되어 군에 지원하여 가는 것은 그 기간, 대우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기 때문
이다. 또한 저출산 문제를 고려하면 다음 세대의 출산을 담당하는 여자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국가의 모성보호라는 헌법적 요청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장 중요한 의무라 할 수 있는 국방의무에 대한 여성의
역할과 모성보호, 남성 제대군인에 대한 인센티브 등 헌법적 가치 충돌에 대해
재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39조 2항은 제대군인에 대한 군가산점제25)의 헌법적 근거가 되는 조항이므로
삭제하고 복무중 사고시 충분한 보상을 해 주는 쪽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다. 병
역이행을 한 제대군인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려면 여성도 지원하면 누구나
갈 수 있어야 하고 급여나 대우도 현재의 여군과 같은 대우가 아니라 남자 군인
과 똑같은 월급과 대우를 받고 병역기간동안 국가에 봉사하도록 한다. 여성 군
인중 직업군인으로 남을 사람은 그 이후에 결정하도록 한다.
이러한 주장은 현실적으로 군에 지원하는 여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렵고 장애
인의 경우 가고 싶어도 못가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장애인 우대 점
수를 주어야 하는 문제와 남성 군인의 군복무 단축으로 전투력의 영향을 가져오
는 등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므로 군가산점제의 도입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소수의 제대군인에게 군 가산점제 대신 모든 제
대 군인에 대한 물질적 인센티브는 징병제 하에서 막대한 국가 예산이 소요될
것이므로 이 조항은 모병제하에 더 적합한 조항이기도 하다.
39조 3항의 신설은 우리나라와 같이 동서로 대치되어 있던 독일 헌법에서 모
방한 것으로 남북관계가 완전히 평화체제로 정착되지 않아 전쟁 발발이 가능할 수
도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여성의 군복무 동원이 필요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 여겨져서 신
설해 보았다.
25) “병역을 마친 사람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학교 등의 채용시험을 볼 때 얻은 점수에 일정 비율의 가산점을 주는
것으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폐지됨. 공직수행 능력과 아무런 합리적 관련성이 없는 성별 등을 이유
로 여성을 비롯해 제대 군인이 아닌 사람의 취업 기회를 박탈·잠식한다”는 점이 헌재가 가산점 제도를 위헌이라고
본 핵심적인 이유임. 기본권을 침해당하게 될 사람이 여성과 장애인 등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약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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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세계화와 다문화 사회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민은 → 사람은26))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국민은 → 사람은27))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 성별·인종·종교·언어·연령·장애·학력
출신지역·혼인28)·사회적 신분

이외에도 ‘국민은--->사람(人)은29)’으로 바꾸어야 할 항:
제 12조 1·2항, 제 13조 1·3항, 제 14조, 제 15조, 제 16조, 제 17조, 제 18
조, 제 19조, 제 20조 1항, 제 21조 1항, 제 22조, 제 23조 1·2·3항30), 제 25조,
제 26조, 제 27조 1·3항, 제 35조, 37조 2항, 제 38조
세계화는 일시적인 추세나 유행이 아니라 하나의 국제체제이다. 세계가 함께
얽혀 하나의 글로벌 시장과 지구촌을 형성하고 있다. 결혼과 노동을 위해 지구
촌 사람들이 이동하는 다문화 사회에서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이주여성, 외
국인 노동자, 외국 기업들에 대한 인권과 이들의 책무도 매우 소중하게 다루어
야 할 시대가 온 것이다.
다문화 사회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 기업, 외국인 노동자나
이주 여성이 겪는 인권과 사회적 책무를 언급하기 위해 헌법조항이 수정될 필요
가 있다. 또한 국가 공무원도 외국인 임용이 가능하려면 대한민국 국민에 한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담임권을 가진다는 헌법 제 25조도 수정될 필요가
있다.
26)
27)
28)
29)
30)

person, 법인 포함. 한미 FTA 조항을 보면 person(人)에 법인을 포함시키고 있음.
person. 법인 포함. 한미 FTA 조항을 보면 person(人)에 법인을 포함시키고 있음.
여성인 경우 기혼자는 안 되고 미혼자만 받아주는 회사가 있을 수 있어 결혼 사실을 숨길 경우도 있음.
person. 법인 포함. 한미 FTA 조항을 보면 person(人)에 법인을 포함시키고 있음.
외국인이 주택 재개발에 반대하여 소송제기 한 사실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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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8조 ‘모든 국민(국민 → 사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
를 진다’는 납세의 의무로서 우리나라 국민에게만 해당할 수 있지만 향후 법률
에 따라 부과가능성이 있는 탄소세, 소비세, 법인세, 소득세를 비롯하여 실물 자
산 투자, 주식투자, 기업인수·합병 등 우리나라에 투자하거나 근로를 통한 수입
이 있는 외국인 노동자나 외국 기업도 국내법에 따라 세금을 내는 것이 좋으므
로 이들을 포함하려면 국민대신 사람으로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다.
조약과 협정의 일부 조항 중 국내법에 따르도록 한 내용이 있다면 국내법을
우선에 두어 조약이나 협정을 규제할 조항이 있어야 한다31). 헌법에 이를 포괄
할 내용을 만들어 주는 것도 세계화 시대의 국익을 지키면서 외국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헌법을 수정하고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10) 환경권
제 35조(환경권)
1항 모든 국민(사람)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
와 국민(사람)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수정) → 환경보전과 기후
변화 예방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세계화 시대에서 환경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국가적 책무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는 기후변화는 인류 전체에게 재앙을 가져올 지구촌적 의제이므로 이의
예방을 위해 환경 보호에 기후변화까지 추가시켜야 한다. 환경을 보전하고 지구
온난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기금, 탄소세 등 의무가 부과되기도 하는 사안이
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해 본다.
(11) 건강권(신설)
제 00조 (건강권)
1항 모든 사람은 인권으로서 출산 및 성적 건강을 포함해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의료 서비스 접근은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한다.
2항 모든 사람은 기아로부터의 자유를 포함해 안전한 일터, 안전한 식품, 안전
한 음용수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3항 일터의 임산부는 보호되어야 하며 가임기 여성은 미래 출산에 장애가 되
는 노동에 종사하여서는 한다.
31) 이 부분 최근 수정함. 필자의 ‘한미 FTA와 주권 수호’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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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항 미래 가임능력과 관계되는 청소녀의 영양과 건강은 보호되어야 한다.
건강권은 인권의 한 범주에 포함시킨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출산 및 성적 건
강을 포함해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인종이나, 성,
지위에 차별받지 않고 의료 및 의료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함은 인권의
일부이다. 보건권은 기아로부터의 자유, 안전한 물과 위생, 쾌적한 주거, 안전한
일터, 일터에서의 임산부 보호, 가족계획 등이 해당될 수 있다.
미래 가임능력과 관계되는 청소녀들의 흡연과 알코올 섭취, 지나친 다이어트
등으로 인한 자궁발달 부진이 불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청소녀의 영양과 건강
관리에 대하여서는 국가가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의 경우 장
기간 서서 일하는 경우 가임에 장애가 올 수 있으므로 노동조건에 대한 가이드
라인도 필요하다.

(12) 정보청구권(신설)

제 00조(정보청구권)
1항 모든 국민은 사본요구 및 검열 등 모든 정부 문서에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다.
2항 정부는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에는 다른 나라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정보청구권이 없다. 부패를 방
지하고 투명한 사회 구현과 정부의 책임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모든 국민은 정
부가 한 업무에 대하여 정보의 사본을 요구하고 검열할 권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정보청구권은 점차 세계 여러 나라가 법률을 넘어 헌법적 권리로 보장하
고 있는 추세에 있다. 청구된 정보에 대해 정부는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때 정보 청구권은 민주주의 보루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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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가와 시민의 책무 (신설)

제 00조 (국가와 시민의 책무)
1항 국가는 공익을 추구하고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
2항 모든 국민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와 사회 과제 달성에 기여하여야 한다.

스위스 헌법32)과 인도 헌법은 국가의 책무와 시민의 책무를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도덕적 의무로서 모든 국민이 헌법을 준수하고 애국심을 함양하기 위해
국기와 국가를 존중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회 갈등으로 인한 비용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33). 이는 모두가 국가라는 전체를 위한 희생이나 의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가운데 각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초래된 결과
가 아닌가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갈등위원회 등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보다
근본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다름 아닌 국가 발전을 위한 국가의 행위가 공익
에 있어야 하고 헌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도 헌법을 준수하고
애국심을 가지고 국가의 사회과제 달성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도 헌법 PART ［IV-A］에 국민의 기본적 의무 (fundamental duties)조항을
예로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34).
(가) 모든 국민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기(國旗)와 국가를 존중한다.
(나) 모든 국민은 자유를 쟁취하려고 노력한 우리들의 이상을 소중히 여긴다.
32) 김선택(2010) 발제 ‘21세기에 맞는 인권보장을 위한 한국헌법 기본권편 개정방향’. 스위스헌법 제 5조 법치국가적
행위의 원칙이라는 표제하에 제1항에 “국가적 행위의 근거와 한계는 법이다.”, 제2항에 “국가적 행위는 공익에 놓
여 있어야 하며, 비례에 맞아야 한다.”, 제3항에 “국가기관과 사인은 신의성실에 따라 행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시민책임조항으로 동헌법 제6조에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을 지며, 자신의 힘이 닿는 한 국
가와 사회의 과제를 달성한데 기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3) “우리나라 사회갈등 비용은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고, GDP의 27%인 300조원이나 된다고 한다. 삼성전자의
작년 매출이익이 10조원이라니 사회갈등 비용만 줄이면 삼성전자 몇 십개가 더 생기는 셈이다(박원홍(2010).”
34) http://www.indianetzone.com/40/fu·ndamental_dutie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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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가의 부름이 있을 때 국가를 방어하고 수호한다.
(라) 모든 인도 국민은 형제애 정신으로 종교, 지역, 계층, 성을 초월한 화합을
지향한다.
(바) 다양한 문화적 전통을 존중하고 보존한다.
(사) 숲, 호수, 강, 야생생물을 포함한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며 생물을
사랑해야 한다.
(아) 과학적 정신, 인간애, 탐구심과 변화를 추구한다.
(자) 공공의 자산을 보호하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차) 개인과 사회 전 영역의 발전이 보다 높은 국가의 지속적 노력과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21세기에 우리가 선도적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간 화합과 단결이 매우 중
요한 이 때 인도 헌법을 참고로 우리나라 개정 헌법에는 현행 헌법과 달리 국가
가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만 넣을 것이 아니라 국민의 국가를 위한 기본
적 의무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4. 각국 헌법 중 양성평등 관련 조항
4.1. 프랑스
헌법 제3조에 “법은 선출직 공무원과 선출직 의원직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
게 진출하도록 한다”와 제4조에 “정당과 정치집단은 법이 정한 조건하에서 이
원칙을 현실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양성평등 정책을 표
방하고 있다.
헌법 제 1조에 지방분권과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이 언급되어 있다.

- 67 -

CONSTITUTION

ARTICLE 1. France shall be an indivisible, secular, democratic and social Republic. It
shall ensure the equality of all citizens before the law, without distinction of origin, race
or religion. It shall respect all beliefs. It shall be organised on a decentralised basis.
Statutes shall promote equal access by women and men to elective offices and posts
as well as to professional and social positions.
<전문출처 : http://www.conseil-constitutionnel.fr/>
제1조
① 프랑스는 비종교적·민주적·사회적·불가분적(indivisible) 공화국이다. 프랑스는 출신· 인종·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시민이 법률 앞에서 평등함을 보장한다. 프랑스는 모든 신념을 존중한다. 프
랑스는 지방분권에 기초한다.
②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선거직과 선출직 및 직업·사회적 직책에 동등한
진출을 보장한다.

4.2. 영국
영국은 불문헌법국가로 명문화된 헌법이 없음.

4.3. 캐나다
CONSTITUTION ACT, 1982(80)
PART I : 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
General
Rights guaranteed equally to both sexes
28. Notwithstanding anything in this Charter, the rights and freedoms referred to in it
are guaranteed equally to male and female persons
<전문출처 : http://laws.justice.gc.ca/en/const/index.html>
PART Ⅰ 권리와 자유의 캐나다 선언
일반규정
양성에 동등하게 보장되는 권리들
28. 이 선언의 어떠한 규정에 있어서도, 그와 관련된 권리와 자유는 남성과 여성에게 동등하게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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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스웨덴35)
스웨덴 헌법은 4가지 기본법(The Instrument of Government, The Act of
Succession, The Freedom of the Press Act and The Fundamental Law on
Freedom of Expression)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회법(The Riksdag Act)은 기본법
에는 속하지 않지만 기본법과 일반법사이의 위치를 가진다.
• The Instrument of Government
Chapter 2.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
Art. 16. No act of law or other provision may imply the unfavourable treatment of a
citizen on grounds of gender, unless the provision forms part of efforts to promote
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 or relates to compulsory military service or other
analogous official duties.
<전문출처 : http://www.riksdagen.se/templates/R_Page____6307.aspx>
• 정부 기관
제2장. 기본권과 자유
제16조. 남녀평등을 촉진하는 노력의 일환이거나 병역의무 또는 기타 유사한 공무에 관한 규정을 제
외하고, 어떤 법률이나 기타 규정도 성별을 이유로 시민을 차별 대우하지 아니한다.

35) http://www.riksdagen.se/templates/R_Page____6357.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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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독일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Art 3
(1) Alle Menschen sind vor dem Gesetz gleich.
(2)

Männer

und

Frauen

sind

gleichberechtigt.

Der

Staat

fördert

die

tatsächliche

Durchsetzung der Gleichberechtigung von Frauen und Männern und wirkt auf die
Beseitigung bestehender Nachteile hin.
(3) Niemand darf wegen seines Geschlechtes, seiner Abstammung, seiner Rasse, seiner
Sprache, seiner Heimat und Herkunft, seines Glaubens, seiner religiösen oder politischen
Anschauungen

benachteiligt

oder

bevorzugt

werden.

Niemand

darf

wegen

seiner

Behinderung benachteiligt werden.
Art 12a
(4) Kann im Verteidigungsfalle der Bedarf an zivilen Dienstleistungen im zivilen Sanitätsund Heilwesen sowie in der ortsfesten militärischen Lazarettorganisation nicht auf
freiwilliger Grundlage gedeckt werden, so können Frauen vom vollendeten achtzehnten
bis zum vollendeten fünfundfünfzigsten Lebensjahr durch Gesetz oder auf Grund eines Gesetzes
zu derartigen Dienstleistungen herangezogen werden.
Sie dürfen auf keinen Fall zum Dienst mit der Waffe verpflichtet werden.
<전문출처 : http://www.bundestag.de/parlament/funktion/gesetze/Grundgesetz/index.html>
제3조
(1)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
(2)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가 실제적으로 실현되도록
지원하고 현존하는 불이익이 제거되도록 노력한다.
(3)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성별, 가문, 인종, 언어, 고향과 출신, 신앙, 종교적 또는 정치적 관점 때문에 불
이익을 받거나 우대받지 아니하며 장애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12a조
(4) 전쟁 발발 시 민간 보건 및 의료기관과 지역에 주둔하는 군병원에서 민간 근무의 필요가 자원자로 충
족될 수 없으면, 만 18세부터 55세까지의 여성은 법률에 의하여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그러한 유형의 복
무에 투입될 수 있다. 여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무기를 사용하는 복무에 동원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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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Federal Constitution of the Swiss Confederation36)
Art. 8 Equality before the law
3 Men and women shall have equal rights. The law shall ensure their equality, both in
law and in practice, most particularly in the family, in education, and in the workplace.
Men and women shall have the right to equal pay for work of equal value.
Art. 59 Military service and alternative service
2 Military service shall be voluntary for Swiss women.
Art. 61 Civil defence
3 It may declare civil defence service to be compulsory for men. For women, such
service shall be voluntary.
Art. 119 Reproductive medicine and gene technology involving human beings
2 The Confederation shall legislate on the use of human reproductive and genetic
material. In doing so, it shall ensure the protection of human dignity, privacy and the
family and shall adhere in particular to the following principles:
c. the procedure for medically-assisted reproduction may be used only if infertility or the
risk of transmitting a serious illness cannot otherwise be overcome, but not in order to
conceive a child with specific characteristics or to further research; the fertilisation of
human egg cells outside a woman's body is permitted only under the conditions laid
down by the law; no more human egg cells may be developed into embryos outside a
woman's body than are capable of being immediately implanted into her.
제8조(평등)
③남녀는 동등권을 가진다. 가족, 교육 및 근로의 분야에서 양성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평등은 법률
로 보장한다. 남녀는 동일가치의 근로에 관하여 동일한 임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59조(병역 및 대체복무)
②스위스 여성의 병역은 지원에 의한다.
제61조(민방위)
③ 남성은 의무적으로 민방위에 참여해야 하지만 여성은 지원에 의한다.
제119조(임신·출산 생체의학 및 유전자기술)
②연방은 인간의 생체 및 유전형질의 이용에 관한 규칙을 제정한다.
연방은 이 경우 인간의 존엄, 인격 및 가족의 보호에 주의를 기울인다.
특히, 다음 원칙들을 존중한다.
c. 임신시술은 불임 또는 중대한 질병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면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태
아의 특정한 자질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또는 그 연구를 위하여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모체외에서의
수정은 법률로서 인정된 경우이외에는 하여서는 아니된다. 여성의 체외에서의 수정은 그것을 즉시 여
성에게 이식하는데 필요한 이상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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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완다
2003년 헌법을 개정하여 모든 조직의 의사결정구조에 최소 30% 이상을 여성으
로 구성한다는 할당제를 규정하고 여성 선거구제를 실시하여 세계 1위의 여성
정치 참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여성선거구제(여성 전용구)37)는 전국여성협의회
(National Council of Women)에서 결정하며 이 기구는 양성평등을 본격적으로 구
현하기 위해 만든 헌법상의 기구이다.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RWANDA

PREAMBLE
We, the People of Rwanda,
~~~
9. Reaffirming our adherence to the principles of human rights enshrined in the United
Nations Charter of 26 June 1945,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of 9 December 1948,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of 10 December 1948,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of 21 December 1965,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of 19 December 1966,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of 19 December 1966,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of 1 May 1980, the African Charter of Human
and Peoples’ Rights of 27 June 1981 an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f 20
November 1989 ;
10. Committed to ensuring equal rights between Rwandans and between women and men
without prejudice to the principles of gender equality and complementarity in national
development;
Article 9
The State of Rwanda commits itself to conform to the following fundamental principles and
to promote and enforce the respect thereof:
4. building a state governed by the rule of law, a pluralistic democratic government,
equality of all Rwandans and between women and men reflected by ensuring that women
are granted at least thirty per cent of posts in decision making organs;
Article 52
A multi-party system of government is recognized.
Political organizations fulfilling the conditions required by law are permitted to be formed
and to operate freely; they must abide by the Constitution and other laws as well as
democratic principles and they should not destabilise national unity, territorial integrity
and security of the nation.
Political organizations participate in the education of citizens on politics based on
democracy and elections and operate in such a manner as to ensure that women and
men have equal access to elective offices.
The leadership organs of political organizations shall only maintain offices at the national,
provincial and Kigali City levels.

36) http://www.admin.ch/ch/e/rs/1/101.en.pdf
37) 여성만 출마할 수 있는 선거구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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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2
The Senate shall be composed of twenty six (26) members serving for a term of eight
years (8) and at least thirty per cent (30 %) of whom are women. In addition, former
Heads of State become members of the Senate upon their request as provided for in
paragraph 4 of this article.
Article 76
The Chamber of deputies shall be composed of 80 members as follows :
~~~
2.twenty four (24) women; that is : two from each Province and the City of Kigali. These
shall be elected by a joint assembly composed of members of the respective District,
Municipality, Town or Kigali City Councils and members of the Executive Committees of
women's organizations at the Province, Kigali City, District, Municipalities, Towns and
Sector levels;
Article 187
There is hereby established a National Council of women.
The law shall determine its organization, functions, operation and its relations with other
State organs.
<전문출처 : www.cjcr.gov.rw/eng/constitution_eng.doc>

전문
우리 르완다 국민은,
9. 1945년 6월 26일자 유엔헌장, 1948년 12월 9일자 대량학살범죄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1948년
12월 10일자 세계인권선언, 1965년 12월 21일자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1966년 12월 19일자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1966년 12월 19일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1980년 5월 1일자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1981년
6월 27일자 아프리카인권헌장, 1989년 11월 20일자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인권 원칙을 준수할 것
을 재차 다짐하고,
10. 양성평등 원칙, 국가발전과의 상보성 원칙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르완다 국민과 남녀간에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노력한다.
제9조
르완다는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지키고 그 준수를 촉진 및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4. 법치주의, 다원적 민주 정부, 모든 르완다 국민의 평등과, 여성이 의사결정 기관에서 최소 30%를
보장하는 남녀평등이 실현되는 국가를 건설한다.
제52조
다당제 정부가 인정된다.
법률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정치 단체를 자유롭게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되, 그 정치 단체들은 헌법 및
기타 법률뿐 아니라 민주주의 원칙을 지켜야 하고 국가 통합, 영토 보전,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해선 안 된다.
정치 단체는 민주 정치에 관한 시민 교육 및 선거에 참여하고 남녀에게 선출직에 대한 기회 균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정치 단체의 지도부는 전국 단위, 도(道) 단위, 키갈리시 단위로만 사무실을 유지한다.
제76조
하원은 다음과 같은 80명으로 구성된다.
2. 이십사(24)명은 여성으로, 각 도(道) 및 키갈리시에서 각 2명씩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각 지역구,
자치단체, 마을 또는 키갈리시의회 의원과 지방, 키갈리시, 지역구, 자치단체, 마을 및 구역 차원의
여성단체 집행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합동회의에서 선출한다.
제82조
상원은 이십육(26)명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8 년이며 여성이 최소 삼십 퍼센트(30%)를 차지해야 한다.
또한 전직 대통령은 본 조 제4항에 따라 요청하면 상원의원이 될 수 있다.
제187조
전국여성협의회를 설치한다.
조직, 기능, 운영, 다른 국가기관과의 관계는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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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뿌리가 되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한 논의

김진홍
부산시의회 의원

지방자치시대를 시작할 때,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실현되는 데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릴 줄 알았을까? 우리는 지방자치라는 겉옷만 걸치고

년을 보

30

냈다. 지방분권을 외친지도 수십년이 지났다. 그리고 그 많은 시간 동안
지방분권을 향상 외침은 시민들 사이에서 소외된 외침이었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순간이 다가오기라도 한 듯, 국민들
이 지방분권을 외치고, 지방분권이라는 글자로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이
러한 모습은 한편으로는 가슴을 벅차게 하고, 또 한 편으로는 두렵기도 하
다. 그간 해온 많은 노력들의 결실이 맺어질 것 같던 순간들은 수차례 있
었으나, 그것이 결과로 다가온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은 뭔가 조금 다르게 느껴진다. 우리 모두가 지방분권이 무
엇인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지방분권을 실현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
하는 시민들도 많아졌다. 그리고 국회에서 국민대토론회를 통해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은 지금까지의 분권을 향
한 많은 움직임들 중 단연 돋보이는 행보가 아닐까 싶다.

지금 전 세계는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국가라는 중앙 중
심적 체제가 아니라 도시 하나하나가 브랜드가 되어, 경쟁력을 갖춘 도시
가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견인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우리나라도 언제부턴가 도시의 브랜드화를 중요시여기며, 우리 지역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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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우리만의 옷을 입히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
다. 바로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들의 노력이었을 것이다.
나 또한 부산시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쉽지 않다. 도시 자
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무엇이 그리도
불안해 지방자치를 주저하는 것인가. 이런 국가를 위해 지역이 하고 싶은
것이 있을까?
국가는 지역을 지배하기 위해 있는 곳이 아니다.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있는 국가는 각각의 지역이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지역에 맞는 옷을
입히기 위해 지원해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움직임이 빨라진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허물뿐인 지방자치처럼 무늬만 지방분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지방분권이
되어야 한다.‘지역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그 지역의 시민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 져야 한다. 그리고 그 체계에 가장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헌법이다. 따라서 헌법에서 지방분권을 이해하고 명시
하는 것이 지방분권 실현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헌법개정 주요 의제를 살펴보면,‘국가균형발
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총

가지의 개정 논의 사항을 포함하고

7

있다. 그것에 대한 의견을 하나씩 드리고자 한다.

먼저,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지방자치 또한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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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패러다임을 따라야 한다. 그런데 지방자치에 대한 논의에서 아직도, 지
방자치단체의 역량부족, 선심성 행정, 지역이기주의 등이 지방자치의 문제
점이라는 핑계로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자는 의견이 나왔다는 것에 놀
라지 않을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역량부족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결과를 보고, 어떤
자료를 참고한 것인가? 중앙정부는 뛰어나고 지방정부는 아직 역량이 부
족하다는 것은 도대체 어느 시대적 발상이란 말인가?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은 지방자치가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아니라, 지
방자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점이다. 지방자치가 실현되면,
지방자치단체들은 각 지역의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며, 예산을 효율적으
로 사용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들을 할 것이다. 그러한 노력들로 지금보다
훨씬 더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 자신한다. 또한 지방자치의 실현은 지방 정
책과 재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연결하여 생각해야 한다. 촛불 시민들에
게 선심성 행정이 가능할까? 그리고 지방자치가 되면 지역의 이기주의가
아니라 지역 간 경쟁이 이루어질 것이다. 즉, 지방자치가 되어야 이러한
문제점들이 없어진다.

지방자치는 최소 광역지방정부형으로 가야 한다. 지방이 스스로 입법과
재정, 조직권 등을 확보하여야 지방자치이다. 지방에 아무런 권한도 주지
않으면서 지금처럼 사무를 조금씩 이양하는‘더딘 분권’은 우리나라의 경쟁
력을 더 뒤처지게 할 것이다.
그러한 소극적인 분권 성향을 담은 개헌은 지방분권형 개헌이 아니며,
이것은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전제로 하는 개헌이라 볼 수 없다. 우리는 현
시대에 맞고,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혁신적 개헌을 위해 이 자리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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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이지, 지금보다 아주 조금만 달라지기 위해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의 지방분권으로서는 지방자치국가가 되기
위해 앞으로

년,

30

년을 더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

40

둘째, 자치입법권은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이나, 범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다. 지방자치는 지방의회의 권한도 중요하다.
지방의회는 심의, 의결 뿐 아니라 지나친 행정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으로
시민들에게 힘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조례수준으로 시민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 주기는 힘들
다. 시민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는 신속성과 정확성이 아주 중요하
다. 현재 헌법에서는 조례의 범위가‘법령의 범위 내’로 명시되어 지방의회
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은 극히 드물다. 법령이 쳐놓은 울타리 내에서 조례
를 정하다 보니, 시민들에게 시급히 필요한 정책 사항도 결국 중앙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만 이루어지는 격이다.
시민들의 체감도를 높이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에게 그 지역에서 효력을 가지는 법률제정권을 인정하는 수준의 자치입법권
확보가 필요하다. 이 때 중앙정부의 입법권은 전국적 규모이거나 통합성과 통
일성이 필요한 사무로서 지방정부의 입법이 허용되지 않는 영역이 명백한 사
무로 한정하고, 이를 제외한 부분은 지방정부가 그 관할구역에서 효력을 가지
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위
해 지방자치권에 상응하는 벌칙제정권도 포함시켜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자치 재정권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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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재정권이 확보되면, 지역마다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필요한 곳에 집중
하여 소비하고, 예산에 대한 책임도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방의 경제가 지방의 재원 마련과 연결되기 위해 지방세자치법률
주의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지방세의 종류와 세율, 세목, 징수방법을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법률
로 정하도록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도 지
방세의 종류와 방법 등을 법률로 정할 수 있다면, 이는 지방세자치법률주
의에 어긋나며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에도 위배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
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세자주권 보장으로 인해 지역 간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지 않
도록 정부 간 연대차원에서 재정조정을 통하여 재정격차를 보완하기 위한
재정조정제도를 헌법에 보장하여야 한다.

넷째,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의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부분이다. 보충성
의 원칙은 역할배분의 원리로 사무처리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하위 조직의 자율과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원칙이다. 따라서 중앙정부
와 지방정부의 사무에 보충성의 원칙을 헌법원리로 적용하면, 주민에게 가
까운 사무는 지방정부가 자기책임으로 처리하고, 전국적 규모의 사업은 중
앙정부가 배분받게 되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 번째, 지방분권국가 선언이다. 이번 우리가 개헌할 헌법은 지방분권
을 대전제로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은 즉,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국가이지만,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지방분권 국가로 이것을 선언하
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있는 일이다. 선언은 단순한 선언으로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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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아니다.‘대한민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성된 지방분권 국가
이다’라는 하나의 조항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 중앙과 지방
정부의 대등한 위치, 중앙과 지방정부 간 역할과 책임의 합리적 분담 및
관계 정립이 가능해지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로서 지방자
치를 실현할 것이라는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다.

년 간 허울만 지방자치

30

였던 우리나라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지방분권 국가가 되기 위해
서는 이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여섯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명시하는 것에 대한 논의이다. 지방정부
의 유형과 구성에 대한 논의는 현재 지역 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방정부의 유형은 지방행정체제 개
편과도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앙-지방 정부의 유형과 역할 등에
대한 논의는 헌법에 명시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부분은 조금 더 고민
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일곱 번째, 주민자치권 신설에 대한 부분이다. 지방자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이다. 지방자치가 실현되면 지역 간 경쟁이 될 것이고, 그 사이에
서 지역과 주민들 사이의 결속력은 강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주민자치권이
보장되면, 주민이 그 지역의 중요한 문제를 직접 결정하거나 간접적으로 자
신의 대표로 구성되는 지방정부의 기관에 위임하여 행사하는 등 주민의 역
할이 강화되고,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는 주민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한 소극
적・적극적 지원을 해줄 의무를 포함하게 된다.

이 외에도 지방분권을 전제로 한 개헌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정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심의하는‘제2국무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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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사항과 지역실정에 맞게 개방된 조직형성권을 부여하는 ‘자치조직
원 확보’, 국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경제 육성에 대한 국가 의무
조항’,‘지역인재 육성에 대한 국가 정책추진 의무 조항’등이 추가되어야 한
다. 지방분권형 개헌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역할을 구분하고, 중앙정
부의 의무를 명문화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제2국무회
의가 일회성 회의가 아닌, 지역 정책 결정에 지방 정부가 직접 참여하는
지방분권의 실질적 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제1국무회의와 같이 그 기능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국회의 헌법 개정 주요 의제를 살펴보면 지방분권에 관한 의제 외에도
기본권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 사회는 지진과 폭우 등 자연재해에 대한 불안,

와 살충제

AI

계란 등 계속되는 먹거리 불안, 가습기, 기저귀, 물티슈 등 생활용품에 대
한 불안, 원전불안 등 국민들을 위협하는 위험이 생활 전반에 걸쳐 대형화
되고 있다. 국민들의 불안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비하여 안전에
대한 법제는 부족하다.
국회 개헌에서도 안전권을 신설하자는 의견과 안전권보다는‘안전에 대한
국가목표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개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들의 심리적 불안을 안정시키는 가치적 측면에서의 안전권은 인권으
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본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
나,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국가권력을 행사할 경우에는 국
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최근 국민들의 불안
을 증가시키는 요인은 물리적 충돌보다는 가치적 측면이 강하므로, 안전권
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헌법에 명시하되, 법적 전문언어로서의 안전을 개념
화하고, 안전권의 보장범위와 자유권과의 충돌 부분에 관한 사항은 추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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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헌법은 그 나라의 뿌리이자, 국민들의 기원이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개
헌은 우리의 역사를 새롭게 쓸 아주 위대한 역사적인 일이다. 개헌을 통해
우리의 헌법이 시대에 대응할 수 있고,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대한민
국의 강한 뿌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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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토론문
배준구
경성대 행정학과 교수

1. 분권형 헌법 개정의 필요성

○ 우리나라 헌법은 입법, 행정 및 재정권한이 국가기관에 집중되는 중
앙집권적인 국가운영체제에 바탕을 두고 있어 지방정부의 권한과 재정이
매우 열악하고, 형식적 주민참여 등으로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역경
쟁력 강화의 걸림돌로 작용함

○ 헌법상 지방자치 보장 규정 취약:

현행 헌법상 지방자치에 관한 규

정(제117조, 제118조)은 지방자치권의 내용과 범위를 규명하기에 지나치게
단순하며, 구체적 내용의 대부분이 법률유보 사항으로 되어 있어 지방자치
의 적극적 보장 미흡

○ 지방정부의 입법권 무력화: 헌법은 국회에 입법권을 부여하면서 죄형
법정주의,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중앙정부에게 법규적 성격의 행정입법
권을 부여하여 조례제정권의 범위도 상위법령이 선점함으로써 자치입법권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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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간 사무·권한·책임 불분명: 헌법에 정부(중앙과 지방, 광역과
기초) 간 권한배분의 원칙과 기준이 규정되지 않아 정부 간 갈등 야기

○ 중앙정부 위주의 재원배분: 헌법에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하여 중앙

정부 위주로 재원배분을 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세입과 자율성 부족

○ 법률 개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한계 :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은
입법권자들로부터의 침해 또는 위협으로부터 지방자치의 제도적 핵심과 본
질을 보장할 수 있음.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실현 불가능한 문제들, 예를
들면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한 조례제정권은 법률 개정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헌법적 애로에 막힘

○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 필요: 지방분권 원리에 따라
구성되는 지방분권국가 선언, 중앙-지방정부간 사무배분원칙으로서 보
충성 원칙, 자치입법권(지방정부는 법률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
신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한 조례 제정), 세입자치권(지방세의 종류,
세율, 세목 및 징수방법을 지방정부의 조례로 정함), 재정조정(지방
정부 간의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재정조정), 지방자치단체 종류,
양원제(상원) 등을 자세하게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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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랑스의 지방분권형 개헌과 시사점

1) 2003년 지방분권형 개헌의 배경

○ 민주적이고 경쟁력 있는 미래

-

1981년에 대통령에 당선된 사회당(좌파)의

프랑수아

미테랑

(Mitterrand)은 민주적이고 경쟁력 있는 미래를 위해 1982년에 지방
분권 개혁을 단행하여 지방분권법을 제정하고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
로 이양하였음

○ 지방분권법의 한계와 국가 개혁의 필요성

- 1982년 지방분권법 제정 이후 중앙의 관료가 지방분권 시행과정에
서 간접적으로 간섭하거나 개입하여 제동을 거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지방재정 확충 등이 당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고 국가 개혁의 필요성
이 제기됨

○ 지방분권의 확고와 효율적 추진

- 2002년 5월에 대통령에 당선된 우파의 자크 시라크(Chirac)는 지방
분권을 보다 확고히 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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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분권형 개헌의 내용과 후속 조치

○ 지방분권 관련 개헌 내용

- 지방분권 관련 조항은 1958년 헌법에 3개 조항이 규정되었는데
2003년 3월 개헌으로 12개 조항을 개정하여 총 15개 조항(제1조 포
함). 국가조직의 지방분권화, 보충성 원칙, 권한 배분 및 이양, 자치
재정과 재정조정, 자치입법권, 실험, 주민투표제 등 규정

- 지방분권형 개헌은 단순히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을 확인하거나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중앙과 지방 간 권한배분을 통한 국가 조직의
분권화, 지방 민주주의 발전, 자치행정 및 재정 강화 등을 도모

○ 특히 2003년 3월 개정헌법은‘공화국의 지방분권화된 조직에 관한
헌법' 제1조에서 국가조직은 지방분권화(organisation décentralisée)
되어야 한다고 명시

- 개정 헌법 제1조에서 “프랑스는 지방분권화된 공화국(République
décentralisée)이다”라고 하지 않고, “프랑스는 단일공화국으로서... 그
조직이 지방분권화 된다”라고 규정

- 헌법 개정을 통한 지방분권 추진은 국가의 정치형태(단일국가)
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고, 국가의 행정조직만을 분권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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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분권 개헌 이후 후속 법률 제정

- 프랑스는 2003년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이후 2004년 8월 13일의
‘지방의 자유와 책임에 관한 법’을 비롯하여 2003년 8월 1일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실험법’,

2004년 7월 29일의 ‘지방자치단체의 자

치재정에 관한 법’등 제정

○ 지방의 자율성 확대와 책임성 확보

- 지방분권에 대한 반대론자들이 지방정부의 역량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
는 점을 감안할 때 지방의 자율성 확대와 책임성 확보가 중요함

-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이러한
권한을 수용할 수 있는 자치역량을 키워 자율적 행위에 따른 책임성
강화가 바람직함

- 책임성 확보의 경우 주민참여에 의한 통제 방식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중앙정부가 수직적으로 책임을 묻는 방식이 보편화되면 지방은 스스로 책
임지기보다는 중앙의 지시와 통제에 순응하게 되어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
권이 실현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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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 권한 및 재원의 이양과 지방재정 확충

- 프랑스는 보수(우파)와 진보(좌파) 정권에 관계없이 지방분권 개
혁과 개헌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중앙권한 및 재원의 지방이양으로
지방재정이 대폭 확충되었음

- 2014년 현재 프랑스의 자체세입 비중은 72.1%(한국 42.0%)로
OECD회원 중에서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미국, 스위스, 독일,
캐나다 등)를 제외하면 상위 수준임

○ 지방의 활력과 인구 증가

- 비수도권의 도시와 농촌은 과거에 활력을 잃고, 인구가 감소하였는데 최
근에 대부분의 도시와 농촌에서 인구가 증가하고 발전하는 추세를 나타냄

- 한국은 저출산(2015년 출산율 1.24, 프랑스 2.08)과 인구 감소로
향후 지방소멸 예상. 우리나라는 지방의 다양성을 살리고 지역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처럼 지방분권 개헌이 절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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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과 법률에 실험 규정과 활용

- 2003년 3월의 지방분권 개헌에서 제도 개선을 위한 실험 규정
(제37-1조)과 더불어 2003년 8월의‘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실험법’
제정

-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영역과 내용(새로운 계획, 행정체제
개편, 포괄보조금, 지역 간 차등요금 등)에 따라 지방정부에서 충분
한 논의와 실험을 거쳐 적합한 제도와 정책을 선별적으로 활용함은
우리에게 시사점을 줌

3. 상원 제도의 도입

○ 현재와 같은 중앙과 지방 간의 소통의 부재를 해결하고, 지역적(수도권
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간) 인구 편차로 인한 수도권 중심의 국정 운영 방
지를 위해서 현행 단원제에서 지역대표형 양원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수도권 인구(1960년 20.8%-> 2010년 46.3% -> 49.5%) 및
산업(고부가가치 산업, 고급 직종 일자리 집중도 50% 초과) 집중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

- 2015년 현재 수도권의 면적 비율은 11.8%(11,791km2)인데 비해 인구
비율은 49.5%(2,527만 명), 국회의원(지역구) 비율 48.2%(122명)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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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저출산과 인구 감소로 많은 지방이 소멸하고 성장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최근의 분석과 심각성을 고려할 때 공간적 기회균
등을 보장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은 매우 중요한 과제임

- 이러한 지역의 어려운 현실과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감안하면 미
국이나 스위스, 독일 등과 같이 인구가 적은 소수약자지역을 배려하
는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필요

○ 상원 제도는 연방제 국가에서 도입하며, 단일국가인 우리나라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는데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등은 단일국가로서
양원제를 채택하고 지방분권 수준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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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원리와 정부형태

손 형 섭
경성대학교 교수, 헌법학

Ⅰ. 들어가며

1. 원리와 제도

헌법에는 헌법의 정신에 해당하는 기본원리들과 헌법에 존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으로부터 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국가원리, 국제평
화주의 원리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헌법상 보장되는 제도로는 직업공무원
제, 복수정당제, 사유재산제, 대학자치, 혼인·가족제도, 지방자치제 등이 있
습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한 헌법 제117조 제1항 규정을 지방자
치의 헌법적 제도보장 규정으로 이해합니다.
최근 신문에서 헌법 제1조에 지방분권 국가를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의 기
사를 읽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제도적 보장에 해당하는 것을 헌법 원리의
자리에 두게 되는 것으로 헌법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성숙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부족한 현행 헌법의 지방자치
에 관한 규정들을 개헌으로 구체화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
체의 장과 의회 의원의 직접선거, 조례제정권 등의

자치입법권, 주민투표권

규정 등을 헌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통일을 전제하여
지방자치제도를 연방제도에 준하여 구체화할 것이라면 그에 관한 충분한 국
민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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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가 아닌 헌법정신

역사는 역사책에 기술하고 헌법에는 헌법정신과 이에 대한 국민의 합의 사
항을 기술해야 합니다. 역사를 헌법에 넣는 것은 필요한 경우에 한정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헌법의 “3·1운동, 4·19민주이념 규정”에 추
가하여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화 항쟁, 부마민주항쟁 등 중요한 역사적 사
실들을 추가하는 것은 헌법을 역사 교과서 혹은 특별법으로 만드는 일이 될
수 있으며, 헌법 이론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오히려 “3·1운동의 저항 정신과 이를 통해 건립된 대한민국임
시정부의 전통을 계승하고”로 개정하여, 저항권을 명시적으로 헌법에서 인정
하고 이를 통해 4·19민주이념,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화 항쟁, 부마민주
항쟁의 저항 정신을 수용하는 것이, 더욱 헌법을 헌법답게 만들고 헌법의 격을
높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Ⅱ. 정부형태의 개헌

1. 정부형태 개헌의 원칙

정부형태의 개헌에서는 헌법상 권력분립 원리에 따라 우리 헌법기관들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분립하여 자기통제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를 재검
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 “협치”는 용어는 공화주의 이론에서 논의되는 것인데, 우리 헌법상 권
력분립 원리와 헌법 제1조 제1항 민주공화국 규정에 따라 협치의 원리를 도
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국가는 권력분립 원리에 따라 권력을 분립
한 후 국가의 공공선을 위하여 분립한 각 기관의 협치가 잘되도록 헌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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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를 개헌으로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이를 위한 수단으로 헌
법은 통치구조를 정하여 각 기관이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최우선으로 보장
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헌법개정 시, 어떠한 정부형태가 기본적 인권
보장의 역할을 더욱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입니다.

2. 제왕적 대통령제 여부

현행 헌법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규정하고 있어 협치가 어렵다는 견해에
대해 논쟁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는 이 논쟁에 한 명의 입장을 추가하기
보다, 현행 헌법기관의 권한을 다음과 같이 정리·분석해 보았습니다.
아래의 표를 통하여 우리 헌법은 국회보다 많은 헌법적 권한을 대통령에
게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을 통솔하여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여지가 있습니다.

[헌법기관의 권한]
국회의 권한

대통령의 권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 ①법률제정권

- ①국가를 대표할 권

- 국무총리

②조약의 체결·

한

①행정각부의 통할권

비준에 대한 동

②긴급명령권, ③긴

대법원
- 재 판 권
①

②총리령을 발할 권한

민사재판,

의권

급재정경제처분 및 명

③대통령의 권한대행권

②형사재판,

③조세법률주의,

령권

④국무위원과

③행정재판,

④예산의결권, ⑤

④계엄선포권

의 임명제청권

④특허재판,

결산심사권

- ⑤헌법개정에 관한

⑤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

⑤선거재판

-

권한,

⑥헌법기관구

행정각부장권

성에 관한 권한

⑥국민투표부의권, ⑦

- 국무위원

-

⑦국무총리와 국

영전수여권,

①국무회의 출석 발언권

⑥명령규칙

무위원 등 출석

⑧국회출석 발언권,

②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권

에 대한 심

요구 및 질문권,

- ⑨헌법기관 구성에

한대행권

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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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
소
①위위헌법
률심판권,
②탄핵심판
권,
③정당해산
심판권,
④권한쟁의
심판권,
⑤헌법소원
심판권,

국회의 권한

대통령의 권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대법원

헌법재판
소

③부서권
관한 권한
⑧국무총리와 국
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 ⑨탄
핵소추권, ⑩국정
감사 및 조사권
⑪기타 국정통제
권

⑩행정의

④국회 출석발언권
최고결정권

⑤국무회의의 필요적 심의

및 최고집행권 ⑪공무
원임면권

- 행정각부의 장

⑫재정에 관한 권한

①중앙행정관청으로

⑬행정입법권

무 집행,

⑭법률안제출권

②정책 수립,

⑮법률안거부권

③부속기관에 위임,

⑯법률공포권

④부령발포권,

⑰위헌정당해산제소권

⑤소속공무원 지휘감독, ⑥소

⑱헌법기관 구성권

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소관사

⑦위헌법률
심판의 제청
권
⑧대법원의
규칙제정권

장을 지휘 감독

따라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협치하고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수용하기
보다는, 자신의 지지 세력을 중심으로 사회를 분파하고 독선을 택하기 쉽다
고 봅니다. 이에, 헌법상의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은, 현행 대통령제
안에서 그동안 제기된 적폐를 해결하는 대증적(對症的)

처방으로서 헌법개

정에서 반듯이 달성해야 할 과제라 생각합니다.

3. 새로운 정부형태인가 현 제도의 수정인가

이미 국회에서 정부형태는 ① 대통령 중심제 ② 내각(책임)제 ③ 혼합형 정부
제(이원정부제) 형태로 분류되어 논의되는 것으로 압니다.
정부형태를 새롭게 바꾸는 것은, 그동안의 대통령제도를 중심으로 한 좋은
헌정 경험도 다 버려야 할 정도로 현행 대통령제도가 문제가 있고 개선이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채택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부형태를 바꿈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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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헌법상 권력남용이 없어지고 헌법기관 간의 협치가 실현될 것으로 확
신할 수 있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현행 대통령중심제를 내각책임제나 혼합
형 정부제로 바꾸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와 같이 정부형태를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는 확신과 국민으로부터
그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정부형태를 바꾸기 보다는 그동안의 헌정
사에서의 노출된 문제점을 대증적(對症的)

해결하는 권력구조의 조정을 하

는 것이 타당합니다.
예를 들어 협치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미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는
대통령 선출에서 임기는 4년의 연임의 대통령 제도가 되어야 한다는 국회개헌특
위의 의견에 찬성합니다. 나아가 직선제는 물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어떠한
대통령이라도 국민으로부터 50%이상의 지지를 받은 자만이 대통령이 되도록 하
고, 선거를 통해 국민의 신뢰와 책임을 담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종
래 “4년 중임제”라는 표현에 대하여, 저는 당분간 우리 헌법에서 “4년 연임
제”로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년 대통령을 하고 바로 연임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이때 낙선한 대통령이 계속 정치권에서 중임을 시도할 수 있는
제도는 정치계에 太上王을 두게 되어 정치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
니다.

4. 권력분립과 협치
(1)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민들이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더욱 분산하여 혼합정부 형태에까
지 이르기를 지양한다면,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 행사로부터 국무총리를 독
립적인 위치로 두어 집행부를 분점하는 안도 고려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통일·국방·외교 관련 부서는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행정·안전·복지 관련 부
서는 국무총리 직할로 하여, 국무회의도 제1국무회의와 제2국무회의로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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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체 국무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국무총리를 부의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제라고 하여도 혼합정부형태 또는 이원정부제
도에 가까운 정부가 될 것입니다.
(2) 의회의 권한 강화
의회권한 강화를 위한 예산법률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
의 미래 정책과 예산을 국회에서 논하고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
다.
의회 법률제정권 강화를 위해 다음의 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표에서와
같이 국회가 입법기관이라고 하지만 위 헌법상 입법 권한도 대부분 대통령
이 행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입법에 관한 대통령 및 국회의 권한배분]
입법에 관한 권한
법률

대통령(정부)

국회

법률안제출권,

법률안제출권,

법률안거부권

법률안심의·의결권

법률공포권
행정입법

행정입법권

제출만

저도 종래 정부의 법률안제출권 폐지하고 국회로 이관하자는 의견을 가지
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①정부의 법률안제출권이 없는 국가도 실질적으로
정부가 법률안제출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고, ②국민들이 법률안 제출 창
구를 국회로 한정하는 데 어느 정도 지지할 것인가에 의문이 있습니다.
다만, 행정입법권을 정부에 전속권한으로 하는 바, 정부가 행정입법을 국회
에 제출만 하면 되는 국회법 규정(국회법 제92조의2)의 개정을 통해 행정입
법권에 대한 국회의 견제를 강화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5. 기본권 보장을 위한 개헌
기타 대통령의 권한을 분리하는 취지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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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다음의 개헌 사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감사원의 독립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그 권한과 기관 독립성 등
복잡한 문제입니다.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명시하자는 개헌안보다, 정책감사
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각기 행정정책감사와 재정정책감사를 맡아
전문화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대법원장 · 헌법재판소장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 감사원장 등 헌법기관
장의 선출·임명 절차 개선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양원제 도입은 평화통일 이후나 평화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는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
며 양원제로 발생할 입법지연 현상도 감내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합니
다.
또한, 사법부의 관료주의를 막기 위해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형 관료조직 체제가 아니라, 독일과 같이 각 전문 최고법
원을 일반대법원, 행정대법원, 재정대법원, 노동대법원, 사회대법원
등으로 나누는 안을 제안해 봅니다. 즉, 대법원의 재판 사무와 조
직을 분산하여, 종래 대법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법원조직이 관
료화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 기관으로 역할을 다하도록 하
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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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헌특위 발제안에 대한 토론문

안 철 현
경성대 정외과 교수
역사적 책무를 담당한 국회 개헌특위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그동
안 수차례 개헌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경우 권력자의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한 개헌이었고 이번처럼 기본권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개헌을 하는
경우는 사실상 제헌 국회 이후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사명감을 가
지고 꼭 좋은 개헌을 해 주시기 바란다.

기조발제에서 개헌의 주요이슈들을 거의 망라해 주신 것으로 보인다. 그
러나 이번 토론회는 아직 특위의 구체적인 입장들이 드러나기 전에 일종
의 공청회와 같은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특위에서 논의된 주
요 의제들을 중심으로 각 의제에 대한 토론자의 소견을 피력하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다만 그 전에 향후의 기조발제에서 꼭 첨부해 주기 바라는 내용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한다. 기조발제는 개헌의 필요성과 그 필요성을 충족시
키기 위해 필요한 이슈들을 연결시키고 있다. 예컨대 현재의 헌법이 국제
적 위상과 경제규모 상승, 고도의 정보화, 삶의 질과 안전에 대한 관심 급
증 등의 변화와 시대정신 반영에 미흡하기 때문에 인종, 언어에 따른 차별
금지, 경제민주화 강화, 정보기본권, 보건권, 안전권 등 각종 기본권의 개
정 내지 신설이 필요하다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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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존의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한 배제와 대립의 정치, 승자독식 구
조에 따른 정치적, 지역적 갈등 심화를 완화시킬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그
를 위해 정부형태의 변경에 관한 논의와 정당, 선거 제도, 입법부와 행정
부, 사법부 구성방식의 개선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자치입법권 등
지방분권에 따른 여러 이슈들도 거기에 첨부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기본
권이나 정부형태 부분과는 달리 지방분권 부분은 왜 그것을 위해 개헌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따로 되어 있지 않다.

지나친 지방분권 중심주의라고 비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절실한 필요성
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그를 위한 해결방안도 절실히 요구될 것이라는 점
에서 지방분권의 절절한 필요성이 제시되지 않은 국회 특위의 논의는 지
방민의 입장에서는 믿음이 가지 않는 논의라는 점을 꼭 인식해 주기 바란
다. 지금과 같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사막화가 심화되면 결국 국가 자체
가 공멸할 것이며 분권과 자치로 각 지방과 주민들이 살아나고 그 역동성
과 창의성이 발현되어야만 국가 전체가 살 수 있다는 인식과, 그것을 위해
서는 현재와 같은 지지부진한 분권과 자치로는 불가능하고 따라서 헌법
개정을 통한 획기적이고 혁명적인 분권과 자치의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문
제의식이 반드시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을 전제하고 특위에서 보내준 ‘헌법개정 주요의제’에 입각하여
각각의 이슈에 대한 간략한 개인적 소견을 피력해 보기로 한다.

1. 헌법 전문에 역사적 사실과 새로운 가치들을 추가하느냐는 문제는 특
위에서 찬반의 논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견으로는 현재 제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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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사실이나 새로운 가치의 추가는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대상과 범위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
의 후 여론조사 등을 통해 국민적 동의를 받는 최소한의 내용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그것에 대
한 논란으로 개헌 자체가 유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역사적 사실의 추가에 있어 대체로 공감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현재의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를 “불의에
항거한 4.19 등 민주화운동의 이념을 계승하고” 정도로 바꾸는 것은 어떨
까 한다. 4.19 이후의 민주화운동들을 포괄적으로 담아낼 수 있다는 점에
서 꽤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헌법 총강에 수도 규정을 넣는 것에 대해 특위에서 찬반 논란
이 있는 듯하다. 관습헌법이라는 논란의 여지가 큰 주장을 넘어서기 위해
서는 수도 규정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나 행정수도 논란이 있는 지금 어디
를 수도로 할 것이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을 것 같다. 따라
서 이 역시 개헌 자체를 위해서는 수도는 법률에 위임한다는 규정을 두는
정도로 하는 편이 좋을 듯하다.

2. 기본권 개선 부분에서는 특위에서 의견이 일치했거나 대체로 공감한
사항들, 즉 이중배상 금지 삭제, 사람과 국민의 이원화, 차별금지 사유의
확대, 양성평등 보장 규정의 신설, 범죄 구조청구권 확대, 동일가치노동 동
일임금 등에 대해서는 특위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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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찬반 논란이 있다고 나온 부분에 대해 우견을 밝힌다면, 우선 영
장신청에서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를 삭제하는 것은 검찰개혁의 일환
으로 보아 찬성하는 바이고, 근로냐 노동이냐의 문제는 언어를 자꾸 이데
올로기화 시키는 것에 반대하기 때문에 노동의 사용에 찬성하는 바이며,
공무원의 노동3권은 국민의 민주역량 강화에 따라 이제는 보장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다만 스위스처럼 특정 범주에 속하는 공무원의 파업은
법률로 금지할 수 있을 것이다.

3. 기본권 신설 부분에서도 특위에서 대체로 공감한 것으로 나타나는 안
전권, 정보기본권,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권리 명시, 보건 건강권, 소비자
권리 등의 신설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다.

그 외 찬반 논란이 있는 생명권과 망명권에 대해서는 신설에 모두 찬성
하는 바이다. 생명권의 지나친 강조로 인한 부작용은 독일처럼 법률로 규
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망명권은 국제적인 난민 협약을 존중하기 위
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상의 자유를 명시하는 것에도 찬성한
다. 왜냐면 자유주의 국가에서 사상의 자유는 너무도 당연한 것인 반면 공
산주의 사상 때문이라는 반대논리는 다소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4. 지방분권 부분에서는 해당 부분의 패널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을 것으
로 보이지만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다른 부분들과는 달
리 지방분권 부분에서는 특위의 논의 결과에서 의견일치는 말할 것도 없고 대체
로 공감한다는 항목도 거의 없다. 찬반 토론의 경우도 몇 개 없고 대부분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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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가 다양한 의견 개진 항목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분권이나 자치
의 논의에서 항상 나타나는 반대론의 레토릭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나타났는데,
즉 ‘지방분권 강화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구체적인 분권수준과 내용은
논의 중’이라는 것이다. 총론은 동의하나 각론 합의가 어려우니 결국 연기하자
는 일종의 속임수는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국회 특위가 분권 개헌의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일까?

특위가 공감을 이룬 부분이 거의 없으니 각각의 이슈에 대한 우견을 피력해
보면, 우선 분권의 수준에 대해서는 광역지방정부형에 찬성하는 바이다. 현행의
개선을 의미하는 지방자치강화형은 사실상 현상 유지 주장임을 그동안 매우 잘
겪었기 때문이다. 자치입법권 역시 독자입법권에 찬성인데, 법률의 충돌이 우려
된다면 적어도 현재와 같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가 아니라 프랑스나 일본처
럼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자치입법권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자
치재정권 역시 지방세 조례주의에 찬성한다. 지역 불평등이 정말 걱정된다면 프
랑스처럼‘권한 이양은 곧 재원 이양이며, 대신 지역평등을 위한 조정 조항’을
두는 것으로 하면 될 것이다.

보충성의 원칙을 명문화하는 것은 지방분권국가임을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
로 중요하다. 헌법의 지방분권국가 선언이 지방분권의 선언적 상징이라면 보충
성의 원칙 명문화는 지방분권의 구체적 상징일 것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
의 종류 명시도 ‘광역자치정부와 기초자치정부를 둔다’는 의견에 찬성이며,
주민자치권 신설에도 물론 찬성이다. 주민자치권은 일종의 상징적 기본권 선언
인데 굳이 반대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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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정과 경제 부분으로 분류해 놓은 내용 중에서 특위에서 대체로 공감한
내용들, 즉 예산법률주의 도입, 증액동의 조항 수정, 재정준칙 도입, 감사원 소
속 변경 등에는 모두 동의하는 바이다. 다만 감사원 소속은 국민대표인 국회가
바람직하지만 권력투쟁에 좌우되는 현재의 국회 상황으로서는 차라리 독립기관
형으로 가고 감사원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장치를 법률로 정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인다.

그 외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에 대해 우견을 피력
하면, 우선 경제민주화 조항을 강화하는 것에는 찬성하는 바이다. 기업의 사회
적 책무를 포함시키거나 국가의 조정 기능 인정 등은 우리 사회의 경제민주화가
전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질 것이다. 또한 토지공개념 도입에
도 찬성하는데, 토지가 ‘공공이익에 부합’되도록 ‘국토에 대한 투기 방지’
를 하는 것은 현재의 심각한 부동산 투기 상황에서 꼭 필요한 내용으로 보인다.
경자유전 폐지에는 반대 의견이다. 농업 경쟁력 약화 우려가 있기는 하나 폐지
로 인한 농업 붕괴, 식량주권 위협 등의 우려가 더 크기 때문이다.

6. 정부형태 부분이 사실상 가장 첨예한 논란의 대상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이 부분은 특위에서도 아직 기초적인 방향도 잡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
라서 이에 대해서는 각자가 자신의 소견을 밝힐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개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사실상 계속 되풀이되어 오는 대통령제의 폐해,
특히 과도한 권력집중의 문제였다. 그러나 먼저 전제되어야 할 점은 대통령에로
의 과도한 권력쏠림 현상이 단순히 제도로서 풀 수 있는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
이다. 미국의 대통령제, 프랑스의 혼합제, 독일의 내각제 등이 모두 민주적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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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로 작동하고 있다. 우리 역시도 같은 제도를 가지고도 상대적으로 권력이
분산되었던 시기와 집중되었던 시기를 경험해 왔다. 권력집중은 오랜 동안의 권
위주의 정치문화와 정치인과 국민들의 의식 수준 등에 기인하는 바도 크다. 따
라서 제도가 우리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각 정부형태에 대한 주장은 나름대로의 타당성과 논리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이 논란은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진 후 어느 시점에서는 어떤 형태
로든 결정을 내린다는 원칙과 그 결정방식은 어떤 것이라는 점에 먼저 동의해야
만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개헌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위 혹은 각 정당이 결정 시점과 방식에 대해 먼저 합의해야 한다. 그
것에 합의할 수 있느냐가 바로 정말 개헌의 의지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정부형태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피력해 본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어느 제도나 모두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문제들을 모
두 드러내고 어느 쪽이 보다 나은가를 논의할 수밖에 없다. 즉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제도를 선택하되 그 제도가 갖는 문제를 어느 정도라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각 정부형태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분권적 대통령제로 소개되는 혼합제의 경우 특위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오스트리아나 핀란드의 경우 대통령의 권한이 약하기 때문에 거의
내각제와 같다고 본다면 순수 혼합제는 주로 프랑스형을 의미한다고 보아
야 한다. 그랬을 때 혼합제는 대통령에 대한 내각과 의회의 견제수단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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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히 마련되어 있지 않고 대통령의 비상대권 행사가 의회 기능의 축소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즉 대통령과 집권당의 성격에 따라 대
통령제와 전혀 다르지 않은 제도로 운영될 위험이 크다는 얘기다. 물론 이
것은 대통령의 당과 의회 다수당이 같을 경우인데 그 경우 혼합제는 대통
령제와 마찬가지의 권력집중 현상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대통령의 당과 의회 다수당이 다를 경우이
다.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총리로 임명하여 권력을 분점한 채 국정을 운영
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발생한다면 과연 정국이 제대로 돌아가
기나 할 것인가? 서로가 서로를 탓하며 지지자들을 동원해 싸우는 엄청난
정국 불안정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오랜 정치사 속에서 여러 제도들을
경험해 보았던 프랑스는 요행히 그럭저럭 굴러가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는
정말 엄청난 시행착오들을 한참 되풀이해야 겨우 작동이 될지 말지 하는
제도로 보인다. 따라서 그런 위험이 있는 프랑스형 혼합제보다 오스트리아
나 핀란드형의 혼합제가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그 혼합제는 사실상 내각제에 가깝다. 따라서 그런 의미의 혼합제를 주장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각제로 가자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내각제도 역시 입법부와 행정부를 한 정당이 독점할 경우 다수당 횡포가
만만치 않고, 영국 등을 제외하고는 다당제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연립
내각과 그로 인한 정국 불안정의 우려가 있다. 또한 의회의 신임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행정부인 내각이 소신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가 어렵다
는 문제도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각제는 권력을 분산시킨다는
점에서는 대통령제나 혼합제보다 낫고, 동거정부하의 혼합제와 같은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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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은 없다는 점에서 시행착오를 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더구나
연방제 혹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과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독일식 정
당명부제)를 같이 도입할 수 있다면 그러한 독일형 내각제는 정말 한번 실
험해 볼 가치가 있다.

연방제 혹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 이루어진다면 중앙정부의 권력
을 둘러싼 죽기살기식의 투쟁은 약화될 것이고, 연동형 선거로 국민의 의
사가 비교적 정확히 반영되는 다당제가 이루어지면 연대와 타협의 정치가
불가피해지고 정당문화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독일의 정치제도들을 패키지로 일괄 도입한다면 내각제야말로 한국정치의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제도로 보인다. 그러나 2공화국의 아픈 경
험 때문인지 우리 국민들이 내각제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점이 내각
제 도입의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다. 거의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익숙한
대통령제나 혹은 분권형 대통령제로 소개되는 혼합제가 비슷하게 선호되
고 있는 반면 내각제 지지도는 형편없다는 사실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
다. 따라서 우리의 논의는 대통령제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대통령제의 단점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대통령의 권력이 비대화되어 독
재의 위험이 따르며 임기가 고정되어 있어 의회나 국민의 견제가 힘들다
는 점이다. 그러나 만약 혼합제와 내각제를 배제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선
택할 수 있는 제도는 대통령제밖에 없다. 우리에겐 너무도 익숙한 제도이
고 또한 다른 제도보다 운영방식이나 책임소재가 간단명료하다는 장점도
있다. 따라서 대통령제로 가되 권력집중을 막을 수 있는 몇 가지 확실한
보완장치를 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유력한 방안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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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을 약화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국회
의 강화와 강력한 지방분권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예산법률주의, 감사원
이관 등을 통해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통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특히 자치경찰, 지방
조세, 검사장 직선제 등이 도입되면 대통령의 무소불위 권력의 중요한 축
이었던 경찰, 검찰, 국세청 등이 지금과 같이 권력의 눈치만을 보기 힘들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제의 많은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7. 입법부 기능 및 책임성 제고의 부분에서는 정부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정부형태가 먼저 정해져야 할 것들이 많았다. 그런 가
운데 특위에서 대체로 공감한 것으로 나오는 것이 의원정수의 유지이다.
의원정수는 내각제나 혼합제라면 의회 강화란 측면에서 다소 늘여야 될
것으로 보이나 대통령제라면 국민 설득도 쉽지 않기 때문에 유지가 타당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시에는 다소의 증
원을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법안제출권 역시 특위에서 공
감한 바와 같이 내각제나 혼합제에서는 유지되는 것이 당연하나 대통령제
에서는 의회 강화의 차원에서 폐지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 외 찬반 논란이 있었던 사항들에 대한 우견은, 양원제의 경우 상원이
라기보다는 프랑스나 스위스와 유사하게 지역대표성에 의한 제2의 의회를
상징적으로라도 설치하는 것에 동의하고,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은 의회와
의원에 대한 국민의 존중(혹은 존중하고 싶은 마음)의 상징이니 그대로 두
고 남용을 막을 법률 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발안
제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바인데 남발 우려에 대해서는 특위에서 개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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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대로 국회 심의를 거치게 하되 국회가 심의 않으면 국민투표에 부치
는 것으로 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의제’에는 빠져 있지만 국민소
환제도 다시 논의되었으면 한다. 의회를 강화하는 만큼 국민들이 의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8. 행정부 구성방식 개선과 책임성 제고 부분에서는 특위에서 공감을 이
룬 조항보다 다양한 의견 개진이 있었던 조항이 훨씬 많기 때문에 역시
각각의 사항에 대해 우견을 피력해 보면, 우선 총리냐 부통령이냐 하는 문
제에서는 책임총리제라는 것이 대통령제하에서는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미국식 부통령제를 도입하는 편이 나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언제라도
바꿀 수 있는 총리라는 지위는 대통령과 같은 길을 조용히 가든지 아니면
갈등 끝에 물러나야 할 자리 밖에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차라리 임
기가 보장된 부통령에게 몇 가지 임무를 부여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대통령 임기는 대통령제면 4년 중임, 아니면 6년 단임이라는 특위의 개
진 의견에 찬성한다. 5년 단임제는 우리가 충분히 겪었듯이 너무도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4년 중임제로 바꾸는 편이 좋을 것이다. 결선투표제에
대해서도 찬성한다. 국민의 과반수가 찬성한(적어도 반대하지 않은) 대통령
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제한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이다. 특위에서 개진된 의견대로 사면위원회의 심사와
국회의 동의를 거치게 하는 것이 남용을 막고 국회를 강화하는 데에도 도
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9. 정당과 선거의 민주화 부분에서는 특위에서 대체로 공감한 내용들에

- 109 -

모두 동의하는 바이다. 즉 정당 공천의 민주성 원칙과 선거의 비례성 원칙
을 명시하자는 의견에 적극 찬성하며, 선거권 연령의 경우 가능한 하향의
원칙을 명시하고 구체적 연령은 법률로 하자는 의견에도 동의하는 바이다.
특히 선거의 비례성 원칙에 대해 선거제도의 위헌 시비와 국회의 재량권
축소 등의 우려를 들어 반대하는 소수 의견이 있다는데, 이는 사실상 기득
권 정당의 이익을 위해 현재의 선거제도를 고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이
기 때문에 비례성 원칙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10. 사법부 구성방식 개선 부분에서는 특위에서 대체로 공감한 내용들이
대부분이었고 그에 대해 모두 찬성하는 바이다. 대법관과 헌재 재판관의
인사추천위원회 도입,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헌재 재판관과 선관위원
지명권 폐지와 인사위원회 도입, 대법원장의 일반법관 임명권 제한과 법관
추천위원회 추천절차 도입, 헌법재판관 자격 완화, 평시 군사법원 폐지와
비상계엄 하 군사재판 단심제 폐지, 검찰총장 인사추천위원회 추천 등이
그러하다.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을 호선할 것인가 인사위원회에서 추천케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데 호선이 내부 정치화를
부를 우려 때문에 인사위원회 추천으로 하자는 안에 찬성이며, 검사장 직
선제 역시 찬반 논란이 활발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개혁과 지방분권의
측면에서 찬성하는 바이다. 지방검찰의 정치화를 우려하나 우리가 겪었던
중앙검찰의 일사불란한 정치화가 더 우려되기 때문이다.

11. 헌법개정절차의 변경 부분에서 헌법개정의 국민발안제나 개정절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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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성 확보 등은 모두 특위에서 대체로 공감이 되었고 구체적인 방법론
을 논의하는 중이라고 하니 이 역시 모두 찬성 의견을 표한다. 특히 국민
발안제에 대해서는 제도 남용 등의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국민을 믿
고 부활시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개헌절차의 유연성을 위해 원칙
적으로 국회에서 개헌안을 의결하게 하되, 국민발안의 경우나 일정 수의
국민들이 투표를 청구하는 중요한 개헌안은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이 좋
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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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토론문)
이재원
부경대 행정학과 교수

□ 헌법이 시대변화를 인정하고 앞서가야 하는 상황
헌법을 포함한 법률은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과거
의) 사항들로 구성된다. 그래서 헌법의 내용들은 과거의 경험에 기초한 보
수적인 특성이 있다. 하지만 앞으로 만들어야할 새로운 헌법은 ‘기준 시
점’에서 과거의 전통과 많은 것을 달리해야 한다.
새로운 생각들이 시대를 너무 앞서 나간다고 인식할 수 있지만, 사실상
나라밖의 현실을 둘러보면 지금 너무 늦은 것이 많다. 전기자동차, 무인자
동차, 빅데이터, 로봇도우미의 자동화사회, 기본급여 등의 변화는 실시간으
로 진행되고 있다. 과거의 가치 속에서 미래의 삶을 전망하기에는 한계가
많다. 그래서 새로운 헌법은 실시간으로 당면하고 있는 변화의 현상들을
앞서 담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새로운 헌
법은 보수와 진보의 과거의 틀을 벗어나 미래 변화를 담아내는 새로운 플
랫폼으로 접근해야 한다.
새로운 변화로 적극 수용해야 하는 대표적인 사안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수용(제3의 연령과 생산적 인적 자산으로서 고령자), 수치(數値) 중심
의 성장에서 삶의 질에 기초한 ‘질적 행복’의 가치 지향(성장은 산업사
회의 과거 담론?), 글로벌 개방체제에서 국가의 역할(국민국가의 과거 체계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 아담 스미스 자유시장주의 원론(시장 참여자의
다양성에 기초한 국부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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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분야 : 성장에서 (새로운) 분배로 차세대형 경제플랫폼 전환

자본주의경제체제에서 20세기까지를 ‘생산의 시대’라고 하면 21세기는
‘분배의 시대’이다. 제4차혁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경제에서 일자리
는 절대적 규모로 감소하며 기존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
리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일자리는 절대적 규모에서 감소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와 생산에서
새로운 사회의 비전을 찾기 힘든 시기가 곧 다가올 것으로 전망된다. 4차
혁명시대에서 자본주의체제는 또다른 생산성 혁명을 만들어낸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자동화된 기계와 인공지능의 결합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사람은 그것을 대체하고 인공지능과 경합할 필요가 없다. 그것이 만들어낸
생산성 그리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합리적으로 나누어 가지면 된다. 이에
따라 새로운 자본주의 시대의 주제는 ‘생산’이 아니다. 문제는 ‘분배’
이다. 새로운 헌법의 [경제]에서는 분배를 위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 전통적인 소비적인 분배가 아닌 생산적인 분배이며, 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책임성있는 분배 그리고 비용-효과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시장중심
분배 플랫폼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시장중심의 새로운 분배체계를 위한 대표적인 헌법 조항 사례는 기본권
보장으로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다. 지식기반의 4차산업에서
동일가치에 대한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분배시대의 새로운 경제
가치를 고려하면 ‘동일가치’를 포괄적으로 단순하게 설정해야 한다. 사
회 분야에서 가치적인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맞춤형으로 설계하면 여유없
이 딱 맞추어 오히려 보장해야 하는 권리가 침해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동일가치노동을 사회영역이 아닌 경제영역에서 해석하여 넉넉한 여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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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해야 한다.
생산의 영역에서는 아담스미스의 자유시장주의 원론을 부활시켜야 한다.
국가(정부)와 귀족(혹은 특정 계층)의 창고에 부(富)를 쌓아 두는 중상주의
방식으로는 국가가 부유해질 수 없다. 아담스미스는 시장의 경제 주체를
구성하는 구성원 모두의 지갑이 넉넉해져야 국가가 부강해 진다고 했다.
그러면서‘도덕적으로 공감하는 이기적 경제주체들이 공정한 경쟁 상황에
있는 완전경쟁체제’를 강조했다. 자유시장주의 질서는 시간이 흐르면서 자
연스럽게 독점경제로 전환되었고 과거 서구의 중상주의체제와 유사한 경제구
조가 만들어졌다. 새로운 헌법에서는 자유시장주의의 공정경쟁과 완전경쟁체
계를 보장하는 아담스미스 원론을 부활시켜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법조문 보다는 제도 운영의 방점을 전환시킬 수 있는
가치지향의 변화가 필요하다. 현행 헌법 제9장의 주제어 가운데 균형, 분배,
조화, 민주화의 가치 담론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헌법 제9장 경제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
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
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현행 헌법을 제정할 당시와 달라진 상황에서, 국가가 헌법적 가치를 가
지고 특별히 보호･지원해야 하는 새로운 경제영역을 제123조에 추가할 필
요가 있다. 현행 헌법 제123조에는 농업, 어업, 지역경제,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국가의 역할을 특별히 강조했다. 새로운 시대에는 농수산물의 가
격안정과 관련하여 국민･서민의 가계(경제)안정을 고려해야 한다. 4차산업
시대 그리고 지식기반 서비스 경제시대에는 함께 생산하고 소비를 공유하
는 ‘사회경제와 공유경제’가 중요하다. 이와 관련한 국가의 역할이 새로
운 시대 과제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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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①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
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
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
전을 보장한다.

□ 재정분야 : 별도의 [재정장] 신설 필요성에 대한 주의

국가 재정에 대한 내용을 헌법에 별도의 [장]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들이 많았다. 그런데, ‘재정’이 경제와 권력 등과 같이 독립적인 헌
법의 분야로 설정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재정에는 투명성, 책임성, 건전성 등과 같은 (명목상으로는) 누
구나 인정하는 합리적 가치가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
는다. 재정은 항상 이론이 아니라 정치 속에 있다. 불가피하게 정치이며,
이론에 합의해도 상징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헌법에 [재정장]을 신
설하면 헌법이 필요이상으로 정치화될 위험이 있다. 또한 눈앞의 단기적
정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헌법의 가치 자체를 지키지 못할 위험이 있다.
그것은 재정의 가치를 지키지 못하는 현실의 구성원 혹은 주체들의 위헌
문제가 아니라 과잉 정치화 위험을 인지하면서 재정장을 헌법에 포함시킨
설계의 문제일 수 있다.
재정에 잠재되어 있는 일차적인 가치는 ‘건전성’이다. 이와 관련하여
재정준칙에 대한 헌법 조문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많았다. 성인지 예산제도
에 대한 규정도 헌법에 포함하자는 논의가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실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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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상황이 헌법의 조문에 포함된다고 자동적으로 가치 실현이 보장되
지 않는다. 그리고 바람직하지 않게 현실이 왜곡될 위험도 있다. 성인지예
산제도는 법률 조항이 미비가 쟁점이 아니다. 이 제도를 운영하는 소관 부
처 그리고 개발 사업 담당 부처의 의지와 역량에 대한 현실이 쟁점이다.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복지지출을 억제하는 보수주의 담론
이 전제된 경우가 많다. 이는 분배가 중요한 새로운 시대와는 양립하기 힘
들다. 불안정한 환경변화가 쉽게 예측되는 지금의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만
안전지대로 남을 수는 없다. 가계-정부-기업에서 위험을 균형화하고 공유
하면서 현재의 불안정한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 사회기반을 회복하기 위해
서는 적극적인 재정지출이 불가피하다.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회투자
의 전략을 추진해야 하는 시대 과제가 눈앞에 있을 때, 재정준칙과 재정건
전성을 헌법의 가치로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재정은 절대적 가치
가 아닌 사회와 경제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의 성격을 가진다.
국가 예산(재정)에 대한 국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재정사업 결과에
대한 국민책임을 보장하는 헌법 조항을 국민기본권 차원에서 규정할 필요
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의 권리로서 국민소송제를 보장하고 전문가들
의 폐쇄적인 의사결정에서 발생하는 비윤리성을 통제할 수 있는 국민통제
장치들을 헌법적 가치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예산법률주의와 예산법률주의와 국회 예산편성 참여에 대한 논의
들도 있었다. 그런데, 예산이 불가피한 정치적 특성이 있고 정부가 해결해
야 하는 예산의제 상황이 항상 가변적이며(특히 한국을 둘러싼 국제정세의
가변성) 정부의 전략적 예산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산법률
주의를 통한 예산편성 혹은 집행의 경직성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을 수 있다. 예산을 법률과 같이 국회에서 관리하면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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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정적일 수 있고 지금 보다 더 정치화될 위험도 있다.
예산편성에 국회 참여 문제는 국회의 신뢰성과 관련되어 있다. 행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국민통제와 참여가 보장되어 있지만 국회는 아직 현실에서
그러한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다. 국회의 예산편성 참여가 헌법 조항 수준
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신뢰성과 책임성 조항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예산편성은 정책을 주창하는 것이고 이후 결산과정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국회가 예산편성에 참여하면 결산과 성과 책임 문제가 발생한다. 국
회가 편성한 예산에 대해 집행과 성과에 대해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장
치 마련이 쉽지 않을 수 있다. 행정부와 국회의 견제 균형에서 쟁점이 발
생할 수 있다. 예산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강화하고 국회는 심판자로서
감독 및 평가자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재정분권(정부간 재정관계) : 새로운 재정분권 플랫폼

분권개혁에 대한 관심과 주창이 활발하지만 재정분권에 대한 관심은 상
대적으로 취약한 상태이다. 지방은 행정권한은 확보하면서 중앙으로부터
재원을 더 지원받는 집권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다. 분권은 행정과 재정 모
두에서 분권의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 지역불균등과 재정불균형을 고려
하면 자주재원 중심의 재정분권은 실천하기 불가능한 시대 과제로 인식된
다. 하지만 이는 세입분권의 한 쪽 측면에서만 해결방안을 찾기 때문이다.
세입과 세출의 두 가지 지방재정부문에서 새로운 재정 분권 플랫폼을 만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면 대부분의 경우 수도권의 세원이
상대적으로 더 풍부하게 되고 다른 지자체는 재정적으로 손해를 보게 된
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재정조정기능을 강화하여 낙후지역에 더 많은
재원을 지원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분권이 아니라 집권이다. 행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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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이 강화되면서 외부(중앙)로부터 지원되는 재원이 많아지면 재정적으
로는 비효율성의 재앙이 발생한다. 세입부문에서는 이러한 딜레마 상황을
해결하지 못한다.
세출 부문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세원이 풍부한 수도권은 국고보조
사업에서 보조율을 낮게 가져가고 낙후지역에서 필수적인 복지사업은 중
앙정부가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이원적 재정분권체계’를 구상할 수 있
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기초연금, 보육료지원, 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등은
중앙정부의 지침대로 전국 통일적으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자체재원과
국고보조금의 구분이 의미가 없다. 이러한 분야에서 수도권은 지방재원을
더 많이 부담하고 낙후지역은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방식으로 세출
부문을 조정하면 국세 지방세 이양에 따른 세입조정을 중앙정부의 조정과
정을 거치지 않고서 해결할 수 있다.
다른 대안으로, 국세를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지방재정교부금의 조정기능
으로 재정불균형 문제에 대응할 수도 있다. 수도권에 지방세 확충으로 재
정불균등이 발생하면 지방재정교부금을 수도권에 적게 배분하여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는 방안이다. ‘지방세’에 한정하여 조정기능을 수행하면 지
방세입 전체를 왜곡시키고, 결과적으로 재정집권화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재정분권과 관련하여 헌법에서 보장할 필요가 있는 또다른 쟁점은‘국
가는 지방세출에서 자율성을 통제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헌법 조문에 지
방세출 사업의 독립성에 대한 기본 방향을 명기하고 지방재정법에 구체적
인 실천방안을 법제화해야 한다. 지방세출의 자율성은 기획재정부, 중앙각
부처, 행정안전부로부터 과도하게 억제되는 경향이 있다. 이 세 부분으로
부터의 자율성 확보가 중요하다.
첫째, 국고보조금에 따른 사업운영 통제는 복지분야에서 특히 심하다. 중
앙목적의 복지 사업에서 지방의 재원이 의무적으로 분담되는 것을 원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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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금지해야 한다.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은 일단 지방에 배분
되면 ‘지방’의 재원으로 인정해야 하고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의 자율
성을 적극 보장해야 한다. 지방을 중앙정부의 산하기관으로 간주하지 않도
록 해야 한다.
둘째, 중앙예산부서에서 지방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기반계정사업과 같이 중앙 예산부서에서 직접 사업
을 관리하는 특별회계에서는 실질적으로 지방의 세출 사업을 통제하고 지
방재정 사업의 비효율성을 악화시키는 문제가 상당하다. 기획재정부에서
효율성을 높이려는 조치를 강화할수록 비효율성은 더 악화될 수 있다. 해
답은 특별회계 사업의 지방이양이다. 중앙예산부서는 국가재정관리에 집중
하고 개별적인 사업관리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셋째,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지침과 재정관리제도에서 지방세출 운영의
통제가 과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방세출사업은 지방의회와 지역주민
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해당 사업의 성과책임은 중앙정부의 윗방향이
아니라 지역주민을 향하는 아랫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넷째, 중앙과 지방이 유사중복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지방세출 사업을
우선적으로 인정하고 쟁점이 되는 중앙사업의 폐지 혹은 지방이양 조치하
는 재정분권화가 필요하다. 이는 지방자치의 관련 조항과 직접 연관된 것
이다. 국고보조금이 연례적으로 운영되고 지방에서 행정관리 역량이 안정
화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조직-인력-재원을 묶어서 지방이양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원칙에 기초하여 기획재정부
에서 운영하는 보조금존치평가제도에서는 문제사업에 대한 ‘폐지’조치
와 함께 ‘지방이양’의 처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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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 시대의 개헌과 정부형태

최상한
경상대 행정학과 교수

1 주권자 없는 헌법 개정 논의
□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민이 제일 먼저 나온다. 그 밑에 국회와 정부가 있
다.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선포한다. 제1조 제2
항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한
다. 공화국(republic)이란 다수에 의한 공적 결정에 의존하는 나라를 의미
하며, 민주공화국은 주권이 모든 국민에게 있되, 국민이 선출한 의원에 의
해 법이 만들어지는 대의제, 즉 간접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근간으로 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민주공화국의 핵심이 국민의 주권에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민주공화국은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민의 권리와 이익
을 위해 국정을 운영하는 체제이기에 국회와 정부는 국민 밑에 있다. 이
정신은 1948년 헌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 1987년까지 9차례의 헌법이 개정
되었음에도 사라질 수 없는 국가의 근본 규범인 것이다.
제헌 헌법 제2조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여 이미 69년 전에 국민주권 시대를 열었
다. 4ž19 혁명 이후 개정된 헌법에서도 국민주권과 국민권력 개념은 조금
도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반영되었다.
5ž16 군사쿠데타로 4ž19 혁명의 정신을 송두리째 뿌리뽑고, 박정희 군사
독재의 장기집권을 준비하였던 헌법 제6호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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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하였다. 총칼로 집권을 하
였던 군사정권 조차도 헌법에서 국민주권과 국민권력 개념은 없애지 못하
였다. 박정희 독재정권의 장기집권을 보장한 유신 헌법도 예외는 아니었
다.
1979년 박정희 독재정권이 총탄에 무너지고, 신군부의 쿠데타에 의해 탄
생된 제5공화국도 국민주권과 국민권력을 국민에게서 찬탈하지 못하였다.
1987년 6월 민주화항쟁으로 탄생한 현행 제6공화국 헌법도 제헌 헌법부터
보장한 국민주권과 국민권력을 조금도 바꿀 수가 없었다. 민주정권이나
독재정권일지라도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
온다’는 정신을 헌법 제1조에 천명하고 있다.
주권(主權, sovereignty)이란 국가 최고 독립성을 상징하는 개념으로 국가
권력의 기초는 총의에 있고 총의는 국민의 의사이며, 국민이 주권자가 된
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국민주권이라고 하면 국가 공동체 의사결정의 초
종권한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국민주권주의는
주권자인 국민이 최고의 결정권을 가진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국민주권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직접민주주의 형태로든 간접민주주
의 형태로든 국민이 국가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길이 보장되어야 한
다. 이러한 길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인민공화국이며, 간접형태로
구체화되는 것이 민주공화국이다. 오늘날 세계 모든 나라의 헌법은 국민
주권원리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주권원리는 국가의 근본규범이기
땜분에 헌법 개정으로도 이를 없앨 수 없다.
그러나 국민주권원리는 규범이고 이상이었지 우리 역사에서 국민주권이
실현된 적이 거의 없었다. 있었다고 한다면 작년 10월부터 전국에서 불기
시작했던 촛불시민혁명이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700만명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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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이 전국의 광장으로 나와 대통령을 탄핵하였다. 국민이 자기의 손으
로 뽑았던 대통령이 잘 못하면 주권자인 국민이 언제든지 대통령을 탄핵
시키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국민주권원리의 실현을 보여주었다.
현재 진행되는 있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개헌 논의는 촛불시민혁
명의 국민주권원리를 거역할 수 없다. 주권자의 최고의사결정을 국회가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은 헌법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그러나 국회 헌법
개정 논의에는 주권자인 국민이 존재하지 않는다.
전국에서 헌법개정 국민대토론를 몇 차례 개최하는 것 만으로 주권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없다. 주권자의 참여가 없는 국회만의 헌법개정은 국민
을 대표하는 국회가 국민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위이며, 국민주권을 침
해하는 헌법 제1조 제2항의 부정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참여 헌법개정은 국민주권을 온전히 실현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
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1994년에 국민이 참여하는 헌법의회를 구성하여
미래헌법의 모델을 보여주었다. 아일랜드와 아이슬란드에서도 국민의회,
헌법의회 등을 구성하여 국민참여 헌법 개정이 어떻게 되어야 함을 전세
계에 각인시켜주었다.
뒤늦었지만 국회는 이번 헌법개정 논의에도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참여
하는 다양한 방안을 국민과 함께 마련하여야 한다. 이는 촛불시민혁명의
시대적 요구라고 할 수 있다. 이 요구에 부응할 때만이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제2항의 촛불시민
혁명 정신을 계승할 수 있다. 국회가 국민참여와 국민주도가 전제되지 않
는 개헌을 시도할 경우, 국회도 국민의 탄핵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촛불
시민혁명의 준엄한 시대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 123 -

2 주권자도 모르는 정부형태
□

현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권력구조 개편은 ①
대통령 4년 중임제, ➁ 혼합정부제(이원정부제), ➂ 내각제(내각책임제)로
압축되고 있다. 이 세 가지 개편 방안의 핵심은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견제할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국회 개헌 논의는 박근혜 전대통령이 최순실의 국정농단사태에 대한
국민 비판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일환으로 작년 10월 24일 국회시정 연설
에서 개헌 카드를 꺼내들면서 본격화되었다. 정권의 위기를 개헌이라는
꼼수로 모면하려는 정치적 승부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박근혜 전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
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박 전대통령
은 권력구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대통령 선거로 인
한 극단적인 정쟁과 대결구도, 정권창출을 위한 투쟁의 악순환, 5년 단임
제로 인한 정책의 연속성 부족, 일관된 외교정책의 결여 등을 들면서 현
행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박근혜 전대통령이 탄핵되고,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면서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 중임제 개헌 공약을 내걸었고, 당선 가능성이 희박한 후보
와 정당은 권력을 나눌 수 있는 내각제와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하였다.
주권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된 권력구조 논의는 결국 앞에서 말한 세
가지로 압축되면서 권력 분점을 위한 기싸움으로 좀처럼 합의점을 도출하
기 어려운 상황이다.
촛불시민혁명에서 주권자인 국민들은 현행 대통령제의 폐단을 지적하면
서 권력 분산형 권력구조를 위한 개헌을 요구한 바가 없었다. 오로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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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 탄핵과 나라다운 나라를 외쳤다. 그러는 동안 당선 가능성이 희박한
정당은 정권을 잡지 못해도 권력을 나눌 수 있는 내각제와 대통령과 국무
총리의 권한을 배분하는 이원집중제를 끊임없이 제기하였다. 국민이 알
수 없는 변형된 형태의 권력구조가 모닥불을 피우고 있었던 것이었다.
이렇게 진행된 권력구조 논의는 권력 나누기라는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
권력구조 개편을 정부형태 개편으로 바꾸어 진행하고 있는 측면이 강하
다. 권력구조 개편이 아닌 정부형태 개편이라고 하면 광범위한 의미로는
입법ž사법ž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개편을 넘어서 정
당구조의 민주화도 포함될 수 있다.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만의 개편으
로는 정부형태를 논의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권력구조의 개편 방향
과 이에 따른 조건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순수ž분권형 대통령제 6개 국가(순수 대통령제: 한국,
미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분권형 대통령제: 프랑스, 타이완)의 대통령 권
한 비교에서 우리나라의 대통령 권한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점수에서 우리나라는 20.5이었으며, 미국은 13점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보다 대통령 권한에서 7점이나 높았다. 반면에 프랑스 대통
령의 권한은 7점으로 우리나라 대통령 권한의 3분의 1 수준에 지나지 않
았다. 또한 OECD 국가 헌법 중 행정수반(대통령 또는 수상)의 권한은 우
리나라가 5위로 상위권에 속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한이 다른 나라 대통령 보다 상대적
으로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순수ž분권형 대
통령제이든 혹은 내각제이든 행정수반의 권한은 권력구조의 설계에 따라
달라짐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타이완은 분권형 대통령제이지만 순
수 대통령제인 미국보다 대통령의 권한이 더 높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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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대통령제인 인도네시아는 분권형 대통령제인 타이완 보다 대통령의 권
한이 절반 밖에 되지 않는다.38)
또한 OECD 조사에 의하면 내각제 입헌군주국가인 스페인과 이원집정부
제 국가인 포르투갈, 의원 내각제 국가인 벨기에의 경우, 행정수반의 권한
은 우리나라 대통령 보다 더 높다. 이는 행정수반의 권한 축소는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순수대통령제, 분권형 대통령제의 권력구조에 달려있는 것
이 아니라 정부형태 내의 견제ž균형ž책임 등의 다양한 장치에 달려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개헌에 있어서 대통령 권한 축소를 위한 이원집중부제
혹은 내각제 개편 보다도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한을 정부형태 내에서 분
산시키는 방안을 먼저 찾아야 한다.
이원집중부제와 내각제는 정부수립 이후, 거의 시행되지 않았기때문에
국민정서와 제도ž관습 상 도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울 수 밖에 없다. 권력구
조를 개편한다고 하면 5년 단임제로 인한 폐해를 줄이고,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 속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우리 현실에 더 가까울 수 있
다. 이러한 권력구조 개편은 반드시 국민참여와 국민주도가 보장되는 헌
법 개헌에서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함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3 대통령 권한 분산을 위한 자치분권
□

내각제와 이원집중부제를 채택하지 않고서도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그중 하나가 자치분권 개헌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
국 헌법은 전문과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은 제1장 총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

38) 이동성 박사(영국 노팅엄대학교)가 Shugart and Carey(1992), Hicken and Kasuya(2003) 등의 자료를 이용해
작성한 지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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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제7장 선거관리,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경제, 제10장 헌법 개정으로
분류되어 있다.
헌법의 각 장에 규정된 기관은 국회의원을 헌법기관이라고 부르듯이 헌
법에 보장된 헌법기관이다. 제8장 지방자치의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를
제118조는 지방의회를 규정하고 있다. 곧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헌법
기관인 것이다. 헌법기관이라고 하면 헌법에 보장된 기관으로 다른 장에서
보장된 기관과 상호대등한 관계에서 상호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전
제된다.
이런 헌법정신으로 본다면 국회와 정부 그리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의 관계는 종속적이고 예속적인 것이 아닌 상호보완관계이며 대등한 협력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중앙정부와 지방정
부는 대립ž예속관계가 아닌 대등한 협력관계라고 판시한 바 있다(2006헌라
6). 이로 미루어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상호대등하며, 지방의회는
국회와도 상호대등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헌법
기관으로서 자율성과 자치권을 누려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거의
종속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8장 제117조와 제118조에서 지방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헌법상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은 자유민주주의 원리, 권
력분립의 원칙, 보완의 원리 및 기본권의 보장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
방자치의 제도적 보장이란 지방자치 그 자체를 폐지할 수 없으며,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그 본질적 부분을 박탈하는 것과 같은 법률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이는 국회나 행정부가 지방자치제도 자체를 폐지하거
나 본질적인 내용을 왜곡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헌법이 보장하는 것이다.
제8장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

- 127 -

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
산을 관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권을 의미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은 자치입법권을
뜻한다.
‘주민의 복리’라고 할 때 ‘복리’(福利)란 사전적 의미로 행복과 이
익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헌법 제8장 제117조 제1항은 주민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을 보장하는
것이 헌법정신이다. 하지만 지방정부에게 주어진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
은 한계가 뚜렷해서 자치할 수준이라고 할 수 없는 실정이다.
헌법 제8장 제118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이며, 제2
항은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
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30조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다.”고 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에는 광역지방의회, 기초지방자치
단체에는 기초지방의회가 있게 된다. 여기서 대의기관이란 주민주권이 지
방의회를 통해 구체화되는 대의민주주의 방식을 뜻한다.
대의민주주의는 19세기 이후부터 주민주권을 실현하는 방법상의 문제점
과 한계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래와 같
은 대의민주주의의 네 가지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주장이 있다(Manin,
2004: 19):
① 선거를 통해 통치할 사람(대리인)을 임명한다.
② 통치하는 사람의 정책 결정은 유권자들의 요구로부터 일정 정도
독립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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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유권자들은 통치자들의 통제에 종속되지 않고, 그들의 의사와 정
치적 요구들을 표현할 수 있다.
④ 공공 결정은 토론을 거친다.
하지만 우리의 대의민주주의는 ①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가지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 단체장들과 지방의원들은 주민들의 요구를 아
예 무시하고, 자기들만의 정책을 결정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주민들이
단체장과 지방의원에게 종속되지는 않지만, 그들의 의사와 정치적 요구를
표현할 수단의 제도화는 미약하다. 그리고 공공 결정은 토론이 아닌 다수
의 독식으로 일관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19세기말에 발달한 대의민주주의는 21세기에 나타나고 있는 복잡
한 현상과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대표성의 실패와 신뢰의 상실에 따라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또한 대의민주주의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된
의사가 공공성과 민주성을 결여하고, 이에 따라 대의민주주의는 비민주적
이고, 부패했으며, 심지어 증오의 대상으로 조롱받고 있다.
대의민주주의에 관한 이런 신랄한 비판에서 우리의 지방자치도 예외일
수가 없다. 이는 19세기형 대의민주주의에 따른 지방자치를 21세기형 직접
민주주의 방식의 지방자치로 전환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중앙정부에
서 지방정부로의 권한 분산은 곧바로 대통령의 권한이 지방정부의 장에게
로 분산됨을 의미하기 때문에 개헌에서 분권과 함께 자치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자치분권 전반에 관한 개헌 논의도 이번 기회
에 주민주도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 129 -

토

론

문

최 우 용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들어가며

먼저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의 지정토론자로 참석하게 된 것을 영광으
로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보내준 ‘기조발제문’과 ‘헌법개정 주요 의
제’를 잘 읽었습니다. 그 동안의 국회 개헌특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개헌특위의 자문위안(이하, ‘자문위안’
이라 함)으로 지역신문에 소개된 것과 같은 구체적인 안이 없어 아쉬움이
남습니다.39) 그 보도에 따르면, 자문위안은 현행 헌법 제1조에 제3항을 신
설하여‘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이다’라는 조항을 새로이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두고 많은 지역민들은 개헌 특위에 환영과 찬사를 보
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토론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
용이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한편으론 아쉬움으로 남고, 또 한편으
로는 걱정이 들기도 함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또 기
조문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시대상황
을 반영하고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헌법체제

39) 부산일보 8월 23일자 1면 및 4면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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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모처럼 뜨겁게 타오른 개헌의 열기가 내용적으로
도 식지 않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법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지역의 분권과 자치
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그 동안 생각해 온 분
권형 헌법개정안에 대한 저의 생각을 밝히는 것으로 토론에 임하고자 합
니다. 그리고 기타 기본권과 사법권의 부분에 대하여 평소 생각해 온 점들
에 대해서도 몇 가지 말씀드리는 것으로 토론에 임하고자 합니다.

2.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에 들어갈 내용의 제안

(1) 분권국가의 천명
대한민국의 기본원리로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한 헌법적 의지를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 전문이나 총강의 제1장에 제3항을 신설하여
대한민국이 분권형 국가임을 선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는
자문위안과 같은 생각입니다. 이는 그 동안 정말 많은 이들이 주장해 온
것입니다. 이 조항의 신설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은 한층 더 높아 질 것
이며, 세계 헌법사의 모범이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문위안
○ 헌법 전문 또는 총강에 지방분권의 가치 포함
- 제1조 제3항: 대한민국은 지방분권형 국가이다. <신설>

(2) 주권재민의 이념 및 주민으로서의 자치권 명시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 기본 이념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모
든 행정과 권한의 원천은 주민에게 있음을 밝혀 둘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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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민에의 책임의식을 고양시키고, 주민의 행정에의 참여를 의무화할 필
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자문위안은 적절한 제안이라고 생각하
며, 개정 헌법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의
직접참여의 근거 규정도 시대적 요청에 따른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문위안
○ 주권재민 규정 신설(제117조 제1항)
: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주민에 속한다. 주민은 자치권을 직접 또는 지방정부의 기관
을 통하여 행사한다.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신설>

(3) 사무배분기준의 명확화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 기준에 관하여 그 동안 학계를 중
심으로 이론적인 정비가 되어 있는 보충성의 원칙 및 전권한성의 원칙 등
의 이념을 헌법규정에 명기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현재 지방자치법
에서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무배분의 내용과 기준을 헌
법적인 내용으로 격상시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부산시의 개정안
을 참고로 하면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산시 개정안
○ 중앙 권한의 지방자치단체로의 적극적인 위임 신설
- 제122조: ①광역지방정부는 기초지방정부가 처리할 수 없는 사무를, 정부는 광역지
방정부가 처리할 수 없는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②국가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 배분
을 하여야 한다. <신설>

(4) 자치입법권(조례)의 보장
자치입법권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의 논의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그 개정
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학계는 물론 실무계에 있어서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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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안을 보면 조례의 위상을 격상시켜 ‘그 지역의 법률’로 개념을
새롭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간 조례의 제정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지적되어 온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법률의 유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률’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이해됩니다. 아무튼 자문위안
은 고무적인 표현이지만 이는 법률유보에 관한 단행 법률의 개정을 통해
서도 달성될 수 있다고 보여, 향후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논의에
따라 그 표현이 변한다 할지라도 자문위안의 개정 취지만은 변화가 없어
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행 헌법과 지방자치법상의 ‘법령의 범위내에
서’를 최소한 판례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법률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도로는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40) 제도적 지방자치가 비
교적 부족한 일본 헌법에도 조례의 제정범위는‘법령’이 아닌 ‘법률’
의 범위내로 한다고 하여 행정입법에 의한 조례제정의 제한을 헌법이 방
지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현행과 같이 ‘법령의 범위내’로
한정한다고 하면 사실상 지방자치를 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헌법개정에서 반드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자문위안
제118조
제1항: 외교, 국방, 국가치안 등 국가존립에 필요한 사무 및 금융, 국세, 통화 등 전
국적 통일성을 요하거나 전국적 규모의 사업에 대하여는 중앙정부만 입법권을 가진다.
제2항: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입법
권을 갖는다.
제3항: 지방정부는 그 관할구역에서 효력을 가지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신설>

40) 대법원 1997.4.25., 96추2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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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주재정권의 보장
이 역시 지방자치의 실질적 실현과 지방분권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서
는 반드시 필요한 문제라 하겠습니다. 재정자주권 및 과세자주권에 관한
헌법규정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과세자주권이 있음
의 천명과, 필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과세자주권의 보장 그리고 국세 등
의 재원이양에 관한 문제가 헌법상 반드시 명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점
에서 자문위안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자문위안
제119조(신설)
제1항: 지방정부는 자기책임 하에 고유사무를 수행하고, 그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스스로 부담한다.
제2항: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위임하는 정부에서 부담한다.
제3항: 지방정부가 사무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배
분되어야 한다.
제4항: 지방세의 종류와 세율과 세목 및 징수방법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법률
로 정한다.

(6)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명기
서구의 많은 헌법에서 보듯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헌법에 명기할 필
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종
류에 관한 규정을 헌법적 규정으로 격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폐치(廢置)논의의 신중성을 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및 종류의 변경 등은 지방자치의 핵심적 사
안으로 헌법적 논의를 거쳐야 할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헌법에의 명기
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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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정부의 종류를 헌법에 명시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하되,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시·도와 기초지방정부인
시·군·자치구를 두어야 한다.

(7) 지방자치단체의 국정 참가를 위한 지역대표형 ‘양원제국회’에 대한
규정정비
양원제 문제는 국회의 원구성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으로 개정까지는 어
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간의 소통의 부재를 없애고 지역적인 인구편차로 인한 수도권 중심의
국정운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역대표형 양원제로의 전환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헌법에 양원제의 필요성을 밝히고, 상원은 지역대표로
구성됨을 밝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동안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관한 법안들이 상정이 되어도,
국회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미이행 되거나 폐기된 예를 무수히 보아
왔습니다.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유난히도 단원제 국
회의 한계를 보여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대표형 상원은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또는 지역간의 갈등관계를 해
소하고 지역 및 지방자치와 관련된 입법활동과 정치적 타협을 도출함으로
써 단원제 국회의 단점을 보완하고 국민통합과 지역통합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반영한 위원회안의 내용에 찬
성을 하는 바입니다.
자문위안
입법부의 양원제(상원, 하원) 채택(신설)
제41조 ① 국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한다. 상원은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동질성을
갖는 지역의 주민을 대표하고 하원은 국민을 대표한다.
② 국회의원의 수는 상원의원은 50인 이하, 하원의원은 300인 이하로 한다. 하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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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의 2분의 1 이상은 비례대표로 선출한다.
③ 지방자치 및 지역주민의 이해와 관련된 하원의 의결은 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
다.
④ 그 밖의 하원의 의결에 대해서는 상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의결로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하원은 재의결을 요구받은 의안에 대해서 하원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재의결할 수 있다.
⑤ 하원이 헌법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⑥ 상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⑦ 상원의원은 국무위원, 정당의 당직을 겸할 수 없다.
⑧ 상원의원 선거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한다

(8)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의 의무 및 지방정부의 참여 보장 확대 조항 신설
지방분권과 더불어 또 하나의 중요 사항인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인재육성
에 관한 에 관한 헌법적 의지를 밝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어려운 과제 중의 하나가 바로 교육문제입니다. 이 교육문제를 풀고,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는 방안을 헌법적
문제로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산시가 제안하고 있는 지역인재의
육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이야말로 이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
든 것의 시작과 끝은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이 수도권에 모여
살 수는 없고, 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비정상적인 국가일 수 밖
에 없습니다. 지역과 중앙이 함께 성장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은 지
방분권과 함께 지역인재의 육성방안을 헌법적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이라
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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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개정안
- 국가는 전국 각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현행헌법 제123조 제2항을 수정 이전>
- 국가는 제1항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장의 전
국적 협의체 또는 그 연합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여야 하며, 그 절차와 방법 등
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신설>
- 국가는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3. 기본권 분야에 관한 의견

(1) 생존권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배려, 인격 존중의 권리, 노인의 자립생
활영위에 관한 권리, 장애인의 자립생활 영위에 관한 권리, 혼인 가족 구
성 권리, 부모의 자녀 보호 양육권 등은 새로운 생존권으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생존권은 프로그램적 규정이라고 하여 국가의 목표 조항, 국가의
노력 조항 등으로 해석하여 그 헌법적 효력을 약화시키는 견해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들에 대해서 가능한 한 명확히 권리조항으로
변경하여 권리로서의 헌법적 효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참정권
국민발안권, 국회의원 소환권을 신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청구권
이미 사문화 된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금지조항은 삭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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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군인의 인권보장
그 동안 비교적 소외시 해 온 군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필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국방의 의무를 이유로 국민의 인간으로서
의 존엄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국가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국
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5)기업의 인권경영
그 밖에 기업의 인권경영에 대해서도 경제 조항 등에 규정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각종 먹거리를 둘러싼 사회 현상들을 보면
서 국가는 기업의 인권존중 경영을 장려·지원하고, 기업의 인권침해로부
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4. 사법부의 법률안 제출권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정부가 2007년 제출한 행정소송법 전부개정안
이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뒤 2011년 법무부는 각계 전문가 14명으
로 행정소송법개정특위를 구성해 '의무이행소송'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부
안을 만들어 2012년 입법예고, 2014년 법제처 심사까지 마쳤지만 이후에는
소식이 없습니다. 대법원이 2002년 행정소송법개정위를 구성해 처음 논의
를 시작한 때로부터 따지면 무려 15년이나 지난 셈입니다.
위의 예를 보더라도 헌법기관 특히 대법원이 법률안 제출권은 필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이 법률안 제출권을 갖게 되더라도 이에 대한 최종
심의·의결권한은 국회가 가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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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이 개정헌법에서도 유지된다면 법원과 헌재 등 다른
헌법기관에도 (법률안 제출권을) 인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상 독립된 기관의 고유 업무에 관해서는 그 기관이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현재와 같은 우회 입법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대법원
의 법률안 제출권은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5. 나오며 – 개헌특위에 대한 기대와 당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지방분권을 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방분권
은 우리 국가의 대개조와 관련된 큰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분권에 대한 이
해관계는 각계각층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의 권력과 권한
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토론자에게 배부된 그 간의 특위의 논의를 보면, 이 점은 더욱 분명해
집니다. 여전히 분권에 대한 ‘반분권’의 기운 또한 만만치 않다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점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늘 기조발제
문을 보고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제1조 제2항을 발제자가 인
용하고 있기 떄문입니다. 단언컨대 그간의 9회에 걸친 개헌 역사상 이번의
지방분권의 문제만큼 지역의 많은 국민들이 요청한 예는 아마도 없을 것
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개헌에 지방분권은 어떤 형태로든 반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분권이라는 명제의 정당성은 세계사가 증명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시대적 사명입니다. 또한 지방분권은 지역간
의 갈등을 넘어 국민통합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정의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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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토론자는 개헌 특위에 진심으로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국회 개헌특위의 활동과 개헌에의 의지가 용두사미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진정성 있는 개헌의지를 가지고, 시대적
조류를 정확히 읽어 내어, 통합의 대한민국, 품격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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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자료 1

[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전체일정 ]

지역

일자

개최장소

좌장

기조발제

부산·울산·경남

8. 29.(화)

부산

부산시청 대회의실

이주영

최인호

광주·전남

8. 31.(목)

광주

5.18기념문화관
대동홀

이인영

송기석

대구·경북

9. 5.(화)

대구

대구시청 대회의실

정종섭

이상돈

전북

9. 7.(목)

전주

전북도청 대회의실

김관영

김성태

대전·충남·세종

9. 12.(화)

대전

대전시청 대회의실

하태경

이상민

강원

9. 14.(목)

춘천

강원도청 대회의실

이주영

최교일

충북

9. 19.(화)

청주

충북도청 대회의실

이인영

이종배

제주

9. 21.(목)

제주

제주도청 대회의실

정종섭

강창일

경기(의정부)

9. 26.(화)

의정부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

김관영

이태규

경기(수원)

9. 27.(수)

수원

경기도 문화의 전당
꿈꾸는 컨벤션 센터

하태경

전해철

인천

9. 28.(목)

인천

인천문화예술회관
대회의실

이주영

성일종

※ 토론회 좌장 및 기조발제자 순서는 위원장 및 간사 간 협의로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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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자료 2
대한민국헌법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시행 1988.2.25.]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
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
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
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1장 총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
수된다.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
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
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
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
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145 -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
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
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
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
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
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
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
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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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
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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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
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
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
할 수 없다.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은 법률로 정한다.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
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
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
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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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3장 국회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
된다.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6조 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제47조 ①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8조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0조 ①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
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
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54조 ①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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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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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조 ①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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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 제출할 수 있
다.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
결을 얻어야 한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60조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
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
을 가진다.
제61조 ①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
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2조 ①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 ①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
야 한다.
제64조 ①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
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
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
는 아니한다.

- 149 -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66조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67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
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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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
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
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
에 붙일 수 있다.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74조 ①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
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76조 ①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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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
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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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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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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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한다.
제80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제81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
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제83조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85조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2절 행정부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86조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③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제87조 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③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2관 국무회의
제88조 ①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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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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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영기업
체관리자의 임명
17.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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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①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
의를 둘 수 있다.
②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③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1조 ①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
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2조 ①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
다.
②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3조 ①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
회의를 둘 수 있다.
②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관 행정각부
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
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4관 감사원
제97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제98조 ①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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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9조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0조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장 법원
제101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2조 ①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04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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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제106조 ①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107조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
야 한다.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
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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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
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2조 ①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③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113조 ①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
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장 선거관리
제114조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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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④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
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15조 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6조 ①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제8장 지방자치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①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장 경제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
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20조 ①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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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
한다.
제121조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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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
을 위하여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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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제125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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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 ①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
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
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 <제10호, 1987.10.29.>
제1조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
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선거는 이 헌법시행일 40일 전까지 실시한다.
②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제3조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선거는 이 헌법공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하며, 이 헌법에 의
하여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후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
시한다.
②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4조 ①이 헌법시행 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
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과 대법원장 및 감사원장은 이 헌법
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
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②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
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제6조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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