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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제헌헌법은 건국을 향한 선조들의 지혜가 축적되어 온 결과물이다. 특히 해방공간

에서 제헌헌법에 이르기까지 선현들의 제헌을 향한 열정적인 노력을 읽을 수 있다. 

제헌헌법 이전의 헌법사적 유산이나 제헌헌법과정의 논의 및 제헌헌법을 통해서 

표출된 경제규범들을 들여다보면 자칫 시장경제가 통제경제 내지 계획경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구심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헌법문헌들을 통해서 드러난 

논의의 결과물들에 의하면 그 어떤 경우에도 시장경제를 포기한 적이 없다는 점이다. 

1948년에 즈음한 시장경제는 새로운 신생독립국가 건설(nation-building)을 위한 불가

피한 국가적 규제와 통제를 동반한 시장경제일 수밖에 없었다. 1954년에 단행된 

제2차 헌법개정은 시장경제 강화를 위한 첫 걸음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1962년 제3

공화국헌법의 자유 시장경제를 향한 거보는 자본주의 국가로의 본격적인 진입을 알

리는 신호탄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다. 1980년대에 이르러 우리 경제도 고도산업자

본주의 시대를 맞이하게 됨에 따라 유럽과 미국에서와 같은 독과점규제가 새삼 문

제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시장경제가 형성되지 아니하였던 제헌기의 경제규

제나 경제통제와는 그 성격을 전적으로 달리하는 것이다. 결국 대한민국 헌법상 경

제질서는 독립된 장을 설정한 편제상의 연속성과 독립성에 더 나아가 그 내용에 있

어서도 일정한 연속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헌법상 경제는 시장경제를 기

반으로 출발하였지만 국가건설을 위한 국가적 규제와 통제의 시대를 지나 시장경제의 

활성화 시기를 거쳐서 마침내 공동체의 삶을 보듬기 위한 사회정의 내지 경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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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를 위한 국가적 규제와 조정의 시대로 안착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헌법상 

경제는 그 연속성을 발휘해 오고 있다. 1987년 헌법제정 이후 사반세기가 지난 후에 

다시금 경제의 민주화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것은 경제의 연속성이 동일한 헌법을 

두고서 활성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탄이면서 동시에 이 시대가 안고 있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경고음이기도 하다.

주제어: 경제헌법, 경제질서, 경제헌법사, 제헌헌법, 시장경제, 통제경제, 사회정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경제의 민주화

Ⅰ. 문제의 제기

헌법은 동시대에 주권자가 요구하는 정치적․이념적 산물이다. 바로 그런 점에서 

헌법은 하나의 통일된 가치체계여야 한다. 따라서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는 정치적

으로나 경제적으로 통일적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 점에 관한 한 대한민국 헌법도 

예외일 수 없다. 1945년 해방 이후 독립국가의 헌법을 창제하기 위한 노력은 건국

이념과 직결되는 논쟁을 거듭하여 마침내 1948년 헌법으로 하나의 결론에 이른다. 

대한민국헌법은 국민주권주의 이념에 기초하여 정치적으로는 인민민주주의에 적대

적인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공산주의적 계획경제질서에 적대적인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에 기초하여 있다.1) 이는 곧 정치헌법과 경제헌법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그 경제헌법의 핵심적 화두인 시장경제와 사회정의가 

현행헌법에서 시장경제와 경제의 민주화로 대체되면서 경제헌법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요구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1948년 제헌헌법에서 경제를 독립된 장(章)으로 설정하면서 제헌

헌법이 추구한 경제질서의 원형을 탐구해 보고 동시에 제헌헌법 이후 변화된 경제

질서를 헌법의 경제 장 중에서 첫 번째 조항인 경제질서의 기본원칙에 관한 조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사실 헌법상 경제에 관해서는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기술된 사유재산권 보장을 중심으로 하는 일련의 규정들 또한 중요한 

경제질서의 기초가 된다. 하지만 우리 헌법은 제헌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경제 

장을 독립된 장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기본권과 다소 중첩적이기는 하지만 경제 

1) 성낙인, 헌법학 제13 , 법문사, 201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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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중심으로 경제헌법을 살펴보는 것 또한 헌법편제의 독창성과 더불어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중에서 특히 제헌헌법의 경제질서가 그 이후 일련의 개헌과정에서 

어떻게 변용되었으며 그 변용이 궁극적으로 제헌헌법의 경제질서와 연속성을 상실

했는가 아니면 발전적 진화를 통한 연속성의 계속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보고자 한다. 

이는 필자가 대한민국헌법이 헌정의 파탄 속에서도 면면히 이어온 헌법의 연속성

이라는 관점에서 논의를 함께해 온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기도 하다.2)

II. 대한민국 경제헌법의 모태 

1. 1948년 경제헌법의 모방성과 독창성

(1) 의의

1789년 프랑스에서 발발한 근대적 시민혁명을 통해서 천명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La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은 절대군주시대의 구제도

(ancien régime)를 청산하는 기념비적 권리선언이라 아니할 수 없다. 바로 이 인권

선언에서 재산권의 천부불가침성을 선언한 이래 19세기까지는 헌법에 경제에 관한 

규정이라고는 재산권불가침 이외에는 특별한 제한규정을 찾아볼 수 없었다. 재산

권의 신성불가침은 근대 시민법질서의 핵심적인 기초를 이룬다.3)

그러나 바이마르헌법이 경제질서에 관한 원칙을 헌법에 선언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탈리아헌법, 중화민국헌법, 스페인헌법 등이 경제질서의 원칙을 헌법에 선언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대체로 경제조항을 헌법에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다.4) 

논쟁의 초점이 되는 바이마르헌법, 중화민국헌법초안(5․5헌장), 제헌헌법의 경제에 

관한 기본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5)

2) 성낙인, 한민국헌법사, 법문사, 2012 참조.
3) 물론 재산권의 신성불가침은 시대정신의 반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일반적인 의미의 

재산이지 인간의 유한한 자산인 토지재산에까지 무제한적인 소유와 이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이미 장-자크 루소(Jean-Jaques Rousseau)의 사회계약론(Du contrat 

social)에서도 적시되고 있다.
4) 유진오, 헌법해의, 명세당, 1959, 178면; 박기실, 헌법이론, 명세당, 1954, 81면.
5) 경제 전반에 관한 비교 논의는, 이영록, 유진오 헌법사상의 형성과 전개, 서울대 박사

학위논문(2008. 8), 186-187면의 도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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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바이마르헌법 제151조(경제상의 자유보장) 경제생활의 질서는 각인으로 하여금 

인간의 가치에 타당한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정의의 원칙에 적합하

여야 한다. 각인의 경제상의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 

1936년 중화민국헌법초안(5ㆍ5헌장) 제116조 중화민국의 경제제도는 민생주의를 기초

함으로써 국민생계의 균등과 충족을 도모해야 한다. 

제121조 국가는 사인의 재산 및 사영사업에 대하여 국민생계의 균형과 발전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률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1948년 제헌헌법 제84조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

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

(2) 바이마르 헌법의 모방?

헌법전에 독립된 절(節)을 마련하고 경제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둔 입

법례를 굳이 찾는다면 자본주의적 경제질서와 사회주의적 경제질서의 타협적 구조로 

나타난 1919년 바이마르공화국헌법에서 그 이념과 체제를 찾을 수 있다.6) 바이마르

헌법 ‘제5절 경제생활’의 핵심적 출발조항인 제151조의 규정이 제헌헌법 ‘제6장 

경제’의 핵심적 출발조항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아마도 제헌헌법 제84조의 규정은 

바로 이 규정으로부터 영감을 얻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바이마르헌법에서의 경제는 독립된 장이 아니라 ‘제2장 독일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하나의 절, 즉 ‘제5절 경제생활’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제헌헌법 ‘제6장 경제’는 동시대의 한국적 

특성을 반영한 규범적 체계라 아니할 수 없다. 그렇기는 하지만 제헌헌법의 경제 

장은 그 원형을 바이마르헌법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동시대에 유사한 

다른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바이마르헌법에서의 ‘경제생활’에서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헌법의 경제 장

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뿐 아니라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권을 포함한 근로기본권, 사회보장권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특징을 알 수 있고, 

6) 김철수, 헌법론, 박영사, 1979, 933면; 김효전, “한국헌법과 바이마르헌법”, 공법연구, 

제14집, 한국공법학회, 1980. 당시에 ‘경제’를 독립적으로 헌법에 규정한 입법례로 

바이마르헌법, 단치히자유시헌법이 있었고, 스페인헌법은 기본권에서 항목을 설정하여 

규정하였다. 유고슬라비아헌법, 브라질헌법은 경제를 따로 규정하기는 했지만 기본권과 

병행하여 규정하였다; 이영록, 앞의 논문, 1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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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점에 관한 한 제헌헌법과의 차별성을 발견할 수 있다. 다만 왜 바이마르헌법의 

‘경제생활’ 모델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굳이 ‘경제’ 장을 설정하였는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의문과 논쟁이 계속될 수 있는 장면이다.

(3) 5․5 중화민국헌법초안의 모방?

한편 제헌헌법의 경제에 관한 기본원칙은 바이마르헌법이 아니라 5․5헌장이라 

일컬어지는 1936년 5월 5일의 중화민국헌법초안과 유사한 형식으로 보기도 한다. 

즉 “그 이념이나 규정 형식, 문구에서 우리 제헌헌법상 경제조항과 유사함을 밝히고, 

5․5헌장이 제헌헌법의 직접적인 헌법례적 모델이 되었음을 주장한 바 있다.”7) 

다만 이 경우에도 수익권이 경제질서와 함께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바이마르

헌법과 유사하지만, 제헌헌법은 수익권은 기본권 장에, 경제는 국가의 통치구조 

다음에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제헌헌법과 유사하다고 본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바이마르헌법은 개인 중심인 반면에, 5․5헌장은 국가목적적인 경제질서를 

중시했다는 차이를 알 수 있다.

이 견해는 유진오에 의해 입안된 제헌헌법이 비록 정치헌법으로서의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변질되었지만 경제헌법으로서의 경제질서는 유진오의 

원안이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보는 시각에서 기본권으로서의 수익권보다는 경제

질서에 더 많은 열의를 보이고 있다고 본다. 경제질서의 기본원칙으로서 ‘사회정의의 

실현’과 바이마르헌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8)이라는 

대구는 5․5헌장 제116조의 ‘국민생계의 균등과 충족’에서 찾고 있다.9) 이와 관련

하여 유진오는 “우리 헌법은 균등경제의 원칙을 기본정신으로 하고 있다.”라고 표현

하고 있다.10) 즉 유진오는 우선 국가경제의 급속한 재건 및 부흥에 중점을 두고 

 7) 이영록, “제헌헌법상 경제조항의 이념과 그 역사적 기능”, 헌법학연구, 제19권 제2호

(2013. 6), 72면.

 8) 유진오, “헌법 제정의 정신”, 헌법의 기 이론, 일조각, 1950, 111면: ‘균형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의 의미에 대해서 유진오는 “경제균등의 의미로도 생각할 수 있으나, 이

곳에서는 그것보다도 우리 국민경제 조직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야 할 것이다. 환언하면 우리의 경제는 무원칙, 무계획하게 방임되는 것이 아니라, 국

민적 기초 위에서 일정한 국가적 계획하에 설계되고 발전되어야 한다는 계획경제의 

원칙이 이곳에 전시되어 있는 것이다.”

 9) 이영록, 앞의 박사학위논문, 181면.
10) 유진오, “대한민국헌법 제안이유 설명”, 헌법의 기 이론, 125면: “이러한 사회정의의 

실현과 또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 – 다시 말씀하면 경제상의 약자를 다만 도와줄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전체에 관해서 균형 있는 발전을 하는 것을 우리나라 경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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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에 자립경제의 수립을 기하였다는 것이다.11)

생각건대 이 견해는 기본적으로 유진오가 기초한 제헌헌법의 경제질서는 바이마르

헌법보다는 오히려 중화민국헌법초안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4) 제헌헌법의 독창성?

제헌헌법의 경제질서를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 이래 전개되어 온 우리 헌법전통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소위 독창적 헌법성을 강조하는 견해도 제기된다.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의 이념적 기초라 할 수 있는 삼균주의에 주목하기도 하고,12) 

조선임시약헌의 생활균등권에 주목하기도 한다.13) 또한 상해임시정부헌법과 중국

헌법의 연관관계를 통하여 경제조항도 중국헌법의 영향을 받은 건국강령과 이를 

계승한 한국헌법, 임시헌법, 조선임시약헌 등의 규정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강조

하기도 한다.14) 이와 같은 논의는 건국헌법은 외국의 헌법이 아니라 한국의 선행된 

헌법구상들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한다.15)

생각건대 경제 장의 핵심조항인 제84조는 그 내용에서 바이마르헌법의 경제 절 

제151조와 유사함을 잘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중화민국헌법초안을 참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시대사적으로 바이마르헌법보다 훨씬 후인 1936년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 원형은 바이마르헌법이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하리라고 보인다. 다만 

이영록 교수가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제헌헌법의 경제 장은 바이마르헌법의 편제와 

중화민국헌법초안의 편제와는 전혀 다른 편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좋고 

나쁨을 떠나 일면의 독창성을 발견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유진오의 헌법초안에서 

비롯된 제헌헌법의 경제 장 특히 제84조는 바이마르헌법과 중화민국헌법초안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것입니다. 국가적 필요로 보아서 어떠한 부문의 산업을 진흥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또 국가적 필요로 보아서 어떤 부문의 산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러한 때에는 국가권력으로써 이 모든 문제에 관해서 조정을 할 것입니다.”
11) 유진오, “대한민국헌법 제안이유 설명”, 헌법의 기 이론, 111-125면; 유진오, 신고 헌법

해의, 일조각, 1953, 257-258면.
12) 김영수, “우리나라 헌법과 삼균주의사상”, 삼균주의연구논집, 제16집(1996. 2), 48-51면.
13) 이경주, “미군정기의 과도입법의원과 조선임시약헌”, 법사학연구, 제23호(2001. 4), 161면.
14) 신우철, 비교헌법사: 한민국 입헌주의의 연원, 법문사, 2008, 483, 503면: “<바이마르

헌법 → 건국헌법>의 연계고리 사이에 <바이마르헌법 → 중국헌법 → 임정헌법 → 

해방기헌법 → 건국헌법>이라는 다소 복잡한 영향관계가 개입되었을 소지가 큰 것이다” 

(482면).
15) 서희경․박명림, “민주공화주의와 대한민국 헌법 이념의 형성”, 정신문화연구, 제30권 

제1호(2007. 3), 79-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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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모방적 성격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경제 장의 

편별이나 내용에 비추어 본다면 당시 대한민국이 처한 특수상황을 고려한 독창적인 

규범정립이라 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 형식에 있어서 1948년에 제정된 제헌헌법의 독립된 경제 장(章)은 다른 나라 

헌법에서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 내용에 있어서도 비록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있지만 통제경제의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는 제헌 당시에 이렇다 할 시장

경제체제를 구축하지 못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헌헌법의 

주체적인 세력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이었다. 그것은 바로 헌법현실과 직결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방 후의 

우리 경제구조는 서구적인 자유주의적 헌법을 기반으로 한 그것도 아니며, 또 이와 

같은 자본주의의 수정과정에서의 사회국가적 경제구조의 그것도 될 수 없었다. 때문에 

제헌헌법에서 있어서의 경제입법과 경제행정의 원칙인 경제헌법은 올바른 그리고 

실질적인 규범력을 처음부터 결여하고 있었다.”라는 평가가 제기된다.16)

이와 같은 평가는 동시에 정치적 자유민주주의와 더불어 공산주의에 대립되는 

시장경제의 불가피성을 통해서 시장경제의 원리를 도입하는 전제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었지만, 그것은 바이마르헌법에서와 같이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주의적 요소를 함께 해 온 타협적 구조로서의 사회복지국가헌법이라기 보다는, 

자본주의 경제질서에 대한 자기부정적인 인식을 공유하고 있던 동시대의 특성을 

고려한 경제헌법이라는 점에서 그 본질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즉 원천적으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가 터 잡지 않은 상황에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뛰어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또는 혼합경제질서가 아니라, 경제에 관한 국민적 

이상을 지향하는 미래지향적인 질서로서의 경제를 꿈꾸고 있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17)  

비록 바이마르헌법의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논쟁적인 견해를 제시하

면서도 “제헌헌법의 경제조항에는 바이마르헌법의 정신으로는 잘 설명할 수 없는 

요소가 스며들어 있을 뿐 아니라, 바이마르헌법보다 국가의 통제 가능성도 훨씬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양자 사이에 놓여 있는 질적 차이를 간과하기 

어렵다”18)는 견해도 적어도 그러한 관점에서는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평가할 

16) 갈봉근, “제5장 제헌헌법의 기본성격과 그 발전과정”, 한국헌법사(상), 한국정신문화연

구원, 1988, 384면.
17) 한태연, “제1장 한국헌법사 서설”, 한국헌법사(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 84-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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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는 결국 제헌헌법의 경제질서는 동시대의 정치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보건대 

공산주의와 적대적인 관계라는 점에서 그것은 계획경제질서의 배척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자본주의적 시장경제가 정착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장경제론을 전적으로 제

기할 수도 없는 이중적 상황에서 내려진 개방적 경제질서를 의미하는 것이며,19) 

그런 의미에서 “구체적인 경제질서에 대한 결단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보기도 한다.20) 그런 관점에서 제헌헌법의 기초자인 유진오의 “우리나라의 경제는 

자유와 계획의 대립되는 두 가지 원리의 조화위에 건설해 나가자”는 주장과도 일맥

상통한다. 다만 자유경제가 원칙인지 통제경제가 원칙인지는 여전히 논란을 안고 

있는 문제이지만 유진오는 자유경제가 원칙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

가 있다.21)

더 나아가 제헌헌법의 경제질서를 “자유방임주의를 전제로 하되 그 폐단을 방지

하고 조정하는 자유민주주의의 통제경제 즉 자유와 계획의 대립되는 두 원리의 

조화”로 본다.22) 이에 따라 “계획경제나 경제통제는 하나의 경제체제라기보다는, 

신생국가에 적용되는 법의 지배와 시장경제라는 자유민주주의체제의 구성 요소로 

18) 이영록, “제헌헌법상 경제조항의 이념과 그 역사적 기능”, 헌법학연구, 제19권 제2호

(2013. 6), 72면. 그런 관점에서 이영록 교수(78면)는 경제질서에 관해 제헌헌법의 동

화주의에 기초하여 경제적 동화주의를 주창한다. 즉 동화주의는 첫째 공동선으로서의 

민족선, 둘째 국가권력의 강화와 구성원의 단결, 셋째 전제주의를 경제하는 자유의 

보장으로 설정한다. 이에 기초한 경제동화주의는 첫째 경제적 균등에 기초한 경제적 

민족선, 둘째 국가권력의 강화와 구성원의 단결, 셋째 최소한의 소유권보장과 경제활

동의 자유를 주장한다. 이는 이 교수 특유의 논리이긴 하지만 공화주의를 동화주의로 

대체한 동화주의가 동시대의 논쟁 축으로 자리 잡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영록, “제

헌헌법의 동화주의 이념과 역사적 의의”, 한국사연구, 제144호(2009. 3), 41-67면 참조.
19) 민경국, “제헌헌법과 경제질서”, 유광호 외 공저, 한국 제1․2공화국의 경제정책, 한국

정신문화연구원, 1999, 37면. 그러면서도 이 글에서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로 기울어

져 있다고 본다.
20) 황승흠, “제헌헌법 ‘제6장 경제’ 편의 형성과정과 그것의 의미”, 법사학연구, 제30호

(2004. 10), 154면; 전광석, “건국헌법의 사회경제질서 구상”, 한국미래학회 편, 제헌과 

건국, 나남, 2010, 243면.
21) 유진오, 헌법의 기 이론, 111면.
22) 신용옥, 대한민국 헌법상 경제질서의 기원과 전개(1945-54) – 헌법 제․개정 과정과 국가

자본 운영을 중심으로, 고려대 사학박사학위논문(2006. 12), 165면. 이 논문은 법학자가 

아닌 사학자의 시각에서 새로운 이론과 연구방법론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의를 가진다. 이 점에 관한 한 유진오 앞의 책, 169면과 일치

하는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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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했다”라고 본다.23)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입각한 시장경제를 효율적으로 

운용해 가는 경제질서”24)로서 제헌헌법에 나타나는 통제경제는 자유경제를 위한 

잠정적 조건에 불과하다고 본다.25)

(5) 사견: 헌법상 경제질서의 양 극단에서 경제헌법의 개방성에 기초한 선택

어느 특정 시대 특정 헌법을 놓고서 동시대의 경제질서를 논하는데 있어서는 동

시대의 상황을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즉 같은 헌법조문이라 하더라도 그 조문의 

시대사적 의미를 외면한 이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제헌

헌법의 경제 장이나 경제조항들에 대한 총체적 이해는 동시대의 대한민국 경제

상황을 전제로 해서만 이해가 가능한 문제이다. 실로 1948년의 시점에는 인민민주

주의와 공산주의적 계획경제에 입각한 북쪽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을 전제로 한 헌법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치헌법과 경제헌법이 유리될 수 없다면 동시대의 경제헌법은 

필연적으로 시장경제를 전제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기반이 전혀 형성되지 아니한 신생독립국가에서 시장경제의 논리만으로 

헌법질서를 구축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기에 국가통제적이고 국가계획적인 

경제질서의 대폭적인 도입은 불가피해 보인다. 바로 그런 점에서 자칫 외견상 드러난 

통제경제가 시장경제를 압도하는 것 같은 모습이 현출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 국가적 통제와 계획은 바이마르헌법과 같이 자본주의의 모순을 시정하기 

위하여 사회주의적 요소를 가미한 이른바 타협적 구조로서의 20세기적인 사회복지

국가헌법이 아니라, 아직도 자본주의를 제대로 체험하지 못한 국가에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도입하면서도 자본주의에 대한 현실적 불안이 국가적 통제와 계획

으로 드러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26) 그런 의미에서 비록 제헌헌법에 다수의 

사회복지국가적인 기본권이나 경제질서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하여도 새로운 경제질

서의 틀을 정립시켜나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그것은 발생사적으로 

서양에서의 사회복지국가의 출현과 그에 따른 헌법질서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다른 한편 1990년대 이후 구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각국에서 계획경제에서 시장

23) 신용옥, 앞의 논문, 165면.
24) 신용옥, 앞의 논문, 173면.
25) 황산덕, “헌법과 통제경제”, 법률과 경제, 제1권 제2호, 1954.
26) 송석윤, “바이마르헌법과 경제민주화”, 헌법학연구, 제19권 제2호(2013. 6), 29-6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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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로의 편입과 그에 따른 새 헌법상 경제질서의 구축과 제헌헌법의 경제질서도 

유사성을 발견하기란 어렵다.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진입은 원칙적으로 생산

수단이 국․공유화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여기서의 핵심 화두는 어떻게 사유화시키

느냐에 모아진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를 안고 있다.

결국 제헌헌법의 경제질서는 사회국가원리의 구현이라는 차원의 사회적 시장경제도 

아니고, 더구나 통제경제적 계획경제질서도 아니라는 점에서 척박한 자본주의의 

틀 속에서 신생독립국가가 지향해 나가야 할 경제질서의 새로운 실험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기본은 여전히 시장경제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2. 헌법상 독립된 장(章)으로서의 ‘경제’의 발전적 연속성

경제 장을 독자적으로 규정할 것인지의 여부는 매우 중요한 시대사적 의미를 가진다. 

독일에서도 1919년에 제정된 바이마르헌법은 비록 ‘국민의 권리와 의무’ 장에서 

규정한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독립적인 경제 절(節)을 설정하였다면, 1949년에 

제정된 독일연방공화국(서독) 기본법에서는 경제에 관한 독립적인 편제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굳이 찾자면 기본권에서 재산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 헌법은 아홉 차례에 걸친 개헌에도 

불구하고 경제에 관한 독립된 장은 그 외견적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

헌법의 연속성을 말할 수 있다.

한편 1948년 헌법의 경제질서는 일련의 헌법개정 특히 1954년 개헌을 통해서 시장

경제적 요소를 강화시켜 나갔다. 마침내 1962년 헌법을 통해서 시장경제의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시켜 놓았다. 바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대한민국 경제헌법은 외형적 

연속성과 더불어 시장경제를 향한 발전적 연속성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1948년 경제헌법이 통제경제인가 여부에 관한 논란을 별개로 하고 그 기본 틀에 

있어서 비록 상당한 수준의 계획경제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장경제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경제질서는 산업화와 더불어 시장경제를 교란하는 

새로운 세력에 대항하기 위하여 1980년 헌법에 이르러서는 독과점규제를 본격적

으로 헌법의 틀에서 규제하기에 이른다. 시장경제를 형성할 경제적 토대가 마련되지 

아니하였던 1948년의 시대적 상황은 차츰 자본주의의 체취를 맞으면서 시장경제의 

원칙을 강화한 1962년 헌법에 이르렀다면, 1980년대에 이르러 산업화는 시장경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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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을 극복하는 일련의 헌법질서를 창출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1987년 헌법에

서는 ‘경제의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독과점규제를 통한 공정한 시장경제를 강화

해 나간다는 점에서, 경제헌법은 한국경제의 발전상과 궤적을 같이하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27) 

III. 1948년 제헌헌법 : 

‘사회정의’ 구현을 위한 국가통제적 시장경제질서

1. 제헌헌법상 경제질서의 연원

우리 헌법의 그 역사적 뿌리는 1919년 3․1운동 이후에 제정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헌법을 들고 있고, 이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1948년 제헌헌법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부정한 적이 없다. 그렇기는 

하지만 임시정부 헌법은 그 시작에서부터 다섯 차례에 걸친 개정과정에서 경제에 

관해서 독자적인 규범체계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 1941년 11월에 임시정부 국무

위원회의 결의로 제정된 대한민국건국강령(大韓民國建國綱領)은 처음으로 해방 

이후의 경제질서에 관한 일단의 구상을 밝히고 있다. 이 건국강령은 후일 제헌헌법과 

경제질서에 관한 한 “국유의 범위가 넓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헌헌법의 그것과 

상당히 유사하다”28)는 점에서 제헌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연혁적 논의의 출발점

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29)

미․소공동위원회에 제출된 정당․사회단체 답신안에서 드러난 경제질서에 대한 

구상도 토지분배에 관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건국강령의 내용과도 일맥

상통하고 있다고 본다.30) 주한미군정청 산하의 임시 입법기구인 남조선과도정부

입법의원에서 제시한 바 있는 1947년 8월 6일에 최종 의결된 조선임시약헌(朝鮮臨

時約憲)에는 국민의 균등생활권을 보장하고 있다. 제헌헌법의 제정과정과 직접적

27) 성낙인, “헌법상 경제질서와 독과점 규제 – 공정거래법 일고찰”, 공법연구, 제10집, 1982.
28) 황승흠, 앞의 논문, 113면.
29) 이하 논의의 상세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는, 김수용, 건국과 헌법, 경인문화사, 2008 참조, 

특히 341면 이하의 도표에서 잘 정리하고 있음; 경제질서에 관한 논의는 황승흠, 앞의 

논문, 113-143면 참조.
30) 황승흠, 앞의 논문, 1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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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연결되는 헌법초안은 행정연구위원회 및 헌법분과위원회안이다. 이 안은 바

이마르헌법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헌법안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 안도 바이

마르헌법보다는 통제경제적 요소가 더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

1948년 5월에 법전편찬위원회에 제출된 유진오 사안(私案)은 본격적으로 정치제도 

다음에 경제 장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후일 제헌헌법의 편제와 그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독점 및 공공기업의 국영을 규정하는 등과 같은 의미에서 유진오 

사안은 바이마르헌법 못지않게 중화민국헌법강령의 영향도 받은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행정연구회안과 유진오 사안을 기초로 한 유진오안은 원칙적으로 제헌헌법의 

토대가 되었으며 그것은 경제질서에 관한 본격적인 변화를 초래한 것은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과도정부 법전편찬위원회는 유진오 사안을 중심으로 세칭 

권승렬안이라는 독자적인 헌법안을 국회 헌법기초위원회에 제출하였다.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도 본질적인 차이를 드러내지는 아니하였다. 결국 제헌헌법은 유진

오안을 중심으로 권승렬안을 참고로 하여 논의가 진행되었다.

2. 제6장 경제 장(章)의 기본원칙

제헌헌법은 국민 각자의 경제적 자유의 한계를 규정하여 국민의 균등생활의 확보를 

기하고 있다. “경제에 관한 규정을 헌법에 넣은 것은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가 

발전되어 가지고 국가가 경제적 사회적 기능을 광범하게 수행한다는데 있고”31) 

“경제조항은 결코 통제경제를 원칙으로 하고 자유경제를 예외로 한다는 말이 아니며 

… 헌법 속에서 나타나지 않은 조문은 자유경제”32)가 된다. 그러나 그 자유는 무

제한하게 허용하면 경제상의 강자의 횡포를 야기하고 빈부의 현격한 격차를 초래

하여 민주주의 본래의 목적에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본조는 국민 각자의 경

제적 자유의 한계를 규정하여 국민의 균등생활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사회정의의 실현’이라 함은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함을 말하며,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킨다 함은 일본헌법의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 또는 바이마르헌법의 “인간다운 생활”과 

비슷한 의미로서 먹고 입고 하는 이상에 최저한도의 문화의 욕망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생활을 할 수 있어야 경제적 기본균형이 실현될 것이라 볼 수 있으니 

최적생활을 확보하는 의미보다는 넓으며 생리적 최저생활을 확보하는 동시에 상당한 

31) 대한민국 국회, 헌법제정심의록, 헌정사자료, 제1집, 1968, 208면, 전문위원 유진오 발언.
32) 대한민국 국회, 헌법제정심의록, 헌정사자료, 제1집, 1968, 212면, 전문위원 유진오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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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의 문화적 생활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33)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이라 함은 각 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하고 국민

각층의 경제상의 차이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는 적극적으로 국민

경제에 간섭하고 그를 조정해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34)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은 우리나라 경제질서의 2대 기본

으로서 각인의 경제상의 자유는 이 2대 기본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게 된다. 즉, 각인의 

경제상의 자유활동이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장애가 된다든가 

또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하는데 방해가 된다든가 하면 각인의 경제상의 

자유활동은 그 한계 내에서 제한을 받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제헌헌법의 경제질서는 기본권 장에서 규정한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더불어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본주의적 경제질서에 포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헌법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와 상응하는 경제헌법으로서의 시장

경제질서는 적어도 제헌헌법에 있어서는 상당한 괴리를 발견할 수 있다. 즉 시장

경제질서이긴 하지만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국가통제경제적 측면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동시대의 특수한 경제상황을 반영한 것이라 하더라도 경제헌법에 

관한 한 강력한 사회민주주의적 요소를 안고 있다.35) 이는 유진오의 “국가가 경제

전체를 그의 수중에 장악하여 완연히 국가사회주의국가를 이룬 것 같은 감이 없지 

않다”라는 기술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36)

3. 경제 장과 함께하는 헌법규범들

경제 장의 원칙규범인 제84조와 더불어 중요한 자원과 자연력의 원칙적인 국유화

(제85조),37) 농지는 농민에 분배하고(제86조),38) 중요한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원칙적

33) 대한민국 국회, 헌법제정심의록, 헌정사자료, 제1집, 1968, 212면, 전문위원 유진오 발언; 

이창수, 한민국헌법 의, 동아인서관, 1956, 140면.
34) 유진오, 헌법해의, 179면.
35) 권영설, 헌법이론과 헌법담론, 법문사, 2006, 893-895면.
36) 유진오, 신고 헌법해의, 253면.
37) 제85조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국유로 한다. 공공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하거나 또는 

특허를 취소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이에 관한 소중한 연구는 전종익, 

“1948년 헌법 천연자원 및 주요산업 국유화 규정의 형성”, 서울 학교 법학, 제54권 

제2호(2013. 6), 1-5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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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할 것과 대외무역을 국가의 통제 하에 둘 것(제87조),39)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하든가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있고(제88조),40) 권리의 수용․제한에는 상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제89조)41)를 규정하고 있다. 

기본권에서도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근로의 권리(제17조), 생활보장을 받을 권리

(제19조), 근로자의 단결권(제18조 제1항), 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제18조 제2항), 

보건에 관한 권리(제20조)를 보장하고 있다. 이는 경제 장에서 천명한 경제적 자유와 

평등의 조화라는 관점이 국민의 권리에서도 동시에 보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경제사회적인 약자인 근로자와 무산대중을 특별히 보호함으로써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기하고 있다.42) 여기서 특이한 사항은 바로 이익분배균점권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라는 조항은 자본주의 국가의 헌법에서 파격적인 

조항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 밖에도 헌법전문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여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

라고 규정함으로써 정치적 민주주의와 함께 경제적 민주주의를 건국헌법의 기본

원리로 분명히 하고 있다. 제5조는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자유, 평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하여 

이를 보호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제15조는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필요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또는 제한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라고 하여 경제헌법의 핵심적 

요소인 재산권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38) 제86조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

계는 법률로써 정한다.
39) 제87조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가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 공공필요에 의하여 사영을 특허하거나 또는 그 특허를 취소

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대외무역은 국가의 통제 하에 둔다.
40) 제88조 국방상 또는 국민생활상 긴절한 필요에 의하여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또는 그 경영을 통제, 관리함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41) 제89조 제85조 내지 제88조에 의하여 특허를 취소하거나 권리를 수용 사용 또는 제한

하는 때에는 제15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2) 성낙인, “헌법과 경제민주화”, 법제연구, 통권 제43호(2012. 12), 10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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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1962년 헌법(제3공화국 헌법)에 이르기까지의 

시장경제의 발전적 진화

1. 1954년 헌법 이후 1960년 제2공화국 헌법까지 제헌헌법의 시장경제의 

발전

1952년 제1차 헌법개정에서는 경제에 관한 한 전혀 개정된 바 없었지만, 1954년 

제2차 헌법개정에서 제84조의 원칙규정은 변함이 없으나 각론적인 규정에서 시장

경제로 향한 수정이 가해진다.43) 1954년 1월 23일 정부는 첫째 국영․공영만으로는 

기업의 능률과 생산성 향상을 기할 수 없고, 둘째 지나친 통제경제로 인하여 외자

도입의 곤란이 따른다는 이유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동년 3월 9일 차기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이유로 자진 철회하였다.44) 그러나 정부는 1954년 10월에 새

로이 헌법개정안을 제출하여 동년 11월에 4사5입개헌에서 통과시켰다. 즉 제85조

(자연력)에서는 천연자원의 국유화 원칙을 개정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45) 제87조의 중요한 공공성을 가진 기업의 국․공유화에 

관한 규정은 삭제되었다. 대외무역도 국가적 통제에서 육성으로 전환되었다.46) 

제88조(사영기업의 국․공유화)에서 사영기업의 원칙적인 국․공유화를 금지하고 

경영에 대한 통제․관리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47) 제89조(수용 등)에서도 약간의 

개정이 이루어졌다.48)

제2차 개정헌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경제적 평등보다는 경제적 자유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나 여전히 경제상의 자유보다는 사회정의를 앞세운 

43) 제2차 개헌과 관련된 상세한 논의는, 신용옥, 앞의 논문, 255면 이하 참조; 건국강령․

한국헌법․건국헌법․1954년 헌법의 경제에 관한 비교는, 서희경․박명림, 앞의 논문, 

100면 참조.
44) 헌법개정심의록, 헌정사자료, 제3집, 대한민국 국회, 1967, 166면 이하, 헌법개정의안 

이유서와 국무총리(백두진) 발언 참조.
45) 제85조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46) 제87조 대외무역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통제 하에 둔다.
47) 제88조 국방상 또는 국민생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로써 특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48) 제89조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수용하거나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할 때에는 제15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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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변함이 없어 보인다.

이 개정에 대하여 유진오는 자유경제의 확대라는 개헌안의 동기에는 찬성이나, 

첫째 자연자원의 사유의 길을 열어놓은 점, 둘째 국영 또는 공영기업의 범위를 도리

어 확대하여 ‘사영의 특허’라는 무기로써 정부가 사기업에 간섭할 기회를 도리어 

증대시킨 점 등을 들어 반대하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한다.49)

1954년 헌법에서의 자유주의적 경향은 농업국가에서 공업국가로의 진전에 따라 

사경제적 창의와 자본주의적 모험심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관권과 결탁한 부정축재의 대량생산을 가져온 것이 경제조항의 자유화를 

계기로 한 것이라는 비판도 가능하다.50)

이 개정 조항은 1960년 제2공화국헌법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제헌헌법 

이래 1960년 제2공화국헌법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사회정의의 실현

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본으로 한다. 개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될 뿐이다. 제헌헌법의 통제경제체제에서 1954년의 제2차 헌법개정과 

1960년의 제2공화국헌법에 이르기까지 점차 시장경제적 요소를 강화하여 왔지만 

제헌헌법의 원형은 변함이 없었다. 취약한 국민경제적 기반이 이를 정당화한다.

2. 제3공화국 헌법에서 제5공화국헌법: 시장경제와 사회정의의 조화를 

통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정립

(1) 1962년 제3공화국헌법상 경제: 사회적 시장경제로의 진입

가. ‘경제상의 자유’를 기반으로 한 사회정의

제2공화국헌법은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인하여 비상조치법으로 대체되면서 

일시적 통제경제체제가 행하여졌으나 1962년에 제정된 제3공화국헌법에서는 경제 

장의 편제는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제헌헌법이래 지속되어 온 경제의 기본원칙 

조항은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다. 즉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국가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뿐이다.51)

49) 유진오, 헌정의 이론과 실제, 일조각, 1957, 166면.
50) 김철수, 앞의 책, 935-936면. 신영옥의 앞의 논문(345-351면)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적시하고 있다.
51) 한웅길, “혁명정부의 경제정책의 기본방향과 새 헌법에 나타날 경제조항”, 법정(1962. 

7); 한동섭, “경제활동규제의 한계” 법제월보(1965. 6); 한웅길, “경제조항의 개정사항”, 

법정, 제18권 제2호; 탁희준, “새 헌법상의 경제질서, 자유자본주의육성을 위한 자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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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에서는 농지의 소작제도를 금지하며, 제114조에서는 농지․산지의 효율적 

이용, 제115조에서는 협동조합의 육성과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을, 제118조에서는 

경제․과학심의회의를 새로이 규정하고 있다. 천연자원과 사영기업의 국․공유화, 

무역의 육성규제는 이전 헌법과 동일하다.52)

나. 산업국가로의 진입을 위한 시장경제의 활성화

제헌헌법에서 드러난 경제헌법의 이념은 경제적 자유의 문제보다는 경제적 평등에 

따른 사회정의의 이념을 보다 우위에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3공화국 

헌법은 ‘자유와 창의’의 존중을 기본으로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상의 자유를 우선

시키고 이러한 자유와 창의의 기본 하에 사회정의를 실현함은 사회적 시장경제의 

이념과 연결된다.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킨다 함은 우리 경제의 목표가 모든 국민의 탈프

롤레타리아와 그 재산국가화를 의미하며 따라서 모든 국민을 그 가정에 있어서나 

그 이웃에 있어서나 그 사회적 환경에 있어서나 인격있는 인간으로 고양케 하는 

협동의 촉진”, 사상계, 제10권 제8호; 성창환, “한국헌법이 경제행정에 미친 영향”, 법률

행정논집, 제5집, 고려대학교 행정문제연구소; 서주실, “헌법상 경제질서의 기본원칙” 

고시계(1967. 9); 김기범,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 사법행정(1965. 11); 김철수, 헌법

총람, 108면 이하.  
52) 1962년 제3공화국헌법 제4장 경제 

제111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한다. 

제112조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

허할 수 있다. 

제113조 농지의 소작제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지된다. 

제114조 국가는 농지와 산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115조 국가는 농민․어민과 중소기업자의 자조를 기반으로 하는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그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 

제116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제117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제118조 ① 국민경제의 발전과 이를 위한 과학진흥에 관련되는 중요한 정책수립에 관

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제․과학심의회의를 둔다. 

② 경제․과학심의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 경제․과학심의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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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의미하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각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정한 분배를 위한 경제질서를 말한다.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 함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의 자유경제체제를 

취하며 사회정의의 전면적인 국가계획과 같은 것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하겠다. 따라서 

여기의 경제상의 자유에는 재산권의 보장, 경쟁의 자유, 계약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이 불가결한 요소이다.

제111조 제2항의 ‘규제와 조정’은 첫째 복지국가의 구현을 위해서 무산대중, 생활

무능력자 등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문화적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하고 

향유케 위한 규제나 조정이며, 둘째 우리나라 경제의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민 개인의 사욕을 버리고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매진하도록 규제 조정함은 

물론 나아가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종합적, 체계적 경제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하려는 것이다. 한편 비록 경제 장이 아니라 기본권에서 

규정한 것이기는 하나 제헌헌법의 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은 삭제되기에 이른다.

결국 제3공화국헌법의 경제질서는 제111조 제1항에서는 시장경제의 원칙을 선언

하고 제2항에서는 경제에 대한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정

자본주의적 혼합경제체제라 할 수 있으며, 그것은 오늘날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 

통용된다.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가 ‘사회정의’에 앞선다는 사실은 그만큼 자본

주의적 시장경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때마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시작

되었다는 점에서 이는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2) 1972년 제4공화국헌법상 경제: 제3공화국헌법의 연속성 유지

제5차 개정헌법(제3공화국헌법)의 경제 장에 관한 내용은 1972년 제7차 개정헌법

(제4공화국헌법, 유신헌법)에도 원칙적으로 타당하다.53) 즉 경제의 원칙규정(제116조), 

천연자원의 국유화(제117조 제1항), 농지의 소작금지(제118조), 농지와 산지의 이용

(제119조), 자조조직의 육성(제120조 제2항), 대외무역의 육성․규제․조정(제121조), 

중요기업의 국․공영화(제122조) 등은 특별한 개정이 없었다.

53) 제4공화국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해서는 안용교, “헌법상의 경제질서”, 고시계(1973. 

2); 안용교, “헌법과 경제질서”, 고시계(1973. 8); 한상범, “근대법의 자유시장론의 가설과 

현대헌법의 제문제”, 고시연구(1976. 6); 한상범, “헌법상의 경제질서와 소비자보호의 

제문제”, 법정(1976. 9); 박윤흔, “현행경제규제입법개관”, 법제월보(1975. 7); 한상범, 

“헌법상의 경제질서”, 고시연구(1977. 9); 박일경,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 고시계

(1978.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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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토개발계획․농어촌개발계획 등에 관해 조항이 신설되었다. 첫째, 국토와 

자원의 보호와 개발계획에 관해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제117조 제2항). 둘째 농어촌개발

계획과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국가는 농민․어민의 자조를 기반으로 

하는 농어촌개발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며 균형있는 발전을 기한다”(제120조 제1항). 

셋째, 경제․과학심의회의를 임의적인 기구로 하고, 과학․기술의 창달진흥을 규정

한다. “① 국민경제의 발전과 이를 위한 과학기술은 창달진흥되어야 한다. ② 대통령

은 경제과학기술의 창달․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제123조). 

특히 경제 장과 한 축을 이루는 재산권보장에서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 보상의 기준과 방법은 법률로 정한다”(제20조 제3항)

라고 하여 정당한 보상에서 법률이 정한 보상으로 퇴보하였다.54)

(3) 제5공화국 헌법상 경제: 독과점 규제를 통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견고화

1979년 10월 26일 이후 법제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헌법연구반이 구성되었다. 

정부연구반의 경제에 관한 규정은 “경제의 특질변모를 감안하여 현행헌법보다 자율을 

더 강조하는 한편 정부의 역할 전환을 아울러 명기할 필요”에서의 시안이다.55) 정부

시안에서는 경제계획과 관련하여 총체적 경제계획을 강조하고 있다.

1980년 서울의 봄을 거친 이후에 제정된 제5공화국 즉 1980년 헌법 제9장 경제

에서 총칙규정인 제12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54) 한태연, 헌법학, 법문사, 1973, 591면 이하; 박일경,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 고시계

(1978. 1) 참조.
55) 당시 여러 헌법시안이 제시되었으며, 국회안과 6인 교수안은 대체로 제4공화국헌법과 

동일하다. 정부헌법연구반보고서(법제처, 1980, 548면 이하)에서의 경제에 관한 총칙 

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의 자유와 창의, 기업의 자율을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경제계획은 지표적인 것이며, 경쟁을 통한 기업의 효율제

고와 생산성 향상을 기하도록 유도한다. ③ 기업은 자본축적과 기술혁신을 스스로 

이루어야 하며 정부에 의존하여서는 안된다. ④ 정부는 경제의 잠재력 배양을 위하여 

교육, 기술, 지식수준의 향상을 통한 인간자본의 교육을 기하여야 하며 산업화 과정에서 

야기된 제반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⑤ 독과점을 적절히 규제하고 중소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한다. ⑥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며 균형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제정책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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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한다. ③ 독과점의 폐단은 

적절히 규제․조정한다.

즉 제3공화국 이래 지속되어 온 경제 장의 원칙규정은 제5공화국 헌법에까지 그

대로 유지되어 왔다. 다만 제5공화국헌법에서 제3항으로 독과점 규제 조항이 신설

되었다. 제5공화국헌법에서 독과점규제의 명문화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이미 국민소득이 1만 불 시대에 근접하면서 고도산업사회의 진전에 따라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선진 자본주의 국가

에서 도입된 독과점규제는 이제 대한민국에도 당면한 국가적 과제로 등장되었음을 

의미한다. 어쩌면 독과점규제 조항은 제6공화국헌법에서 공개적으로 천명한 ‘경제의 

민주화’를 향한 초석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도 제5공화국헌법에서는 특히 소작제도에 대한 새로운 조정 조항이 도입

되었다는 점에서 시대변화를 반영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농지의 소작제도는 법

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지된다. 다만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임대차 및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제113조). 

하지만 농지의 소작제도와 임대차․위탁경영은 상호 이율배반적인 성격을 안고 있기 

때문에 과도기적인 규범으로 볼 수 있다. 즉 구래의 왜곡되고 착취되던 농지는 이제 

산업화와 더불어 더 이상 소작의 형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그런 점에서 농업의 기업화과정에 과도기적으로 잔존할 수 있는 소작제도도 철폐

되어야겠지만 미래를 향한 농지제도의 새로운 틀을 헌법규범으로 명시한 것이다.56)

V. 제6공화국헌법(1987년헌법)과 ‘경제의 민주화’

1. 사회적 시장경제냐 혼합경제냐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를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 보는 견해에 대해서는 다수의 

반론도 제기된다. 즉 사회적 시장경제(Soziale Marktwirtschaftordnung)란 독일의 프

라이부르크학파(Freiburger Schule)의 신자유주의(Neoliberalismus) 내지 질서자유주

의(Ordo-liberalismus)에 기초한 경제이론으로 그 현실적 실현은 뮐러-아르막(Alfred 

Müller-Armack)의 이념적 지도하에 에르하르트(Ludwig Erhard)에 의해 이루어졌다. 

56) 성낙인, “제5공화국 헌법상 경제질서”,  한석동박사 고희기념 논문집,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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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회적’과 ‘시장경제’는 서로 상충되는 개념으로서 ‘사회적’을 강조하느냐 

‘시장경제’를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그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사회적 시장경제는 ‘혼합경제’의 독일식 표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 

나아가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는 독일식 특정한 경제이념의 산물이며, 특정한 질서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57) 이에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를 혼합경제체제 또는 

자유주의적 혼합경제체제,58) 수정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59)로 보기도 하고, 독일식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보다 훨씬 국가통제적 성격이 강한 혼합경제로 보기도 한다.60)

생각건대 독일에서는 이미 경제헌법의 이념적 기초로서의 경제질서를 사회적 시장

경제질서로 이해하여 온 것은 통일독일 이전의 서독에서도 일반화되어 있고 1990년 

동․서독 통일조약에서도 통일독일의 경제질서가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임을 분명히 

한 바 있다.61) 따라서 독일에서는 오늘날 그 출발에서의 프라이부르크 학파에서 

비롯된 점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헌법상 경제질서 또는 경제헌법의 본질

이냐에 관해서 이를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 보는데 이의가 없다. 바로 그런 관점

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의 경제질서를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 보는 것이 마치 독일식 

개념이나 이론에 편협하게 집착한 것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오히려 

혼합경제 그 자체가 스펙트럼이 지나치게 넓어서 이를 단일적인 경제질서의 한 

형태로 파악하기에 무리가 있어 보인다.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비판론자의 입장

에서는 ‘사회적’과 ‘시장경제’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이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진

다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회적’은 시장경제의 수식어라는 사실이다. 마치 유럽 

국가에서 공화국의 그 헌법적 의의를 사회적․민주적 공화국62)이라고 할 때 사회적

이던 민주적이던 그것은 오로지 공화국을 수식하는 수식어에 불과하다는 사실과 

유사하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질서도 그 근본은 ‘시장경제’이지 결코 ‘사회적’이 근본이 

57) 전광석, 한국헌법론, 705면; 법제처, 주석헌법, 2010, 478면.
58) 전광석, 앞의 책, 705면; 김형성, “헌법상 경제질서와 경제간섭의 한계”, 공법연구, 제21집, 

1993, 239면; 정순훈,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와 경제규제의 한계”, 공법연구, 제16집, 

1988, 173면.
59) 김상겸, “금융감독체계에 관한 법적 고찰”, 공법연구, 제31집 제3호, 2002, 106면.
60) 김문현, “헌법상 국가와 시장”, 공법연구, 제41집 제1호, 2012, 63-65면 참조.
61) 김성수, “동서독 통일과 경제․재정질서”, 허영 편, 독일통일의 법  조명, 박영사, 1994, 

217면.
62) 독일기본법 제20조 ① 독일연방공화국은 민주적이고 사회적인 연방국가이다.

프랑스 제5공화국헌법 제1조 ① 프랑스는 비종교적․민주적․사회적․불가분적 공화

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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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는 없다.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그 이론적 연원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이를 경원

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비판하면서 

시장경제에 중점을 두면서 동시에 이 시장경제의 근본을 해치는 문제를 헌법 제37조 

제2항 후단의 “제한하는 경우에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는 명제에 착안하여 시장경제의 제한에 관한 한계를 도출함으로써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불확정개념보다는 ‘공공복리’를 통한 기본권 제한이라는 원칙과 제도로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견해63)도 결과적으로 시장경제에 기초하여 시장경제의 

본질을 침해할 수 없다는 명제로 귀결된다.

물론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개념에 다소 회의적인 견해도 헌법 제119조 제1항과 

제2항은 국가의 경제관여에 대한 ‘원칙과 예외의 규율형식’(Regel-Ausnahme-Regelung)

을 취하고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본다.64)65) 적어도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헌법 제119조 제1항과 제2항은 상호 이율배반적이면서도 동시에 

적과의 동침을 의미하는 규정으로 존속한다. 그것은 단순히 헌법조문상의 문제를 

뛰어넘어 법과 정치 그리고 경제의 상호관계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66) 바로 그

러한 의미와 관점에서 본다면 굳이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나 ‘혼합경제’라는 표현이 

상호 이율배반적이거나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널리 헌법의 그 개방적 성격을 

반영하기에 충분한 표현이라고 보아 이를 병렬적으로 차용하여 “우리 헌법상 경제

질서는 자본주의적 내지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질서보다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또는 

혼합적 경제질서라고 설정하는 것이 경제관련 헌법규정들의 내용을 보다 더 정확

하게 반영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헌법은 특정한 경제질서를 직접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헌법제정자가 특정한 경제질서를 선택하지 않고 개방시켜 놓고 있다.”67)

63) 김성수, “헌법상 경제조항에 대한 개정론”, 공법연구, 제34집 제4호 제2권, 2004, 196면.
64) 이덕연, “한국의 경제헌법질서상 기업의 자유”, 공법연구, 제29집 제1호, 2000, 165면. 

다만 헌법 제119조의 이해와 관련하여 이덕연 교수는 최적화명령으로 이해한다. 
65) 강경근, “경제적 자유 보장과 국가의 경제제도 형성의 방향과 한계”, 공법연구, 제38집 

제2호, 2009, 27면.
66) 은숭표, “법경제학이론들의 헌법상 사회적 시장경제원칙에서의 의미”, 헌법학연구, 제13권 

제4호, 2007, 320면: “헌법상 사회적 시장경제원칙은 하나의 이율배반(=역설)의 해체에 

봉사하며, 법은 그리고 (소위 법을 생산하는?) 정치는 경제의 자율성을 감안해야만 하는 

것이 된다. 경제 역시 법의 자율성을 감안해야만 한다. 사회적 시장경제의 원칙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경제이론은 단지 이 범위 내에서만 의미를 가지는 것이 된다.”
67) 최갑선, “경제관련 헌법규정들에 대한 고찰”, 헌법논총, 제9집, 1998, 7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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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질서를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고 하든 아니면 혼합경제질서라고 하든지 간에 

그 용례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그 경제질서가 추구하는 목표와 방향이 무엇인

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는 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그 누구도 이의가 없을 것이다. 다만 그 시장

경제질서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로써 사회정의 또는 경제의 민주화의 

작동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시장경제의 내실화가 곧 경제의 민주화로 

귀결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68)

2.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확립

제9장 경제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현행헌법의 경제질서에 관한 원칙적 조항인 제119조와 1980년 헌법의 제120조를 

비교해 보면 제1항은 동일하다. 다만 제2항은 1980년 헌법 제2항과 제3항의 결합

체로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경제에 대한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위해 제헌헌법

부터 차용해 온 ‘사회정의’가 ‘경제의 민주화’로 대체되면서 ‘경제의 민주화’라는 

이름 아래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강화한다. 즉 ‘시장경제’는 어간(語幹)이고 ‘사회적’은 

그 수식어를 의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가 학계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서 대한민국 헌법상 경제질서로 자리잡는다.69) 

첫째, 시장경제의 구현이다. 자본주의 경제질서에서 재산소유형태를 사유재산제에 

입각하고 있는 한, 그 경제구조는 필연적으로 시장경제에 입각하지 않을 수 없다. 

시장경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를 전제로 한다.70) 둘째, 사유재산권의 

보장이다. 헌법상 사유재산권의 보장은 동시에 경제질서와 직접적인 견련성을 가

지지만,71) 동시에 프랑스 인권선언 제17조에서 규정된 18세기적인 소유권 절대의 

68) 경제민주화에 관한 논의의 상세는, 성낙인, “헌법과 경제민주화”, 법제연구, 통권 제43호, 

한국법제연구원(2012. 12) 참조.
69)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3, 270면.
70) 헌재 1993. 7. 29. 89헌마31, 공권력행사로 인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인용(위

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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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념은 1919년 바이마르헌법 이래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으로 전화되어 왔다.72) 

셋째, 시장경제와 사유재산권 보장이라는 자본주의 경제의 두 축을 기반으로 하여 

사회정의 또는 경제의 민주화라는 이념적 기초에 따라 경제에 대한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가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헌법상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는 시장경제․사유

재산권보장․국가적 규제와 조정 등의 개념을 포괄하는 종합적․상위개념이다.73)

VI. 결론에 갈음하여: 시장경제의 내실화와 안정화

제헌헌법 이래의 우리 경제헌법의 기본 틀을 찾아보는 작업은 여러 가지 방향에서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제헌헌법 또한 건국을 향한 선조들의 지혜가 축적

되어 온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선조들이 제시한 헌법의 틀은 결코 소홀함이 없었음

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 특히 해방공간에서 제헌헌법에 이르기까지 선현들의 

제헌을 향한 열정적인 노력은 이제 앞에서 언급한 후학들의 빛나는 연구를 통해서 

그 빛을 발하고 있다.

헌법상 경제질서와 관련한 논의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첫째, 해방공간 내지 제헌과정에서 선현들이 제시한 경제질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이념적 기반으로부터 일탈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제헌헌법 이전의 헌법사적 유산이나 제헌헌법과정의 논의 및 제헌헌법을 

통해서 표출된 경제규범들을 들여다보면 자칫 시장경제가 통제경제 내지 계획경제

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헌법

문헌들을 통해서 드러난 논의의 결과물들에 의하면 그 어떤 경우에도 시장경제를 

포기한 적이 없었다. 다만 동시대의 척박한 한국적 자본주의의 상황에 비추어 본

다면 시장경제는 오늘날 우리가 상정하는 시장경제와는 그 개념상, 실천적 과제상 

차별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1948년에 즈음한 

시장경제는 새로운 신생독립국가 건설(nation-building)을 위한 불가피한 국가적 규제와 

통제를 동반한 시장경제일 수밖에 없었다.

둘째, 국가와 시장이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이제 시장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초점을 

71) 윤재만, “경제질서와 기본권 – 재산권을 중심으로”, 공법연구, 제36집 제4호, 2007, 1-29면.
72) 헌재 1989. 12. 22. 88헌가13,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제31조의2의 위헌심판

(합헌).
73) 헌재 1996. 4. 25. 92헌바47, 축산업협동조합법 제99조 제2항 위헌소원(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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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추는 시기가 자연스럽게 도래하게 된다. 그것이 비록 논쟁적이긴 하여도 1954년에 

단행된 제2차 헌법개정은 시장경제 강화를 위한 첫 걸음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 시장경제를 위한 첫 걸음은 1960년 4월 학생혁명기에도 그대로 유효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아직도 국민소득 100 불 미만의 국가경제가 처한 시대적 한계이기도 

하다.

셋째, 1960년대에 이르러 전후의 폐허로부터 경제개발의 열기가 고양되면서 나름

대로 최소한의 자본축적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평가는 바로 1962년 제3공화국

헌법은 자유 시장경제를 향한 거보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어쩌면 자본주의 국가

로의 본격적인 진입을 알리는 헌법의 신호탄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자유 시장경제를 향한 의지는 1980년까지 지속되었다.

넷째, 1980년대에 이르러 우리 경제도 고도산업자본주의 시대를 맞이하게 됨에 

따라 유럽과 미국에서와 같은 독과점규제가 새삼 문제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시장경제가 형성되지 아니하였던 제헌기의 경제규제나 경제통제와는 그 성격을 전적

으로 달리하는 것이다. 이 시기에 이르러 비로소 헌법상 명목규범으로 머물고 있던 

사회복지국가는 살아있는 규범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제헌헌법의 경제가 처해 있던 외견적 사회복지국가 규범은 고도산업사회로의 

진전과 더불어 국가사회의 현실규범으로 작동하기 시작했고, 경제질서도 그에 순응

해야 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상 경제질서는 독립된 장을 설정한 편제상의 독립성과 

연속성에 더 나아가, 그 내용에 있어서도 일정한 연속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헌법상 경제는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출발하였지만 국가건설을 위한 국가적 

규제와 통제의 시대를 지나 시장경제의 활성화 시기를 거쳐서 마침내 공동체의 삶을 

보듬기 위한 사회정의 내지 경제의 민주화를 위한 국가적 규제와 조정의 시대로 

안착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헌법상 경제는 그 연속성을 지속적으로 다져오고 

있다. 1987년 헌법제정 이후 사반세기가 지난 후에 다시금 경제의 민주화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것은 경제의 연속성이 동일한 헌법을 두고서 지속적으로 활성화

되어 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탄이면서 동시에 이 시대가 안고 있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경고음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헌법개정이 논의될 때에도 이와 같은 대한민국 경제헌법의 

그 편제상이나 내용상의 연속성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동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질서는 그것이 정치질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질서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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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일정한 변용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소작

제도나 경제계획․기업의 국공유화 등과 같은 일부 조항들의 발전적 변화는 불가

피할 것이다.

투고일 2013. 8. 11      심사완료일 2013. 8. 27      게재확정일 201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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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Historical View of the Korean Economic Constitution

Sung, Nak In*

74)

Studies to understand the basic structure of the economic principle embedded in 

our Constitution are done in various ways. Such studies reveal the endeavors of our 

founding fathers from the moment of Independence to the Founding Constitution.

This article shows the following developments of the constitutional economic order. 

Firstly, the economic order of the founding fathers’ has never deviated from the 

ideological basis of liberal democracy. Elements of planned economy were unavoidable 

for nation-building, especially for one which was a newly born with poor capitalism. 

Secondly, as the nation and its market entered into a period of stabilization, the 

proper role of market became the core element. The second amendment can be assessed 

as the first step to enforce market economy. Thirdly, the enthusiasm for economic 

development made accumulation of capital possible for the first time during 1960s. 

The Constitution of the Third Republic in 1962 was a giant stride towards free 

market economy. Fourthly, entering highly-developed industrial capitalism in 1980s, 

anti-trust regulations became an issue, very similar to the situation in Europe and 

U.S. This regulation is totally different from that of the Founding Constitution.

In short, the economic order of our Constitution has the continuity not only in the 

formation of separate chapter but also in its contents. The Constitution has kept up 

with the economic development. This suggests the next amendment should be done 

in order to keep up with both the political and economic order.

Keywords: history of economic constitution, establishment of constitution, constitutional 

economic order, social justice, economic democratization

* Professor, College of Law/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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