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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국민주권에 대한 오해
―신행정수도건설법 위헌결정(2004 헌마 554, 566 

병합)과 관련하여―

1)

金 慶 濟*

Ⅰ. 들어가기

헌법재판소는 2004. 10. 21. 위헌 7 의 의견으로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

조치법(이하 수도건설법)을 위헌1)으로 결정하 다. 그리고 그 주된 논지는, “수도 

서울”이라는 사실은 관습헌법인데 관습헌법도 [대한민국]헌법의 일부로서 성문헌

법[대한민국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2) 수도건설법이 이것을 법률의 형식

으로 변경3)하 으니 이것은 헌법개정사항인 수도이전을 단순법률형태로 실현시

킨 것을 의미함으로 결국 청구인들의 헌법 제130조 제2항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배제한 것으로 동 권리를 침해한 것4)이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다수의견의 헌법재판관들이 소위 관습헌법도 성문헌법[대한민국

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논지는 결정문5)에 따

르면 다음과 같다. 그 부분을 그대로 옮기면: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한다. 이와 같

이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권자이며, 최고의 헌법제정권력이기 때문에 성문헌법의 

제ㆍ개정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헌법전에 포함되지 아니한 헌법사항을 필요에 

따라 관습의 형태로 직접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관습헌법도 성문헌법

* 東國大學校(경주) 法政大學 敎授(助敎授), 법학박사(Uni-Bonn), 法學博士
1) 헌재결 2004 헌마 554ㆍ556 (병합) 결정.
2) 결정문 4. 다. (4) (가).
3) 결정문 4. 라. (3).
4) 결정문 4. 마. (2).
5) 결정문 4. 다. (1)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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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마찬가지로 주권자인 국민의 헌법적 결단의 의사표현이며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관습에 의한 헌법적 규범의 생성은 국

민주권이 행사되는 한 측면인 것이다. 국민주권주의 또는 민주주의는 성문이든 

관습이든 실정법 전체의 정립에의 국민의 참여를 요구한다고 할 것이며, 국민에 

의하여 정립된 관습헌법은 입법권자를 구속하며 헌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다수의견의 헌법재판관들이 관습헌법이 헌법

적 효력을 갖는 이유를 “관습에 의한 헌법적 규범의 생성”이 “국민주권이 행사

되는 한 측면”이고 또 국민은 최고의 헌법제정권력이기 때문에 “헌법전에 포함

되지 아니한 헌법사항을 필요에 따라” “관습의 형태로 직접 형성”이라는 형식으

로 헌법제정권력을 행사 ―주권행사― 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다수의견의 헌법재판관들이 이 부분에서 보 던 사고가 현행 대한민

국헌법에 합치하는지를 검토한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법성 요건 검

토”가 가지는 헌법적 문제점에 관하여는 이미 본인이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

조치법 위헌결정의 헌법적 문제점”이라는 제목으로 헌법학연구6)를 통하여 발표

하 고 아울러 “본안판단”에 존재하는 헌법적 문제점에 관해서는 같은 제목으로 

공법연구7)를 통하여 발표하 으므로 참조하기 바란다. 논의의 순서는 먼저 헌법 

제1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음”의 의미를 규명하고(Ⅱ) 그 

바탕 위에서 헌법제정방식으로 “관습에 의한 헌법적 규범의 생성”이 국민주권이 

행사되는 한 측면, 현행 헌법이 허용하는 헌법제정권력의 행사방법이 될 수 있는

지 검토하며(Ⅲ) 그리고 “관습의 형태로 직접 형성한 것”이 성문헌법 대한민국헌

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기술하고(Ⅳ) 이상을 근거로 이 부분에

서 행한 논지의 문제점을 마무리(Ⅴ)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Ⅱ. 주권이 가지는 문제점

1. 주권이란?

“주권”이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다수의견의 헌법재판관들은 주권이라는 것을 

6) 본인의 ,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결정의 헌법적 문제점 ― 적법성 
요건 판단과 관련하여”, 헌법학연구 제11집 제1호, 2005.3., 511면 이하.

7) 본인의 ,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결정의 헌법적 문제점 ― 본안판단
과 관련하여”, 공법연구 제33집 제4호, 2005.6., 한국공법학회, 269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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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대한민국헌법이 헌법 각 조항에서 “주권행사방식”으로 규정하지 않은 방식, 

국가권력행사방식으로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식으로 행사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는가? 주권은 “무엇이나 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인가. 아니면 주권이라는 것

은 “필요에 따라”8) 언제나 구체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그런 권력인가? 그것을 

넘어서 “주권”이라는 것은 현행 헌법이 규범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헌법에 규정

되지 않은 방식으로 행사될 수 있는 권력인가. 즉 현행 헌법에 의하면 헌법제정

권력의 행사(어떤 사항 혹은 내용에 헌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는 오로지 헌법 

제128조 이하의 방식으로만 행사할 수 있을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방식 즉 어떤 사항에 헌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을 “관습의 형태

로 직접 형성” 혹은 “관습에 의한 헌법규범의 생성”방식으로 행사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유추할 수 있는 다수의견 헌법재판관들이 가진 사고에 따

르면 주권은 “헌법제정과 관련하여서는” (국민은 주권자이고 헌법제정권력이므

로) 헌법전에 포함되지 않은 헌법사항을 “필요에 따라” 당시의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식(관습의 형태로 직접 형성)으로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력을 의미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사고가 문제가 있음은 조금만 생각하면 자명해진다. 만약 국민이 

주권자여서 주권을 ―헌법을 제정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력”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시간적인 제한 없이 “필요에 따라” 어떤 사

실ㆍ내용에 헌법적 효력을 부여하도록 행사한다면, 아울러 이런 권력을 헌법에서 

정하지도 않은 방식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이라고 본다면, 헌법이라는 법규범

에게 요구되는 법적안정성은 처음부터 기대할 수 없겠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설

사 주권자가 이미 헌법을 제정하 다고 하더라도 이 헌법은 “그 헌법에 따른 제

정ㆍ개정방식을 따르지 않고도” 언제나 새로운 내용이 헌법으로 추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런 헌법은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헌법 내용이 헌법에서 정한 

개정ㆍ폐지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헌법의 내용과 다른 관습의 형성으로 변경

ㆍ소멸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헌법은 “무엇이” 언제부터 헌법으로 존재

하는지 또 “언제까지” 어떤 내용이 헌법으로 존속할 것인지 국민들은 알 수 없

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헌법에서는 당초 헌법에게 기대되는 “사회안정적ㆍ권력

통제적ㆍ생활합리화적ㆍ자유보장적 기능”9)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8) 결정문 4. 다. (1) (나).
9) 허 , 헌법이론과 헌법, 박 사, 2004, 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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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주권”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이렇게 “주권”이라는 이름으로 구체적으

로 행사될 수 있는 그런 관념으로 성립된 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의 제정

자도 제1조 제2항에서 “주권”이라는 것을 언급하지만 그러나 어느 헌법조항에도 

“주권”이라는 이름으로 “국가권력”, “권한” 혹은 “권리”가 행사된다고 규정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주권이란 무엇인가? 주권이란 순전히 프랑스적인 용어이고 따라서 

프랑스에서 발생되어 프랑스에서 전개되어온 개념이다.10) 그러므로 주권이란 개

념을 규명할 때에는 주권개념이 요구되었던 당시 프랑스의 정치상황에 대한 이

해가 선재되어야 한다. 주권이론은 중세말 근세초 국왕이 세속적인 통일적 지배

권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성장하는 국왕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론으로 창출되

었다.11) 당시의 시대 상황은 군주가 거대한 봉건귀족에 대한 군주의 우위를 확보

하고 교황청과 대외적 정치세력들로부터 독립을 꾀하던 시기 던바, 주권이란 통

일의 주체인 군주가 가지는 권력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성립된 개념이었

다.12) 이에 따라 주권은 대내적으로는 최고의 권력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독립성

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성격을 가지게 된다. 이후 이 주권개념은 보댕에 의하여 

‘항구적이며 포괄적인 최고의 국가권력’, ‘국가의 대외적으로 독립의 대내적으로 

최고의 권력’으로 설명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주권은 주로 보댕의 용법에 따라 

이해되고 있다.13) 그리고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성립된 주권개념은 현실적

으로는 국가권력의 최고ㆍ독립성을 표현하는 말로 경우에 따라서는 통치권 혹은 

국가권력 그리고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근원적인 힘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된다.14)

2. 국민은 “주권”이란 이름으로 국가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1) 주권의 본질

주권의 성격이 이와 같이 국가권력의 최고ㆍ독립성을 표현하는 이념적 성격을 

띤 것15)이기 때문에 주권은 “주권의 행사”라는 이름으로 구체적으로 행사될 수 

10) 김경운, “주권개념에 관한 고찰”, 헌법학연구 제2집, 1996, 137면.
11) Albrecht Randelzhofer, Staatsgewalt und Souveränität, Rn. 14.; 김경운, 전게논문 139면.
12) 김경운, 전게논문, 142면; 박경철, “통치권의 정당화원리로서 국민주권”, 공법연구, 제

31집 제1호, 384면.
13) 우리나라 학자들이 이해하는 주권개념에 관해서는 박경철, 전게논문 384면 주 5) 참조.
14) 권 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4, 116면;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 사, 2004, 105면.
15) 박인수, “국민주권과 인민주권,” 고시계, 199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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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실체적 권력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다. 주권이란 오히려 하나의 집단이 “국

가”이기 위하여 요구되는 본질적 징표, 즉 대외적으로 어떤 다른 나라의 향력

으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대내적으로는 “확립된 지배질서가 존재하는 상태에 있

음 혹은 그 사회 내에 공동체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되어 있음16)

을 나타내는 하나의 법률용어이다. 즉 전통적인 국가이론에 의하면 국가는 다음

의 세 가지 요소가 갖추어질 때 “국가성”을 인정받는다. 즉 토, 국민, 그리고 

이 국민이 자신들이나 자신과 토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음, 주권이 그

것이다. 그래서 “국가”라는 공동체는 단지 어떤 역 위에 다수인이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 국가성을 인정받을 수 없고 또 일정한 정치적 의사결정방법을 구비

한 정치적 집단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국가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국가는 오

로지 이런 역위에 거주하는 다수인들이 스스로를 결정할 수 있음,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확립되어 있음이 인정될 때 국가성이 인정된다. 그래서 주권, 개개

의 구성원의 의사를 공동체의 의사로 통합하는 방법, 그리고 그 전체 의사에 따

라 자신들을 지배해나갈 수 있는 권력은 국가를 다른 형태의 정치적 공동체와 

구분시키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래서 이런 주권의 존재 여부, 실효성 있게 조

직화된 국가권력의 존재여부는 국제법적으로도 하나의 단체를 “국가”로 승인하기 

위한 중요한 요건이 된다.17)

(2) 주권의 보유자로서 국민

주권을 구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실체적 권력이 아니라고 이해해야 하는 이

유는 특히 우리 헌법 제1조 제2항과 관련하여 주권이 소재하고 있는 “국민”을 

전제할 때 당연하다. 헌법적으로 국민은 국가 안에서 다수가 함께 결합되어 있는 

인간의 집단 전체를 말한다. 이 인간의 집단은 “국적”에 의하여 공동체가 형성되

고 정치적인 삶과 운명을 같이 한다.18) 그러면 이런 운명공동체로서 국민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우리 헌법이 전제하는 존엄의 주체로서 인간은 사회와 유리된 

이기주의적 인간도 아니고 또 개인의 자율성을 부정하는 전체주의적 인간도 아

닌 모든 생활 역에서 자결과 자유로운 개성신장을 추구하고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격체로서 인격주의적ㆍ자주적 인간이다.19)

16) Dazu siehe Albrecht Randelzhofer, Staatsgewalt und Souveränität, Rn. 25, 35.
17) 최재훈(공저), 국제법신강, 신 사, 1996, 99면.
18) Ernst-Wolfgang Bökenförde, Demokratie als Verfassungsprinzip, Rn.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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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인간의 집단 전체가 우리 헌법 제1조 제2항에서 전제하는 대한민국의 주

권자로서 국민이다. 이런 국민은 전체로서 하나의 통일된 행동을 할 수 있는 속

성을 지니지 못한다.20) 주권의 보유자로서 헌법 제1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민”

은 인격주의적ㆍ자주적 인간의 집합체로서 다양한 개성과 능력 그리고 각각 다

른 이해관계를 가지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무수한 인간의 집단을 상징적으

로 표현한 하나의 관념적 크기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21) 따라서 주권을 구체적

으로 행사할 수 있는 실체적 권력이라고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그 행사자인 국민

이 그 자체로 “주권”이라는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행동통일체를 형성할 수 없

으므로 주권을 구체적으로 행사가능한 권력으로 볼 실익이 없다.

이렇게 “주권”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실체적인 권

력도 아니었고22) 또 설사 실체적인 권력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치하고 있는 

국민은 하나의 통일된 행동을 할 수 있는 속성을 지니지 못하므로 주권을 구체

적으로 행사가능한 권력으로 볼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다수의견의 헌법재판관들

이 가진 사고, 즉 헌법 제1조 제2항을 인용하면서 국민이 주권자이고 헌법제정권

력이기 때문에 국민이 “관습에 의한 헌법적 규범의 생성”이라는 방법으로 주권

을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력”으로 구체화시켜 그것을 아무런 전제조건 없

이 행동통일체로서 “국민”이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사고는 “주권”이 가지는 역

사적ㆍ이념적 성격을 오해하고 “국민”의 속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 기 때문

이다.

이것이 너무도 당연하기에 우리 헌법을 제정한 헌법제정자도 헌법 제1조 제2

항에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과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옴”을 확인하고

서도 국민이 “주권”이라는 이름으로 “구체적인 권력”을 행사함을 규정하지 않고 

또 헌법의 그 어떤 조항에서도 국민이 스스로 “행동통일체”임을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헌법 제1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하여 국민주

19) 권 성, 전게서, 373면; 김철수, 전게서, 383면; 허 , 전게서, 359면.
20) Klaus Stern, Das Staatsrecht der Bunddesrepublik Deutschland, Bd. 2. 1980, S. 4 ff., 

22 ff.
21) 허 , 전게서, 761면.
22) 그러므로 Bodin이 주권의 징표로 내세웠던 입법권, 선전포고권, 강화체결권, 관리임명
권, 최종심재판권, 사면권, 조폐권, 과세권 그리고 Hobbes에 의하여 주권의 내용으로 
제시된 입법권, 재판권, 관리임명권, 강화권, 상벌권 등은 이들이 주권과 통치권을 혼
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관한 지적으로 박경철, 전게논문, 387면, 주 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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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원리가 실현되는 방식, 주권을 행사하는 방식을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정

할 것을 선언하고 헌법 각 조항에서 그리고 법률23)로 국민의 의사를 국가의 의

사로 전환시키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이들 조항에 따라 국민은 “행동가

능한 형태”로 조직화되고 국민의 의사를 집행하는 방식이 구체화된다. 이것은 다

시 말하면 헌법 제1조 제2항에서 선언된 국민주권의 원리는 헌법 제1조 제1항의 

민주주의원리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진 구체적인 방식으로 실현된

다는 것을 의미한다.24)

3. 헌법 제1조 제2항에 규정된 주권재민(主權在民)의 본질

(1) 헌법 제1조 제2항의 문언적 규정 형식

그러므로 헌법제정자가 헌법 제1조 제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부분으로 표현하고자 하 던 것은 

“주권”이라는 것이 국민이 “주권이라는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이라는 것

을 표현하려고 하 던 것도 아니고 또 이때 “국민”이 그 자체로 구체적인 권력

을 행사할 수 있는 통일체임을 말하려는 것도 아니다. 만약 헌법제정자가 “주권”

을 구체적으로 국민이 행사할 수 있는 권력으로 보았다면 헌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은 단순하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이 가지고 그리고 주권은 국민이 행사

한다”라는 표현을 썼을 것이다. 그런데 헌법제정자는 오히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라는 표현을 쓰면서 또 바로 이어서 주권과는 구별되는 모든 

“권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표현을 

썼다. 이런 표현방식은 적어도 헌법제정자가 “주권”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권력”과는 구별되는 것임을 스스로 밝힌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말의 

어법상 주권이 만약 행사가능한 구체적인 권력이라면 헌법 제1조 제2항 앞 문장

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이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의 방식이며 그렇다

면 당연히 그 뒤 문장은 그 행사가능한 “주권은 국민이 행사한다”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기 때문에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라던가 또 주권과 생소한 “권력”이라

는 자를 써가며 그것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썼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주권이 구체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권력이고 또 국민이 행동할 

2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과 국민투표법 등 참조.
24) Dazu siehe Ernst-Wolfgang Bökenförde, Demokraties als Verfassungsprinzip, Rn. 8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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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통일체라면 구태여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더 명확하고 간단

하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이 행사한다”는 표현을 썼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

권이 “국가의사를 전반적․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력”이라고 하

고 이런 권력을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국민이 가진다면 이 조항으로 표현하고

자 하는 소위 “국민주권의 원칙”은 이 문장으로 족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헌법제정자가 국민을 그 자체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행동통

일체”로 보았다면 헌법 제1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권자임을 전제로 관념적 

총체에 머무는 국민을 구체적인 국가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행동통일체로 조직

하는 원리25)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약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스스로 행동할 수 

없는 하나의 관념적인 전체국민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하나의 행동통일체라면, 주권의 보유자로서 국민을 구체

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크기로 만들어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조직하

는 원리인 민주주의 원리는 처음부터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주권의 보유자로서 국민이 스스로 그리고 언제나 “필요할 때마다” 자신의 의사

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실체라면 헌법제정자는 대한민국헌법을 제정하여 국

민이 주권적 속성을 가지는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방법, “자신들의 의사를 국가의 

의사로 전환시키는 방법”, 헌법제정권력의 행사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

을 것이다. 왜냐하면 스스로 행동통일체인 국민은 언제든지, 혹은 ‘필요에 따

라’26) “주권”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헌법이라는 이름의 국가최고규범을 만들어 자신들의 권한행사를 규정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제정자가 대한민국헌법을 

만들었다면 그 헌법은 항상 새로운 주권의 행사로 변경될 것이다. 그러면 이런 

헌법에게서는 당초에 헌법이 추구하는 “헌정의 안정성”은 기대할 수 없다. “국

민” 그리고 “주권”이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우려, 만약 “주권”이나 “국민”의 개념

을 강조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헌법의 안정성이 파괴된다는 우려에서 독일연방헌

법재판소는 일찍이 국민이 국가권력을 행사할 때에는 “국가기관”으로 간주하고 

국민의 권한행사를 엄격하게 헌법에 따르도록 요구한다.27)

25) Ernst-Wolfgang Bökenförde, Demokraties als Verfassungsprinzip, Rn. 8 f.
26) 결정문 4. 다. (1)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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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울러 헌법 제1조 제2항에서 헌법제정자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

터 나온다”라는 문언을 취하 음에 주목하여야 한다. 여기서 헌법제정자는 분명

한 어조로 앞에서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소재)라는 말을 사용하고 또 뒤에

서는 다시 말을 바꾸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출처)라고 말한다. 

이런 어법에서는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해석을 도출할 수 있다. 즉 먼저 권력

을 행사하는 자와 국민은 구별되는 존재이다. 다음으로 그러나 권력행사자가 행

사하는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왔으므로 그 권한행사는 권력기관의 “독단적인 

의사”에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사로 소급시킬 수 있어야 한다.

(2) “주권재민”으로 표현하고자 한 것

1) 대한민국 창설자로서 국민

그러면 헌법 제1조 제2항을 통하여 헌법제정자가 말하려고 하 던 것은 무엇

인가. 헌법제정자가 이 조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한 것

은 “주권”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행사가능한 권력임을 말하려고 한 것도 또한 

국민이 주권이라는 이름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행동통일체임을 말하려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대한민국은 대한 “국민”에 의하여 성립되었고 대한“국민”이 

대한민국의 “국가성”의 원천임을 확인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건국헌법의 전문

에 잘 나타나있다. 대한민국헌법의 제정자들은 건국헌법 전문에서 “유구한 역사

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라고 

선언하여 대한국민이 대한민국 건국의 주체임을 밝힘으로 분명히 표현한다. 그리

고 건국헌법의 전문에서 천명한 대한“국민”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 “국가성”

을 부여한 원천임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라는 형식으로 건국헌법 

제2조를 통하여 다시 한번 구체적인 헌법조항으로 분명히 한다. 그리고 이 조항

은 그대로 현행 헌법 제1조 제2항의 내용으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이 조항은 한

편으로는 대한민국이 예컨대 신으로부터 국가성을 인정받아 세워진 나라가 아니

라는 것 또는 특정계층, 대한국민 중 일부가 대한민국에 국가성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대한국민 전체가 대한민국의 바탕을 이루고 있음을 선언한 것일 뿐 아니

라 다른 한편으로 이 조항은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대한국민 전체의 바탕 위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성이 유지되어갈 것임을 선언한 것이다.

27) Vgl. BVerfGE 8, 104, 115 f.; 44, 125, 140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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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권은 “권력”과 다르다.

다음으로 이 조항을 통하여 헌법제정자는 주권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력”과는 구별되는 것임을 분명히 하 다. 이러한 사실을 헌법 제1조 

제2항에서 헌법제정자는 한편에서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음”을 확인하면서도 바

로 이어서 주권과는 다른 “모든 권력”이라는 법률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분명히 

표현한다. 적어도 이 문장구성에서 헌법제정자는 주권과 “권력”은 구별되는 것으

로 보았다.

그런데 일단 국가가 성립하면 국가에 존재하는 “모든 권력”은 헌법에 의하여 

조직화되고 그와 동시에 모든 사인(私人)에 의한 실력ㆍ힘의 행사는 금지된다

(das Gewaltverbot).28) 사회적으로 행해지는 모든 행동 혹은 권력행사는 오로지 

헌법을 통해서만 국가권력으로 의미를 가지게 된다.29) 그러므로 본 사건과 관련

하여 국민이 주권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헌법이 규범력을 가지고 있다면”30) 헌

법제정권력을 행사할 때에는 국민은 주권자로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제정권력자(헌법에 의하여 구체화된 행동통일체)로서 헌법제정권력(현실적으

로 실현되는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 구체적인 국가권력을 행사하

는 국민은 국가기관으로서 헌법에 기속된다.31) 따라서 국민이 어떤 사항에 헌법

적 효력을 부여하고자 할 때(헌법제정) 현행 헌법이 허용하는 방식이 아닌 “헌법

전에 포함되지 아니한 헌법사항을 필요에 따라 관습의 형태로 직접 형성”하는 

방식으로 행사하는 것은 현행 헌법에 의하면 다수의견이 이해하는 것과는 반대

로 “국민주권이 행사되는 한 측면”32)이 아니다.

이런 행위가 주권이 행사되는 한 측면, 즉 헌법제정권력의 행사로 헌법적 의미

를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런 주권행사방법, 헌법제정권력의 행사방법이 헌법

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33) 오로지 이럴 경우에만 국민이 헌법을 “관습의 형태

로 생성”34)하는 행위가 헌법상 의미를 가지는 “국민주권행사의 한 측면”인 국가

작용, 정당한 헌법제정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래서 만약 국민이 “관습의 

28) Josef Isensee, Staat und Verfassung, Rn. 74.
29) Peter Badura, Die parlamentarische Demokratie, Rn. 28.
30) Christian Starck, Grundrechtliche und demokratische Freiheitsidee, Rn. 30.
31) BVerfGE 8, 104, 115 f.; 44, 125, 140 f.
32) 결정문 4. 다. (1), (나).
33) Peter Badura, Die parlamentarische Demokratie, Rn. 2, 28.
34) 결정문 4. 다. (1),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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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헌법을 제정하는 행위”를 정당한 헌법적 행위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헌법제정방식을 “현행 헌법이 허용하는 방식 즉 헌법 제128조 이하의 절차

를 거쳐서” 헌법에 규정하여 놓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런 헌법제정방식을 헌법

제정자가 인정하지 않고 있고 헌법제정은 오로지 헌법 제128조 이하만으로 한정

하고 있는 현행 헌법이 규범력을 가지는 한, 다수의견의 헌법재판관이 가진 생

각, 즉 국민이 주권자이고 최고의 헌법제정권력이어서 “헌법전에 포함되지 않은 

헌법사안을 관습의 형태로 직접 형성할 수 있다”는 사고는 “헌법의 무지”35)에서 

“주권”, “국민”, “헌법제정” 그리고 “헌법 제1조 제1항의 민주주의”의 종합적인 

의미를 오해한 것으로 헌법 제128조 이하에 합치될 수 없는 것이다.

3) 권력행사기관과 국민은 다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표현을 통하여 한편에서는 “구체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자”와 “국민”은 구별된다

는 점,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러나 그 권력을 행사하는 자는 그 권력을 국민

으로부터 받아왔으므로 항상 자신의 권력행사를 자신의 독단적인 의사에 근거하

여 행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사로 소급시킬 수 있어야 함”,36) 다시 말하면 집

행기관의 집행의사는 국민의 의사에 바탕을 두어야 함을 밝힌 것이다. 이렇게 국

가권력의 행사자와 국민이 구별됨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국가권력의 출처ㆍ원천

이므로 헌법 제1조 제2항을 통하여 드러낸 헌법제정자의 의도를 구현하기 위해

서는 권력행사기관의 권력행사가 국민의 의사에 합치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 헌법제정자는 권력행사기관이 권력을 획득

함을 국민의 결정에 맡겨두고(헌법 제41조 제1항 및 헌법 제67조 제1항) 또 국

가기관은 자신에게 맡겨진 권력을 행사함에 있어 국민의 의사가 결집된 헌법과 

법률에 따르도록 하며(헌법 제69조 및 헌법 제103조) 또한 국가기관은 자신의 

권한행사와 관련하여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요구한다(헌법 제7조 제1항). 

국가권력을 획득함이 국민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누가” 

국가권력을 행사하고 “언제부터” 그가 국가권력을 행사할 지를 국민이 결정하여

35)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이나 법률의 무지”로 헌법이나 법률위반의 결과를 초래하 을 

때 탄핵될 수 있음에 관해서는 권 성, 전게서, 901면; 김철수, 전게서, 1126면; 송기
춘, “우리 헌법상 대통령 탄핵에 관한 소고”, 공법연구 제32집 제5호, 한국공법학회, 
2004.6., 422면 참조.

36) Ernst-Wolfgang Bökenförde, Demokraties als Verfassungsprinzip, Rn.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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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그리고 국가권력을 획득한 자는 국가권력을 행사함에 있어 자신이 행사

하는 권력이 국민에서 연원함으로 국가적 과업을 실행할 때나 혹은 자신에게 속

한 권한을 행사할 때 항상 자신의 업무수행, 권한행사가 자신의 독단적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사에 따른 것임을 말할 수 있어야 함으

로37) 권력기관은 권한행사를 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통하여 근거를 제시하

여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한다. 이런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권력기관의 국가권력 행사는 국민으로부터 정당성을 확보

할 수 있다.

4. 중간결론

그러므로 헌법 제1조 제2항에서 주권재민의 원리를 선언한 것은 주권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력임을 밝힌 것도 또 국민이 어떤 국가권력

을 스스로 행사할 수 있음을 선언한 것도 아니며 오히려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 국민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그 기관의 국가업무 수행이 국민의 의사

에 의하여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38) 그러므로 다수의견의 헌법

재판관들이 헌법 제1조 제2항을 들어 국민이 주권자이므로 “아무런 전제조건 없

이 이 조항에서 바로” 국민이 헌법전에 포함되지 아니한 헌법사항을 필요에 따

라 관습의 형태로 직접 형성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관습헌법에 의한 헌법적 규

범의 생성은 국민주권이 행사되는 한 측면인 것”으로 본 것은 다수의견의 헌법

재판관들이 “주권”과 “국민” 그리고 “주권재민”이 가지는 의미를 오해하 기 때

문이다. 국가를 개념적으로 징표하는 주권은 구체적으로 행사될 때에는 “주권”이

라는 이름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와 같이 “헌법제정권력” 등 구체적인 명칭을 가

진 개별적 국가권력으로 행사된다. 아울러 “국민”은 그 자체 스스로 어떤 조직화

됨이 없이 구체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행동통일체가 될 수 없어 “헌법사항

을 필요에 따라 직접 형성”할 수 없다. 국민은 헌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민주적

으로 조직되었을 때만 비로소 행동통일체로 되어 구체적인 국가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헌법 제1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주권재민의 원칙 선언

은 “관습헌법에 의한 헌법적 규범의 생성”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동원될 것이 아

37) BVerfGE 47, 253, 275; Ernst-Wolfgang Bökenförde, Demokraties als Verfassungsprinzip, 
Rn. 11.

38) 같은 취지로 허 , 한국헌법론, 박 사, 2004, 13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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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오히려 거꾸로 “관습의 형태로 형성되었다는 헌법사안”이 생성과정에서 국

민으로부터 정당성을 얻었는지, 즉 헌법제정자가 우리 헌법을 통하여 요구하는 

“어떤 의사를 국민의 의사로 소급시킬 수 있는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졌는지 결

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이런 기준으로 “관습헌법에 의한 헌법적 규범

의 생성”이라는 주권행사방식은 우리 헌법의 제정자가 국민에게 허용하 던 주

권행사방식이 아니므로39) 현행 대한민국헌법이 그 규범성을 유지하는 한 “국민

주권이 행사되는 한 측면”이 아니다.

Ⅲ. 헌법제정권력의 행사방법

1. 주권과 헌법제정권력

이미 앞에서도 언급하 지만 주권이란 하나의 정치적 공동체가 대외적으로 독

립된 정치적 공동체임을 나타내는 징표로, 그러기 위한 전제조건은 그 공동체가 

자신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최고 근원적인 힘을 가지고 그리고 이런 힘에 근

거하여 하나의 정치적 공동체가 조직화되어 있다는 말로 사용된다. 그래서 하나

의 공동체가 “주권을 가진 공동체이다”라고 하는 말은 그 공동체는 스스로에 대

하여 결정할 수 있는 상태에 있고, 즉 구성원의 의사를 공동체의 의사로 전환시

키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서 그 공동체의 이름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의사를 표현할 때 다른 공동체의 구속을 받지 않는 그런 공동

체라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제정권력이란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그 구성원들이 그 공동체의 조직이나 

목적 그리고 구성원의 지위에 관한 합의를 헌법이라는 규범으로 체계화하는 권

력을 말한다.40) 하나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이 권력을 가지므로 이 권력을 통하여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그 공동체의 기본적인 성격을 확정하고 구성원들이 자신들

의 의사를 공동체의 의사로 변환시킬 수 있는 방법, 통일적인 공동체의 지배질서

39) 헌법재판소 스스로도 이미 우리 헌법상 국민주권이 행사되는 방법은 오로지 현행 헌
법에 규정되어져 있는 방식만임을 확인하 다. 즉 헌법재판소는 1989.9.8. 88헌가6,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의 위헌여부(違憲與否, [판례집 1, 199∼273]) 결정에서 “우리 
헌법상 국민의 손에 쥐어준 주인으로서의 유일한 효과적인 무기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앞으로 지방의원)을 선출하고 누구나 입후보자가 되어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
권과 헌법 제72조와 동 제130조에 의한 국민투표권 뿐이다”라고 한다.

40) 권 성, 전게서, 46면; 김철수, 전게서, 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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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성하는 제도적 장치를 체계화한다.41) 따라서 이 권력의 행사로 구성원의 범

위와 구성원의 터전이 확정되고, 그리고 구성원들의 의사를 공동체의 의사로 변

환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게 조직화된 통일적인 지배질서가 헌법이라는 규범의 

형식을 통하여 확정되면 이제 이 공동체는 “국가성”을 인정받아 하나의 국가가 

된다.42) 그래서 헌법제정권력은 ‘국가창설권력’43)이라고도 한다.

그러므로 주권과 헌법제정권력은 주권을 논의할 때 사용되었던 “정치적 공동

체”를 “헌법국가”라는 정치적 공동체로 대체시키면 동일한 작용을 하는 권력임을 

알 수 있다.44) 왜냐하면 하나의 정치적 공동체가 “주권”을 가진 공동체라야 자신

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다른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독립성”을 유지할 

것인데 만약 이때 그 정치적 공동체를 “헌법국가”라고 본다면 이 헌법국가는 헌

법제정권력을 바탕으로 이것의 행사결과인 헌법에 의하여 “스스로를 결정할 수 

있음”이 확인되고 또 체계화되며 이 헌법제정권력의 향력 아래에 드는 범위가 

다른 공동체와 구별되는 경계일 것이므로 결국 헌법국가에서는 “주권”이 행한다

는 기능을 국가를 성립시키는 “헌법제정권력”이 행하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 헌법제정자는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2항에서 주권을 성문의 헌법전

에 규정하여 주권 그 자체를 헌법에 수용하고 있으며 이런 “주권”을 헌법전에 

수용함은 제정헌법 전문에 나타나있듯이 대한“국민”이 스스로 주권자이며 헌법의 

제정자로서 대한민국헌법을 제정하여 대한민국이라는 정치적 공동체를 성립시키

면서 행하 으므로 국가창설권력이라는 측면에서 이 헌법의 법통이 유지되는 한 

더 이상 구분하여 논의할 필요가 없다.45)

41) 이러한 점은 우리 제정헌법 전문에 잘 나타나있다. 건국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
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국민이 …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 민주주의 제제도를 수립하

여 … 이 헌법을 제정한다”, 라고 밝힘으로써 대한민국의 구성원인 대한국민이 대한
민국헌법을 제정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제제도, 지배질서를 확립하 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42) 최재훈(공저), 국제법신강, 신 사, 1996, 99면.
43) 강경근, 헌법학, 법문사, 1997, 45면.
44) 같은 견해로 권 성, 전게서, 51면; 강경근, 전게서, 45-46면 참조.
45) 박인수는 주권과 헌법제정권력을 국가규범질서체계 내에서 파악할 때 동일한 것으로 
보면서도 양자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헌법제정권력은 헌법을 창조하는 특수한 성격
의 권력으로서 그 행사시기는 (ⅰ) 신생국가의 성립시나 (ⅱ) 기존의 독립국가들이 연
합함으로써 가능한 연합국가의 성립시에나 (ⅲ) 기존의 정치체제가 혁명이나 전쟁으로 
인해 완전히 와해해 버리고 새로운 정치체제로 대체되어질 것이 요구될 때, 즉 최소한 
헌법적 시각에서 새로운 국가가 출범했다고 보여질 때 행사되는 반면에 주권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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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제정권력의 행사

만약 헌법제정권력의 속성으로 인정된다는 시원성ㆍ자율성ㆍ항구성을 단순하

게 이해하면 주권자는 그리고 헌법제정권력자는 “필요에 따라” 언제고 헌법제정

권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처럼 이해할 수 있다. 헌법제정권력자가 아직 제정권력

을 행사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우선 “헌법”을 제정할 것인지 혹은 하지 않을 것

인지, 그리고 헌법을 제정한다면 언제 헌법을 제정할 것인지 자유롭게 “필요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헌법제정권력은 헌법을 처음으로 만드는 

권력이므로 이때 어떤 방법상의 제한도 없다.46) 헌법을 제정할 당시 헌법을 만드

는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권원이 허용하는 방법이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런데 이미 헌법제정권력이 행사되어 구체적인 국가가 만들어지고 또 헌법제

정의 주체가 그 국가의 “국민”인 경우에는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이것이 당연한 

것은 먼저 헌법제정권력 행사의 결과인 “헌법”이 가지는 속성 때문이다. 하나의 

공동체를 “국가”로 만드는 헌법은 본질적으로 하나의 “법”이다. 그런데 법은 하

나의 정치적 공동체가 공존할 수 있는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그 공동체의 생활

조건을 보장할 목적으로 제정된다.47) 그러므로 법의 제일차적 기능은 그 공동체

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법에게는 필연적으로 “법적 안정성”이 요구

된다. 왜냐하면 만약 법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법을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 던 공

동체의 질서는 유지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약 법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구성원들의 생활안정ㆍ평화는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게 된다.

하나의 법으로서 헌법에게도 같은 기능이 요구된다. 당연한 것이 만약 헌법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우리 헌법의 제정자가 우리 헌법을 제정함으로써 얻고자 하

던 목적, 국민의 지위보장은 달성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헌법이 

안정되지 않으면 국민은 더 이상 자신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래

서 시민전쟁(Bürgerkrieg)을 극복하며 성립한 현대 국가는 국민의 지위를 안정화

시키고 평화를 확보하기 위하여 헌법을 통한 정치적 통합, 국가의사결정방식의 

통합, 법정립방법의 통합, 그리고 국가에 의한 권력독점을 기본적 요소로 가진

로서 성립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징표이며 성립된 국가 내에서는 법규범의 근원 내지 

통치권의 근거로서 항존하는 최고의 국가권력이라고 보아 양자를 구별되는 것으로 본

다. 이에 관해서는 박인수, “국민주권과 인민주권”, 고시계(1990.3.), 33-34면 참조.
46) 시원적으로 헌법이 제정될 때 일반적으로 거치는 방식에 관해서는 권 성, 전게서, 

49면.
47) 홍성찬, 법학개론, 박 사, 2004, 55면; Josef Isensee, Staat und Verfassung, Rn.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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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8) 따라서 헌법에는 헌법 그 자신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49) 예컨대 우리 헌법 제128조 이하가 대한민국헌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헌법제정자가 대한민국헌법을 제정하면서 정하여 둔 제도적 장

치이다. 그러므로 일단 헌법제정권력이 행사되어 구체적인 헌법이 제정되었다면 

이젠 적어도 “그 헌법이 규범력을 가지는 한”50) 헌법제정권력의 행사는 헌법에 

정해진 방법으로 행사되어야 한다.51) 오로지 이렇게 함으로써만 헌법은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만 국민의 예측가능성은 보장된다.

한편 헌법제정권력의 주체는 정치적 공동체의 구성원, 국민이다. 이 국민은 헌

법제정권력을 행사하여 “헌법”을 제정한다. 그리고 이 헌법을 제정하면서 그 국

민은 국가질서를 확립하여 평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신들에 관한 기본적인 사

항, 즉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방식, 헌법이나 법을 정립하는 방식을 헌법에 규정

한다.52) 국가적인 통합을 위하여 헌법을 제정한 국민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신

들이 국가를 형성하기 이전에 가졌던 모든 힘(Gewalt)을 포기하고 그것을 국가에

게 독점시킨다.53) 그리고 스스로 헌법에 따라 권리 혹은 권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양해를 한다. 그러므로 헌법이 규범성을 가지는 한, 하나의 국가가 동일성을 유

지하는 한 그 국민들은 오로지 자신들이 사전에 양해하 던 방식 말고는 달리 

행동할 수 없다. 그래서 만약 국민이, 한 국가가 동일성을 유지하는 한, 미리 정

하여 두었던 방식에 의하지 않고 다른 방식을 통하여 주권, 국가권력 혹은 헌법

제정권력을 행사한다면 이것은 “모순”이다. 따라서 국민이 주권자라고 하더라도 

국민은, 자신의 국가가 동일성을 유지하는 한,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식으로 

국가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54) 그러므로 기존의 헌법에 헌법제정권력 행사에 관

48) Dazu siehe Josef Isensee, Staat und Verfassung, Rn. 62.
49) Bökenförde도 헌법제정권력이 가지는 시원성과 항구성에도 불구하고 헌법은 안정성을 
유지하여야 함으로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하면서 그 

방법으로 첫째, 헌법제정권력과 헌법에 의하여 조직된 권력의 구별, 둘째, 헌법제정권
력의 담당자가 헌법적인 결단을 준비하고 헌법제정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명확한 민

주적인 방식을 구체화시키는 것, 셋째, 헌법제정권력자로서 국민이 헌법이라는 틀 속
에서 헌법제정에 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는 세 가지 방식을 

제시한다. 이에 관해서는 Ernst-Wolfgang Böckenförde, Verfassung, Staat, Freiheit, 번
역판 김효전, 헌법ㆍ국가ㆍ자유, 법문사, 1994, 25-29면 참조.

50) Christian Starck, Grundrechtliche und demokratische Freiheitsidee, Rn. 30.
51) Peter Badura, Die parlamentarische Demokratie, Rn. 28.
52) Dazu siehe Josef Isensee, Staat und Verfassung, Rn. 10.
53) Dazu siehe Josef Isensee, Staat und Verfassung, Rn. 74 ff., 81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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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규정이 있음에도 이와 다른 방식을 통하여 헌법을 제정할 수 있는 경우는 기

존의 독립국가가 연합하여 연합국가를 성립시킬 때나 혹은 기존의 정치체제가 

혁명이나 전쟁으로 인해 완전히 와해해 버리고 새로운 정치체제로 대체되어질 

것이 요구될 때의 경우처럼 헌법적 시각에서는 새로운 국가가 출범했다고 볼 수 

있을 경우55) 정도일 것이다.

3. 국민은 관습의 형태로 헌법을 제정할 수 있는가?

(1) 논지의 문제점

그러므로 다수의견의 헌법재판관들이 인정한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권자이며, 

최고의 헌법제정권력이기 때문에 성문헌법의 제ㆍ개정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헌

법전에 포함되지 아니한 헌법사항을 필요에 따라 관습의 형태로 직접 형성할 수 

있다”는 사고는 헌법 제1조 제2항에도 그리고 헌법 제128조 이하에도 합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헌법의 무지에서 “헌법”과 “국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

하여 생긴 잘못된 것이다. 아니 그 이전에 이 부분에 나타난 다수의견 헌법재판

관들의 문장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1) 법률용어사용상의 잘못

여기서 먼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와 같이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권자이며, 

최고의 헌법제정권력이기 때문에 성문헌법의 제ㆍ개정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헌

법전에 포함되지 아니한 헌법사항을 필요에 따라 관습의 형태로 직접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56)는 부분이다. 여기서 문법적으로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권“자”라고 

말하 다면 당연히 국민이 헌법제정권력“[자]”라고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헌법

제정권력”이란 헌법을 제정하는 힘을 말하는 것이지 그 자체에 “행사기관 혹은 

주체”를 나타내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앞에서 서술한 국민이 

주권자, “주권을 가진 기관 혹은 행사하는 자”라는 점과 같은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여기서도 그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헌법제정권력의 보유자 혹은 주체로

서 헌법제정권력“[자]”로 서술하 어야 한다. 본인의 생각으로 여기서 다수의견의 

54) BVerfGE 8, 104, 115 f.; 44, 125, 140 f.
55) B. CHANTEBOUT, Droit constituionnel et science politique, 6 éd., A. Colin, 1985, 

p.33(박인수, “국민주권과 인민주”, 고시계(90.3), 32면에서 재인용).
56) 결정문 4. 다. (1)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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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헌법제정권력“[자]” 대신에 헌법제정권력만

을 언급하 던 것은 스스로 국민이 대한민국헌법상 완전한 “헌법제정권력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 을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국민이 주

권자”라고 하 다면 즉 헌법제정과 관련하여 그 제정권력 행사주체를 말하고자 

하 다면 국민이 헌법제정권력“자”라는 표현을 썼어야 문법적인 체계에 맞다.

2) 논리의 비약

다음으로 같은 부분에서 다수의견의 헌법재판관들은 논리의 비약을 한다. 여기

서 다수의견의 헌법재판관들은 성문헌법의 제정과정에서는 단지 “제한적인 권

력․지위”만을 가진다는 국민을 인정하고도 아무런 설명 없이 “관습헌법”을 제정

하는 과정에서는 곧 바로 “완전한 권력․지위”를 가질 수 있는 국민을 이야기한

다. 즉 다수의견의 헌법재판관들은 이 부분 앞에서 국민인 헌법제정권력[자]는 

성문헌법의 제ㆍ개정에 “참여”한다고 한다. 이 말은 국민은 현행 헌법이 규범력

을 가지는 한 성문헌법 대한민국헌법의 제정ㆍ개정과정에 주도권은 가지지 못하

고 단지 “참여”할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정당한 이해

로 우리 헌법제정자는 헌법 제130조 2항에서 국민에게는 오로지 헌법제ㆍ개정과

정에 국민투표를 통한 참여만을 인정한다. 국민은 대한민국헌법을 제안할 수도 

없고 또 국민은 이것을 스스로 의결할 수도 없다. 그런데 이 정도의 지위밖에, 

즉 성문헌법을 제ㆍ개정하는 과정에서 완전한 권력을 가지지 못하는 국민이 왜 

갑자기 관습의 형태로는 “직접 형성” 즉 완전한 제정권력을 행사할 수 있고 또 

그것은 성문헌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완전한 대한민국헌법 제정)는 말인가. 분

명히 같은 문장에서 다수의견의 헌법재판관들은 국민을, 헌법제정권력[자]이지만 

성문헌법의 제ㆍ개정과정에서는 단지 “참여” 밖에 할 수 없는 지위를 갖는 존재

로 보았다. 그런데 같은 문장에서 어떻게 국민은 헌법제정권력[자]이지만 “난데없

이 갑자기” 실정 대한민국 성문헌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관습헌법을 스스로 

“직접 형성”을 통하여 그것을 대한민국헌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만들 

수 있단 말인가(완전한 헌법제정권력 행사). 분명히 “관습의 형태로 헌법적 규범

을 생성”57)시키는 국민은 “성문헌법 대한민국헌법”을 제정할 때 “참여”하는 국민

과 같은 국민이다. 그런데 어떻게 같은 국민이 “대한민국헌법”과 같은 효력을 가

지는 헌법을 제정하는데 한쪽에서는 단지 제한적인 지위“참여”만을 인정받을 뿐

57) 결정문 4. 다. (1)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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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데 다른 방식으로는 “독자적으로 헌법을 제정할 수 있는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가. 다수의견 헌법재판관들의 사고에 따르면 분명히 “관습의 형태로 헌법규

범을 생성”할 때 국민은 대통령이나 재적과반수 국회의원의 “헌법발의”함이 없이

도 그리고 제ㆍ개헌을 위한 국회의 “의결”함이 없이도 오로지 스스로 “직접 형

성”을 통하여 대한민국헌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헌법을 제정할 수 있다.

만약 다수의견의 논지대로 이해하면 성문헌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관습헌

법을 제정할 때에 국민은 스스로 헌법내용을 선택하고 또 스스로 확정할 수 있

다는 이야기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동일한 국민인데 동일

한 효력을 가진다는 성문헌법과 관습헌법을 제정하면서 한쪽에서는 제한된 지위

만이 인정되는데 어떻게 다른 편에서는 스스로 완전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질 수 있는가.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왜 국민은 처음부터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여 두고 자신의 권력행사, 혹은 권한행사를 제한하려고 하 는가. 

그리고 이렇게 “관습헌법”이라는 형태로 쉽게 최고규범이라는 헌법이 만들어지고 

변경될 수 있다면 왜 국민은 구태여 성문헌법의 제ㆍ개정방식을 통하여 헌법을 

제ㆍ개정하려고 하겠는가. 쉽게 관습헌법의 제정ㆍ개정으로 헌법을 바꾸어 나가

지. 헌법제정자가 헌법 제128조 이하의 규정을 아무런 의미도 없이 헌법전에 두

었단 말인가. 이것은 다수의견의 헌법재판관들이 얼마나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지를 보여주는 한 징표일 뿐만 아니라 또 이들이 헌법을 해석할 때 

얼마나 체계적인 해석을 할 능력이 없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안타까운 우리의 

헌법현실을 그대로 반 한 것이다.

3) “헌법사항”에 대한 오해

다음으로 지적되어야 할 부분은 “헌법전에 포함되지 아니한 헌법사항을 필요

에 따라 관습의 형태로 직접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관습헌법도 성문

헌법과 마찬가지로 주권자인 국민의 헌법적 결단의 의사표현이며 성문헌법과 동

등한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58)는 부분이다. 여기서 헌법 사항이란 헌법을 

제정한다면 그 헌법의 내용으로 될 수 있는 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① 국가의 기

본적 조직에 관한 사항 ② 최고 국가기관의 권한 구성에 관한 사항 ③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사항 등이 거론된다.59) 다시 말하면 이 헌법사항이라는 것은 

58) 결정문 4. 다. (1) (나).
59) 이에 관해서는 권 성, 전게서, 10면; 김승대, “헌법관습의 법규범성에 대한 고찰”,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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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한다. 그리고 국민은 만약 헌법전에 포함되

지 않은 헌법사항이 존재한다면 그것을 관습의 형태로 직접 형성할 수 있고 이

렇게 형성되었다면 그것은 성문헌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것이 이 부분에서 

말하고자 하는 다수의견의 논지이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왜냐하면 헌

법사항이라는 것은 그 말 자체도 그렇지만 단지 하나의 사항, 사실(Sein)을 말하

는 용어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다른 사항, 사실(Sein)과 다른 점은 (다수의견의 

헌법재판관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것은 “헌법전에 규정하여야 할 사항”60)이라고 

한다. 그리고 국민은 그것을 필요에 따라 직접 형성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 국

민이 주권자로서 “헌법 사항(Sein)”을 직접 형성할 수 있다고 하자. 그렇다면 이

런 “헌법 사항(Sein)”의 직접 형성만으로 바로 그 사항에 헌법이라는 “규범” 

(Sollen)에게 주어지는 법규범적 효력이 인정되는가. 그렇지 않다. 만약 국민이 

주권자여서 어떤 사항을 “헌법사항”으로 형성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사항을 “헌

법 사항”으로 형성․완료하 다고 하더라도 그 “형성․완료”된 헌법 사항 그 자

체로 바로 그것에 “헌법규범”(Sollen)만에게 주어지는 “규범적 효력”은 주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떤 사항이 “대한민국헌법”으로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대

한민국헌법이 되는 과정, 헌법규점화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헌법사항의 형성․완

료”는 대한민국헌법이 되는 규범화과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해하지 말 것이 헌법사항이란 단지 헌법규범으로 할 수 있는 대상인가 아닌

가를 논할 때 사용되는 개념이지 “헌법사항”이면 그것에는 “헌법으로서 규범적 

효력이 주어진다”는 의미를 가진 법률용어가 아니다. 따라서 어떤 사항이 헌법으

로 규정할 수 있는 대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헌법사항이 된 사실”로부터 당연

히 그것에 헌법규범적 효력을 부여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습의 형태로 헌법사

항이 생성”되었다는 사실에서 그리고 이런 것이 국민의 헌법적 결단의 의사표현

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여기서 (그 사항을 그 나라 헌법으로 규범화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한) “그 헌법사항은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

은 “헌법사항”이라는 법률용어가 가지는 의미를 오해한 것이다. 헌법규범화과정

을 거치지 않았다면 아직 이 헌법사항은 하나의 사실(Sein)에 머무는 것이고 여

기에는 어떤 “법” 규범(Sollen)으로서의 효력이 주어지지 않는다.

법논총 제15집, 2004.12., 142면.
60) 결정문 4. 다. (1) (다); 4. 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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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헌법적 결단에 대한 이해부족

나아가서 지적되어야 할 부분은 “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마찬가지로 주권자인 

국민의 헌법적 결단의 의사표현이며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61)는 부분이다. 여기서 다수의견의 헌법재판관들이 사용한 “헌법적 결단”이

라는 말은 “어떤 사항을 헌법으로 만들겠다는 결단”일 것이다. 이렇게 전제하여 

놓고 이 부분을 다시 재구성하면 “관습헌법이라는 것도 주권자인 국민이 그것을 

헌법으로 만들고자 하 던 의사가 들어있는 것이므로 관습헌법은 성문헌법과 동

등한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문장이 다수의견의 

헌법재판관들이 의도하는 대로 되기 위해서는 즉, “관습헌법이 헌법적 결단의 의

사표현이므로 그것도 성문헌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기 위해서는 

“헌법적 결단의 의사표현” 즉 헌법으로 만들겠다는 의사가 들어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어떤 사항에 “성문헌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하는 본질적인 요소

인 경우이다. 그런데 이런 사고는 대한민국헌법에도 그리고 현대헌법이론과도 합

치하지 않는다. 이런 사고는 헌법과 헌법적 결단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이다.

분명히 헌법제정권력자의 헌법적 결단은 “헌법”의 제정형식을 빌면 헌법으로 

탄생한다. 그런데 헌법적 결단 그 자체는 아직 법(Sollen)이 아니다. 헌법적 결단

은 헌법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권위는 되겠지만62) 아직 그것이 법(Sollen)으로 규

범화되지 않았다면 그 결단은 여전히 하나의 사실(Sein)에 머물고 여기에는 어떤 

법규범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결단은 그것이 규범적 효력을 가지려면 각

각의 효력이 주어지도록 예정된 규범화과정을 거쳐 헌법, 법 또는 다른 형식의 

법규범으로 규범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헌법적 결단이 “헌법”이라는 형식만으로 

표현되지도 않는다.63)  그러므로 헌법적 결단이 “성문헌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경우는 오로지 그것이 헌법규범화절차를 거쳐 “성문헌법”으로 제정된 경우이다. 

그리고 이 성문헌법으로서의 효력은 그것을 지탱하는 헌법적 결단 때문에 헌법

61) 결정문 4. 다. (1) (나).
62) Maunz-Zippelius, Deutsches Staatsrecht, 25. Aufl., München, 1983, S. 35.
63) 사실(Sein)로서 헌법적 결단은 여러 형태로 규범화됨으로써 각각 다른 법규범적 효력
을 갖게 된다. 우리의 역사에서도 헌법적 결단이 “명령” 혹은 처분의 형식을 취한 적
이 있었다. 1972년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에 의하여 남북공동성명의 형식으로 발
표된 “평화통일의 원칙”은 당시에는 “명령” 혹은 “처분”의 효력을 가지다가 이후 헌
법으로 수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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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성문헌법이 “성문헌법규범화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성문헌법으로 효력을 가진다. 그러므로 하나의 사실이 법규범이 되는 절

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현대 헌법 그리고 대한민국헌법에 따르면, 헌법 제

128조 이하에 따른 헌법규범화 절차를 거치지 않아 아직 사실(Sein)에 머무는 헌

법적 결단만을 가지고 거기서 바로 헌법규범과 같은 “법규범”에게만 주어지는 

효력을 이끌어낼 수는 없다.

“헌법적 결단”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사실”을 헌법으로 효력을 가지게 하는 본

질적인 요소가 아니고 또 헌법적 결단의 의사표현은 여러 형식의 법규범으로 표

현되어 각각에 맞는 효력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판단한 “관습

헌법도 헌법적 결단의 의사표현이므로 성문헌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본 것

은 “헌법의 무지”에서 “헌법적 결단”이 가지는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규범화과

정”을 제대로 알지 못함에서 비롯된 잘못된 것이었다. 관습헌법이라는 것이 설사 

국민의 헌법적 결단의 의사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아직 헌법 제128조 이하

에서 규정한 대한민국헌법의 성립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것에는 대한민국헌

법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 관습헌법의 생성은 우리 헌법상 인정되는 주권행사방법인가?

그러면 과연 우리 현행 헌법 아래에서 소위 “관습헌법”이라는 것은 성립할 수 

있는가? 아니 국민은 “관습에 의한 헌법규범의 생성”이라는 방식으로 어떤 사항

에 헌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있는가. 다수의견의 헌법재판관들은 “관습에 의한 

헌법적 규범의 생성은 국민주권이 행사되는 한 측면”64)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

은 현행 대한민국헌법이 지금의 모습으로 존속하는 한 “주권이 행사되는 한 측

면”이 아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국가작용은 그 나라 헌

법에 기속되는데65) 현행 대한민국헌법에는 다수의견의 헌법재판관들이 생각하는 

방식, 즉 “관습에 의한 헌법적 규범의 생성”은 대한민국헌법이 헌법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방식이기 때문이다. 현행 헌법에 의하면 대한민국

의 헌법을 “규범적으로 생성”시키는 주권행사방식은 “헌법개정”이라는 방식으로 

오로지 헌법 제128조 이하의 과정을 거치는 방식뿐이다. 다수의견의 헌법재판관

들이 가진 이런 생각은 다수의견의 헌법재판관들이 현대국가의 탄생, 헌법제정의 

64) 결정문 4. 다. (1) (나).
65) Dazu siehe Christian Starck, Grundrechtliche und demokratische Freiheitsidee, Rn.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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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여 가지게 된 것이다. 이미 앞에서도 부분적으로 설

명하 지만 시민전쟁을 극복하며 완성된 제도적 산물인 현대국가는 구성원간의 

평화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성원들이 가진 모든 힘, 실력행사를 국가에 

독점시키고66) 국가가 기능하는 방법과 국가 안에서 구성원들이 국가의사를 결정

해나가는 방법(주권행사방법)67) 그리고 국가가 구성원들에 대하여 보장하여 주어

야 할 내용을 헌법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구성한다.68) 구성원간의 평화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대국가는 헌법이나 법률제정방법이 닫힌 구조, 헌법에 의하여 

한정된 구조를 취하고, 이 때문에 현대국가를 특징짓는 요소 중에는 “법적 통합”

이 하나의 징표이다.69)

그래서 다수의견의 재판관들이 이 부분에서 가졌던 사고가 우리 헌법과 합치

되기 위해서는 “관습에 의한 헌법적 규범의 생성”이 우리 헌법에 다수의견의 재

판관들이 이해하는 바와 같이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만약 관습헌법 성립

에 관한 근거규정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항이 관습헌법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

러면 이제 그 사안은 “관습헌법”이 아니라 “대한민국헌법”이 된다. 그런데 대한

민국헌법에는 어디에도 관습헌법이 “대한민국헌법”으로 되는 절차를 규정한 조항

이 없다. 역대 어느 헌법에도 그런 조항은 존재하지 않았다. 아울러 헌법재판소

법에도 민법 제1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소위 관습헌법이 “헌법의 법원(法源)”

이 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관들이 관습헌법을 헌법재판에서 심판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규정은 없다. 그리고 이런 규정은 민주적 정당성

이 없는 국가기관이 전체국민의 의사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헌법 제1조 제2항(국

민주권주의)에 반한다. 아울러 우리 헌법의 제정자는 헌법을 제정하면서 “이 헌

법이 존속하는 한”70) 헌법내용은 오로지 헌법제정자가 헌법 제128조 이하의 절

차를 거쳐서만 결정한다고 “제정방식을 통일”하여 두었다. 다시 말하지만 결코 

“관습헌법의 형태”로 제정할 수 있도록 제정방식을 열어두지 않았다. 그러므로 

국민은 “관습에 의한 헌법적 규범의 생성”이라는 방식으로 헌법을 제정할 수 없

다. 따라서 다수의견의 재판관들이 소위 “관습헌법”도 [대한민국]헌법이 될 수 있

66) Josef Isensee, Staat und Verfassung, Rn. 62 ff., 74 ff.
67) Peter Badura, Die parlamentarische Demokratie, Rn. 2.
68) Dazu siehe Peter Badura, Die parlamentarische Demokratie, Rn. 28 f.
69) Josef Isensee, Staats und Verfassung, Rn. 69.
70) Dazu siehe Christian Starck, Grundrechtliche und demokratische Freiheitsidee, Rn.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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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검토하 던 이 부분의 기술은 이들이 가진 잘못된 국가관, 헌법관에서 비롯

된 것이고 또한 우리 현행 대한민국헌법을 “문란할 목적”71)에서 나온 위험한 사

고 다.

Ⅳ. 관습헌법은 성문헌법 “대한민국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가?

1. 관습헌법의 생성절차

(1) 성문헌법과 다른 제정절차

주지하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되려면 현행 헌법 제128조 이하에 

따라 “발의”, “의결”, “국민투표” 그리고 대한민국헌법으로서 공포라는 절차를 거

쳐야 한다. 그리고 이때 각각의 요건들은 헌법에서 엄격히 규율하고 있다. 현행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헌법이나 법률을 제정하거나 변경 

혹은 폐지하는 과정은 대한민국헌법이 존속하는 한 상상할 수 없다. 왜냐하면 헌

법제정권력이 행사되어 헌법이 제정되었으면 그 헌법이 규범력을 가지는 한 모

든 국가작용은 그 헌법에 기속되어야 하기 때문이다.72) 그러므로 국민의 행위가 

헌법적으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헌법에서 요구하는 전제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73) 왜냐하면 헌법은 민주주의를 구성적으로 조직하는 기본법이기 때문이다. 

특히 헌법이나 법률을 제정하는 행위는 엄격히 헌법에 의하여 통제된다.

그러므로 하나의 법규범 정립작용이 “대한민국헌법”으로서의 의미․효력을 가

지기 위해서는 헌법제정자가 스스로 결단하여 두었던 방식, 헌법 제128조 이하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즉 헌법을 제정ㆍ개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한민국헌법”을 

“제정ㆍ혹은 개정”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여 “대통령 혹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제안하여야 하고 이것을 대통령이 헌법 제129조에 따라 “대한민국헌법”

이라는 이름으로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국민에게 대한민국헌법이 

제정 혹은 개정될 것을 분명히 알린 다음에 국회가 이것을 공고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헌법 제정ㆍ개정안에 대한 의결”이라는 이름으로 재적의원 3분의 2 

71) 이에 관해서는 본인의 주 7) , Ⅴ. 3. 참조.
72) Christian Starck, Grundrechtliche und demokratische Freiheitsidee, Rn. 30.
73) BVerfGE 8, 104, 115 f.; 44, 125, 140 f.; Peter Badura, Die parlamentarische 

Demokratie, Rn.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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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며 이 헌법제정안을 국민이 헌법 제130조 제2항

에 따라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열린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참가와 참가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이것이 어떤 사안

(Sein)이 대한민국헌법(Sollen)이 되기 위하여 요구되는 대한민국헌법 규범화과정

이다. 그러므로 오로지 하나의 대상이 이 요건을 전체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 그것은 대한민국헌법으로 성립되지 못하며 아울러 이 요건을 거치지 않으면 

어떤 사항도 대한민국헌법으로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그러므로 국민발안제가 인정되었던 1962년 헌법과는 달리 국민은 헌법에 새로

운 내용의 추가를 제안할 수 없다. 국민은 스스로 국회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

안이 헌법개정으로 제안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의결할 수가 없다. 그리고 어

떤 사항이 대한민국헌법으로 효력을 가지려면 반드시 그 사항은 “대한민국헌법”

이라는 이름으로 헌법 제130조 제2항에 따라 “국민투표”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오로지 이럴 경우만 어떤 사항은 “대한민국헌법”이 되어 “대한민국헌법”에 

주어지는 효력을 가진다.

그런데 다수의견의 헌법재판관들에 의하면 소위 관습헌법이라는 것은 “중요한 

헌법사항”이라는 것이 “관습법의 성립에서 요구되는 일반적 성립 요건을 충족”함

으로써 성립된다고 한다.74) 즉 중요한 헌법사항에 대하여 관행 내지 관습이 존재

하고, 그 관행이 충분한 시간 계속되고, 그리고 중간에 반대되는 관행이 이루어

져서는 아니 되고, 그 관행이 명확하며 또 그 관행이 국민들의 승인 내지 확신을 

얻어야 한다75)고 한다. 그래서 이런 요건이 충족된다면 다수의견의 헌법재판관들

에 의하면 그런 관행은 바로 대한민국헌법으로 효력을 가진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사고가 대한민국헌법에 위반됨은 너무도 당연하다. 먼저 헌법 제

128조 제1항 위반이다. 이 관습헌법은 우리 헌법제정자가 대한민국헌법을 제정하

거나 개정할 때 반드시 거치도록 요구한 “대통령이나 재적의원 과반수”에 의한 

제안을 거치지 않았다. 아울러 관습헌법은 헌법 제129조 위반으로 무효이다. 왜

냐하면 관습헌법은 “대한민국헌법”이라는 이름으로 20일간 공고되지 않았기 때

문이다. 아울러 관습헌법은 헌법 제130조 제1항에서 규정한 “국회의결”을 거치지 

않아 대한민국헌법으로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결정적으로 이 관습헌법이

라는 것은 “대한민국헌법”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에게 찬반을 물은 적이 없다. 그

74) 결정문 4. 다. (1) (다) (라); 4. 다. (3) (다) 참조.
75) 결정문 4. 다. (1)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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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므로 소위 관습헌법이라는 것은 대한민국헌법이 될 수 없고 대한민국헌법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다수의견의 헌법재판관들이 이 결정에서 “수도건설

법이 수도를 실질적으로 변경한 결과를 가져왔고 이 과정에서 ‘국민투표’가 빠졌

기 때문에 위헌성을 인정”76)하 는데 어떻게 같은 헌법재판관들이 “하나의 사항

에 헌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행위 ―관습헌법의 제정”―를 하면서 최소한도 ‘국

민투표’를 거치지 않고도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들의 

논리세계가 믿겨지지 않는다. 그리고 어떻게 주권자를 논하고 헌법제정권력을 이

야기하면서 헌법제정자가 결단한 “헌법제정방식의 확정”을 이렇게 철저하기 이해

하지 못할 수가 있는가. 아니 어쩌면 다수의견의 헌법재판관들은 자신들이 이미 

앞의 88헌가6 결정에서 행한 주권행사방식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도 철저히 도외

시할 수가 있는가.77) 헌법재판소 스스로도 이 판결에서 이미 우리 헌법상 국민주

권이 행사되는 방법은 오로지 현행 헌법에 규정되어져 있는 방식만임을 확인하

지 않았는가. 이로써 가장 헌법을 잘 수호할 것이라고 기대하 던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헌법을 파괴하는 기상천외한 현상이 발생하 다. Kelsen의 기대가 여기서 

무너졌다.

(2) 다른 직접민주제적 제도와의 비교

더 두려운 것은 이 사고의 결과이다. 이들 헌법재판관들이 이해하는 바에 따르

면 국민은 관습헌법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사안이라는 중요한 사항을 “필요에 따

라” 그리고 헌법에서 헌법제정방식으로 정한 방식을 통하지 않고도 언제나 헌법

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헌법의 제정방식은 직접민주제적 요소로서 헌법에서 논

의되는 국민발안제도와도 다르다. 국민발안제란 국민이 헌법이나 법률을 제안할 

수 있는 권한, 권리를 말하는데 그 방법으로는 국민이 직접 법안의 조문까지 작

성하여 헌법개정을 제안하는 방법과 헌법제정발의권자에게 일정한 내용의 개정

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방법이 있다.78) 그리고 국민발안제가 인정된다고 하

76) 결정문 4. 마. (2).
77) 헌법재판소는 1989.9.8. 88헌가6,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의 위헌여부(違憲與否, [판례
집 1, 199∼273]) 결정에서 “우리 헌법상 국민의 손에 쥐어준 주인으로서의 유일한 
효과적인 무기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앞으로 지방의원)을 선출하고 누구나 입후보자가 
되어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과 헌법 제72조와 동 제130조에 의한 국민투표권 
뿐이다”라고 이것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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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 국민은 단지 헌법개정안을 발의하여줄 것을 요구하거나 혹은 구체적인 

개정안을 제출할 수만 있지 이것을 직접 헌법의 내용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 헌법에 규정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그 나라의 헌법으로 규범화하기 위하

여 정하여 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즉 대한민국 1962년헌법의 예로 설명하면 당

시 헌법 제119조 제1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선거권자 50만명 이상은 “헌법개정안”

을 제출할 수 있다. 그런데 국민이 가지는 권한은 오로지 제출만 할 수 있을 뿐

이지 당시의 헌법에서도 그것을 국민이 스스로 “대한민국헌법”으로 확정할 수 

없었다. 50만명의 유권자가 제출한 헌법개정안이 대한민국의 헌법이 되기 위해서

는 다시 공고와 국회에서의 의결 그리고 다시 국민투표를 통한 “동의과정”을 거

쳐야 했다. 그런데 다수의견의 헌법재판관들이 인정한 방식은 이런 방식이 아니

다. 다수의견의 헌법재판관들이 인정한 “관습헌법”이라는 것은 국민이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명칭으로 제안함이 없이도 또 “대한민국헌법”이라는 내용으로 공고

되지도 않으며 “대한민국헌법의 의결”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에서 의결과정을 거치

지 않고 더군다나 국민투표도 거치지 않고 바로 대한민국헌법으로 되어 대한민

국헌법으로 효력을 가지는 그런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이 헌법의 세부적 내

용을 직접 작성하여 국민투표로 확정하는 “국민입법제”79)도 아니다. 다수의견의 

헌법제정자는 이로써 그동안 생각할 수 없었던 하나의 새로운 제도를 창안해낸 

것이다. 비극적인 것은 이로써 대한민국헌법은 파괴되었다는 점 말고도 또 어떤 

것이 새로이 대한민국헌법으로 되어버릴지 알 수 없어 국민이 헌법을 통하여 실

현하려고 하 던 법적 안정성은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다.

2. 성문헌법과 다른 개정ㆍ폐지절차

소위 “관습헌법”이라는 것은 위에서 보았듯이 대한민국헌법이 되기 위하여 요

구되는 규범화과정을 거치지 않아 그 내용이 무엇이든 여전히 하나의 사실(Sein)

에 머무르지 당위(Sollen)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헌법적 혹은 법적 효

력도 인정되지 않는 것이지만 이 부분에서 다수의견의 논지는 스스로 모순을 안

고 있다. 다수의견의 헌법재판관들은 소위 관습헌법 수도 서울이 성문헌법과 같

은 효력을 가진다고 “앞에서” 말하면서도 그것이 성문헌법과 같은 효력을 가질 

78) 이에 관해서는 권 성, 전게서, 581면 참조.
79) 권 성, 전게서, 5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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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음을 바로 “뒤에서” “모순적으로” 스스로 인정한다. 왜냐하면 만약 관습헌

법이 헌법의 일부이고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80)고 한다면, 일단 성립

한 관습헌법이라는 것의 개정절차는 “만약 다수의견의 헌법재판관들이 법논리를 

안다면” 반드시 헌법 제128조 이하의 절차를 거쳐 개정하여야 한다고 하 어야 

한다. 왜냐하면 대한민국헌법으로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것을 개정 혹은 폐지하

기 위해서는 오로지 이 방법밖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수의견의 헌법재판관들은 관습헌법은 헌법 제128조 이하의 “헌법개

정발의”나 “개헌공고” 없이 헌법 제130조에 의거한 헌법개정의 방법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81)고 한다. 아니 헌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것이 “그것을 지탱

하고 있는 국민적 합의성을 상실(단순한 사실의 변화)함에 의하여 법적 효력이 

상실될 수도 있다”82)고까지 한다.

이런 사고가 대한민국헌법의 개정ㆍ폐지를 규율하는 헌법원칙과 합치할 수 있

는 생각인가. 하나의 법규범은 일단 성립되었다면 그것을 개정ㆍ폐지하기 위해서

는 반드시 그 법규범의 개정ㆍ폐지를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한국헌법의 개정

ㆍ폐지도 마찬가지이다.83) 일단 헌법제정권력이 행사되어 헌법이 성립하 으면 

그 헌법이 통용력을 가지는 한 모든 국가작용은 그 헌법에 기속된다. 그러므로 

일단 “대한민국헌법”으로 되어 헌법으로 효력을 가지는 것은 그것을 개정ㆍ폐지

하기 위하여 반드시 대한민국헌법을 개정ㆍ폐지하기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헌법이나 법률에게는 각각에게 주어지는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헌

법의 제정자는 “관습헌법의 변경ㆍ폐지”와 관련하여 다수의견의 헌법재판관들이 

인정하는 방식을 허용하지 않는다. 대한민국헌법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대한민국

헌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규범(Sollen)을 폐지하는 절차는 오로지 헌법 제

128조 이하의 과정뿐이다. 그래서 다수의견의 헌법재판관들이 가졌던 생각, “관

습헌법은 최소한도 국민투표를 거쳐 혹은 단순한 사실, 승인의 변경으로 개정ㆍ

폐지될 수 있다”는 생각은 헌법 제128조 이하에 위반된다.

그러므로 만약 다수의견의 헌법재판관들이 관습헌법이라는 것을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변경되고 또 폐지될 수 있다고 보았다면 이것은 다수의견의 헌법

80) 결정문 4. 다. (4) (가).
81) 결정문 4. 다. (4) (가).
82) 결정문 4. 다. (4) (가).
83) Dazu siehe Christian Starck, Grundrechtliche und demokratische Freiheitsidee, Rn. 30; 

Josef Isensee, Staat und Verfassung, Rn. 69.



2005. 9.]  국민주권에 대한 오해 425

재판관 스스로 소위 “관습헌법”이라는 것은, 적어도 대한민국헌법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

한 것이다.84) 관습헌법은 본래 대한민국헌법으로 규범화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아

직 단지 하나의 사실(Sein)에 불과한 것이라 대한민국헌법이 아니기 때문에 대한

민국헌법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적어도 소위 “관습헌법”

이라는 것이 다수의견의 헌법재판관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 ―헌법에 규정된 헌

법개정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개정될 수 있는 것, 사실(Sein)의 변경인 국민적 승

인의 변경으로 폐지될 수 있는 것―이라면, 관습헌법이라는 것은 절대로 대한민

국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없다.

3. 법치주의원칙과의 충돌

단순하게 들어도 다수의견의 헌법재판관들이 가진 사고의 세계는 마치 아직 

이들이 “법제도화되지 않은 사회”, “무정부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어떻게 실정법을 다루는 헌법재판관들이 이렇게도 제도화되지 않

은 생각, 무정부주의자들이나 할 법한 사고를 가질 수 있단 말인가.85) 제도화된 

84) 같은 논지를 김승대도 “헌법관습의 법규범성에 대한 고찰”이라는 에서 피력한다(김
승대, 전게논문, 175면). 그는 거기서 소위 “헌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관습헌법이 “무
의식적 규범력의 상실”로 관습헌법이 폐지된다고 하며 이것은 그에 반하는 법률의 제
정 ―혹은 그보다 하위의 명령, 규칙의 제정―이라는 모습을 띠면서 확인된다고 한
다. 그가 여기서 오해한 것은 일단 성립한 대한민국헌법은 결코 “무의식적으로” 규범
력이 상실되는 예는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현행 헌법상 대한민국헌법을 폐지하려
면 오로지 “의식적으로” 헌법 제128조 이하의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헌법과 다른 내용의 법률이나 명령이 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대한민국헌

법은 규범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침해상태(Verfassungsdurchbrechung)가 발생
하 을 뿐이다. 그리고 이런 상태는 “의식적으로” 헌법 제128조 이하의 절차를 거쳐 
그 침해된 헌법조항을 삭제하거나 아니면 헌법재판을 통하여 그 법률이나 명령을 “의
식적으로” 폐지하는 방식으로 헌법침해상태가 해결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만
약 관습헌법 혹은 헌법관습을 말하면서 그것을 헌법에서 정한 방식이 아니고도 규범

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이해하 다면 그것은 대한민국헌법이 아닌 것을 말한 것이고 

대한민국헌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도 아님을 인정한 것이다. 그것은 말만 “헌법”
관습 혹은 관습“헌법”이라는 자를 가질 뿐 명령ㆍ규칙으로서의 효력도 가질 수 없

는 단지 하나의 사실(Sein)일 뿐인 것이다.
85) 무정부상태란 구성원간의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
는데 국가가 이 상태와 다른 점은 국가는 구성원의 의사실현방법, 주권행사방법, 헌
법이나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방법을 한정하는 일정한 틀(헌법)을 가진 형태라는 점
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회가 만약 주권행사방법, 헌법을 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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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국민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된 현대국가에서 “헌법(규범)”은 반드시 그 헌법

(규범)을 성립시키기 위한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성립된다.86) 그리고 하나의 국

가에 헌법이 존재하는 한 주권자는 오로지 헌법에 따라서 주권을 행사하 을 때

만 주권자의 의사로서 헌법적인 가치를 가지게 된다.87) 이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

는 이유는 당연하지만 이 절차가 법이 통용력, 구속력, 효력을 갖기 위한 전제조

건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국민주권국가에서 법이 국민을 구속하는 

힘을 갖기 위해서는 국민이 그 법을 존중하겠다는 어떤 “동의”를 하여야 하는

데,88) 이런 “동의”를 제도화시킨 것이 헌법의 성립절차(규범화과정)이기 때문이

다. 그래서 관습헌법이라는 것이 “대한민국헌법”으로서 국민들에게 동의를 얻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그것은 대한민국헌법으로서 구속력을 가질 수 없는 것

이고 당연히 대한민국헌법과 같은 효력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동의에 의한 지배, 동의를 거친 법의 지배, 동의를 거친 법을 통

한 국가운 이 헌법에서 말하는 법치국가의 원리이다.89) 그리고 헌법재판에서 

“법치국가의 원리”실현을 헌법재판소법 제4조는 “헌법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

라 … 심판한다”라는 표현으로 요구한다. 따라서 헌법재판관들은 헌법재판을 할 

때 재판관 “개인의 자의”에 따라 심판하여서는 아니되고 오로지 국민의 동의를 

거친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심판하여야 한다. 그래서 만약 헌법재판관들이 헌법

재판이라는 국가권력을 행사할 때 국민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판관의 주

관적ㆍ개인적 생각에 근거하여 심판하거나 혹은 규범화과정(동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관습헌법을 통하여 헌법재판을 한다면 이것은 동의한 것에 따른 지배가 아

니라 자의에 의한 지배, 헌법재판관 개인(人)에 의한 지배를 의미하는 것으로 법

치주의 원리와 합치될 수 없다.90)

하나의 기준으로 한정할 수 없다면 그 사회는 무정부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siehe Josef Isensee, Staat und Verfassung, Rn. 96, 65 ff., 69.

86) Josef Isensee, Staat und Verfassung, Rn. 69.; Peter Badura, Die parlamentarische 
Demokratie, Rn. 28.

87) Dazu siehe, Peter Badura, Die parlamentarische Demokratie, Rn. 2, 28.
88) 법치국가원리의 본질적 징표는 “동의”에 의한 지배라는 점에 관해서는 김효전, 헌법
ㆍ국가ㆍ자유(Ernst-Wolfgang Böckenförde, Verfassung, Staat, Freiheit, 2. Aufl. 번역
판), 법문사, 1994, 71-72면 참조. 그리고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2항, 헌법 제10조 및 
헌법 제37조 제2항 참조.

89) 김효전, 헌법ㆍ국가ㆍ자유(Ernst-Wolfgang Böckenförde, Verfassung, Staat, Freiheit, 2. 
Aufl. 번역판), 법문사, 1994, 71-7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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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다수의견의 헌법재판관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국가작용이 바로 이

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서 관습헌법 수도 서울이라는 사실은 대한민국헌법이 제

정된 이래 단 한 차례도 국민들이 대한민국헌법으로 동의한 것이 아니어서 대한

민국헌법으로 효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견의 헌

법재판관들은 “수도 서울”을 “자신들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헌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하고 국민의 의사가 정상적인 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수도건

설법”을 위헌으로 결정하 다. 즉 국민의 동의를 거치지도 않고 만들어진 다수의

견 헌법재판관들 자신의 개인적 주관적 생각을 근거로 국민의 의사가 정상적으

로 결집되어 형성된 수도건설법을 무효화시켰다. 그리고 이 방법으로 동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다수의견 헌법재판관들의 생각을 국민에게 강요, 관철시켰다. 이것

은 동의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재판관들 개인의 독단에 의한 지배를 의미하며 

이것은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자의”에 의한 지배를 의미하며 이것은 헌법재

판이 동의에 의한 법치(法治)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재판관의 개인적 자의에 

근거한 인치(人治)로 헌법재판이라는 국가작용이 행하여 졌음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결정은 법치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성립된 것으로 정당한 국가작용 혹

은 헌법재판이 아니다. 그래서 이 결정은 헌법재판으로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4. 헌법 제1조 제2항의 국민주권주의 위반

이미 앞에서 언급하 듯이 헌법 제1조 제2항을 통하여 헌법제정자가 “모든 권

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부분으로 표현하고자 하 던 것은 먼저 국가권력

을 담당하는 자와 국민은 서로 구별된다는 점, 그리고 다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

고 국가권력을 담당하는 자는 자신의 권력 원천이 국민이므로 항상 자신의 권력

행사를 자신의 “독단”에 의하여 행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사로 소급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91) 그러므로 헌법 제1조 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는 생각

할 수 있는 경우로 만약 국가권력을 담당하는 기관이 국민의 뜻이 아니라 혹은 

그것에 반하여 그 기관 자신의 개인적 생각에 근거하여 국가작용을 행할 때 이

런 작용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로 소급시킬 수 없을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이 결정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90) Anna Leisner-Egensperger, Ungeschriebenes Verfassungsrecht zur Gewaltenteilung, 
DÖV 2004, S. 779.

91) 이에 관한 설명은 앞 Ⅱ, 3. (2)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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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에서 다수의견의 헌법재판관들이 스스로 인정하듯이 국민들은 “헌법”

적인 차원에서 “수도가 서울인 점”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지 않았다.92) 

건국헌법에도 그리고 현행헌법에도 “수도 서울”을 규율하고 있는 헌법조항은 존

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역대 대한민국헌법이 허용하는 국민들의 의사표명방법으

로도 당시의 헌법에서 허용하는 방식으로 헌법적 차원에서 “수도가 서울인 점”

에 관하여 국민이 의사를 드러낸 적이 없었다. 오히려 역사적으로 “수도 서울”은 

“헌법”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법률”의 차원에서 규율되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수도 서울은 역사적으로 미군정 당시 미군정법령 제106호 서울시설치령 제2조로 

규정되었다가 이 법령이 제헌헌법에서 지방자치를 규정한 제97조와 제100조(“현

행 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에 따라 대한민국헌

법의 적용 역에 수용된 것이었다. 즉 수도 서울은 “헌법의 일부”를 구성하 던 

것이 아니라 “수도를 규율하던 법령”이 대한민국헌법에 의하여 대한민국법체계의 

일부로 규범성을 인정받았던 것이다. 그리고 제정헌법 제97조의 규정에서 수권을 

받은 입법자가 정당하게 수도로서 서울시를 1949. 7. 4. 지방자치법 제2조로 규율

하여 그 당시부터 수도로서 서울은 “헌법”으로서가 아니라 “법률”의 형식으로 규

율되었다.93)

“헌법”의 형식으로 국민의 의사를 구체화하여 둔 것이 없으므로 다음으로 국

민의 의사를 추지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법률”이다. 왜냐하면 “법률”은 

그것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것은 공동체의 

생활에 관한 기본적 문제에 관하여 헌법제정자가 스스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을 

“법률”로 규범화한 것이고94)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국회가 정립했다는 점에서 

당연히 이 법률은 국민의 의사를 구체화한 것이다. 그리고 또 만약 “헌법제정자

가 스스로 규정하지 않은 역”95)에서 입법자가 법률을 제정하 다면 이 법률로 

92) 이 결정에서 다수의견의 헌법재판관들이 “관습헌법”을 찾은 이유는 실정헌법에 “수도
가 서울임”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없어서 이었다. 그런데 이때 실정헌법의 각 조항
은 대한민국을 설립하면서 주권자가 자신들의 의사를 구체화시킨 것들이기 때문에 헌

법전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헌법적 차원에서 국민이 자신의 의사를 아직 표명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93) 수도를 “법률”의 형식으로 규율하는 것이 “관습헌법”이 되었음에 관하여는 본인의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결정의 헌법적 문제점 ―본안판단과 관련하여
―”, 공법연구 제33집 제4호, 276면 주 23) 참조.

94) Dazu siehe Konrad Hesse, Grundüge des Verfassung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9. Aufl., Heidelberg, 1993, Rn. 503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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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화된 국민의 의사는 그 국가에서 최고의 효력을 가지는 의사이다. 그리고 같

은 사안에 대하여 서로 다른 내용의 법률(국민의 의사)이 존재할 때에는 가장 최

신의 법률(국민의 의사)이 우선한다는 원칙은 “신법우선의 원칙”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리고 수도 서울을 규율하는 법이 여러 개 존재한다면 특히 

“위치”와 관련하여 가장 최신의 법이 “신행정수도건설법”이므로 이 법을 통하여 

드러난 국민의 의사는 이와 다른 어떤 “법률”의 형식으로 드러난 국민의 의사 

보다 우월하다. 그러므로 국가권력을 집행하는 권력기관은 헌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자신의 권한을 행사할 때, 부여받은 권한행사를 “이 의사”에 소급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결정에서 다수의견의 헌법재판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헌법재판

관 스스로 대한민국헌법(典)에 “수도 서울”조항이 없음을 확인하고도, 만약 그렇

다면 그 다음으로 “법률”의 형식으로 “수도의 위치”를 밝힌 “국민의 의사”를 확

인하 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다수의견 헌법재판관들의 개

인적, 주관적 생각으로 “수도가 서울임”은 “관습헌법”이라고 “독단”하고96) 자신

들의 “독단”에 따라 “수도건설법(국민의 새로운 의사가 들어있는 법)”을 위헌ㆍ

폐지하 다. 즉 수도건설법을 폐지로 이끈 다수의견 헌법재판관의 권한행사는 

(수도에 관하여 헌법을 통하여 구체화된 국민의 의사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헌

법이나 법률”의 형식으로 구체화된 “국민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로지 헌법재판관들 “개인들의 독단”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 결정을 할 때 

가졌던 “다수의견 재판관들의 의사”는 다수의견 헌법재판관들의 개인적 “독단”이

므로 이것은 국민의 의사로 추급시킬 수 없다. 아니 이 사건에서는 헌법재판관들

의 권한행사는 구체적으로 드러난 국민의 의사에 반(反)하는 권한행사 다. 그러

므로 이런 권력작용은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2항에 위반하는 권력작용이다. 따라

서 이 헌법재판작용은 국민주권주의 혹은 주권재민의 원칙에 위반한다. 국민의 

의사로 소급시킬 수 없이 이루어진 권력작용이므로 어떤 정당성도 가질 수 없어 

95) Konrad Hesse, Grundüge des Verfassung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Rn. 
503.

96) “수도 서울”에 헌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은 헌법 제128조 이하에서 규정된 
헌법제정자에게 주어지는 권한이지 헌법재판관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니므로 다수의견

의 헌법재판관들이 이 “독단”으로 “수도 서울”에 헌법적 효력을 부여한 것은 헌법 제
128조 이하를 위반함 그리고 헌법제정권력과 헌법재판관력간의 권력분립의 원칙 위
반하 다는 점에 관해서는 본인의 , 주 7) 288-28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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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권력작용, 여기서는 헌법재판으로 의미가 없다. 그래서 다수의견의 헌법재

판관들이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5항에 따라 “잘못” 선고하 던 “신행정수도건설

을위한특별조치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은 정당한 국가작용이 아니므로 직

권취소나 쟁송절차를 거침이 없이도 이 결정은 효력이 없다.97) 그리고 누구도 이 

결정에 따를 필요가 없다. 이 결정으로부터는 처음부터 아무런 권리나 의무도 생

겨나지 않는다.98)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에 의하여 “위헌”의 선고

결과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을 준용함에 따라 발생할 것이었던 “수도건설

법의 효력 상실”이라는 결과는, 그 원인이었던 수도건설법에 대한 “위헌의 선고”

가 국민의 의사로 소급시킬 수 있는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국가작용이 아니라 

재판관의 “독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국가작용이라 무효이므로, 발생하지 않는다.

Ⅴ. 마무리

1. 종합적인 평가

이상에서 다수의견의 헌법재판관들이 얼마나 부족한 헌법지식과 잘못된 헌법

관ㆍ국가관을 가지고 그리고 충분한 논증ㆍ입증실력도 없이 헌법재판에 임하는

지를 보았다. 우리 헌법 제1조 제2항에 언급된 “주권”이라는 것은 탄생부터 행사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력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단체가 “국가성”을 가지는 징

표를 설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되었으며 아울러 거기서 언급된 “국민”도 그 

자체로는 구체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행동통일체가 아니다. 그래서 국민이 구체

적인 권력을 행사할 때에는 “주권”이라는 이름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

주의원칙에 따라 현행 헌법에 의하여 형성된 구체적인 국가권력의 이름으로 행

사한다. 따라서 헌법 제1조 제2항에 규정된 국민주권의 원칙은 국민이 현행 헌법

이 허용하지 않는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근거지우기 위하여 원용될 

조항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헌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식”을 통하여 성립된 

어떤 것이 국민의 의사로 소급시킬 수 있는 과정을 거쳐서 성립하 는지 판단하

는데 원용될 내용이었다. 즉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소위 “관습헌법”이라는 것

이 국민주권주의를 구체화시킨 민주주의의 원리를 거쳐서 성립한 것인지 특히 

97) 대판 1966. 11. 29. 66 다 1619; 홍정선, 전게서, 379면, 방주 1017 참조.
98) 대판 1966. 11. 29. 66 다 1619; 홍정선, 전게서, 379면, 방주 10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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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현행 헌법이 인정하는 헌법제ㆍ개정방식에 따라 성립되었는지를 판단

하는데 원용될 것이었다.

따라서 관습헌법의 생성을 통한 헌법제정행위는 우리 헌법이 인정하는 주권행

사의 한 측면이 아니다. 헌법을 통하여 국가공동체를 만든 국가구성원들은 국가

를 만들면서 헌법에서 정한 방식으로만 자신들의 권리와 권한을 행사할 것을 양

해하 으므로 국가가 동일성을 유지하는 한, 그 국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

위는 당시의 헌법에 합치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헌법은 헌법제정으로 오로지 

헌법 제128조 이하만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국민에 의하여 행해진다는 “관습에 

의한 헌법적 규범의 생성”은 대통령과 재적과반수 의원이 행사하는 “개헌제안권”

을 침해하여 위헌이고, 국회의결을 거치지 않아 헌법 제130조 제1항 위반 그리고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생성된 것이므로 헌법 제130조 제2항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 것이다. 아울러 공고절차위반 그리고 대통령의 헌법공포권을 침해한다.

그리고 관습헌법은 아직 어떤 사항이 대한민국헌법으로 효력을 가지게 하기 

위한 절차, 즉 헌법 제128조 이하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성립된 것이므로 단지 

하나의 사실(Sein)에 머무는 것이라 여기에는 어떤 법규범(Sollen)으로서의 효력

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만약 관습헌법

이라는 것이 다수의견의 헌법재판관들이 이해하는 그런 것이라면, 즉 헌법 제128

조의 제안이나 129조의 공고절차 없이 헌법 제130조의 절차만으로 개정될 수 있

는 것 혹은 단지 사실(Sein)의 변화인 “합의 혹은 승인의 변화”만으로 개정 혹은 

폐지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대한민국헌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

다. 그리고 또 관습헌법이라는 것은 대한민국헌법으로 효력을 갖게 하는 규범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것은 아직 하나의 사실(Sein)에 불과한 것이라 이것

을 통한 지배는 동의하지 않은 내용을 통한 지배를 의미함으로 법치주의의 원칙

에 위반되고 헌법재판관의 “독단”에 의한 국가작용이므로 그 국가작용은 국민의 

의사로 소급시킬 수 없어 헌법 제1조 제2항의 국민주권주의에 위반된다.

2. 대책

누차 지적하 지만 이 사건을 통하여 다수의견의 헌법재판관들은 헌법재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헌법지식이 없고 법학의 기초가 다져지지 않았음 그

리고 논증, 입증할 실력이 없음을 보았다. 그리고 그 결과는 대한민국헌법의 파

괴를 낳았다. 만약 이 결정이 유지된다면 대한민국헌법은 헌법전에 없는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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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28조 이하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몇 명의 헌법재판관들의 “확인”을 

통하여 헌법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게 되어 대한민국헌법에 인정되었던 경성

헌법원칙이 파괴된다. 그리고 “관습헌법”도 헌법의 법원(法源)으로 될 수 있게 되

어 성문헌법주의가 파괴된다. 나아가서 이 결정으로 헌법제정자가 헌법 제123조 

제2항을 통하여 국가에게 명한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이라는 목적이 다수의

견의 헌법재판관들에 의하여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헌법재판관들의 행위

는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헌법 수호의 책무를 준” 

헌법제정자의 의사에도 반하는 것이다. 그럼으로 헌법을 파괴하고 합헌적인 국가

작용을 중단시키려는 이러한 시도는 단호히 거부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헌법이 

온전히 기능할 때만 국가가 제대로 기능하고 국가가 제대로 기능할 때에만 헌법

에 규정된 기본권이 헌법에 규정된 대로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헌법 제10조 

제2문 참조).

헌법재판관들이 만약 헌법문제를 결정할 때 문제되는 분야에서 전문적인 헌법

적 지식이 없다면 이 분야에서 오래 학문을 닦아 그 방면에 저명한 헌법학자들

의 의견을 들어라. 왜 헌법재판관들은 이 결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헌법재판을 

할 실력이 없음에도 헌법학자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지 않는가. 아니 왜 혼자 모

든 책임을 짊어지려고 하는가. 하나의 예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심리과정을 들 

수 있다. 법학분야에서 정점을 달린다고 하는 독일의 경우 헌법적 혹은 일반법률

적 쟁점을 가진 헌법재판소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은 법과대학교수의 참여 혹은 

의견개진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결정이나 판결의 타당성을 위하여 그리고 또 

그 결과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나 법원이 혼자 책임지지 않기 위하여 그렇게 할 

것이다. 그 심리과정에서는 정말 “진지하고 구체적으로” 이론적인 관점과, 혹은 

하나의 기준이 선택되었을 때 그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주고 그리고 받는다. 그

리고 처음부터 의견을 낼 교수들이 “공개된다”. 이렇게 이루어지다보니 의견을 

내는 교수도 책임을 가지고 그 심리과정에 참여한다. 최고의 법이론국가인 독일

의 경우에도 또 높은 실력이 요구되는 독일헌법재판관들도 하나의 헌법적ㆍ법률

적 사안을 결정할 때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헌법이론도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나라에서 헌법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도 없고 헌법관ㆍ국가관조차 제대로 가지지 

않은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재판을 하면서 왜 이런 나라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절차”를 따르려고 하지 않는지 안타까울 뿐이다. 그러니 헌법재판소 스스로도 

“선례”에서 결정한 것조차 빠트리고 너무나도 쉬운 헌법개념 조차도 “오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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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결과는 “국가가 기능을 못하게 함” 그리고 개인의 기본권이 “실현되

지 못함”으로 이어진다. 지금부터라도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확신할 수 없는 결정 

앞에 선다면 그 방면의 헌법학자들에게 들어라. “공개적”으로 “의견서 제출”을 

청하고 심리과정에서 “공개적”으로 토론하라. 이런 행위를 자존심의 문제로 보지 

말라. 이런 방법이 하나의 결정이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임을 명심

하라. 적어도 헌법재판관들만의 결정보다는 헌법재판관들과 법학자들의 참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결정이 더 타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헌법재판관들이 잘못된 헌법관ㆍ국가관을 가지고 있고 또 충분한 논증

실력을 갖추지 못함은 모두가 법과대학에서 헌법과 법학이 헌법재판 혹은 판결

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사례를 대비하여 교육되지 않음, 그리고 논증, 입증방법이 

구체적으로 교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사례를 다루는 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법적으로 생각하고 법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방법, 그리고 입증

결과를 결정문ㆍ판결문 등 문서의 형식으로 작성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야 한다. 독일의 경우는 법과대학에서 학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조건으

로 입증방법에 관한 수련과정(Arbeitsgemeinschaft)을 이수할 것이 요구된다. 여기

서는 많게는 10인 남짓의 학생들이 하나의 사례를 놓고 차례로 돌아가며 한 문

장씩 결론에 이르기까지 이어서 말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구술이 틀리면 구

체적으로 시정하여주는 방법으로, 입증방법을 교육한다. 그리고 입증방법이 통일

되어 있으므로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대개 같은 결론이 나온다. 이제 법학전

문대학원이 도입된다고 한다. 앞으로 도입될 법학전문대학원이 지금까지 존재하

여 왔던 법조인 양성기관과 다르기 위하여 무엇이 강조되어야 하고 또 필요한지 

어떤 과목과 어떤 분야가 주된 과목으로 채택되어야 할지를 이 결정문은 잘 보

여준다. 지금이라도 만약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을 할 때, 만에 하나 어떤 구체

적인 “입증방식”에 따라 논증한다면 그 방식을 공개해라. 그런 것이 아직 정립되

지 않았다면 빨리 서둘러서 그 방식을 정립하라. 헌법재판에서 논증하는 방식을 

이미 본인은 누차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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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as Missverständnis hinsichtlich der 

Volkssouveränitat in Art. 1 Abs. 2 des 

Koreanischen Verfassungsrechts
99)

Kyong-Je Kim
*

Das 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 hat das Gesetz zur Verwaltungshauptstadt 

für verfassungswidrig erklärt. Als Begründung hat es angeführt, dass dem 

Verfassungsgewohnheitrecht die gleiche Wirkung zukomme wie dem positiven 

Verfassungsrecht. Diese folge aus dem Umstand, dass dem Volk als 

verfassungsgebender Gewalt (pouvoir constituant) das Recht zukomme, positives 

Verfassungsrecht zu setzen. Folglich stehe ihm auch das Recht zu, 

Verfassungsgewohnheitsrecht zu schaffen.

Aus Gründen der Rechtssicherheit ist dies jedoch abzulehnen. Damit 

Verfassungsrecht wirksam ist, muss es ein förmliches Rechtsetzungsverfahren 

durchlaufen haben. Dies ergibt sich aus Art. 128ff. der Verfassung. Hierin kommt 

zum Ausdruck, daß der Verfassungsgeber Verfassungsgewohnheitsrecht selbst 

nicht zulassen wollte. Andernfalls wäre es nicht möglich, inhaltlich eindeutige 

Rechtssatze auf Ebene der Verfassung zu indentifizieren. Es wäre im besten Fall 

nur schwer möglich, festzustellen, ob es sich bei einem Rechtsatz tatsächlich um 

Verfassungsrecht oder einfaches Recht handelt. Im schlimmsten Falle könnte das 

positive Verfassungsrecht unter Hinweis auf eine vermeintliche 

(gewohnheits)rechtliche Überzeugung (opinio iuris) umgangen werden.

Schließlich übt das Volk als solches keine unmittelbare Staatsgewalt aus. Dies 

kann vielmehr nur über organisierte Verfahren geschehen, seien es Referenden, 

das gewöhnliche parlamentarische Gesetzgebungsverfahren oder die Änderung der 

* Prof. Dr. Dr. an der Dongkuk-u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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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fassung nach Art. 128 der Verfassung. Andere Wege, das Volk an der 

Rechtsetzung stärker partizipieren zu lassen, sieht die Verfassung nicht vor. Das 

im vorliegenden Fall vom KVerfG ausgemachte, vermeintliche 

Verfassungsgewohnheitsrecht ist jedoch nicht in einem derartigen Verfahren 

enstanden und kann deshalb nicht die selbe Wirkungskraft wie förmlich gesetztes 

Recht beanspruchen.

Die Begründung des Mehrheitsvotums ist damit verfassungsrechtlich nicht 

akzeptab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