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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의 개정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사회보장법 전공

최 기 도

2018년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국회 본

회의에 상정되었으나, 투표 결과 헌법개정안의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하여

사실상 폐기되었다. 국회는 2016년 12월 29일부터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를 구성·운영하여 헌법개정안을 마련하려 하였으나, 특별한 결과물 없이 활

동을 끝마쳤다.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발의와 국회의 제10차 헌법 개정을 위

한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 이후 모두 처음으로 시도된

것으로서 우리 사회가 현행 헌법의 한계를 직시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헌법 정비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 이후 국민총생산의 증가와 경제협력개발기구 가

입 등의 경제적 성과 뒤에 1997년 국제통화기금 위기, 2007년 세계 금융 위

기가 초래한 경제의 불안정성의 확대, 저출산·고령화 심화, 다문화 가족의 증

가 등 인구구조의 변화, 4차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혁명이 초래한

명암, 불안정 노동의 고착화와 외국인 근로자의 확대 등과 같은 고용 환경의

변화 등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예정하지 못했던 많은 변화가 있었다. 헌법

현실의 변화에 대응하여 헌법의 규범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리 헌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작업일 것이다. 특히, 국가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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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의 확대, 소득 불평등 심화, 인구 고령화 등 변화된 헌법현실은 사회보장

에 관한 헌법 규정의 규범력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사회적 위험이 상시화된

지금의 헌법현실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정이 필요한 헌법규정은 무엇보다 사

회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이다.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인 헌법 제34조의 개정과 관련하여 설명해야

할 질문은 다음과 같다. 헌법 제34조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개정되어 왔는가?

다른 나라는 어떻게 헌법 제34조가 다루는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헌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가? 현재 제34조의 개정 방향에 대한 우리 사회의 논의, 즉 준

비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이에 대한 답을 통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 규

정의 개정을 준비하고 그에 대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헌법 개정 과정에서

국민이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데 이바지

하려는 것이 이 논문을 작성하는 이유이다.

헌법 제34조의 도입 및 개정 과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헌법 제

34조는 헌법 제정 및 개정과정에서 의미 있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

이다. 헌법 제34조의 실질적 규범력에 무관심했던 헌법 개정 과정은 헌법 제

34조의 체계적 해석 및 헌법규범으로서의 규범력에 의문을 낳았고, 헌법현실

위에서 표류하게 만들었다. 또한, 헌법개정안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은 주어진 헌법개정안에 대하여 헌법개정권

자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승인을 해 주는 역할에 불과하였다.

다른 나라 헌법에 대한 비교헌법적 연구는 우리 헌법의 세계적 입헌례 안

에서의 위치를 확인하고, 우리 헌법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와 평가를

가능하게 하며, 나아가 우리 헌법의 개정 논의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의 개정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세계 각 국의 사회적 기본권 및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조

사, 분석한다.

국회 차원의 공식적인 헌법 개정 논의와 대통령 헌법개정안의 발의에 즈

음하여 학회 등에서 다양한 헌법개정안이 제안되었다. 헌법개정안에 포함된

헌법 제34조에 대한 다양한 개정 의견은 수많은 전문가들이 학회, 국회 자문

기구 등의 입장에서 헌법 제34조의 나아갈 방향을 그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

하여 제시한 것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의 명시, 건강권, 주거권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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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인·청소년·장애인의 별도 규정 등의 제안을 통하여 우리 시대가 헌법

상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을 바라보는 시각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보여 주

고 있다.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의 개정 연혁, 비교법적 검토와 현재의 개정 논

의를 토대로 헌법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먼저 체계적

모호성 등으로 인하여 헌법규범으로서의 역할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제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삭제한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 헌법원리로서 기

능하여야 할 사회국가원리를 명시할 것을 제안한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

리의 사회적 기본권의 이념적 기초로서의 역할은 명시된 사회국가원리가 수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제2항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 조항과 제5항의 생활무능력자 보호

조항을 통합하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며,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사회보장 예산의 우선 편성 조항을 신설한다. 사회보

장·사회복지 증진 조항의 삭제는 헌법에의 도입 취지의 불명확성과 현행 헌

법 아래에서 그 기능의 한계 등을 고려한 것이다. 그리고 제36조 제3항에 규

정되어 있는 보건에 관한 보호 규정을 옮겨 건강하게 살 권리로 규정하고,

역시 제35조 제3항 쾌적한 주거생활 조항을 옮겨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

활을 할 권리를 신설한다.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건강하게 살 권리, 쾌적하

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함께 규정한 것은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와 건강권과 주거권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사회보장의 최소한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제3항 여자의 복지와 권익 향상, 제4항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 제5항

장애인의 복지 조항은 별도 조항으로 규정한다. 특별 보호 대상의 별도 규정

은 여러 헌법개정안에서 제시되고 있으며, 일반적인 입헌례에도 부합한다. 이

례적인 입헌례일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과의 관련성이 떨어지는 제6항 재해

예방 및 국민 보호 조항 또한 여러 헌법개정안의 제안과 같이 안전할 권리

등을 신설하며 별도로 규정한다.

헌법은 국민 누구에게나 사회보장을 실현할 수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이라는 큰 그물을 주었으나, 누군가에게는 너

무나 성긴 그물이어서 사회보장을 실현할 수 없었다. 사회적 약자가 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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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받을 권리, 건강하게 살 권리,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보다 촘촘한 그물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이 사회적 약자의 사회보장 실현을 위한 헌법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헌법 개정에

우리 모두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주요어 : 사회보장, 헌법 개정, 헌법 개정 연혁, 헌법개정안, 인간

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사회국가

원리

학 번 : 2011-2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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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 배경

I.

2018년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2018년

5월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투표 결과 총 투표자 수 114명으로

헌법개정안의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여 국회의장은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하였고,1)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 이후 최초로 발의된 헌법개정안은 사실상 폐기되었다. 국회는 2016년

12월 29일부터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2017년 12월 29일

부터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이를 이어받아 헌법개정안을

마련하려 하였으나, 2018년 6월 30일 특별한 결과물 없이 활동을 끝마쳤다.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 이후 정치권에서 간헐적으로 헌법 개정론이 제기

되기는 하였으나,2)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발의와 국회의 제10차 헌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 이후 모두 처음으로 시도

된 것으로서 우리 사회가 현행 헌법의 한계를 직시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

가기 위한 헌법 정비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 이후 우리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

에서 거대한 변화를 목격하였다. 또한, 우리 국민은 제9차 헌법이 예정하고

약속한 현실과 다른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다. 제9차 헌법의 제안자가 예상하

지 못했던 헌법현실과 제9차 헌법의 제안자의 약속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

는 헌법현실은 우리 사회가 우리 헌법의 지속가능성, 우리 헌법의 규범력에

대하여 의문을 갖게 하였다. 그것이 제9차 헌법 개정 이후 30여년 만에 처음

1) 제20대국회 제360회국회 제4차 본회의(2018. 5. 24) 회의록, 10면.
2)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원포인트 개헌론이 있었으나, 헌법개정안 발의 등 공식적인

절차로 진행되지는 아니하였고, 제18대국회에서 2008년 국회의장 직속 헌법연구 자문
위원회가 구성되어 국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헌법 개정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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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의 발의와 국회의 제10차 헌법개정을 위한 특별위

원회의 구성으로 가시화되었다.

II.

2016년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국내외의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이 급변”하여 “개별 법률의 제정이나 제도

의 보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 문제”로 인하여 “헌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히고 있고,3) 대통령 헌법개정안도 제안이유를 통

하여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며, “30년이 지난 헌법으로는 국민의

뜻을 따라갈 수 없”음을 밝혀 헌법현실의 변화를 1987년 헌법 규범이 따라가

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4)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 이후 국민총생산

(GDP) 및 1인당 국민총생산의 증가와 OECD 가입(1996)이라는 경제적 성과

뒤에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2007년 세계 금융 위기가 초래한 경제

의 불안정성의 확대, 저출산·고령화 심화, 다문화 가족의 증가 등 인구구조의

변화, 4차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혁명이 초래한 명암, 불안정 노동의

고착화와 외국인 근로자의 확대 등 고용 환경 및 현실의 변화 등 1987년 헌

법 개정 당시 예정하지 못했던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대통령의 헌법개

정안 발의와 국회의 공식적인 헌법 개정 논의에 즈음하여 현행 헌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하여 묻는 작업 즉, “1987년 헌법이 기능을 다하여서 새로이 헌

법을 개정하여야 할 개정의 모멘텀에 이른 것인가?”5)를 논의하는 것은 의미

가 있는 작업일 것이다.

III.

헌법 개정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공식적인 논의와는 별도로 학계에서는

꾸준히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다. 그런데 학계의 논의는 정치권의

관심과 마찬가지로 권력구조에 치우쳐 있었고, 기본권에 대한 개정 논의는

3) 국회운영위원장,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안번호 4739), 2016. 12, 1-2면.
4) 문재인대통령,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의안번호 12670), 2018. 3. 26, 1면.
5) 이재희, “헌법개정사에 대한 반성적 고찰 및 헌법개정시 고려사항에 대한 검토”, 저스

티스 통권 제170-3호, 한국법학원, 2019. 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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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틀 안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개별 기본권에 대한 깊이 있는

개정 논의는 많지 않았다. 특히,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인 헌법 제34조에

대한 논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법적 성격과 사법심사 가능성에 대

한 논의를 중심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평석에 덧붙여 단편적으로 개

정 의견이 제시되는 정도에 불과하였다.

헌법 제34조는 개정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체

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가? 헌법 제34조를 몇 번만 주의 깊게 읽은 국민이라

면 누구에게나 들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의문에 학계는 어느 정도로 명쾌하게

답해 줄 수 있는가? 제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인간다운 생활을 하

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제2항 ‘사회보장·사회복지

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에서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 제3항은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은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왜 하나는 ‘복지와 권익의 향상’이

고 하나는 그냥 ‘복지향상’인가? 왜 하나는 ‘노력’이고 하나는 ‘의무’인가? 왜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는 ‘정책을 실시할 의무’인가? 왜 제2항은 ‘노력할 의무

를 진다’로, 제3항은 ‘노력하여야 한다’로, 제4항은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

다’로 규정하였는가? 이러한 규정의 차이는 의도된 것인가? 왜 제6항은 ‘신체

장애자’만을 규정하고 있는가? 이러한 규정들은 어떤 헌법적 효과를 기대하

고 어떻게 도입되었는가? 국민이 헌법을 이렇게 규정해도 되는 것인가, 바꿔

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을 때 헌법의 최고규범성, 추상성, 개방성을 이

유로 헌법 개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답하는 것으로 국민이 수긍하게 할 수 있

을 것인가?

우리 헌법 개정사를 통하여 기본권의 개정 논의는 권력구조에 부수하여

이루어져 왔음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평가는 지금 현재의 헌법 개정 논

의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우리 헌법 개정사는 헌법 개정이 미리 정하

여진 일정을 토대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

주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헌법

개정은 그렇게 “밤도둑처럼 온다”.6)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권력구조의

6) 신약성경, 테살로니카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5장 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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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의 쓰나미가 지나고 난 뒤 기본권의 자리에는 또 다른 체계 부조화 규정

이나 “단순한 미사여구로 장식된 강령규정”7), “헌법의 장식화”8)라는 평가로

가득 찬 규정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는 것을 또 다시 확인하게 될 것이다.

사회적 양극화, 고용 불안정 등으로 사회적 위기의 상시화 안에 갇힌 채9)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비롯한 헌법 제34조 규정의 온기를 느낄 수 없는

사람들에게 헌법 제34조의 의미와 한계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그리

고 현재의 규정을 그대로 유지해도 좋은지 그렇지 않다면 어떤 방향으로 나

아가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하여 국민의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리

헌법 개정사에서 헌법 규정 하나 하나에 대하여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적이

있었던가? 국민의 의사를 듣겠다는 취지로 형식상의 공청회만 거친 후 그와

무관하게 만들어진 헌법 규정, 특히 기본권 규정에 대하여 국민은 결정권자

가 아니었다. 제헌 헌법에 도입된 제19조부터 1962년 제5차 개정 헌법, 1980

년 제8차 개정 헌법, 1987년 제9차 개정 헌법의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

를 반영하는 것은 고사하고, 헌법 제34조의 내용과 의미를 헌법개정안의 제

안자들은 정확히 설명한 적이 있는가? 이를 토대로 국민은 그 의사를 결정하

였는가? 사회적 기본권, 특히 사회보장법의 근거가 되는 헌법 제34조의 온기

가 전해질 수 있도록 헌법 제34조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국민

에게 설명하고 그 의사를 들어야 한다.

헌법 제34조의 개정과 관련하여 국민에게 설명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인 헌법 제34조는 어떻게 도입되고 개정되어져 왔

는가? 다른 나라는 어떻게 헌법 제34조가 다루는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헌법

적으로 대응하고 있는가? 현행 헌법에까지 이어져온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인 헌법 제34조의 현재의 의의와 한계는 무엇이고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가? 그리고 지금 현재 제34조의 개정 방향에 대한 우리 사회의 논의, 즉 준

비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사회보장에 관한

7) 한병호, “사회적 기본권 규정에 관한 헌법개정의 검토”, 헌법학연구, 제12권 제4호, 한
국헌법학회, 2006. 11, 355면.

8) 김복기, “헌법과 헌법재판을 통해 본 사회보장법의 전개”, 저스티스 통권 제170-3호,
한국법학원, 2019. 2, 160면.

9) 김복기, “위기의 상시화와 사회안전망으로서 사회보장법의 과제 : 공공부조와 실업보
험을 중심으로 본 사회보장법 형성과정과 기본원칙”, 서울대학교 법학 제58권 제1호
(통권 제18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3, 1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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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규정의 개정을 준비하고 그에 대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있을

헌법 개정에서 국민이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결정

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이 이 논문을 작성하는 이유이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I. 연구의 범위

이 논문은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인 헌법 제34조의 개정을 준비하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 헌법의 사회보장을 “사회적 위험

내지 생활위험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하기 위해 필

요한 소득 및 의료, 그리고 복지서비스(사회서비스)를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이해하면,10) 헌법 제34조 이외에 다른 사회적 기본권뿐만 아니라

자유권적 기본권에서도 사회보장에 관한 개념이 도출될 수도 있을 것이다.11)

다만 헌법 제34조가 우리 헌법이 사회보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둔 가장 중심

적 규정이라는 점과 본 논문의 목적이 헌법 제34조가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으로서 규범력을 다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헌법 제34조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고 이를 사회보장에 관한 헌

법 규정으로 보아 두 용어를 적절히 혼용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II. 연구의 방법

헌법 제34조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헌법에 들어온 것이 아니다. 헌법 제

34조는 제헌 헌법 제19조에서 단 하나의 문장으로 시작해서(더 멀리는 대한

민국임시헌장 제5조 제3호의 ‘취학, 취직 및 부양을 요구하는 권리’에서부터)

10) 김복기, “헌법상 사회보장권 보장에 관한 소고 :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
토에 기한 시론”, 사회보장법학 제7권 제1호, 사회보장법학회, 2018. 6, 58면.

11) 정영훈, “사회보장에 대한 헌법상 권리의 침해 여부에 관한 심사기준”, 헌법재판소 헌
법재판연구원, 20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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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34조의 6개의 항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헌법 개정은 기존의

헌법의 성과를 토대로 헌법현실을 반영하여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므

로, 현행 헌법의 개정 방향은 현행 헌법의 시작에 대한 고찰에서부터 시작되

어야 한다. 제헌 헌법에서 제19조가 어떠한 배경을 토대로 도입되었는지부터

헌법의 개정 과정에서 어떤 헌법적 효과를 기대하고 개정, 확대되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광복 직전에 제정된 대한민국임시헌장을 비롯한 대한민

국임시정부의 헌법적 문서부터 해당 정국 당시의 각 정치세력의 헌법 시안

등 각종 헌법 문서의 사회보장 관련 내용을 살펴본다. 아울러 헌법 제정 당

시 참고하였을 다른 나라의 입헌례들의 조사를 통하여 헌법 제34조의 연원을

찾아보고, 이후 어떤 개정 과정을 거쳐 현행 헌법 제34조에까지 이르렀는지

를 살펴봄으로써 개정 과정의 문제점과 함께 향후 개정 방향에서의 시사점을

찾는다.

다음으로 다른 나라의 입헌례를 살펴본다. 모든 나라의 헌법은 각 국의 특

유한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토대로 다른 나라의 헌법적 성과를 적절히 수용

하여 왔다. 제헌 헌법부터 제9차 개정 헌법까지의 과정에서도 외국의 많은

입헌례들이 우리 헌법에 영감을 주어 왔다. 실제 헌법안을 작성하는 실무 과

정에서 다른 입헌례의 조사는 필수적이었다. 나아가 헌법의 국제화가 진전된

21세기에 다른 나라 헌법과의 비교 연구는 우리 헌법의 나아갈 방향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가능한 한 헌법전을 갖추고 있는 모든 나라의 헌법전에

대한 조사가 바람직하나, 본 논문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인

우리나라와 정치 및 경제적 구조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OECD 가입국의 헌

법을 주로 하여 조사·분석한다.

다음 현행 헌법 제34조의 헌법규범으로서의 현재의 의의와 한계 그리고

개정 필요성 여부를 살펴본다.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비롯하여 현행 헌법 제34조가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으로서의 의미가 무

엇인지 확인하고 그 한계를 확인한 후 한계를 극복하고 헌법현실의 개선을

위하여 개정이 필요한지를 확인한다.

다음으로 지금 우리 사회의 헌법 제34조에 대한 개정 논의를 정리할 필요

가 있다. 헌법은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헌법의

개별 규정 역시 국민적 공감대에서 벗어나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는 없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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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헌법 제34조에 대한 개정 논의는 다양한

단체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수행한 것이므로 그러한 논의에서 수렴되는 개

정 방안은 정치적 측면에서 수용 가능성이 있으며, 국민적 공감대 측면에서

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현재 헌법 제34조의 개정 논의에 대

한 분석을 통하여 지금 우리 사회의 헌법 제34조의 개정을 위한 논의 및 준

비 수준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헌법 제34조에 관한 우리 헌법의 개정 과정, 다른 나라 입헌

례, 그리고 현재 우리 사회의 개정 논의를 종합하여 헌법 제34조의 개정 방

안을 제시한다. 본 논문이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인 헌법 제34조의 연혁,

비교법적 검토, 현재의 개정 논의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고찰로서 향후 사회

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의 개정 논의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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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의

연혁 및 입헌례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의 개정을 위한 선행 작업으로 현행 헌법의 사

회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의 연혁 및 입헌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

에 관한 헌법 규정이 어떻게 우리 헌법에 도입되고 개정되어 왔는지 살펴보

는 것은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의 개정을 준비하는데 반면교사가 될 것

이다. 또한 우리 헌법 개정사에서 살펴 볼 수 있는 것처럼 다른 나라의 입헌

례에 대한 검토는 헌법 개정 과정에서 필수 작업이었다. 다른 나라의 사회보

장에 관한 규정에 대한 입헌례는 우리 헌법의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의

이해를 보다 깊이 있게 하는 자료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장에서는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의 연혁 및 입헌례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개정 방

향에 대한 시사점을 찾는다.

제 1 절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의 연혁12)

현행 헌법의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인 헌법 제34조는 “노령, 질병 기타 근

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한 제헌 헌법 제19조에서 시작되었

다.

이 규정은 제헌 헌법에서는 자유권 다음에 규정되어 있던 사회적 기본권

이 1962년 제5차 개정 헌법에서 기본권의 제일 뒷부분으로 옮겨지면서 제30

12) 본 논문을 준비하면서 제1절의 내용 중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의 개정 과정에
해당하는 II. 1962년 제5차 개정 헌법 이하의 내용을 정리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의 개정 연혁”이라는 제목으로 학술지인「사회보장법연구」(2020 제9권 제1호, 서
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에 제출하여 게재된 바 있으며, 본 석사논문의 내용은 이 논문
을 다시 정리한 것이다. 「사회보장법연구」에 해당 논문을 제출할 당시 본 석사논문
의 내용의 일부이며, 본 논문에서 최종 정리되어 포함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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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로 위치가 바뀌었으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2항에 “국가는 사회보장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신

설되고, 제헌 헌법의 규정은 제3항에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로 수정되어 규정되었는데, 제헌 헌

법의 ‘근로능력의 상실’이라는 요건이 삭제된 것이 특징이다. 1980년 제8차

개정 헌법에서는 제2항에 ‘사회복지’라는 문구가 추가되어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로 개정되었다.

1987년 제9차 개정 헌법에서는 제3항에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

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항에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

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그리고 제6항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

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종전의 제3항은 제5항에서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

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

는다.”라고 개정되었다.

헌법 규정의 도입 이유·배경 등 개정 과정에 대한 반성적 고찰은 헌법 규

정에 대한 이해를 깊이 있게 하고, 개정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

도록 하여 해당 헌법 규정의 개정 방향을 제시하고, 헌법 개정에서 어떤 부

분을 고려해야 할 것인지에 도움을 줄 것이다.13)

헌법 개정 과정 전반에 대한, 혹은 기본권 전반에 대한 전체적인 개정 과

정에 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헌법 규정 하나 하나의 개정

과정에 대한 분석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14) 헌법 제34조에 대하여도

간헐적으로 도입 및 개정 과정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져 왔으나, 단편적으로

소개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아래에서는 헌법 제34조의 제헌 헌법에의 도

입 과정 및 그 이후의 개정 과정을 정리하고 개정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찾

아본다.

13) 이재희, 앞의 논문, 20면.
14) 임효준, “개헌논의에서의 시사점 도출을 위한, 대한민국 경제헌법 경제사 일고 : 1962
년 헌법부터 현행 헌법까지의 분석을 중심으로”, 차세대 인문사회연구 제15호, 한일차
세대학술포럼, 2019. 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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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제헌 헌법 제19조의 도입

1. 개관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제헌 헌법은 국회의 공식적인 절차를 기준으로

하면, 헌법기초위원회 선출이 논의된 1948년 6월 1일 제2차 회의에서부터 헌

법 제정안이 통과된 1948년 7월 12일 제28차 회의까지 42일 밖에 걸리지 않

았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었다.15)

이러한 빠른 진행이 가능했던 것은 “헌법제정에 참여한 정치세력” 사이에

“이해관계의 본질적 대립”의 부재 및 “신생독립국의 경우 제헌보다는 건국에

관심과 노력이 집중된다는 점”과 함께 해방 이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여러

헌법적 문서들의 존재”와 “각 정치세력들의 독자의 헌법초안”의 제시 등이

그 이유로 설명되고 있는데,16) 현실적으로 짧은 기간에 헌법안을 작성하는

데에는 기존 헌법적 문서와 외국의 입헌례가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모스크바삼상회의(1945. 12)의 결정과 미소공동위원회(1946. 1〜)의 방침은

해방 정국에서 활동하던 각 정치세력들이 헌법안을 작성하는 계기가 되었으

며, 해방 이후 제헌 헌법이 완성되기까지 약 17개의 헌법안들이 작성된 것으

로 평가된다.17) 이 헌법안들 중 좌파인 민주주의민족전선의 조선민주공화국

임시약법(시안)(1946. 1), 우파인 행정연구위원회의 한국헌법(1946. 3월경), 중

도파를 대표하는 남조선대한국민대표민주의원의 대한민국임시헌법(1946. 4)은

각 정치세력들의 대표적 헌법안들로서 각각의 정치세력들의 사회보장의 헌법

규정화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제헌 헌법의 제정에서 그 역할의 중요성을 부인할 수 없는 현민 유진오가

최초로 작성한 헌법초안은 “대한민국헌법(1948)의 직접 원형”으로까지 평가

되기도 하는데,18) 유진오는 헌법 내용을 기초할 때 조선임시약헌 등 당시의

15) 신우철, 『비교헌법사론 : 대한민국 입헌주의의 형성과 전개』, 법문사, 2013, 29면.
16) 신우철, 앞의 책, 29면.
17) 서희경, 박명림, “민주공화주의와 대한민국 헌법 이념의 형성”, 정신문화연구 제30권
제1호 통권 106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3, 90-91면.

18) 신우철, “해방기 헌법초안의 헌법사적 기원 : 임시정부 헌법문서의 영향력 분석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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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헌법적 문서들을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고 밝히고 있다.19) 유진오의 헌

법초안을 토대로 만들어진 안들이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어 헌법 제정

안으로, 결국은 제헌 헌법으로 완성되었다는 점에서 유진오의 헌법초안에 영

향을 준 헌법적 문서들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제헌 헌법 제19조와 관련된 내용

에 대한 검토는 제헌 헌법 제19조의 형성을 밝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

울러 유진오가 헌법초안을 작성할 때 참고한 조선임시약헌, 조선민주공화국

임시약법(시안) 등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문서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20)

유진오는 또한, 헌법의 초안 작성을 위하여 세계 각 국의 입헌례 등을 참

고하였다고 밝히고 있는데,21) 제헌 헌법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국내외 자료

에 대한 “역사적·비교법적 영향관계”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유럽과 중국의

입헌례도 제헌 헌법 제19조의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

다.22) 이에 당시의 헌법안 작성에 영향을 주었을, 혹은 최소한 참고하였을 다

른 나라의 입헌례들의 제헌 헌법 제19조 관련 내용도 함께 확인한다.

2.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 문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제정하였고, 이

후 대한민국임시헌법(1919. 9. 11. 시행), 대한민국임시헌법(1925. 4. 7. 시행),

대한민국임시헌법(1925. 7. 7. 시행), 대한민국임시약헌(1927. 4. 11. 시행), 대

한 “유진오 결정론” 비판”, 공법연구 제36집 제4호, 한국공법학회, 2008. 6, 425면.
19) 유진오, 『헌법기초회고록』, 일조각, 1980, 22면, 유진오가 참고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 자료는 조선임시약헌 외에 “조선인민의 권리에 관한 포고(1948년 4월 7일 하지중
장 포고), 대한민국건국강령(민국23년 11월 28일 임시정부국무위원회에서 공포한 것),
The Constitution of Korea(과도정부 사법부 미인고문 우드월안), 조선민주공화국임시
약법(시안·1946년 제1회 미소공위에 제출차 준비되었던 민주주의민족전선측 시안), 대
한민국임시헌법(민주의원안), 1947년 제2회미소공위에 제출된 자문 5·6호에 대한 각정
당 사회단체의 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괴뢰정권안), 각정당의 강령과 정책
등”이다. 같은 책 22면.

20) 신우철(2008), 앞의 논문, 425-426면.
21) 유진오(1980), 앞의 책, 22면.
22) 신우철, “대한민국헌법(1948)의 형성에 외국 헌법이 미친 영향 : 그 기본원리·기본가
치·기본제도의 비교법적 연원”, 사회와역사 통권 101호, 한국사회사학회, 2014. 3, 72,
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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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국임시약헌(1940. 10. 9. 시행) 등을 거쳐 1944년 4월 22일 대한민국임시

헌장을 시행하였다.23)

대한민국임시약헌(1940. 10. 9. 시행)까지는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

지 않았으나, 대한민국임시헌장(1944. 4. 22. 시행)은 처음으로 제2장 인민의

권리 의무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인민의 자유와 권리(제5조)24) 및 의무(제6

조)25)를 규정하였다. 대한민국임시약헌 때까지 권리와 의무 규정을 두지 않

았던 것은 국권을 회복하지 못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대한민국임시약헌과

대한민국임시헌장 사이에 대한민국건국강령(1941. 11. 28)이 존재하고 있으나,

대한민국건국강령에 대하여 야당격인 조선민족혁명당을 중심으로 비판은 물

론 개정론까지 제기되어 대한민국임시헌장에 그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

했다는 분석도 제시되고 있다.26)

대한민국임시헌장 제5조는 제3호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인민은 법률에 의

하여 취학, 취직 및 부양을 요구하는 권리를 향유”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우리 제헌 헌법의 제16조 교육을 받을 권리, 제17조 근로의 권리 및

23) 대한민국임시헌장(1944. 4. 22. 시행)은 제1장 총강, 제2장 인민의 권리 의무, 제3장
림시의정원, 제4장 림시정부, 제5장 심판원, 제6장 회계, 제7장 보칙, 총 62개조로 구성
되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LSW/main.html, 최
종 방문일 2020. 5. 25) 참조.

24) 대한민국임시헌장(1944. 4. 22. 시행) 제5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좌렬 각항의 자유와
권리를 향유함
1.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파업급 신앙의 자유
2. 거주, 려행급 통신, 비밀의 자유
3. 법률에 의하여 취학, 취직급 부양을 요구하는 권리
4. 선거급 피선거의 권리
5. 공소, 사소급 청원을 제출하는 권리
6. 법률에 의치 않으면 신체의 수색, 체포, 감금, 심문 혹 처벌을 받지 않는 권리
7. 법률에 의치 않으면 가댁의 침입, 수색, 출입제한 혹 봉폐를 받지 않는 권리
8. 법률에 의치 않으면 재산의 징발, 몰수 혹 추세를 받지 않는 권리

25) 대한민국임시헌장(1944. 4. 22. 시행) 제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좌렬 각항의 의무가
있음
1. 조국을 광복하고 민족을 부흥하고 민주정치를 보위하는 의무
2. 헌장과 법령을 준수하는 의무
3. 병역과 공역에 복무하는 의무
4. 국세를 납입하는 의무

26) 대한민국건국강령에 대한 비판은 주로 대한민국건국강령의 헌법적 수용과
사유재산제 배제에 집중되었다고 한다. 우리역사넷, “대한민국 건국강령”, http://conte
nts.history.go.kr/mobile/kc/view.do?levelId=kc_i401300&code=kc_age_40, 최종 방문일
2020.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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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근로3권, 제19조 생활유지 능력 없는 자의 규정 순서와 동일하다. 대

한민국임시헌장은 제헌 헌법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혼인의 순결과 가족

의 건강 조항에 상응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제헌 헌법 제20조는 헌

법기초위원회에서 논의된 심사 원안까지에도 없었던 규정으로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추가되었다. 따라서 제헌 헌법의 기초자들은 제헌 헌법의 사회적

기본권의 체계를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임시헌장의 취학 즉 교육, 취직 즉, 근

로의 권리 및 근로3권, 부양 즉, 생활보호를 기준으로 구상하였다고 볼 수 있

다.

3. 조선임시약헌 등 각종 헌법적 문서

(1) 개관

유진오가 헌법 초안을 작성할 당시 참고한 헌법적 문서는 매우 다양하지

만, 여기에서는 헌법적 문서로서 명시된 문서 중 조선임시약헌, 조선인민의

권리에 관한 포고, 대한민국건국강령, The Constitution of Korea, 조선민주

공화국임시약법(시안), 대한민국임시헌법의 내용을 살펴보고,27) 참고 문헌으

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유진오가 그 활동에 참여하였던 행정연구위원회의 한

국헌법 등 주요 헌법적 문서에서 제헌 헌법 제19조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내용들을 정리한다.

[표 2-1] 조선임시약헌 등 각종 헌법적 문서

27) 유진오(1980), 앞의 책, 22면.

헌법적 문서 제헌 헌법 제19조 관련 규정

대한민국건국강령

4. 건국기의 헌법상 인민의 기본권리와 의무는 좌열원칙에 의거하

고 법률로 영정 실행함.

가. 노동권, 휴식권, 피구제권, 피보험권, 면비수학권, 참정권, 선

거권, 피선거권, 파면권, 입법권과사회각조직에 가입하는권리

가 있음

조선민주공화국
임시약법(시안)

제15조 초등교육을 받을 권리, 제18조의2 노동력의 보호 이외에

사회적 기본권 관련 규정은 없음

행정연구위원회의 제85조 국민의 건강급 노동력을 유지하며 산부를 보호하여 노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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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헌법적 문서의 구체적 내용

1) 대한민국건국강령(1941. 11. 28)

대한민국건국강령은 민국23년28) 11월 28일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위원회

에서 공포한 것이다.29) 대한민국건국강령은 대한민국임시헌장 등과 같은 공

28) 민국23년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연호로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연도인 1919년이 민국1
년이므로 민국23년은 1941년에 해당한다.

29) 대한민국건국강령은 제1장 총강, 제2장 부국, 제3장 건국, 총 24개조로 구성되었다.
조문은 정종섭, 『한국헌법사문류』, 박영사, 2002, 85-96면 참조.

한국헌법
병약 기타 생활의 부침에 기인한 경제상 곤궁을 방지하기 위하

여 국가는 포괄적인 보험제도를 실시함

대한민국임시헌법
(민주의원안)

제5조 대한민국국민은 좌기각항정책의 확립에 의하여 생활균등권

을 향유함

8. 봉급자의 생활을 안정 위한 가족급여제의 확립

10. 실업보험·폐질보험 기타 사회보험제도의 실시

제6조 대한민국국민은 좌기각항정책의 확립에 의하여 문화 급 후

생의 균등권을 향유함

5. 의료기관의 적정분포와 공영의 확충

6. 조산원·탁아소·양로원의 공영

The Constitution of
Korea

Article 1 Rights of People

Governmental powers emanate from the people and shall not

deprive the people of: ...

The following rights: ...

To earn a livelihood by lawful work.

조선임시약헌

제2장 국민의 권리의무

제4조 조선의 국민은 좌기 각항 정책의 확립에 의하여 생활균등

권을 향유함

1. 봉급자의 생활을 안정키 위한 가족급여제의 확립

2. 실업보험 폐질보험 기타 사회보장제의 실시

제5조 조선국민은 좌기 각항 정책의 확립에 의하여 문화급후생의

균등권을 향유함

1. 의료기관의 적정분포와 공영의 확충

2. 조산원 탁아소 고아원 양로원의 공영

조선인민의 권리에
관한 포고

사회적 기본권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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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헌법문서가 아니라, 광복 이후 건국 과정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어떻게

국가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임시 정부의 헌법구상을 정리한 문헌이다.30)

조소앙이 기초한 대한민국건국강령은 그의 삼균주의에 기반하여 다양한 사회

적 기본권 목록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31)

대한민국건국강령은 제3장 제4조에서 “건국기의 헌법상 인민의 기본권리

와 의무는 좌열원칙에 의거하고 법률로 영정 실행”하도록 하면서 가목부터

바목까지 인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32) 제4조 가목은 인민은 “노

동권, 휴식권, 피구제권, 피보험권, 면비수학권, 참정권, 선거권, 피선거권, 파

면권, 입법권과 사회 각 조직에 가입하는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여 다양한

기본권과 함께 피구제권과 피보험권을 권리로서 명시하고 있다. 피구제권은

“구제를 받을 권리로서 공공부조수급권”을 인정한 것으로, 피보험권은 “보험

수급을 받을 권리로서 사회보험수급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을 인민의 기본 권리”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는 견해

에 따르면, 이러한 성격이 대한민국임시헌장 제5조 제3호의 “법률에 의하여

취학, 취직 및 부양을 요구하는 권리”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33)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대한민국건국강령과 대한민국임시헌장은 규정 형식

에서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모두 권리규정형식을 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사회보장 규정 자체의 용어나 내용 면에서는 유사성을 확인하기 어

렵다.

대한민국건국강령과 대한민국임시헌장은 사회적 기본권의 내용은 유사하

나, 그 순서는 달리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건국강령의 노동권, 휴식권은 취

직을 요구하는 권리, 피구제권, 피보험권은 부양을 요구하는 권리, 면비수학

권은 취학을 요구하는 권리에 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

르면, 대한민국건국강령은 교육을 받을 권리보다 근로의 권리 및 부양을 받

을 권리를 우선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0) 우리역사넷, 앞의 글.
31) 신우철, 앞의 책, 129면.
32) 대한민국건국강령의 조문 내용은 정종섭, 앞의 책, 85-96면 참조.
33) 김종수, “제헌헌법 사회보장이념의 재발견과 계승”, 사회보장법연구 제2권 제2호, 서

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13. 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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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선민주공화국임시약법(시안)(1946. 1)

조선민주공화국임시약법(시안)은 좌파인 민주주의민족전선이 1946년 1월

제1회 미소공동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한 시안이다.34) 조선민주공화

국임시약법(시안)은 김약산․성주식 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좌파가 시안의

작성에 참여한 점과 대한민국임시헌법(1923), 대한민국임시약헌(1927)의 국가

조직 원리와 유사한 체계를 취한 점을 근거로 “대한민국임시정부 헌법문서의

전통을 부분적으로 계승”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35)

조선민주공화국임시약법(시안)은 제15조36)에서 초등교육을 받을 권리, 제

18조의237)에서 노동력의 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제헌 헌법 제19조

와 관련지을 수 있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3) 행정연구위원회의 한국헌법(1946. 3월경)

행정연구위원회는 대한민국임시정부 내무부장이었던 신익희가 주도하였는

데,38) 행정연구위원회에서 작성한 한국헌법은 우파에서 제시된 가장 체계적

인 헌법안으로 평가된다.39) 행정연구위원회는 1946년 3월 1일 한국헌법을 완

성하였으나, 미군정이 실시됨에 따라 초안은 묵혀져 있었고, 5.10 선거에 즈

음하여 다시 헌법안을 작성하였는데, 이 작업에는 유진오가 참여하였다.40) 한

국헌법의 의의는 유진오의 헌법초안과 함께 통합되어 헌법기초위원회의 주축

안의 토대가 됨으로써 제헌 헌법의 탄생에 기여했다는 것이다.41)

한국헌법은 사회적 기본권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경제질서 장에 관련

34) 조선민주공화국임시약법(시안)은 제1장 총강, 제2장 국민의 기본적 권리급 의무, 제3
장 민주주의민족전선, 제4장 인민의회급 상임위원회, 제5장 임시대통령급 임시민주정
부, 제6장 사법, 제7장 군사, 제8장 재정, 제9장 약법수정, 총 103개조로 구성되었다.
임시약법(시안)의 조문은 고려대학교박물관, 『현민 유진오 제헌 헌법 관계자료집』,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9, 43-56면 참조.

35) 신우철(2008), 앞의 논문, 420-421면.
36) 조선민주공화국임시약법(시안) 제15조 조선 인민은 국가부담으로 최소한 초등교육을
받을 권리를 향유함.

37) 조선민주공화국임시약법(시안) 제18조의2 조선 인민의 노동력은 그 보호가 법률로서
보장됨.

38) 서희경, 박명림, 앞의 논문, 98면.
39) 서희경, 박명림, 앞의 논문, 98면.
40) 고려대학교박물관, 앞의 책, 29-30면.
41) 서희경, 박명림, 앞의 논문, 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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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규정하고 있다.42) 한국헌법 중 제헌 헌법 제19조와 관련지을 수 있는

것은 제85조로, “노유병약 기타 생활의 부침에 기인한 경제상 곤궁을 방지하

기 위하여 국가는 포괄적인 보험제도를 시설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

정은 바이마르 헌법 제161조의 “건강과 노동능력을 유지하고 모성을 보호하

며 노화와 질병 및 인생의 길흉화복에 따른 경제적 결과를 예방하기 위해 라

이히는 피보험자의 폭넓은 참여 하에 포괄적인 보험제도를 창설한다.”43)는

규정을 참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대한민국임시헌법(민주의원안)(1946. 4)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들이 다수 참여한 비상국민회의는 1946년 초부터

헌법안 작성을 논의하였는데,44) 대한민국임시헌법(민주의원안)은 비상국민회

의의 헌법안 작성 작업을 이어받은 남조선대한국민대표민주의원이 작성한 헌

법안이다.45) 민주의원안은 해방 정국 당시 중도파의 헌법안으로 평가되며,46)

특히 제5조 생활균등권47)과 제6조 문화 급 후생의 균등권48)은 대한민국건국

42) 한국헌법은 제1편 제1장 국가, 제2장 국회, 제3장 대통령급정부, 제4장 사법기관, 제2
편 제1장 국민, 제2장 교육, 제3장 경제생활, 부칙, 총 88개조로 구성되었다. 조문은 정
종섭, 앞의 책, 158-167면 참조.

43) 번역문은 송석윤, 『위기시대의 헌법학 : 바이마르 헌법학이 본 정당과 단체』, 정우
사, 2002, 383면 참조.

44) 서희경, 박명림, 앞의 논문, 98면.
45) 신우철(2008), 앞의 논문, 405면; 대한민국임시헌법은 제1장 총강, 제2장 국민의 권리
의무, 제3장 입법권, 제4장 행정권, 제5장 사법권, 제6장 회계, 총 74개조로 구성되었
다. 조문은 고려대학교박물관, 앞의 책, 59-72면 참조.

46) 김광재,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과 그 계승 :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과 1948년 제헌헌
법의 연속성”, 고려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17. 8, 94면.

47) 제5조 대한민국국민은 좌기각항정책의 확립에 의하여 생활균등권을 향유함
1. 국민의 기본생활을 확보할 계획경제의 수립
2. 주요한 생활필수품의 통제관리와 합리적물가정책의 수립
3. 세제의 정리와 누진율의 강화
4. 토지사유의 제한과 농민본위의 경작권확립
5. 대규모의 주요공업 급 광산의 국영 또는 국가관리
6. 노동자의 생활을 안정 위한 최저임금제의 확립
7. 공장의 경영·관리에 노동자대표참여
8. 봉급자의 생활을 안정 위한 가족급여제의 확립
9. 중요공장 내에 보건·위생·교육 급 오락시설의 완비
10. 실업보험·폐질보험 기타 사회보험제도의 실시

48) 제6조 대한민국국민은 좌기각항정책의 확립에 의하여 문화 급 후생의 균등권을 향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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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령을 주로 참고하고, 중국 헌법문서의 내용들을 아울러 참고한 것으로 평

가되고 있다.49)

대한민국임시헌법은 제2장 국민의 권리의무에서 여러 권리와 의무 규정을

두고 있는데, 사회적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생활균등권과 문화 급 후생의

균등권(제6조)을 자유권(제7조), 요구권(제8조), 참정권(제9조) 보다 앞에 규정

하여 생활균등권의 실현에 보다 중점을 두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대한민국

임시헌법(민주의원안)은 제5조 생활균등권에서 제10호의 “실업보험·폐질보험

기타 사회보험제도의 실시”의 확립에 의하여 생활균등권을 향유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민주의원안은 뒤에 나오는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조선임시약

헌과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조문의 위

치가 다소 다를 뿐이다.

5) The Constitution of Korea(1946. 초반)

The Constitution of Korea는 미 군정청 사법부장 우드월50)이 작성한 것

으로 추정되는데,51) 1946년 초반 작성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52) The

Constitution of Korea의 기본권 규정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시기의 헌법적 문

서나 해방 정국 당시 여러 정파의 헌법초안과 달리 “미국 헌법의 자유주의적

(반국가주의적, 자연권적) 특징”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근로권

1. 의무교육제의 실시와 직업교육의 확충
2. 유능자특별교육의 확충과 교육비의 국고 부담
3. 주요문화기관 급 오락기관의 공영
4. 체육시설의 적정분포와 공영
5. 의료기관의 적정분포와 공영의 확충
6. 조산원·탁아소·양로원의 공영
7. 소년·부인의 야간노동 급 위험작업금지

49) 신우철(2008), 앞의 논문, 408면.
50) 고려대학교박물관, 앞의 책, 19면, 유진오의 『헌법기초회고록』에 따르면, The

Constitution of Korea에는 ‘과도정부 사법부 미인고문 우드월안’이라고 쓰여 있으나,
Emery J. Woodall은 1946년 4월경 미군정청 중령으로 사법부장을 맡고 있었다. 같은
책, 19면.

51) The Constitution of Korea는 Article 1. Rights of People, Article 2. Limitations on
Governmental Powers, Article 3. The Executive Organ, Article 4. The Legislative
Organ, Article 5. The Judicial Organ, Article 6. Coming into Effect로 구성되어 있
다. 조문은 고려대학교박물관, 앞의 책, 75-101면 참조.

52) 이경주, “미군정기의 ‘우드월 헌법초안’”, 세계헌법연구 제24권 제1호,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18. 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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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는 사회적 기본권이 거의 없다는 것이 근거로 들어진다.53)

The Constitution of Korea는 Article 1에서 정부는 사람들의 권리를 박탈

할 수 없음을 규정하면서, 그 권리의 하나로 ‘합법적인 노동을 통하여 생계를

이어갈 권리(right to earn a livelihood by lawful work)’54)를 규정하고 있으

나, 그밖에 사회보장과 관련지을 수 있는 규정은 없다.

6) 조선임시약헌(1947. 8. 6)

조선임시약헌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1947년 2월 8일 남조선과도약헌

이라는 명칭으로 제안되어 1947년 8월 6일 의결되었으나,55) 같은 해 11월 24

일 미군정청이 인준을 보류함에 따라 시행되지 못하였다.56)

조선임시약헌은 제2장 국민의 권리의무에 제4조 생활균등권과 제5조 문화

및 후생균등권을 규정하고 있다. 조선임시약헌 제4조와 제5조는 조선의 국민

이 생활균등권과 문화 및 후생 균등권을 향유하도록 “봉급자의 생활을 안정

키 위한 가족급여제의 확립, 실업보험 폐질보험 기타사회보험제의 실시”(제4

조)57)와 “의료기관의 적정분포와 공영의 확충, 조산원 탁아소 고아원 양로원

53) 신우철, 앞의 책, 138-139면.
54) The Constitution of Korea Article 1 Rights of People

Governmental powers emanate from the people and shall not deprive the people
of:
The following freedoms:

Of religion (... 이하 중략)
The following rights:

To petition the government. (... 이하 중략)
To earn a livelihood by lawful work (... 이하 생략)

조문은 고려대학교박물관, 앞의 책, 2009, 75-76면.
55) 조선임시약헌은 제1장 총강, 제2장 국민의 권리의무, 제3장 입법권, 제4장 행정권, 제
5장 사법권, 제6장 재정, 제7장 보칙 총 58개조로 구성되었다. 조문은 고려대학교박물
관, 앞의 책, 129-140면 참조.

56) 정종섭, 앞의 책, 148면 각주.
57) 제4조 국민은 좌기 각항 정책의 확립실시에 의하여 생활균등권을 향유함.

1. 국민의 기본생활을 확보할 계획경제의 수립
2. 주요한 생활필수품의 통제관리와 합리적 물가정책의 수립
3. 세제의 정리와 누진율의 강화
4. 농민본위의 토지재분배
5. 대규모의 주요공산급 광산의 국영 또는 국가 관리
6. 노동자의 생활을 안정키 위한 최저임금제의 확립
7. 주요기업의 경영관리에 종업원대표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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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영”(제5조)58)와 같은 다양한 정책들을 확립·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선임시약헌의 제4조와 제5조는 대한민국임시헌법(민주의원안)과 내용이

대동소이한대, 대한민국임시헌법(민주의원안)이 조선민주임시약헌안·임시헌법

기초위원회안으로 계승되고, 다시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조선임시약헌으로

발전되었다는 평가를 통해 그 유사성을 이해할 수 있다.59)

7) 조선인민의 권리에 관한 포고(1948. 4. 5)

1948년 4월 5일 군정법령 제0호로 제정된 「조선인민의권리에관한포고」

는 제12조로 구성되어 있다.60) 「조선인민의권리에관한포고」는 제1조에 평

등 조항을 두고, 제2조부터 제11조까지는 신체의 자유부터 재산권까지를 규

정하고 있으며, 제12조에서는 제11조까지의 권리를 임시로 정지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평등권과 자유권만을 규정하고 있고, 사회적 기본권은 별도로 규정

하고 있지 않다.

4. 외국 입헌례

유진오는 제헌 헌법을 기초할 당시 세계 주요 각 국 헌법의 입헌례를 참

8. 봉급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가족급여제의 확립
9. 중요공장내에 보건 위생 교육급 오락시설의 정비
10. 실업보험 폐질보험 기타사회보험제의 실시

58) 제5조 국민은 좌기 각항 정책의 확립실시에 의하여 문화급 후생의 균등권을 향유함.
1. 의무교육제의 실시와 직업교육의 확충
2. 유능자 특별교육의 확충과 고육비의 국고부담
3. 주요문화기관급 오락기관의 공영
4. 체육시설의 적정분포와 공영
5. 의료기관의 적정분포와 공영의 확충
6. 조산원 탁아소 고아원급양로원의 공영
7. 소년부녀의 야간노동급 유해 또는 위험한 공작의 금지

59) 신우철(2008), 앞의 논문, 407면.
60) 「조선인민의권리에관한포고」의 제정이유는 다음과 같다.

“조선인민의게 고한다. 이번 연합국임시조선위원단의 감시 아래 거행할 역사적
선거에는 조선인민의 대표를 선거할 것이며, 그 대표들은, 조선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즉시 달성에 관하야 동 위원단과 협의할 대표이며 국회를 구성하여 조선국가정부를
수립할 것임으로, 이 때에 자유로운 분위기를 보장하기 위하야 이러한 선거에 참가할
조선인민의 고유한 자유를 열거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LSW/main.html, 최종 방문일 2020.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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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였다고 밝히고 있다.61) 1948년 4월 작성된 제1회 초고의 조문 끝에는 그

가 참조한 각 국의 헌법이 적혀 있는데, 바이마르 헌법, 미국, 오스트리아, 일

본, 중화민국, 필리핀, 프랑스, 프로이센 헌법 등이 그것이다.62)

그런데 제헌 헌법 제19조에 참고한 것으로 부기된 입헌례는 따로 존재하

지 않는다. 다만 유진오가 다른 조문에서 참고한 것으로 적은 입헌례는 제헌

헌법 제19조를 작성하는데 참고가 되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해당 입헌례들의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63) 아래에서는 당시의 해당

입헌례들의 내용을 살펴본다.

(1) 바이마르 헌법

제헌 헌법은 1919년 바이마르 헌법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제헌 헌법 제19조를 “1919년의 독일 바이마르헌법을 상당부분 수용하

여, 국가의 사회적 과제를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의 대표적 예로 보는 견해

가 있다.64)

바이마르 헌법에서 제헌 헌법 제19조와 가장 관련성이 높은 조항은 제161

조(보험제도의 설치)와 제163조(인신의 자유와 사회적 보장) 제2항으로 볼 수

있다. 제161조는 “건강과 노동능력을 유지하고 모성을 보호하며 노화와 질병

및 인생의 길흉화복에 따른 경제적 결과를 예방하기 위해 라이히는 피보험자

의 폭넓은 참여 하에 포괄적인 보험제도를 창설한다.”고 규정하고, 제163조

제2항은 “모든 독일인에게는 경제적 노동을 통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가

능성이 주어져야 한다. 적절한 노동의 기회를 지니지 못하는 자에게는 필요

한 생활비를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특별한 라이히법률로 정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65)

61) 유진오(1980), 앞의 책, 22면.
62) 국가기록원, “제1호 유진오 제헌헌법 초고”, http://theme.archives.go.kr/next/national

Archives/yujino.do, 최종 방문일 2020. 3. 31.
63) 유진오는 1957년에 발간한「신고헌법해의」에서 제헌 헌법 제19조를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 사상이 발전, 결실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독일 와이말헌법 제161조, 중국
헌법 제155조, 이태리 신헌법 제38조, 불란서 신헌법 전문 제12항 등”을 참고한 것으
로 설명하고 있는데, 본인이 헌법초안을 작성할 당시 참고한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
으나 사회적 기본권에 대하여는 이 입헌례를 주로 참조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을 것
이다. 유진오, 『(신고)헌법해의』, 일조각, 단기4290, 86-87면.

64)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제10판, 집현재, 2014, 1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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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는 보험제도의 창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헌

헌법과 차이가 있고, “노유병약 기타 생활의 부침에 기인한 경제상 곤궁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는 포괄적인 보험제도를 시설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행정연구위원회의 한국헌법 제85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제163조 제2항은 생활유지를 할 능력이 없는 자를 보호한다는 면에서 제헌

헌법 제19조와 연관지을 수 있으나, 노동과 연계된 생활보호 이념을 명시한

데 비하여 제헌 헌법은 노동과의 연계가 직접적이지 않고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원인을 적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헌 헌법 제19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2) 일본 헌법

메이지헌법으로도 불리는 대일본제국헌법(1890년 시행)은 제2장 신민권리

의무에서 일본 신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거주와 이전의 자유

(제22조), 집회와 결사의 자유(제29조) 등 자유권을 주로 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사회적 기본권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1947년에 제정된 일본국헌법은 제25조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

인 최저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모든 생활부문에 있어

서 사회복지, 사회보장, 공공위생의 향상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66) 일본국헌법의 규정 내용은 규정의 유사성 측면에서

제헌 헌법에는 별다른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없고, 제5차 개정 헌법에 영

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일본국헌법은 우리 헌법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대비하여 ‘건강하

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데, 일

본국 헌법 제25조의 제정 과정은 우리 제헌 헌법 제19조의 제정 과정에 비추

어 시사하는 바가 있어 이를 간단히 살펴본다.67)

제2차 대전 후 연합군 최고사령부(이하 “GHQ”라 한다)는 대일본제국 헌

65) 조문은 송석윤, 앞의 책, 383면 참조.
66) 조문은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세계의 헌법 : 40개국 헌법 전문. 1-2』, 2018 참조.
67) 이하의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였다, 神田 憲行, “GHQでなく日本人が魂入れた憲法
25条・生存権”, 日経ビジネス, 2016. 3. 30, https://business.nikkei.com/atcl/report/15/12
0100058/022300002/?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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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개정을 요구하였고, 일본 정부는 헌법문제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헌법

안을 작성하여 GHQ에 제출하였으나, GHQ는 위원회안이 대일본제국헌법과

별다른 차이가 없음을 이유로 거부하고 1946년 2월 13일 일본 정부에 GHQ

초안을 전달하였다.

GHQ 초안에는 현행 일본 헌법 제25조에 규정되어 있는 ‘건강하고 문화적

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GHQ 초안

에서 사회보장과 관련된 규정은 제24조로서 “법은 생활의 모든 면에 대해 사

회 복지 및 자유, 공정 및 민주주의의 증진과 신장을 목표로 한다.”68)고 규정

하고 있다. 이 규정은 GHQ와 정부의 조정을 거쳐 정부안 제23조에서 “법은

모든 생활 부면에 대해 사회 복지, 생활의 보장 및 공중위생의 향상 및 증진

을 위해 수립되어야 한다.”로 수정되어 의회에 제출되었다.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할 권리’라는 취지의 문언을 처음

으로 제시한 곳은 민간단체인 ‘헌법연구회’로, 헌법연구회가 1945년 12월에

발표한 「헌법초안요강」에는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 수준의 생활을 영위

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규정을 두었다.

헌법 개정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아시다 히토시를 위원장으로 하는 통칭

아시다 소위원회에서 1946년 8월 1일 이 점이 논의되었다. ‘건강하고 문화적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제안한 헌법연구회의 모리 타쯔오69)는 사회당

의원으로 소위원회의 회원이기도 했는데, 모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이라는

문구를 덧붙일 것을 주장했다. 아시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모리는 구체적인

표현으로 규정할 것을 거듭 주장하였고, 사회당 국회의원 스즈키 요시오도

“생존권은 가장 중요한 인권”이라고 강하게 주장함에 따라 결국 그들의 주장

대로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일본 헌법에 포

함되게 되었다.

68) Article In all spheres of life laws shall be designed only for the promotion and ex
tension of social welfare, and of freedom, justice and democracy. 조문 내용은 Natio
nal Diet Library, Japan 홈페이지(https://www.ndl.go.jp/constitution/e/shiryo/03/147/1
47tx.html, 최종 방문일 2020. 3. 31) 참조.

69) 이 규정을 제안한 사람은 독일에서 유학하여 바이마르 헌법에 깊은 공감을 가지고
있던 경제학자 모리 타츠오로 알려져 있다. 神田 憲行,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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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47년 중화민국 헌법

1947년에 제정된 중화민국 헌법은 제155조에서 “국가는 사회복지를 도모

하기 위하여 사회보험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인민이 노쇠하거나 병약하거

나 생활능력이 없거나 심각한 재해를 입은 경우 국가는 마땅히 적절한 지원

과 구제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70) 중화민국헌법의 제155조의

1문은 ‘보험제도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바이마르 헌법 제161조와 유사하

고, 2문은 ‘근로의 기회를 갖지 못한 자에 대한 생활비 지급’을 규정하고 있

는 바이마르 헌법 제163조 제2항의 내용과 유사하다. 바이마르 헌법 제161조

는 중화민국 헌법 제155조 제1문, 행정연구위원회의 한국헌법으로 연결되고,

바이마르 헌법 제163조 제2항은 중화민국헌법 제155조 제2문,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는 자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유진오의 초안으로 연결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4) 1935년 필리핀 헌법

1935년 제정된 필리핀 헌법은 ARTICLE II. — DECLARATION OF

PRINCIPLES의 제4조에서 아동의 부양과 관련하여 부모의 국가로부터 도움

과 지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제5조에서 “모든 사람의 복지와 경제적 보

장을 확보하려는 사회적 정의의 증진은 국가의 관심사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71)

(5) 1946년 프랑스 헌법

1946년 프랑스 헌법 전문 제11항은 “나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 경제

적 상황으로 인해 일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은 지역 사회로부터 적절한 생존

수단을 얻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72) 국회헌법기초위원회에 제출

70) 조문 내용은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orld.moleg.go.kr/web/main/i
ndex.do, 최종 방문일 2020. 5. 25) 참조.

71) 1935년 필리핀 헌법 SEC. 4. The natural right and duty of parents in the rearing
of the youth for civic efficiency should receive the aid and support of the Governm
ent.
SEC. 5. The promotion of social justice to insure the well-being and economic se

curity of all the people should be the concern of the State. 조문 내용은 Official Ga
zzette, Republika NG PILIPINAS 홈페이지(https://www.officialgazette.gov.ph/constit
utions/the-1935-constitution/, 최종 방문일 2020. 5. 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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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헌법 초안 제19조의 “노령, 병약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

지의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

가 있다”는 규정과는 권리규정형식인 점, 사회적 위험을 열거한 점 등에서

내용상 유사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6) 1947년 이탈리아 헌법

1947년 이탈리아 헌법은 제38조에서 “일할 수 없는 모든 시민은 생존 및

사회적 지원에 대한 권리가 있다. 근로자는 사고, 질병, 장애 및 노년, 비자발

적 실업의 경우 자신의 삶의 필요에 맞는 적절한 수단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73) 1947년 이탈리아 헌법 또한 프랑스 헌법과 비슷하게

국회헌법기초위원회에 제출된 헌법 초안 제19조의 규정과 내용상 유사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5. 국회 본회의 제출 경과

유진오는 최초의 헌법초안 초고(이하 제1회 초고74))를 1948년 4월 작성하

였는데,75) 제1회 초고는 제19조에서 “노령, 병약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

하야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야 국가의 보

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였는데,76)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

다고 규정한 것이 눈에 띈다. 유진오는 이후 제1회 초고를 정리하여 1948년

5월에 사법부 법전편찬위원회에 헌법초안(이하 사법부 제출안)을 제출하였는

데,77) 사법부 제출안에도 제19조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78)

72) 조문 내용은 1946년 프랑스 헌법의 영문본을 번역한 것으로 영문본은 CONSEIL CO
NSTITUTIONNEL 홈페이지(https://www.conseil-constitutionnel.fr/sites/default/files/
as/root/bank_mm/anglais/cst3.pdf, 최종 방문일 2020. 5. 25) 참조.

73) 조문 내용은 1947년 이탈리아 헌법의 원문을 번역한 것으로 원문 내용은 신우철
(2014), 앞의 논문, 119면 참조.

74) 이하 각 헌법초안의 명칭은 고려대학교박물관의 『현민 유진오 제헌 헌법 관계자료
집』의 용어례를 따른다.

75) 유진오(1980), 앞의 책, 附·I 표제
76) 유진오(1980), 앞의 책, 附·I - 122쪽
77) 헌법기초회고록에 따르면, “헌법기초회고록 부록 I의 헌법초안을 정리하여 1948년 5
월에 법전편찬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유진오, 앞의 책, 附·II 표제).

78) 유진오(1980), 앞의 책, 附·II – 1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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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오가 제1회 초고를 작성하기 이전에 신익희가 주도한 행정연구위원회

는 1946년 3월 1일 헌법초안(한국헌법)을 작성하였는데,79) 제2편 국민의 권리

의무 제3장 경제생활 제85조에서 “국민의 건강급 노동력을 유지하며 산부를

보호하여 노유 병약 기타 생활의 부침에 기인한 경제상 곤궁을 방지하기 위

하여 국가는 포괄적인 보험제도를 실시함”80)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유진

오는 이후 행정연구위원회와도 함께 헌법초안(이하 합작안)을 작성하였는데,

이 합작안이 제헌국회 헌법기초위원회에 제출되었고, 헌법기초위원회의 심의

원안이 되었다.81) 합작안에는 행정연구위원회의 한국헌법의 제85조가 반영되

지 않고, 사법부 제출안의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리고 사법부 제출안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법부 법전편찬

위원회 헌법기초분과위원회안(일명 권승렬안)이 헌법기초위원회에서 참고안

으로 심의되었다.82) 그런데, 일명 권승렬안은 제29조에서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정부가 차를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국회 헌법기초위원회에서 국회 본회의로 이송된 헌법초안은 제19조

에서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야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

는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야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여

권리규정형식이 아닌 입법위임규정 형식으로 규정되었음이 확인된다.83) 헌법

기초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심의 원안의 내용이 아닌 참고안인 일명 권승렬

안의 내용이 반영된 것인데, 심의 원안과 비교할 때 이를 “사회보장수급권의

권리성의 약화”로 볼 수 있을 것이다.84) 이러한 수정은 국회 헌법기초위원회

의 논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유진오에 따르면 “국회헌법기초

위원회의 경과에 관해서는 아무런 공적 기록도 없어서” 수정 이유는 순수한

추론의 영역에 남아 있다.85)86)

79) 유진오(1980), 앞의 책, 附·III 표제.
80) 유진오(1980), 앞의 책, 附·III – 205면.
81) 이 합작안에 대하여 유진오와 행정연구위원회 중 누구의 안이 주가 되었는지에 대하
여는 당사자의 입장이 다르다. 유진오는 사법부 제출안을 중심으로 행정연구위원회의
한국헌법을 참고했다는 입장이고, 행정연구위원회는 사법부 제출안이 전혀 참고가 되
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고려대학교박물관, 앞의 책, 27-28면.

82) 고려대학교박물관, 앞의 책, 32면.
83) 유진오(1980), 앞의 책, 附·IV – 224면.
84) 김종수, 앞의 논문, 24면.



- 27 -

[표 2-2]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의 제헌 헌법 초안 작성 과정

85) 유진오(1980), 앞의 책, 序 3면, 유진오의 회고에 따르면, 국회헌법기초위원회의 심의
는 유진오가 중심이 되어 작성한 초안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제1독회에서는 “전문과
제1장 총강 및 제2장 인민의 권리의무는 대체로 큰 토론없이 넘어”갔고, 제2독회에서
도 “원안에 「한국」이라 가칭하였던 국호가 「대한민국」이 되고 「인민」이 「국
민」이 된 것 외에는 별파동 없이 제2장 국민의 권리의무까지 심의가 끝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같은 책, 56면.

86) 유진오의 제19조에 대한 설명을 통해 그 이유를 추론해 보면, 먼저 유진오는 국회 본
회의의 제안 설명에서 제19조의 의의에 대하여 “종래의 체제로 본다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문제는 오로지 그 사람에게 맡겨 두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헌법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국가가 이것을 보호해서
생활할 수 있게 되도록 그런 체제를 취한 것이올시다.” 라고 설명하고는 있으나, 이것
이 자신이 당초 권리로서 규정한 것에서 후퇴한 것에 대한 설명은 될 수 없다. 유진오
(1980), 앞의 책, 附·IV 238면.

헌법초안 내 용

행정연구위원회의

한국헌법

제85조 국민의 건강급 노동력을 유지하며 산부를 보호

하여 노유 병약 기타 생활의 부침에 기인한 경제상 곤

궁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는 포괄적인 보험제도를 실

시함

유진오의 제1회 초고

제19조 노령, 병약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야 생

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

하야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유진오가 사법부

법전편찬위원회에

제출한 헌법초안

제19조 노령, 병약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야 생

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

하야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국회헌법기초위원회에

제출된 헌법초안

(합작안)

제19조 노령, 병약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

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일명 권승렬안

제21조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

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정부가 차를 보호한다

국회헌법기초위원회로부

터 본회의로 이송된

헌법초안

제19조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

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

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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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오는 1957년 발간한 (신고)헌법해의에서 제19조에 대하여 “본조는 소

위 사회보험 제도를 국가가 설치할 것을 규정한 것인데, 국민의 균등생활의

확보를 기도하는 우리 나라 헌법으로서는 당연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87)라

고 설명하며, 제19조를 사회보험 제도의 설치 규정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는 행정연구위원회의 한국헌법 등 사회보험제도 설치를 명시하고 있는 다

른 헌법안에 대한 설명은 될 수 있으나, 사회보험제도를 명시하지 않고 생활

을 유지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국가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제헌 헌법에

대한 설명으로는 맞지 않아 유진오의 제19조에 대한 설명 또는 이해에 대하

여 의문이 남는다.

유진오가 관여된 안에서는 줄곧 ‘권리’로 규정된 것이 헌법에 반영된 마지

막 순간에 국가의 의무로 수정된 것에 대하여는 결국 추론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가 제헌헌법 당시의 현실적 상황 아래

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야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실현할 수 있

을 것인지에 대하여 국회헌법기초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문제제기가 있었을 수

있다.

제헌헌법 제19조가 권승렬안이 아닌 합작안의 내용이 반영되었다고 하더라

도 현실적으로 사회보장의 내용에 큰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해당 헌법규정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일본 헌법 제25조의 도입과정에서 보여준 것과 같은 사회보장권에

대한 관심이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유진오의

제1회 초고의 내용이 제헌 헌법에 반영되었다면 제19조를 통한 사회보장의

경로가 다르게 진행될 수 있었을까를 가정해 보는 것은 부질없는 일일까?

6. 평가

제헌 헌법 제정 당시 기존의 헌법적 문서와 당시 여러 정치 단체들이 제

안한 헌법안은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대한민국건국강령의 ‘피구제권, 피보험

권’, 대한민국임시헌장의 ‘부양을 요구하는 권리’와 같이 권리규정형식을 취한

87) 유진오(단기4290), 앞의 책, 86-87면.



- 29 -

것과 조선임시약헌, 대한민국임시헌법(민주의원안)과 같이 ‘사회보험제도의

설치’ 등 입법위임규정을 취한 것으로 분류될 수 있다. 입헌례도 마찬가지로

사회보험제도의 시행과 생활불능자 등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구호 의무를 부

과하는 중화민국헌법과 같은 입헌례와 적절한 생활 수단을 얻을 권리를 부여

하는 프랑스헌법과 같은 입헌례가 제헌헌법의 작성자들에게 주어져 있었다.

이러한 다양한 헌법안들과 입헌례 중에서 제헌헌법 제19조의 명시적인 연

원이 무엇인지를 단언할 수는 없다. 다만 가깝게는 대한민국임시헌장의 ‘부양

을 요구하는 권리’를 염두에 두고 바이마르 헌법의 ‘보험제도의 창설’과 같은

형식과 프랑스 헌법의 ‘적절한 생존 수단을 얻을 권리’와 같은 형식 사이에서

최종적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규정으로 타협이 된 것이 아닐까 추

측할 수 있다. 이렇게 추론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헌 국회의 헌

법 제정 논의 과정에서 제19조는 주된 의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건국의 대

전제 앞에서, 30여 일 간의 짧은 논의 기간 속에서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

는 자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국회 헌법기초위원회의 심의 원안까지 줄곧 규정되어 온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정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한 참고안

이 제헌 헌법에 받아들여지게 됨으로써 대한민국임시헌장의 ‘부양을 받을 권

리’부터 이어져온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구체적인 내용을 가진 권리로서

헌법에 명시하기 위한 제헌 헌법 제정 당시의 노력은 현행 헌법까지도 그 결

실을 얻지 못하고 있다.

II. 1962년 제5차 개정 헌법

1.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의 개정 내용

제헌 헌법의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인 제19조는 1962년 제5차 개정

헌법에서는 제30조로 위치가 바뀌었다. 제5차 개정 헌법에서 제헌 헌법부터

자유권 다음에 규정되어 있던 사회적 기본권이 기본권의 뒷부분으로 옮겨진

데 따른 것이다. 제5차 개정 헌법 제30조에는 제1항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조항, 제2항에 사회보장의 증진 조항이 신설되었고, 생활능력 없는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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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조항은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이라는 사유가 삭제되면서

제3항에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되었다.

[표 2-3] 제5차 개정 헌법 조문대비표

제5차 개정 헌법의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의 신설은 “사회보장법의 실질

적 규범력”이 제고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어떠한 사회보장

법률의 제, 개정보다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88) 제3항은 제헌 헌법

부터 규정되어 오던 생활무능력자의 보호 사유를 삭제하였는데 이로써 생활

무능력자의 보호 기준을 근로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

황 자체로 볼 수 있게 되어 “빈곤의 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빈민을 보호의 대

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보편성의 원칙에 대한 헌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것으

로 평가된다.89) 그런데 사회보장의 실현 및 방향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중대한 헌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

조항들이 어떤 입법례를 모범으로 하고, 어떤 헌법적 변화를 기대하고 도입·

수정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직접적인 헌정 자료는 찾기 어렵다.

2. 제5차 개정 헌법의 개정 경과

88) 김복기(2019), 앞의 논문, 147-148면.
89) 전광석, 『한국헌법론』, 제11판, 집현재, 2016, 59-60면.

제4차 개정 헌법 제5차 개정 헌법

<신 설> 제30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신 설> ② 국가는 사회보장의 증진에 노력하

여야 한다.

제19조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

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의 보호를 받는다.

③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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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박정희는 1961년 8월 ‘정권이양에 관한 성명’을 발

표하고, 1963년 3월 이전에 신헌법을 공포할 계획임을 밝혔다.90) 국가재건최

고회의 상임위원회는 1962년 7월 11일 헌법 심의를 위하여 헌법심의특별위원

회 설치를 위한 구성결의안을 의결91)하였고, 헌법심의특별위원회는 국가재건

최고회의의 9명의 위원과 21명의 민간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었다.92)

헌법심의특별위원회는 전문위원회와 전문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구성하

여 운영하고, 1962년 8월 7차례의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나, 전체 회의록은 남

아있지 않고 헌법개정심의록에 전문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일부 회의록(헌법개

정심의록 제1집)과 공청회 속기록(헌법개정심의록 제2집과 제3집)이 남아있

을 뿐이다.93)

1962년 11월 5일 국가재건최고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제

안된 헌법개정안이 공고94)되었다. 헌법개정안은 1962년 12월 6일 국가재건최

고회의 본회의에서 재적 25명 중 재석 22명이 모두 찬성하여 가결되었고, 12

월 17일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되었다.95)

제5차 개정 헌법과 관련된 주요 공식 자료는 국가재건최고회의와 헌법심

의특별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의자료 등을 들 수 있으나, 그와 관련된 자료가

제대로 남아 있지 않아 “헌법 개정 과정의 실체를 알아가는 데 커다란 한계”

90) 김현정, “제3공화국 헌법 개정과 헌정사 자료”, 헌법 개정과 헌정사 자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헌정사연구회, 2019, 4면.

91) 제54차 국가재건최고회의 상임위원회(1962. 7. 11) 회의록, 1면.
92) 헌법심의특별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위원장: 최고위원 이주일
② 위원: 최고위원 이석제, 최고위원 조시형, 최고위원 김동하, 최고위원 유양수, 최

고위원 김용순, 최고위원 김윤근, 최고위원 오치성, 최고위원 길재호
③ 간사위원: 최고위원 이석제, 최고위원 길재호
④ 전문위원: 유진오(고대 총장), 박일경(법제처장), 이형호(법무부 법무국장), 한태

연(내무부장관 고문), 이종극(연세대 교수), 문홍주(행정대학원 교수), 강병두(국민대학
학장), 이영섭(대법원 판사), 김도창(서울법대 교수), 민병태(서울문리대 교수), 윤천주
(고대 교수), 신직수(의장 고문), 이한기(의장 고문), 성창환(의장 고문), 유민상(법사위
자문위원), 박천식(법사위 전문위원), 조병완(법사위 전문위원), 김성희(서울문리대 교
수), 신태환(전 법대학장), 김운태(동대 교수), 최호진(연세대 교수), 제54차 국가재건최
고회의 상임위원회(1962. 7. 11) 회의록, 1면.

93) 김현정, 앞의 논문, 12면.
94) 관보 제3287호(1962. 11. 5).
95) 제27차 국가재건최고회의 본회의(1962. 12. 6) 회의록,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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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남기고 있다.96) 제5차 헌법 개정 이후 7년 밖에 지나지 않은 1969년 헌법

개정을 위한 국회 논의에서도 제5차 헌법 개정 당시 헌법심의특별위원회의

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기록이 없다고 지적되기도 하였다.97)

3. 개별 조항의 도입 및 개정 배경에 대한 고찰

(1) 개관

제5차 헌법 개정을 위하여 1962년 11월 5일 공고된 헌법개정안의 제안이

유서는 헌법개정안의 주요한 특징으로 8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가 “자유권, 생존권, 참정권 등의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했다는 것이

다.98)

제안이유서의 설명과 같이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에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사회보장 증진 의무가 신설되는 등 문언상으로는 사회보장에 관한

내용이 대폭 확대되었다. 그런데, 헌법개정안의 제안이유서에는 ‘기본권의 최

대한 보장’ 이외에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은 물론, 개별 기본권 규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개정이유는 제시되고 있지 않다. 헌법 개정 당시의 회의록, 헌

법개정심의록 등에서도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의 개정 배경은 확인되지 않는

다. 국가재건최고회의 박정희 의장은 1962년 시정방침연설에서 “부조와 보험

을 근간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기틀을 마련하여 국민생활 향상과 복지사

회 건설을 기할 것”임을 밝히고 있는데,99) 이와 같은 사회보장에 관한 방침

들을 토대로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의 개정이 준비되었을 것으로 보인

다. 다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보장 증진 조항 등의 구체적 도입 이

유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는 확인되지 않아 많은 부분 추론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96) 김현정, 앞의 논문, 14면.
97) 김현정, 앞의 논문, 14면.
98) 관보 제3287호(1962. 11. 5), 10면.
99) e영상역사관, “박의장 1962년 시정방침연설”, http://www.ehistory.go.kr/page/view/

movie.jsp?srcgbn=KV&mediaid=2595&mediadtl=9472&gbn=DT, 최종 방문일 2020.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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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도입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도입 배경에 대한 학계의 논의를 살펴보면, 제

5차 개정 헌법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조항은 바이마르 헌법 제151조의

일부를 수용했다는 것이 학계의 대체적인 견해로 받아들여진다.100) 다만 바

이마르 헌법의 제151조는 “문언해석상 경제질서에 관한 것”으로 인간다운 생

활을 할 권리를 기본권으로서 규정한 조항으로 보기 어렵다.101) 따라서 바이

마르 헌법에서 ‘인간다운 생활’이라는 문언은 수용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권리형식으로의 수용은 다른 입헌례를 참고하였을 것이다.

1963년에 발간된 「신헌법해의」에서 박일경 교수는 현대국가에서는 “국

민이 국가에 대하여 생활의 유지 및 발전을 보장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적극

적 의미를 가지는 생활권”이 불가결의 기본권으로서 등장하게 됨에 따라 각

나라의 헌법은 대부분 생활권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 예로서 “불

란서 제4공화국헌법 전문 및 제5공화국헌법 전문,102) 중국헌법 제15조,103) 일

본헌법 제25조,104) 「와이말」헌법 제161조,105) 이태리헌법 제38조,106) 토이기

헌법 제40조 제1항 및 제48조107)”를 들며 “우리나라도 현대국가의 선례에 따

라 신헌법에서 본조(제3항은 제외)를 신설”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108)

100) 최규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심사기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9,
33-34면; 바이마르 헌법 제151조가 세 부분으로 나뉘어 “경제 질서가 사회정의의 실현
을 목표로 한다는 규정”은 제헌 헌법 제84조로, “국가목표의 범위 내에서 개인의 자유
가 보장된다는 규정”은 제헌 헌법 제5조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제5차 개정 헌
법 제30조에 편입되었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전광석, “사회적 기본권 이론의 형
성과 전개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중심으로”, 헌법논총 제29집, 헌법재판소,
2018, 162-163면.

101) 최규환, 앞의 책, 33-34면.
102) 조문 내용은 각주 72 참조.
103) 「신헌법해의」에서는 중국헌법 제15조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제155조의 오기로
보인다. 조문 내용은 각주 70 참조.

104) 조문 내용은 각주 66 참조.
105) 바이마르 헌법 제161조 건강과 노동능력을 유지하고 모성을 보호하며 노화와 질병
및 인생이 길흉화복에 따르는 경제적 결과를 예방하기 위해 라이히는 피보험자의 폭
넓은 참여 하에 포괄적인 보험제도를 창설한다. 조문 내용은 송석윤, 앞의 책 참조.

106) 조문 내용은 각주 73 참조.
107) 1961년 터키 헌법 제48조 모든 사람은 사회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는
사회보험 및 사회복지 제도를 확립하거나 지원할 의무를 진다. 조문 내용은 1961년
터키 헌법의 영문본을 번역한 것으로 영문본은 WORLD STATESMEN.Org 홈페이지
(https://www.worldstatesmen.org/Turkeyconstitution1961.pdf, 최종 방문일 2020. 5. 2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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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다양한 입헌례 중에서 구체성이 떨어지고, 권리규정형식도 아닌

바이마르 헌법의 ‘인간다운 생활’이라는 용어를 수용한 이유에 대하여 의문이

남는다. 바이마르 헌법의 사회적 기본권 조항들이 헌법규범으로서의 실효성

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독일 기본법에서 사회국가원리를 도입하는 것으

로 정리가 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권리규정형식의 다른 입헌례 중에서는 일본 헌법의 제25조의 제1항 건강

하고 문화적인 최저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 및 제2항 사회복지·사회보장·

공중위생의 향상 및 증진 조항의 조합이 제5차 개정 헌법의 제1항 및 제2항

과 조문 구성이 유사하여 참조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1962년 1월 1일부터 시

행된 「생활보호법」도 같은 법에서 보장되는 보호의 수준을 ‘건강하고 문화

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여 우리 법체계 내로 수용하

고 있다.109) 그러나 「생활보호법」과 달리 헌법에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

저생활을 유지’할 권리를 도입하는 것은 일본 헌법과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혹은 일본 헌법이나 다른 입헌례와 같이 사회보

장에 관한 권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경우 그 실현을 위한 후속 조치 혹은

국민의 구체적 요구에 대한 부담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라는 추상적 규

정을 도입하게 된 이유일 수 있을 것이다.

(3) 사회보장 증진 의무의 도입

제5차 개정 헌법 제30조 제2항의 사회보장 증진 조항은 앞에서 본 것처럼

일본 헌법 제25조 제2항 “국가는 모든 생활부문에 있어서 사회복지, 사회보

장 및 공중위생의 향상 및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일본 헌법의 참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본 헌법 제25조 제2항은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공

중위생을 함께 규정하고 있으나, 제5차 개정 헌법은 사회보장만을 규정하고

있다. ‘공중위생의 증진’에 해당하는 내용은 제5차 개정 헌법에서 제헌 헌법

제20조의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는 내용이 제31조의

108) 박일경, 「신헌법해의」, 진명문화사, 1963, 167-168면.
109) 「생활보호법」(법률 제913호, 1961. 12. 30., 제정) 제4조(보호의 수준) 본법에서 보

장되는 보호의 수준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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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 조항을 통하여 ‘가족의 건강’을 넘어 ‘모든 국민의

보건의 보호’로 확대되어 반영되었기 때문에 제30조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110)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중 사회보장만이 규정된 것은 법제적으로

용어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는 용어가 개념상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

는데 두 용어를 개념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웠거나 사회보장을 사회복지를 포

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했기 때문일 것이다. 최소한 당시 헌법개정안의 작성자

가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를 개념적으로 구분하고 ‘사회보장’만을 증진하기 위

하여 ‘사회복지’를 함께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111)

(4) 생활무능력자 보호 사유 삭제

제5차 개정 헌법 제30조 제3항에서 생활무능력자의 보호 사유인 ‘노령, 질

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을 삭제한 이유 역시 명시적 설명은 찾기 어렵다.

헌법개정안 제안이유서에서 밝힌 것처럼 국민의 생존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국민을 빈곤에서 구제하기 위한 것이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의 구체화

법인 「생활보호법」은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

지의 능력이 없는 자등에 대한 보호”라는 같은 법의 목적을 1982. 12. 31. 개

정 때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헌법의 개정 취지가 법률에까지는 반영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112)

4. 평가

110) 「대한민국헌법」(헌법 제6호, 1962. 12. 26., 전부개정) 제31조 모든 국민은 혼인의
순결과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111) 국가재건최고회의 박정희 의장은 1962년 시정방침연설에서 사회보장제도가 부조와
보험을 근간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을 공적 부조와 사
회보험으로 본다는 것일 뿐 공적 부조와 사회보험 이외의 다른 사회보장제도를 배제
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112) 「생활보호법」(법률 제913호, 1961. 12. 30., 제정)
제1조(목적) 본법은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등에 대한 보호와 그 방법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
로 한다.

「생활보호법」(법률 제3623호, 1982. 12. 3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보호
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함으로써 사회복지의 향상에 기
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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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016년 8월 31일 발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헌법이 보장

하고 있는 기본권에 대한 침해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6,552명

중 1,997명으로 30.5%에 해당하였는데, 그 중 609명, 30.5%가 인간다운 생활

을 할 권리를 침해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113) 이를 보면, 인간다운 생

활을 할 권리는 우리 국민들에게 친숙한 현행 헌법의 대표 브랜드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달리 생각하면 구체성을 결여한 모호한 규정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어떻게 도입되었는지, 제5차 개정 헌법의 제안

자들이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어떤 사회적 변화를 기대하였

는지는 모호하기만 하다. 제5차 헌법 개정 과정에 대한 검토는 1962년 헌법

의 사회적 기본권이 “미래의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서 현실의

희생을 감내”하도록 기능했음을 다시 확인하게 한다.114)

III. 1980년 제8차 개정 헌법

1.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의 개정 내용

제8차 개정 헌법에서는 제30조에 규정되었던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이 제32

조로 이동하였으며, 제2항의 “사회보장의 증진”이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

으로 개정되었다. 제8차 개정 헌법의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의 개정에서는

‘사회복지’의 추가를 통하여 어떤 헌법적 효과를 기대했는지가 의문으로 남는

다. 아래에서는 어떤 과정을 통하여 ‘사회복지’가 추가되었는지를 살펴본다.

[표 2-4] 제8차 개정 헌법 조문대비표

113) 임순현, “국민 30% “기본권 침해 경험”…‘인간다운 생활 권리’ 침해 최다”, 연합뉴스,
2016. 8. 31. (https://www.yna.co.kr/view/AKR20160831102600004?input=1195m).

114) 전광석(2016), 앞의 책, 60면.

제7차 개정 헌법 제8차 개정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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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8차 개정 헌법의 개정 경과

박정희 대통령의 사후, 국회는 1979년 11월 26일 헌법개정심의특별위원회

를 구성하였고, 정부도 1980년 1월 20일 법제처에 헌법연구반을 설치하고

1980년 3월 14일 헌법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국회와 정부에서 헌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이원화되어 진행되었다.115)

헌법개정심의특별위원회는 권력구조 분야(1980년 5월 7일), 기본권 분야

(1980년 5월 9일), 경제·사회·기타 분야(1980년 5월 13일)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받는 등 대부분의 헌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1980년 5

월 14일 마지막 일부 쟁점에 대하여 6인위원회에 맡겨 마무리하기로 하였으

나,116) 이 날 회의를 끝으로 헌법개정심의특별위원회는 더 이상 열리지 않았

다.117) 이는 1979년 12월 12일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신군부 세력이 1980년 5

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민주화 요구를 진압하면서 개헌 논

의까지 원천적으로 차단한데 따른 것으로, 정부 주도의 개헌 작업만이 남게

되었다.118) 다만 뒤에서 보는 것처럼 국회에 제출된 헌법개정안들이 헌법연

115) 헌법개정심의특별위원회는 1980년 3월 6일 백상기 법무부장관, 김도창 법제처장 등
으로부터, 1980년 5월 3일 신현확 정부헌법개정심의위원장으로부터 정부의 헌법 개정
에 관한 연구 현황을 보고받기도 하였다. 제10대국회 제103회국회 제16차 헌법개정심
의특별위원회(1980. 3. 6) 회의록, 1면.

116) 제10대국회 제103회국회 제22차 헌법개정심의특별위원회(1980. 5. 14) 회의록, 27면.
117) 김택수 헌법개정심의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권력구조 분야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받는 회의에서 1980년 5월 15일 헌법개정안을 의결하는 의사일정을 마련
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제10대국회 제103회국회 제19차 헌법개정심의특별위원회(1980.
5. 7) 회의록, 1면.

118) 김백유, “제5공화국 헌법의 성립 및 헌법발전”, 일감법학 제34호, 건국대학교 법학연
구소, 2016. 6, 93-94면.

제30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32조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는 사회보장의 증진에 노력하

여야 한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

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

다.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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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반의 참고자료에 포함되어 헌법개정안의 작성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헌법개정심의위원회 안에 1980년 5월 16일 ‘요강작성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질적으로 개헌 작업을 주도하게 하였으며, 9월 12일 전두환 대통

령에게 헌법개정심의위원회의 안을 보고하였고, 헌법개정안은 9월 26일 국무

회의의 의결, 9월 27일 국민투표 공고를 거쳐 10월 22일 국민투표를 통하여

10월 25일 확정되었다.119)

3.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의 개정 과정

헌법개정심의특별위원회에는 공화당과 신민당이 헌법개정안을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학계 등에서도 안을 제시하였는 바, 6인연구반안과 대한변호사협

회안이 그것이다.120)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의 개정 과정을 헌법개정심

의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안121)을 토대로 살펴본다.

공화당안은 당시 제30조 제2항을 “국가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사회보장·사회보험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로

수정하였는데, ‘사회보장의 증진’에 ‘사회보험’을 추가한 것이 눈에 띈다. 제4

항에는 “국민은 환경오염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을 신설

하였다. 제4항의 환경오염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는 환경에 관한 권리를 별

도의 조문에서 신설하는 신민당 등의 의견과 함께 제8차 개정 헌법 제33조로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122)

신민당안은 제2항을 “국가는 사회보장의 증진을 위한 필요한 예산을 매년

계상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다. 신민당안은 전체적으로 6인연구반안과 대한

119) 김백유, 앞의 논문, 95면.
120) 김백유, 앞의 논문, 92면; 6인연구반안은 김철수(서울대 교수), 양호민(조선일보 논설
위원), 장을병(성균관대 교수), 한정일(건국대 교수), 임종률(숭전대 교수), 양건(숭전대
교수) 6인이 1980. 1. 14.에 발표한 안으로서, 제8차 개정 헌법에 “행복추구권, 사생활
의 자유와 비밀 등 기본권조항이 신설되는데 직접 기여”했으며, 1987년 제9차 헌법개
정 논의에서도 참고자료로 사용된 것으로 평가된다. 전종익, “제5공화국 헌법개정과
헌정사 자료의 현황”, 헌법 개정과 헌정사 자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인하대학교 법
학연구소·헌정사연구회, 2019, 77면.

121) 법제처a, “각계헌법개정시안대비 [헌법심의자료]”, 법제처, 1980.
122) 「대한민국헌법」(헌법 제9호, 1980. 10. 27) 제33조 모든 국민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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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협회안을 많이 참고한 것으로 평가되는데,123) 사회보장예산 계상 조항

은 신민당안에서 독자적으로 제시된 것이다. 신민당안의 사회보장예산 계상

조항은 이후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 과정에서 신한민주당의 헌법개정안에

그대로 등장한다.

대한변호사협회안은 일본 헌법 제25조 제2항과 유사하게 제2항의 ‘사회보

장의 증진’에 ‘사회복지’를 추가하되 사회보장의 앞에 추가하여 규정하였고, 6

인연구반안은 제2항과 제3항을 통합하여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국가에 대

하여 생활보호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로 수정하여 생활보호를 청구할 권

리를 명시하였다.124)

헌법개정심의특별위원회는 1980년 5월 9일 기본권소위원회로부터 심사결

과를 보고받았으며,125) 윤재명 기본권소위원장은 모든 기본권 조문에 대하여

대체로 합의하였음을 밝히고 주요 심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126) 헌법

제30조에 대한 개정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만 1980년 간행된 「입법

자료교재 헌법」에 따르면, 헌법개정심의특별위원회는 제2항을 “국가는 적절

한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결정한 것으로 정리되

어 있다.127)

앞서 제8차 개정 헌법의 개정 과정에 살펴 본 것처럼, 헌법개정심의특별위

원회의 헌법 개정 논의는 결실을 맺지 못하였으나, 정부의 개정 논의에는 일

정 부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가 운영한 헌법연구반의 보고

서는 당시 각각의 헌법규정에 대하여 제안된 의견과 이에 대한 검토 의견,

각 계 의견(주로 헌법개정심의특별위원회에 제안된 안이다)과 외국 입법례를

정리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제3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V. 생존권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에서 대부분의 규정을 다루면서도 유독 당시 헌법 제30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은 정리하고 있지 않다.128) 헌법개정심의특별위원회에

123) 전종익, 앞의 논문, 73면.
124) 법제처a, 앞의 글, 38-41면.
125) 제10대국회 제103회국회 제20차 헌법개정심의특별위원회 (1980. 5. 9) 회의록, 3면.
126) 제10대국회 제103회국회 제20차 헌법개정심의특별위원회 (1980. 5. 9) 회의록, 3면.
127) 국회 개헌특위안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적절한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김철수, 『입법자료교재 헌법』, 증보판, 박영사, 1980, 227면.

128) 법제처b, “헌법연구반 보고서”, 법제처, 1980, 137-1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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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회보장의 증진’에 ‘사회복지’를 추가한 것이 정부의 개정 작업에서는 특

별한 쟁점이 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제8차 개정 헌법의 제30조는 결국 대한변호사협회안에서 제시한 내용만이

받아들여지면서 사회보장의 다음에 사회복지가 추가되어 개정되었고, 이는

현행 헌법에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표 2-5] 각계 헌법개정시안 조문대비표129)

4. ‘사회복지’의 추가에 대한 검토

제8차 개정 헌법에서 ‘사회복지’가 추가된 것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개정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130) 사회복지’가 추가된 이유에 대

129) 법제처a, 앞의 글, 38-41면.

제7차 개정 헌법 공화당안 신민당안 대한변협안 6인연구반안

제30조 ① 모든 국

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를 가진다.

제30조 ① (현행과

같음)

제30조 ① (현행과

같음)

제32조 ① (현행과

같음)

제33조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는 사회

보장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

다.

② 국가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사

회보장·사회보험

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② 국가는 사회

보장의 증진을

위한 필요한 예

산을 매년 계상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사회

복지와 사회보장

의 증진에 노력

하여야 한다.

③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

호를 받는다.

③ (현행과 같

음)

③ (현행과 같

음)

③ (현행과 같

음)
②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국
가에 대하여 생
활보호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④ 국민은 환경

오염으로부터 보

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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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는 당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사회보장의 범위를 사회보험

과 공적 부조로 한정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 견해131), ‘사회복지, 사회

보장 및 공중위생’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본 헌법 제25조를 참고한

것으로 보는 견해132), 그리고 ‘민주복지국가건설’을 국정지표로 내세운 신군

부세력이 이전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민심 완화 등을 위하여 그 구체

적인 방향으로 제시한 “민주정치의 토착화, 복지국가의 건설, 정의사회의 구

현”을 정치적으로 고려하여 반영한 것이라는 견해133) 등이 제시되고 있다.

생각컨대 위에서 제시된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사회복지’가 추가

된 것으로 이해된다. 먼저 제8차 헌법 개정 당시 헌법개정안의 제안자들 사

이에서 헌법상 사회보장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달랐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공

화당안은 ‘사회보장의 증진’에 ‘사회보험’을 추가하고, 대한변호사협회안은 ‘사

회복지’를 추가하고 있다. 공화당안의 작성자는 당시 헌법의 ‘사회보장’의 개

념에 ‘사회보험’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대한변호사협회안의 작성자는 ‘사회

복지’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각각 달리 이해한 것이다. 공화당안이 ‘사회보

험’을 추가한 것은 그 이유를 추론하기 어려우나, 대한변호사협회안은 일본

헌법을 참고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사

회보장’의 개념을 사회보험과 공적 보호로 한정하고 있어 사회복지 증진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

거들과 함께 ‘사회복지’가 ‘복지국가의 건설’이라는 구호에 보다 부합한다는

점이 ‘사회보험’과 ‘사회복지’ 중에서 ‘사회복지’가 선택된 이유일 것으로 생각

된다.

한편, ‘사회복지’의 규정 위치도 흥미롭다. 대한변호사협회안은 ‘사회복지’

를 ‘사회보장의 증진’ 앞에 규정하였으나, 개정 헌법에서는 ‘사회보장’의 뒤에

‘사회복지’가 규정되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사회보장’보다 ‘사회복지’를 보다

중요한 개념 혹은 보다 넓은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시사하나, 종국에는

‘사회복지’가 ‘사회보장’의 공백을 메우는 하위 개념으로 수용된 것이다.

‘사회보장의 증진’에 ‘사회복지’를 추가하기 위하여는 헌법상 사회보장의

130) 김복기(2019), 앞의 논문, 150면.
131) 김복기(2019), 앞의 논문, 150면.
132) 한병호(2006), 앞의 논문, 347면 각주 61.
133) 정영훈, 앞의 글, 17면 각주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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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했다. 헌법상 사회보장의 개념에서 사회복지

가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먼저 해결되어야 했다.

그러나 당시 개정 과정에 대한 검토는 ‘복지국가의 건설’이라는 구호에 부합

하는 용어가 필요했을 뿐임을 보여준다.

5. 평가

헌법개정심의특별위원회에 제출된 각 당의 의견과 대한변호사협회안 및 6

인연구반안 중 실질적으로 새로운 내용을 제안한 것은 6인연구반의 생활보호

를 청구할 권리와 신민당의 사회보장예산 계상 조항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제8차 개정 헌법의 제안자들은 그러한 실질적 변화 대신 ‘사회보장의 증진’에

‘사회복지’를 단순히 추가하는 개정을 선택하였다. ‘사회복지’의 추가를 통하

여 어떠한 헌법현실의 변화를 기대하였는지는 모호하기만 하다.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관계에 대하여 여러 해석론만이 분분이 제시되고 있어 최고규범

인 헌법규정으로서 체계적 정합성을 갖춘 조항인지에 의문을 남긴다.134)

6인연구반의 생활보호를 청구할 권리는 제헌 헌법 당시의 유진오 헌법초

안의 ‘국가의 보호를 요구할 권리’를 연상시킨다. 30여년 만에 사회보장을 받

을 권리가 헌법에 구체적 내용을 갖고 권리로서 규정될 수 있는 기회는 다시

무산되고 말았다.

IV. 1987년 제9차 개정 헌법

1.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의 개정 내용

제9차 개정 헌법에서는 종전의 제32조가 제34조에서 규정되면서, 제3항 여

자의 복지와 권익 향상, 제4항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 및 제6항 재해 예

방 및 국민 보호 조항이 신설되었고, 생활능력 없는 국민 보호 조항에는 제

헌 헌법에 규정되었으나 제5차 개정 헌법에서 삭제되었던 보호 사유가 다시

134)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관계에 대한 해석론의 상세한 내용은 정영훈, 앞의 글,
11-1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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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되었다. 여자, 노인·청소년, 장애인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대상에 대

한 별도의 규정을 둔 것을 특징으로 볼 수 있는데, 이처럼 다양한 보호 대상

을 규정하고 재해 예방 조항까지 함께 둔 입헌례는 찾기 힘들다. 또한, 이 규

정은 제2항의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제3항 및 제6항의 ‘노력하여야 한다’는

여러 노력 규정을 둔 점, 또 같은 특별한 보호 대상임에도 여자의 복지는 ‘노

력하여야 한다’로 노인과 청소년은 ‘정책을 실시할 의무’로 달리 규정한 점도

특이한 사항으로 볼 수 있다.

[표 2-6] 제9차 개정 헌법 조문대비표

2. 제9차 개정 헌법의 개정 경과

제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한민주당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67석을 얻어 제1야당이 되면서 헌법 개정이 국회에서 논의되기 시

작하였다. 민주정의당은 1985년 4월 8일, 신한민주당과 한국국민당은 1985년

제8차 개정 헌법 제9차 개정 헌법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34조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

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

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

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③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

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신 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

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 44 -

5월 31일 각각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여야 간의 이견으로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다가 1986년 4월 30

일 청와대 3당 대표회담 등을 거쳐 헌법 개정 방향에 관한 1년 여 간의 여야

간 이견을 해소하고, 1986년 6월 24일 국회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을 의결하였고,135) 1986년 7월 30일 국회의원 45명으로 헌법개정특별위원

회가 구성되었다.136)

1986년 8월 25일 제4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는 교섭단체인 민주정의당,

신한민주당, 한국국민당의 헌법개정에 관한 시안설명이 이루어졌고, 그 밖에

비교섭단체인 민주한국당과 민중민주당도 개헌 시안을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대한변호사협회도 안을 제출하였다.

이후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공청회의 TV 생중계 등을 놓고 이견을 벌이

다 1986년 8월 26일 제5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끝으로 활동이 중단되었

다.137) 이후 1987년 전두환정부의 4.13 호헌조치, 박종철열사 고문치사 사건

에 뒤이은 6.10항쟁으로 전두환정부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내용으로 하는

6.29 선언을 발표하게 되었다.

1987년 8월 17일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재개되었고, 민주정의당, 통일민주

당, 신한민주당, 한국국민당은 각 당의 헌법개정안을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후 1987년 9월 17일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제안한 헌법개정안

이 1987년 9월 18일 국회 의결, 1987년 10월 27일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되었

다.

아래에서는 6.29 선언 전후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제출된 헌법개정안에

포함된 내용 중 제34조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본다.

3.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의 개정 과정

(1) 6.29 선언 전 제출 의견

1) 개관

135) 제12대국회 제130회국회 제10차 본회의(1986. 6. 24) 회의록, 5면.
136) 민주정의당 23명, 신한민주당 17명, 한국국민당 4명, 무소속 1명.
137) 정상우, “1987년 헌법개정안 형성과정 연구”, 세계헌법연구 제22권 제1호, 국제헌법
학회 한국학회, 2016, 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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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선언 전에 교섭단체인 민주정의당, 신한민주당, 한국국민당과 비교섭

단체인 민주한국당과 민중민주당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가 헌법개정특별위원

회에 제출한 안을 살펴본다.138)

[표 2-7] 6.29 선언 전 제출된 헌법개정안

교섭단체인 민주정의당, 신한민주당, 그리고 한국국민당이 제출한 헌법개

정안 중 한국국민당이 제출한 안은 제32조의 변화가 없다. 민주정의당과 신

138) 조문 내용은 편자 미상, “각 정당의 헌법개정안”, 1986. 참조.

제출 주체 조문 내용

민주정의당

제33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한민주당

제32조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는 사회보장의 증진을 위한 필요한 예산을 매년 계상

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한국국민당 제32조 (현행과 같음)

민주한국당

제32조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와 사회보험의 증진에 노력할 의
무를 진다.
③ (현행과 같음)

민중민주당
제32조(사회보장)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③ (현행과 같음)

대한변호사
협회

제32조(사회보장)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는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을 증진시킬 의무를 진다.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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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주당 중 민주정의당이 제출한 안이 현행 헌법에 대부분 수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민주정의당이 제안한 제3항의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 제4항

의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 정책 실시, 그리고 제6항의 재해 예방 및 국민

보호 조항은 거의 그대로 현행 헌법으로 반영되었다. 민주정의당안은 생활능

력 없는 국민과 함께 국가의 보호 대상으로 ‘신체장애자’를 포함하고 있는데,

‘신체장애자’라는 표현이 민주정의당이 제출한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한민주당은 제8차 개정 헌법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 조항을 “국가는

사회보장의 증진을 위한 필요한 예산을 매년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장의 증진을 위하여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되며, 1980년 개정 헌법의 개정 당시 신민당이 동일한 개정 의견

을 제시한 바 있다.

그 밖에 교섭단체가 아니었던 민주한국당과 민중민주당도 개정안을 제출

하였고, 대한변호사협회의 개정안도 각 정당의 개정안과 함께 소개되고 있다.

민주한국당은 제2항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 조항에 사회보험을 추가하고

있어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와 사회보험을 구별되는 개념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민중민주당은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조항에 행복을 추구

할 권리를 함께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현행과 동일하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을 ‘사회복지·사회보장의 증진’으로 개정하는 의견

을 제출하였는데, 1980년 협회에서 제출한 내용이 심의 과정에서 순서가 바

뀐 것을 바로잡으려는 취지로 이해된다. 다만 법률에 용어를 나열하는 경우

중요한 개념을 먼저 규정한다는 점에서 조의 제목은 ‘사회보장’으로 하면서

사회보장 앞에 사회복지를 규정한 것은 어떤 개념에 더 중점을 주었는지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한다.

2) 민주정의당의 헌법개정안의 특징

민주정의당의 안이 사실상 현행 헌법에 반영되었음을 고려하여 그 개정

배경을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본다.

민주정의당이 헌법개정안을 준비하기 위하여 1986년 8월 작성한 「헌법개

정안 요강」에 따르면, 민주정의당은 “국가의 사회복지증진의무의 확대·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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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행복한 복지국가의 실현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정 방향을 제시하였고,139) “국가의 질병예방 및 의료보장 증진의무”를 제외

하고는 대부분 현행 헌법에 반영되었다.

가. 국가의 질병예방 및 의료보장 증진의무를 신설하여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140)

나. 신체장애자·노령자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국가에 그 보

호의무를 부과141)

다. 민족의 생존과 번영의 기초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모성보호 조항을 신설142)

라. 국가에 혼인·가족생활에서의 양성 평등 보호노력의무 강화143) 및 여자·청소

년에 관한 복지정책실시의무를 부과144)하여 진정한 의미에서 실질적 남녀평

등의 실현과 청소년의 건전한 향상을 도모

마. 국가에 재해의 예방과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부과

바.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 영위를 위한 국민주택개발정책의 실시의무를 부과

「헌법개정안 요강」은 “국가의 여자와 청소년에 관한 복지정책실시 의무

신설”에 대하여는 “여성의 경우 그 실질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국가의 보호가

불가피하고 청소년의 경우에는 날로 악화되는 범죄 등 산업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으로부터의 보호와 건전한 생활환경 속에서의 성장이 국가의 장래와 발

전을 위하여 시급한 실정”이므로, “여자와 청소년에게는 특별한 복지정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의 남녀평등을 이루고 새 시대의 기틀

인 청소년의 건전한 보호,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145)

“신체장애자, 노령자 보호의무 부과”에 대하여는 “현대 고도산업사회에서

139) 민주정의당, 『헌법개정안 요강』, 민주정의당, 1986, 7면
140) 민주정의당 1986년 시안 제35조 제3항 제2문 국가는 질병의 예방과 의료보호의 증

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41) 민주정의당 1986년 시안 제33조 제4항 및 제5항에 반영되어 있다.
142) 민주정의당 1986년 시안 제35조 제2항 국가는 임신․출산․육아등과 관련한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노력하여야 한다.
143) 민주정의당 1986년 시안 제35조 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

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
장한다.

144) 민주정의당 1986년 시안 제33조 제3항 및 제4항에 반영되어 있다.
145) 민주정의당, 앞의 글,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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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장애자 및 노령자도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낙오되지 않고 인간다운 생활

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이들을 최대한 보호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어 실

질적 보장을 촉구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복지실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

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146) 「헌법개정안 요강」에 따르면 노령자

는 신체장애자와 함께 생활능력 없는 국민 보호 조항에 반영하고 여성과 청

소년을 별도 규정을 통하여 특별 보호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나, 이후

헌법개정안에서는 노인과 청소년이 하나로 묶여 규정되었다.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국가의무조항의 신설”에 대하여 「헌법개정안

요강」은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에 부여된 국민의 생명, 신

체, 재산보호 의무 중의 하나이므로 이를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재해로부터의 피해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복지사회의 실현을

앞당기려는 민정당의 의지를 헌법적 차원에서 확고”히 하려는 것으로 설명하

고 있다.147) 이 조항에 대하여는 사회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4조와

맞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는데, 「헌법개정안 요강」의 설명으로 왜 34조에

규정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헌법개정안 요강」은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국가의무조항의 신설”을 통하여 ‘재해의 사전적 예방’은 물론 사후적

으로 “재해로부터의 피해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재해 피해자에 대

한 보상이라는 사회보장적 성격까지 아우르려는 취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런데, 실제 조문화 과정에서는 재해로 인한 피해의 보상이라는 취지가 문구

에 명쾌하게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사회보장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조문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2) 6.29 선언 후 제출 의견

6·29 선언 이후 교섭단체인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148) 신한민주당, 그리

고 한국국민당은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헌법개정안을 각각 제출하였다.149)

146) 민주정의당, 앞의 글, 19면.
147) 민주정의당, 앞의 글, 18면.
148) 통일민주당은 신한민주당의 이민우총재가 1986. 12. 24. 이른바 ‘이민우 구상’을 발표
하면서 신한민주당의 민주화추진협의회 계열의 의원들이 탈당하여 창당하였다. 최호
동, “제6공화국 헌법개정과 헌정사 자료의 현황”, 헌법 개정과 헌정사 자료, 서울대학
교 법학연구소·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헌정사연구회, 2019, 102면.

149) 제12대국회 제135회국회 제7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1987. 8. 31)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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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당, 신한민주당, 그리고 한국국민당이 제출한 안은 6.29 선언 전에

제출한 안과 동일하다. 새롭게 교섭단체가 되어 의견을 제출한 통일민주당의

헌법개정안은 1986년에 국회에 제출된 각 정당의 안과 1962년 헌법을 주로

참고하여 작성한 것으로 평가된다.150) 통일민주당은 제8차 개정 헌법의 제2

항 및 제3항을 통합하여 제35조 제2항에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

에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을 재해, 질병, 노동능력의 상실, 노령 및 신체장애,

실업 기타 부조를 요하는 생활상태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151)

현행 헌법 제34조 제5항은 민주정의당안의 제33조 제5항의 “신체장애자

및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과 통일민주당안의 제35조 제2항의 “재해, 질병, 노

동능력의 상실, 노령 및 신체장애, 실업 기타 부조를 요하는 생활상태”를 토

대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4. 평가

6.29 선언 전후에 제출된 각 당의 헌법개정안을 보면, 민주정의당안이 대

부분 수용된 가운데, 통일민주당의 안이 일부 반영된 것을 알 수 있다. 즉,

현행 헌법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은 민주정의당안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이다.

통일민주당안의 제35조 제2항 후단의 “재해, 질병, 노동능력의 상실, 노령 및

신체장애, 실업 기타 부조를 요하는 생활상태”에서 노령·질병이 제5항에 반영

되고, ‘재해’는 민주정의당안의 제6항에 흡수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민주

정의당안도 ‘신체장애자’라는 표현을, 통일민주당안도 ‘신체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당시 ‘정신장애인’에 대한 고려가 전반적으로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신한민주당은 제8차 헌법 개정 때 신민당이 제안했던 것과 동일한 안을 제

출하는 등 야당이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관하여 여당인 민주정의당

보다 전체적으로 소극적이거나 준비가 부족했음을 알 수 있다. 야당은 권력구

150) 최호동, 앞의 논문, 104면.
151)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개헌시안 대비표 및 협상내용”, 헌법개정특별위원회, 1987, 2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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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개편에 치중하여 사회보장 규정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한편, 여당인 민

주정의당은 민심을 되돌리기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의 확대라는 당근

이 필요했고, 이러한 상황이 맞물려 지금의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으로 완성되

었다고 볼 수 있다. 제9차 헌법 개정에서도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규정은 정치

권의 주요한 관심사가 아니었으며, 국민의 뜻이 반영될 여지는 없었다.

V. 소결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은 다른 사회적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확대되어

왔지만, 법적 구속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

어 왔다.152) 헌법 제34조의 제헌 헌법에의 도입 및 개정 과정에 대한 고찰은

헌법 제34조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헌법개정권력이 사회보장의 헌법적 근거

를 제고하려고 의도한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헌법현실에 제대로 착근하

지 못하고 헌법규범으로서 표류하고 있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

제헌 헌법의 생활무능력자 보호 규정의 도입은 건국을 앞두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현실 앞에서 최소한의 사회보장에 대

한 국가의 의무를 선언한 것으로서, 규정을 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비록

대한민국임시헌장에서부터 유진오 헌법초안까지 권리형식으로 규정되어 온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이 제헌 국회의 짧은 논의 기간에 국가의 의무 규정으

로 바뀐 것은 사회보장 규정의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일본이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반대를 무릅쓰고 ‘건강하

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의 도입을 통하여 권리규정형식

을 관철하려 했던 것과 비교하면 더욱 그러하다.

제5차 개정 헌법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사회보장 증진 의무’의

도입의 한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사회보

장 증진’이라는 말들의 성찬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보장이 실현되기

어려웠던 제5차 헌법 개정 당시는 물론, 사회보장의 적극적 실현이 가능할

만큼 국가의 재정이 확대된 지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사회보장 증진

152) 김복기(2019), 앞의 논문, 151면 각주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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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헌법규정을 통하여 국민이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입법부, 행정

부, 그리고 사법부의 선의 이외에 다른 것이 있는가?

제8차 개정 헌법의 개정 과정에서 6인연구반의 ‘생활보호청구권’의 명시와

같은 보다 의미있는 제안 대신에 두 개념의 차이에 대하여 지금까지도 논란

이 되고 있는 ‘사회보장의 증진’에 ‘사회복지’가 추가된 것도 헌법규범의 개정

과정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제9차 개정 헌법에서는 여성의 복지와 권익 향상,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 재해로부터의 국민 보호 규정의 신설을 통하여 규정상으로는 사회보장

영역의 확대를 가져 온 것처럼 보이지만, 민주화 항쟁의 대척점에 있던 당시

집권 세력의 제안이 별다른 이견 없이 헌법에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헌법규범

으로서의 한계가 내재적으로 존재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헌법이 개정될 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국가가 헌법규범의 구체화를

위하여 노력하여 온 것은 사실이다. 헌법 제34조의 개정이 없더라도 언젠가

는 국가의 끊임없는 노력을 통하여 헌법 제34조의 온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때가 언젠가 올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그늘

진 곳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긴 시간이 아닐 수 없

다. 현행 헌법 제34조를 통하여 국가는 사회보장의 실현을 위하여 할 수 있

는 최선을 다 했다고 선언하고 사회보장이 나아갈 방향에 관한 국민의 의사

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새롭게 헌법의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국

가에 사회보장의 실현을 위한 보다 명확한 의무를 부과할 때이다.

제 2 절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의 입헌례

I.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의 비교헌법적 연구

1. 비교헌법적 연구의 의의

제헌 헌법의 제정 과정 및 이후 헌법 개정 과정에서 살펴 본 것처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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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입헌례의 비교 검토는 우리나라와 비교 대상 국가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무비판적 수용이었든, 앞선 입헌국가들의 경험에 기초한 헌법규범을 따

라잡기 위한 것이었든 관계없이 헌법안의 작성에 필수적이었다.

21세기인 지금은 1948년 헌법 제정 당시나 1987년 가장 최근의 헌법개정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된 세계화 및 정보통신혁명으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측면에서 다른 나라와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153) 헌법

규범이 적용되는 헌법현실의 동질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른 나라 헌법에 대한 비교헌법적 연구는 우리 헌법의 세계적 입헌례 안

에서의 위치를 확인하고, 우리 헌법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와 평가를

가능하게 하며, 나아가 우리 헌법의 개정 논의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154)

헌법의 개별 규정에 대한 비교헌법적 연구는 첫째, 다른 나라 헌법 규정의

체계와 내용을 분석, 정리하여 세계 각 국의 관련 규정에 관한 종합적, 체계

적인 지식을 얻고, 둘째, 우리 헌법 규정의 가치와 의미를 세계 헌법적 차원

에서 밝혀냄으로써 우리 헌법 규정의 가치와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며, 셋째,

헌법 개정 시 해당 조항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세계적인 시각에

서 바람직한 개정 방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155) 이하에서

는 헌법 제34조의 개정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세계 각 국의 사

회적 기본권 및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조사, 분석한다.

2. 조사·분석 대상 및 방법

(1) 조사·분석 대상

본 논문에서 헌법 제34조의 비교헌법적 검토를 위하여 조사․분석 대상으

로 삼은 나라의 헌법은 OECD 가입 국가의 헌법들이다. 우리나라는 1996년

OECD에 가입하였는데, OECD 가입국가는 우리나라와 정치, 경제 구조 측면

153) 이창훈, “비교헌법학의 의의와 방법론”, 성균관법학 제25권 제4호, 성균관대학교 법
학연구소, 2013. 12, 50면.

154) 한병호, “유럽 지역 국가의 헌법전문에 대한 비교연구”, 헌법학연구 제24권 제2호,
한국헌법학회, 2018. 6, 84면.

155) 도회근, “헌법의 영토조항에 관한 비교헌법적 연구”, 법조 제58권 제11호 통권 제638
호, 법조협회, 2009. 11, 293-2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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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나라들이라는 점에서 향후 우리나라 헌법

개정에 유의미한 참고 입헌례로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각 국 헌법의 내

용은 국회도서관에서 발간한 『세계의 헌법 1, 2』에 수록되어 있는 국가의

헌법을 참고하였다.156)

OECD 국가는 2020년 4월 현재 36개국이 가입되어 있지만, 영국, 이스라엘

은 성문헌법전이 없으므로 이를 제외한 OECD 국가의 헌법을 대상으로 검토

한다.157)

(2) 조사·분석 내용 및 방법

1) 조사·분석 내용

조사·분석 내용은 헌법 제34조의 체계, 형식 및 내용 등을 토대로 비교 대

상 국가의 헌법을 조사한다. 다만 헌법 제34조에 국한하지 않고 헌법 해석상

또는 헌법 제34조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규정, 예

를 들면, 건강권이나 주거권 등의 내용도 함께 조사한다.

헌법 제34조가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이고, 헌법 개정시 다른 사회적 기본

권과의 관계 안에서 논의가 되므로 헌법 제34조의 비교헌법적 조사·분석에

앞서 비교대상 국가 헌법의 사회적 기본권의 규정 체계 및 내용, 사회국가원

리의 명시 여부 등에 대하여 먼저 살펴본다.

2) 조사·분석 방법

비교하는 조사·분석 대상 규정의 범위는 해당 헌법의 기본권 또는 국민의

권리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우리나라 헌법 제2장 ‘국민의 권

리와 의무’와 같이 기본권을 모아 놓은 별도의 장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적

기본권이나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을 대상으로 한다. 즉, 우리 헌법의 총강에

156)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앞의 책, 2018, 발간사;『세계의 헌법 1, 2』는 OECD 가입
국가의 헌법과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의 헌법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다만 『세계의 헌법 1, 2』의 발간 후 리투아니아가 OECD에 가입함에 따라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리투아니아 헌법은 영문 번역본을 참고하였다.

157) 조사 대상 국가는 다음의 33개국이다.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
크,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멕시코, 미국,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
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
아, 일본, 체코, 칠레, 캐나다,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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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부분에 헌법의 기본원리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

가에서 그 조항을 토대로 해석을 통하여 사회적 기본권이 인정될 수 있더라

도 사회적 기본권의 명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분류하였다.158) 다만 해당 헌

법에 장 구분이 없더라도 자유권 등 기본권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사회적 기

본권과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일부 헌법의 경우

기본권 다음 부분에 ‘사회정책’이라는 표제 등으로 사회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기본권 규정에 준하는 내용으로

보아 조사 대상에 포함하였다.159)

비교헌법적 검토의 완결성을 위하여는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의 도입

및 개정 배경, 현재의 헌법적 의의를 아울러 비교하여야 하나, 본 조사·분석

은 33개에 달하는 헌법전을 검토함에 따라 헌법전의 명시적 규정을 대상으로

각 국의 헌법을 형식적으로 비교하는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II. 사회적 기본권 규정의 비교헌법적 분석과 평가

1. 개관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의 비교 검토에 앞서 조사 대상 국가의 사회적 기본

권 규정 체계 및 내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회적 기본권의 규정 체계 및 내

용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적 기본권을 범주화하여야 한다. 사회적

기본권은 세부적으로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사회적 기본권이

보호하는 방향에 따라 분류되어야 한다는 견해에 따르면,160) 사회적 기본권

은 크게 “근로의 권리,161)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사회적·문화적 발전권,162)

158) 예를 들면, 스웨덴 헌법은 제1장 정부 조직의 기본 원칙 제2조에서 기본원칙으로 규
정하고 있다.

159) 예를 들면, 스위스(제2편 제3장 사회적 목적) 스페인(제3장 사회정책 및 경제정책의
주도원칙), 슬로베니아(제3장 경제 및 사회 관계), 아일랜드(사회 정책의 지도 원리)
등.

160) 홍성방, “헌법재판소결정례에 나타난 사회적 기본권”, 서강법학연구 제4권, 서강대학
교 법학연구소, 2002. 5, 43면.

161) 근로의 권리는 “직장에 관한 권리, 적절하게 보장된 근로조건에 대한 권리, 국가에
대한 노동력보호청구권, 부녀자·청소년 및 장애자의 보호 및 배려청구권, 직업자문·실
업구제·완전고용정책 및 실업자보호청구권, 기업경영에 대한 노사공동결정권, 자유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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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환경에 대한 권리”로 구분된다.163) 이 중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에는

“노령, 장애, 질병, 사고, 직업병, 임신 및 가족부양에서 오는 경제적 부담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부조 받을 권리, 질병의 예방과 의사에 의한 치료를 청구

할 권리, 필요하고 특히 곤궁한 상태에 처했을 때 부조받을 권리, 적당한 주

거에서 생활할 권리”가 포함된다.164)

그런데, 현행 헌법은 사회적 기본권을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규정하고 있

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근로

3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환경권, 주거권, 건강권 이외에 현행 헌법 제

36조 제1항 및 제2항의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및 모성 보호가 포함되어 있

다.

우리 헌법은 위 기준에 따르면 4가지 종류의 사회적 기본권을 다 규정하

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래에서는 먼저 우리 헌법의 사회적 기본권 규

정과 위의 분류를 토대로 내용상 유사한 것으로 이해되면 이를 해당 규정이

있는 것으로 분류한다.165) 또한, 우리 헌법에는 사회적 기본권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도 사회적 기본권으로 추가하는 헌법개정 의

견도 있어 아울러 함께 살펴본다.

2. 사회적 기본권 규정 관련 입헌례

(1) 사회국가원리 규정을 둔 입헌례

직업선택과 그 행사권,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을 포함하는 단결권”을 그 구체적 내용으
로 한다고 한다. 홍성방, 앞의 논문, 43면.

162) 사회적·문화적 발전권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평생교육권, 교육장소를 자유롭게 선
택할 권리, 교육기관에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고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및
교육제도에 있어서의 기회균등권” 등을 내용으로 한다고 한다. 홍성방, 앞의 논문, 43-
44면.

163) 홍성방, 앞의 논문, 43면.
164) 홍성방, 앞의 논문, 43면.
165) 아래에서는 편의상 각 국 헌법의 권리규정형식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환경권으로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한다. 또한, 근
로의 권리는 우리 헌법 제32조 근로의 권리와 제33조 근로3권 중 하나라도 규정하고
있으면, 규정을 둔 국가로 분류하였으며,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의 내용도 생활보호청
구권, 건강권, 주거권으로 용어를 통일하고 그 중 하나라도 규정하고 있으면 있는 것
으로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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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인 OECD 33개 국가 중 사회국가원리 규정을 둔 입헌례는 독

일,166) 스페인,167) 슬로베니아,168) 터키,169) 프랑스170) 헌법이다. 사회국가원리

규정을 둔 입헌례는 사회국가원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입

헌례인 독일 기본법의 예에 비추어 국가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조문에 ‘사회’

가 명시된 입헌례를 사회국가원리를 명시한 입헌례로 분류하였다. 이 중 스

페인, 슬로베니아, 터키는 사회국가원리 규정 외에 개별 사회적 기본권을 함

께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위의 헌법과 같은 정도의 사회국가원리의 명시는 아니지만, 유사

한 표현을 두고 있는 입헌례로는 포르투갈(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민주주의

),171) 폴란드(법과 사회정의에 의하여 통치되는 민주국가)172) 헌법 등이 있다.

(2) 사회적 기본권 규정이 없는 입헌례

조사 대상인 OECD 33개 국가 중 사회적 기본권 규정을 두지 않은 헌법은

8개국 헌법으로, 뉴질랜드, 독일,173) 미국, 오스트리아, 체코, 캐나다, 프랑스,

166) 독일 기본법 제20조 (1) 독일연방공화국은 민주적·사회적 연방국가이다.
제28조 (1) 각 주의 헌법질서는 기본법상의 공화적, 민주적, 사회적 법치국가의 원칙
에 부합하여야 한다.

167) 스페인 헌법 제1조 ① 스페인은 사회적·민주적 법치국가이며 법질서의 최고의 가치
는 자유, 정의, 평등 및 정치적 다원주의이다.

168) 슬로베니아공화국 헌법 제2조 슬로베니아공화국은 법치를 따르는 사회(복지)국가이
다.

169) 터키공화국 헌법 제2조 터키공화국은 법률에 따라 통치되고, 공공의 평화와 국민통
합 및 정의를 실현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아타튀르크의 민족주의에 충실하며, 전문
에 규정된 근본정신에 기반을 둔 민주적이며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사회 국가이다.

170) 프랑스 헌법 제1조 프랑스는 분리될 수 없고, 정치와 종교가 나누어져 있는, 민주
그리고 사회주의 공화국이다.

171) 포르투갈 헌법 제2조(법치주의에 입각한 민주주의 국가) 포르투갈공화국은 법치주
의, 국민주권,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다원주의적 표현 및 결사, 기본권과 자유에 대한
존중, 효과적 실현, 권력의 분립 및 상호 의존성에 입각한 민주주의 국가로서 경제
적, 사회적, 문화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참여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을 국
가적 목표로 삼는다.

172) 폴란드 헌법 제2조 폴란드공화국은 법과 사회정의에 의하여 통치되는 민주국가이다.
제20조 폴란드공화국의 기본적인 경제체제는 경제활동의 자유, 개인 소유권 그리고
사회적 파트너 간 연대 및 대화와 협력에 기초한 사회적 시장경제이다.

173) 독일 기본법은 제6조에서 혼인과 가족 보호, 자녀의 양육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
7조에서 학교제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전자는 좁은 의미의 사회적 기본권에 포
함되지 않고, 후자는 교육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 사회적 기본권 규정
이 없는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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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헌법이다. 사회적 기본권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도 세부적으로는 차

이가 있는데, 뉴질랜드, 체코, 프랑스, 호주 헌법은 기본권에 관한 규정을 전

혀 두고 있지 않고, 독일, 미국, 오스트리아, 캐나다의 헌법은 자유권 등은 규

정하고 있으나, 사회적 기본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독일 기본법과 프랑스 헌법은 사회적 기본권을 도입

하는 대신 사회국가원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뉴질랜드, 미국, 오스

트리아, 체코, 캐나다, 호주 헌법은 사회국가원리 규정과 사회적 기본권을 둘

다 두지 않은 입헌례로 분류될 수 있다.

(3) 사회적 기본권 규정을 둔 입헌례

1) 사회적 기본권의 국가 별 규정 내용

사회적 기본권 규정을 둔 OECD 25개국의 사회적 기본권 규정 현황을 살

펴 본다.

우리 헌법과 같이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환경권에 더하여 혼인·가족·모성 보호를 모두 둔 입헌례로는 그리스, 라트비

아, 리투아니아, 멕시코,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터키, 포르

투갈, 폴란드, 헝가리 헌법 등이 있다. 혼인·가족·모성 보호를 제외한 전형적

인 사회적 기본권을 모두 둔 입헌례는 네덜란드, 노르웨이, 벨기에, 칠레, 핀

란드 헌법 등이다.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일본 헌법은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사회

보장을 받을 권리와 혼인·가족·모성 보호 규정을 두고 있고, 룩셈부르크, 스

웨덴,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헌법은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사회보장

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덴마크 헌법은 근로의 권리와 사회보장을 받

을 권리만을 두고 있다.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문화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입헌례는 네덜란드, 멕시코, 스페인, 터키, 포르투갈의 헌법들이다.174) 우리

헌법 제34조에서 특별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여성, 노인, 청소년(아

동), 장애인에 대한 규정 현황은 제3절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 부분에서 살펴

174) 네덜란드 헌법 제22조 제3항, 멕시코 헌법 제4조 제12항, 제13항, 스페인 헌법 제44
조, 터키 헌법 제59조, 포르투갈 헌법 제73조, 제78조,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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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2) 사회적 기본권의 내용 별 규정 현황

사회적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는 OECD 25개국의 사회적 기본권별 규정 현

황을 살펴본다.

먼저, 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을 두고 있는 25개국 모두 규정을 두고

있었다.175) 근로의 권리와 근로3권을 모두 둔 입헌례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근로의 권리에 해당하는 규정만을 두거나, 근로3권에 해당하는

규정만 두는 입헌례가 있기도 하다.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또한 25개 국 모두가 가지고 있었다. 사회보장을 받

을 권리 역시 생활보호청구권만을 둔 경우, 주거권, 건강권까지 둔 경우 등

다양하다. 자세한 내용은 제3절에서 살펴본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덴마크를 제외한 24개국 헌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

고,176)177) 환경권은 덴마크, 룩셈부르크, 스웨덴,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에스

토니아, 이탈리아, 일본을 제외한 17개국 헌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으며,178)

175) 그리스 헌법 제22조, 제23조, 네덜란드 헌법 제19조, 노르웨이 헌법 제110조, 덴마크
헌법 제75조 제1항, 라트비아 헌법 제107조, 제108조, 룩셈부르크 헌법 제11조 제4문,
리투아니아 헌법 제49조〜제51조, 멕시코 헌법 제5조, 벨기에 헌법 제23조, 스웨덴 헌
법 제14조, 스위스 헌법 제28조, 스페인 헌법 제28조, 제35조, 제37조, 슬로바키아 헌법
제35조 〜 제38조, 슬로베니아 헌법 제66조, 제75조 〜 제78조, 아이슬란드 헌법 제75
조, 아일랜드 헌법 제45조 제1항, 에스토니아 헌법 제29조, 이탈리아 헌법 제35조 〜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46조, 일본 헌법 제27조, 제28조, 칠레 헌법 제19조 제16항,
제19항, 터키 헌법 제49조 〜 제51조, 제53조 〜 제55조, 포르투갈 헌법 제53조 〜 제
59조, 폴란드 헌법 제24조, 제59조, 제65조, 제66조, 핀란드 헌법 제18조, 헝가리 헌법
제12조, 제17조, 제18조.

176) 그리스 헌법 제16조, 네덜란드 헌법 제23조, 노르웨이 헌법 제109조, 라트비아 헌법
제112조, 룩셈부르크 헌법 제23조, 리투아니아 헌법 제40조, 제41조, 멕시코 헌법 제3
조, 벨기에 헌법 제24조, 스웨덴 헌법 제18조, 스위스 헌법 제19조, 스페인 헌법 제27
조, 슬로바키아 헌법 제42조, 슬로베니아 헌법 제57조, 아이슬란드 헌법 제76조 제2항,
아일랜드 헌법 제42조, 에스토니아 헌법 제37조, 이탈리아 헌법 제33조, 제34조, 일본
헌법 제26조, 칠레 헌법 제19조 제10항, 제11항, 터키 헌법 제42조, 포르투갈 헌법 제
73조 〜 제77조, 폴란드 헌법 제70조, 핀란드 헌법 제16조, 헝가리 헌법 제11조, 제22
조.

177) 독일 기본법은 제7조에서 학교 제도 등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으나, 권리로서 보
다는 교육제도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외하였다.

178) 그리스 헌법 제24조, 네덜란드 헌법 제21조, 노르웨이 헌법 제112조, 라트비아 헌법
제115조, 리투아니아 헌법 제54조, 멕시코 헌법 제4조 제5항, 벨기에 헌법 제23조,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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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가족·모성 보호는 16개국 헌법이 규정을 두고 있다.179)180)

앞에서 본 것처럼 문화생활을 할 권리는 5개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3. 사회적 기본권의 순서

사회적 기본권을 둔 헌법에서 기본권 내에서의 사회적 기본권의 위치에

대하여 살펴본다. 기본권의 체계는 “기본권 조항 전체를 관통하는 일관된 내

적 질서와 기본권에 관한 통일된 가치평가라고 하는 헌법 내재적 논리”로서

기본권 보장의 효율성과 연결되며, 기본권의 규정 순서는 헌법개정권력이 기

본권을 바라보는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181) 우리나라 헌법은 제헌 헌법

에서는 사회적 기본권이 자유권 바로 다음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제5차 개정

헌법에서 기본권의 제일 뒤로 위치가 바뀐 뒤 현행 헌법까지 유지되고 있다.

사회적 기본권의 위치의 헌법적 의미에 대하여는 별다른 헌법적 효과가

없다는 의견과 자유권과의 차이를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 열후한 기본권이라

는 인식을 갖게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다만 헌법 개정 과정에서 사

회적 기본권과 자유권의 현실적 규범력의 차이를 없애겠다는 의지의 표명으

로 사회적 기본권의 위치를 제헌 헌법 당시로 원상회복시킨다면 이는 향후

사회적 기본권의 해석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헌법의

사회적 기본권의 기본권 내 위치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

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31조에서 제36조까지 사회적 기본권이 함께 규정되어

위스 헌법 제19조, 스페인 헌법 제45조, 슬로바키아 헌법 제44조, 제45조, 슬로베니아
헌법 제72조, 칠레 헌법 제19조 제8항, 터키 헌법 제56조, 포르투갈 헌법 제66조, 폴란
드 헌법 제74조, 핀란드 헌법 제20조, 헝가리 헌법 제21조.

179) 그리스 헌법 제21조, 라트비아 헌법 제110조, 리투아니아 헌법 제38조, 멕시코 헌법
제4조 제1항, 제2항, 스위스 헌법 제14조, 스페인 헌법 제39조, 제48조, 슬로바키아 헌
법 제41조, 슬로베니아 헌법 제53조, 제54조, 아일랜드 헌법 제41조, 에스토니아 헌법
제27조, 이탈리아 헌법 제29조 〜 제31조, 일본 헌법 제24조, 터키 헌법 제41조, 포르
투갈 헌법 제36조, 제67조, 제68조, 폴란드 헌법 제71조, 제18조, 헝가리 헌법 제16조,
제15조 제5항.

180) 사회적 기본권이 없는 유형으로 분류된 독일 기본법은 제6조에서 가족, 혼인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181) 박선영, “기본권 체계에 관한 비교헌법학적 고찰”, 유럽헌법연구 통권 제16호, 한국
비교공법학회, 2018. 5, 3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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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다른 나라의 헌법은 각 나라의 헌법적 특색을 반영하여 사회적 기본

권이 분산되어 규정되는 경우도 있다. 사회적 기본권이 지나치게 분산되어

규정되어 사회적 기본권의 규정 위치를 가늠하기 어려운 입헌례는 조사 대상

에서 제외하였다.182)

조사 대상 헌법 중 우리나라 헌법과 같이 기본권의 제일 마지막에 사회적

기본권이 규정되어 있는 헌법은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라트비아, 핀란

드 헌법 등이다. 룩셈부르크, 멕시코, 벨기에, 에스토니아 등은 사회적 기본권

이 자유권 다음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스페인,183) 슬로바키아,184) 슬로베니아,185) 이탈리아,186) 터키,187) 포르투

갈,188) 폴란드189) 헌법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또는 사회 및 경제적 권리

182) 조사 대상인 헌법은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벨
기에,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핀란드 16개국의 헌법이다.

183) 스페인 헌법은 제1편 기본적 권리 및 의무 제2장 권리 및 자유에서 제1절 기본적
권리 및 공적 자유, 제2절 국민의 권리 및 의무를 두고, 제3장에서 사회정책 및 경제
정책의 주도원칙을 두고 있다. 교육을 받을 권리와 노동3권은 제2장에서, 가족, 사회보
장제도, 보건의 권리, 문화에 대한 접근, 환경을 향수할 권리, 품위 있고 적절한 주거
를 향유할 권리 등은 제3장에서 규정하고 있다.

184) 슬로바키아공화국 헌법은 제2장 기본권과 자유에 제1절 총칙, 제2절 기본적 인권과
자유, 제3절 정치적 권리, 제4절 국민 소수자와 민족 집단의 권리, 제5절 경제, 사회
및 문화적 권리, 제6절 환경 및 문화유산 보호 권리, 제7절 사법 및 기타 법적 보호
권리, 제8절 제1장 및 제2장과 관련한 일반규정을 두고 있다.

185) 슬로베니아공화국 헌법은 제2장 인권과 기본적 자유, 제3장 경제 및 사회 관계를 두
고, 제2장에는 제50조(사회보장권), 제51조(보건권), 제52조(장애인의 권리), 제53조(혼
인과 가족), 제56(아동의 권리), 제57조(교육과 학교교육) 등의 사회적 기본권을 규정
하고 제3장에서는 제66조(고용의 보장), 제70a조(음용수권), 제72조(건강한 생활 환경),
제75조(경영 참여), 제76조(노동조합의 자유), 제77조(쟁의권), 제78조(적절한 주택의
확보), 제79조(슬로베니아공화국의 외국인 노동자) 등의 사회적 기본권 규정을 두고 있
다.

186) 이탈리아 헌법은 제1부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제1편 시민적 관계, 제2편 윤리적·
사회적 권리와 의무, 제3편 경제적 권리와 의무, 제4편 정치적 권리와 의무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187) 터키 헌법은 제2부 기본권과 의무에서 제2장 개인의 권리와 의무, 제3장 사회 및 경
제적 권리와 의무, 제4장 정치적 권리와 의무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188) 포르투갈 헌법은 제1부 기본적 권리와 의무의 제2편 권리, 자유, 보장에 제1장 인권,
자유, 보장, 제2장 정치 참여에 관한 권리, 자유 및 보장, 제3장 노동자의 권리, 자유
및 보장을 두고, 제3편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와 의무에 제1장 경제적 권리와
의무, 제2장 사회적 권리와 의무, 제3장 문화적 권리와 의무를 두고 있다.

189) 폴란드 헌법은 제2장 인간과 국민의 자유, 권리와 의무에서 인간의 자유와 권리, 정
치적 자유와 권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자유와 권리를 절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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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장 또는 절을 별도로 두어 해당 장 또는 절에서 사회적 기본권을 규정

하고 있다. 이는 세계인권선언의 사회권규약을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되며, 명

확하게 자유권과 분리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중 이탈리아와 터

키 헌법을 제외하고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가 뒤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

탈리아와 터키 헌법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가 자유권 보다 앞부분에 규정

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적 기본권의 위치는 OECD 국가의 헌법에서는 특별

한 경향을 찾기는 어려우나 자유권과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별도의 장으

로 마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입헌례까지 고려하면 뒤쪽에 규정되어 있는 입헌

례가 다소 많다고 볼 수 있다.

4. 평가

조사 대상인 33개 OECD 국가 중 독일, 스페인, 슬로베니아, 터키, 프랑스

헌법은 사회국가원리 규정을 명시하고 있고, 이 중 스페인, 슬로베니아, 터키

헌법은 사회적 기본권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 기본권을 두지 않은 입헌례로는 뉴질랜드, 독일, 미국, 오스트리아,

체코, 캐나다, 프랑스, 호주 헌법으로 이 중 뉴질랜드, 체코, 프랑스, 호주 헌

법은 기본권 규정 자체를 두지 않고 있고, 독일, 미국, 오스트리아, 캐나다 헌

법은 자유권 등은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적 기본권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특

히 뉴질랜드, 미국, 오스트리아, 체코, 캐나다, 호주 헌법은 사회국가원리 규

정과 사회적 기본권을 둘 다 명시하지 않은 입헌례로 볼 수 있다.

사회적 기본권 규정을 둔 25개의 입헌례 중 우리나라와 같이 전형적 사회

적 기본권과 함께 혼인·가족·모성 보호 규정까지 둔 입헌례는 12개국으로, 전

형적 사회적 기본권을 모두 둔 입헌례는 4개국으로 조사되었고, 그 밖에 3개

이상의 사회적 기본권 유형을 둔 입헌례는 7개국으로 조사되는 등 전반적으

로 다양한 사회적 기본권을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회적 기본권 별로 현황을 정리하면 근로의 권리와 사회보장을 받을 권

리는 사회적 기본권을 둔 25개국 헌법에서 모두 규정하고 있고, 교육을 받을

권리는 24개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환경권은 16개국, 가족·혼인·모성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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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는 16개국, 문화생활을 할 권리는 5개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근로의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그리고 교육을 받을 권리가 사회적 기본권의 핵

심적 영역임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적 기본권의 순서는 특별한 경향이 있다고 단언할 수 있을 만큼 그

위치가 한 쪽에 쏠린 것으로 볼 수 없고, 다만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

아, 이탈리아, 터키, 포르투갈의 헌법은 사회적 기본권을 자유권과 별도로 분

리된 절에서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기본권 이분론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음

을 보여준다.

III.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의 비교헌법적 분석과 평가

1. 개관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제2절에서 본 바와 같이 이해할 경우 우리 현행

헌법 제34조의 일부 규정은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에 포섭되기 어렵다. 먼저

제6항의 재해 예방 및 국민 보호 조항은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에 포섭되기

어렵고, 제3항 및 제4항의 여성 및 노인·청소년의 복지를 위한 특별한 보호

조항 또한 평등 관점을 강조할 경우와 사회적 보호·배려를 강조할 경우에 따

라 그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현행 헌법 제34조는 주거권, 건강권을

함께 규정하고 있지 않고, 제35조 제3항과 제36조 제3항에서 각각 관련 규정

이 있다.

아래에서는 헌법 제34조와 사회보장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개정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건강권과 주거권을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으로 보아 이에 대한

각 국의 입헌례를 조사한다.

먼저 헌법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의 존재 여부,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의 사

회적 기본권 내의 위치 등의 형식적 측면을 먼저 살펴보고,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의 형식, 즉 권리규정 형식으로 규정되었는지 여부, 사회보장에 관한 규

정에 포함되는 사회보장의 내용,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별도 규정되어 있는 사회보장 관련 규정 여부 등 내용적 측면을 나누

어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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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체적인 내용

(1)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 내용

1) 전형적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

사회적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는 OECD 국가(25개국) 헌법은 모두 사회보

장에 관한 규정을 하나 이상씩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생활보호청구권190)은 그리스 등 25개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고,191)

건강권은 19개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192) 주거권은 11개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193)

생활보호청구권, 건강권, 주거권을 모두 두고 있는 입헌례로는 그리스, 멕

시코, 벨기에, 스위스, 스페인, 슬로베니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핀란드,

헝가리 헌법 등이다. 네덜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에스토니

아, 이탈리아, 일본, 칠레 헌법은 생활보호청구권과 건강권을 두고, 주거권은

규정하고 있지 않은 입헌례이다. 노르웨이, 덴마크, 룩셈부르크, 스웨덴, 아이

190) 이하에서는 우리 헌법 제34조 제5항의 생활무능력자 보호 조항, 제35조 제3항의 쾌
적한 주거생활 조항, 제36조 제3항의 보건의 보호 조항에 상응하는 규정을 규정 형식
과 관계 없이 각각 생활보호청구권, 주거권, 건강권 규정으로 통칭한다.

191) 그리스 헌법 제21조 제2항, 네덜란드 헌법 제20조, 노르웨이 헌법 제110조, 덴마크
헌법 제75조 라트비아 헌법 제109조, 룩셈부르크 헌법 제11조 제5문, 리투아니아 헌법
제52조, 멕시코 헌법 제4조 제3항, 제6항, 벨기에 헌법 제23조, 스웨덴 헌법 제2조, 스
위스 헌법 제12조, 제41조, 스페인 헌법 제41조, 슬로바키아 헌법 제39조, 슬로베니아
헌법 제50조, 제70a조, 아이슬란드 헌법 제76조제1항, 아일랜드 헌법 제45조 제4항, 에
스토니아 헌법 제28조 제2항, 이탈리아 헌법 제38조 제1항, 일본 헌법 제25조, 칠레 헌
법 제19조 제18항, 터키 헌법 제60조, 제61조, 포르투갈 헌법 제63조, 제65조, 폴란드
헌법 제67조, 핀란드 헌법 제19조, 헝가리 헌법 제19조.

192) 그리스 헌법 제21조 제3항, 네덜란드 헌법 제22조, 라트비아 헌법 제111조, 리투아니
아 헌법 제53조, 멕시코 헌법 제4조 제4항, 벨기에 헌법 제23조, 스위스 헌법 제12조,
제41조 제1항, 스페인 헌법 제43조, 슬로바키아 헌법 제40조, 슬로베니아 헌법 제51조,
에스토니아 헌법 제28조 제1항, 이탈리아 헌법 제32조, 일본 헌법 제25조 제2항, 칠레
헌법 제19조 제19항, 터키 헌법 제56조 제3항 〜 제5항, 포르투갈 헌법 제64조, 폴란드
헌법 제68조, 핀란드 헌법 제19조 제3항, 헝가리 헌법 제20조.

193) 그리스 헌법 제21조 제4항, 제24조 제2항, 멕시코 헌법 제4조 제7항, 벨기에 헌법 제
23조, 스위스 헌법 제41조 제1항, 스페인 헌법 제47조, 슬로베니아 헌법 제78조, 터키
헌법 제57조, 포르투갈 헌법 제65조, 폴란드 헌법 제75조, 핀란드 헌법 제19조 제4항,
헝가리 헌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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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란드, 아일랜드 헌법은 생활보호청구권만을 두고 있다.

2) 특별 보호 대상에 관한 규정

우리 헌법에서 특별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여성, 노인, 청소년, 장

애인에 대한 규정을 살펴본다. 여성, 노인, 청소년, 장애인에 관한 규정을 하

나라도 두고 있는 입헌례는 모두 17개국이다.

이 중 아동의 권리 또는 아동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입헌례는 15개국이

고,194) 노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입헌례는 4개국이다.195) 장애인에 대하

여 규정하고 있는 입헌례는 12개국이며,196) 여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입

헌례는 2개국이다.197)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을 모두 규정하고 있는 입헌례는 헝가리 헌법이

유일하다. 아동, 노인, 장애인을 규정하고 있는 입헌례는 스위스, 터키와 포르

투갈 헌법이다. 그리스, 멕시코, 벨기에, 스페인, 슬로베니아, 이탈리아, 폴란

드 헌법은 아동과 장애인을 규정하고 있다. 아동만 규정하고 있는 입헌례는

노르웨이, 리투아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헌법이고, 장애인만 규정하고 있

는 입헌례는 에스토니아 헌법, 여성만 규정하고 있는 입헌례로는 일본 헌법

이 있다.

3) 문화생활을 할 권리

우리 헌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은 문화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입

헌례는 5개국이다.198)

194) 그리스 헌법 제21조 제1항, 노르웨이 헌법 제104조, 리투아니아 제39조, 멕시코 헌법
제4조 제9항〜제11항, 벨기에 헌법 제22조의2, 스위스 헌법 제11조, 스페인 헌법 제34
조 제4항, 제48조, 슬로베니아 헌법 제56조, 아이슬란드 헌법 제76조 제3항, 아일랜드
헌법 제42A, 이탈리아 헌법 제31조 제2항, 터키 헌법 제58조, 제61조 제4항, 포르투갈
헌법 제69조, 제70조, 폴란드 헌법 제72조, 헝가리 헌법 제15조 제5항, 제16조.

195) 스위스 헌법 제50조, 터키 헌법 제61조 제3항, 포르투갈 헌법 제72조, 헝가리 헌법
제15조 제5항.

196) 그리스 헌법 제21조 제6항, 멕시코 헌법 제3조, 벨기에 헌법 제23조, 스위스 헌법 제
49조, 스페인 헌법 제49조, 제50조, 슬로베니아 헌법 제52조, 에스토니아 헌법 제28조,
이탈리아 헌법 제38조 제3항, 터키 헌법 제61조 제2항, 포르투갈 헌법 제71조, 폴란드
헌법 제69조, 헝가리 헌법 제15조 제5항.

197) 일본 헌법 제48조, 헝가리 헌법 제15조 제5항.
198) 네덜란드 헌법 제22조 제3항, 멕시코 헌법 제4조 제12항, 제13항, 스페인 헌법 제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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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의 사회적 기본권 내 순서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을 둔 헌법의 경우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과 다른 사

회적 기본권과의 규정 순서가 어떠한지를 조사하였다.

각 나라의 헌법마다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기본권의 유형이 매우 다기하

므로, 모든 국가의 규정 순서를 살펴보는 대신 우리나라와 비슷한 사회적 기

본권을 규정하고 있는 입헌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199)

먼저, 우리나라와 같이 교육, 근로, 사회보장, 환경 순으로 규정되어 있는

입헌례는 리투아니아, 스페인, 핀란드, 헝가리, 노르웨이(근로와 사회보장이

같은 조문에 규정) 헌법이고, 교육-사회보장 순으로 규정하고 있는 입헌례는

그리스200), 멕시코201), 터키202) 헌법 등이다.

다음 근로를 제일 먼저 규정하고 있는 입헌례는 네덜란드203), 라트비아204),

벨기에,205) 슬로바키아206), 포르투갈,207) 폴란드208) 헌법 등이다.

사회보장을 제일 앞에 규정하고 있는 입헌례는 스위스,209) 슬로베니아210)

헌법 등이다.

(3)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의 일괄 규정 여부

1) 전형적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의 일괄 규정 여부211)

조, 터키 헌법 제59조, 포르투갈 헌법 제73조, 제78조, 제79조.
199)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은 여러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바, 여기서의 순서는 생활보호
청구권을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200) 그리스 헌법은 교육-사회보장-근로-환경 순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 멕시코 헌법은 교육-사회보장ㆍ환경-근로 순으로 규정하고 있다.
202) 터키 헌법은 교육-근로-환경-사회보장 순으로 규정하고 있다.
203) 네덜란드 헌법은 근로-사회보장-환경-교육 순으로 규정하고 있다.
204) 라트비아 헌법은 근로-사회보장-교육-환경 순으로 규정하고 있다.
205) 벨기에 헌법은 근로ㆍ사회보장ㆍ환경-교육 순으로 규정하고 있다.
206) 슬로바키아 헌법은 근로-사회보장-교육-환경 순으로 규정하고 있다.
207) 포르투갈 헌법은 근로-사회보장-환경-교육 순으로 규정하고 있다.
208) 폴란드 헌법은 근로-사회보장-교육-환경 순으로 규정하고 있다.
209) 스위스 헌법은 사회보장-교육ㆍ환경-근로 순으로 규정하고 있다.
210) 슬로베니아 헌법은 사회보장-교육-근로-환경 순으로 규정하고 있다.
211) 앞에서 본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의 주된 내용이 사회로부터 부조를 받을 권리, 치료
를 청구할 권리, 적당한 주거에서 생활할 권리이므로, 생활보호청구권, 건강권, 주거권
을 전형적인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으로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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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은 생활보호청구권과 건강권, 주거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생활보호청구권과 건강권, 주거권을 모두 규정하고 있는 입헌례 중에서 생활

보호청구권과 건강권, 주거권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지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

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생활보호청구권, 건강권, 주거권에 관한 규정을 모두 두고 있는 나라 중에

서 생활보호청구권, 건강권, 주거권이 한 조문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리스, 멕시코, 벨기에, 스위스, 핀란드 헌법 등이다.212) 스페인, 슬로베니아,

터키, 폴란드, 헝가리 헌법 등은 모두 다른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다.213)

네덜란드 헌법은 건강권과 주거권을 한 조문에 함께 규정하고, 포르투갈

헌법은 생활보호청구권과 주거권을 한 조문에 규정하고 있다.214)

2) 전형적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과 특별 보호 대상 규정의 일괄 규정 여부

현행 헌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에 특별 보호 대상으로 여성, 노인·청소

년, 장애인을 규정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에 특별 보호

대상이 함께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살펴본다. 이 때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은

생활보호청구권이 포함되어 있는 규정을 기준 규정으로 본다.

생활보호청구권과 여성, 노인, 청소년(아동), 장애인 등 특별 보호 대상 규

정을 모두 규정한 입헌례는 7개국이다. 이 중 터키 헌법은 생활보호청구권과

아동, 노인, 장애인을 함께 규정하고, 그리스 헌법은 생활보호청구권, 아동과

노인을 함께 규정하며, 멕시코, 아이슬란드 헌법은 생활보호청구권과 아동을,

벨기에,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헌법은 생활보호청구권과 장애인을 함께 규정

하고 있다. 그 밖의 나라는 생활보호청구권과 특별 보호 대상을 함께 규정하

고 있지 않다.

(4) 생활보호청구권 규정의 권리규정형식 여부

212) 그리스 헌법 제21조, 멕시코 헌법 제4조, 벨기에 헌법 제23조, 스위스 헌법 제41조,
핀란드 제19조.

213) 스페인 헌법 제41조, 제43조, 제47조, 슬로베니아 헌법 제50조·제70a조, 제51조, 제78
조, 터키 헌법 제60조·제61조, 제56조, 제57조, 폴란드 헌법 제67조, 제68조, 제75조, 헝
가리 헌법 제19조, 제20조, 제22조.

214) 네덜란드 헌법 제20조, 제22조, 포르투갈 제63조·제65조,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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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본 것처럼 생활보호청구권은 그리스 등 25개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

다. 우리 헌법은 생활보호를 권리규정형식이 아닌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면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여 입법위임규정 형식을 취하고 있다. 생활

보호청구권을 두고 있는 25개국 중 네덜란드 등 19개국 헌법은 권리규정형식

을 취하고 있으며,215) 이 중 네덜란드 등 9개국 헌법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

여 법률 유보 규정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216) 그리스, 룩셈부르크, 스페인, 아

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헌법 등은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이 중 룩

셈부르크, 아이슬란드 헌법 등은 우리 헌법과 비슷하게 국가의 의무 형식으

로 규정하면서 법률 유보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 권리규정형식 여부와 무관

하게 절반 정도의 나라가 법률 유보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유사 표현 여부

현행 헌법 제34조는 1962년 제5차 개정 헌법에서 제1항에 인간다운 생활

을 할 권리를 규정한 이래 계속 그 규정을 유지하고 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헌법 안에서의 체계적 위치에 대하여는 여러 견해가 제시되고 있

는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조항의 위치, 도입 배경, 그리고 그 추상적

표현에 기인한 바가 크다. 우리 헌법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입헌례로는

벨기에 헌법 제23조 제1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삶을 영위

할 권리”,217) 일본 헌법 제25조 제1항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

을 할 권리”218) 등이며, 핀란드 헌법은 생계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품위

있는 삶에 필요한 수단을 얻을 수 없는 사람”219)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

다. 이탈리아는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이 아닌 제25조에서 “노동자의 자유롭

215)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벨기에, 스위
스,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일본, 칠레,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핀란드,
헝가리 등이다.

216) 네덜란드,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벨기에,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
아, 헝가리 등이다.

217) 벨기에 헌법 제23조 제1문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삶을 영
위할 권리를 가진다.

218) 일본 헌법 제25조 제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219) 핀란드 헌법 제1문 품위 있는 삶에 필요한 수단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은 필수 생계
지원과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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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품위있는 생활보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220)

이러한 입헌례를 고려하면,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에서 ‘인간다운 생활’이라

는 추상적인 표현을 통하여 권리를 규정한 입헌례는 찾기 어렵고, 벨기에 헌

법이 그나마 유사한 입헌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벨기에 헌법은 제23조

제1문221)에 이어 고용의 권리, 사회보장권, 보건권 및 사회적·의료적·법률적

구조를 받을 권리, 적절한 주거에서 생활할 권리, 위생적인 환경의 보호권,

문화적·사회적 실현의 권리, 가족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포함되도록 하여

헌법 제34조와 달리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조항은 이례적인 입헌례라고 할 수 있다.

3. 평가

OECD 국가 헌법의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을 조사한 결과를 우리 헌법과

비교해 보면, 우리 헌법의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은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생활보호청구권, 건강권, 주거권뿐만 아니라 여성, 노인, 청

소년,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규정을 모두 둔 입헌례는 우리나라와 헝가리 헌

법뿐이었다. 우리 헌법은 문화생활을 할 권리를 제외하고는 다른 입헌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문화생활을 할

220) 이탈리아 헌법 제36조 노동자는 노동의 양과 질에 상응하며 어떤 경우에도 노동자
자신과 가족에게 자유롭고 품위 있는 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221) 벨기에 헌법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삶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법률, 연방법률 또는 제134조의 규정은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고려하면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보호를 보장하고 그 행사요건을 결정
한다.
이러한 권리에는 특히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1. 고용의 권리, 무엇보다도 가능한 한 높고 안정적인 수준의 고용 안정성의 확보를
위한 일반고용 정책의 맥락 내에서 자유로운 직업선택의 권리, 공정한 보수와 공정
한 고용 조건을 보장받을 권리, 정보에 대한 권리, 상담을 받을 권리
2. 사회보장권, 보건권 및 사회적·의료적·법률적 구조를 받을 권리
3. 적절한 주거에서 생활할 권리
4. 위생적인 환경의 보호권
5. 문화적·사회적 실현의 권리
6. 가족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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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입헌례는 5개국에 불과하여 그 부분에서 공백이 있다

고 보기는 어렵다.

특별 보호 대상의 복지에 관한 규정은 아동(청소년)과 장애인은 많은 편이

었고, 여성과 노인은 각각 2개국과 4개국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특

별 보호 대상을 모두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은 다소 이례적인 입헌례로 평

가될 수 있다.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과 다른 사회적 기본권과의 순서를 보면, 현행 헌법

과 비슷한 교육-근로-사회보장-환경 순이 가장 빈도가 많았고, 근로를 제일

앞에 규정한 입헌례가 다음이었으며, 사회보장을 가장 앞에 둔 입헌례는 스

위스가 유일하다.

생활보호청구권, 건강권, 주거권을 모두 규정하고 있는 입헌례 중에서 한

조문에서 함께 규정한 입헌례는 5개국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빈도를 보였고,

생활보호청구권을 둔 조문에서 특별 보호 대상을 함께 규정한 입헌례는 상대

적으로 소수였다.

생활보호청구권을 둔 입헌례는 4/5 정도가 권리규정형식을 취하였고, 권리

규정형식과 무관하게 절반 정도의 나라가 법률 유보 규정 형식을 취하였다.

마지막으로,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같은 추상

적 표현을 가진 권리를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에 둔 입헌례는 극히 드물었으

며, 그러한 유사 입헌례 중에서도 우리 헌법이 가장 추상적 표현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IV. 소결

지금까지 OECD 헌법의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규정과 사회보장에 관한 규

정을 살펴보았다.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조사 결과 사회적 기본권을 규정한 입헌례가 다수

이긴 하나 사회적 기본권을 전혀 규정하지 않은 입헌례도 조사 대상 국가의

1/4 정도 수준으로 적지 않게 존재하였고, 사회국가원리 규정 조차 두지 않

은 국가도 6개국이나 존재하는 반면, 사회국가원리 규정과 사회적 기본권 규

정을 함께 둔 입헌례도 3개국이 존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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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본권의 위치는 자유권 다음에 규정한 입헌례와 뒷부분에 규정된

입헌례가 비슷하게 분포하고 있었고, 사회적 기본권 안에서의 규정 위치는

최소한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이 제일 앞에 규정된 경우는 드물다는 점이 확

인되었다.

생활보호청구권, 건강권, 주거권을 모두 두고 있는 입헌례는 사회적 기본

권을 두고 있는 OECD 국가의 절반 정도였고, 그 중에서 생활보호청구권, 건

강권, 주거권을 하나의 조문에서 함께 규정하고 있는 입헌례는 절반 정도로

조사되었다.

생활보호청구권은 해당 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의 4/5 정도가 권리규정형식

으로 규정하여 우리 헌법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OECD 국가의 입헌례 안에서 어느 정도의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우리 헌법과 달리 특별 보호 대상으로 아동과 장애인 외에 여성과 노인을 규

정한 입헌례는 드물었고, 나아가 이를 생활보호청구권과 함께 규정한 입헌례

도 찾기 힘들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에서 그와 같이 추상적

인 표현으로 권리규정을 둔 입헌례를 찾기 어려운데, 사회적 기본권에서 추

상적인 규정으로는 그 규범적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이 하나의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우리 헌법의 특유한 전통으

로 보아 이를 고수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입헌례의 조사

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각 나라의 헌법은 특유한 헌법적 전통에 따라 각 나라의 헌법만의 체계와

구성을 갖고 있으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비교하여 단순히 어떠한 입헌례가 빈

도가 높다고 단언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설령 어떤 경향이 나타난다고 하여도

그러한 입헌례가 보다 우월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다만 그러한 다양한

입헌례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우리 헌법의 개정에 타산지석으로 삼는 것으로

그 의의를 삼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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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의 개정

제2장에서는 먼저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인 현행 헌법 제34조가 제헌

헌법 제19조로 규정될 때부터 현행 헌법까지 개정되어 가는 과정을 살펴보았

고, 다음 OECD 국가 헌법의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고, 헌법 제34조

의 개정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3장에서는 먼저 헌법 제34조의 구체적 내용과 헌법 규범으로서의 의의

와 한계를 살펴보고, 변화된 헌법현실 안에서 헌법 제34조에 특유한 개정 필

요성을 정리한다.

제2절에서는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국회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한 국회 차원의 공식적인 헌법 개정 논의와 대통

령 헌법개정안의 발의에 즈음하여 국회, 학회 등에서 발표된 헌법개정안과

대통령 헌법개정안 및 각 정당에서 발표한 헌법개정안 또는 개정의견의 내용

을 분석한다. 대통령 헌법개정안을 비롯하여 여기에 제시된 헌법 제34조에

대한 다양한 개정 의견은 수많은 전문가들이 학회, 국회 자문기구 등의 입장

에서 헌법 제34조의 나아갈 방향, 그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제시한 것

으로서 우리 시대가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규정을 바라보는 시각과 앞으로 나

아갈 방향 그리고 개정을 위한 우리 시대의 논의 및 준비 수준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제3절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의 개정 방안에서는 사회보장

에 관한 헌법 규정의 개정 연혁, 비교헌법적 검토, 그리고 현재까지 제시되어

온 헌법개정안의 내용을 토대로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의 개정 방안을

제시한다.

제 1 절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의 개정 필요성

I.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의 내용 및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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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사회적 기본권을 규정하면서 제1항에는 권리규정을 두고 제2항 이

하에서는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는 형식을 대체로 취하고 있다. 헌법 제34조

도 제1항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고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제2항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 제3항 여자의 복지와 권익 향상, 제4항 노인·

청소년의 복지 향상, 제5항 생활무능력자 보호, 그리고 제6항 재해 예방 및

국민 보호 의무를 국가에 부과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헌법 제34조의 각 조항의 구체적 내용 및 헌법규범으로서의

한계 등을 살펴본다.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 및 한계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체계적 위치

1) ‘인간다운 생활’의 의미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보장하는 내용의 최저한

이나 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극도로 추상적·개방적으로 규정되어 있고,222) 이

에 따라 ‘인간다운 생활’의 내용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인

간다운 생활’의 내용에 대한 이해는 ‘‘인간의 존엄을 실현시키는 생활”로 가

장 넓게 이해하는 경우, “국가의 급부를 통하여 보장되는 생활”로 넓게 이해

하는 경우, 그리고 “최소한의 물질적 수요가 보장되는 생활”로 좁게 이해하

는 경우로 구분될 수 있다.223)

헌법재판소는 「1994년 생계보호기준 위헌확인」사건에서 “‘인간다운 생

활’이란 그 자체가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그 나라의 문화의 발달,

222) 김복기(2018), 앞의 논문, 55면.
223) 장영수, 『헌법학』, 제11판, 홍문사, 2019, 820면; 한병호 교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인간다운 생활’이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의 함축성으로 말미암아 다의적으
로 이해될 소지”가 있다고 하면서 세 가지로 그 의미를 풀이하고 있는데, 동일한 취지
이다. 한병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법적 성격에 관한 고찰”, 한국해양대학 논
문집 22, 한국해양대학, 1987. 6, 218-219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 수준을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리는 데 적합한 수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리
는 데 적합한 수준의 급부”, 그리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급부”로 정리하는 입장도 동일한 취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규환, 앞의
글, 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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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어느 정도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판시할 뿐,224) ‘인간다운 생활’의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위헌확인 등」

사건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

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225)라고 하는 등

기본적으로는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수준을 좁게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이나, 역시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는 데까지는 나

아가지 못하고 있다.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체계적 위치

‘인간다운 생활’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따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의 체계적 위치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게 된다. ‘인간다운 생활’을 가장 넓게

이해할 경우에는 이를 실현시키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전체 기본권

의 포괄적 기초”로 이해되고, 넓게 이해할 경우에는 “사회적 기본권의 포괄

적 기초”로 이해되며, 좁게 이해할 경우에는 “개별화된 사회적 기본권”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226)

학설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핵심 내용으

로 하면서 여러 사회권을 포괄하는 포괄적 사회권”227)으로 보거나, 헌법의

모든 사회적 기본권들을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228)

라고 보는 견해 등 넓게 이해하는 것이 다수설로 보인다.229) 이와 달리 “인

간다운 생활에 대한 이해, 헌법조문의 위치, 현행 헌법상의 기본권 체계 내에

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할 수 있는 기능 등”을 고려하여 인간다운 생

활을 할 권리를 독자적인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로 좁게 이해하는 견해도 제

시되고 있다.230)

헌법재판소는 구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제청」사건

224) 헌재 97. 5. 29. 94헌마33, 판례집 9-1, 554면.
225) 헌재 2011. 3. 31. 2009헌마617 등, 판례집 23-1상, 416면.
226) 장영수, 앞의 책, 820면.
227) 양건, 『헌법강의』, 제3판, 법문사, 2012, 700-701면.
228) 한수웅, 『헌법학』, 제6판, 법문사, 2016, 1044면.
229) 한수웅, 앞의 책, 1044면.
230) 장영수, 앞의 책, 8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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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결정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여타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헌법규범들의 이념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동시에 국민이 인간적 생존의

최소한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재화를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판시하여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 조항이

자 독자적인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231)

그런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체계적 위치에 대한 견해의 대립은 인

간다운 생활의 연혁 및 규정 위치와 추상성으로 인한 기능의 모호함에 기인

한 바가 크다. 즉,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연혁적으로 교육을 받을 권리

와 근로의 권리 및 근로3권 보다 나중에 규정되었고, 규정 위치 또한 도입

당시부터 사회적 기본권의 뒤쪽에 규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간다운 생

활을 할 권리의 체계적 위치 및 기능은 해당 규정의 도입 당시부터 사전적으

로 예정되어 있었다기보다는 헌법재판소 등을 통한 사후의 헌법 해석을 통하

여 획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법적 성격

1) 헌법재판소의 입장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법적 성격에 대한 학계의 논의는 사회적 기본

권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의와 맥락을 같이 하는 바232), 여기에서는 인간다

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법적 성격에 특유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살

펴본다. 헌법재판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입장은 크게 세 가지,

즉 첫째, 제한적 상황에서의 구체적 권리성 인정, 둘째 행위규범과 재판규범

으로서의 이중적 지위 인정, 셋째, 국가기관에 대한 광범위한 입법재량의 인

정으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헌법재판소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부터 “인간의 존엄에 상응

하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도출될 수 있다고 할 수

231) 헌재 1995. 7. 21. 93헌가14, 판례집 7-2, 19면.
232)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여러 학설의 구체적인 내용은 김복기,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중심으로”, 사회보장법연구 제3권
제1호,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14. 6, 114-13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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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있어도, 동 기본권이 직접 그 이상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인 권

리를 발생케 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여233)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

지’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구체적 권리성을 인정하고 있다.234)

둘째, 헌법재판소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하여 행위규범 및 재판

규범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1994년 생계보호기준 위헌확인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

여는 “행위의 지침 즉 행위규범으로서 작용”하지만, 헌법재판소에 대하여는

“입법부나 행정부가 국민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

여 객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국가기관의 행위의 합헌성을 심사하여야 한다는 통제규범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235)

셋째,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위

반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심사하는 경우 국가기관에 광범위한 입법재

량을 부여하고 있다. 즉, “생계보호의 구체적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입법부

또는 입법에 의하여 다시 위임을 받은 행정부 등 해당기관의 광범위한 재량”

에 맡겨져 있으므로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생계보호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

다고 보고 있다.236)

2) 헌법재판소 결정의 한계

헌법재판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법적 성격에 대한 입장에 대하

여는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제한적으로 구체적 권리성을 인정

하는 판단에 대하여는 “실현의 방법론적 다원성이라는 실체적법으로는 내용

없는 논리”를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구체적 권리성을 사실상 부

인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237) 둘째, 행위규범·통제규

233) 헌재 1995. 7. 21. 93헌가14, 판례집 7-2, 29-30면.
234) 홍성방, 앞의 논문, 37면.
235) 헌재 1997. 5. 29. 94헌마33, 판례집 9-1, 552-553면.
236) 헌재 1997. 5. 29. 94헌마33, 판례집 9-1, 553-5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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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이분론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기본권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이를 적용

하는 것은 지나치게 소극적인 판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238) 셋째, 광

범위한 입법재량을 인정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권리로서의 사회적 기본권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명 작업 없이 광범위한 입법재량론에 입각하여 사회

적 기본권의 구체적 권리성을 형해화시킨 대표적 사례”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239)

헌법재판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헌법해석의 실질적인 의미

는 헌법 제34조의 위반을 이유로 한 번도 위헌결정 또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240) 이에 헌법재판소가 인간다운 생활의 최저 기준을 헌

법해석을 통하여 구체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적으로 국가기관에

위임한 것은 헌법의 최종적 해석 기관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

용을 확정해야 하는 직무를 방기한 것이라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241) 다

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이러한 사법적 심사 기능에 관한 무력함은 헌

법재판소의 소극적 태도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의 추상성, 연혁적 한계 등으로 인하여 규범 자체에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3) 사회보장권 등의 도출 근거

헌법 제34조 제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

엄 및 행복추구권과 함께 헌법 제34조 제2항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

등을 사회적 기본권으로 구체화하면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도출하는 근

거로서 기능하기도 한다.242) 헌법재판소 또한 헌법 제34조 제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 조항 혹은 포괄적 사회적 기본권으

로서의 지위를 토대로 권리규정형식으로 규정되지 않은 다른 사회보장에 관

237) 전광석, “사회적 기본권과 헌법 재판”, 헌법논총 제19집, 헌법재판소, 2008, 752면.
238) 김선택,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헌법규범성 – 생계보호기준결정: 헌법재판소
1997.5.29. 94헌마33결정 -”, 판례연구 9, 1998. 2, 33면.

239) 김복기(2014), 앞의 논문, 133면.
240) 김복기(2018), 앞의 논문, 49면.
241) 한상희, “사회권과 사법심사 – 여전히 “생성 중인 권리”의 복권을 위하여”, 공법연
구 제39집 제1호, 한국공법학회, 2010, 103면.

242) 김복기(2018), 앞의 논문, 58-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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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헌법규정과 결합하여 사회보장수급권 등을 도출하기도 한다.243)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부터 사회보장권 등을 도

출하면서도 이러한 권리의 헌법적 지위에 대한 입장이 통일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때로는 이를 헌법상 권리로, 때로는 법률상 권리로 판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6

조 등 위헌확인」 사건에서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

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회보장수급권은 이 규정

들로부터 도출되는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이다.”라고 판시하여 사회보장수급

권이 헌법상 권리임을 밝히고 있다.244)

이와 달리 헌법재판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단서 등 위헌소원」

사건에서는 “사회보장수급권은 헌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 등으로부터 개인

에게 직접 주어지는 헌법적 차원의 권리라거나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라고 볼

수는 없고, (중략)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입법자가 입

법재량을 행사하여 제정하는 사회보장입법에 그 수급요건, 수급자의 범위, 수

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될 때 비로소 형성되는 법률적 차원의 권리에

불과하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4)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한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헌법규범으로서의 한계는 크게 입법 연혁, 규

정 체계, 그리고 고도의 추상성의 세 가지 측면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첫째,

제2장에서 본 바와 같이 도입 과정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국민에게

국가에 적극적 급부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능하거나 이를 토대로 사법

적 심사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정된 바가 없었을 뿐 아니라, 그 후의 개정

243) 최규환, 앞의 글, 42, 44면; 헌재 1997. 5. 29, 94헌마33, 판례집 9-1, 543, 554면; 헌재
1999. 4. 29. 97헌마333, 판례집 11-1, 503, 512-514면 등; 헌법 제34조로부터 도출되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사회보장수급권’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사회보장
기본법」에서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사회보장수급권’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사회보장권’으로 부르기로 한다. 김복기(2018), 앞의 논문, 59면.

244) 헌재 2001. 9. 27. 2000헌마34, 판례집 13-2, 4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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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보다 실효적인 규범으로 거듭 나도록

기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규정 체계 및

입법 연혁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사회적 기본권의 이념적 지표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낳는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당초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및 근로3권 다음에 규정되어 있던 생활무능

력자 보호 규정에 추가되었다. 이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사회적 기본

권이 이념적 기초로서 도입되었다고 보기 어렵게 만들며 추후의 개정 과정에

서도 이러한 논의는 발견되지 않는다. 셋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고도

의 추상성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구체적 권리성을 인정하는 헌법재판

소의 결정 등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확정되지 못하는 한

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헌법상의 사회보장의 내용을 적극

적으로 형성하는데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심사권을 극소화”

함으로써245) 오히려 국가기관의 광범위한 재량을 용인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낳는다.

2.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 의무의 내용 및 한계

(1) 내용

헌법 제34조 제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국가의 핵심적인 과제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

전을 확보하는 것이며, 이 조항은 “국가는 국민의 질병, 사고, 노령, 실업 등

의 경우에 발생하는 위험에 대하여 연금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등 사회보

장제도를 통한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

해할 수 있다.246)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증진 의무’는

국가가 물질적 궁핍이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로서 ‘인간다

운 생활을 할 권리’ 실현을 위한 수단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

다.247)

245) 최규환, 앞의 글, 106면.
246) 한수웅, 앞의 책, 10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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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계

헌법 제34조 제2항에 대하여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가 어떤 관계인지가

해석상 논란이 된다.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양자의 관계는 크게 첫째, 양자

를 구분하는 견해,248) 둘째 사회보장을 상위 개념으로 보는 견해,249) 셋째, 사

회복지를 상위개념으로 보는 견해250)로 나눌 수 있다.251) 사회보장과 사회복

지의 도입 과정을 보면, 제5차 헌법 개정에서 ‘사회보장의 증진’이 규정되고,

제8차 헌법 개정에서 ‘사회복지’가 추가되었으므로, 제8차 헌법 개정 당시의

관계자들은 사회보장으로 포섭되지 않은 영역을 사회복지를 통해서 증진하려

고 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겠지만, 제2장에서 살펴 본 것처럼 그 이유

를 설명해 주는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252) 헌법은 “사회보장, 사회복지를

병렬적으로 나열함으로써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를 별개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사회보장의 개념이 사회부조 및 사회보험으로부터 사회복지에까지

확장”된 것으로 이해한다면, 구태여 사회복지를 추가하여 나열할 필요는 없

다는 지적이 유력하다.253)

3. 특별 보호 대상 조항의 내용 및 한계

247) 헌재 2011. 3. 31. 2009헌마617 등, 판례집 23-1상, 416면.
248) 정태호, “사회적 기본권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헌법논총 제9집, 1998, 635면, 여기서
는 사회보장은 “금전적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국민이 사회생활에 직면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확보해 주는 일체의 정책”으로, 사회복지는 “금전적 급여
이외의 방식으로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삶의 질을 제고하는 일체의 정책”으로 구
분한다.

249) 이재명,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연구”, 헌법학연구 제11권 제2호, 한국헌법학
회, 2005. 6, 392면, 여기서는 “오늘날 사회보장의 개념범위에 사회복지까지 포함시키
는 경향”이 있으며,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는 “좁은 의미의 사회보장권의 개념에 ‘인간
다운 생활을 누리는 데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권리’인 사회복지를
받을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250) 정영훈, 앞의 글, 2015, 12면, 여기서는 사회보장은 “개인에게 일정한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국가가 금전 또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정한 수준 이상의 삶의 물
질적 기초를 보장”하는 것으로, 사회복지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를 상위 개념으로 이
해한다.

251) 정영훈, 앞의 글, 11면.
252) 정영훈, 앞의 글, 11-12면.
253) 한병호(2006), 앞의 논문, 3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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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자의 복지와 권익 향상

1987년 제9차 개정 헌법은 제34조 제3항 여자의 복지와 권익 향상, 제4항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 정책 실시 조항을 신설하였다. 제3항은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남녀평등을 적극적으로 국가생활 속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헌법의 의

지가 사회권에서 강조”된 것으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과 더불어 사회권으

로서 보장되는 헌법 제36조 제1항의 혼인과 가족생활의 양성평등 및 제2항의

모성보호와 더불어 여성의 복지를 적극적으로 구현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된

다.254)

이 조항에 대하여는 현행 헌법은 평등권, 근로의 권리, 그리고 혼인, 가족

생활 규정에서 여성 차별을 금지하고 여성 근로 및 모성 등을 특별히 보호하

고 있는데, 이러한 영역을 제외하고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여자의 복지와 권

익의 향상을 위한 국가의 의무의 내용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면서, 여자의

복지와 권익은 제34조의 규율 영역인 사회보장, 사회복지와 관련성이 없으므

로, 동 조항의 내용을 조정하여 다른 여성 보호 조항과 통합하고 제34조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255)

(2)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 정책 실시

헌법 제34조 제4항은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노령화 사회에 따라 노인

복지정책이 전세계적인 관심사항으로 대두”되고 있고, “미래의 어른인 청소

년을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에게 인간으로서의 생존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256)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제34조에서 여자, 노인·청소년, 신체장애자 등 특정한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

의 경우에는 개인 스스로가 자유행사의 실질적 조건을 갖추는데 어려움이 많

254) 성낙인, 『헌법학』, 제19판, 법문사, 2019, 1347면.
255) 한병호(2006), 앞의 논문, 347면.
256) 성낙인, 앞의 책, 13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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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국가가 특히 이들에 대하여 자유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조건

을 형성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라고 판시하여 제34조에

서 특별 보호 대상을 규정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257)

여자의 복지와 권익 향상의 별도 규정에 부정적이었던 견해도 노인과 아

동에게는 특별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행 규정에는 긍정적이

다.258)

4. 생활능력 없는 국민 보호 조항의 내용 및 한계

(1) 내용

제헌 헌법부터 규정되어 있던 제34조 제5항 생활능력 없는 국민 보호 조

항은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생활무능력자의 보호가 다른 사회보장 영역에 비하여 국가의

구체적인 관심이 더욱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서, 다른 사회보장의

영역에 대하여는 국가기관이 “헌법상의 사회보장 요청을 존중하여 사회보장

에 유리하게 결정해야 할 일반적인 의무”를 부담하는데 비하여 생활무능력자

의 보호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구체적인 입법을 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가

주어지는 것으로 이해된다.259) 보호의 정도·수준에서도 제1항의 인간다운 생

활을 할 권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내용을 지

향”하는데 비하여 제5항의 생활무능력자 보호는 “입법자가 입법의무를 이행

할 그때 그때의 사정에 맞추어 최대한의 보호를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규범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260)

(2) 한계

이 조항의 ‘신체장애자의 보호’에 대하여는 크게 두 가지가 문제로 지적되

고 있다. 먼저, 우리 헌법에서 장애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 규정이 유일

257) 헌재 2002. 12. 18. 2002헌마52, 판례집 14-2, 908면.
258) 한병호(2006), 앞의 논문, 348면.
259) 김선택, 앞의 논문, 24면.
260) 김선택, 앞의 논문,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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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데, 장애를 차별금지의 차원이 아닌 단순히 생활무능력자 차원에서 접근하

는 것에 대하여 현행 헌법의 장애에 대한 인식의 한계를 지적한다.261) 제34

조 제5항의 보호는 “공공부조로서의 생활보호”를 의미하는데, 장애를 다른

사유와 함께 생활무능력사유의 하나로서 규정하지 않고, 생활무능력자와는

별도로 신체장애자를 생활보호대상자로서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여 개별적 상

황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신체장애자를 일률적으로 생활무능력자와 동일시

하는 편견을 드러내고 있고, 신체장애자를 생활보호의 대상으로서만 인식함

으로써 장애인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262) 따라서

현행 제34조 제5항에서는 신체장애자를 삭제하고 생활무능력사유의 하나로서

장애를 열거하거나 장애를 차별금지 측면에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263) 아울러 제5항의 ‘신체장애자’라는 표현은 ‘정신장애인’이 포섭되지 않

은 용어로서 현행 헌법의 대표적 오류 규범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제34조 제5항의 생활능력 없는 국민 보호 조항은 그 보호수준이 명

시되어 있지 않은데,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의 무상성을 규정하고

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나 최저임금제와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의 권리 규정 등과 같이 그 보호수준을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는 주장도 제기된다.264)

5. 재해 예방 및 국민 보호 조항의 내용 및 한계

헌법 제34조 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해는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므로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인 정책 수립

등을 통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국가원리의 실현으로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265)

261) 김두식, “우리 법률상의 장애인식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인권과정의 통권 314호, 대
한변호사협회, 2002. 10, 66-67면.

262) 한병호(2006), 앞의 논문, 348-349면.
263) 한병호(2006), 앞의 논문, 348-349면; 김두식, 앞의 논문, 66-67면.
264) 한병호(2006), 앞의 논문, 349면.
265) 성낙인, 앞의 책, 13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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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해 예방 및 국민 보호 조항은 제34조의 전체적인 규율 범주인 사

회보장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시되고 있다.266)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초 이 조항은 “재해로부터의 피해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복지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도입이 추진되었으

나,267) 현행 규정의 문언은 이러한 도입 취지가 반영되지 않고 재해의 예방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이와 달리 현행 체계

유지를 전제로 현행 규정의 재해에는 “산업재해 기타 사회적 재해까지 포함

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고,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과 통합하여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

다.268)

6. 평가

지금까지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인 헌법 제34조 각 항의 내용과 한계

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무엇보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그 헌법적 의의

에도 불구하고 헌법규범으로서 많은 한계, 특히 사법적 심사기능의 부재라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하여는 여러 개정 방안이 학계에

서 제시되고 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 조항으

로서의 성격을 강조하여 사회적 기본권의 처음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고,269) 이에 대하여는 기본권 규정의 순서나 용어의

변화와 기본권 보장 수준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제기

되고 있다.270) 또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같은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규정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실질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266) 김복기(2019), 앞의 논문, 151면 각주 46.
267) 민주정의당, 앞의 글, 18면; 헌법 제34조 제6항은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 당시 민주
정의당의 헌법개정안을 통하여 제시되어 헌법에 반영되었다.

268) 한병호(2006), 앞의 논문, 349면.
269) 정재황, “헌법개정과 기본권”, 저스티스 통권 제134-2호, 한국법학원, 2013. 2,
185-186면; 헌법연구 자문위원회, “헌법연구 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 헌법연구 자문위
원회, 2009, 50면.

270) 김종철, “헌법개정론의 원인진단과 개정방안의 실효성에 대한 소고 : 헌법연구자문
위원회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법과사회 제38호, 동성출판사, 2016. 6, 1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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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즉, “국가는 국민의 인간다

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 기타 재정적 조치를 다른 분야에

우선하여 수립하고 집행할 의무를 진다.”는 규정과 같이 “국회의 재정권에

대한 예외적 제한 규정”을 사회적 기본권의 이념조항인 제34조 제1항에 규정

함으로써 “사회적 기본권을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권리가 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271) 이와 같은 국회 재정권한에 대한 예외적 규정의 도입과

비슷한 취지의 제안은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헌법 개정사를 통하

여서도 확인할 수 있다.272)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규정에 대한 개정 논의에

대하여는 제2절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II.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의 개정 필요성

헌법 개정은 헌법현실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헌법의 규범력 확보가 주

된 계기가 될 것이고 이와 함께 헌법규범의 오류 정정이나 헌법의 체계 정비

등이 함께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273) 아래에서는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

측면에서 개정 필요성을 살펴본다.

1. 헌법현실의 변화

2016년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는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의 급변으로 인하여 “개별 법률의 제정이나 제도의 보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 문제”가 발생하여 “헌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히고 있다.274) 대통령 헌법개정안도 “30년이 지난 헌법으로는 국

민의 뜻을 따라갈 수 없”음을 밝히며 헌법현실의 변화를 1987년 헌법 규범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헌법 개정이 필요함을 강조

하고 있다.275)

271) 임지봉, “개헌의 바람직한 방향 : 정부의 개헌시안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기본권규
정 개정을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제13권 제4호, 한국헌법학회, 2007. 12, 353면.

272) 제8차 헌법 개정 당시 신민당이 제출한 헌법개정안과 제9차 헌법 개정 당시 신한민
주당이 제출한 헌법개정안은 “국가는 사회보장의 증진을 위한 필요한 예산을 매년 계
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73) 이재희, 앞의 논문, 16면; 정재황, 앞의 논문, 155면.
274) 국회운영위원장,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안번호 4739), 2016. 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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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헌법개정안이나,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서 구체적

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제9차 헌법 개정이 지향했으나, 그 달성에 실패한

결과로서의 헌법현실과 제9차 헌법 개정 당시 예정하지 못했던 주요한 헌법

현실의 변화를 살펴본다.

정치적으로 제9차 개정 헌법은 “대통령직선제의 채택으로 국민의 직접선

거에 의한 정부선택을 보장함과 아울러, 대통령단임제에 기한 평화적 정권교

체의 전통을 계승 확립함으로써 민주국가발전의 기틀을 더욱 확고”히 하려

하였다.276) 그러나 현행 헌법 아래에서 대통령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오

명과 함께 개헌 논의의 주된 시발점이 되었고, 여, 야의 극한 대립으로 인한

입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의 저하는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로까지 평가되고

있다.

사회, 경제적으로는 1987년 헌법은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과 최저임금제

의 실시 등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확충하여 기본적 인권을 대

폭 신장”하고 “적정한 소득의 분배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

키고, 국민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를 실현”할 것을 약속

하였다.277) 실제로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 당시 우리나라 명목 GDP는 121

조 6,980억원에서 2017년 1,835조 6,980억원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

고,278) 1인당 실질 국민총소득 또한 1987년 910만원에서 2018년 3,518만원으

로 대폭 증가하였다.279)

그러나 이러한 경제성장은 제9차 개정 헌법이 지향했던 ‘적정한 소득의 분

배’로는 연결되지 않았다. 우리 헌법현실에서 목격되고 있는 것은 소득의 양

극화의 심화이다. 1997년 IMF 외환 위기 이후부터 소득불평등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 최상위 10%의 소득비중은 2000년 27.9%에서 2007년에는

275) 문재인대통령,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의안번호 12670), 2018. 3. 26, 1면.
276) 민주정의당 이대순의원, 통일민주당 김현규의원, 신한민주당 정재원의원, 한국국민당
양정규의원 외 260인, 대한민국헌법개정안, 1987. 9. 18, 2면.

277) 민주정의당 이대순의원, 통일민주당 김현규의원, 신한민주당 정재원의원, 한국국민당
양정규의원 외 260인, 대한민국헌법개정안, 1987. 9. 18, 3면.

278) e-나라지표, “국내 총생산 및 경제성장률”,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
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2736&stts_cd=273601&freq=Y, 최종 방문일 2020.
3. 31.

279) 국가지표체계, “1인당 국민총소득”,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
PoSttsIdxSearch.do?idx_cd=4221&stts_cd=422101, 최종 방문일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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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로 크게 증가하였고,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에도 그 수준을 유지하

고 있어 소득불평등이 고착화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280)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과 최저임금제의 실시 등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

을 할 권리를 확충”하겠다는 제9차 개정 헌법의 지향도 실현되지 못했다. 우

리 헌법의 노동3권 규정은 “고용 불안정, 소득 불안정, 사회보장 불안정”으로

세분화되는 불안정 노동281)이 고착화된 현실 위에서 표류하고 있다. 통계청

의 비정규직 고용동향을 보면, 2003년 임금근로자 14,149천명 중 정규직

9,542천명, 비정규직 4,607천명으로 정규직이 67.4%였고, 2018년 전체 임금근

로자 20,045천명 중 정규직 13,431천명, 비정규직 6,614천명으로 정규직이

67.0%로 기간 내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282)

사회적으로 인구구조의 변화는 제9차 개정 헌법이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 변화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

어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21명인데 비하여 OECD 국

가 평균 합계출산율은 1.7명으로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이다.283) 노인인구 비

율은 계속해서 증가하여 총인구 대비 전체 노인인구 비율은 2000년 7.2%에

서 2020년 15.7%로 예상되고, 2030년 24.3%, 2040년 32.3%로 추계되고 있

다.284)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는 여러 사회적 위험을 동반하는데, “노동력 부

족 국가 전환, 숙련노동력 감소로 노동생산성 저하, 잠재성장률 하락 전망,

사회보장 부담 증가, 재정수지 악화, 노후소득 불안정” 등이 대표적인 위험으

280) 홍민기, “소득양극화의 현황과 원인 : 소득양극화 심화되었는가? 완화되었는가?”, 예
산춘추 통권 제44호, 국회예산정책처, 2016. 10, 2면, 이러한 소득의 양극화의 원인으로
“기술변화와 세계화와 같은 시장적 요인과 노동조합의 쇠퇴, 최고 소득세율의 하락,
정부정책의 문제 등과 같은 제도적 요인”이 제시되고 있다.

281) 서정희, “비정규직의 불안정 노동 : 비정규 고용형태별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에서의
배제”, 노동정책연구 제15권 제1호, 한국노동연구원, 2015. 3, 2면.

282) e-나라지표, “비정규직 고용동향”,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
etail.do?idx_cd=2477, 최종 방문일 2020. 3. 31.; OECD의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
017년 기준 임금근로자의 20.6%가 임시직 근로자이며, 스페인, 폴란드, 포르투갈 등과
함께 임시직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국가군에 속하며, OECD 회원국 평균 11.2%의 두
배에 달한다. 김복순, “최근 비정규직 고용과 근로조건 변화 : 2018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중심으로”, 노동리뷰 통권 제166호, 한국노동연구원,
2019. 1, 1면

283) 대한민국정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대한민국정부, 2015,
10면

284) 대한민국정부, 앞의 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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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시되고 있다.285)

다문화가족의 증가도 제9차 헌법 개정 당시 상정하지 못했던 헌법현실이

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시행된 2008년 외국인주민현황조사에서 나타난

다문화 가구 수는 14만 4천 가구이었으나, 2017년에는 33만 3천 가구로 집계

되어 지난 10여 년간 2배 이상 증가하였다.286)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가구는 “경제적 어려움, 자녀양육 및 교육, 편견과 차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287)

4차산업혁명이라는 용어로 대표되는 정보통신혁명도 제9차 헌법 개정 당

시 예상하지 못했던 급격한 사회적 변화이다. 특히 4차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일자리가 증가될 것인지 또는 감소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다양한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으나, 4차산업혁명이 중간 숙련 일자리를 대체함으로서 중간 숙

련 노동자가 불안정 노동자로 전락하여 노동력의 양극화가 초래될 것은 분명

해 보인다.288)

이와 같이 사회적 위기가 상시화된 헌법 현실은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 규

정이 그 규범력을 다하고 있는지를 묻게 한다. 변화된 헌법 현실 안에서 사

회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에게 그 규범력

이 온전히 전해지고 있는가?

물론, 이러한 헌법현실의 변화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입법부의 입법과 행정

부의 정책, 그리고 사법부의 헌법 해석을 통하여 이에 대응하는 것이 헌법의

최고규범성에 비추어 바람직할 것이다.289) 실제로 입법부는 1987년 이후 수

많은 입법을 통하여 변화된 헌법현실에 대응하고 사회적 기본권의 온기가 사

회적 약자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사회보장법 분야의 법률만 보아도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 이전에 있었던

사회보장법의 적용 범위의 확대 및 체계 개편을 통한 사회안전망의 확대와

285) 대한민국정부, 앞의 글, 13-17면.
286) 여성가족부,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2019, 45면.
287) 여성가족부, 같은 글, 46면.
288) 서정희, 백승호, “4차 산업혁명시대, 플랫폼 노동과 사회보장 개혁”, 시대 통권 56호,

박종철출판사, 2018. 3, 117-118면.
289)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근거로 헌법의 결함과 공백이 헌법 해석과 입법을 통하여 시
정되지 못할 때와 헌법의 중요사항의 변화가 필요한 때에 한하여 신중하게 개정되어
야 한다고 보는 견해로, 송기춘, “헌법개정 논의에 붙여: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헌법학연구 제16권 제2호, 한국헌법학회, 2010, 197-1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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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긴급복지지원법」(2006) 등 다양한 분야의 수많은 입법을 통하여 대

응하여 왔다.290) 그러나 입법부의 입법과 이를 실행하는 행정부의 정책을 통

한 변화된 헌법현실에 대한 대응은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산술급

수적으로 대응하는 것처럼 뒤늦은 대응과 미흡한 대응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

다. 이러한 미진한 대응이 헌법 규정의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한 강력한 명령

의 부재 때문은 아닌지 고민하여야 한다. 불명확한 위임과 명령은 수임받은

기관의 소극적인 반응을 야기한다. 입법부, 행정부 및 사법부 등 모든 국가기

관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같은 사회적 기본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

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위임과 명령이 필요하다.

2. 사회보장권 등 새로운 기본권의 명시

사회의 변화에 따라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기본권을 보장하

기 위한 헌법 개정의 필요성도 제기되어 왔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는 “헌법

에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들을 해석을 통해 헌법조문에서 파생시키고 또 명시

되어 있는 헌법상 기본권에 대해서도 이를 보충하여 해석”하여 오고는 있

다.291) 즉, 헌법재판소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

의무 조항 등을 통하여 사회보장권을 도출하고, 헌법 제36조 제3항의 보건의

보호 조항을 통하여 ‘보건에 관한 권리’ 또는 ‘보건권’을 도출하기도 한다. 또

한, 헌법 제35조 제3항을 통하여 헌법상 주거권을 도출하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292)

다만 헌법해석상 도출되는 사회보장권 등의 기본권은 때로는 법률적 권리

로 이해되기도 하는 등 그 규범력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헌법현실과 헌법규범의 괴리를 없애거나, 새로운 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적

근거가 요청되는 등 헌법정책적으로 요청되지만 헌법재판소의 권력분립원칙

290) 그 밖의 입법으로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2), 「양성
평등기본법」(1996),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7), 「기초연금법」(2009),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2), 「아동수당법」(2018),「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8), 「장애인연금법」(2010),「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다문화가족지원법 」(200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
률」(2000),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2018) 등을 들 수 있다.

291) 정재황, 앞의 논문, 155면
292) 정영훈, 앞의 글, 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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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한계 등으로 인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하여 그 실현이 가능하

지 않은 경우293)에는 결국 헌법 개정을 통하여 헌법현실의 변화를 수용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294) 국가의 적극적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와 같은 사회적 기본권은 “설득력 있고 명료한 헌법재판을 위해서, 그리

고 일반국민이 이를 보다 뚜렷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기본권을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95)

3. 헌법규범의 오류 정정 및 체계 정비

헌법 제34조 제5항은 ‘신체장애자’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대

하여는 ‘신체장애자’라고 명시하여 ‘정신장애인’을 배제하고 있어 명백한 헌법

규범의 오류로 지적되고 있으며, 뒤에서 볼 대부분의 헌법개정안에서 이를

정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규범의 오류는 최고규범으로서의 헌법에 대한 신

뢰를 저해하는 것으로 개정 과정에서 정비되어야 한다. 제2항의 사회보장·사

회복지의 증진 조항도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관계에 대하여 여러 견해가 제

기되고 있으나 그 차이에 대하여 명쾌하게 설명되고 있지 않고 도입 배경도

불분명하여 헌법규범으로서의 완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헌법 제34조

는 여성, 노인, 청소년 등 특별 보호 대상의 복지를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에

서 함께 규정하고, 각 조항에서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여 국가에 의무를 부과

하고 있는데,296) 규정이 산발적으로 도입되고 개정 과정에서 충분한 심사 없

이 개정됨에 따라 표현이 일관되지 않아 정비가 필요하며, 근본적으로는 사

회보장에 관한 규정에 둘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제6항에서

는 재해 예방 및 국민 보호 조항을 두고 있는데, 재해 예방 조항을 사회보장

에 관한 규정에 두는 것이 체계적으로 적합한지에 대하여도 의문이 있다.

293) 김문현, “헌법개정의 기본방향”, 공법연구 제34집 제4호 제2권, 한국공법학회, 2006.
6, 54면.

294) 이재희, 앞의 논문, 18면
295) 정재황, 앞의 논문, 155면.
296) 헌법 제34조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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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실적 개정 가능성에 대한 대비

1987년 이후 처음 이루어진 대통령 헌법개정안의 제안과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한 헌법개정 논의는 제20대국회에서 그 목적을 이루지

는 못하였으나, 언제든지 논의가 재개되어 헌법개정 과정이 전격적으로 이루

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297) 따라서 헌법규정 하나하나에 대하여 그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개정 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가

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298) 무엇보다 헌법 개정 과정 중 정치권이나 국민

의 관심 밖에서 이루어지기 쉬운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의 개정 필요성

에 대하여 국민에게 설명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III. 소결

현행 헌법은 1987년 개정된 이후 30년이 넘게 유지되어 왔다. 1987년 헌법

아래에서 이루어진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헌법규범과 헌법현실 사이에는

여러 괴리가 발견되고 있다. 1987년 헌법개정권자가 예상할 수 없었던 현실

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1987년 헌법개정권자가 지향했던 방향과는 다른 방

향으로 사회가 흘러가고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 정보통신혁명 등이 1987년

헌법개정권자가 예측하지 못했던 사회 변화라면, 전직 대통령들의 형사처벌,

탄핵 그리고 정치적 대립의 심화,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 고용의 불안정 등

은 1987년 헌법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의 근원이다.

현행 헌법의 개정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헌법 제34조의 개정 필요성도 부

인될 수 없다. 헌법현실의 변화로 인한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의 괴리가 극명

하게 드러나는 지점이 헌법 제34조가 규율하는 사회보장 영역이다. 헌법 개

정의 필요성이 가장 적확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헌법 제34조인 것이다.

헌법이 개정될 경우 헌법 제34조도 함께 개정될 것이나, 이제까지의 헌법

개정 과정에 비추어 이에 대비하고 있지 않으면, 또 다시 모두의 무관심 속

에서 헌법 제34조의 개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헌법 제34조의 헌법규범으로서

297) 이재희, 앞의 논문, 11면.
298) 이재희, 앞의 논문,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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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계와 헌법 규범에 어울리지 않는 오류나 체계적 비정합성 등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어떻게 개정하는 것이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보다

실질화할 수 있을 것인지를 국민에게 설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

여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때 헌법상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은 그 헌법

규범으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기관이 사회보장에 관한 헌

법 규정을 통하여 사회보장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헝성하고 사회적 위기가 상

시화된 헌법현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것은 결국 국민의 직

접적 의사를 담은 헌법 개정이다.

제 2 절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의 개정 논의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의 개정 논의에서 살펴볼 헌법개정안 또는 헌

법개정 의견은 크게 학계, 국가기관, 국회, 대통령, 정당으로 나뉜다. 먼저, 학

계에서는 한국헌법학회의 개헌연구안(2018년 3월 22일), 대화문화아카데미의

새헌법안(2016년 8월 30일)의 논의, 국가기관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권

보장 강화 헌법개정안(2017년 12월 4일)의 내용을 검토한다. 한국헌법학회는

헌법학의 대표 학회라는 점에서, 대화문화아카데미는 2006년부터 헌법 개정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여 왔고,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구성 직전에 헌법

개정안이 공개되었다는 점이 고려되었다.299)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통령 헌법

개정안이 있기는 하지만, 인권 보호 기관으로서 기본권에 관하여 국가인권위

원회의 보다 진일보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포함되었다.

국회에서는 제18대국회 김형오 국회의장 직속 헌법연구 자문위원회의 연

구결과(2009년 8월 28일), 제19대국회 강창희 의장 직속 헌법개정 자문위원회

의 헌법개정안(2014년 5월 23일), 그리고 제20대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자

문위원회의 헌법개정안 조문시안(2018년 1월)의 내용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2018년 3월 26일 발의한 헌법개정안과 이에 맞추어

299)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회의 참고자료에 대화문화아카데미의 새헌법안이 포함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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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당이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개헌의견의 내용

을 검토한다.

I. 학계의 개정 논의

1. 대화문화아카데미 2016 새헌법안

(1) 제안 배경

2006년 4월부터 “헌법을 매개로 국가의 정체성과 정치공동체상을 성찰”하

려는 취지로 헌법 논의를 시작한 대화문화아카데미는 새헌법조문화위원회를

구성하여 2011년 『새로운 헌법 무엇을 담아야 하나』(2011)를 출간한데 이

어 2016년 8월 30일 『대화문화아카데미 2016 새헌법안』(이하 “새헌법안”이

라 한다)을 발표하였다.300)

대화문화아카데미는 “과거의 헌법 논의나 개헌 과정이 정치권력자가 주도

하는 정치변혁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나, 새헌법안은 “민간 주도로 시민사

회 입장의 헌법 논의를 해왔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권력구조나 정부 형태

에만 주안점을 두지 않고 기본권을 중시하면서 헌법 전반에 걸쳐 시대정신과

사회 변화를 반영한 점 등”이 과거의 논의와 차별된다고 밝히고 있다.301)

(2) 사회적 기본권 관련 주요 내용

새헌법안은 사회적 기본권으로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제32조 근로의

권리, 제33조 근로3권,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5조 아동의 권리,

제36조 노년기에 보호를 받을 권리, 제37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권리, 제38조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300) 대화문화아카데미, 『대화문화아카데미 2016 새헌법안』, 대화문화아카데미 대화출
판사, 2016, 책을 펴내며 5면, 이하 대화문화아카데미의 상세한 활동에 대하여는, 같은
책, 28-32면 참조; 대화문화아카데미 2016 새헌법안의 새헌법조문화위원은 위원장 김
문현(이화여대), 위원 김선택(고려대), 김재원(성균관대), 박명림(연세대), 박은정(서울
대), 박찬욱(서울대), 이기우(인하대) 7인으로 구성되었다. 대화문화아카데미, 같은 책,
33면.

301) 대화문화아카데미, 앞의 책, 책을 펴내며 6면; 대화문화아카데미의 새헌법안의 전반
적인 특징에 대하여는 같은 책, 23-2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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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본권과 관련된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첫째, 교육을 받을 권리

에서는 “학습할 권리”를 명시하였고, 둘째, 근로의 권리에서는 “근로의 의무”

를 삭제하였으며, 셋째, 근로3권에서는 별다른 개정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으

며, 넷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서는 여성, 아동, 노인에 관한 규정을 분

리하여 별도로 신설하고 “여성, 아동, 노인이 적극적 주체로서 기본적 권리를

행사”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다섯째,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관한 국가의 지

원 의무를 명시하였다.302)

그 밖에 현행 헌법 제2장의 표제인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기본권과 기본

의무’로 변경하였고, 기본권의 주체를 원칙적으로 국민에서 모든 사람으로 확

장하였다.303)

(3) 헌법 제34조의 개정 의견

1) 개관

새헌법안은 현행 헌법 제34조를 위치의 변경 없이 그대로 규정하고 있다.

새헌법안 제34조의 체계를 살펴보면, 제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2항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 제3항 질병과 재해 예방 및 국민 보호, 제4항 장애

인의 특별한 보호, 제5항 생활능력 없는 국민 보호 순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제3항의 여자의 복지와 권익 향상 조항은 평등 조항인 새헌법안 제

10조 제3항304)으로 옮겨 규정하고, 현행 제4항의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

조항은 새헌법안 제35조305) 및 제36조306)에 신설하면서 아동 및 노인에 관한

302) 대화문화아카데미, 앞의 책, 186-206면.
303) 새헌법안이 기본권의 주체로 국민을 유지한 기본권은 안 제13조 거주·이전의 자유,
제23조 재산권, 제24조 선거권, 제25조 공무담임권, 제29조 국가배상청구권, 제30조 범
죄피해자구조청구권,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제32조 근로의 권리,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5조 아동의 권리, 제36조 노인의 권리, 제37조 환경권, 제38조 보
건의 보호 등이다. 대화문화아카데미, 앞의 책, 24면.

304) 대화문화아카데미 2016 새헌법안 제10조 제3항 국가는 성평등의 실질적 실현을 위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05) 대화아카데미 2016 새헌법안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아동기에 성장과 발전을 위하
여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아동은 자신의 정신적, 신체
적 성숙 정도에 따라 기본권을 행사한다.
② 아동의 양육은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이며, 부모는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국가의 도움을 받는다. 부모가 그들의 기본적 의무를 적절하게 이행하지 못할 경우,
아동을 부모로부터 분리하는 등 부모의 권리에 대한 제한 또는 중지에 대한 조건과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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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새헌법안은 기본권의 주체를 원칙적으로 사람으로 확대하면서도 사회적

기본권의 주체는 국민을 유지하였고, 제34조의 주체 또한 국민으로 유지하였다.

[표 3-1] 대화문화아카데미 2016 새헌법안 조문대비표

③ 혼인 외의 출생자의 정신적, 신체적 성장과 사회적 지위에 관하여 입법을 통하여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④ 부모가 없는 아동, 유기아동, 장애아동에 대하여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
라 특별한 보호를 한다.
⑤ 아동에 관한 모든 사안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아동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적정한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아동의 권리
가 침해된 경우 구제를 위하여 적절한 지원 방식과 절차를 법률로 정한다.

306) 대화아카데미 2016 새헌법안 제36조 모든 국민은 노년기에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
리를 가지며, 이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국가는 특별한 조치를 할 의무를 진다.

현 행 새 헌 법 안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

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34조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

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

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수정하여 안 제10조 제3항으로 옮김)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

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수정하여 안 제35조 및 제36조로 옮김)

<신 설> ④ 장애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

를 받는다.

⑤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

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

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

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질병과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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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4조와 관련한 새헌법안의 특징은 여성, 아동,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내용을 별도의 조문, 조항으로 둔 것을 제외하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 예를 들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구체화,

사회적 기본권의 자유권 다음으로의 이동, 건강권·주거권의 명시 등은 보이

지 않는다.307) 새헌법안에 대하여 제출된 참고의견에서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실질화가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데에 새헌법안이

소극적이라는 점이 지적되었다.308)

2) 구체적 내용

① 국가의 질병 예방 및 보호 조항 신설(제3항)

새헌법안은 제6항의 국가의 재해 예방 및 국민 보호 조항을 제3항으로 옮

기면서 예방의 대상에 ‘질병’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새헌법안은 현행 제36

조 제3항의 보건에 관한 규정을 안 제38조 제3항에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데,309) 안 제34조 제3항의 ‘질병으로부터 보호’와 안 제38조 제3항의 ‘보건의

보호’ 간의 관계에 대하여는 특별한 설명이 없어 두 조항 간의 체계적 이해

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현행 헌법의 재해 예방 및 국민 보호 조항은 사회보장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310) 사회보장의 본질적인 조항이라 할

수 있는 생활능력 없는 국민 보호 조항에 앞서 규정하는 것은 체계적으로 적

절하지 않다.

②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특별한 보호 조항 신설(제4항)

새헌법안은 현행 제5항의 생활능력 없는 국민 보호 조항에서 ‘신체장애자’

를 삭제하고, 제4항에 “장애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장애인에 대한 보호 규정을 별도로 규정

307) 제34조에 대한 논의 경과를 보아도 여성, 아동, 노인 이외의 쟁점에 대한 논의는 보
이지 않는다. 이하 대화문화아카데미, 앞의 책, 191-194면 참조.

308) 대화문화아카데미, 앞의 책, 194면.
309) 대화아카데미 2016 새헌법안 제38조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310) 김복기(2019), 앞의 논문, 151면 각주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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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장애인을 생활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보호의 대상으로 하는 현

행 제5항에 대하여는 장애인의 능력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는 것이므로 장애

를 노령·질병과 같이 생활무능력자의 보호사유의 하나로 예시하되, 생활보호

영역 이외에서는 장애인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라는 것을 고려한 개

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311)

그런데 새헌법안은 여자의 복지와 권익 향상 조항은 평등 규정으로, 노인

과 청소년의 복지향상 정책 실시 조항은 안 제34조 다음에 안 제35조로 별도

로 규정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는 안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생활무능력자인 장애인은 제5항을 통하여 보호되므로 그 이외의 영역

에서의 장애인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아동·노인과 같이 별도의 조문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2. 2018년 한국헌법학회 개헌연구안

(1) 제안 배경

한국헌법학회는 2018년 3월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헌법학회 산하 헌

법연구위원회의 개헌연구안(이하 “개헌연구안”이라 한다)을 발표하였다.312)

국회가 2016년 12월 29일부터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2017년 12월 29일부

터는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행 헌법의 개정

에 관하여 논의 중이고, 대통령도 헌법개정안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헌법개

정의 쟁점과 방향을 국민 앞에 제시”하기 위한 것임을 제안 배경으로 설명하

고 있다.313)

2017년 12월 12일 출범한 헌법연구위원회에는 한국헌법학회 회원 800여

명 중 8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하였고, 전문·총강, 정당·선거, 기본권314), 재정·

311) 한병호(2006), 앞의 논문, 348-349면; 장애인을 생활무능력자 보호의 측면보다는 차
별금지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로는 김두식, 앞의 논문, 67면.

312) 한국헌법학회, 앞의 글, 간행사 ii면.
313) 한국헌법학회, 앞의 글, 서문 iii면.
314) 기본권 분과는 위원장 허종렬(서울교대), 부위원장 박진완(경북대), 간사 엄주희(명
지전문대), 위원 권순현(신라대), 권헌영(고려대), 기현석(명지대), 김현철(정보통신산업
진흥원), 도경화(건국대), 박성용(서강대), 성봉근(서경대), 이금옥(순천대), 이발래(국가
인권위원회), 이상철(육사), 전경운(경희대), 정필운(한국교원대), 최윤철(건국대), 한상
우(비즈인텔리)로 구성되었다. 한국헌법학회, 앞의 글, 1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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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형태, 지방분권, 사법제도의 7개 분과가 구성되어 운영되었다.315)

(2) 사회적 기본권 관련 주요 내용

개헌연구안은 사회적 기본권으로 제32조 교육을 받을 권리, 제33조 근로의

권리, 제34조 근로3권, 제35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6조 어린이ㆍ청

소년, 노인, 장애인의 권리, 제37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 제38

조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 제39조 소비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316)

사회적 기본권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교육을 받을 권리에서

는 “학습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교육자치제도를 헌법에 보장”하였고, 둘

째, 근로의 권리에서는 “의사자의 유가족도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포함”시켰으며, 셋째, “어린이와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의 권리 규정을 신설하여 이들의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였고, 넷째, 환경

권에서는 “생태계와 기후변화, 에너지의 수급 등 자연적 생활기반 보호의무”

를 부과하고, “미래세대에 대한 환경책임”과 “환경에 대한 지속가능한 보전의

무”를 규정하였으며, 다섯째,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에서는 “임신, 출산, 양육

에 의한 차별을 배제”하고, “아동에 대한 돌봄과 교육이 부모의 1차적인 책

임과 권리라는 점을 명시”하였고, 여섯째, 소비자의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

로 규정하고, “소비자 피해의 예방과 구제”를 규정하였다.317) 개헌연구안은

기본권의 주체를 원칙적으로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였으나,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사회적 기본권은 주체를 국

민으로 유지하였다.318)

(3) 헌법 제34조의 개정 의견

1) 개관

315) 한국헌법학회, 앞의 글, 간행사 i면.
316) 기본권과 관련된 개헌연구안의 주요 내용은, 한국헌법학회, 앞의 글, 서문 iv-v면 참
조.

317) 한국헌법학회, 앞의 글, 서문 v면.
318) 개헌연구안이 기본권의 주체로 국민을 유지하고 있는 규정은 안 제16조 거주·이전의
자유, 제17조 직업의 자유, 제25조 재산권, 제26조 선거권, 제30조 국가배상청구권, 제
31조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제32조 교육을 받을 권리, 제33조 근로의 권리, 제35조 인
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이다. 한국헌법학회, 앞의 글, 서문 iv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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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연구안은 현행 제34조를 헌법 체계 내 위치의 변경 없이 제34조에서

그대로 규정하고 있다. 개헌연구안 제34조의 체계를 살펴보면, 제1항 인간다

운 생활을 할 권리, 제2항 사회보장ㆍ사회복지 증진, 제3항 여성의 복지와 권

익 향상 정책 수립ㆍ추진, 제4항 생활능력 없는 국민 보호, 제5항 적정한 주

거정책 시행, 제6항 건강하게 살 권리 순으로 규정되어 있다.

현행 제4항의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 정책 실시 조항은 제36조에 조문

을 신설하면서 어린이와 청소년, 노인, 장애인의 권리 조항으로 강화하였

고,319) 제6항의 재해 예방 및 보호의무 조항은 안 제12조에 안전할 권리를

신설하면서 제2항으로 이동하고 있다.320)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주체는

국민으로 유지하고 있다.

제34조의 개정 방향에 대하여는 노력의무에서 의무를 삭제하고, 권리 중심

으로 규정하며, 조문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려는 것으로 설명하여 앞에서 본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포럼안의 개정 방향과 사실상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

다.321)

[표 3-2] 한국헌법학회 개헌연구안 조문대비표

319) 개헌연구안 제36조 ① 어린이와 청소년은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보호와 배려를 받
으며 독립된 인격 주체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② 노인은 존엄하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와 사회적·문화적 생활에 참여할 권
리가 있다.
③ 장애인은 존엄하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와 공동체 생활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모든 영역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320) 개헌연구안 제12조 ① 모든 사람은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다.
② 국가는 재난이나 재해 및 모든 형태의 폭력 등에 대한 위험을 제어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며 그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할 책임을 진다.
③ 모든 사람은 국가에게 법률에 따라 구조 및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321) 한국헌법학회, 앞의 글, 73면.

현 행 개 헌 연 구 안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

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35조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

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를 증진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 ③ 국가는 여성의 복지와 권익을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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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체적 내용

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1항)

개헌연구안은 제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현행 헌법과 동일하게 규

정하고 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체계적 위치와 관련하여 “현행 헌

법상의 상세한 규정들을 삭제하고 국가목적조항으로 규정”하자는 제안도 있

었으나, 부정적인 견해가 많아 현행을 유지하기로 하였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사회적 기본권의 총칙 규정화에 관하여도 현행 조문 순서를 유지

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322)

②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제2항)

322) 한국헌법학회, 앞의 글, 73면.

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

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

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수정하여 안 제36조로 옮김)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

를 받는다.

④ 장애 질병 노령 또는 그 밖의 사

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

는다.

제35조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

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한 적정한 주거

정책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

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

력하여야 한다.

(수정하여 안 제12조 제2항으로 옮김)

제36조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모든 국민은 건강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질병의 예방과 보건의

료 제도의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시행

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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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연구안은 제2항을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를 증진하여야 한다.”라

고 규정하여 현행 제2항에서 ‘노력’을 삭제하고 있다. 노력의무 조항만으로는

“인간다운 생활의 실현을 위한 조문으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설명하

고 있는데,323)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포럼안의 취지와 사실상 동일하다.

③ 여성의 복지와 권익 향상 정책 수립ㆍ추진(제3항)

개헌연구안은 제3항을 “국가는 여성의 복지와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

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의 개정 취지는 앞에서

본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포럼안과 사실상 동일하다.324)

개헌연구안은 현행 ‘여자’라는 표현을 ‘여성’으로 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

행 규정이 “생물학적 성에 따른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어 시대에 맞지 않아

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325) 개헌연구안은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

정책 실시 조항은 별도 조문으로 옮겨서 규정하면서도, 여자의 복지 향상 조

항은 현행 조문에 그대로 유지하여 규정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연구포럼안과

같은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④ 생활능력 없는 국민 보호(제4항)

개헌연구안은 현행 헌법 제5항 생활능력 없는 국민 보호의무 조항을 제4

항에 규정하면서 ‘신체장애자’를 ‘장애인’으로 바꾸는 것 외에는 특별한 개정

사항이 없으며, 이에 따라 특별한 개정이유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⑤ 적정한 주거정책 등 시행(제5항)

개헌연구안은 현행 제35조 3항의 주택개발정책 관련 조항을 수정하여 본

조문 제5항에 “국가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한 적

정한 주거정책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또한 국가인권

위원회의 연구포럼안과 동일한 내용 및 개정 취지를 갖고 있다.326)

323) 한국헌법학회, 앞의 글, 73면.
324) 한국헌법학회, 앞의 글, 73면.
325) 한국헌법학회, 앞의 글, 73면.
326) 한국헌법학회, 앞의 글, 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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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건강하게 살 권리(제6항)

개헌연구안은 현행 헌법 제36조 제3항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 조항을

옮겨 제34조 제6항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질병

의 예방과 보건의료 제도의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강하게 살 권리’를 명시하여 기

본권임을 분명히 하고, “국가의 건강보호의무”로서 ‘질병의 예방과 보건의료

제도의 향상을 위한 정책 시행’ 의무를 명시하여 “건강권이 자유권이자 동시

에 사회권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이다.327) 헌법 제

34조에 대한 개헌연구안의 내용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포럼안과 내용이 대

동소이한 가운데 독자적으로 제시된 의견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뒤에서 살펴볼 대통령 헌법개정안 제35조 제5항은 “모든 국민은 건

강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질병을 예방하고 보건의료 제도를 개선하

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II.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권 보장 강화 헌법개정안

1. 제안 배경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 개정 시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 인권보호 체계

확립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본권 보장 강화 연구포럼328) 및 추진기획단329)을

327) 허종렬, 엄주희, 박진완, “헌법상 기본권 개정안 논의 동향과 성과 검토 : 2018 한국
헌법학회 헌법개정연구위원회 기본권분과위원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법학논고 제41
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8. 10, 113면.

328) 기본권 보장 강화 연구포럼 위원은 위원장 정재황(성균관대), 위원 김대환(서울시립
대), 김종철(연세대), 신옥주(전북대), 오동석(아주대), 조규범(국회 입법조사처), 이발래
(국가인권위원회) 7인으로 구성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 “기본권보장 강화 헌법개정안
(연구포럼안) 설명자료”, 국가인권위원회, 2017. 11, 3-4면.

329) 기본권 보장 강화 추진기획단 위원은 외부 위원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내부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외부 위원은 정재황 공동단장(성균관대), 위원 이헌환(한국공법학회 회장),
송석윤(한국헌법학회 회장), 정강자(참여연대 공동대표), 진형재(한국정치학회 회장),
김범주(미국헌법학회 회장), 남복현(국가법학회 회장), 음선필(한국입법학회 회장), 이
동훈(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 이종평(한국입법정책학회 회장), 차선자(한국젠더법학회
회장), 홍완식(유럽헌법학회 회장)으로 구성되었고, 내부 위원은 정상환 공동단장(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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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고 2017년 6월 26일 기본권 보장 강화 헌법개정(안) 공개 토론회를 거

쳐330) 2017년 12월 4일 기본권 보장 강화 헌법개정(안)(연구포럼안)(이하 ‘연

구포럼안’이라 한다)을 전원위원회에 보고하였다.331)

연구포럼안은 헌법개정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첫째, 인권보장기관인 국가인

권위원회의 관점에서 개헌 방향을 제시하고, 둘째, 보다 적극적으로 인권을

구현할 수 있도록 “기본권규정의 체계화, 기본권 실현을 위한 국가의무의 현

실화, 새로운 기본권 추가”에 중점을 두었으며, 셋째,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이라는 점에서 기본권을 중심으로 제시하되, 총강 및 경제 조항 등 기본권

관련 조항들에 대하여도 개정안을 준비하였다고 밝히고 있다.332)

2. 사회적 기본권 관련 주요 내용

연구포럼안의 기본권 체계를 먼저 살펴보면, 첫째, 제2장의 제목을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기본적 인권과 의무’로 개정하고, 둘째, 기본권 장에 절을

구분하여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2절 평등, 제3절 자유권, 제4절 인간

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5절 참정권, 제6절 청구권, 제7절 권리의 제한 및 한

계, 제8절 기본의무로 유형별로 나누었고, 셋째, 사회적 기본권 규정을 자유

권 다음에 위치시키고, 넷째, 기본권의 주체를 원칙적으로 사람으로 확대하였

다.333) 기본권 장을 절로 구분하고 사회적 기본권 절의 표제를 인간다운 생

활을 할 권리로 하며, 사회적 기본권을 자유권 다음에 규정하는 것 등은 뒤

에서 살펴볼 2014년 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원회와 입장이 동일한 바, 2014년

자문위원회의 내용에 영향을 받았음을 추측할 수 있다.

연구포럼안의 사회적 기본권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사회적

위원), 위원 한위수(인권위원), 김기중(인권위원), 조영선(사무총장), 심상돈(정책교육국
장), 조영호 간사(인권정책과장)으로 구성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2017. 11), 같은 글,
3-4면.

330) 국가인권위원회, “기본권 보장 강화 헌법개정(안) 공개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2017. 6, 1면.

331) 국가인권위원회(2017. 11), 같은 글, 3면.
332) 국가인권위원회(2017. 11), 같은 글, 9면.
333) 연구포럼안이 기본권의 주체로 국민을 유지한 규정은 안 제27조 집회·결사의 자유,
제28조 직업의 자유, 제29조 재산권, 제36조 근로의 권리, 제5절 참정권, 제49조 국가
배상청구권, 제50조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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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제일 앞에 안 제30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고, 둘째,

안 제31조에 어린이와 청소년, 노인, 장애인의 권리를 신설하며, 셋째, 안 제

32조에 혼인과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신설하고, 넷째, 안 제33조에 문화생활

을 누릴 권리를 신설하며, 다섯째, 교육을 받을 권리에서는 평생교육 외에 직

업교육, 인권교육, 민주시민교육 및 사회교육 진흥의무를 추가하고, 여섯째,

소비자의 권리를 명시하고, 일곱째, 근로3권에서는 공무원의 근로3권을 인정

하고, 여덟째,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명시하고, 아홉째, 건

강한 삶을 누릴 권리를 명시하였다.334)

3. 헌법 제34조의 개정 의견

(1) 개관

연구포럼안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본권장을 절로 구분하고 제4절의

제목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 한 후, 현행 제34조를 해당 절의 제일

앞인 안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연구포럼안 제30조의 체계를 살펴보면, 제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기본소득 시책 강구, 제2항 사회보장ㆍ사회복지 증진, 제3항 사회보장제도,

사회복지제도 등에 관한 고지를 받을 권리, 제4항 여성의 복지와 권익 향상

정책 수립ㆍ추진, 제5항 생활능력 없는 국민 보호, 제6항 적정한 주거정책 시

행 순으로 규정하고 있다. 연구포럼안은 제30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주체를 사람으로 바꾸었으나, 현행 제5항의 생활능력 없는 국민 보호 조항의

대상은 국민을 유지하였다.

현행 제4항의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 정책 조항은 안 제31조335)를 신

설하면서 어린이와 청소년, 노인 및 장애인의 권리 등을 규정하고, 현행 제6

항의 재해 예방 및 국민 보호 조항은 안 제14조에 안전할 권리를 신설하면서

334) 국가인권위원회(2017. 11), 앞의 글, 19-22면.
335) 국가인권위원회 기본권 보장 강화 연구포럼안 제31조 ① 어린이와 청소년은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보호와 배려를 받으며 독립된 인격주체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② 노인은 존엄하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와 사회적·문화적 생활에 참여할 권
리가 있다.
③ 장애인은 존엄하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와 공동체 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모든 영역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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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제2항336)으로 옮겼다.

주요 개정 취지로 헌법 제34조의 내용을 권리 중심으로 규정하고 “인간다

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보장, 취약계층의 권리보장과 차별금지, 사회부조, 주

거정책 순으로 조문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며 인간다운 생활의 적극적 실현을

위하여 “국가의 노력의무를 국가의 의무조항”337)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설

명하고 있다.338)

[표 3-3] 국가인권위원회 연구포럼안 조문대비표

336) 국가인권위원회 기본권 보장 강화 연구포럼안 제14조 ② 국가는 모든 재해를 예방
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여야 한다.

337) 한국헌법학회도 노력의무를 의무규정으로 바꾸면서 동일한 취지의 개정 이유를 제
시하고 있다. 한국헌법학회, “2018 헌법개정연구위원회 최종보고서 : 개헌연구안”, 한국
헌법학회, 2018, 73면.

338) 그 밖의 주요 개정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2017. 11), 앞의 글, 107-108면.

현 행 연 구 포 럼 안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

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30조 ① 모든 사람은 인간다운 생활

을 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법률이 정

하는 바에 따라 기본소득에 관한 시

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

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를 증진

하여야 한다.

<신 설> ③ 모든 사람은 사회보장제도, 사회복

지제도 등에 관한 고지를 받을 권리

가 있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

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여성의 복지와 권익을 향

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

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

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수정하여 안 제31조로 옮김)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

를 받는다.

⑤ 장애·질병·노령 그 밖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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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체적 내용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기본소득에 관한 시책 강구(제1항)

연구포럼안은 사회적 기본권 절의 제목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 규

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조항을 사회적 기본권의 제일 앞에 규정함

으로써 사회적 기본권의 모든 규정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임을 나타내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

조항이면서 사회보장을 위한 권리로서의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분명

히 하였다.

연구포럼안은 안 제30조 제1항 제2문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소득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하여 기본소득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규정 취지에 대하여는 기본소득의 도입에 미리 대비하고 논

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으로 설명하면서, 다만 “사회역량에 따라 기본소득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아 시책

강구로 표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339)  

기본소득에 관한 관심이 최근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기본소득에 관한 내

용의 헌법적 수용에 대하여는 학계 내에서조차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고 보

기 어렵다. 또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와 같은 표현은 법률에서 정부에

대한 특별한 법적 효과를 기대하지 않고 정책 방안을 준비하도록 할 때 사용

하는 용어로서 최고규범인 헌법에 사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제2항)

339) 국가인권위원회(2017. 11), 앞의 글, 109면.

제35조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

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한 적정한 주거

정책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

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

력하여야 한다.

(수정하여 안 제14조 제2항으로 옮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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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포럼안은 제2항의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증진 노력의무에서 노력

을 삭제하였다. 노력의무 조항은 “인간다운 생활의 실현을 위한 조문으로서

는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340)

연구포럼안은 현행 헌법이 사회보장․사회복지 구분을 유지하는 이유에

대하여 “사회보장법에서는 양자를 구분”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사회보장은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구체적인 공적 부조 등에 의한 기초수급 등 의료보장”

을 말하는데 비하여 사회복지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복지정책을 시행”하

는 것으로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341) 그러나 연구포럼안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에 대한 이러한 개념 설정이 사회보장에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

회서비스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기본법』342)의 내용에

부합하는지에 의문이 있다.

3) 사회보장제도·사회복지제도 등에 관한 고지를 받을 권리(제3항)

연구포럼안은 제3항에서 “모든 사람은 사회보장제도, 사회복지제도 등에

관한 고지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송파 3모녀 사건

등에서 드러난 것처럼 다양한 사회보장제도가 있음에도 국민에게 잘 알려지

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회보장,

사회복지법제를 알리도록 하려는 것”이 그 취지이다.343)

340) 국가인권위원회(2017. 11), 앞의 글, 108면.
341) 국가인권위원회(2017. 11), 앞의 글, 109-110면.
342)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
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
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
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5. “평생사회안전망”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343) 국가인권위원회(2017. 11), 앞의 글, 1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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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제도 등에 관한 고지를 받을 권리의

규정이 실질적으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의 강화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

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현행 사회보장에 관한 여러 법률들에서 사회보장에

관한 고지제도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344) 이를 굳이 헌법적 차원에서 규정할

필요성은 높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된다.345)

4) 여성의 복지·권익 향상 정책 수립·추진(제4항)

연구포럼안은 현행 제3항을 수정하여 제4항에서 “국가는 여성의 복지와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현행 제3항의 노력의무 조항이 실효성이 적으므로, 현행 제4항

의 노인과 청소년의 정책 수립 의무 조항과 비슷하게 정책 수립 및 추진 의

무로 구체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된다.346)

연구포럼안 논의 과정에서는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와 적극적 평등실현조

치는 안 제15조 제3항, 근로에 있어서 차별금지는 안 제36조 제5항, 혼인과

가족 생활에 있어서 평등과 모성보호는 안 제32조에 규정토록 함으로써 동

규정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여성을 위한 복지가 필요한 현

실을 고려하여 존치”하되 그 내용을 강화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347) 그런데,

제9차 개정 헌법에서 특별 보호 대상으로 여성, 노인과 청소년, 장애인이 새

로이 규정되었는데, 노인, 청소년, 장애인은 별도 조문에서 규정하면서 그 내

용을 대폭 강화하면서도 여성은 현행 조문에서 단순한 ‘정책 수립·추진 의무’

로만 확대하고 있는데, 그러한 단순 문구 수정만으로 의도한 대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으며, 노인, 청소년, 장애인과 달리 별도 규정에

344) 「사회보장기본법」 제34조(사회보장에 관한 설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권리나 의무를 해당 국민에게 설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45) 2017년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사회보장제도를 고지받을 권리’가
실체적 규정이 아닌 절차적 규정이고, 「사회보장기본법」 제36조의 통지의무를 강화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회, 2018. 1, 83면.

346) 국가인권위원회(2017. 11), 앞의 글, 108-109면; 한국헌법학회도 제4항을 동일하게 개
정하면서 역시 동일한 내용의 개정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헌법학회, 앞의 글, 73
면.

347) 국가인권위원회(2017. 11), 앞의 글, 1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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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다 구체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 ‘신체장애자’ 용어 정리(제5항)

연구포럼안은 현행 제5항의 ‘신체장애자’를 ‘장애’로 바꾸어 현행 헌법의

오류를 수정한 것 이외에는 별다른 내용상의 변화는 없다. 연구포럼안은 제1

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제3항의 사회보장제도 등을 고지받을 권리

의 주체는 ‘모든 사람’으로 규정한 데 비하여, 생활보호의 대상은 주체로 ‘국

민’을 유지하고 있는데, 생활보호의 대상을 외국인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은 규

정의 성격에 비추어 맞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인지, 단순 오류인지 알 수

없다.

6) 적정한 주거정책 시행 의무(제6항)

연구포럼안은 현행 헌법 제35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쾌적한 주거생활

조항을 현행 제6항으로 옮겨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한 적정한 주거정책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국가가 보다 적극적인 주거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둔 것으로,348)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인한 주거의 불안정을 사회적

위험으로 판단하고 주거의 안정을 위한 사회보장적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III. 국회의 개정 논의

2008년 김형오 국회의장 직속 헌법연구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국회 내에

서 공식적으로 헌법 개정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이래, 2014년에는 강창희 국

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헌법개정안을 제시하였다.

2016년에는 1987년 개헌 이후 국회에 처음으로 헌법개정 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었고, 이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자체 헌법개정안을 제시하였다.

국회의장 직속 자문위원회이든,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의 자문위원회이

348) 국가인권위원회(2017. 11), 앞의 글, 1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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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각 자문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각 당의 추천을 기본으로 하므로, 자문위원

들이 제시한 의견은 각 당의 입장을 간접적이나마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자문위원회에서 제시한 안은 각 정당의 헌법 개정에 대한 입장이 종합된

것으로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 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의 운영 과정을 보면 이전에 이루어진 자문위원회의 연

구 내용이 주요한 참고 자료로 사용된 점을 고려하면, 자문위원회의 개헌 의

견은 향후 개헌 논의과정에서 주요한 참고 자료로 기능할 것이라는 점에서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

1. 2009년 헌법연구 자문위원회의 헌법 개정 의견

(1) 헌법연구 자문위원회 구성 및 활동

제17대국회 전반기 의장인 김형오 국회의장은 2008년 7월 개원사를 통하

여 ‘헌법연구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밝혔고, 이에 따라 2008년 9월 4일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개정 방향 등에 대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국회

의장의 자문에 답하도록 하기 위하여 헌법연구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었다.349)

헌법연구 자문위원회는 1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헌법개정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헌법전문, 총강, 국민의 권리와 의

무,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경제, 헌법순화를 담당하는 제1분과위원회와

국회, 정부, 지방자치, 헌법개정 부분을 담당하는 제2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350) 헌법연구 자문위원회는 2008년 9월부터 활동을 시작하였고,

제15차 전체회의(2009. 8. 28)에서 연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351)

헌법연구 자문위원회는 “지난 20여 년간 국내외의 정치, 경제, 사회적 환

경의 급변으로 인해 기존의 사고와 패러다임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349) 헌법연구 자문위원회, 앞의 글, 11면.
350) 헌법연구 자문위원회, 앞의 글, 355면. 헌법연구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김종인(전
국회의원), 부위원장은 성낙인(서울대), 간사는 함성득(고려대)이며, 제1분과위원는 김
종인 위원장, 박인수(영남대), 석종현(단국대), 오동석(아주대), 유평준(연세대), 장훈(중
앙대), 정종섭(서울대)으로, 제2분과위원회는 성낙인 위원장, 함성득(고려대), 이재호(동
아일보), 이창기(대전대), 장영수(고려대), 정만희(동아대)으로, 연구결과보고서안 작성
소위원회는 김종인(위원장), 성낙인, 함성득, 오동석, 정종섭으로 구성되었다. 같은 글,
354, 356면.

351) 헌법연구 자문위원회, 앞의 글,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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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처에 노정”되었고, “헌법 개정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이런 문제들은 개별

법률의 개정이나 제도의 보완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이어서 국가시스

템 전반에 걸쳐 헌법적 차원에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진단하였다.352) 헌

법연구 자문위원회는 이러한 진단을 토대로 헌법개정의 방향을 i) “헌법이

추구할 항구적 가치로서의 기본권 보장 강화”, ii) “민주주의 원리에 충실한

권력구조 설계”, iii)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비전의 집약”

으로 제시하였다.353)

헌법연구 자문위원회는 2014년의 헌법개정 자문위원와 2017년의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와는 달리 조문 형식의 헌법개정안은 제시하지 않고,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만을 제시하였다.

(2) 사회적 기본권 관련 주요 내용

헌법연구 자문위원회가 제시한 사회적 기본권 관련 주요 연구 내용을 보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사회적 기본권의 총칙적

규정”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회적 기본권의 제일 앞에 규정

하고, 둘째, 국가의 모성 보호 규정을 “출산·양육을 위한 권리의 보장으로 변

경”하며, 셋째, “아동복지향상을 위한 국가의 정책실시의무를 규정”하고, 넷

째, “학교교육 진흥을 위한 국가목표조항을 신설”하는 등 국민의 복지 향상

을 위하여 사회적 기본권을 정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354)

그 밖에 헌법연구 자문위원회는 기본권의 순서와 관련하여서는 청구권적

기본권의 다른 기본권에 대한 보장적 성격을 고려하여 사회적 기본권을 청구

권적 기본권의 앞에 편제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355) 기본권 주체를 확대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세계화 및 다민족·다문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적과 무관하게 인간의 권리와 국민의 권리를 구분하여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356)과, 입법 현실상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어려우

352) 헌법연구 자문위원회, 앞의 글, 3면.
353) 헌법연구 자문위원회, 앞의 글, 5-6면.
354) 헌법연구 자문위원회, 앞의 글, 12-13면.
355) 헌법연구 자문위원회, 앞의 글, 49면.
356) 2009년 헌법연구 자문위원회는 ‘모든 국민’을 ‘누구든지’로 변경할 수 있는 조항으로
제10조, 제12조, 제13조제1항 및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
조, 제22조를 예시로 들고 있다. 헌법연구 자문위원회, 앞의 글, 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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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현행과 같이 해석을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복수로 제시되었

다.357)

(3) 헌법 제34조의 개정 의견

헌법연구 자문위원회는 헌법 제34조에 대한 개정의견으로는 아동의 권리

증진에 관한 내용만을 제시하였다. 헌법연구 자문위원회는 아동의 권리를 헌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일본 헌법 제27조 제3항과 스위스 헌법 제11조 제1항

을 예로 들면서,358) 현행 헌법에는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독립적 규정이

없으므로,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거나 복지향상

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노

인·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 실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헌법 제

34조 제4항에 ‘아동’을 추가하여 “국가는 노인·청소년과 아동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라고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359)

2. 2014년 헌법개정 자문위원회의 헌법개정안

(1) 헌법개정 자문위원회 구성 및 활동

제19대국회 전반기 의장인 강창희 국회의장은 제66주년 제헌절 경축사를

통하여 “제2의 제헌을 하는 각오”로 개헌에 대한 논의를 하자는 제안을 하였

고,360) 이에 따라 2014년 1월 24일 국회의장 직속으로 헌법개정 자문위원회

(이하 ‘2014년 자문위원회’라 한다)가 구성되었다.361)

2014년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으로 이루어졌으며, 헌법전

문, 총강, 기본권, 경제질서를 담당하는 제1분과위원회와 통치구조, 법원, 헌

357) 헌법연구 자문위원회, 앞의 글, 52, 58면.
358) 일본 헌법 제27조 제3항 아동을 혹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스위스 헌법 제11조(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 제1항 아동 및 청소년은 특히 온전하게
보호받고 그 성장발달을 지원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연구 자문위원회, 앞의 글,
114면.

359) 헌법연구 자문위원회, 앞의 글, 114면.
360) 국회 보도자료,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 출범, 2014년 6월 헌법개정안 제
시 목표, 2014. 1. 2.

361) 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I”, 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원회, 2014, 9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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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소, 독립기관, 지방분권, 헌법개정을 담당하는 제2분과위원회를 운영하

였다.362) 2014년 자문위원회는 2014년 5월 23일 자문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하였다.363)

2014년 자문위원회는 “1987년 헌법개정 이후 27년이 경과되면서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개헌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헌법 차원의 근본

설계를 다시 고민”하여야 할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기본권 분야는 그간 헌

법 개정에서도 다소 소홀히 여겨진 분야로서 이론적·규범적 체계에 대한 고

민 없이 헌법에 추가되어 온 조항들을 정비하는 한편 새로운 기본권을 추가

할 필요성”이 있고, “권력구조 분야에서는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극복 및 한국적 정치문화에 부합하는 정부형태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364)

2014년 자문위원회는 헌법 개정의 방향을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통합

을 이루는 데 헌법이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헌법정신 및 국

민통합을 강조”하고, “국제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선진적인 인권규범

들을 우리 헌법의 틀 속으로 과감하게 수용”함으로서 “기본권 보장을 강화”

하고,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타협과 설득 및 조정의

의회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권력구조를 마련”하기 위하여 “민주적 권력구조

를 설계”하고, “민족이라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고 중앙 중심에서 벗어나도

록 헌법을 보다 보편적이고 열린 시대에 걸맞게 보다 포용적으로 규정”하며

“열린 시대를 지향”함을 밝히고 있다.365)

(2) 사회적 기본권 관련 주요 내용

2014년 자문위원회는 2009년 자문위원회에서 개정의견만을 제시한 것과는

달리 개정조문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였다.

362) 위원장은 김철수 교수(서울대)이고, 제1분과위원회는 정재황 분과위원장(성균관대),
박선영(동국대), 전영기(중앙일보), 조소영(부산대), 김당(오마이뉴스), 김대환(서울시립
대), 강원택(서울대), 제2분과위원회는 이건개 분과위원장(법무법인 주원), 송업교(전
국회의원), 안병옥(국회사무처), 김하중(전남대), 홍기태(법무법인 태평양), 이효원(서울
대), 권오창(김&장 법률사무소)으로 구성되었다.

363) 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원회, 앞의 글, 기념사진.
364) 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원회, 앞의 글, 21면.
365) 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원회, 앞의 글, 22-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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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자문위원회의 헌법개정안(이하 ‘2014년 자문위원회안’이라 한다)의

사회적 기본권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기본권 관련 주요 개정의

견을 살펴본다. 첫째, 기본권 주체와 관련하여 2014년 자문위원회는 현행 헌

법 제2장의 제목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기본적 인권과 의무”로 개정하면

서 기본권의 주체를 원칙적으로 ‘사람’으로 하고 “개별 기본권의 성질을 고

려”하여 일부 권리만 ‘국민’으로 한정하였다.366) 특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

리,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소비자의 권리의 주체를 사람

으로 규정하여 사회적 기본권까지 주체를 사람으로 확대하였고 다만 근로의

권리의 주체는 국민을 유지하였다. 둘째, “각 개인이 가진 기본권을 강조하고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은 --- 권리를 가진다”라는 표현

을 사용하였다.367) 셋째, “국민이 기본권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기본권을 보

다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기본권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8개 절로 구

분”하여 규정하였다.368) 넷째, “생명권, 신체와 정신의 온전성 권리, 안전의

권리, 성평등,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 권리 보호, 망명권, 정보기본권, 문

화생활향유권” 등의 기본권을 신설하고 확대함으로써 “선진적인 기본권 보장

을 지향”하였음을 밝히고 있다.369)

다음, 사회적 기본권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사회적 기본권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 범주화하여 제4절의 제목으로 하고, 둘째, “기

본권의 연혁 순서에 따라” 자유권 다음에 규정하여 참정권 및 사법절차적 권

리의 앞에 규정하고 있다.370) 사회적 기본권으로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5조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 제36조 교육을 받을 권리, 제37조 소비

자의 권리, 제38조 근로의 권리, 제39조 근로3권, 제40조 건강하고 쾌적한 환

경에서 생활할 권리, 제41조 보건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기본권 장을

절로 구분하고, 사회적 기본권의 표제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 하면서

366) 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원회, 앞의 글, 48면; 2014년 자문위원회안이 기본권의 주체로
국민을 유지한 규정은 안 제24조 거주·이전의 자유, 제31조 집회와 결사의 자유, 제32
조 직업의 자유, 제33조 재산권, 제38조 근로의 권리, 제42조 선거권, 제43조 공무담임
권, 제44조 국민투표권, 제51조 국가배상청구권, 제52조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등이다.

367) 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원회, 앞의 글, 48면.
368) 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원회, 앞의 글, 48면.
369) 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원회, 앞의 글, 49면.
370) 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원회, 앞의 글, 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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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 다음에 규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그 절의 제일 앞에 규

정한 것은 2017년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포럼안과 동일하여 2014년 자문위

원회의 의견이 영향을 주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3) 헌법 제34조의 개정 의견

1) 개관

2014년 자문위원회안은 제4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제일 앞에 제34

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안 제34조의 체계를 보면, 제1

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2항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 제3항 사회보장

제도 등에 관한 고지를 받을 권리, 제4항 생활능력 없는 국민 보호, 제5항 주

거생활 안정 순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제3항의 여자의 복지와 권익 향상 조항과 제4항의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 정책 실시 조항은 제2절 평등에서 안 제16조 성평등 관련 조항371),

안 제17조 어린이와 청소년 관련 조항372), 안 제18조 노인 관련 조항373)을 신

설하여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다.374) 그리고, 제34조 제6항의 재해 예

방 조항은 안 제14조 안전할 권리375)를 신설하면서 해당 조항에 옮겨서 규정

371) 2014년 자문위원회안 제16조 ① 성평등은 고용, 노동, 임금, 복지 등 모든 영역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②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③ 누구든지 임신·출산·양육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국가는 모성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72) 2014년 자문위원회안 제17조 ① 어린이와 청소년은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보호와
배려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들에 관한 모든 공적·사적 조치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와 청소년은 독립된 인격 주체로서 자율성을 존중받고,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373) 2014년 자문위원회안 제18조 노인은 존엄하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와 사회적·
문화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모든 영역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374) 그 취지는 제16조의 경우 복지 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 보장 규정을 마
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17조의 경우 “유럽연합기본권헌장 등을 참조하여 어린이와 청
소년의 권리보호는 평등 세부영역으로 재분류하고 현행 헌법 중 관련 규정과 해외 사
례에서 권리보호 내용 중 핵심적 가치를 선택하여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18조는 “우리 사회의 노령화가 가속되고 있어 노인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점증하는 점과 유럽연합기본권헌장이 노인에게 존엄성 있는 독립적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적·문화적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선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설
명하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원회, 앞의 글, 77-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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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376)

[표 3-4] 2014년 자문위원회안 조문대비표377)

375) 2014년 자문위원회안 제14조 ① 모든 사람은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76) 그 취지는 “국가의 재해예방, 국민보호 의무를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포함시
켜 보다 핵심적인 헌법적 가치로서 보호하고, 국가가 준수하여야 할 보호 의무의 수준
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원회, 앞의 글, 74면.

377) 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원회, 앞의 글, 95면.

현 행 2014년 자문위원회안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

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34조 ① 모든 사람은 인간다운 생활

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

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

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③ 모든 사람은 사회보장제도 등에

관한 고지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

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수정하여 제2절 평등, 안 제16조로

옮김)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

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수정하여 제2절 평등, 안 제17조 및

제18조로 옮김)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

를 받는다.

④ 장애·질병·노령 그 밖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

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

력하여야 한다.

(수정하여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안 제14조 제2항으로 옮김)

제35조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

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합리적인 주택개발정책 등

을 통하여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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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체적 내용

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1항)

2014년 자문위원회안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

람”으로 변경하고, 제3항의 사회보장제도 등에 관한 고지를 받을 권리의 주

체도 “모든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주체를 “사

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2014년 자문위원회안 이외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포럼안과 정의당의 헌법개정안378)이 있다.

②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제2항)

2014년안은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는

현행 2항을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로 문구를 정리하고 있다.

③ 사회보장제도 등에 관하여 고지를 받을 권리 신설(제3항)

2014년 자문위원회안은 제3항에서 ‘사회보장제도 등에 관하여 고지를 받을

권리’를 신설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 등 행정제도에

관하여 적절하게 고지를 받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를 보다 충실히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 개정 취지이다.379)

④ “신체장애자” 표현 삭제(제4항)

2014년 자문위원회안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신체장애자’ 표현을 삭제

하고 ‘장애’를 ‘노령·질병’과 같이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보호를 받을 국민의

범위를 신체장애에 국한하지 않고 ‘장애’로 규정함으로써 보호대상을 확대”하

였음을 밝히고 있다.380)

⑤ 주거생활의 안정(제5항)

2014년 자문위원회안은 현행 헌법은 제35조 제3항의 주택개발정책에 관한

규정을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을 옮기면서 해당 규정의 성질상 환경권 보다는

378) 정의당 헌법개정안 제33조 ① 모든 사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379) 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원회, 앞의 글, 96면.
380) 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원회, 앞의 글, 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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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으로 그 취지를 밝

히고 있다.381)

3. 2017년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의 헌법개정안

(1)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구성 및 활동

1)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

제20대국회는 “지난 30여 년간 국내외의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이 급변

하여 기존 헌법 체제 하에서 개별 법률의 개정이나 제도의 보완만으로는 해

결할 수 없는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헌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인식 아래에서 제10차 헌법 개정에 필요한 논의를 위하여 국회 헌

법개정 특별위원회를 2016년 12월 29일 구성하였다.382) 국회 헌법개정 특별

위원회의 활동기한은 2017년 6월 30일까지였고, 이후 한 차례 연장되어

2017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2017

년 6월 27일 구성되어 운영되던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와 통합하여 구성

된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로 활동을 이어 갔으나 이 역시

별다른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하였다.383)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는 23회의 전체회의 및 18회의 소위원회를 개최

하였고, 그 중에는 전문가 공청회 2회, 시민단체·헌법기관·정부부처 의견청

취 4회, 대통령 후보 5인의 개헌의견 청취 1회,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11

회384)가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려 하였음을 알 수 있다.385) 국

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이어받은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381) 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원회, 앞의 글, 96면.
382)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르면, 위원 수는 36인으로 하고, 활동기한은
2017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다. 국회운영위원장,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안번호 4739), 2016. 12.

383)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017년 12월 29일 구성되어 2018년 6월 30일 활
동을 종료하였다.

384)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는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와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주
최하였으며, 개헌 주요 쟁점을 보고한 후 전문가의 지정토론을 거쳐 국민대토론회에
참석한 일반 국민의 의견 개진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총 5,600여명이 참여하였다.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헌
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2018, 134면.

385)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앞의 글, 1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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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4회의 전체회의 및 23회의 소위원회를 개최하였다.386)

2)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구성 및 활동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는 “개헌 추진 동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한

다는 여·야의 공감대에 따라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고, 헌

법 각 분야에서 경륜과 전문 지식을 갖춘 자문위원들로부터 개헌의 주요 쟁

점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2017년 2월 2일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

회 자문위원회(이하 ‘2017년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였다.387)

2017년 자문위원회는 기본권·총강,388) 경제·재정, 지방분권, 정부형태, 정

당·선거분과, 사법부 등 6개 분과를 운영하였으며,389) 2018년 1월 헌법개정안

조문시안이 포함된 2017년 자문위원회 보고서를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 제출하였다.390)

(2) 사회적 기본권 관련 주요 내용

1) 개요

2017년 자문위원회의 헌법개정안 조문시안(이하 ‘2017년 자문위원회안’이

라 한다)은 사회적 기본권으로 제33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4조 교

육을 받을 권리, 제35조 일할 권리, 제36조 노동3권, 제37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함께 누릴 권리, 제38조 소비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2017년 자문

위원회는 사회적 기본권과 관련하여 “양극화와 취약계층의 문제를 해결해서

386)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앞의 글, 9-10면.
387)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앞의 글, 3면, 자문위원회 구성 경과를 살펴
보면, 개헌특위는 2017년 1월 17일 자문위원을 공개모집 방식으로 모집하기로 결정하
고, 2017년 1월 17일부터 1월 21일까지 4일간 진행된 자문위원 추천 공개모집을 통하
여 296명의 후보자를 추천받은 후, 개헌특위의 위원장과 간사 간 회의를 통하여 6개
분야에서 53명의 자문위원을 최종 선정하고, 2017년 2월 2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헌
특위 자문위원 위촉을 통하여 자문위원회 활동이 시작되었고, 김원기 전 국회의장, 김
형오 전 국회의장, 김선욱 전 이화여대 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위원
구성은 같은 글, 3-10면 참조.

388) 기본권·총강 분과는 고문현(숭실대), 박태순(사회갈등연구소), 김선수(법무법인 시
민), 신필균(헌법개정여성연대), 김은경(세종리더십개발원), 정성헌(한국 DMZ 평화생명
동산), 김창수(전 국회의원), 조소영(부산대), 박순성(동국대), 염형철(환경운동연합)으
로 구성되었다.

389)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앞의 글, 3면.
390)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앞의 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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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회구성원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권을 실효성있게 보장하

는 것을 목표”로 함을 분명히 하면서,391) ‘사회권(사회적 기본권)의 확대 및

강화’라는 범주 안에 제33조(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부터 제38조(소비자의

권리)까지 사회권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7년 자문위원회는 “모든 구성원이 기초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위험으

로부터 해방되어 존엄과 가치를 지키면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향유하는

사회”를 개헌을 통하여 구현하려는 사회상으로 제시하면서, 사회권의 확대·강

화를 통하여 “사회적·경제적 양극화와 취약계층 문제를 해소하고 출산력을

제고”하여 우리 사회를 “지속가능한 사회”로 만들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

다.392)

2017년 자문위원회는 “기본권의 주체를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으로 개정

하고, 다만 권리의 성격상 ‘국민’으로 한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국민’으로

규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사회적 기본권 중에서는 교육을 받을 권리,

일할 권리, 환경권, 소비자의 권리 등은 사람으로 확대하고 있다.393)

2) 사회권의 법적 성격

2017년 자문위원회안은 사회권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사회적 기본권은

“헌법의 명문에 의하여 규정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로서, 사회적 기본권에

의해 국민이 받을 이익은 결코 국가의 은혜 내지 사회정책상의 시책에 수반

되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법적 이익이며, 자유권의 실질화는

바로 이러한 법적 이익의 보장을 통해서만 가능”394)하다는 입장을 인용하

며,395)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이 구체적 권리로서 법적 이익임을 분명히 밝히

고 있다.

391)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앞의 글, 22면.
392)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앞의 글, 81면.
393)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앞의 글, 48면, 2017년 자문위원회가 기본권
의 주체로 국민을 유지하고 있는 규정은 안 제23조 거주·이전의 자유, 제30조 집회·결
사의 자유, 제31조 직업의 자유, 제32조 재산권, 제33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
39조 선거권, 제40조 공무담임권, 제41조 국민발안권, 제48조 국가배상청구권, 제49조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제50조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 등이다.

394) 김복기(2014), 앞의 논문, 129면.
395)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앞의 글, 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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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기본권의 위치 변경

2017년 자문위원회안은 기본권의 순서를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자

유권, 사회권, 참정권, 사법절차적 권리 순서로 규정하여 사회적 기본권을 자

유권 바로 다음에 규정하고 있다.396)

2017년 자문위원회안은 사회적 기본권 안에서도 현행 헌법 제34조의 인간

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사회적 기본권의 제일 앞에서 규정하고, 현행 헌법

제124조의 소비자보호운동 규정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규정하면서 사

회적 기본권에 포함하고 있다.

(3) 헌법 제34조의 개정의견

1) 개관

2017년 자문위원회안은 현행 헌법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사

회적 기본권의 제일 앞인 제33조에 규정하면서, 제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2항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제3항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제4

항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 제5항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 순으로 규정하

고 있다.397) 그리고 현행 헌법 제34조 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자, 노인·청소년, 장애인의 복지’ 관련 조항은 안 제15조 성평등,398)

제16조 아동의 권리,399) 제17조 노인의 권리,400) 제18조 장애인의 권리401)에

396)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앞의 글, 135면.
397)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앞의 글, 82면.
398) 2017년 자문위원회안 제15조 ① 국가는 고용, 노동, 복지, 재정 등 모든 영역에서 성

평등을 보장한다.
② 국가는 선출직 임명직 공직 진출에 있어 남녀의 동등한 참여를 촉진하고, 직업
적·사회적 지위에 동등하게 접근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③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
가는 이를 보장한다.
④ 국가는 자녀의 출산·양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399) 2017년 자문위원회안 제16조 ① 아동은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아동과 관련한 모든 공적·사적 조치는 아동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야 한다.
②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며,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아동은 차별받지 아니하며, 부모와 가족 그리고 사회공동체 및 국가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으며 적절한 휴식과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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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평등조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제6항 재해 예방 및 국민 보호 조항은 안

제13조 안전의 권리402)로 옮겨 규정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현행 규정은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외하

고는 국가에 대한 의무 부과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2017년 자문위원회안은

모든 항에서 권리규정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기본권이 “국민의

구체적 권리”라는 인식 아래에서 “사회권 영역별로 구체적인 기본권으로 명

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403)

[표 3-5] 2017년 자문위원회안 조문대비표

400) 2017년 자문위원회안 제17조 노인은 존엄하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와 사회적·
문화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모든 영역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401) 2017년 자문위원회안 제18조 ① 장애를 가진 사람은 존엄하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
할 권리와 사회참여의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법률에 따라 자신이 가진 능력을최대한으로 개발
하고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필요한 보건의료 및 기타 서비스
를 지원해야 한다.
③ 국가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사회적 통합을 추구하며 사회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402) 2017년 자문위원회안 제17조 제13조 ① 모든 사람은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재해 및 모든 형태의 폭력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사
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03)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앞의 글, 81면.

현 행 2017년 자문위원회안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

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33조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
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
를 받는다.

② 모든 국민은 질병·장애·노령·실업·
사망·출산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적절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를
포함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

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수정하여 안 제15조, 제16조,
제17조(장애인)로 옮김)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

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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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체적 내용

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1항)

2017년 자문위원회안은 현행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

리를 사회적 기본권의 제일 첫 조문인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하면서, 그 의

의를 “모든 사회구성원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구체적으

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404)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조항

의 위치 변경, 의의에 비추어 보건대 2017년 자문위원회안은 인간다운 생활

을 할 권리의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 조항으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주체와 관련하여서는 ‘국민’으로 할 것인지 아

니면 ‘사람’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견해 대립이 있었으나,405) ‘국민’으로 유

지되었다.

②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제2항)

2017년 자문위원회안은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실질화”하기 위하여 현

행 헌법 제34조 제2항의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국가의 의무 조

항과 같은 조 제5항의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의 국가 보호 규정을 통합하여

404)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앞의 글, 82면.
405)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앞의 글, 82면.

제36조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③ 모든 국민은 적절한 보건의료서비
스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야 한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

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

력하여야 한다.

(수정하여 안 제13조로 옮김)

제35조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

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신 설> ⑤ 모든 사람은 문화생활을 누릴 권
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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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출산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으

로부터 적절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를 포함한 사

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개정하고 있다. 현행 헌법 제34조 제5항이

생활보호의 원인이 되는 사회적 위험으로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만을 예시

하고 있는데 비하여 실업·사망·출산까지 사회적 위험에 포함됨을 명시하고,

법률 유보 문구를 삭제하고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명시함으로써 구체적 권

리성을 명확히 하려 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2017년 자문위원회안은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를 포함한 사회보장’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회보장이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를 포함하는 개

념인지 아니면 소득보장과 사회보장이 병렬적 개념인지 분명하지 않다. 또한,

조문 시안은 제1항에서 ‘인간다운 생활’, 제2항에서 ‘적절한 생활’, 제4항에서

‘쾌적한 주거생활’, 제5항에서 ‘문화생활’을 규정하고 있는데 각각의 조항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이해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한편, ‘사회보장제도 등을 고지받을 권리’를 별도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하

여도 논의가 있었으나, 실체적 규정이 아닌 절차적 규정이고 「사회보장기본

법」 제36조406)의 통지의무를 강화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으로 정리되었다.407)

③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보장받을 권리(제3항)

2017년 자문위원회안은 현행 헌법 제36조 제3항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

호 의무 조항을 안 제33조 제3항에서 ‘국민의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보장

받을 권리’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 조항으로 강화하

고 있는데, “보건의 최종 목적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며 증진시키는 것이므로

보건권은 건강권의 하위 개념이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하여는 보건

뿐 아니라 경제, 사회, 환경적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건강권

조항을 대폭 강화하고 복합적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기 때문”으로 설명

하고 있다.408)

건강권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조문에 포함한 것에 대하여는 “취약

406) 「사회보장기본법」 제36조(사회보장에 관한 통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해당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407)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앞의 글, 83면.
408)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앞의 글, 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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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일수록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므로 이를 사회보장 조항에

포함하여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회보장기본법」이 사회서비스의

하나로 보건의료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409)

④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제4항)

2017년 자문위원회는 현행 헌법 제35조 제3항의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

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 조항을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로 구체화하고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2017년 자문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주택사정을 고려할 때 주택문제는 사회

보장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현행 헌법 제35조 제3항은 환경정책과 사회보장정

책을 혼동한 것”410)이라는 반성적 고려에서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환

경권 조항에서 규정하지 않고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

다.

⑤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제5항)

2017년 자문위원회는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를 신설하고 있다.411) ‘문화생

활을 누릴 권리’의 신설 취지에 대하여 현행 헌법 제34조 제1항 및 제5항은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는 행위의 지침 즉, 행위규범으로서 작용”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412) 취

지를 반영하여 헌법규범화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413) 그런데, 2017년 자문

위원회에서 인용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를 독

자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기 보다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의미를 구체화

한 것이라는 점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권리로서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를 규정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 또한, 2017년 자문위원회는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 중

409)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앞의 글, 83면.
410)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앞의 글, 83면.
411) 2017년 자문위원회는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가 “문화생활에 대한 참가

(participation), 문화생활에 대한 접근(access), 문화생활 기여(contribution)”로 구성되
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앞의 글, 84면.

412) 헌재 1997. 5. 29. 94헌마33, 판례집 9-1, 553면.
413)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앞의 글, 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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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을 누릴 권리의 주체만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와 달리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만 주체를 사람으로 규정한 이유에

대한 설명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IV. 대통령 헌법개정안

1. 제안 배경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파면되

면서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2017년 5월 9일 조기에 실시되었다.414) 대통령

선거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여파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혁 등을

위한 개헌이 화두가 되었다.

각 당 대선 후보들 중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후보, 국민의당의 안철수후보

그리고 정의당의 심상정후보는 2016년 12월 29일부터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

던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에 2017년 4월 12일 출석하여 대통령 후보로서

헌법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고,415) 자유한국당의 홍준표후보는 서면으

로 개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416)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에서 “개헌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일”로

서 “국민들이 20대 국회에 부여한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였다.417)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 헌법개정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않음에 따

라 2018년 3월 26일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

을 하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하여 발의하였음을 밝혔다.418)

2. 사회적 기본권 관련 주요 내용

414) 헌재 2017. 3. 10. 2016헌나1, 판례집 29-1.
415) 제20대국회 제350회국회 제13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2017. 4. 12) 회의록, 1면.
416) 제20대국회 제350회국회 제13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2017. 4. 12) 회의록, 1면.
417) 제20대국회 제350회국회 제13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2017. 4. 12) 회의록, 3면.
418) 청와대, “개헌안 발의 관련 대통령 입장문”, 2018. 3. 26, https://www1.president.go.

kr/articles/2786, 최종 방문일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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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통령 헌법개정안은 사회적 기본권과 관련하여 i) “개인의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규정하는 등 교육을 받을 권리 강화, ii) “노동자에 대한 정

당한 대우를 통하여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동자의 기

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노동자의 권리 강화, iii)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임신ㆍ출산ㆍ양육과 관련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을 권

리, 주거권, 건강권, 안전권을 신설함으로써 사회보장을 국가의 시혜적 의무

에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변경, v) 환경 보호 및 동물보호 정책의 시행 의

무 도입 등을 헌법개정안의 주요 특징으로 제시하고 있다.419)

(2) 사회적 기본권의 구성

대통령 헌법개정안은 제32조 교육을 받을 권리, 제33조 일할 권리, 제34조

노동3권, 제35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여 기본적으로 현행 헌법

과 사회적 기본권 내에서 동일한 순서를 유지하고 있다. 제36조에서 어린이

와 청소년, 노인, 그리고 장애인의 권리를, 제37조에서 안전하게 살 권리를

새롭게 신설하고 있다. 제38조에서는 환경권을, 제39조에서는 혼인과 가족생

활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데, 신설되는 기본권을 제외하고는 위치상의 변화

는 없다.

(3) 사회적 기본권의 주체

대통령 헌법개정안은 “세계화가 진전된 우리 사회의 변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기본권 중 “천부인권적 성격을 가진 기본권”의 주체를 사람으로 확

대420)하면서 제2장의 제목을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기본적 권리와 의무’

로 변경”하였으나, 사회적 기본권의 주체는 ‘국민’을 그대로 유지하였다.421)

419) 문재인대통령,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의안번호 12670), 2018. 3. 26, 12-13면.
420) 대통령 헌법개정안에서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이중처벌 및 연좌제 금지,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ㆍ예술의 자유, 청원권, 재판청구권(안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ㆍ제3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19조,
제23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이다. 문재인대통령,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의안번호 12670), 2018, 6면.

421) 문재인대통령,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의안번호 12670), 2018. 3. 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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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헌법 제34조의 개정 내용

(1) 개관

2018년 발의된 대통령 헌법개정안은 현행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

리를 헌법 체계 내에서의 위치 변경 없이 안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대

통령 헌법개정안은 제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2항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제3항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하여 지원을 받을 권리, 제4항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 제5항 건강하게 살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개정안은 현행 제2항과 제5항을 통합하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로 강

화하고, 제3항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 조항은 임신·출산·양육에 관하여

지원을 받을 권리로 강화하며, 제4항의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 조항은

제36조를 신설하여 어린이와 청소년, 노인, 장애인의 권리 규정으로 강화하

고,422) 제6항 재해 예방 및 국민 보호 조항은 안전하게 살 권리(안 제37조)를

신설하며 별도 조문으로 규정하고,423) 제35조 제3항의 쾌적한 주거생활 조항

과 제36조 제3항의 보건에 관한 보호 조항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조문

으로 옮겨 각각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와 건강하게 살 권리

로 강화하였다.

[표 3-6] 대통령 헌법개정안 조문대비표

422)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의안번호 12670)」 제36조 ① 어린이와 청소년은 독립된 인
격주체로서 존중과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노인은 존엄한 삶을 누리고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에 참여할 권
리를 가진다.
③ 장애인은 존엄하고 자립적인 삶을 누리며,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423)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의안번호 12670)」 제37조 ① 모든 국민은 안전하게 살 권리
를 가진다.
②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

현 행 대통령 헌법개정안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

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35조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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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체적 내용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1항)

대통령 헌법개정안은 현행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를 제35조 제1항에 그래도 규정하고 있다.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구체적인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화하고 있다.

2)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제2항)

대통령 헌법개정안은 제35조 제2항에 “모든 국민은 장애ㆍ질병ㆍ노령ㆍ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

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

를 받는다.

② 모든 국민은 장애ㆍ질병ㆍ노령ㆍ실

업ㆍ빈곤 등으로 초래되는 사회적 위

험으로부터 벗어나 적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

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임신ㆍ출산ㆍ양육과

관련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

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수정하여 안 제36조로 옮김)

제35조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

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

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36조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⑤ 모든 국민은 건강하게 살 권리를 가

진다. 국가는 질병을 예방하고 보건의

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

한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

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

력하여야 한다.

(수정하여 안 제37조 제2항으로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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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ㆍ빈곤 등으로 초래되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적정한 삶의 질을 유

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

행 헌법 제34조 제2항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 규정과 제5항의 생활

능력 없는 국민 보호 규정을 통합한 것으로, “사회보장을 국가의 시혜적 의

무에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변경하여 모든 사회구성원이 기초생활을 유지

하지 못하는 위험으로부터 해방되어 존엄과 가치를 지키면서 건강하고 쾌적

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424) 현행 헌법에서 사회적 위험으로

규정하고 있는 신체장애자, 질병, 노령에 더하여 실업, 빈곤까지 추가하고 있

다. 대통령 헌법개정안은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의 규정에 더하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궁극적으로 ‘적정한 삶의 질을 유

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적정한 삶의 질의 유

지’라는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둔 것을 의의로 볼 수 있다.

3) 임신․출산․양육에 관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을 권리(제3항)

대통령 헌법개정안은 제3항에서 “모든 국민은 임신ㆍ출산ㆍ양육과 관련하

여 국가의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인구감소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임신ㆍ출산ㆍ양육을 가정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장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으로 설명되고 있다.425) 현행 헌

법 제3항의 여자의 복지와 권익 향상 노력 규정을 남녀의 성 구분 없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권리로서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된다. 노인과 청

소년, 장애인은 안 제36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회보장에 관한 규

정에서 임신·출산·양육에 관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것은 임

신·출산·양육이 특별한 보호 대상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위험에 준하

여 그 상황에 처한 사람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4)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제4항)

대통령 헌법개정안은 현행 헌법 제35조 제3항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한

노력 규정을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의 제4항으로 옮기면서 “모든 국민은 쾌적

424) 문재인대통령,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의안번호 12670), 2018. 3. 26, 12-13면.
425) 문재인대통령,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의안번호 12670), 2018. 3. 26, 12-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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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권리규정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헌법개정안의 주거권 신설에 대하여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는 최소한의 의식주가 포함되므로 우리 헌법은 이미 주거권을 가지고 있으

며, 실질적인 주거권은 결국 입법을 통하여 실현된다는 점에서 주거권의 헌

법 명시 필요성에 대한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426)

5) 건강하게 살 권리(제5항)

대통령 헌법개정안은 현행 헌법 제36조 제3항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

규정을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의 제5항으로 옮기면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질병을 예방하고 보건의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

여 노력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건강에 관한 권리 보장”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설명되고 있다.427)

이 규정에 대하여는 ‘건강하게 살 권리’의 규정 의의를 받아들이면서도 그

규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국가의 노력의무 및 법률 유보를 규정하여 “건

강권의 범위 혹은 대상에 관하여 해석의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보다 구체적

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428) 다른 측면으로는 건강

권의 명시가 건강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할 뿐 아니라, 건강권의 실현은 국

가 재정의 한계에 직면할 수 밖에 없는데, 이를 헌법에 권리로 명시하는 것

은 오히려 기본권으로서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고 비판하며 규정의 의의 자

체를 부정하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429)

4. 평가

대통령 헌법개정안은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뿐만 아니라 제2항

426) 윤수정, “헌법개정과 사회적 기본권”, 법학연구 제29권 제3호, 충남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 법학연구소, 2018. 8, 139면.

427) 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의안번호 12670), 2018, 8면.
428) 김남희, “대통령 발의 헌법 개정안에 담긴 사회권의 의미와 한계”, 사회보장법학 제7
권 제1호, 사회보장법학회, 2018. 6, 88면.

429) 김학성, 박용숙,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강원법
학 제54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8. 6, 2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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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통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의 내용을 다양화하

고, 이를 모두 권리형식으로 규정함으로써 제34조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의

구체적 권리성을 명확히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하여 인정되어 온 건강권을 권리로서 명시하고 아

울러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에 포함하고, 주거의 불안정 또한 사회보장에서

아울러 다루어야 할 사회적 위험으로 판단하여 이를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에

포함한 것도 의미가 있다. 아울러 체계적으로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 보다는

별도 규정할 필요성이 많이 제기된 노인, 청소년, 장애인에 관한 규정도 별도

규정하여 체계를 정비함과 아울러 그 권리성을 명확히 한 것, 사회보장에 관

한 규정으로 보기 어려웠던 재해 예방 및 국민 보호 조항을 안전하게 살 권

리를 신설하면서 이관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다.

대통령 헌법개정안은 발의 이후 제출된 정의당안을 제외하고는 이 논문에

서 다루고 있는 헌법개정안 중 가장 나중에 제안된 것으로서 그 동안의 헌법

제34조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검토하여 나름대로 최대한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용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 헌법개정안은 국회의 통과 및 국

민투표 가결 등 현실적 수용 가능성을 고려하여서인지 논쟁이 될 만한 부분

에 대한 과감한 개정 시도는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면, 사회적

기본권의 자유권 다음으로의 위치 변경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주

체 확대 등의 보다 큰 틀의 개정 노력은 부족하였다. 사회적 기본권의 측면

에서, 대통령 헌법개정안은 전문에서 ‘자치와 분권 강화’, ‘자연과의 공존’을

새롭게 규정하고, 총강 제1조에서 ‘지방분권국가 지향’ 규정을 도입430)하는

등 새로운 시대가치를 규정하면서도 사회적 양극화, 소득 양극화 등으로 인

하여 어느 때보다도 우리 시대에 그 가치가 절실한 ‘사회적 연대’와 같은 새

로운 국가목표의 선언에는 소극적이었다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V. 각 정당의 개헌 의견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3월 26일 헌법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국회 각 교

430)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의안번호 12670)」 제1조 ③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
향한다.



- 132 -

섭단체는 개헌 의견을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3차(2018년 4월 9일)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431)은 각각 제출한 개헌

의견의 개헌 방향에 대하여 설명하였고,432) 바른미래당의 개헌 의견은 4월

10일 이후 제출될 것으로 설명되었다.433)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정의당이 제출

한 의견 중에서 조문 형식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은 정의당의 개정안 뿐이다.

따라서 현행 헌법 제34조에 대하여 구체적인 개정안도 정의당안에서만 제시

되어 있고, 다른 당은 기본권이나 사회적 기본권의 강화 방향 정도만 제시하

고 있을 뿐이다.434)

1. 더불어민주당의 사회적 기본권 관련 의견

더불어민주당은 개헌 의견을 조문 형식으로 제출하지 않고 주요 쟁점에

대하여 요약 형식으로 제시하였다. 다만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

회에서 이인영의원이 개헌 의견을 설명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헌법개정안에

대한 당론은 기본적으로는 대통령 헌법개정안과 같은 방향, 기준을 가지고

같은 입장으로 정리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435) 기본적으로 대통령 발의 헌

법개정안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으로 이해해도 될 것이다.

431)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각각 독자적인 개헌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당시 교섭단체를
함께 구성하고 있음에 따라 “개헌과 선거제도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을 통일하여 심
상정의원이 설명하였다. 제20대국회 제359회국회 제13차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
회(2018. 4. 9) 회의록, 13면.

432) 제20대국회 제359회국회 제13차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2018. 4. 9) 회의록,
6-13면.

433) 제20대국회 제359회국회 제13차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2018. 4. 9) 회의록
회의록, 6면.

434) 이하에서 소개하고 있는 각 당의 헌법 개정 관련 의견은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
혁특별위원회에 각 당이 제출한 당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것이다. 각 당이 제출한
자료는 공개되어 있지는 않고, 각 당이 제출한 개헌 의견을 비교 정리한 내용이 『헌
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다. 세부 내용은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앞의 글, 150-269면 참조.

435) 제20대국회 제359회국회 제13차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2018. 4. 9) 회의록,
6-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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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한 개헌 의

견의 주요 내용 중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권의 주체를 자유권은 ‘사람’, 사회권은 ‘국민’으로 명기, 2) 사회보

장권리, 사회보장을 국가의 시혜적 의무에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변경

3) 임신·출산·양육에 국가 지원을 받을 권리, 4) 주거권 신설(모든 국민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누릴 권리 명시), 5) 건강권 신설(모든 국

민은 건강하게 살 권리 명시), 6) 어린,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동등한

기회와 참여 권리 명시436)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한 개헌 의

견은 조문 형식의 완결된 헌법개정안이 아닌 의견 수준으로 볼 수 있다. 더

불어민주당은 헌법개정안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대통령 헌법개정안과 동일

한 입장임을 천명한 바 있고, 실제로 위에서 제시된 개헌 입장도 대통령 헌

법개정안과 비슷한 취지임을 알 수 있다.

2. 자유한국당의 사회적 기본권 관련 의견

자유한국당이 제출한 헌법개정 의견 또한 간략한 기본 입장 정도 수준이

어서 헌법 제34조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알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기본권

과 관련하여 ‘국민기본권 강화’를 기본 방향으로 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

과 사회적 기본권을 확대, 강화하는 내용도 반드시 포함할 것이라는 점”과

“우리 사회가 우선적으로 획득해야 할 공통의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

적 평등권을 확대”할 것임을 강조하고, “사회적 민주화에 대한 깊은 철학적

성찰이 새 헌법에 녹아 스며들기를 희망”함을 밝히고 있다.437)

3. 바른미래당의 사회적 기본권 관련 의견

436)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국민개헌안 설명자료”, 더불어민주당, 2018. 4. 6.
437)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국민개헌안 설명자료”, 자유한국당, 2018.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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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이 제출한 개헌 의견 또한 조문 형식이 아닌 기본 방향에 대한

것이다. “시민사회의 성숙도와 국민의 다양한 요구 및 시대흐름을 반영하는

새로운 기본권을 신설”한다는 기본 방향 안에서 “안전권, 생명권, 알권리 및

자기정보결정권을 신설”하였고, 사회적 기본권과 관련하여서는 “건강권”을 신

설하였으며, “장애인, 노인, 청소년 등을 위한 기본권을 명시”하여 “국민의 기

본권을 최대한 확대”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438)

4. 민주평화당의 사회적 기본권 관련 의견

민주평화당이 제출한 개헌 의견에서는 먼저 “모든 국민이 빈부에 관계없

이 건강한 삶을 보장받도록” 건강권을 신설하고,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

인의 권리를 명시”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439) 구체적으로는 “어린이와 청소년

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하고, 독립한 인격 주체로서의 자율성을 보

장”하고, “노인의 권리보호 규정을 신설하여 사회·문화적 생활 참여권을 적극

보장”하며, “장애인의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가 장애인의 공동체 생활

참여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근거를 마련”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440)

5. 정의당의 헌법개정안

(1) 개관

정의당은 다른 당과 달리 개헌 의견을 조문 형식으로 제출하였다.441) 먼

저, 사회적 기본권으로 제33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4조 교육을 받을

권리, 제35조 일할 권리, 제36조 노동 3권, 제37조 환경권, 제38조 소비자의

권리를 규정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사회적 기본권의 제일 앞에서

규정하고 있다.

정의당안의 제33조 규정 체계는 다소 혼란스러운데, ‘사회보장권 강화[현행

438) 바른미래당, “국민을 위한 바른미래 개헌안”, 바른미래당, 2018. 4. 16.
439) 민주평화당, “민주평화당 헌정특위 기자회견문”, 민주평화당, 2018. 3. 26.
440) 민주평화당, 같은 글.
441) 정의당안의 조문본 및 해설본은 조문대비표의 설명에서 2017년 자문위원회의 내용
을 포함하고 있어 정의당안 작성시 참고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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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항목에서는 제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2항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제3항 정주 외국인에 대한 기초생활 유지 보장, 제4항 사회보장 예산

우선 편성, 제5항 사회보장제도 등에 관한 고지를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

으나,442) ‘건강권의 신설’ 항목에서는 안 제33조 제3항에 보건의료서비스를

보장받을 권리를 규정하고,443) ‘문화권’ 항목에서는 안 제33조 제5항에 문화

생활을 누릴 권리를 규정하고,444) ‘농민과 먹거리 기본권’ 항목에서는 안 제

33조 제6항에 안전하고 안정적인 식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어

조항이 중복되어 있다. ‘사회보장권 강화[현행 제34조]’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개별 항목에 대한 설명에서 사회보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에 대한 규정에서 함께 규정하려는 취지로 이해하여 함께

검토한다.

현행 제3항의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 조항, 제4항의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 정책 실시 조항 및 장애인은 안 제15조,445) 제16조,446) 제17조447),

제18조448)로 옮겨 규정하고, 제6항의 재해 예방 및 국민 보호 조항은 안 제

442) 정의당, “정의당 제10차 개헌 과제와 입장_조문본”, 정의당, 2018, 24면.
443) 정의당, 앞의 글, 18면.
444) 정의당, 앞의 글, 24면.
445) 정의당안 제15조 ① 국가는 고용, 노동, 복지, 재정 등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성평

등을 보장한다.
② 국가는 선출직·임명직 공직 진출에 있어 남녀의 동등한 참여를 촉진하고, 직업
적·사회적 지위에 동등하게 접근할 기회를 보장한다.
③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
가는 이를 보장한다.
④ 국가는 자녀의 출산·양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446) 정의당안 제16조 ① 아동은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아동
과 관련한 모든 공적·사적 조치는 아동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여,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아동은 차별받지 아니하며, 부모와 가족 그리고 사회공동체 및 국가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으며 적절한 휴식과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447) 정의당안 제17조 노인은 존엄하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와 사회적·문화적 생활
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모든 영역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448) 정의당안 제18조 ① 장애를 가진 사람은 존엄하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와 사
회참여의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법률에 따라 자신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
하고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필요한 보건의료 및 기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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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 제2항449)으로 옮겨 규정하고 있다.

[표 3-7] 정의당 헌법개정안 조문대비표

를 지원해야 한다.
③ 국가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사회적 통합을 추구하며 사회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449) 정의당안 제13조 ① 모든 사람은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재해 및 모든 형태의 폭력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사
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현 행 정의당 헌법개정안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

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33조 ① 모든 사람은 인간다운 생활

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

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

를 받는다.

② 모든 국민은 질병·장애·노령·실업·

사망·출산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적절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를

포함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

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수정하여 안 제15조로 옮김)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

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수정하여 안 제16조, 제17조로 옮김)

<신 설> ③ 법률이 정한 범위의 정주 외국인

들에 대하여 국가는 법률에서 정하는

적당한 식량, 의복 및 의료를 포함한

기초생활 유지를 보장하여야 한다.

<신 설> ④ 노령·장애·아동 등 소득 및 생활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 대한 예산과

그 밖에 사회보장 예산 순으로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다른 분야의 예산보

다 우선 편성하고, 국가와 모든 국민

및 정주 외국인은 부담능력에 따라

소요 재정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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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 제34조의 개정 내용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1항)

정의당안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

고 있다. 정의당안과 같이 사람으로 확대하고 있는 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포럼안, 2014년 자문위원회안이다. 다만 정의당안은 사회보장에 관한 규

정 안에서도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및 안전하고 안정적인 식생활을 보장받을

권리의 주체는 국민으로 규정하여 일관되지 않다.

2)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제2항)

정의당안은 제2항을 “모든 국민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출산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적절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를 포함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여 현행 제2

다.

<신 설> ⑤ 모든 사람은 사회보장제도 등에

관한 고지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

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

력하여야 한다.

(수정하여 안 제13조 제2항으로 옮김)

제36조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③ 모든 사람은 적절한 보건의료서비

스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사람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야 한다.

<신 설>
⑤ 모든 사람은 경제적 능력과 관계

없이 적정한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이들의 문화향유권과 접근권을 보장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⑥ 모든 국민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식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 138 -

항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 조항과 제5항의 생활능력 없는 국민 보호 조

항을 통하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로 강화하고 있다. 이 조항은 2017년 자문

위원회안의 내용과 동일하다.

3) 정주 외국인의 기초생활 유지(제3항)

정의당안은 제3항을 “법률이 정한 범위의 정주 외국인들에 대하여 국가는

법률에서 정하는 적당한 식량, 의복 및 의료를 포함한 기초생활 유지를 보장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주체를 사람으로

확대하면서 우리 사회의 일원이면서 사회적 약자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과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정주 외국인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일정 부분에서 기본권의 주체임을 명시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것으

로 보인다.

4) 사회보장예산 우선 편성(제4항)

정의당안은 “노령·장애·아동 등 소득 및 생활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 대한

예산과 그 밖에 사회보장 예산 순으로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다른 분야의 예

산보다 우선 편성하고, 국가와 모든 국민 및 정주 외국인은 부담능력에 따라

소요 재정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장 예산 우

선 편성 규정은 다른 개헌 의견에서는 없는 내용으로 독자적인 의견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보장예산 우선 편성 조항에 대한 의식은 1980년 제8차 헌법

개정 당시 신민당의 헌법개정안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 사회보장제도 등에 관하여 고지를 받을 권리(제5항)

정의당안은 사회보장제도 등에 관하여 고지를 받을 권리를 신설하고 있다.

이 규정은 2014년 자문위원회안의 내용과 동일하다.

6)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보장받을 권리(제3항)

정의당안은 제36조 제3항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 조항을 제3항으로

옮기면서 “모든 사람은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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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사람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

정은 2017년 자문위원회안의 내용과 유사하다.

7)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제5항)

정의당안은 제5항에서 “모든 사람은 경제적 능력과 관계없이 적정한 문화

생활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이들의 문화향유권

과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화생활

을 누릴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개정안은 2017년 자문위원회안 외에 유일

하다.

8) 식생활을 보장받을 권리(제6항)

정의당안은 제6항에서 “모든 국민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식생활을 보장받

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

는 헌법개정안은 정의당안이 유일하다.

VI. 소결

지금까지 학계, 국회 자문위원회의 헌법 개정 의견과 대통령 헌법개정안

및 각 정당의 헌법 개정 의견(특히 정의당안) 등 8개의 헌법개정안 또는 헌

법 개정 의견을 살펴보았다.

헌법 제34조의 규정 이전에 기본권 및 사회적 기본권의 체계에 대한 입장

을 전체적으로 살펴본다. 먼저, 기본권 장을 절로 구분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라는 절 제목을 붙인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포럼안과 2014년 자

문위원회안이 있다. 사회적 기본권의 위치를 자유권 다음으로 옮겨 규정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 연구포럼안, 2009년 자문위원회안, 2014년 자문위원회

안, 2017년 자문위원회안으로 8건 중 4건으로 똑같이 견해가 나뉘었다. 기본

권의 주체는 2009년 자문위원회안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칙적으로 확대하는

데 동의하였다. 다만 사회적 기본권의 주체까지 확대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

의 연구포럼안, 2014년 자문위원회안, 2017년 자문위원회안, 정의당의 헌법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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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안으로 절반 정도로 나뉘었다.

헌법 제34조의 개정 의견 중 먼저 체계에 대하여 살펴 본다. 현행 헌법 제

34조를 사회적 기본권의 제일 앞에 규정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포럼

안, 2009년 자문위원회안, 2014년 자문위원회안, 2017년 자문위원회안으로 8

건 중 4건으로 비슷하게 견해가 나뉘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주체

를 사람으로 확대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포럼안과 2014년 자문위원회

안이었다. 헌법 제34조의 각 조항의 규정을 모두 권리규정형식으로 개정한

것은 2014년 자문위원회안, 2017년 자문위원회안, 대통령 헌법개정안, 정의당

헌법개정안 등 4건이다.

헌법 제34조의 개별 조항을 살펴본다. 제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모두 현행을 유지하였고 별다른 개정 의견은 없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포럼안만 제1항 제2문에 기본소득에 관한 시책 강구 의무를 추가하고 있

다.

다음 제2항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 조항과 제5항 생활보호 규정을 살

펴본다. 2014년 자문위원회안, 대화문화아카데미의 새헌법안, 국가인권위원회

의 연구포럼안, 한국헌법학회의 개헌연구안은 모두 두 항의 체계 유지를 전

제로 조항의 문구만을 일부 수정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2017년 자문위원회

안, 대통령 헌법개정안, 정의당 헌법개정안은 제2항과 제5항을 통합하여 사회

보장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였다.

현행 헌법에서 특별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여성, 노인과 청소년,

장애인에 관한 입장들을 정리하면, 제3항 여성의 복지와 권익 향상 조항을

현행 제34조에 규정하면서 개정하고 있는 것은 한국헌법학회의 개헌연구안,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포럼안, 대통령 헌법개정안 3 건이다. 대화문화아카데

미의 새헌법안, 2014년 자문위원회안, 2017년 자문위원회안, 정의당 헌법개정

안은 모두 평등 조항으로 옮겨서 규정하고 있다. 현행 제34조에 그대로 규정

하고 있는 안 중에서는 대통령 헌법개정안은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하여 국

가의 지원을 받을 권리로 규정하여 여자의 복지보다 포괄적인 성격의 규정을

두고 있다.

현행 제34조 제4항 노인과 청소년의 보호 조항은 모두 별도 조문에서 규

정하고 있는데, 대화문화아카데미 새헌법안, 국가인권위원회 연구포럼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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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헌법학회 개헌연구안, 대통령 헌법개정안은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 다음에

신설하는데 비하여 2014년 자문위원회안, 2017년 자문위원회안, 정의당 헌법

개정안은 평등 조항에서 규정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회보장 측면에서

접근할 것인지, 차별 금지 측면에서 접근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견이 나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장애를 생활보호에 관한 조항에서 사회적 위험으로 규정하는데 더하여 장

애인의 권리 등을 별도로 규정한 안은 대화문화아카데미의 새헌법안, 2017년

자문위원회안, 대통령 헌법개정안, 정의당 헌법개정안이 있으며, 별도로 규정

한 의견 중에서도 새헌법안은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에 특별 보호 대상으로

규정한데 비하여 나머지 3개의 안은 장애인의 권리를 규정하며 별도의 조문

에 규정하고, 대통령 헌법개정안은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 다음에 규정을 둔

데 비하여 다른 2개의 안은 평등 부문에서 규정하여 법적 성질을 달리 파악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행 헌법 제34조 제6항의 재해 예방 및 국민 보호 조항은 대화문화아카

데미 새헌법안을 제외하고는 모두 안전할 권리를 신설하면서 별도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설하는 경우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 다음에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 헌법개정안을 제외하고는 모두 평등 조항 앞 부분에서 규정하고 있

다.

건강권은 한국헌법학회 개헌연구안, 2017년 자문위원회안, 대통령 헌법개

정안, 정의당 헌법개정안에서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에서 함께 규정하고 있고,

특히 모두 권리규정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거권은 국가인권위원회 연구포럼안, 한국헌법학회 개헌연구안, 2017년

자문위원회안, 대통령 헌법개정안, 정의당 헌법개정안이 사회보장에 관한 규

정에서 함께 규정하고 있고, 이 중 2017년 자문위원회안, 대통령 헌법개정안,

정의당 헌법개정안은 이를 권리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사회보장제도 등에 관한 고지를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 연구포럼안, 2014년 자문위원회안, 정의당 헌법개정안이며,

문화 생활을 누릴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안은 2017년 자문위원회안, 정의당

헌법개정안이다. 정의당 헌법개정안은 정주 외국인들의 기초생활 보장, 사회

보장 예산 우선 편성 및 연대책임, 안전하고 안정적인 식생활을 보장받을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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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등을 독자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정리한 헌법 제34조에 대한 개정안들을 토대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헌법 제34조의 체계를 정리하는 입장이 다수 제시되었다.

특히 특별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여성, 노인과 청소년, 장애인에 관한

조항은 사회보장을 핵심적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는 헌법 제34조에 두는 것

보다는 별도 조항으로 두면서 권리성을 강화하려는 취지가 두드러진다. 다음,

재해 예방 및 국민 보호 조항도 대다수의 개정안에서 별도 조문으로 옮겨 규

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 또한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으로서의 성격이

크지 않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위 두 조항 모두 제9차 헌법 개정 과정에

서 당시 집권당인 민주정의당이 제시한 안에 포함되었던 내용이 그대로 현행

헌법에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체계 정합성이 떨어지는 조항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에 대한 정정의 의지가 의식적이든 아니든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

다.

대통령 헌법개정안, 2017년 자문위원회안, 그리고 정의당 헌법개정안이 사

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명문화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 개정안들은

헌법 제34조 제2항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의 내용상 모호성과 제5항

의 비 권리규정형식을 개선하여 그 구체적 권리성을 명확히 한 점에서 의의

가 크다고 본다. 아울러, 건강권과 주거권을 다수의 헌법개정안에서 사회보장

에 관한 규정에 포함하고 있는데, 건강권과 주거권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명

확히 하려 한 것으로 의의가 있다.

기본권 및 사회적 기본권의 체계와 관련하여서는 기본권 주체를 사람으로

확대하는 것, 사회적 기본권을 자유권 다음으로 옮기는 것 등 다수의 의견은

아니지만, 절반 정도의 헌법개정안에서 제시되고 있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

토할 필요가 있다. 체계 변경을 제시하지 않은 헌법개정안들도 그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았다기 보다는 체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고려한 측면이 많기 때문이다.

그 밖에 정의당 헌법개정안처럼 한 두 개의 헌법개정안에서 제시된 제안

이라고 하더라도 헌법 제34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으로서의 성격에 부합

하고, 그 규범력을 제고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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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의 개정 방안

이 절에서는 본 논문의 실질적인 결론으로서 헌법 제34조의 개정과정에

대한 통시적 접근과 각 국 입헌례에 대한 공시적 접근을 통한 분석 결과와

현재 우리 사회에 제시된 헌법 제34조에 대한 개정안을 토대로 헌법 제34조

에 대한 개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헌법 제34조에 대한 개정 방안은 사회적 기본권의 전체적인 체계에 영향

을 받으므로, 헌법 제34조에 대한 개정 방안의 제시에 이어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적 체계와 관련된 쟁점에 대한 개정 방안도 함께 제시한다.

I.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의 개정 방안

1. 개관

본 논문에서는 헌법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먼저,

헌법 제34조 제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헌법 규범으로서의 한계, 체

계적 위치의 불명확 등을 고려하여 개정을 제안한다. 개정 방향으로는 규정

위치의 변경, 규정의 구체화 그리고 삭제 등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는 삭제

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제34조 제2항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 의무 조항

과 제34조 제5항 생활무능력자 보호 조항을 통합하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로 명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예산의 우선적 편성 조항을 둔다. 셋째,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건강권과 주거권을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조문에서 함께 규정

한다. 넷째, 여성, 노인, 청소년, 장애인 등 특별 보호 대상은 별도로 규정하

면서 보다 구체화하고, 다섯째, 재해 예방 및 국민 보호 조항 또한 별도 조문

에서 규정한다.

이를 토대로 헌법 제34조의 개정안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450) 구체적인

개정 이유와 그 근거는 다음 항에서 제시한다.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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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의 개정 방안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개정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개정 이유

본 논문에서는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1962년 제5차 개정 헌법에서 도

입된 이래 우리 사회보장의 실현에 미친 영향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실현을 위한 수많은 사회보장 입법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역할을 해 왔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사회적 위기가 상시화된 헌법현실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우리 헌법현실 안에서의 역할에 대하여 냉철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고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헌법규범으로서의 역할의

한계, 도입 과정의 불분명과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한 점 그리고 이에

따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체계적 위치의 불명확성, 그리고 비교헌법

적으로 그 입헌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450) 특별 보호 대상에 대한 규정도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에 포함될 것이나, 본 논
문에서는 헌법 제34조를 사회보장의 중심적 규정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
로, 특별 보호 대상에 대한 개정 방안은 본 논문에서는 별도로 제시하지 않는다.

451) 본 논문에서 검토한 여러 헌법개정안은 대부분 기본권의 주체를 ‘사람’으로 확대하
고 있으나, 사회적 기본권의 주체까지 ‘사람’으로 확대하는 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연
구포럼안, 2014년 자문위원회안, 2017년 자문위원회안, 정의당 헌법개정안이며, 나아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주체까지 ‘사람’으로 확대하는 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연
구포럼안과 2014년 자문위원회안이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의 주체를
‘사람’으로 변경하였다. 기본권의 주체의 변경은 기본권 체계 전반과 관련되어 있으므
로 본 논문에서는 상론하지 않는다.

제1항 모든 사람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적정한 생활 수준을 유

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을 받

을 권리의 실현을 위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2항 모든 사람은 건강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제3항 모든 사람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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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헌법규범으로서의 역할의 한계 측면에서

살펴본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권리로서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는 이

를 통하여 사법심사 가능성이 열려있어야 한다. 그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원용한 여러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국가의

재정부담과 이에 따른 광범위한 입법재량 논리를 통하여 국가의 사회보장 실

현의 소극적 태도에 대한 사실상 면죄부로 기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기본권의 최후 보루인 헌

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하여 사회보장의 공백이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기능은

수행하지 못한 채 국가기관의 소극적 사회보장 실현을 용인하는 수단으로 기

능해 왔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기관이 최소한의 사회보장의

실현에 머물지 않고 최대한의 사회보장의 실현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나

아갈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보다 구체화된 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헌법재판소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다 구체화하지 못하고

사법적 심사에 소극적인 것은 헌법재판소의 문제라기보다는 헌법에의 도입

및 개정 과정에서부터 내재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권리로서 미약한

규범력에 기인한다. 1962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도입될 때부터 개정

헌법의 제안자들이나 국민들에게는 ‘인간다운 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인 권리가 국민들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인식이나 관련된 논의가 있었다고 보

기 어렵다. 그리고 개정 과정에서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의의와 한계

에 대하여 구체적인 논의와 고민이 없었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보다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의사도 확인되지 않았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1962년 헌법 도입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은 규범

력을 가진 채 현재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뿐이고, 헌법재판소 또한 그 제한된

규범력 안에서 혹은 제한된 규범력으로 인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체계적 위치의 불명확성도 개정을 검토

하게 하는 이유이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의 이념적 지

표로서 혹은 개별적인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로 이해된다. 그러나 제1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연혁적으로도, 규정 위치상으로도

사회적 기본권의 총칙적 규정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개별적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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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하나로 보기에는 그를 통하여 사법적 심사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

하는 규범력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결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체계적

위치의 불명확성을 개선하고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 헌법 안에서의

기능에 대한 검토 혹은 존치 여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같은 추상적인 표현을 가진 권리

는 비교헌법적 검토에서 본 바와 같이 다른 입헌례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도 개정 여부에 대한 논의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개정 방안

1) 사회적 기본권 또는 기본권의 총칙 규정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는 사회적 기본권의 총칙

적 규정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받아들인다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규정 위치의 변경이 수반되어야 한다. 현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는 연혁적으로도 다른 사회적 기본권보다 늦게 헌법에 규정되었고, 규정 위

치도 사회적 기본권의 뒤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은 사회적 기본권의 총칙적

정으로 보는 견해와는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사회적 기본권의 총칙

적 규정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한다면, 사회적 기본권의 제일 앞부분에 규

정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도 함께 사회적 기본권

의 앞에 규정하면서 함께 규정할 것인지, 아니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과 별도로 규정할 것인지도 검토되어야 한다. 이

처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사회적 기본권의 총칙 규정화는 국가인권위

원회의 연구포럼안, 국회의 2009년, 2014년, 2017년 자문위원회안, 정의당안

등에서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을 사회적 기본권의 제일 앞에서 규정하면

서 다수 제시되고 있다.

다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사회적 기본권을 넘어 모든 기본권의 총

칙적 규정으로 상향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권리임

을 분명히 하고, 사회적 기본권을 넘어 모든 기본권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화하는 것임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헌법 제10조에서 ‘인간으로

서의 존엄과 가치’와 함께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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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정의 구체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의 일반조항으로 유지하

면서 보다 구체화하는 방안을 상정할 수 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하여는 권리로 규정되어 있을 뿐 그 내용 및 보호범위에 대하여 “최소 보

장 혹은 최저 보장”과 같은 어떠한 기준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

기되고 있다.453) 세계인권선언 제25조 제1항은 우리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상응하는 규정으로 이해되는데,454) 세계인권선언의 “자신

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참고하거나,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과 같이 보다 구체

화하는 방안을 상정할 수 있다.455)

물론, 이와 같은 규정의 구체화만으로 그 내용이 명확해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추상성을 극복하고 이를 보다 구체화

하겠다는 의사가 헌법에 반영되었다는 점은 국가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

회보장을 실현하도록 사실상 의무를 부과하고, 특히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현

재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해석론보다 나아가 그 내용을 구체화

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화된 내용을 통하여 보다 엄격한 심사를 할 수 있도

록 할 것이다.

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삭제 및 사회국가원리의 명시

마지막으로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삭제하고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은 온전히 구체적인 사회보장을 받을 권

리로만 구성하는 방안이 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삭제는 그를 통하여 이루어낸 헌법적 성취를

고려하면 과도한 제안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 규

452) 김복기 교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인간의 존엄성 조항과 함께 규정하는 경
우 현행 헌법 제34조에 해당하는 조항은 구체적인 ‘사회보장권’을 중심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아울러 제시하고 있다. 김복기(2018), 앞의 논문, 66면.

453) 김복기(2018), 앞의 논문, 55면.
454) 김복기(2018), 앞의 논문, 55면.
45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급여의 기준 등)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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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규범력이 헌법현실에 최대한 작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을 가능한 한 구체적인 권리로서 구성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같은 고도의 추상성을 가진 권리는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완전히 삭제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공백,

현행 헌법에서 사회적 기본권의 이념적 기초로서 수행하여 온 역할 등은 뒤

에서 제안하는 사회국가원리의 명시를 통하여 발전적으로 계승될 수 있을 것

이다. 사회국가원리의 명시를 제안하는 이유는 후술한다.

4) 소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개정할 경우 상정할 수 있는 세 가지 개정 방

향을 제시하였다. 위에서 본 것처럼 본 논문에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를 삭제할 것을 제안한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사회적 기본권 또는

기본권의 총칙적 규정으로 전환하는 것보다는 뒤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보다

근본적으로 사회국가원리를 도입하는 것이 우리 헌법현실에 더욱 필요하다고

보았다. 두 번째 방안과 관련하여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화하

더라도 여전히 추상적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데,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

을 가능한 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권리만으로 구성함으로써 헌법 규범으로

서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기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중도적인 구체화보다는 삭제를 제안한다.

3.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의 명시

다음 제2항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 조항과 제5항의 생활무능력자 보호

조항을 통합하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며,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우선적 예산 편성 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사회

보장·사회복지 증진 조항의 삭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마찬가지로

헌법에의 도입 취지의 불명확성과 현행 헌법 아래에서 그 기능의 한계 등을

고려하였다.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개념상 혼란도 고려하였다. 또한, 인간

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삭제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

의무 조항 역시 독자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은 높지 않고, 사회보장을 받을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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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로 발전적으로 해체된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 조항

의 삭제로 인한 국가의 사회보장 증진 의무 등의 공백은 사회국가원리의 명

시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첫째, 대통령 헌법개정안, 정의당 헌법개정안 그리고 2017년 자문위원

회안과 같이 사회적 위험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그러한 사회적 위험으로

부터 일정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

는 방식이 있다. 둘째, 사회적 위험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는 방식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적 위험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는 원인은 매우 다

양하다는 점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열거할 경우 열거되지 않은 사회적 위험은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의 대상에서 공백으로 남을 우려가 있다.456) 「사회보

장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위험’의 범위와 비교하여도 대통령 헌

법개정안 등이 제시하는 ‘사회적 위험’에 공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457)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통하여 보호하려는 위험은 추후 헌법 해석

및 입법 등을 통하여 구체화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어느 경우이든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적정한 삶의 질 유지’(대통령 헌법

개정안) 또는 ‘적절한 생활 유지’(정의당안 및 2017년 자문위원회안)와 같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은 헌법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입

법, 행정, 사법부에 대하여 사회보장의 내용의 실현에 대하여 백지위임을 하

지 않고 일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

456) 실제로 사회적 위험에 관하여 대통령 헌법개정안은 ‘장애·질병·노령·실업·빈곤 등으
로 초래되는 사회적 위험’으로, 정의당안과 2017년 자문위원회안은 ‘질병·장애·노령·실
업·사망·출산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헌법개정
안은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의 다음 조항에서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하여 국가의 지원
을 받을 권리’를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사회적 위험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데 따른
공백을 보완하기 위하여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여 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457)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
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
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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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되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세계인권선언」등을 고

려하여 ‘적정한 생활 수준 유지’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458)

그리고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한 예산의 우선적 편성’ 조항을 제1항 제2문에 규정하였

다.459)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의 명시에도 불구하고 그 실현을 위한 국가 재

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또 하나의 장식적 표현으로 남을 수 있다. 사회보

장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한 예산은 국가의 재정 등 여건에 영향받지 않고

우선적으로 보장되도록 함으로써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구체적이고 실효

성 있는 권리”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460) 사회적 기본권과 관련된

심사에서 국가의 재정 부담을 이유로 국가기관에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하는

헌법재판소의 심사척도가 이 조항을 토대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의 심사에

서 보다 엄격하게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461)

4. 특별 보호 대상 조항의 별도 규정

제3항 여자의 복지와 권익 향상, 제4항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 조항은

별도 조항으로 규정한다. 또한, 장애인도 별도 조항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특

별 보호 대상의 별도 규정은 여러 헌법개정안에서 제시되고 있으며, 일반적

인 입헌례에도 부합한다. 또한, 현행 헌법은 노인과 청소년을 하나의 조항에

서 함께 규정하고, 장애인은 생활무능력자 보호 조항에서 함께 규정하여 특

별 보호 대상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바, 모두 개별 조문에

458) 대통령 헌법개정안의 ‘적정한 삶의 질 유지’나 정의당안 등의 ‘적절한 생활 유지’ 모
두 「세계인권선언」 제25조 제1항의 ‘a standard of living adequate’ 또는「경제적·사
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 제11조 제1항의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을 고려한 표현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통령 헌법개정안의 ‘삶의 질’은 「사회
보장기본법」의 사회보장의 정의 중에서 원용한 것으로 보인다.

459) 사회보장예산 우선 편성 조항을 신설하는 경우 규정 위치(기본권 장 또는 국회의 재
정권한 부분), 다른 기본권 관련 예산 등과의 관계, 입법적 구체화 방식 등에 대한 상
세한 논의는 추후의 과제로 다루기로 한다.

460) 임지봉, 앞의 논문, 353면.
461) 같은 취지로 이와 같은 규정이 “헌법재판소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규범의 역할을 하
게 되어 사회적 기본권의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는 견해로는 김배원, “한국헌
법사와 현행헌법 기본권장의 개정 방향”, 공법학연구 제10권 제3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9. 8, 88-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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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여러 헌법개정안들은 노인, 청소년 그리고 장애인을 별도

조문으로 규정하는 경우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 다음에 규정하고 있으

나, 여성의 경우에는 헌법개정안에 따라 차별 금지 측면에서 파악하여 평등

원칙 부분에서 규정하는 경우와 사회보장 측면을 강조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 다음에 두는 경우로 나뉘고 있다. 여성은 사회보장 측면보다는 차별 금

지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 평등 조항으로, 노인, 청소년,

장애인의 권리 보장에 관한 내용은 사회보장 규정 다음에 규정하는 것이 바

람직할 것이다.

5. 재해 예방 및 국민 보호 조항의 별도 규정

헌법 제34조 제6항의 재해 예방 및 국민 보호 조항은 사회보장과의 관련

성이 떨어지고, 이례적인 입헌례라는 점에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앞

에서 살펴본 여러 헌법개정안 중 대부분의 헌법개정안은 안전할 권리를 자유

권 부분에 신설하면서 해당 조문에 재해 예방 및 국민 보호 조항을 함께 규

정하고 있는바,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6. 건강권 및 주거권의 명시

제36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보건에 관한 보호 규정을 옮겨 건강권으로

명시하고, 역시 제35조 제3항 쾌적한 주거생활 조항을 옮겨 제3항으로 주거

권으로 명시한다.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건강하게 살 권리, 쾌적하고 안정적

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함께 규정한 것은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와 건강권

과 주거권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사회보장의 최소한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비교헌법적으로도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건강권, 주거권이 함께

규정되는 경우도 많이 발견되고 있으며, 대통령 헌법개정안을 비롯하여 여러

헌법개정안에서 제시되고 있는 점도 아울러 고려하였다.

건강권은 제2항에서 법률유보 없이 “모든 사람은 건강하게 살 권리를 가진

다.”라고 규정하고 별도로 국가의 의무를 부가하지 않았다. 대통령 헌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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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건강하게 살 권리에 더하여 “국가는 질병을 예방하고 보건의료 제도를 개

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정의당안은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보장받을 권리에 더하여 “국가는

사람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와 같은 국가의 의무는 건강권이 명시되는 경우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

가 당연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라는 점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주거권은 제3항에서 건강권과 마찬가지로 간결하게 “모든 사람은 쾌적하

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였다. 현행 헌법은

‘쾌적한 주거생활’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보장적 측면에서는 안정적인 주

거권이 보다 중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

리’로 규정하는 것이 낫다고 보았다. 대통령 헌법개정안은 ‘쾌적하고 안정적

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로 규정하고 있으나, 2017년 자문위원회안은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로만 규정하고 있다.

II. 사회적 기본권 체계에 대한 개정 방안

1. 사회국가원리 규정의 도입

헌법재판소는 사회국가를 “사회정의의 이념을 헌법에 수용한 국가, 사회현

상에 대하여 방관적인 국가가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정의

로운 사회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사회현상에 관여하고 간섭하고 분배하고 조

정하는 국가이며, 궁극적으로는 국민 각자가 실제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그 실질적인 조건을 마련해 줄 의무가 있는 국가”라고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462) 우리 헌법은 사회국가원리를 명시적으로 선언하지 않고, 사회적 기

본권 등의 규정을 통하여 사회국가원리를 도입하고 있다.463) 본 논문에서는

462) 헌재 2002, 12. 18. 2002헌마52, 판례집 14-2, 908면.
463)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은 사회국가원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
의 전문,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경제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유도하고 재분배
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는 경제에 관한 조항 등과 같이 사회국가원리의 구체
화된 여러 표현을 통하여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고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헌재
2002. 12. 18. 2002헌마52, 판례집 14-2, 904, 9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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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인 사회적 기본권과 함께 사회국가원리를 명시할 것을 제안한다. 사회

국가원리의 명시와 함께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앞

에서 본 바와 같이 헌법 제34조에서 삭제할 것을 제안한다.

사회국가원리를 명시하는 방법으로는 사회국가원리를 규정하고 있는 대표

적인 입헌례인 독일 기본법과 유사하게 헌법 제1조 제1항을 “대한민국은 사

회적 민주공화국이다.”와 같이 규정하는 방안을 우선 상정할 수 있다.

사회국가원리의 명시가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경우를 고려하여

헌법재판소가 사회국가원리 또는 상호부조원리에서 도출하고 있는 ‘사회연대원

리’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464) 사회국가원리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 위험에 처한 다른 국민의 자유 행사를 위한 실질적 조건을 국가가 마

련하여 줄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부담을 나누겠다는 국민의 적극적

연대의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회연대원리를 사회국가원리의 주요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465) 구체적인 조문으로는 “노동에 기초한 민주공

화국”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탈리아 헌법과 유사한 형식으로 “대한민국은 연

대에 기초한 민주공화국이다.”와 같이 규정하는 안을 고려할 수 있다.466)

제2절에서 본 여러 헌법개정안들은 사회적 기본권 규정을 통한 사회국가

원리의 수용이라는 현재의 체계를 전제로 헌법 제34조 등의 기본권을 구체화

하고 있다. 여러 헌법개정안에서 제시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국가원리

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하는 것은 사회국가원리가 우리 헌법의 지도

원리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 소득 양극화, 불안정 노동 등이 고착화됨에 따라 우리는

같은 시민이면서도 매일 다른 헌법현실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이러

한 헌법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로 인정되는 사회국가

원리를 실현하려는 입법적, 정책적 시도들은 정치적으로 극심한 반대에 휩싸

464) 2000. 6. 29. 99헌마289, 판례집 12-1, 942-943면; 헌재 2001. 2. 22. 99헌마365, 판례
집 13-1, 316면; 김복기(2018), 앞의 논문, 66면; 사회연대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는, 장승혁, “사회보험법과 사회연대원리”,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7. 2, 158-170
면 참조.

465) 장승혁 교수는 사회연대의 법적 개념을 “시민의 생활보장에 대한 집단적 책임”으로
정의하고 있다. 장승혁, 앞의 논문, 161면.

466) ‘연대’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입헌례로는 폴란드 헌법 제20조가 있다.
폴란드 헌법 제20조 폴란드공화국의 기본적인 경제체제는 경제활동의 자유, 개인 소
유권 그리고 사회적 파트너 간 연대 및 대화와 협력에 기초한 사회적 시장경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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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나 위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467) 사회국가원리가 정치적 논란을 극

복하고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헌법규범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468)

사회국가원리를 헌법에 명시하려는 시도 자체 또한 정치적으로 많은 논쟁

을 야기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국가원리가 현행 헌법 규정을 통하여 우리 헌

법의 기본원리로 헌법재판소를 통하여도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 우리 헌법

현실의 개선을 위하여 사회국가원리의 명시를 통하여 헌법현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제헌 헌법에서부터 사회적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온 우리 헌정사

에서는 사회국가원리의 도입이 낯선 시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제

헌 헌법이 사회적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은 독일 기본법의 사회국가

원리의 명시와 같은 입헌례가 알려지기 전으로, 그 경로의존성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에서 사회국가원리의 명시 필요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부족하

였다. 우리 헌법 개정사에서 한 번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던 헌법의 기본원

리로서의 사회국가원리의 명시가 다음 헌법 개정 논의에서 주된 쟁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2. 사회적 기본권의 위치 조정

현행 헌법은 사회적 기본권을 제일 마지막 부분에 규정하고 있다. 연혁적

으로는 제헌 헌법이 자유권 다음에 규정하고 있었던 데 비하여 자유권과 사

회적 기본권의 이분론을 고착화한 측면이 있다.

비교헌법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사회적 기본권의 위치는 특별한 경향을 발

견하기는 어려웠으나 사회적 기본권이 자유권 다음에 규정된 입헌례도 상당

수 조사되었다. 대통령 헌법개정안을 비롯하여 본 논문에서 살펴 본 헌법개

정안들은 사회적 기본권의 위치를 현행에서 유지하거나 앞쪽으로 옮겨서 규

467) 임지봉, 앞의 논문, 345면.
468) 비슷한 취지로 경제조항의 의미와 관련하여 정치적 논란이 일고 있으므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헌법에 명시할 것을 제안하는 견해로, 김복기(2018), 앞의 논문, 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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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안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다.

제헌 헌법 나아가 대한민국임시헌장에서부터 이어져 온 사회적 기본권의 중

시 전통을 복원하고, 제5차 개정 헌법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뒤쪽으로 위치가

변경된 것과 그 후의 특별한 반성적 검토가 없었던 점을 바로잡는다는 면에서

사회적 기본권의 위치를 제헌 헌법 당시와 같이 자유권 다음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기본권의 위치의 변경을 통하여 국민이 사회적

기본권을 보다 중시한다는 의사를 국가기관에 명백히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기

본권의 실현 의무에 국가기관이 보다 기속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3. 사회적 기본권 규정 상호간의 위치 조정

우리 헌법은 사회적 기본권을 제31조에서 제36조까지 규정하면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일 앞에서 규정하고 있다. 연혁적으로는 우리 헌법은 제헌 헌

법부터, 더 거슬러 올라가서는 대한민국임시헌장에서부터 현재의 규정 순서

를 유지해 오고 있다. 비교헌법적으로는 뚜렷한 경향을 찾을 수는 없으나, 사

회보장에 관한 규정을 제일 앞에 둔 입헌례는 드문 것으로 보인다.

드문 입헌례임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에서는 사회적 기본권의 순서를 사회

보장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노동3권, 교육을 받을 권리, 환경권, 혼인·가

족·모성의 보호 순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469) 사회적 기본권은 국가의 적극적

인 급부를 요구하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하는데, 국가의 적극적인 급부를 가장

필요로 하는 대상은 사회적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이고, 사회보장을 받을 권

리를 근로의 권리의 앞에 규정함으로써 근로능력의 유무와 단절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 소개한 헌법개정안 중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포럼안, 2009년 자문위원회안, 2014년 자문위원회안, 2017년 자문위원회

안 등은 현행 헌법 제34조를 사회적 기본권의 제일 앞에 규정하고 있는데,

동일한 취지에 따른 것으로 이해된다.

469) 노인, 청소년, 그리고 장애인을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과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
바로 다음에 규정하는 것이 사회보장과의 관련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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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론

I.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 이후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대통령 헌법개정안

이 발의되고, 국회에서는 제10차 헌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었다. 대통령 헌법개정안과 국회의 헌법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별

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헌정사의 뒷자리로 물러앉았으나, 1987년 개정

헌법이 헌법현실의 변화 앞에서 헌법규범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바

람직한 헌법현실의 성취를 위하여 헌법 개정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공식적

인 질문과 논의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987년 개정 헌법의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1987년 개정 헌법과 그 이전

개정 헌법의 여러 약속들, 정치적 안정, 소득의 재분배, 노동의 안정은 실현

되지 못하고 있다. 1987년 헌법이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헌법현실들,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노동자의 증가, 정보통신혁명은 1987년

개정 헌법의 개정을 다시 한 번 요구하고 있다.

현행 헌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헌법현실의 변화는 사회보장을 둘러싼 현실,

즉 사회적 위기가 상시화된 현실에서 가장 극명하게 목격되고 있고, 사회보

장에 관한 헌법 규정의 규범력의 유지 가능성 또는 제고 필요성에 대한 질문

을 던진다. 변화된 헌법 현실은 사회보장에 대한 헌법 규정의 개정을 요구하

고, 최소한 헌법규범으로서의 기능에 대하여 진지한 검토를 요구한다.

대한민국임시헌장 제5조 제3호에서 “법률에 의하여 취학, 취직 및 부양을

요구하는 권리”로 규정되고 제헌 헌법 제19조에서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

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

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되어 헌법에 수용된 이후 제5차 헌법 개

정, 제8차 헌법 개정, 제9차 헌법 개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사회보

장의 헌법적 근거로서 역할을 하여 온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인 헌법 제

34조는 우리 헌법현실에서 도입될 당시의 기대대로, 현재 그 규범 안에서 살

고 있는 국민의 바람대로 헌법규범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가?

헌법 제34조의 도입 및 개정 과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헌법 제

34조는 헌법 제정 및 개정과정에서 의미 있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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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권력구조의 개정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기본권의 개정 중에서도 사회보

장에 관한 헌법 규정의 개정은 개정을 주도한 정치세력에게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헌법개정안의 내용 하나 하나에 대하여 국민들의 삶이 어떻게 바

뀔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은 주어진

헌법개정안에 대하여 헌법개정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승인을 해 주는

역할에 불과하였다. 헌법 제34조의 개정 과정에서 도입되는 규정이 자신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지를 고민할 기회는 국민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헌법 제34조의 실질적 규범력에 무관심했던 헌법 개정 과정은 헌법 제34

조의 체계적 해석 및 헌법규범으로서의 규범력에 의문을 낳았고, 헌법현실

위에서 표류하게 만들었다.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헌법에 도입된 1962년 이후 50여 년의 세월이 지났으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서 ‘인간다운 생활’의 구체적인 의미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의

미한다는 사실상 동어반복에 불과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만이 국민들에게 주어

졌을 뿐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국민들에게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

이미 우리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5차 헌법 개정 전에 ‘건강하고 문

화적인 생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아무런 발전이

없었다. 헌법 제34조 제2항의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 조항의 헌법에의 도

입 과정은 헌법규범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 없이 단순한 미사

여구의 나열을 통하여 헌법규범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준다. 헌법 제34조

헌법 제34조 제5항의 ‘신체장애자’라는 문언은 헌법 제34조의 개정이 얼마나

졸속적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명확한 증거이다. 헌법 제34조 제6항의 도

입 과정 또한 당초의 사회보장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하기 어려운 재해

예방 규정이 어떻게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게 되었는지를 보여준다.

무엇보다 헌법 제34조 제3항 및 제4항의 여자 및 노인과 청소년, 제5항의 신

체장애자, 제6항의 제9차 개정 헌법에의 도입이 민주화 세력인 야당에서 제

대로 된 헌법 제34조에 대한 개정안을 내어 놓지 못한 상황에서 집권 여당이

마련한 초안에 포함되고, 협상 과정에서 별다른 이견없이 현행 헌법에 포함

된 것은 헌법 제34조가 헌법규범으로서의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것임을 예

정하고 있었다.

비교헌법적 검토를 통하여 본 OECD 각 국 헌법의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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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헌법 개정시 참고할 만한 몇 가지 경향을 보여주었다. 먼저, 여성, 노인과

청소년, 장애인 등 특별 보호 대상에 대한 규정은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과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고,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에 건강권과 주

거권이 함께 규정되는 경우도 많이 조사되었다. 또한,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

에서 우리 헌법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같은 추상적인 권리 규정은

찾기 어려웠다.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입헌례가 다양하게 분기하고 있는

데, 이는 각 나라가 고유한 정치, 경제적 여건과 사회, 문화적 환경을 고려하

여 헌법현실과 괴리되지 않은 헌법규범, 헌법현실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

끌어 갈 수 있는 헌법규범을 만들어가기 때문일 것이다.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에서의 제10차 헌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전후로

다양한 헌법개정안과 개정의견이 제시되었다. 헌법 제34조에 관한 헌법개정

안 중에서 주목할 만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여 그 구체적 권리성을 명확히 한 대통령 헌법개정안 등의 제안, 건강

권과 주거권을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에 포함하여 사회보장적 성격을 분명히

한 제안, 헌법 제34조에서 특별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여성, 노인과

청소년, 장애인에 관한 조항은 별도 조항으로 두면서 권리성을 강화하려는

제안 등이 그것이다. 기본권의 체계와 관련하여서는 기본권 주체를 사람으로

확대하는 것, 사회적 기본권을 자유권 다음으로 옮기는 것 등의 제안도 적극

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에 관한 현재의 개정 논의와 개

정 연혁, 그리고 비교헌법적 검토를 통하여 헌법 제34조의 개정 방안으로 제

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삭제하면서,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을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건강권, 주거권 등 구체적인 권리로서 구성하고, 이와

함께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의 권리로서의 규범적 효력을 보다 제고하기 위하

여 사회보장예산의 우선 계상 조항을 도입할 것 또한 제안하였다. 특별보호

대상인 여성, 노인, 청소년,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재해 예방 조항 또한 별도로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사회적 위기가

상시화된 헌법현실에서 어느 때보다 그 의미가 절실한 사회국가원리를 명시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내용 및 체계의 변화를 통하여 헌법 제34조가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규범으로서의 고유한 기능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159 -

II.

헌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헌법규범이 헌법현실과 괴리되지 않도록 입법,

행정, 사법 등 모든 영역에서 헌법규범의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

여야 할 것이다.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헌법현실의 변화를 받아

들이고, 더 바람직한 헌법현실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각 영역에서 헌법을 구

체화하는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또 우리 헌법 개정사에서 본 것처럼 권력구

조의 개편을 위한 헌법 개정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 헌법의 기본권,

특히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국민들에게 설명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이 선택하게 하여야 한다.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대통령 헌법개정안 발의를 전후

하여 발표된 여러 헌법개정안의 헌법 제34조의 개정 방안들은 헌법의 사회보

장을 받을 권리가 적용되는 헌법현실을 고려하고 더 나은 헌법현실을 만들어

가기 위한 여러 제안들이다. 이러한 제안들을 토대로 국민들에게 현재의 헌

법 제34조의 의미와 한계를 설명하고, 우리 헌법의 사회보장이 어떻게 설계

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국민들에게 묻고 이를 헌법에 담아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질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의 개정은 국민

이 처음으로 그 의미를 묻고 결정했다는 점에서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

의 제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헌법은 국민 누구에게나 사회보장을 실현할 수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이라는 큰 그물을 주었으나, 누군가에게는 너

무나 성긴 그물이어서 사회보장을 실현할 수 없었다. 사회적 약자가 사회보

장을 받을 권리, 건강하게 살 권리,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보다 촘촘한 그물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이 사회적 약자의 사회보장 실현을 위한 헌법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헌법 개정에

우리 모두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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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posed revision to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by

President Moon Jae-in was virtually discarded at the National Assembly on May

24, 2018. On December 29, 2016, the National Assembly formed a special

committee on constitutional revision to prepare a constitutional revision, but the

activity ended without special outcomes. The President's proposal and the

formation of a special committee for the 10th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was the first attempt since the 9th revision in 1987. It can be

considered that the necessity of constitutional reform has been officially

confirmed.

After the 9th constitutional revision in 1987, there were many changes

unscheduled in the 1987 Constitutional revision, including expansion of economic

instability, changes in the demographic structure such as deepening of low

fertility and aging population, and increase of multi-cultural families, contras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fixation of unstable work, etc. together with

economic performances such as the increase in gross national product and the

joining of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It would

be meaningful to discuss the necessity of revision to our Constitution to enhance

the normative power of the Constitution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

constitutional reality. In particular, since the changed constitutional reality, such

as the expansion of national fiscal scale, deepening income inequality, and 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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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ulation, also affects the normative power of the constitutional rules on social

security, the constitutional rules that need to be revised to respond to the current

constitutional realization of increased social risk are, above all, the constitutional

rules on social security.

The questions to be addressed in relation to the revision of Article 34 of

the Constitution, which is the constitutional rules on social security, are as

follows. How has Article 34 of the Constitution been made and revised? How do

other countries constitutionally respond to the social risks covered by Article 34

of the Constitution? What is our society’s discussion about the direction of

revision of Article 34.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verify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Article 34 through the answers, to prepare the revision to Article

34, and to present a plan for it, to give the people practically the right to revise

the Article 34 of the Constitution.

What can be confirmed through the introduction and revision process of

Article 34 of the Constitution is that Article 34 was not subject to meaningful

discussion in the process of enacting and revising the Constitution. The process

of revising the Constitution, which was indifferent to the actual normative power

of Article 34, made the systematic interpretation of Article 34 difficult and the

normative power of Article 34 weak, and made it drift on the reality of the

Constitution. In addition, in a situation where sufficient explanation for the

contents of the constitutional revision was not offered, the people merely played

a role of granting approval.

Comparative constitutional research on the Constitution of other countries

confirms our Constitution’s position within the world’s constitutional rules,

enables deeper understanding and evaluation of our Constitution. This paper

investigates and analyzes social basic rights and social security rules around the

world in order to obtain implications for the revision direction of the

constitutional rules on social security.

Various constitutional revisions have been proposed in academic societies,

etc, at the time of discussions on the revi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proposal of the Presidential revision. Various revision opinions on Article 34 of

the Constitution were presented by numerous experts considering the direction of

Article 34 of the Constitution and the feasibility of implementing it from the

viewpoint of the academic society and the National Assembly’s advisory bodies.

Based on the revision history of the constitutional rules on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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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 the comparative legal review, and the current discussions on revision,

this paper proposes to revise Article 34 of the Constitution as follows: First, the

right to live a human life of Paragraph (1), which shows limitations on the role

as a constitutional rule due to systemic ambiguity, etc, should be deleted. I

propose that social state principles, which should play a more active role in a

reality where the social crisis is always present, be regulated expressly. The role

of the right to live a human life as an ideological basis of the basic social rights

can be implemented through the manifestation of social state principles.

The social security and social welfare promotion provisions of Paragraph

(2) and the protection provisions for the poor etc. in Paragraph (5) are

incorporated into the right to receive social security, and the provision of the

prioritization of the social security budget is established for the practical

guarantee of the right to receive social security. In addition, the protection

provisions related to health provided for in Article 36 (3) are transferred to

Article 34 as the right to live healthily, and also the right to live in a

comfortable and stable living is newly established by mov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35 (3). Paragraph (3), (4), (5) for welfare for women, the elderly and

youth, and the disabled is regulated as a separate clause.

The Constitution gave the people a big net of the right to live a human

life and the promotion of social security and social welfare that can realize social

security, but it was too loose to anyone, so that social security could not be

realized. A tighter net is needed for the socially disadvantaged to realize the

right to social security, the right to live healthily, and the right to live in a

comfortable and stable living. And we must all be prepared for the constitutional

revision, which can be made at any time so that the constitutional rules on social

security can serve better as a constitutional norm for the realization of social

security for the socially disadvantaged.

keywords : Social Security, Constitutional Revision,

Constitutional Revision History, Constitutional

Revision Proposal, Right to Live a Human Life,

Right to Social Security, Social State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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