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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우리나라의 제9차 개정헌법인 현행 헌법으로의 개정이 이루어진

지 만 32년이 지난 지금, 당시 헌법개정을 둘러싼 논의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그것이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

는 헌법규정들을 낳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일은, 그 해석을

위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양상에 대한 평가를 통

해 현행 헌법 그 자체에 대한 평가를 보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그리하여 이 연구는 최근까지 나온 사료들을 가급적 망라하

여 개별 헌법규정들의 개정논의 과정을 재구성하고 그 부문별 양상

을 고찰함으로써 개정의 의미내용에 대한 평가를 시도한다.

새로운 헌법에 대한 필요는 유신헌법에 이어 국민의 의사와 국

가권력의 성립·유지가 괴리되어 있었던 1980년 헌정체제의 성격으

로부터 제기되었다. 그러나 기존 헌법상의 절차에 따른 개헌은 종

전 집권세력과의 공존을 수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헌법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처음부터 대통령직선제 개헌이라는 방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직선제를 향한 요구

와 그에 대한 수용으로 그에 대해 여야뿐만 아니라 범사회적인 합

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전두환 정권과 그에 대한 저항세력 모두

기본적인 정치체제에 대한 여타의 대안을 각자 제시하고 그 모두

를 서로 받아들일 수 없음이 분명해진 뒤에 비로소 가능했다.

여야 정당들과 기타의 사회주체들 모두 개헌시안을 마련함에 있

어서 시민사회의 요구를 광범위하게 반영하는 구체적인 구상을 제

시하지 못하였고, 그보다는 종전의 구상들을 답습하거나 임시방편

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점을 확인한다. 이는 양대 정당

의 경우 정권의 획득이나 유지가 보다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도 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이는 강력한 물리력을

배경으로 정부가 국민의 자유의사에 따른 개헌을 가로막는 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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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 구체적으로 개헌구상을 입안하더라도 그것이 현실화할 전망

이 없기 떄문이기도 하였다.

연구의 후반부를 이루는 각 헌법 부문별 논의 과정은 1987년 초

반부터 야당뿐 아니라 저항세력 전반에까지 수렴된 대통령직선제

개헌이라는 대안이 정부와의 극한대립 끝에 6. 29 선언을 통한 수

용으로써 합의로 넘어간 당시의 상황을 반영한다. 헌법의 기본성격,

그리고 헌법을 통해 보호해야 할 영역을 획정하는 것으로서 정치제

도 못지않은 중요성을 지니는 전문과 기본권에 대하여는 양대 정당

의 의견이 서로 과정과 내용의 면에서 모두 대체로 대등한 수준에

서 반영되었다. 특히 전문에 관한 양대 정당의 논의는 양자의 어느

쪽도 정치적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중립적인 타협을 이룬 새 헌법

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한편 정치제도에 관하여는 국회해산권의

폐지나 국회의 일부 권한에 관하여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였

지만, 결국 국회의 국정감사권과 헌법소원제도가 헌법상 규정된 등

의 몇몇 성과를 논외로 하면 전반적인 수준에서 국회나 정부의 지

위에 대한 변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개헌논의의 결과에 대하여는 기성의 양대 정당이 정

권획득을 둘러싼 경쟁질서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급속하고 불

충분한 타협만이 이루어졌다는 평가도 가능할 것이나 다른 한편

현행 헌법은 이로써 이후의 정권교체에 불구하고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는 국민의 선택에 따라 정치적 책임을 지는 집권세

력이 국민의 기본권으로부터 통제되는 헌법으로서의 규범력이 강

화된 만큼, 종전의 헌정체제들과 달리 현행의 체제에서는 국민의

책임성 또한 강화되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주요어 : 1987년 헌법, 1980년 헌정체제, 8인 정치회담,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6월 항쟁

학 번 : 2015-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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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현행 헌법이기도 한 제9차 개정헌법은 국민투표로 확정된 1987. 10. 

29.로부터 만 32년이 지난 지금까지, 1948년의 제헌 이래 단일 헌법으로

는 가장 오래 존속하고 있다. 이 헌법이 시행된 것은 노태우가 대통령에 

취임한 1988. 2. 25.이지만 누구나 연도로써 지칭할 때에는 ‘1987년 헌법’

이라 부르고, 근래에는 대개 제10차 헌법개정이 필요하다는 맥락에서 

‘87년 체제’를 다양하게 평가하고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

다.1) 최근의 예를 1987년 헌법에 대한 개정논의가 비단 최근에만 이루어

졌던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중도에서 그쳤다. 최근의 예만 몇 가지 들어 

본다면 2014년에 국회는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세한 결과보

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나 후속적인 개헌논의로 이어지지는 못했고, 

2016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내 개헌을 주장하였으나 직후 권한정

지에 이어 탄핵되었다. 그리고 2017년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을 중심

으로 또다시 개헌논의가 시작되어 2020년 현재에 이른다. 이와 같이 6월 

항쟁의 산물로서 민주화의 규범적 상징이 되어 있는 1987년 헌정체제에 

대하여는 끊임없는 도전이 이루어져 왔다.

현재까지의 도전이 새로운 헌정체제의 모색으로 귀결될지, 아니면 현행 헌

정체제의 심화로 이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이제 1987년 

헌법개정을 둘러싼 논의들이 당시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고 그것이 

현재의 규정들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돌이켜 확인해 볼 수 있

는 시기는 되었다고 본다. 뒤에서 보듯 1987년 당시에 국민들에게 알려졌던 

것보다도 훨씬 많은 관련 사료들이 최근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1) 김종엽 편, 『87년체제론』, 창비, 2009, 11쪽에 따르면 ‘87년 체제’라는 용어를 본격적으

로 사용한 시초는 노중기, “87년 노동자대투쟁 10주년―한국 노동정치체제의 변동과 전

망: 1987-1997”, 『노동사회』 제14호, 1997, 25-37쪽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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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모든 법규정이 그러하듯이 헌법의 규정 역시 반드시 그 역사적 

연원에 기대어서만 해석될 수는 없다. 문언이 담고 있는 고정적인 의미

를 통해 해석이 많은 부분 이루어질 수 있고 또한 현재적인 해석을 위해

서는 이것이 오히려 요청되기도 한다는 점은, 헌법 규정에 있어서도 예

외는 아닌 것이다. 그러나 헌법을 이루는 개개 규정의 구체적인 도입과

정 내지 그 도입을 위한 논의과정에 대한 지식이 현재를 위한 해석에도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것 또한 분명하다. 예컨대 우리 헌법은 국무

총리·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권(제63조)을 인정하면서도 역대 

헌법과는 그 ‘건의’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종전의 

헌법들과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와 관련하여 1987년의 8인 정치회담

에서 위 조항에 대한 협상이 타결된 과정을 돌이켜 볼 수 있다면 위 조

항이 ‘건의’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부여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었던 것인

지의 여부에 대한 앎에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다. 물론 1987년 개정 당

시의 논의내용을 우리가 안다고 하여, 그것이 반드시 현행의 헌법에 대

한 해석방향을 구속하지는 않는다. 다만 문언만으로 자명하지 않은 부분

의 해석에 있어 개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입법의도는 적어도 보충적인 해

석자료가 될 수 있고, 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개정과정에 관한 상세

한 고찰은 효용을 가질 수 있다.

또한 1987년 헌법규정들이 집합적으로 형성된 과정은 현행 헌법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해 볼 계기를 제공할 수도 있다. 1987년 헌법의 성격에 대하

여, 이 헌법이 대통령직선제라는 권력쟁취의 규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여

야 보수 제도정당들 간의 타협으로 점철되었을 뿐, 여타의 부문에 관하여

는 선언적인 합의에 그쳤다는 평가는 비단 법학계에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오래 전부터 내려져 왔다. 그러나 그러한 대체적인 평가가 보다 구체적인 

규정들의 형성과정에 대한 고찰로써 보충될 수 있다면, 위와 같은 평가도 

보다 개별적·구체적인 논거 혹은 반론으로써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자료로 참고하기 위해 먼저 선행연구들을 돌아보면, 1987년

에 ‘헌법’이 어떤 과정으로 개정되었는지에 초점을 둔 연구가 전무했던 

것은 아니나 대부분 내용 면에서 소략하다. 먼저 법학자들이 헌법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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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사(通史)로서 엮은 단행본 문헌부터 발행시기 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김철수는 『한국헌법사』2)에서 1987년 헌법개정 이전에 그 제정방향에 

관하여 그가 기고했던 제언들(그 제11장)과 더불어 위 헌법개정 이후에 그 

특색에 관하여 논평한 글들도 모아서 엮고 있으나(제12장), 정작 1987년 

헌법개정의 과정 그 자체에 관해서는 특별하게 언급하는 바가 없다. 이는 

위 개헌 직후까지 저자가 기존에 신문·잡지 등에 기고하였던 글을 모은 

것이라는 점에 크게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여야 각 정당 등의 헌법개정시안은 모두 1986년의 것뿐이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펴낸 『한국헌법사(하

)』3)는 전반적으로 충실한 헌법사 서술에 불구하고 1987년의 개헌을 둘러

싸고는, 1985년의 제12대 국회의원총선거(이하 ‘총선’) 이후 1986년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가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헌논

의가 교착상태에 빠지게 된 과정을 소략하게 설명하고, 1987년의 6. 29 선

언에 따라 “정부의 「4.13 개헌유보 선언」은 일시에 폐기되었고,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 새 헌법을 위한 제9차 헌법개정의 길이 열렸다”고 서

술하고 있을 뿐 그 이상의 구체적인 설명은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김영수가 펴낸 『한국헌법사』4)는 김영삼·김대중의 연합으로써 

결성한 신한민주당의 제12대 총선을 통한 부상으로 인해 개헌논의가 

1986년부터 본격화한 전반적인 과정과 1987년의 6.29 선언에 이어 8인 

정치회담으로 헌법개정안이 타결된 과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서술함으로

써 개헌의 전체적인 과정에 관한 한 가장 충실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저작 역시 (i) 그 저술시기 상의 한계로 인해 1차 사료가 거의 

참조되지 않은 점, (ii) 1987년 헌법개정에 대해 1980년 헌법과 그에 따른 

법률체계가 미친 영향에 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가진다.

2) 김철수, 『한국헌법사』, 대학출판사, 1988.

3) 한태연·구병삭·이강혁·갈봉근, 『한국헌법사(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 394-397쪽(갈

봉근 집필부분).

4) 김영수, 『한국헌법사』, 학문사, 2000, 661-671쪽 및 681-6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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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헌법사를 종합적으로 다룬 저술이 드문 가운데 성낙인은 『대한민

국헌법사』5)에서 한국헌법사를 (i) 제헌 이래로 입헌주의 헌법이념을 이어

온 ‘연속성’의 측면과 (ii) 권위주의에 의해 그러한 연속성이 파괴된 ‘불연

속성’의 측면으로 대별하는 전제하에 1987년 헌법의 경우에는 전자의 측면

이 강하다는 관점에서 동 헌법은 “원칙적으로 제5공화국 헌법의 체제를 그

대로 견지하고 있”으며 “그 큰 틀에 있어서는 본질적인 변화가 없”다고 진

단하고 있으나, 그 헌법으로의 개정과정 자체에 관하여는 보다 상세한 설

명을 보여주지 않는다.

한편 법학계에서 논문으로써 이루어진 연구를 살펴보면 여야 정당을 비

롯한 각 정파의 개헌시안을 직접 참조하여 1987년 헌법개정 논의과정을 

보다 상세하게 추적한 연구는 201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비록 연구대상을 헌법상의 사법 관련조항으로 국한하기는 하였으나 신우

철은 논문 ‘개헌과 사법: 대한민국 역대 헌법의 사법조항 분석’을 통해 국

회 회의록에 수록된 민주정의당 헌법개정시안의 요지설명과 여야 각 정당

의 시안 내용을 비교하여 사법조항의 형성과정을 추적하는 성과를 처음으

로 내었다.6) 이어 정상우는 논문 ‘1987년 헌법개정안 형성과정 연구’에서 

보다 시야를 넓혀 1986-7년의 여야 정당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시안들을 

모두 참조하여 그 작성경과·내용,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국회에서의 논

의과정 전반을 종래보다는 훨씬 구체적으로 조망하고 있다.7) 다만 이들 

연구는 사료로서 공간된 시안 그 자체만을 주로 활용하고 있어, 당시의 

신문·책자 등 보조적인 사료의 활용면에서는 보충의 여지를 남긴다. 

법학계 바깥의 분야로 눈을 돌려보면 1987년 6월 항쟁을 전후한 민주

화 내지 민주화운동의 과정에 초점을 둔 역사학적·정치학적 저작이 주

종을 이루는 가운데,8) 헌법의 개정과정 자체가 1차적인 관심대상이 된 

경우는 드물다. 석사학위 논문으로는 조계원이 ‘한국의 87년 헌정체제 

5) 성낙인, 『대한민국헌법사』(초판), 법문사, 2012, 47쪽 및 137-138쪽.

6) 신우철, “개헌과 사법: 대한민국 역대 헌법의 사법조항 분석”, 『법학논문집』 제40집 제

2호(중앙대학교, 2016), 151-207쪽.

7) 정상우, “1987년 헌법개정안 형성과정 연구”, 『세계헌법연구』 제22권 1호, 2016, 1-25쪽.

8) 대표적인 근래의 저작으로 서중석, 『6월 항쟁』, 돌베개, 2011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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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에 관한 연구’에서 헌법개정 논의과정을 직접 관심대상으로 삼고 있

으나, 1987년 헌법개정 과정에서의 사실에 대한 규명보다 그 전반적 내

용의 정치학적 성격규명에 목표를 두고 있는 데다 1987년까지의 1차 사

료로는 동아일보의 보도기사만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연구로 

보기는 어렵다.9) 또한 최근 사회학 연구자인 최종숙이 펴낸 『1980년대 

개헌운동과 6.10 민주항쟁』은 사회운동사적 관점에서 특히 1985-7년의 

“개헌운동”에 주목하여 그 전반적인 전개양상을 조망하고 있어서 의미있

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이 역시 헌법개정 과정 전반을 연구하려는 

입장에서 기획된 저작은 아니다.10)

이와 같이 분야를 막론하고 1987년 헌법으로의 개정과정을 중점으로 

삼은 연구가 부족한 가장 큰 이유로는 관련 사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고, 이는 어느 정도 타당하기도 하다. 그러나 위에서 보았

듯이 각 정파들의 개헌시안 자체를 활용한 연구성과가 나온 것이 2015년 

이후인데, 이들 연구에서 활용한 시안은 1987년부터 줄곧 공간되어 있던 

것들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현재까지 나와 있는 사료를 최대한 모아서 

활용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볼 여지는 충분하다. 나아가 당시의 신

문자료를 폭넓게 모아서 검증해 보는 작업도 아직 없었으므로 이를 시도

해 보는 것도 향후의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에 나와 있는 1차 사료들에 최근 발견된 것들을 더

하여 1987년 헌법개정의 과정을 가급적 상세히 살펴보고, 그 결과 현행 

헌법으로의 개정이 가졌던 의의를 그러한 고찰의 부문별 결론에 따라서 

다시 한 번 평가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9) 조계원, 『한국의 87년 헌정체제 형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2005.

10) 한국민주주의연구소 편, 『1980년대 개헌운동과 6.10 민주항쟁』, 민주화운동 연구보고

서, 2016(연구책임자 최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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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목적상 이 연구는 현재 접근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급적 1차 사

료를 활용하여 사실을 수집하고 이를 조합·해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방

법을 활용함에 있어 이 연구에서는 1987년 헌법이 가질 수 있는 수많은 측

면 가운데 1987년 8월 개헌협상의 산물로서의 측면을 1차적인 초점에 둔

다. 그리하여 헌법의 각 개별규정에 대해 여당과 제1야당으로서 8인 정치

회담의 협상 당사자였던 민주정의당과 통일민주당이 어떠한 변수로부터 

영향을 받아 각자 어떠한 구상을 하였는지, 그리고 그로부터 영향을 받아 

헌법 각 부문에 대한 개헌논의가 어떠한 관점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개별

적·미시적으로 탐색하는 한편, 그로써 도출할 수 있는 공통적인 특징들

을 토대로 그 규정이 속한 소부문별로, 그리고 가능하다면 보다 일반화할 

수 있는 수준까지 순차적으로 1987년 헌법개정에 대한 평가에 접근하고자 

한다. 그런 점에서 이는 일종의 귀납적인 접근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주

지하다시피 1987년 헌법개정이 대통령직선제의 도입을 그 계기로 하여 이

루어졌지만 개별규정들의 개정에 적용된 어떠한 방향성 내지 경향성이 있

었는지에 관하여는 새롭게 탐색해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

서 이 연구 초반에 헌법개정에 이르기까지의 정치적 과정(제2장)이나 각계

의 개헌구상(제3장)을 탐색하는 것은 구체적인 협상의 내용이나 과정에 영

향을 미친 인자들을 확인하기 위한 예비작업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아울러 조사방법에 있어서는 문서사료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시청각자

료11)를 활용하거나 관련자와의 면담조사를 병행하였다.12) 사료의 활용에 

관하여는 가능한 한 1차 사료·직접사료를 활용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정

11) 인터넷을 통해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주요 출처는 ① KBS·MBC의 1987년 당시 8

인 정치회담 관련 뉴스보도 영상(2020. 6. 28. 현재 ‘KBS 뉴스 9’, ‘MBC 뉴스데스크’의 각 

홈페이지에서 제공), ② 국회기록보존소의 헌법개정 관련인사(현경대·이한동·김종인 등)를 상

대로 한 구술채록 동영상(2020. 6. 28. 현재 ‘유튜브(https://www.youtube.com)’의 ‘국회

기록보존소’ 채널에서 제공), ③ 한국학중앙연구원 홈페이지의 ‘현대한국구술사료관’에서 제

공되는 구술채록 동영상(https://mkoha.aks.ac.kr/IndexMain.do)이다.

12) 면담은 특히 현경대 전 의원을 상대로, 2017. 8.~11.에 약 8회 이루어졌다. 그 외에 

김봉호(1987년 국회 개헌특위의 통일민주당 소속 위원, 2018. 4. 11. 1회), 장명근

(1987년 민주정의당 법사전문위원, 2017. 10.~11. 3회), 조정찬(1987년 법제처 법제관 

겸 민주정의당 법사전문위원(파견), 2017. 10.-11. 3회)을 면담하였다. 면담인사의 당시 

정파가 당시의 민주정의당에 치우쳐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 사료를 취급함에 있어 

교차검증 등에 주의를 기울이고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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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적 사건에 관한 1차 문서, 특히 야당에서 당시 생산한 문서(개헌시안

에 대한 제안이유서나 회의문서 등)는 거의 남아있지 않으므로 이들 사

항에 관하여는 신문자료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예컨대 야

당이 개헌시안에 관한 논의를 벌인 특정일자의 당내 회의에 관한 경우와 

같이 상세한 탐색이 필요한 곳에서는 전국의 모든 일간지를 대상으로 하

여 조사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조사대상 신문의 최대 범위는 연구자가 

접근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중앙일간지 7종, 지방일간지 6종으로 하였

다.13) 이 중 지방일간지들을 대상에 포함시킨 주된 이유는 비단 해당 지

역에서 공청회 등이 열린 경우에 이들 일간지가 유용한 보도를 했기 때

문만이 아니라, 1980년대의 지방일간지들이 다 같이 중앙(서울) 관련기사

를 연합통신(현 연합뉴스) 기사로써 보도했고 연합통신이 여타 중앙일간

지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도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1980. 11.의 

세칭 언론통폐합 과정에서 전두환 정부는 한국신문협회로 하여금 주재기

자를 두지 못하도록 하여 중앙일간지는 서울에서만, 지방일간지는 해당 

지방에서만 각각 취재를 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지방일간지가 서울의 

소식을 보도하려는 경우에는 연합통신(위 무렵 합동통신과 합병)의 기사

를 인용할 수밖에 없었다.14) 그리하여 교차검증의 필요정도에 따라 조사

13) ① 중앙일간지로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서울신문, 한국일보, 매일

경제신문을, ② 지방일간지로는 경인일보, 광주일보, 대전일보, 전북일보, 제주신문, 충

청일보를 활용하였다.

     이들 일간지는 모두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즉 (가) 조선일보는 해당 신문사에서 

제공하는 ‘조선일보 아카이브’ 웹서비스(http://archive.chosun.com), (나) 중앙일보는 해당 

신문의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검색서비스(https://joongang.joins.com/), (다) 동아일보·경

향신문·매일경제신문은 인터넷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http://newslibrary.naver.com), 

(라) 그리고 서울신문·한국일보 및 위 6종의 지방일간지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공하는 

‘BIGKINDS’ 시스템의 90년대 이전 신문지면 서비스

(https://www.bigkinds.or.kr/news/library90.do)를 각각 통하여 열람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기사 전문검색이 신뢰가능한(체감상 약 90%)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

은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뿐이고, 중앙일보의 검색서비스는 전문검색까지 가능하나 

1980년대의 기사 내용을 광학문자인식(OCR) 방식으로 전자화한 탓인지 오자가 매우 많

다. ‘조선일보 아카이브’의 경우 기사의 표제만 검색가능하며(이 역시 오자가 적지 않다), 

‘BIGKINDS’의 경우 검색기능은 제공하지 않고 각 날짜별·면별로 스캔한 PDF파일만 제공

되고 있다. 한편 위 서비스 모두 저작권 관계상, 기사를 인터넷상에서 ‘복사하여 붙여넣

을’(copy and paste) 수는 없도록 하고 있다.

14) ‘주재기자’는 1987. 8.에서야 부활하였다. 1987. 7. 21.자 동아일보 1면. 따라서 많은 

경우 위 지방일간지 6종은 결국 ‘연합통신 기사 1종’을 얻기 위한 매개자료로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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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신문의 종류 수를 달리하되,15) (i) 신문 1종의 인용으로 충분한 사

건이거나 (ii) 교차검증을 할 복수의 신문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은 가급

적 2종 이상의 신문보도에서 일치하여 보도하는 경우에 이를 인용함을 

원칙으로 했다. 그리하여 이 연구는 1987년 헌법으로의 개정안이 1987.9.18. 

국회에 발의되기까지 그 내용이 형성된 과정과 맥락을 그 주요 관심대상으

로 하되,16) 이를 인과적·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1980

년의 헌법개정을 통하여 형성된 정치질서를 시야에 포함시킨다.

그 논의의 순서로 제2장에서는 1987년 헌법개정에 이른 정치적인 인과

과정을 조망한다. 여기서는 먼저 1987년 헌법개정 논의의 직접적인 출발

점이 된 1980년 헌정체제가 어떠한 과정으로, 어떠한 내용의 법질서를 조

성하고 있었는지를 먼저 탐색하고 이를 개편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어떠

한 연유로 어떻게 등장하였는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헌법개정 논의에서의 

각 행위자(actor)인 정부, 여야의 각 정파, 그리고 그 밖의 주요 저항세력

을 구성한 재야·학생운동세력, 그리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미국이 채택

한 대응책까지 어떻게 형성·변천했는지를 순차 살펴본다. 다만 재야와 

학생운동세력의 활동이나 6월 항쟁 등의 운동사에 대하여는 기존에 적지 

않은 선행연구가 각계에서 이루어져 있는 반면, 정당들이 역학관계 및 주

연합통신 보도내용을 조사하는 데 있어 위 6종의 지방일간지를 모두 조사할 필요가 있는 

이유는, ① 당시 연합통신은 독자적인 보도매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② 각 지방일간지

는 연합통신 기사의 서로 다른 부분을 발췌하여 인용하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5개의 

문단으로 구성된 연합통신 기사가 있다고 할 때, 각자의 지면사정에 따라 A 지방지는 

1·2·3·5번째 문단을, B 지방지는 1·2·4번째 문단을, C 지방지는 5개 문단 전부를 인용하

여 보도한 경우가 매우 많다. 따라서 5개 문단 모두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C만이 5개를 

모두 인용했음을 미리 알 수 없는 한, A,B,C 지방지를 모두 찾아볼 필요가 있다.

15) 예컨대 ‘4. 13 호헌조치’와 같이 저명한 사건의 내용을 확인하는 데는 1종의 신문만으

로도 충분한 반면, 1987. 8. 24.의 제12차 8인 정치회담 내용을 확인하는 데에는 13종 

모두가 필요할 수 있다.

16) 1987.9.18. 이후로도 공고(9. 21.), 국회 의결(10. 12.), 국민투표에 따른 확정(10. 

29.), 시행(1988. 2. 25.)의 과정이 있었으나, 이를 서술대상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1987. 9. 18.로 헌법개정안의 “내용”은 그에 대한 가부의 결정만이 

남았을 뿐 확정되었고, 위 절차들이 어떻게 거쳐졌는지에 관하여는 헌법개정사를 다룬 

여타의 저작들에서 이미 서술되어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기존 저작의 설명을 그대로 

반복하지 않으면서 1988. 2. 25.까지로 서술시기의 범위를 확장할 경우 이미 ‘헌법내용

의 형성’과는 직접적 연관이 없는 1987. 12.의 대통령선거를 비롯한 정치사의 전개를 

설명해야 할 것인데 이는 이 연구의 합목적성을 저해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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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황의 변동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성과는 상

대적으로 드문 편이므로 이 연구에서는 여타의 저항세력이나 미국보다도 

국내의 정당정치적 과정에 주된 초점을 두기로 한다.

제3장에서는 위에서 본 각 행위자들이 헌법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구체

적으로 의제화 내지 시안화한 과정과 그 내용을 확인하고, 그것이 어떠한 

이유로 결국은 여야 기성정당 간의 양자협상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었는지

를 돌아본다. 이는 제4장 이하에서 서술할 구체적인 개헌협상 내용과 관

련하여 각 정당과 그에 영향을 미친 사회단체 등이 마련한 ‘재료’들을 구

체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상의 배경인식을 토대로 제4장에서는 정치제도를 제외한 헌법의 전문

과 기본권 및 경제제도 부문을, 그리고 제5장은 정치제도 부문을 각각 대

상으로 하여 8인 정치회담을 통해 여야 제1정당들이 개헌협상을 통해 각

각의 규정을 형성한 구체적인 논의경과와 그 결과를 조망하고 각 부문에 

대한 개정이 가지는 의의에 대한 평가를 시도한다. 여기서 정치제도와 여

타 부문을 구분의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헌법상 기본권과 경제제도를 포

함하여 정치제도 이외의 부문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성·운용 내지 적

용하는 것은 결국 정치제도가 결정하는 것이라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다.

끝으로 제6장에서는 이상의 각 장에 대하여, 즉 헌법개정이 이루어진 과

정·재료 그리고 그 부문별 협상의 내용과 결과에 대한 각각의 평가를 종

합하여 1987년 헌법개정이 당시의 기준에서 가졌던 의의를 종합적으로 원

점에서부터 평가하는 시도를 함으로써 결론에 갈음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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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1987년 헌법개정의 정치적 과정

제1절 1980년 헌정체제의 성립과 초기 운영

1. 1980년 헌법의 개정과정과 내용

대통령 1인의 영구집권을 보장한 유신헌정체제는 1979년의 10. 26 사건으로 

곧 종식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에 이어 제10대 대통령에 

취임한 최규하는 박정희와 달리 관료 출신으로서 국회 다수파인 공화당이나 

유신정우회(이하 ‘유정회’)나 군부의 확고한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였고, 그

렇기 때문에 10. 26과 동시에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에 의지하여 사회혼란의 우려에 대처했다.

그러나 이러한 비상계엄은 군부가 정치에 개입할 명분과 여건을 제공하였

다. 10. 26으로 대통령(박정희)뿐만 아니라 중앙정보부장(김재규, 구속)·대통

령경호실장(차지철, 사망)·대통령비서실장(김계원, 구속)도 일시에 정치일선에

서 사라진 상태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정부 내에서 군부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은 존재하지 않았다. 한편 「계엄법」은 비상계엄 시에 전국의 모든 

행정·사법업무에 대한 지휘감독권, 그리고 군사상 필요한 경우 체포·구금·

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 또는 단체행동에 관한 ‘특별한 조치’

를 할 권한을 모두 계엄사령관에게 부여했고(위 법률 제11조 내지 제13조) 이

러한 권한들은 실무적인 차원에서 국군보안사령부(이하 ‘보안사’)에 집중되

었다.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보안사를 중심으로 하여 합동수사본부가 구성

됨에 따라 보안사는 군 내부뿐 아니라 민간사회의 정보·수사·소추기능까지 

모두 통할하게 되었고, 전두환을 주축으로 한 신군부는 이를 이용하여 1979. 

12. 12. 계엄사령관 정승화를 체포하고 군 내부의 실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최규하 정부에게는 유신체제를 지속할 수 있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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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지지기반과 정당성 모두 없었으므로 헌법개정을 통해 새로운 헌정체제를 

모색해야 한다는 요구를 외면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최규하는 1979. 11월 말 

긴급조치 제9호로써 1975년부터 철저히 봉쇄되어 있었던 개헌논의가 국회를 

통해 재개되는 데 동의하였고, 이에 호응하여 공화당·유정회와 신민당은 

10. 26 이전의 극한대립을 봉합하고 국회에 헌법개정심의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합의개헌 시안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980. 2월 중순까지 이들 정파 시안이 발표되는 한편, 사안(私案)

으로도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에 걸쳐 ① 김철수·양호민·장을병·한정

일·임종률·양건의 ‘6인 헌법연구반 시안’, ② 서울지방변호사회 헌법연구특

별위원회 시안, ③ 그리고 이를 토대로 작성된 대한변호사협회 시안이 속속 

발표되었다. 그 공통적인 골자는 유신헌법에서 철폐했던 종전의 기본권을 되

살리면서 일부 새로운 기본권을 추가하고, 정부형태에 관하여는 임기 4년에 1

차 중임만을 허용하는 대통령직선제를 채택하며 국회의원은 모두 직선하되 

소선거구제를 채택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각계의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여론

의 향방도 이와 일치하였고,1) 특히 직선제 헌법을 마련하는 데 대하여는 유신 

초기부터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주창하던 제1야당인 신민당(총재 김영삼)뿐만 

아니라 공화당과 유정회도 적극적이었다. 이제 여권이 아니게 된 이들 정당으

로서도 최규하가 유신헌법상의 권한을 유지하도록 할 이유가 없었을 뿐 아니

라 공화당은 15년 이상 여당으로서 굳힌 조직력을, 신민당은 야당으로서의 선

명성을 강조하면서 쌓아온 대중적 인지도를 기반으로 각기 대통령선거를 통

한 정권창출을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정부형태의 핵심에 대

하여 정파 간의 이해대립이 없고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이상, 

국회를 통한 개헌논의는 순탄하게 결실을 맺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었다.2)

1) 당시 (i) 동아일보가 한국공법학회 회원 93명을(1980. 1. 4., 1. 5., 1. 8.자 각 동아일

보), (ii)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구성된 헌법연구특별위원회가 회원 280명을(1980. 1. 6.자 

한국일보 1면), (iii) 한국일보가 국회 개헌특위의 공청회 공술인 50명 전원을(1980. 1. 

27.자 한국일보 1면), (iv) 경향신문이 국회 개헌특위 위원 28명 전원을(1980 .1. 30.자 

경향신문 1면) 각각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v) 그리고 1980. 1. 15.까지 국회 개

헌특위에 접수된 서면의견 197건(1980. 1. 18.자 서울신문·한국일보·부산일보·영남일보 

각 2면)에서 나타난 대통령제 관련 의견의 비중을 살펴보면 정부형태로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67~90%에 이르는 가운데,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는 경우 그 

선출방식에 관해서는 직선제 의견이 84~94%로 나타났다.

2) 일례로 1980. 2. 10.자 한국일보 1면에서는 ‘국회 개헌안 윤곽 판명’이라는 제하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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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유신헌법은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에 한해 다른 헌법기관의 의결

을 거치지 않고 국민투표로써 즉시 확정되도록 규정함으로써 대통령에게 ‘개헌

주도권’을 보장하고 있었다. 따라서 1980년 3월까지 정부가 헌법연구반과 헌법개

정심의위원회(이하 축약하는 경우 ‘심의위원회’)가 잇달아 설치한 조치는 최규하

가 독자적인 개헌노선을 추구하는지에 대한 의혹으로 이어졌고, 국회 개헌특위

에서는 5월 초까지 법무부장관·국무총리 등에 대한 관련 질의가 이어지면서 개

헌협상이 지연되었다.3) 이는 12. 12 이후 일시적으로 언론에 대한 노출을 회피

하다가 1980. 4. 14. 전두환이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임하면서 정국 전면에 재

등장한 신군부가 정치사회에 대한 개입을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결과가 되었다. 

신군부는 4월 말부터 탄광노동자들이 강원도 사북 일대를 일시 점거 농성한 세

칭 ‘사북항쟁’, 그리고  5월 초·중순에는 군부퇴진과 계엄해제를 촉구하는 학생 

10만여 명이 서울역에서 집회하였다가 자진해산하는 ‘서울역 회군’으로 절정을 

이룬 학생들의 대도심 시위가 이어지자 이에 따른 사회혼란을 정치개입의 명분

으로 삼았다. 국회 개헌특위는 5월 초부터 정세에 대한 불안한 전망이 대두되자 

개헌안 심의에 속도를 내어 5. 15.까지 헌법 전문 중에서 4. 19와 5. 16을 모두 

삽입 또는 삭제할지를 제외하고는 모든 부분을 조문화한 단일 시안을 완성하고, 

5. 20. 개헌안의 최종성안과 비상계엄의 해제건의를 의제로 하는 임시국회를 소

집하기로 공고하였다. 임시국회에서 이들 의제가 여야 합의로 의결된다면 신군

부는 정치에 개입할 법적 명분을 모두 잃을 것이었다. 그러나 이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신군부는 5. 17. 24시부터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국회를 전면 

봉쇄하고 기존의 정치활동 일체를 금지함으로써 정국을 물리적으로 장악하였다.

이를 신군부가 처음으로 국내외에 확인시킨 것은 반대운동에 대한 살

상진압을 통해서였다. 계엄이 확대된 5. 18.을 기해 광주에서 신군부 퇴진

과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시위가 일어나자 신군부는 

사로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공화, 신민 양당 안은 권력구조나 국회기능, 사법부의 독

립보장, 기본권문제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대체적으로 의견이 일치하고 있어 국회 안

을 만드는 양당의 협상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3) 1980. 3. 6.에는 법무부장관(백상기)과 법제처장(김도창)에 대한 개헌특위의 보고청취 및 

질의응답이(제10대 제103회 국회 헌법개정심의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6호), 1980. 5. 3.

에는 국무총리 겸 정부 헌법개정심의위원회 의장(신현확)과 법제처장(김도창)에 대한 질

의응답이(위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8호) 각각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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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부터 공수부대를 투입하여 유혈진압을 하였고, 이에 대해 시민들이 

저항하여 계엄군을 상대로 항쟁하는 과정에서 최소 168명 이상의 시민이 

공수부대의 무차별적인 총격으로 살해되었다.4) 당시 신군부는 5. 18 항쟁

을 북한의 사주에 의한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으로 발표하고 진상이 전파

되지 못하도록 차단하였으나 광주 일대에 걸쳐 이루어진 계엄군의 살상

행위는 이후 점차 알려지면서 이후 학생 및 사회운동의 방향을 재정립하

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또한 1987년까지 전두환 정권의 정통성과 도

덕성에 대한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하였다.

5. 17 이후 1980년 헌정체제는 신군부의 주도로 형성되었고, 그 작업은 

박정희 군부가 1962년 체제를 만들어 갔던 방식을 응용·개량하여 이루어

졌다. 다만 박정희 군부가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시행하여 기존 헌정을 중

단시키고 동법으로 설치한 국가재건최고회의를 통해 헌법적 근거가 없는 

법체계를 먼저 형성해 놓고 이를 새 헌법으로써 사후에 정당화하였던 것

과 달리, 신군부는 기존의 유신 헌정체제를 활용하면서 명목상 계엄기구

인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보위’)를 통해 기존 정부산하 기구(헌

법개정심의위원회)의 배후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형식상으로

는 기존 헌법상의 절차에 따른 개헌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 과정에서 국보위는 가장 먼저 ‘새 시대’의 출범을 위한 사실적·물리적 

환경부터 조성했다. 이와 관련하여 국보위에서 편찬한 『국보위 백서』에

서 나열하고 있는 실적은 다음과 같다.5) ① 첫째는 여야 정치권의 주요 

경쟁자들을 정치일선에서 실력으로 배제하는 것이었다. 다만 각자에 대한 

처리방법은 달랐다. (i) 김종필 등 구 공화당 인사들은 구속 후 그 소유재

산을 ‘자진헌납’하는 조건으로 석방하였고, (ii) 김영삼 및 그 주변 인사들

의 경우 신민당 총재직 등의 당직을 비롯한 일체의 공직에서 사퇴시키는 

것으로 처리를 일단락했다. (iii) 반면 김대중과 그 주변 인사들은 5. 18 광

4) 법원도서관 편, 『대법원판례집』 제45권 1집(12.12 및 5.18 관련 특별호), 1997, 766-767

쪽에 수록된 신군부의 5. 18 내란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문의 「(별지 2) 피해자 및 피해

상황 일람표」에는 1980. 5. 21.부터 5. 27.까지 총상 등으로 피살된 총 44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 20세 미만자만 하더라도 19명에 이르고(최연소자 11세) 최연장자는 68세의 

여성이다. 5. 18에 대한 진상규명은 2020년 현재까지 완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5)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편, 『국보위 백서』,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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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항쟁을 배후조종하였다는 내란음모 등 범죄혐의로 군사재판에 회부하고 

형벌의 효력으로써 제도권 정치에서 배제하였다. ② 둘째는 공직자 숙정

조치이다. 1980. 7.부터 행정부 2급 이상 243명, 3급 이하 5,237명을 포함

한 고위공무원 약 5,500명을 법령상의 신분보장과 무관하게 사직시키고, 

이어 입법부(11명)와 사법부(61명)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금융기관·정부

산하단체 등 127개 기관의 임직원 3,111명을 사직시키고 그 재취업도 봉

쇄하였다. ③ 셋째는 언론계 정화조치이다. 국보위는 1980. 7. 30. 각 언론

사에 해고 대상자를 통보한 뒤 언론단체에서 자율결의 형식으로 해고조치

를 발표토록 하여 기자·편집인 등 언론인 933명을 사측에서 해직시키도

록 하고, 곧이어 언론사 통폐합을 강행하여 동아방송 등 5개 방송사를 

KBS에, 합동통신 등 5개 뉴스통신사를 연합통신(신설)으로 흡수통합시키는 

한편, 지방신문은 ‘1도 1사’의 원칙하에 도별로 2개씩의 신문사를 일괄 통

폐합하고 지방신문사는 서울 등 타 지역에 주재기자를 둘 수 없도록 하였

다. 이때부터 1987년까지 지방신문들은 서울에서 일어나는 소식에 관한 

한 연합통신의 보도자료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1980. 7. 31.에는 『창작과 비평』, 『씨의 소리』 등 정기간행물 

172종이 강제로 폐간되었다. ④ 넷째는 사회악 일소이라는 미명하에 계엄

포고 제13호(불량배 일제검거)를 근거로 삼청교육대에서 행한 ‘순화교육’

이다. 전두환 집권 직후 육군본부가 펴낸 『계엄사(戒嚴史)』에 따르면 위 

계엄포고 이후 비상계엄의 해제 전까지 전국에서 이를 위해 군을 동원하

여 영장 없이 검거한 인원수는 총 60,755명에 달했으며,6) 2002년 의문사진

상규명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삼청교육과 그 후유증으로 사망에 이른 사람

은 339명에 이른다. 이들 조치는 새 헌정체제의 수립을 위한 사실적인 정

지작업에 해당하였다.

한편 국보위는 새 헌정체제가 출범하면 입법화할 각종의 정책도 입안했

는데, 『제5공화국 전사』는 그러한 정책으로 영세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보증 확대, 의료보호 대상범위 확대, 중화학공업에 대한 중복·과잉투자 

조정, 수출입절차 간소화, 정부회계제도 개편, 대입 학력고사 도입, 졸업정

6) 육군본부 편, 『계엄사』, 1982, 5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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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 과외금지, 인·허가제도의 간소화, 즉결심판제도의 간소화 등을 열거

하고 있다. 그러나 국보위는 단순히 법률 차원의 정책입안만 하는 것을 

넘어, 새로 개정될 헌법의 내용 그 자체의 형성에도 관여하였다. 국보위

는 최규하 정부가 설치·운영하였으나 5. 17 당시까지 헌법개정안에 관한 

실질토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던 헌법개정심의위원회의 개헌안 성안과정

을 배후에서 주도하였고,7) 이에 따라 헌법개정심의위원회는 1980. 9. 부칙

만 제외한 헌법개정안을 발표하였다. 그 전문은 제헌 이래로 변하지 않았

던 대한국민에 대한 수식어구부터 “유구한 민족사, 빛나는 문화, 그리고 

평화애호의 전통을 자랑하는 대한국민”으로 바꾸면서, “제5민주공화국의 

출발에 즈음하여”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것을 다짐하는 것으로 시작하

였다. 유신헌법에서 변형되었던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 조항, 그리고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내

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조항도 모두 제자리로 돌아왔고, 거의 모든 기본

권의 제한에 관해 부가되었던 개별적 법률유보도 일반적 법률유보(제32조 

② = 현행 헌법 제37조 ②)를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또한 행복

추구권을 필두로 하여 연좌제 금지·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형사피고인

의 무죄추정·환경권 등 새로운 기본권도 도입되었다. 국가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교육의 전

문성을 보장하며, 국가가 적정임금의 보장에도 노력하도록 규정되어 있었

다. 위에서 열거한 새 기본권은 모두 5. 17 이전의 국회 개헌특위 안에서 

신설된 것이었지만, 정부는 헌법개정심의위원회가 이를 신설한 것이라고 

홍보하였다. 이러한 것들을 감안하여야 하지만, 적어도 새 헌법의 외양만 

얼핏 보면 대부분의 기본권에 대한 보장은 최소한 1962년 헌법의 수준을 

회복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우선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에 대해 허가나 검열을 금지한다는 

7) 그에 관하여 증언하고 있는 관련자 문헌으로는 (i) 목촌 김도창 박사 고희기념논문집 간

행위원회 편, 『한국공법의 이론』, 청운사, 1993, 941쪽; (ii) 이용훈, 『사필귀정의 신념

으로: 법과 정치와 나의 인생』, 삼연, 1994, 273-295쪽; (iii) 박윤흔, 『정현 박윤흔 회

고집: 도약의 시대를 함께한 행운』, 국민서관, 2014, 136-137쪽; (iv) 박철언, 『바른 역

사를 위한 증언 (1)』, 랜덤하우스중앙, 2005, 35-38쪽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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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은 국회 개헌특위에서 이를 되살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개정심의

위원회를 거치면서 유신헌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삭제되었고, 오히려 문화공보

부는 1987년까지 각 신문사에 보도지침을 하달하여 보도내용을 광범위하게 

통제하였다. 법률 차원에서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은 다방면으로 강화되

었다. 1980. 12. 18. 개정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규제의 대상이 되는 

시위의 장소를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일체의 옥외장소

로 넓히면서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에 관한 단속법규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 나아가 그러한 집회 또는 시위를 “예비·음모하거나 선전 

또는 선동”하는 행위까지 모두 금지·처벌의 대상으로 추가했다. 1988년도 

『검찰연감』의 통계에 따르면 이 법률에 의해 1980-1987년간 기소된 건수는 

모두 2,907건이고, 특히 1981-1983년 사이에는 기소율이 75%를 상회하였다. 

뿐만 아니라 종전의 「신문·통신등의등록에관한법률」, 「언론윤리위원회법」 

그리고 「방송법」을 통폐합하여 1980. 12. 31. 제정된 「언론기본법」은 신

문·방송·잡지 등에 대한 종합규제 입법으로서 정기간행물·방송의 표현물 

내용이 위법한 경우 이를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문 등 정기간행물에 

대하여 발행 시설기준을 도입하여 이를 갖추지 못한 언론사는 등록거부·취소

의 대상이 되도록 규정했고, 언론사에 “폭력행위 등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는 

위법행위를 고무·찬양”해서는 아니된다는 공적 책임을 부과하면서 이를 “반

복하여 현저하게” 위배한 내용의 정기간행물은 등록취소·발행정지의 대상으

로 하면서, 방송 편집인·편성책임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범죄를 구성하는 

내용의 공표를 배제하지 아니한 때”에도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하였다. 

새 헌법에서는 외형상 체포·구금에 대한 적부심사청구권을 되살렸지만 

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만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고, 이에 

따라 후술하는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1980. 12. 18. 개정하여 「형사소송

법」에 신설된 제214조의2(구속의 적부심사)는 이에 관해 (i) 검사가 인지

수사한 사건, (ii) 국가보안법 위반죄, (iii)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

역·금고에 해당하는 죄에 대하여는 적부심사청구권을 전부 배제하였다. 

또한 유신시대에 신설되어 국가보안법·반공법 등 위반사범에 대한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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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도입하게 한 근거규정도 그대로 존치되었다. 이는 이후 소정의 전

과를 가진 자가 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법원으로 하여금 형벌 

이외에 일률적으로 보호감호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회보

호법」의 제정 근거가 되기도 했다. 형사실체법에서도 엄벌주의가 만연했

다. 1980. 12. 18.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은 상습절도·

강도 등에 대한 최고법정형을 사형으로 상향했고, 같은 날 개정된 「폭력

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도 흉기를 휴대하거나 수인이 공동하여 폭행 등 

죄를 야간에 또한 상습적으로 범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대폭 강화했다. 한

편 종래의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을 통합한 1980. 12. 31. 전부개정 

「국가보안법」도 법정형을 전반적으로 상향하였다.

기본권 중에서도 특히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헌법에서부터 강력하게 제

약되었다. 헌법개정심의위원회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전혀 규정한 바 없었던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전반에 대한 개별적 법률유보(“단체행동권의 행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규정을 신설한 데 더하여, 단체행동권을 법률

로써 제한하거나 아예 부인할 수 있다고 헌법상 특정하는 대상을 국가·지

방자치단체·국공영기업체·방위산업체·공익사업체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

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 일체로 유신헌법에서보다도 넓혔고, 이로써 국가

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중에서 종래 단체행동권을 인정받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조차도 쟁의행위를 원천적으로 할 수 없게 하였다. 법률 차

원에서도 1980. 12. 31. 제·개정된 「노동조합법」·「노사협의회법」과 

「노동쟁의조정법」에는 모두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나 당해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제외하

고는 누구든지…관계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

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 

신설되어 노동쟁의 등에 있어 노동자 측이 사실상 외부조력을 받을 수 없도

록 하였다.8) 특히 「노동쟁의조정법」에서는 쟁의행위를 당해 사업장 이외

의 다른 장소에서는 행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제12조 ③) 종전 법에 의한 

공익사업뿐 아니라 일반사업까지도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8) 이 조항은 2006. 12. 30. 삭제되었다.



- 18 -

(제30조 제3호), 쟁의신고를 행정관청에 신고한 때로부터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냉각기간’도 10일씩 늘렸다(제14조).

새 헌법상의 정치제도는 기본권 규정에 비해서도 유신헌법과 훨씬 유사한 

모습을 띠었다. 비록 전두환 정부는 미국식 대통령 선거제도라고 대대적으

로 홍보하였으나 대통령선거는 통일주체국민회의가 대통령선거인단으로 바

뀌었을 뿐 여전히 ‘체육관 선거’였고, 이를 통해 전두환은 1981. 3. 3. 90%가 

넘는 득표율로 제12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유신헌법에서 폐지하였던 국회

의 국정감사권은 특정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권만 인정하는 것으로 대체되었

으나 그마저도 1988년까지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밖에 대통령의 

국회해산권과 국회의 국무총리·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의결권(헌법상 대통령

이 반드시 따라야 함)이 규정되어 있어 외형상으로는 일견 국회와 정부가 

상호견제를 할 수 있을 것처럼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러한 제도 역시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2. 헌정체제의 구체적 형성과 초기 운영

전두환은 1980. 8. 27. 유신헌법에 따라 일단 단일 후보로서 제11대 대통

령에 당선·취임했으나,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집권구도를 안정적으로 유

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헌법상의 정치제도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정치제

도, 즉 대통령선거인단을 구체적으로 구성하는 방식뿐 아니라 이제 창당을 

준비 중인 여당이 ‘안정적 다수’를 형성하기 위한 제반 장치들을 필요로 

했으나, 종전의 국회를 통해 이를 입법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전두환의 

지시에 따라 극소수의 국보위 인사들(우병규·권정달·박철언 등)은 헌법

개정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헌법 부칙을 성안하여 국가보위입법

회의(이하 ‘입법회의’)를 설치했다.

부칙은 1980. 10. 27. 헌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기존 국회의원의 임기가 종

료되도록 하고(제5조), 기존의 정당은 모두 “당연히 해산”되도록 하였다(제7

조). 국회를 대신하여서는 (i) “각계의 대표자로 구성하되, 그 조직과 운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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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여진 입법회의가 새 헌법에 따른 국회의 개

원 직전까지 입법권을 대행하도록 하되, (ii) 입법회의는 1962년의 최고회의

와 마찬가지로 기존 정치인 등의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

도록 하였다. 특히 입법회의가 제정한 법률에 대하여는 단순히 그에 기한 

재판·예산·처분에 대한 제소나 이의가 금지되는 것을 넘어(1962년 헌법 

부칙의 규정방식), 그 법률 자체에 대해서도 일체의 제소와 이의가 금지되었

다(1980년 헌법 부칙 제6조). 이러한 부칙에 근거하여 1980년 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설치된 입법회의는 1980. 10. 29.부터 1981. 3. 31.까지 25차의 본회의

를 통해(회당 평균 개의시간은 56분) 당시 존재하던 모든 법률의 약 27%에 

해당하는 189개의 법률을 단 한 건의 부결도 없이 제정·개폐하였다.9)

그 중에서 입법회의가 가장 먼저 제정한 「정치풍토쇄신을위한특별조치

법」(1980.11.5. 제정)은 대통령 소속의 정치쇄신위원회가 “1968. 8. 16.부터 

1980. 10. 26.까지의 기간 중 정치적·사회적 부패·혼란에 현저한 책임이 있

다고 인정되는 자”를 심사·공고하고, 공고된 자는 별도의 적격판정을 받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1988. 6. 30.까지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10) 다만 그 

전이라도 대통령은 임의로 대상을 지정하여 정치활동금지를 해제(해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김영삼·김대중·김종필을 비롯한 주요 구 여·야

권 정치인과 재야인사를 통틀어 835명의 정치활동이 금지되었다. 다만 그 중 

268명은 11. 25. 적격판정을 받아 구제되었는데(당시의 용어로 ‘재심구제’) 이

들 중 약 130명은 이후 후술하는 민주정의당·민주한국당·한국국민당의 창

당준비위원이나 발기인이 되거나 1981년의 제11대 총선에서 이들 정당의 국

9) 국회사무처 편, 『국가보위입법회의사료』, 1995, 338쪽. 입법회의가 개회한 1980. 10. 

29. 당시 존재하고 있던 총 현행법률은 694개로 파악된다(이는 필자가 법제처의 ‘국가

법령정보’의 연혁법령 정보를 엑셀(Excel) 파일로 추출하여 당시까지의 ① 제정법률 개

수 - (② 폐지법률 개수 + ③ 한시실효법률 개수)로 집계한 결과이다).

10) 위 법률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법에서 정치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되는 일

    2.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하는 일

    3. 정당 또는 정치적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그 고문 기타 이에 준하는 직위 또는 그 

결성의 발기나 준비를 위한 직위에 취임하는 일

    4. 정치적 집회의 주최자 또는 연사가 되는 일

    5. 전 각호 이외에 특정한 정당, 정치적 사회단체 또는 타인의 정치활동을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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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원후보로 공천을 받았다. 이와 같이 정부는 새로운 정당체제에 대한 순

응을 조건으로 정치활동의 재개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독점하였다.

위 재심구제와 동시에 입법회의는 「정당법」을 개정하였다(1980. 11. 

25.). 새 법률은 정당활동에 대한 규제조항으로 ① 당원자격이 없는 자가 

정당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고(제42조의2) ② 신

민당이나 민주공화당과 같이 1980년 헌법의 시행으로써 해산된 정당의 명

칭은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제43조, 부칙 제2항), ③ 다른 한편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 처분에 관하여 이를 “당해 정당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정당이나 단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제41조). 

특히 이 조항은 새로 창당될 여당이 구 공화당의 자산 일체를 무상양도받

는 근거로 원용되었는데, 여당은 막대한 물적 자산과 더불어 ‘재심구제’를 

조건으로 하여 구 공화당의 주요 조직관리자를 당원으로 포섭함으로써 그 

인적 조직도 신속하게 흡수하여 성장하였고, 당의 재산에 있어서도 1986년 

제1야당인 신한민주당에 비해서는 43.8배, 1987년의 통일민주당에 비해서

는 무려 253.5배를 보유할 수 있었다.11)

그 다음으로 입법회의가 입법한 것은 「대통령선거법」(1980. 12. 31. 

제정)과 「정치자금에관한법률」(같은 날 전부개정)이었다. 「대통령선거

법」은 비록 미국식의 선거인단 체제를 모방한 것처럼 보이지만 선거인

이 어느 대통령후보에게 투표할지가 사전에 공표되지도 않고 또한 일단 

선출된 선거인이 유권자의 의사에 기속되도록 하는 아무런 법률상·사실

상의 제약도 없었다는 점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이로써 후보가 선거인

단으로부터 얻는 득표율은 선거인을 선출한 국민의 의사와 완전히 절연

되었다. 또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은 1980년 헌법에 신설된 국고보조

금 제도를 규정하면서 처음으로 당비를 정치자금으로서 법제화하는 한편 

후원회 기부금·기탁금 등으로 정치자금의 출처를 양성화·다원화했다. 

그러나 후원·기탁은 기명으로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실제 운용에 있어

서 야당에 대한 후원·기탁은 불이익을 수반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기

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편, 『정당의 활동개황 및 재산상황 등 보고집(1981~1987)』, 1988, 

427쪽 이하에 수록된 통계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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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되어 야당은 여전히 수입을 주로 당비에 의존해야 했고, 여야 간의 재

산상 격차는 좁혀질 수 없었다. 오히려 구 공화당의 부동산을 무상양수한 

민정당은 1980년대 부동산 가격의 폭등에 수반하여 재산규모를 빠르게 

증식하였고, 이로 인해 1987년까지 부동산 자산을 상대적으로 희소하게 

보유한 야당에 대한 재산의 비가 가파르게 올라 민정당이 위와 같이 제1

야당에 비해 막대한 재산을 보유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전조치가 마쳐진 뒤 「정당법」에 따라 민주정의당(총재 전두

환, 이하 ‘민정당’)이 1981. 1. 15. 창당되고, 이어 ‘재심구제’를 받은 구 신

민당 인사들을 주축으로 민주한국당(총재 류치송, 이하 ‘민한당’)이 1. 17.에, 

구 공화당·유정회 인사들을 주축으로 한국국민당(총재 김종철, 이하 ‘국민

당’)이 1. 23. 각각 창당되었다. 민정당은 5. 16 이후 공화당이 사전조직되었

던 것과 유사하게 1980. 6.경부터 보안사 주도하에, 그리고 민한당·국민당

은 중앙정보부(1981. 1. 1.부터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로 명칭변경)의 

주도하에 사전조직되었다.12) 그리고 이들 정당이 모두 창당된 다음날인 

1981. 1. 24. 비상계엄이 456일(제주도의 경우 252일)만에 해제되었다.

끝으로 입법회의는 제11대 총선을 2개월 남겨두고 「국회의원선거법」

을 개정했다(1981. 1. 29. 폐지제정). 이 법률은 한 지역구에서 2명의 국

회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취한 점에서 유신체제 하의 국회의원선

거법과 유사하나, 유신헌법이 국회 의석의 1/3을 여당과 별도의 전위조

직인 유정회에 배분했던 것과 달리 유신 이전의 ‘전국구’ 제도를 부활하

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편, 『대한민국선거사 제4집(1980.1.1.-1988.2.24.)』, 2009, 114-115쪽.

    이러한 ‘사전조직공작’ 사실은 민한당의 사무총장이었던 신상우가 회고록(신상우, 『고

독한 증언』, 창민사, 1986)을 통해 폭로함으로써 세상에 밝혀지게 되었다. 이후 2007년

에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 위원회’가 신상우와의 면담조사 등을 통

해 사실을 재확인하여 조사보고서에 수록하였다. 국가정보원 편,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정치･사법편(Ⅳ)』, 2007, 92-95쪽에 따르면 민한당, 국민당의 창당은 1980년 당시 

중앙정보부의 정치담당 파트가 실무작업을 하여 ‘청와대 대책위원회’의 결재를 받아 이

루어졌다고 한다. 이와 같이 야당의 창당 당시부터 공천, 인선 등 일체에 중앙정보부가 

개입하였다는 증언에 관하여는, ‘총재까지 지정해 “야당 만드시오”’, 2005. 2. 24.자 한

겨레 기사도 참조.

    한편 국가정보원의 위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국가안전기획부는 민한당과 국민당의 창당

에만 관여한 것이 아니라, 1985년의 제12대 총선을 전후해서는 민한당･국민당에 자금

을 지원할 계획을 수립하고, 탈당을 주도하는 국회의원을 연행조사하는 등의 사후관리

까지 하였다. 이에 관하여는 위 조사보고서, 103-104쪽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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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전체 의석(276석)의 1/3인 92석을 전국구 의석으로 하되, 그 중 2/3(61

석)을 제1당에게 일괄배분하고 나머지 31석만을 여타 정당이 득표율대로 

배분받도록 하였고 국회 내의 ‘안정적 다수 형성’이 그 명분이었다. 유신

체제에서 박정희가 통일주체국민회의 의장으로서 국회의원 정수의 1/3을 

사실상 임명할 수 있었다면, 전두환은 민정당 총재로서 공천권의 행사를 

통해 국회의원 정수의 2/9(=1/3×2/3)를 사실상 임명하면서 여당조직에 

대한 장악력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더구나 위 법률은 총선의 시기를 

“의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로부터 20일까지에 실시한다”고만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날짜를 “늦어도 선거일 전 180일에 대통령이” 공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제96조), 선거시기에 관한 정보를 독점하는 여당이 그 준비

에 있어 절대적으로 유리하도록 했다.

위 3개 정당 이외에 별다른 선택지가 주어지지 않았던 가운데 1981. 3. 25. 

실시된 제11대 총선에서는 민정당이 151석(지역구 90석, 전국구 61석), 민한당

이 81석(지역구 57석, 전국구 24석), 국민당이 25석(지역구 18석, 전국구 7석)

을 차지하여 3개 정당이 국회 총 276석 가운데 257석(93.1%)을 차지하였다. 특

히 민정당에서는 지역구 후보로 공천된 92명 중 90명(97.8%)이 당선되었고, 원

내 과반수를 점한 상태에서 국회 내 모든 상임위원회의 위원석 과반수과 상

임위원장까지 남김없이 차지하였다. 이로써 민정당을 중심으로 “1중대, 2소대”

로 불리는 야당이 형식상으로만 존재하는 패권정당체제 내지 위성정당체제가 

구축되었는데, 민정당의 창당발기위원장 그리고 이후에는 그 첫 대표위원을 지

낸 이재형은 1980. 12. 4. 기자회견에서 “앞으로의 여야관계는 우당(友黨)으로 

정립돼야 한다”는 말로 이러한 정치상황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1981. 4. 위와 같이 구성된 제11대 국회가 개원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출

범한 ‘제5공화국’의 초기 헌정은 집권세력의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보였다. 우선 정치활동 규제에 더하여 김영삼·김종필은 모두 일체

의 공직에서 사퇴하였고, 특히 김대중에 대하여는 형벌의 효력으로써 중첩

적인 정치활동 배제가 이루어졌다. 그는 1980. 5. 18. 체포되어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된 이후 비상계엄 해제 직전에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었고(대법원 1981. 1. 23. 선고 80도2756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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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이 그의 첫 방미를 조건으로 한 레이건 정부의 압력에 따라 같은날 그를 

무기징역으로 감형(이후 징역 20년형으로 다시 감형)한 후 형집행을 정지하

여 미국으로 출국시켰다.13) 이후 그는 1985. 2. 귀국하였지만 후술하는 정치

활동의 해금 이후로도 1987. 7. 9. 사면·복권될 때까지 피선거권과 정당원 

자격을 가질 수 없었다. 당시의 「정당법」상 국회의원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원자격을 가질 수 없었는데, 정치활동규제가 해제되더라도 그와 별개로 

형의 효력에 의해 「국회의원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선거권이 박탈되어 

있는 사람은 여전히 정당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련의 조

치로써 가장 유력한 기존 반대정파들의 정치진출은 완전하게 봉쇄되었다. 

다른 한편 새로운 위성정당체제 안에서, 1981년 총선 과정에서 민한당·국

민당 등 특정 야당의 총재들이 입후보하는 지역구에는 정부가 여타의 야당

은 후보를 출마시키지 못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구에서는 위 특정야당의 총

재와 민정당 후보의 2인만이 동반당선되도록 한 데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

이14) 야당들이 정부의 후견 속에서 육성되는 가운데, 소속의원들조차 당의 

성격을 “1중대, 2중대(혹은 의석규모에 따라 ‘2소대’)”로 규정하고 있었다.15)

민주정의당이라는 여당의 이름이 상징하는 것과 같이, 전두환이 취임사

에서부터 강조한 두 가지의 핵심가치는 “민주복지국가 건설”과 “정의사

회 구현”이었다.16) 먼저 전자와 관련하여 전두환 정권이 경제정책의 부문

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1979년 이란의 팔레비 

왕조가 전복되면서 촉발된 제2차 석유파동으로 인해 1980년에 28.7%까지 

상승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981년에 21.4%, 1982년에 7.2%, 1983년에

13) 당시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였던 R. Holbrooke와 M. Armacost에 따르

면 그 이전부터, 1981. 1. 20.의 레이건 대통령 취임을 앞둔 미국 정부측에서는 위 사형

이 확정·집행될 경우 레이건 정부가 비난대상이 될 것을 우려하였고, 그리하여 전두환의 

국빈방미(1981. 1. 28.)와의 교환조건으로 김대중을 감형할 것을 전두환 정부에 요구하였

다고 한다(‘A Future Leader’s Moment of Truth (Op.-Ed.)’, 1997. 12. 24.자 New 

York Times 17면). 그리하여 김대중은 위 판결확정 당일 국무회의에서 무기징역으로 감

형되고, 다시 질병치료 명목으로 서울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었다가 1982. 12. 24. ‘정치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형집행정지와 함께 미국으로 강제로 출국하였다.

14) 1981. 3. 2.자 동아일보 3면; 1984. 12. 9.자 조선일보 3면 참조.

15) 1983. 8. 12.자 동아일보 3면.

16) 전두환의 1980. 9. 1.자 취임사 전문은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의 ‘연설기록’ 항목에서 찾아볼 

수 있다(http://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 2020. 7. 26. 최종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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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3.4%로 안정되면서,17) 1980년에 처음으로 –1.6%로 마이너스를 기록했

던 실질 GDP 성장률도 1981년에 7.2%, 1982년에 8.3%에 이어 1983년에 

13.4%를 기록한 것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18) 이는 1984년 하반기부터 

저금리·저유가·저환율의 세칭 ‘3저 호황’으로 수출과 전반적인 국민소

득이 크게 늘어나는 데 기여하였다.19) 그러나 국민경제 전체의 차원에서 

안정적이고 빠른 경제성장이 복지정책의 전반적인 향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노동기본권에 대한 광범위한 제약이 헌법상·

법률상의 차원에서 중첩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도시재개발로 인한 주거공간의 강제철거에 대항한 서울 사당동·목동 등 

일대의 철거민 투쟁에서 보듯이 ‘성장대열’에서 밀려난 저소득층은 소외

되었고,20) 특히 노숙자·부랑자 등에 대한 수용보호를 명목으로 한 공공

시설에서 1987년까지 3,000명 이상을 수용하면서 대대적인 인권유린이 벌

어져 그 중 550명 이상이 사망한 ‘형제복지원 사건’이 상징하듯이 이들 

소외계층의 인권은 보호가 아닌 격리와 방치의 대상이었다.

한편 전두환은 대통령 취임 직후인 1980. 11.경부터 1987년 말까지 재벌

기업 총수 32명으로부터,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이 발주하는 각종 국

책사업의 사업자 선정 또는 금융·세제 운용 등에 있어서 다른 경쟁기업

보다 우대하거나 최소한 불이익이 없도록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총 

2,205억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21) 그러는 동안 언론에는 전대미문의 금융

비리 사건이 연이어 보도되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본부가 1982. 5. 7. 장

영자·이철희를 구속한 데 이어 7,000억여원 규모에 달하는 이들의 어음사

기 사건이 발표되었고(장영자·이철희 어음사기사건), 8. 17.에는 명성그룹 

회장 김철호 등이 은행으로부터 예금 형식으로 총 1,000억여원의 사채(私

17)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kr) 홈페이지의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 통계표 참조.

18) (주 17)의 홈페이지의 ‘국내총생산 및 경제성장률(GDP)’ 통계표 참조.

19)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https://newslibrary.naver.com)에서 “3저 호황”으로 키워드 

검색을 해 보면 “3저 호황”이라는 말이 언론보도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은 1986. 8. 27.

자 매일경제 3면 기사에서이다(2020. 7. 26. 최종확인).

20) 이에 관하여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홈페이지 오픈아카이브(https://archives.kdemo.or.kr)

의 [사료 컬렉션]-[연대별 분류]-[1980년대]-[목동철거민투쟁] 항목을 참조.

21) (주 4)의 문헌, 768-778쪽에 수록된 전두환 등의 12. 12 반란·5. 18 내란 등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문의 「(별지 3) 피고인 전두환의 수뢰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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債) 자금을 조달받아 횡령한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으며(명성사건)22), 1983

년에도 영동진흥개발이 은행으로부터 약 1,000억여원 규모의 변칙적 어음

보증을 받은 사건이 발표되었다(영동개발진흥 사건). 특히 그 중 장영자·

이철희 어음사기사건과 명성사건에는 공통적으로 전두환의 친인척이 연루

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정부의 강력한 통제 하에 있는 언론들은 

이러한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정부의 발표를 거듭하여 보도하였지만 민

주적 정당성이 없는 전두환 정권의 발표는 신뢰받지 못하였고, 그 도덕성

에 대한 평가는 당시부터 크게 손상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모두 

전두환 정권이 강조한 “정의사회”와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여주었다.

문익환·예춘호·인명진·송건호·한승헌 등 1970년대부터 ‘재야’ 사회운

동의 주축을 이루던 인사들 또한 5. 17 당시 ‘사회혼란 조성 및 학생·노조

소요 관련 배후조종 혐의자’로 지목된 이후 전술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수감되었고, 1983년까지 이문영·강만길·이영희·한완상 

등 신군부의 집권에 반대한 대학교수 86명이 해직되었다.23) 또한 1970년대 

말 민주노조 운동을 주도했던 원풍모방, 반도상사, 콘트롤데이타, 청계피복 

등 산업체의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다수 전술한 삼청교육 대상자가 되었다.24)

이와 같이 사회의 전 영역에서 전두환 정부에 대한 잠재적 반대세력은 형사

절차 또는 아예 법적 근거 없는 물리력으로써 광범위하게 억압되었다.

‘서울의 봄’ 당시 강력한 저항세력을 구성했던 학생사회에 대하여는 특히 

강력한 억압이 계속되었다. 위 시기에 대학에서 일시적으로 부활했던 학생

회 조직은 모두 와해되어 유신체제에서의 학도호국단이 다시 들어섰고, 

1980년 2학기부터는 학교 캠퍼스에 전투경찰대가 상시 주둔하였다.25) 이와 

함께 문교부는 교수로 하여금 학생 개개인에 대한 신상카드를 만들고 수시

로 상담결과를 기록하도록 하고 학생에 대한 학생지도 실적을 승진·재임

용의 심사기준으로 하는 ‘교수책임제’를 대학에 시달하는 한편,26) 각 대학 

22) 1983. 8. 17.자 동아일보 1면.

23) 해직교수 명단은 이후 문교부의 복직방침을 보도한 1984. 6. 14.자 경향신문 1면에 수

록되어 있다.

2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편, 『한국민주화운동사 3』, 돌베개, 2010, 158쪽.

2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편, (주 24)의 문헌, 187쪽.

26) 1980. 9. 24.자 동아일보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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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 학생의 동의 없이도 총장·학장의 재량으로 휴학을 명할 수 있도

록 하는 ‘지도휴학’ 규정을 학칙에 두도록 하였다. 이 지도휴학제는 휴학시 

병역소집이 가능하도록 했던 「병역법시행령」과 결합하여 시위 관련 대학

생 447명이 법률상 근거 없이 강제로 군에 입영되는 근거가 되었고 이 중 

최소 5명은 원인불명으로 사망하였다.27) 특히 보안사에서는 이들 입영자 중 

256명을 대상으로 입대 전의 활동사항·학내조직 상황 등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벌인 뒤 휴가를 내보내어 대학 선후배로부터 정보를 수집해 보안사

에 보고하도록 하는 ‘녹화사업’을 실시하기도 하였다.28)

이와 같이 반대세력에 대한 강력한 탄압이 계속되면서 1970년대부터 

유신 저항인사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던 ‘재야’ 인사들과 노동조합 지

도부 인사는 대부분 투옥되거나 그 활동이 봉쇄되었고, 학생운동의 지도

인사들도 구속되거나 강제입영됨으로써 사회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저항

은 표출되지 못한 채로 억눌렸다. 그렇기 때문에 후술하는 유화국면이 나

타나기 전인 1983년 상반기까지 전두환 정권에 대한 반정부시위는 아직 

학교에 남아있던 학생들을 주축으로 이루어졌으나 그마저도 가두로 진출

하지 못한 채 산발적인 교내시위의 양상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다만 이 

무렵부터는 학생사회를 중심으로 광주항쟁의 진상을 사회에 알림과 동시

에, 그 당시 한미연합사령부 체제를 통해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가

지고 있었던 미국이 전두환의 집권과 광주항쟁에서의 학살을 방조했다는 

책임론을 제기하고 한국정치에 대한 미국의 역할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재조명하는 관점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1982. 3. 18. 고신대 학생인 문

부식이 주도한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은 이러한 반정부운동의 경향을 

반영한 것이다.29) 이후 이러한 반미정서가 범국민적인 반미감정으로 확산

될 수 있다는 우려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미국이 1987년까지 전두환 정

부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요소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30)

27) 제12대 제125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6호(1985. 6. 8.), 90쪽(군법회의 현황

보고에서의 권영각 국방부차관 발언내용).

2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편, (주 7)의 문헌, 176쪽.

2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편, (주 7)의 문헌, 185-212쪽. 특히 1981년 상반기부터 1983

년 상반기까지 각 대학에서 주최된 시위의 양상에 관하여는 위 문헌, 198쪽, 205쪽, 

207-208쪽의 각 표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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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두환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사법부와 검찰도 강력하게 통제·장

악하였다. 새 헌법 부칙(제8조)은 종전의 대법원장·대법원판사를 비롯한 

법관을 새로 임명하도록 규정하였다. 전두환은 1980. 5. 20. 김재규에 대한 

내란목적살인 등 상고심 사건(80도306) 판결에서 소수의견을 제시했던 대

법원판사 6명 중 5명은 의원면직하고 나머지 1명도 재임용 대상에서 제외

하고, 처음으로 검찰 출신의 대법원판사(2명)을 임명함으로써 대법원 내의 

‘검찰 지분’이 관행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31) 이로써 1981년 임명된 유

태흥 대법원장은 “청렴성, 재판처리 능력, 품위, 국가관 등”을 기준으로 

하여 재임용 대상인 법관 563명 중에서 37명을 탈락시켰는데,32) 그는 취

임사에서 “법도 국가가 있은 연후의 것이므로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서도 항상 국가의 존망을 의식해야 하는 것이 당연 중 당연지사”라고 천

명했다.33) 이후 법원·검찰에 대한 통제는 주로 안기부를 통하여 이루어

졌다. 안기부는 대통령령인 「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에 근거한 

안보수사조정권을 통해 시국사건·공안사건의 죄명과 기소형량을 조정하

였고, 법원에 대하여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선고형량을 주문하고 

압력을 행사했고 이로써 특히 학생시위에 대한 법원의 선고 형량은 1983

년부터 3년으로 반영되었다. 한편 법원·검찰에 대한 통제는 ‘사정(司正)’

과도 병행되었는데, 1983. 1. 청와대 사정비서관이 이첩한 대법원장 비서

관의 외화밀반출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검찰청장·남부지청장을 비롯

하여 검사 4명이 사임 또는 파면, 부장판사 2명이 의원면직, 변호사 3명이 

제명되도록 한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34) 이와 같이 법원은 정부의 

30) 이를 보여주는 일례로 리차드 워커(Richard L. Walker) 주한미국대사는 조지 부시

(George H. W. Bush) 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1982. 4. 6.자 Seoul 03315호로 부시

에게 보낸 “Bush Visit: Non-Government Contacts”라는 제목의 전문(telegraph)에

서 다음과 같이, 미국이 한국의 인권과 정치적 자유화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을 보여줌으로써 한국에서의 반미감정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A major 

objective of your visit should be to counter nascent anti-american feeling in 

korea by demonstrating to private koreans that the U.S. remains deeply 

concerned about the issues of human rights and political liberalization.”

31) 이헌환, 『정치과정에 있어서의 사법권에 관한 연구-한국 헌정사를 중심으로-』, 서울대

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1996, 195쪽.

32) 법원행정처 편, 『법원사』, 1995, 853쪽.

33) 법원행정처 편, (주 32)의 문헌, 855쪽.

34) 국가정보원 편, (주 12)의 문헌, 525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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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통제 하에 정부나 국회에 대한 견제작용을 거의 수행할 수 없었

고, 헌법위원회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 또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

다. 특히 대법원이 비록 1987. 4. 15.에서야 처음 명시적으로 인정하였지

만, 헌법 부칙 제6조에 따라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제정한 법률은 처음부터 

법원에 대한 제소나 이의의 대상이 되지도 않기 때문에 이는 처음부터 헌

법상 허용되는 것도 아니었다.35)

3. 1980년 헌정체제의 성격에 대한 평가

1980년의 헌정체제는 종전의 유신체제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국회 중심

의 논의를 신군부가 무력으로 중단시킨 뒤에 최규하 정부에서는 국보위를 

통해, 그리고 전두환이 대통령에 취임한 뒤에는 직접 나서서 형성한 체제

이다. 물론 유신헌법에서의 헌법개정 절차상 당시의 국회 개헌특위가 정

부의 관여 없이 독자적인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했을 뿐 

아니라, 설령 가능했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선출한 적이 없는 통일주체국

민회의와 유정회를 배제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민주적 정당성의 

하자가 없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이 기존 헌법에서 규정한 

개정절차에 따라서 헌법을 개정하는 경우에 구 집권세력을 배제할 수 없

다는 문제점은 1987년의 헌법개정 과정과 관련해서도 후술과 같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당시 현존하던 국가기관 중에서는 국회를 통해 여

론을 수렴하고 그에 따라 성안된 개헌구상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는 것

이 상대적으로나마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개헌절차가 될 수 있을 것이

었다. 그러나 신군부는 5. 17로 정치 전면에 나설 때부터 광주 시민들의 

희생 위에서 집권하였고, 각계 인사로 구성된 헌법개정심의위원회라는 합

의체 기구에서 심의한 것과 같은 외피를 쓰고 아무런 국민대표성도 찾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헌법을 입안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물은 대통령의 

임기를 7년 단임으로 한 점을 제외하면 유신헌법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35) 대법원 1987. 4. 15.자 84카32 결정(사건명: 위헌제청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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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헌법에 따라서 구체적인 법률질서를 수립한 국가보위입법회의 또한  

「국가보위입법회의법」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 의원들로 구성된 기구

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대신하여 ‘제5공화국’의 주요 법률들을 모두 입

법하였다는 점에서, 국보위와 마찬가지로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했다.36)

현대의 정상적인 헌정체제에서 국회의 다수파는 유권자인 국민의 다수로

부터 지지를 받는 정파가 차지한다. 민주주의 원리의 주요한 내용 중 하

나인 이러한 상식이 원칙적인 수준에서나마 구현되고 있을 때 비로소 입

법자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정당성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그가 제정한 

법률로써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이 법치주의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된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1980년 헌정체제를 구성하

는 헌법도,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제정한 일련의 법률들에도 모두 법치주

의적인 토대는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국보위와 국가보위입법회의가 형성한 헌정체제에서, 정부의 수반 지위

와 국회의 다수파를 어떠한 정파가 차지할지는 국민의 지지와 관계없이 

이미 주도권을 장악한 특정 주체세력으로 결정되어 있었고, 특히 국회의 

다수파를 이들 세력이 유지하기 쉽도록 선거제도와 정당체제는 사전에 

맞추어졌다. 기존의 정치세력은 정부가 선별하여 구제하지 않는 한 이러

한 정치체제에서 아예 배제되었고, 위성야당 바깥에서 새로운 정치세력

이 대두되기도 어려운 구조였다. 1980년 헌정체제가 처음부터 이와 같이 

불균형적인 정치질서로 시작하는 것은 그 입안주체가 쿠데타로 집권했다

는 점에서 필연적인 것이었다. 균등한 참여기회가 보장되는 헌정질서에

서의 정치경쟁에서 그들이 패배할 경우에는 정치집단으로서는 물론이고 

자연적 신변의 안위도 위태로울 것이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집권주체 

세력의 입장에서는 이 헌정체제를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 세력 

구성원들의 안전 차원에서도 중요한 일이었다.

36) 국회가 소장하고 있는 「국가보위입법회의법」의 ‘법률안처리일람표’와 ‘의안처리상황표’

에는 모두 위 법률안의 제안자가 “오탁근 의원 외 21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오

탁근은 당시 법무부장관 겸 국보위 위원(대통령령 제10036호에 따르면 ‘입법회의 의

원’)이었을 뿐, 전후를 통틀어 국회의원이나 입법회의법 제정 이후의 ‘의원’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다. 결국 국가보위입법회의법은 국가보위입법회의 의원들이 아닌 국보위 위

원들에 의하여 제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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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정립된 다수파는 새 헌정체제에서 일종의 상수(上數)였다. 

이후의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이나 개개 국회의원은 바뀔 수도 있었지만 

신군부와 민정당을 주축으로 지배세력 자체는 바뀌지 않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는 한 번 형성된 정치적 지배세력이 집단적으로는 정치적 책

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였고, 이들은 국민의 지지에 기반하여 다

음 선거를 통해서도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확충

해야 한다는 국민과의 정치적 약속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에서의 ‘정치적 책임’의 부재는 기본권에 대한 억압의 심화

를 가져왔다. 재야 사회운동·노동운동·학생운동을 막론하고 정부와 여

당의 국정운영에 반대하는 세력은 모두 전면적인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그러한 탄압의 수단은 반드시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한 것만이 아

니라 무엇보다 광주에서의 살육, 그리고 그 이후 대규모로 이루어진 언

론인과 교수 등에 대한 해직과 대학생의 제적·강제입영, 삼청교육대를 

통한 ‘순화교육’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규범적 토대와는 직접 연결되

지 않는 사실적 힘에 기반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리고 그 앞에서 헌법

상의 기본권은 무력하였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로, 역대의 모든 

헌법과 마찬가지로 1980년 헌법도 제11조 ②에서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

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

정하였고, 동조 ⑥은 고문에 의한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

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후의 박종철 고문치사 사

건과 그에 대한 은폐조작 사건은 1987년까지 이 조항이 고문으로부터 국

가권력을 억제하는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와 같이 고정되어 있는 지배세력이 그에 대한 반대세력을 전방위적으

로 억압하는 상태는 규범적인 면에서 헌정체제 그 자체를 타파하지 않는 

한은 해결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위에서 보듯 억압 그 자체가 반드

시 법규범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은, 뒤에서 보듯이 재야와 

저항운동 세력이 초기에 그 타파의 방법으로 헌법의 ‘개정’을 거부하는 주

요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국민을 억압하는 ‘힘’의 원천을 제거 내지 굴

복시키는 것이 기존 헌법의 개정에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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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데 국회에서도 1983년 초반까지 개헌설은 전두환이 재집권을 도모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의 형태로만 제시되었다. 1983. 4. 대정부질문에서 민한당

은 국무총리에게 ‘항간의 개헌설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하였고37) 그에 대해 전두환은 6. 2. 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북한 공산

집단은 최근 그들의 대남 흑색선전기구인 통혁당(통일혁명당) 방송을 통해 

우리 정부가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는 허위선전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얕

은 술책에 현혹될 국민은 한 사람도 없음을 본인은 잘 알고 있다”면서 

“제5공화국 헌법은 평화적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의 여망을 모아 탄생시킨 

새 시대의 장전”이라고 강조함으로써 자신의 ‘단임의지’를 부각시켜 이를 

무마하였다. 이와 같이 개헌론은 단임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교란하는 

것일 뿐 아니라 ‘북한의 음모’와 연관되는 것으로 규정지음으로써 차단되

었고, 특히 1983. 10. 9.에 버마의 아웅산 국립묘지에서 북한의 전두환에 

대한 폭탄테러로 장관 4명을 포함한 정부 요인 등 17명이 사망하는 사건

이 발생하면서 이러한 맥락에서의 ‘개헌설’은 다시 부각되지 못하였다.

제2절 헌법개정 방향에 관한 여야 대립

1. 위성정당 체제의 붕괴

가. 유화국면과 저항세력의 조직화

1983년 상반기까지 철저하게 억압되어 있던 헌정체제에 대한 저항은 

같은 해 중반부터 1984년 상반기에 걸쳐 전두환 정부가 ‘국민화합조치’라

는 이름으로 단계적으로 취한 유화조치 국면을 통해 서서히 표출되었다. 

조치의 내역을 간략히 살펴보면, 전두환 정부는 1983. 2. 25. 「정치활동정

37) 제11대 국회 제116회 본회의 제5차(1983. 4. 15.) 회의록 8쪽; 같은 회 본회의 제8차

(1983. 4. 19.) 회의록 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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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법」에 따라 정치활동 피규제자 250명을 처음으로 해금한 것으로 시작

하여 같은 해 8. 12.에는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관련자를 포함한 1,944

명에 대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하였고, 8. 16.에는 1980년 해직교수 87명을 

단계적으로 복직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으며, 12. 21.에는 소위 ‘학원

자율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제적 대학생 1,300여명에 대한 복교를 허용하

였고, 다음날에는 공안사건 관련자 172명을 석방하고 142명을 복권시켰다. 

그리고 1984. 2. 29.에는 각 대학에 투입되어 있던 경찰병력을 철수시켰고, 

다음날인 3. 1.에는 구속학생 158명을 추가로 석방하였다.38)

전두환 정부가 이와 같이 유화조치를 한 원인은 복합적이었다. 그 첫

째로는 1983년 초까지의 전술한 경제여건 호전을 배경으로, 전두환 정부

의 집권이 안정기에 접어들었으며 각계의 저항세력이 그 동안 효과적으

로 차단되어 더 이상은 정부·여당과 더불어 국민적 지지를 둔 경쟁을 

펼칠 대항세력이 없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로

는 향후 각종의 대규모적인 대외 행사들이 다가옴에 따라 권위주의 군사

정권이라는 국제적인 인식을 완화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전두환 정부는 1981년에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연

달아서 유치하였을 뿐 아니라, 아웅산 테러 사망자들에 대한 애도 및 전

두환이 무력보복을 시도하지 않은 데 대한 일종의 보상으로 1983. 11.에

는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의 방한, 그리고 1984. 5.에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방한이 각각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적 인식의 개선

은 정부에 더욱 필요한 일이었다. 특히 그와 관련되는 세 번째, 그러나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미국은 실제로도 한국의 인권상황과 정치제도 

개선을 명시적으로 촉구하였다.

1983. 11. 12.부터 14.까지 방한한 레이건은 11. 12. 한국 국회에서의 연설에

서 “민주정치제도의 계속적인 발전은 진정한 안보의 기초가 되는 국민총화

를 구축하는 가장 확실한 방도”라면서 “한국의 정치생활을 더 한층 발전시

키기 위한 기타 조처들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며, 다른 한편 1988년에 헌법에 

따라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전두환의 계획을 환영한다고 천명하였다.39) 같은 

38) 위 각 일자 동아일보 1면.



- 33 -

날 주한미국대사관에서 개최된 리셉션에서 레이건은 그 뜻을 보다 구체적으

로 부연하는 연설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후 전두환 정부에 대한 미국의 정

책기조를 대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아래와 같이 옮긴다.40)

우리는 또한 여러분들의 민주정치제도의 발전을 지지합니다. 여러분들도 아

시다시피 미국은 한국 내 정치적 사태발전, 특히 미국민들에 매우 중요한 사

항인 인권에 관계된 사태발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가 그같

이 행동하는 것은 우리의 안보공약이 이 나라 내정에 간섭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들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러한 문제들은

우리들 자신의 정치이념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의 대외정책에

반영시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그러한 국내문제에 접근

함에 있어서는 공개적 행동을 일삼기보다는 외교적 규율을 준수하는 것이 중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부의 세계적인 정책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아주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특정 상황이 있는 경우 우리는 관계 정부의

해당 계층에 대해 우리의 견해를 흔히 아주 솔직하게 전달합니다.

본인은 북으로부터 제기되는 안보에 대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한국민들은 자신들의 민주적 소망을 충족할 정치체제를 마련할 수 있는 능력

을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중략)… 본인은 1988년에 헌법에 따라 정권을 이

양하겠다는 전두환 대통령의 확약을 존경하며 또한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이

것은 한국민들에게 매우 귀중한 하나의 정치적 유산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활력있는 민주제도를 위해 필요한 초석을 발전시키려는 한국민의 의지

와 능력을 신뢰합니다. 우리 양 국민의 일치된 민주적 소망은 우리 양국 관계

에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민주주의의 신장을 향한 계속적인 전진

은 우리 양국 간의 유대를 강화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같은 정치발전의

길을 계속 걸어 나갈 때 우리는 지지와 사랑과 기도를 보내드릴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천명된 정책이 한국의 정치제도와 인권상황의 개선을 최우선

적 순위에 두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뒷날인 1986. 9. 17. 릴리(James 

39) 제11대 제119회 국회 본회의 회의록 제16호(1983. 11. 12.), 11쪽.

40) 1983. 11. 14.자 동아일보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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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ley) 신임 주한미국대사가 미 상원의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답변한 것

처럼,41) 레이건 행정부의 정책기조는 ① 냉전의 최전선에 위치한 한반도

의 안전보장과 정치적 안정을 최우선적인 정책목표로 하고, ② 그에 상반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차적 목표로서 ‘조용한 외교’를 통해 민주적 정치

제도의 점진적 발전을 조력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42) 이 점에서 1980년 

광주항쟁에 개입하지 않았던 카터 행정부 말기의 정책과도 본질적으로 다

르지 않은 레이건 행정부의 대한정책은 후술하는 정치전개 과정에서 반복

하여 확인될 것이나, 적어도 위와 같은 레이건의 입장표명에 대해 전두환

으로서는 가시적인 유화조치를 단기적으로라도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

이와 같이 정부의 입장에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취한 유화조치는 체제

저항세력이 다시 활성화·조직화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

었다. 1970년대 말부터 학생운동의 지도층을 이루던 복학생과 졸업생들

로 구성된 민주화운동청년연합(의장 김근태, 약칭 ‘민청련’)이 1984. 9. 

30. 창립되었다. 또한 같은 해 2학기부터는 각 대학에 총학생회가 부활

하여 학생운동의 주축이 되었고, 이후부터 학생회를 중심으로 한 반정부

운동이 다각적으로 전개되었다.43) 또한 재야에서도 각 부문운동을 아우

르는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움직임이 본격회하여 1984. 6.과 9.에 민중민

주운동협의회(약칭 ‘민민협’)와 민주통일국민회의(약칭 ‘국민회의’)가 각

각 결성되었고 이는 1985. 3. 두 단체가 통합하면서 민청련 조직까지 아

우르는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약칭 ‘민통련’)의 결성으로 이어졌다.

41) 1986. 9. 17.자 경향신문 4면. 릴리는 “미 행정부의 대한정책은 (i) 한반도 분쟁억지, 

(ii) 한국 민주화 지원, (iii) 미국 경제이익 신장 등 3가지”이며 “한국의 안보에 관한 관

심과 한국의 국내정치 발전은 별개의 문제”라고 진술하였고, 이어 ‘필리핀과는 달리 한

국에서는 민주주의를 최대의 고려대상으로 삼지 않는 이유’에 관하여는 한국의 경우 필

리핀과 달리 북한과 근거리에서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안보여건상 한국에 대하여는 

“미국의 정책 우선순위는 조정되어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우선순위에 관하

여 릴리는 후술하는 4. 13 호헌조치 직전인 1984. 4. 9. 기자회견에서도 똑같이 언급하

면서 “미국의 대한정책은 불변”이라고 천명했다. 같은 일자 동아일보 4면 참조.

42) 한편 ‘조용한 외교(quiet diplomacy)’ 기조에 불구하고 레이건이 위와 같이 공개적인 

입장표명을 한 배경에 관하여는, 레이건 행정부가 그 무렵 ‘조용한 외교’만으로 일관하

는 것이 비효과적이라는 판단 하에 공개적인 인권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었다는 1983. 

10. 3.자 경향신문 4면의 보도가 일정부분 시사점을 준다. 다만 레이건 행정부가 취한 

정책방향의 구체적인 추이는 이 연구의 범위를 넘으므로 별도 연구의 대상으로 미룬다.

4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편, (주 7)의 문헌, 219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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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치권에서도 이 시기부터 직선제 개헌론이 서서히 정치권에서부

터 부상하기 시작하였다. 제도권 정치의 장에서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가

장 먼저 주장한 것은 위성야당들이었다. 제12대 총선을 1년 앞둔 1984년

에 들어오면서 민한당·국민당은 전년도와 달리 총재 연두기자회견(각각 

1984. 1. 21., 1. 25.)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대통령직선제 개

헌의 필요성을 공언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국무총리(진의종)와 민정당 

대표위원(정래혁)은 즉각 이 시점은 개헌문제를 거론할 때가 아니라고 일

축하면서 ‘호헌을 통해 평화적 정권교체의 선례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

였고,44) 이에 대하여 직접 입장을 밝힐 필요가 없었던 전두환은 1984년 

말까지 이들 개헌주장에 대해 무시로 일관하였다.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개헌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위성정당 체제가 확고한 

이상 야당의 개헌요구는 현재의 헌정체제에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는다

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유화국면에서의 정치활동 해금으로 구 신민당 

출신의 정치인들이 결속하면서 정치권은 새로운 변혁기를 맞이했다.

1980년에 정치활동을 규제당했던 정치인 835명에 대한 해금은 1983. 2. 

25.에 1차로 250명, 1984. 2. 25.에 2차로 202명, 1984. 11. 30.에 3차로 84명, 

그리고 후술하는 제12대 총선 뒤인 1985. 3. 6.에 4차로 14명에 대해 단계적

으로 이루어졌다. 전두환 정부가 이와 같이 순차적으로 해금조치를 취한 

데에는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정치적 비중이 작은 인사부터 해금함으로

써 정치권의 변화를 살피고서 각 다음 단계 해금의 시기·범위를 조절하

고, 또한 정치적 비중을 달리하는 계파원들의 해금시기를 분리함으로써 중

진 구 야권 해금자들이 기성 정당에 입당하거나 신당을 창당할 유인을 높

여 야권을 분열·관리하고자 하는 계산이 들어있었다. 그리하여 구 신민당

의 중진들이 대부분 해금된 것은 총선 직전의 제3차 해금에서였고, 김영

삼·김대중·김종필의 경우 제4차 해금에 이르러서야 해금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김영삼은 광주항쟁 3주년인 1983. 5. 18.부터 23일간 정부에 위

와 같은 유화조치를 넘어 ① 민주화투쟁 관련 구속자 전원석방, ② 정치

44) 제11대 국회 제121회 본회의 제1차(1984. 2. 28.) 회의록 3-4쪽; 제11대 국회 제116

회 본회의 제5차(1983. 4. 15.) 회의록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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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전면해금, ③ 해직자･제적학생의 복직･복교, ④ 언론자유 보장, 그

리고 ⑤ 대통령직선제 개헌의 5개 민주화 요구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단

식투쟁을 하였다. 비록 이 단식투쟁은 대대적인 보도통제의 대상이 되어 

위 기간 동안의 신문기사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김영삼’이나 ‘단식’을 거

론하지 못하고 “정치현안”이라 보도하는 데 그칠 정도였으나, 이를 계기

로 1980년 서울의 봄 당시 대통령후보 사전단일화의 실패 이후 서로 소

원한 상태에 있던 김영삼계(‘상도동계’)와 김대중계(‘동교동계’)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라는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시 결속하게 되었다. 김

영삼과 김대중은 각자의 계파조직으로서 외형상 비정치단체인 민주산악

회(상도동계)와 민주헌정연구회(동교동계)를 운영하여 계파원들을 통솔·

관리하면서 자체결속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 계파에 속하는 해금

자들은 전두환 정부가 의도했던 대로 신당을 창당하거나 기존 야당에 입

당하는 분열양상을 보이지 않았고, 이들 양 계파는 1년간의 논의를 거쳐 

1984. 5. 18. 민주화추진협의회(약칭 ‘민추협’)를 공동결성했다. 이로써 단

일조직으로 제휴한 상도동·동교동계는 이후 ‘민추계’로 불렸고 총선 이

후 1987년까지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국회 내에서 추동하는 중심세력이 

되었다. 전두환 정부와 민정당은 당시까지 전혀 예상치 못하고 있었지

만, 민추협은 기존 헌정체제의 가장 유력한 방어장치 중 하나인 위성정

당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었다. 이는 제12대 총선

을 통하여 비로소 확인되었다.

나. 제12대 총선과 신한민주당의 부상

전두환 정부는 제12대 총선일자를 구정 직전인 1985. 2. 12.로 정하였고

(세칭 ‘2. 12 총선’) 이러한 총선일정은 1984. 12. 12. 경에서야 언론에서 확

정적인 것으로 보도되었다. 2007년 국가정보원 과거사진실위원회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당시 안기부에서는 『12대 총선 시기 검토 보고』(1984. 9. 

18.)라는 문건을 통하여 제12대 총선 실시시기에 관하여 3가지 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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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는데, 1안은 1984년 12월 중순, 2안은 1985년 2월 중순, 3안은 1985년 

3월 초･중순으로 하는 안이었고, 그 중 2안의 제시이유는 “혹한기 중 야

당 붐 조성 억제”였다.45) 이 직전까지도 민추협은 총선에 참여할지의 여부, 

그리고 참여한다면 그 방식에 관하여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다.46) 여당에

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선거제도와 촉박한 선거일정을 감안할 때 민추협이 

신당을 창당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1구 2인의 중선거구제 

하에서 설사 신당으로 총선에 참여하더라도 민한당이나 국민당에 이은 군

소정당이 될 것이라고 볼 여지가 상당했기 때문이다. 이는 당시 전두환 정

부와 민정당이 전망했던 바이기도 하다.

그러나 기성야당 중 국민당은 구 공화당 출신세력으로 구성되었다는 점

에서 민추협의 입당 고려대상이 되지 않았고, 그렇다고 하여 민한당에 참여

하는 것도 불가능하였다. 당시 민한당은 이미 1, 2차 해금인사들의 영입만

으로 조직이 포화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47) 이미 위 해금인사들에게 부총

재직이나 국회의원후보 공천과 직결되는 지구당위원장 직을 모두 배분한 

상태에서 민추협에 속한 3차 해금인사들까지 영입하기에는 민한당으로서 

이들에게 줄 당직의 몫도, 그리고 이들 사이의 이해충돌을 해소할 재원이나 

조직관리 능력도 턱없이 부족했던 것이다.48) 이에 민추협에는 신당 창당을 

서두르는 선택지밖에 남지 않았고, 이를 위해 민추협에 가입하지 않았으

나 각 지역의 인적 조직(계파)을 가지고 있는 이철승·김재광·신도환 등 

구 신민당의 최고위원 출신 계열과 합작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민추계와 

위 신민당 최고위원들로 구성된 ‘비민추계’가 총재단·지역조직책 등 당직

을 모두 50:50의 비율로 반분하기로 하며 총재는 창당 후 8개월 이내에 

재차 선임하기로 하고, 일단 당의 선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정치활동규제를 받지 않은 친상도동계의 이민우를 선임하여 선거를 3주일 

남겨놓은 1985. 1. 22. 신한민주당을 창당하였다.49) 1980년 말 전부개정된 

45) 국가정보원 편, (주 12)의 문헌, 79-80쪽.

46) 1984. 12. 8.자 동아일보 3면.

47) 1984. 11. 30.자 매일경제 2면; 동일자 동아일보 3면.

48) 문용직, 『한국의 정당정치: 민주화 과정을 중심으로, 1985-1992』, 서울대학교 정치학

과 박사학위논문, 1994, 40-41쪽; 1984. 12. 1.자 동아일보 3면 기사.

49) 이 밖에 신한민주당의 구체적인 창당과정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편,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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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부칙은 1980년 헌법개정으로써 해산된 정당과 동일한 명칭을 

신규 정당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민

당’으로 약칭될 수 있는 “신한민주당”이 당명으로 채택된 것이다.

신한민주당은 정통 선명야당을 표방하면서 출범했으나 이와 같이 비민

추계·상도동계·동교동계라는 3개 계파의 연합체적 성격을 띠었고, 더구

나 뒤에서 다시 살펴보듯이 이들 계파가 처음부터 대통령직선제에 대한 

선호 면에서 견해를 같이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창당과 동시에 선거운

동에 돌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1구 2인제의 선거를 치르는 신한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우선 민한당·국민당과 선명하게 대비되는 선명성을 부각시

키는 것이 1차적인 과제였고, 그리하여 견해대립을 유보한 상태에서 당의 

강령과 총선공약에서 모두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전면에 부각시켜 선거운

동 과정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더욱이 1982년말 미국으로 강제출국했던 

김대중이 미국 민주당 일부 국회의원들의 비호 속에서 총선 4일 전인 

1985. 2. 8. 그에 긴장한 전두환 정부와의 대치 속에서 귀국하면서 신한민

주당은 대중적 이목을 크게 집중시킬 수 있었다.50) 제12대 총선에서 신한

민주당은 야당으로서의 선명성과 더불어 대통령직선제 개헌의 필요성 등

을 역설한 반면 민정당이 제시한 것은 “민정당이 92개 지역구 모두와 전

국구를 포함하여 153석을 차지한다 하더라도 전체 의석수(276석)의 55%

에 불과한데, 86년·88년의 국가대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여당

의 안정적 의석확보가 필요하다”는 안정론이었다.51) 민정당은 전 지역구 

1위 당선을 전망하면서 신한민주당이 정당구도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

할 것으로 낙관하였다. 1984. 12. 후반만 하더라도 민정당의 대표위원인 권

익현은 “2등 당선은 동메달이나 마찬가지”라 하였고, 당 선거대책본부장인 

이한동도 공천자 전원 1등 당선이 반드시 무리한 목표는 아니라고 호언하

고 있었던 점이 이를 잘 보여준다.52)

그러나 개표결과는 그러한 예상과 크게 달랐다. 84.2%의 높은 투표율

국정당사 제3집(1980년~1988년)』, 1992, 315-316쪽을 참조. 

5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편, (주 12)의 문헌, 380-381쪽.

5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편, (주 12)의 문헌, 378-381쪽.

52) 1984. 12. 17.자 동아일보 2면; 동일자 중앙일보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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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인 이 총선에서 민정당이 제11대 총선의 151석(득표율 35.6%, 이하 

모두 전국 통산)과 크게 다르지 않은 148석(득표율 35.2%)을 차지했다는 

점에서 제12대 총선을 통해 여당의 국회 내 패권구도 자체가 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야당의 구도는 판이하게 달라졌다. 국민당은 제11

대에서의 25석(득표율 13.3%)보다 적은 20석만을 얻었고 특히 민한당은 

제11대에서의 81석(득표율 21.6%)에서 35석(득표율 19.7%)으로 당세가 현

저하게 꺾였다. 반면 신한민주당은 67석을 거두었고, 득표율 또한 민정

당보다 불과 6%밖에 뒤지지 않는 29.3%였다. 특히 서울·인천·대구·

부산·광주·대전 등 대도시에서는 모두 신한민주당이 득표에서 민정당

을 앞섰으며 그 중 서울·부산·인천·광주에서는 신한민주당의 입후보

자들이 전원 당선되었다.53) 여촌야도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인데 

이는 민정당이 도시 중산층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었다.54)

이와 같이 신한민주당이 급부상한 요인이 곧 대통령직선제에 대한 지

지라고 속단하기는 어렵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학생운동 진영이 신한민

주당의 유세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민정당 후보의 유세를 방해하기는 

하였으나 이것은 신한민주당의 직선제 공약 자체를 지원하기 위해서라기

보다, 군사정권이 짜 놓은 여당 중심의 선거 자체를 거부하자는 ‘총선 

보이코트론’이 상당부분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가지는 대중성

을 활용하여 반정부·반여당 투쟁의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목적에서 이루

어진 활동이다.55)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신한민주당이 총선에서 약진할 

수 있었던 데에는 오히려 (i) 전두환 정부 하에서의 억압적 사회분위기, 

(ii) 이철희·장영자 어음사기사건과 명성사건 등 정권연루 의혹이 제기

된 대형 비리사건 등의 영향, (iii) 민정·민한·국민당의 ‘우당’체제 자체

에 대한 염증, (iv) 체질상 타율적으로 생성된 정당이었던 데다 조직관리

능력과 재원이 모두 부족했던 민한당·국민당의 문제점,56) (v) 제3차 해

5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역대선거정보시스템’(http://info.nec.go.kr/)의 제12대 

총선 통계.

54) 1985. 3. 7.자 동아일보 2면.

5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편, (주 7)의 문헌, 2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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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총선 직전에서야 단행한 데 따른 정부·여당의 안이한 판단이 복합

적으로 작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창당 3주만인 신한민주당이 종래의 제1야당인 민한당보다 2배

가 넘는 의석을 점한 것은 여야 정파들 모두에게 그 결과만으로도 충격

적인 일이었고 이는 신한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의 재편을 가속화하

였다. 1985. 4. 3. 민한당에서 20명이 탈당하여 신한민주당으로 집단 입

당한 것을 필두로 하여 5. 15.까지 신한민주당은 36석이 늘어 103석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거대 야당이 되었다. 반면 민한당은 단 3석만을 점

한 군소야당으로 전락하였고 국민당은 같은 시기 20석을 유지하여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유지하였으나, 이로써 전두환 정부가 구상했던 3대 ‘우

당’ 체제는 완전하게 붕괴되었다. 이는 민정당의 입장에서 볼 때 헌정체

제의 안정기가 종언을 고함을 뜻하는 것이기도 했다.

2. 정부·여당의 개헌노선 수정

가. 저항의 강화와 여야의 대치

신한민주당을 거대야당으로 부각시킨 제12대 총선의 결과에 불구하고, 

그것이 곧바로 여야 간의 헌법개정 논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우선 신

한민주당과 민정당은 총선의 결과가 헌정체제의 개편여부에 대하여 가지

는 의미에 관한 해석부터 판이하게 달리했다. 신한민주당(특히 민추계)에

서는 총선결과가 대통령직선제 개헌에 대한 국민의 여망을 반영한 것으

로 해석하였다. 일례로 민정당이 의원세미나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헌법

논의에 관한 홍보자료’를 배포하여 직선제 반대논리를 홍보하도록 하자 

신한민주당의 홍사덕 대변인은 “2. 12 총선에서 입증된 직선제 개헌의 

56) 예컨대 1984. 1. 16.자 경향신문 3면의 보도에 따르면 당시에 이미 “민한당은 16개의 

사고 당부(事故 黨部)를, 국민당은 18개 유고 지구당과 14개 미창당 지구당을 3년이나 

방치”하고 있었다(당시 지역구의 수는 92개였다).



- 41 -

국민적 의지를 트집잡고 나선 것은 비민주적 방식으로 탈취한 권력을 또

다시 비민주적 방식으로 연장하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 논평하였다. 

반면에 정부와 민정당은 민정당의 득표율과 당선자 수에 별다른 변동이 

없다는 점을 중시하여 오히려 총선민심은 ‘현행 헌법에 따른 평화적 정

권교체’를 완수하고자 하는 민정당에 대한 국민의 재신임이라고 주장하

면서 호헌론을 고수하였다. 그리하여 민정당과 신한민주당 각자의 개헌

여부에 관한 입장 차이는 1986년 초까지 평행선에서 좁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의연한 듯한 겉모습과 달리 총선 이후 전두환 정부는 

‘유화국면’을 거두어들이고 다시 저항세력에 대한 탄압을 강화했다.

유화국면에서 부활하여 전국의 대학에 급속히 확산된 각 대학의 학생회

들은 전국적인 수준에서 통일적인 운동체를 만들기 위해 1985. 4. 17. 전

국학생총연합(의장 김민석, 약칭 ‘전학련’)을 결성하였고, 전학련의 산하에

는 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투쟁위원회(위원장 허인회, 약칭 ‘삼민

투’)가 조직되었다. 삼민투는 광주항쟁의 진상을 폭로하고 미국의 책임론

을 제기하는 활동을 보다 강화하였는데, 그러한 대표적인 활동으로 1985. 

5. 23.의 을지로 미문화원 점거농성 사건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해 전두환 

정부는 삼민투를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로 규정하였고, 1985. 8.까

지 이를 포함한 전국의 학생운동 관계자 86명을 수사대상으로 삼아 63명

을 검거하고, 그 중 13명에게 위 법률을 적용하였다. 이와 함께 김근태는 

삼민투의 간접배후가 민청련이라는 이유로 체포되어 극심한 고문을 당하

였고, 대학생 우종원은 1985. 10. 철로변에서 의문사하였다.57)

이와 같이 학생운동이 강화되자 1985. 7. 말부터 8. 초까지 전두환 정부

는 대학가에서의 반정부 집회·시위를 봉쇄하기 위해 「학원안정법」 제

정을 추진하였다. 8. 8. 정부가 발표한 시안은 동법 자체의 금지·처벌규

정이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등 형사법규를 위반한 학생(범행 후 제

적생 포함)에 대하여 문교부에 설치되는 학생선도교육위원회가 검사의 요

청에 의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부 산하 각종 교육시설 중 적

합한 장소에 수용하여 합숙교육으로 ‘선도교육’을 하고 이로써 처벌에 갈

57)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편, (주 7)의 문헌, 236-2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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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다.58) 법원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 오로지 

행정기관의 처분만으로써 시위학생들을 격리·수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다. 신한민주당과 위성야당을 모두 포함한 야당뿐 아니라 민정당 내에서

도 반발의 주축이 된 원내총무(이종찬)를 경질하는 사태를 거친 끝에 전

두환이 8. 17. 확대당정회의에서 입법추진을 무기한 보류할 것을 지시함

으로써 파동은 일단락되었으나, 이는 유화국면이 임시방편적인 것이었음

을 극명히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한편 정치권에서의 개헌론과 관련하여 이 시기의 여야간 대치는 신한민

주당이 직선제 개헌을 주장하는 강약의 정도에 따라 정부와 민정당이 무

시와 지연이라는 수단을 번갈아 활용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1985년 말을 전후하여 벌어진 국회 내의 헌법관련 특별위

원회의 명칭을 둘러싼 각축방식이다. 신한민주당이 국회에 ‘헌법개정특별

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관련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면 원내 상임위원장을 모

두 석권한 민정당은 이에 대해 우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채 상임위

원회에서 의원들의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되도록 그 심의를 무기한 보류하

였다. 그리하여 신한민주당(김동영 외 102인), 국민당(신철균 외 19인)이 

1985. 5. 31. 국회운영위원회에 각기 제출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신한민주

당)·헌법개정심의특별위원회(국민당) 구성결의안은 모두 후술과 같이 전

두환이 ‘조건부 개헌 불반대’를 천명한 뒤인 1986. 6. 24.에 이르러 상임

위원장(민정당 이세기 원내총무)이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새

로 제출할 때까지 무기한 보류상태에 있었다.59) 신한민주당이 한편으로는 

국회에서 대정부질의 등으로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60) 다른 한편으

로 장외공세를 벌일 태세를 보이면 민정당은 헌법의 ‘개정을 전제로 하지

는 말고 연구를 해 보자’는 의미로 ‘헌법연구특별위원회’라면 구성할 용의

가 있다고 제안하여61) 신한민주당을 원내에 묶어둠으로써 장외투쟁을 지

58) 1985. 8. 8.자 동아일보 3면에 수록된 시안 전문 참조.

59) 국회 홈페이지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참조.

60) 1985. 5. 23.자 조선일보 1면; 1985. 8. 26.자 중앙일보 2면; 1985. 10. 15.자 중앙일

보 1면; 1986. 3. 26.자 동아일보 1면 등 참조.

61) 1985. 12. 2.자 동아일보 5면; 동일자 경향신문 3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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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시켰다. 그 결과 1985년 내내 양당의 헌법에 관한 논의는 관련 특위의 

명칭 논란 수준에서 더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를 보다 표면화한 형

태로서 전두환은 ① 1986. 1. 16. 신년 국정연설에서 “현행 헌법 하에서 

86년 서울 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을 치른 뒤에 1989년에 개헌을 

‘논의하자’”고 발표하고 ② 동년 2. 24. 청와대에서의 여야 3당 대표회담에

서는 표현을 조금 달리하여 “국민이 원한다면 1989년에 개헌이 가능하다”

고 함으로써 무조건적인 호헌으로부터 1989년 개헌논의로 미미한 입장수

정을 보였으나, 1989년은 1988. 2. 25.로 임기를 마치는 전두환이 후임자에

게 정권을 이양한 뒤가 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1980년 헌정체제를 상당 기

간 동안 연장함을 뜻하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한민주당은 이에 대

해 “인식의 현격한 차이를 재삼 확인해 주는 것”이라면서 다만 계속적인 

대화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논평하였을 뿐, 그에 따른 후속대책을 

별도로 논의하지 않았다.62)

이 시기에 민정당이 호헌을 정당화한 논리는 민정당에서 1985. 8. 발행한 

『우리 헌법 그 개헌 주장과 호헌의 논리』라는 책자에서 집약적으로 나

타난다.63) 이 책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가 헌정사상 경험한 

대통령중심 직·간선제와 의원내각제가 모두 종국에는 1인 장기집권으로 

귀결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특정한 정부형태나 대통령 선출방식이 민

주정치 실현을 담보하지 못하고, 따라서 88 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림픽을 

앞둔 시점에서의 헌법논쟁은 국력을 낭비할 뿐이며, 오히려 지금까지 한 

번도 실현하지 못한 “평화적 정권교체”의 선례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대통령선거제도와 민주적 정당성의 양자뿐만 아니라 대통령중심제와 직선

제의 양자도 별개의 문제이며, 특히 1980년 헌법은 각계 인사를 망라한 헌

법개정심의위원회를 통해 도출한 국민적 합의이다. 더구나 그런 헌법개정

심의위원회에서도 정부형태에 관하여는 의견이 분분했고, 대통령 7년 단임

을 국민에게 약속하고서 그 임기도중에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국민에 대

한 배신이다.’ 이러한 일련의 주장에는 세 가지 비교가 이어지는데, ① 대

62) 1986. 1. 16.자 동아일보 1면; 동일자 경향신문 1면

63) 민주정의당 편, 『우리 헌법 그 개헌주장과 호헌의 논리』,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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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간선제가 지역감정 유발·국론분열·선거과열의 폐단을 가진 직선제

보다 좋고, ② 1980년 헌법은 개개 제도면에서 유신헌법보다 좋으며, ③ 

현행 대통령 간접선거제도는 미국의 그것과 유사하다고 한다. 아울러 이상

의 주장은 직선제를 도입할 경우 여당이 패배할 것이라는 우려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면서, 결론으로는 1987년의 대통령 간접선거가 끝난 뒤에 헌법

논의를 재개하자고 제의한다.

평화적 정권교체라는 용어는 전두환뿐 아니라 10. 26 직후부터 최규

하·전두환 정부 그리고 1980년대의 여야 정당들이 모두 사용했으나, 그 

맥락은 누가 사용하는지에 따라 정면으로 상반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해는 주의를 요한다. 전두환과 민정당은 이 말을 특정인이 장기집권 없

이 임기를 마치고 평화적으로 후임자에게 정권을 이양하는 것이라는 의

미로 사용했다. “평화적”에 상대적으로 방점을 두는 이 입장에서는 1980

년 헌법을 지키는 가운데 간접선거를 통해 같은 정파의 후임 대통령에게 

정권을 이양하는 수직적 정권교체야말로 평화적 정권교체라는 개념에 걸

맞는 것이었다. 반면 신한민주당(이후의 통일민주당도 같다)의 관점에서 

평화적 정권교체란 한 정파로부터 다른 정파로 정권을 이양하되 이를 물

리적 충돌 없이 해낸다는 것을 뜻하고 그런 의미에서 상대적인 강조점은 

“정권교체”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987년까지 양대 정파 모두가 평화적 

정권교체를 개헌 또는 호헌의 정반대 노선에 대한 명분으로 삼은 배경에

는 이와 같은 맥락상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전두환의 ‘평화적 정권교체’론의 실질은 자신이 주도하여 개정한 

헌법에 규정된 대로의 임기를 지키고 대통령직을 후임자에게 넘김에 있어서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데 있었다는 점에서, 규범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지극히 당연한 내용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전두환이 누차 “평화적 정권교

체의 전통을 수립하겠다”는 것을 1980년 헌법에 대한 호헌의 중요한 명분으

로 강조할 수 있었던 계기는 1948년 이래 헌법상의 임기를 그대로 지킨 대

통령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를 지킨다는 단순한 명분으로써 현행 

헌정체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전두환의 거듭된 언명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는 이를 번복하고 또다시 장기집권을 추구할 수도 있다는 위협에 다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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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었으나, 전술하였듯 역대로 헌법상의 임기를 지키는 대통령이 없었다는 

점에서 전두환은 그러한 1인 장기집권의 연속을 끊은 첫 선례를 남기겠다는 

것을 1980년 헌정체제의 존속에 대한 가장 큰 명분으로 삼았다. 문제는 국

민이 그것만으로써 기존 헌정의 유지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의 여부였다.

나. 신한민주당의 당론통일과 시안 제시

위와 같은 민정당과의 대치기간은 한편으로 신한민주당 내에서 상도동

계·동교동계의 연합인 민추계가 비민추계와의 경쟁관계에서 주류로 자리

잡고 대통령직선제로의 개헌노선을 공고화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기도 했

다. 전술한 바와 같이 신한민주당은 민추계(상도동계·동교동계)와 비민추

계(이철승계·김재광계·이기택계·신도환계)의 연합체였고 제12대 총선 

직전에 대통령직선제를 강령화하여 창당하였으나, 선거준비 과정에서 잠정

적으로 정한 이 방침이 정식의 당론으로 자리잡고 있지는 못하였기 때문

이다. 민추계와 달리 자파의 독자적인 대통령후보가 될 만한 인물을 가지

고 있지 않았던 비민추계는 대통령직선제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고 특히 이철승의 경우 의원내각제를 지론으로 주장하고 있었다. 이러

한 상황에서 김영삼은 “국민의 여망이 직선제에 있는 것으로 보고 따르기

는 하나 내각책임제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었던 

반면64) 김대중은 대통령중심 직선제만이 정권교체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

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각 계파의 개헌구상이 처음부터 달랐으나 어

느 한 계파도 독자적으로는 이를 당론화할 수는 없는 가운데, 신한민주당

의 첫 전당대회가 열리는 1985. 8. 1.은 상도·동교·비민추 3대 계파의 세

64) 1985. 6. 17.자 경향신문 3면. 그밖에 1985. 3. 6.자 매일경제 3면; 1985. 4. 15.자 

중앙일보 3면; 1985. 4. 17.자 경향신문 3면; 1985. 6. 26.자 동아일보 3면; 1985. 7. 

12.자 중앙일보 3면도 참조. 민한당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제12대 총선 이후 탈당하여 

상도동계로 신한민주당에 입당한 신상우 역시 신상우, (주 12)의 문헌, 263-270쪽에서 

김영삼으로부터 “꼭 대통령중심제 직선을 고집하지는 않는다. 내각책임제(의원내각제)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회고하면서, 자신도 개인적으로는 의

원내각제를 선호한다고 술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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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관계, 그리고 대통령직선제 당론이 확고해지는 분수령이 되었다.

그에 대한 배경으로는 이들 3파 간의 세력판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창당 초기 비민추계는 비록 소속의원의 수에서 민추계보다 열세였으나 전

당대회에서 의결권을 가지는 원외 당직자(지도위원·원외지구당 위원장 

등)를 민추계보다 많이 배정받음으로써 50:50의 균형을 맞출 수 있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1985. 2.~5. 사이에 민한당으로부터 신한민주당

으로 이적한 의원들은 대부분 구 상도동계·동교동계였기 때문에 이러한 

균형은 빠르게 무너졌고, 그 중에서도 상도동계가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

이기 시작했다.65) 그런 가운데 김영삼은 (i) 총재로 현임 이민우를 재출마

하도록 하면서, (ii) 종래 민추계 3명, 비민추계 4명으로 안배했던 부총재의 

피선임요건으로 ‘대의원 재적 과반수의 찬성’을 요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

함한 당헌개정안을 전당대회에 상정하고자 하였다.66) 이는 상도·동교 양 

계파의 대의원 표를 합할 경우 과반수가 된다는 점에서 민추계 중심으로 

당권을 ‘실세화’하려는 시도였으나 국회 상임위원 배정 등에 있어 상도동

계로부터 견제를 받고 있던 동교동계는 무조건적으로 상도동계와 연합하

는 데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였고,67) 한편 당권을 위협받은 비민추계

에서는 김재광을 중심으로 각 분파가 총재경선에서 연합전선을 구축함에 

따라, 자파만으로 위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된 상도동계로서는 동교동계

와의 연합이 불가결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김대중은, (i) 향후 김영삼과의 관계에서 문제될 후보단일

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김영삼·김대중이 대통령·부통령 후보로 러닝

메이트를 구성한다는 내용의 ‘역할분담론’을 관철시키거나, (ii) 적어도 대

통령직선제를 민추계 나아가 신한민주당의 당론으로 통일시킬 기회로 활

용하였다. 7. 10. 이민우와 김영삼·김대중 3자가 후보 재추대 문제로 회

합한 자리에서 김대중은 역할분담론을 먼저 제시했으나 이를 포함한 협의

는 결렬되었다. 이어 7. 15.의 재협상에서 김대중은 대통령직선제를 유일 

65) 1985. 7. 4., 7. 5., 7. 8.의 각 경향신문 3면.

66) 1985. 7. 26.자 경향신문 3면.

67) 1985. 6. 10.자 중앙일보 1면; 동년 6. 14.자 경향신문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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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론으로 확고히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이민우를 임기 2년의 총재로 재

추대하는 데 합의하였다. 이에 수반하여 공식화된 김영삼·김대중의 개헌

구상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당시 민추협의 기관소식지인 『민주통

신』 제3호(1985. 7. 20.)에 ‘국민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제하에 양자가 나

란히 기고한 2개의 글인데,68) 이는 대통령직선제로의 수렴과 더불어 양자

의 상이한 관점도 함께 보여준다.

먼저 김대중은 「제3공화국 헌법체제로 환원돼야」라는 제목의 글에서 

개정헌법에서의 정치제도로 의원내각제가 아닌 대통령직선제를 채택해야 

할 이유로 ① 국민이 이를 원한다는 점, ② 대통령이 군에 대한 전권을 

장악하여 통솔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③ 정부가 국회의원선거를 조작

하여 부정선거가 가능하므로 국민 전체가 총궐기하여 선거 붐을 조성하

고 1인 후보로 표를 몰고 갈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와 더불어 그

는 1962년 헌법체제로의 환원을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i) 비록 군사정

권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내용은 민주적이고, (ii) 세 번의 직접투표에 의

한 대통령선거를 통해 정통성이 부여되었으며 (iii) 독재자가 폐지한 헌법

은 반드시 국민이 소생시킨다는 교훈을 남길 필요가 있고 (iv) 특히 헌법

개정안 작성에 드는 시일을 절약하고 신속히 개헌할 수 있다는 점을 들

고 있다. 다만 위 헌법에 대하여 대통령 3선을 중임으로 환원하고 부통

령제를 신설하는 정도의 부분적인 수정은 가능하다고 한다.

한편 김영삼은 「민주화 세력은 개헌투쟁에 연대를」이라는 제목으로 

평화적인 민주화가 거쳐야 할 3단계로서 ① 해직 언론인·노동자의 현장

복귀, 군의 정치불개입, 정치보복의 철폐와 학생·양심수 석방 등 민주

화를 향한 상황의 조성, ② 입법회의 제정법률을 위시한 반민주적·반인

권적 법령의 우선적 개폐, ③ 그리고 국민적 합의에 따른 헌법개정, 지

방자치제 실시, 선거제도의 민주적 개선을 들고 있다. 이와 함께 대통령

직선제로의 입장 수렴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68) 민주화추진협의회 편, 「민주통신」 제3호(1985. 7. 20.), 2-5쪽. 이 책자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홈페이지의 ‘오픈아카이브’에서 “민주통신 제3호”로 검색하여 열람할 수 있

다(2020. 6. 28. 최종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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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의 내용은 80년 5월에 이르기까지 국민적 합의였던 대통령직선제를

우선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나라의 민주화를 총체적으로 다시 논

의하는 것이라면 내각책임제에 대한 논의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충분한 토론과 국민적 합의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최근 나는 김대중 의장과 대통령직선제에 합의했습니다. 따라서 김

대중 의장과의 협력을 존중하여 나의 의견을 후퇴시키기로 합니다.

이와 같은 구체적 노선의 차이에 불구하고 김영삼과 김대중이 이 때 

수렴한 대통령중심 직선제로의 노선통일은 이후 1987년까지 유지되었다. 

이에 수반한 동교·상도계의 경선연합으로 위 전당대회에서 민추계는 근

소한 차이로 이민우를 총재로 당선시키면서 비민추계와의 50:50 균분관

계를 깨어 신한민주당의 당권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고, 정부·여당에 대

한 직선제 개헌투쟁을 본격화할 수 있게 되었다.69)

신한민주당이 1985. 10. 25. 발표한 첫 개헌시안은 이와 같이 대통령직

선제로 입장을 통일하면서 당내 주류로 부상한 민추계가 처음으로 구체

화한 개헌구상이었다. 그러나 호헌노선을 견지하고 있던 민정당은 이에 

대해 아무런 공식논평을 하지 않았고, 언론에서도 그 내용이나 성격에 

대하여 자세히 보도하지 않았다.70) 다만 이러한 대외반응과 별도로 민정

당이 위 시안에 대한 내부검토를 했음은 현경대 문서군의 하나로서 1985. 

10. 28.자로 작성된 「신민당 헌법개정 시안 검토」라는 문건을 통해 알 수 

있다. 이 문건은 작성자가 (민정당으로 추정) “정책조정실”로, 작성일자가 

1985. 10. 28.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표지 및 본문 5면으로 구성되어 있

고 타자로 작성되었다. 이 문건의 표지에는 현경대의 이니셜인 대문자 

“H”와 함께 “11/5”라는 일자표기가 펜으로 기재되어 있는데,71) 아래와 

69) 1985. 8. 10.자 중앙일보 2면.

70) 1985. 10. 26.자 조선일보·한국일보·서울신문·경향신문 각 1면. 공통적으로 대통령직선

제, 부통령제 신설, 대통령의 국회해산권 폐지 이상의 내용은 보도하지 않고 있다.

71) 이 문건의 작성일자는 신한민주당 시안이 발표된 이후이지만, 그 검토대상은 지금은 

전해져 오지 않고 있는 공식발표 이전의 초안일 가능성이 크다. 문건에서는 신한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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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신한민주당 시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적고 있다.

3. 검토의견

○ 헌법의 상당한 부분을 개정하였으나 국민의 기본권 조항에 대하여는 크

게 달라진 바 없고 주로 권력구조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

○ 기존 헌정질서를 부인하고 제5공화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내용으로 되

어 있음.

○ 과거에 실패했던 제도를 부활시킴으로써 헌법을 개악시키려 하고 있음.

○ 신민당 내의 세력구조에 맞춰72) 헌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 국가안보와 국법질서를 경시한 것으로 그 타당성을 전혀 인정할 수 없음.

이로써 확인되는 것과 같이 민정당의 입장에서 신한민주당의 시안은 일

축의 대상에 지나지 않았다. 민정당은 야당의 개헌시안을 현존 헌정질서의 

정통성과 국법질서를 수호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원천적으로 배척하였고, 따

라서 처음부터 논의의 대상으로 삼을 의사도 가지지 않았던 것이다.

다. 신한민주당과 기타 저항세력의 잠재적 갈등

그러나 다른 한편 신한민주당이 제시한 대통령직선제 개헌론은 주요 재야 사

회단체나 학생운동세력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비록 반정부투

시안의 내용으로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 인정(안 제8조)”라거나 감사원을 심계

원으로 개편한다는 내용, 동 시안이 “국토와 자원의 국가보호, 경제 및 과학기술에 관

한 자문기구 규정”을 삭제했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10. 25. 발표된 신한민주당 시

안 내용과 다르기 때문이다. 그 밖에, 위 민정당 문건에서 인용하는 신한민주당 시안의 

조문번호도 실제 발표된 시안의 그것과 다소 상이하다.

72) 이 부분에 밑줄과 함께, 현경대의 필체로 “김대중-대통령 / 이민우-부통령 / 김영삼-

국무총리”(/ 표시는 줄바꿈 부분을 지칭한다)라 가필되어 있다. 이와 같이 기재된 김대

중·김영삼의 직책분담 내용으로 볼 때, 당시 이를 기재한 현경대는 적어도 신한민주당

에서 논의된 역할분담론이 일종의 의원내각제적 혹은 이원정부제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 

보았을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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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수단으로 신한민주당과 제휴하기는 했으나, 이들 저항세력의 주된 견해는 

기존 헌정체제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대통령직선제 개헌은 현 집권세력의 존속

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대체로 이를 거부하고 있었다. 이러한 재야·

학생운동 세력의 노선은 1987년 초까지 뒤에서 보듯이 변동을 겪는데, 그 

조류를 대별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개헌론은 보수 정치세력 내부의 권력

투쟁이기 때문에 민주화운동과는 관계가 없다는 ‘개헌투쟁 무용론’, ② 보수 

정치세력이 제시하는 개헌론과 확실한 차별성이 있는 새로운 헌법으로서 민

중·민주·민족의 ‘삼민’ 이념에 바탕한 통일헌법을 새로 제정해야 한다는 

‘삼민헌법 쟁취론’, ③ 그리고 정부·여당은 결코 대통령직선제를 받아들이

지 않을 것이므로 반정부·반외세 투쟁의 수단으로서 보수야당과 전략적으

로 제휴하는 수단으로서 직선제 개헌론을 수용하면서 운동역량을 강화해 나

가야 한다는 수단적 ‘직선제 개헌론’, ④ 그 밖에 제도정치권에서의 개헌논

의는 일체 무시하고, 군사독재 타도 후에 민중이 주체가 되는 민주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헌법제정민중회의 소집투쟁론’이 그것이다.73) 이들 사이에

서 각 주요 세력이 취한 초기 입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당시의 대표적인 재야단체인 민통련의 1986년 「신년사」를 살펴

보면 새로 제정되어야 할 민주헌법의 내용으로 (i) 헌법 전문에 갑오농민

운동과 3. 1 운동정신을 계승한 4월 혁명과 광주민중항쟁을 표현하고, 

(ii) 기본권의 내용으로 저항권, 노동3권의 제한없는 보장, 표현의 자유의 

불가침성, 환경권 등을 명시하며, (iii) 군을 포함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

립, 정당활동의 자유, 경제적 불평등의 방지를 규정하고, (iv) 정치제도로

는 대통령직선제, 국정감사권의 보장, 비례대표제 폐지, 대통령의 법관임

명 배제, 헌법개정안의 국민발안권 등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민통련

의 헌법구상은 이러한 점에서 그 내용 면에서는 뒤에서 볼 신한민주당·

통일민주당 개헌시안과도 상당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

인 차이점으로 민통련이 말하는 ‘민주제 개헌’은 1980년 헌법의 절차에 

따른 헌법개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의미에서 기존 정권의 퇴

진이 선행된 뒤에 새로운 절차에 따라서 헌법을 제정하는 것을 뜻하였

7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편, 『6월 항쟁을 기록하다 1』, 2007, 240쪽 및 그 각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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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한민주당의 개헌시안 발표 직후에 민통련이 기관지 『민중의 소

리』에 ‘개헌논의에 부쳐 / 군사독재 물리치고 민주헌법 쟁취하자!’는 제

목으로 발표한 아래 글이 이를 보여준다.74)

정치권의 개헌운동의 문제점

정치권의 개헌운동은 그 형식상 현 정권에게 헌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되어 현 정권의 정통성과 합법성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 이것은
현 정권의 정통성과 합법성을 부정해 온 재야 민주화운동의 논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중략)…

신민당의 올바른 투쟁노선

신민당이 개헌문제에 대해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는 바로 민주화를 위한 헌
법개정이 현 헌법 하의 국회 안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사실 그대로 알리는 것이다. …(중략)…

개헌은 퇴진 전제 위에

…(중략)… 우리는 현재의 반민주적인 헌법이 민주적으로 개정되어야 하지만 전두
환 군사독재정권이 물러나지 않고는 헌법이 민주적으로 개정될 수 없음을 국민에게
알리고 전두환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중략)…

퇴진촉구 범국민운동으로

…(중략)… 전두환 정권이 계속 정권을 유지하려다가 국민의 민주화투쟁에
의해 강제로 밀려나는 상황이 되면 합헌적 절차에 따른 헌법개정은 사실상 불
가능하게 되고, 과도내각을 수립하여 새로이 헌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우리는 전두환 정권이 민주화 정치일정을 밝히고 스스로
물러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즉 현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범국민운동을 전
개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민통련의 민주화 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사독재 퇴진, 둘째, 민주제 개헌, 셋째, 민주정부 수립…(하략)

반면 유화국면 이후인 1985. 8. 25. 구성되면서 주요 비제도권 노동운

동단체로 자리잡은 서울노동운동연합(약칭 ‘서노련’)은 인천노동자복지협

의회, 한국기독노동자총연맹 등과의 연합체로서 ‘전국노동자 민중·민

주·민족통일헌법 쟁취위원회’를 결성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현 정권이 장기집권하려는 속셈을 가지고 개헌을 이야기하는 것을 용납

74) 1985. 11. 8.자 「민중의 소리」(제11호),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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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으며, 신민당(주: 신한민주당)의 직선제 개헌도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중략)…민중이 주인 되는 새로운 사회를 약속하는 민중·민

주·민족 통일헌법의 쟁취만이 진정한 우리의 나아갈 길이다.” 이와 같

은 삼민헌법쟁취투쟁론은 이후 현행 헌법을 철폐하는 투쟁이 우선적으로 

강조되어야 한다는 파쇼헌법철폐론75)으로, 다시 민중이 제헌의회(CA: 

Constituent Assembly)를 소집하여 새로 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제헌의

회소집론으로 변화하였다. 민청련의 경우 민통련의 소속단체이어서 구성 

초기에 민통련의 입장을 따랐으나, 1986. 3. 이후 위와 유사한 헌법제정

회의 소집론으로 노선을 변경하였다.76)

학생운동권의 경우 학생사회 자체가 단일한 이해관계 또는 이념적 견

해로 묶이기 곤란하다는 특성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주된 경향만 하더라

도 1985-1986년을 거치면서 매우 복잡한 계열의 분화를 겪었다. 그러나 

이에 따라 단순화한다는 점을 지적해 두면서 『한국민주화운동사 3권』

의 설명을 토대로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의 [표 1]과 같고, 아래에서는 그

와 같은 주요 경향만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77)

학생운동권의 조류는 1970년대 후반부터 (i) 직접적인 정치투쟁으로서 가

두투쟁을 중시한 ‘정치투쟁론’과 (ii) 노동현장 진출과 노동자의 의식화·조

직화를 통한 사회변혁을 중시한 ‘현장준비론’ 내지 ‘역량보전론’의 두 갈래

로 나뉘었다.78) 이러한 두 조류는 1980년대 초에도 이어졌다. 1980년에 공안

7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편, (주 7)의 문헌, 250쪽.

76)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편, (주 73)의 문헌, 241쪽.

77)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편, (주 7)의 문헌, 225쪽 이하.

78) 이계희, 『권위주의정권 하의 야당정치 연구: 신민당(1967-1980)을 중심으로-』, 서울대

정치투쟁론 ⇨ 무림 ⇨
MT
그룹

⇨ 전학련 ⇨ 민민투 ⇢
삼민헌법
쟁취투쟁론

⇢
제헌의회(CA)

소집론

현장준비론 ⇨ 학림 ⇨
MC
그룹

⇨
구학련
(NL그룹)

⇨ 자민투 ⇢
반미·반제·
반핵평화투쟁론

⇢
대중화 노선
(직선제개헌론)

[표 1 : 1985-1987년 학생운동의 주요 노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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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이들 중 전자의 노선을 취한 집단을 ‘무림(霧林)’으로, 후자의 노선을 

취한 집단을 ‘학림(學林)’으로 각각 이름붙이고 양자 모두를 검거하였다. 

1983년의 유화국면 이후 정치투쟁론의 노선은 민주화추진위원회(약칭 ‘민추

위’)를 구성한 일군의 학생들이 계승하였고 1980년대에 대학생들이 위장취업

을 통한 노학연대를 추구하는 경향은 주로 민추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역량보전론의 노선은 서울대를 비롯한 학생운동권의 주류 그룹이 계승

하였는데, 위 민추위의 영문 이니셜인 ‘MT(민투)’와 기존 주류의 ‘MC(Main 

Current)’를 따서 이들 간의 논쟁을 MT-MC 논쟁이라 하였다. 이후 MT 그룹

은 전술한 전국조직으로 전학련을 구성하고 각 대학별 조직으로는 반제반파

쇼민족민주투쟁위원회(약칭 ‘민민투’)를 조직하였다. 전술한 을지로 미문화원 

방화사건으로 전학련은 주요 간부들이 모두 검거되면서 와해되었지만, 민민

투 계열의 운동조직은 서노련 등 노동운동진영의 논리를 수용하여 삼민헌법 

쟁취투쟁론, 그리고 이어 제헌의회소집론을 채택하였다. 반면 MC 그룹의 문

제의식을 계승하면서 이후 ‘NL그룹’으로 불린 분파는 각 대학별 조직으로 

구국학생연맹(약칭 ‘구학련’) 등을 조직한 데 이어79) 이들의 공개적 투쟁기

구로서 학교별 반미자주화반파쇼민주화투쟁위원회(약칭 ‘자민투’)를 구성하

였다. 이들의 경우 헌법의 제·개정 문제보다는 반미·반제국주의 직접투쟁

과 반전·반핵투쟁을 1차적인 과제로 삼았고, 개헌투쟁은 반미투쟁의 관점

에서 부차적인 관심대상으로 보았다.

이와 같이 재야·학생운동 진영의 헌정체제에 대한 노선은 복잡다기하

게 분립·변천하였지만, 이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적 요소

는 (i) 현 집권세력의 퇴진이 선행되지 않는 한 헌법의 개정에 관한 논의

는 불가한 것이고, (ii) 그 범위 내에서 대통령직선제의 채택 또한 현재의 

헌정체제를 개혁할 1차적인 방법으로서의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는 관점이

라 하겠다. 당시까지 신한민주당의 대통령직선제 개헌론은 현재의 집권세

력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의 정권획득 방법에 관한 ‘보수대연합론’에 지나

학교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1991, 226쪽.

79) 구체적인 학교별 조직명은 구국학생연맹(구학련, 서울대), 애국학생회(애학회, 고려대), 

구국학생동맹(구학동, 연세대) 등으로 달랐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편, (주 7)의 문헌, 

255쪽. 그러나 여기서는 전학련과의 대칭관계를 고려하여 구학련으로 통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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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술한 김근태에 대한 고문사건을 

계기로 신한민주당의 민추계와 민통련 등 재야 저항세력은 1986. 4. 말까

지 ‘고문 및 용공조작 저지 공동대책위원회’(약칭 ‘고문공대위’)와 민주화

를 위한 국민연락기구(약칭 ‘민국련’)를 구성하는 등 일정 수준의 제휴관

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헌정체제의 개편방향에 관한 견해를 달리하는 

이들 간의 제휴관계는 매우 불안정하였고 머지않아 실제로 단절되었다.

라. 4. 30 청와대 회담과 야당·재야의 단절

여야 정당 간의 논의로 되돌아가면, 1985년 말까지 국회 내에 구성할 

헌법관련 특별위원회의 명칭을 둘러싼 민정당과 신한민주당의 논란은 동

년 12. 2. 민정당이 국회에 ‘헌법연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안을 신한

민주당에 제시하고서 그 논의가 이루어지는 동안 여당 의원들만으로 

1986년도 예산안과 주요 법률안들을 기습 통과시키는 ‘양동작전’을 실행

한 데 대하여 신한민주당이 등원거부에 들어감으로써 종결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비민추계 의원 12명이 대통령직선제 강경노선에 반대하여 

의원내각제를 주창하는 신보수회를 결성하면서 1985. 12. 31. 탈당함으로

써 신한민주당의 의석은 국회 재적의 1/3(92석)에 미달한 90석이 되었다.

장외투쟁을 선택한 신한민주당은 제12대 총선 1주년인 1986. 2. 12.부터 1

천만 개헌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 전두환 정부는 김대중

과 김영삼을 가택연금하였고, 대검찰청에서는 ‘개헌서명운동 단속 및 처벌지

침’을 전국 검찰에 시달했다. 이 지침은 개헌서명에 참가하는 행위유형 별로 

① 가두에서 탁자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 서명을 받을 경우에는 「도로교통

법」과 「도로법」 위반(도로 무단점용)으로, ② 행인 등에게 유인물을 나눠

주는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상의 유언비어 날조·유포로, ③ 서명집회

를 개최하고 참가자로부터 서명을 받는 경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

반으로 처벌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 집회 및 시위의 예비·음모죄까지 

적용하도록 시달하였다.80) 또한 경찰은 개헌서명운동이 “현저히 사회적 불



- 55 -

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4

조의2 ① 제3호)라는 이유로, 그 서명부를 찾는다는 명목으로 신한민주당사

와 민추협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81) 서명자 142명을 연행 조사하였다.82)

그러나 마치 긴급조치 시대에서와 같이 개헌논의 자체를 형사처벌로써 차단

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지식인·종교계 등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먼저 한국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회장 이돈명 변호사)가 「서명운동은 

기본권」이라는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김수환 추기경은 「민주화는 하

느님과 화해하는 길」이라는 제목의 강론에서 개헌논의의 개방을 촉구하

였다.83) 전술한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과 관련하여 전두환 정부와 법원

은 범인인 문부식을 숨겨주었던 신부 최기식을 “성직자라 하여 법을 벗

어날 수는 없다”는 이유로 구속하여 유죄판결을 받아내었고, 이후로 천주

교계가 본격적으로 전두환 정권에 대한 비판에 나선 결과였다. 4. 4.에는 

대한성공회 정의실천사제단(회장 임승룡 신부) 소속 신부 24명, 4. 28.에

는 예수교장로회, 5. 9.에는 대한조계종도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어 1986. 

3. 28.부터는 고려대 교수 28명을 필두로 하여 5월 중순까지 전국 26개 

대학 교수 700명 이상이 시국선언을 하였고84) 4. 29.에는 한국외국어대학

교 대학원생 117명이, 5. 3.에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630명이 이에 동참

했다. 한편 이 무렵부터 KBS에 대한 대대적인 시청료납부 거부운동이 일

어나, 1986년에 걸쳐 KBS의 시청료 징수액은 목표액인 1,377억원보다 무

려 26.4%나 줄어든 1,013억원에 그쳤다.85) 정부의 개헌논의 거부는 단순

히 개헌에 국한한 문제가 아니라, 정치상황의 개선을 위한 소통 자체를 

거부하는 정부의 의견만을 편파보도하는 언론에 대한 범국민적 차원의 

80) 1986. 2. 12.자 경향신문 3면.

81) 1986. 2. 13. , 2. 14. 각 중앙일보 1면.

82) 1986. 2. 17.자 중앙일보 11면.

83)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편, 「민주화는 하느님과 화해하는 길―김수환 추기경 강론」, 1986. 

이 문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홈페이지 오픈아카이브(https://archives.kdemo.or.kr/)에서 위 문

서명으로 검색·열람할 수 있다(2020. 6. 28. 최종확인).

84) 시국선언의 상세한 내역은 한국민주주의연구소 편, 『1980년대 개헌운동과 6. 10 민주항

쟁』, 민주화운동 연구보고서 2016(연구책임자 최종숙), 41쪽의 <표 4-2> 참조.

85) 1987. 6. 20.자 동아일보 8면. 이 기사에서는 KBS가 이같은 시청료 징수 차질로 인한 

경영여건 악화로 투자축소, 부대사업 폐지 등으로 220억원 상당의 감량경영을 했다는 

1987. 6. 19.자 경제기획원 발표도 인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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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이 시기 시국성명의 공통적인 특징은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명시한 한

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86) 정도를 논외로 하면, 직선제 개헌추진을 명

시적으로 주장하기보다 “개헌논의” 내지 “국민의 정부선택권” 보장을 촉

구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 대통령직선

제를 주장하는 경우 정부의 직접적인 탄압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

려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앞서 보았듯이 기존의 집권세

력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의 직선제 개헌만으로 헌정체제의 문제점이 모

두 해결될 수는 없다는 문제의식에도 일정부분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적어도 이와 같이 정파적 이해를 결부짓기 어려운 종교인·교수 

등이 대대적으로 개헌논의의 장 그 자체를 열라고 요구하는 사태는 전두

환 정부의 입장에서 매우 당황스러운 것이었다. 더욱이 서울에서 첫 아시

안게임을 개최하는 1986. 9.이 다가오면서 정국의 안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전두환 정부와 민정당은 기존의 호헌노선을 표면상으로나마 대폭 수정하

기에 이르렀다. 전두환은 1986. 4. 30.의 여야 4당 대표회담에서 “여야가 

원내에서 개헌안에 합의한다는 조건하에, 본인의 임기 중에라도 헌법을 

개정하는 데 대해 반대하지 않겠다”고 천명하면서, “정부도 대통령 직속기

관으로 헌정제도연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연구결과를 국회에 넘겨주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87) 이는 국회에서의 합의를 “조건”으로 할 뿐 아니라 

헌법개정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이중유보를 포함한 말이었으나, 적어도 

1989년 이전까지는 개헌을 논의할 수도 없다는 기존의 노선과는 크게 달

라진 것으로 보였고, 이로써 이르러 여야 정당들의 헌법개정 여부와 그 

방향에 관한 논의가 일단 공식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처음부터 세워져 있던 이 구상의 골간은, 한편으로 전두환이 민

정당의 패권정당으로서의 지위 유지를 법률상 제도로써 확보한다는 전제 

위에서 의원내각제로의 여야 합의개헌으로 1차적인 목표를 수정하고,88)

86) 1986. 3. 14.자 동아일보 11면.

87) 1986. 4. 30.자 경향신문 1면.

88) 전두환, 『전두환 회고록 2: 청와대 시절 1980-1988』, 자작나무숲, 2017, 591쪽. 김성

익, 『전두환 육성증언』, 조선일보사, 1992, 29쪽에 따르면 전두환은 늦어도 198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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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으로는 국회 안에 신한민주당이 요구해 오던 개헌특위를 구성

함으로써 신한민주당의 개헌주장을 ‘원내에 묶어두어’ 장외투쟁의 확산을 

차단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전두환 육성증언』에 기록된 다음과 같은 

전두환의 발언들로써도 확인된다.89)

나는 우리나라도 내각책임제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중략)…나는 지금

내각책임제와 함께 지방자치제도 단계별로 실시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어. 이것을

구상해서 서서히 추진할 작정이야. 여기에는 야당도 뜻을 같이 해서 성사되도록

해야 돼.…(중략)…내가 이것을 오는 하계 기자회견을 통해서 폭탄선언을 하려고

한다. 정치란 말이 새면 혼란이 생기니까 보안을 지키면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두

도록 해야 될 것이다.(1986. 4. 22. 발언)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시국에서 ‘안 된다’ 해서 강경으로 가는 길

이 하나 있고 또 다른 게 있는데 정부와 야당이 붙어 싸울 게 아니라 정당 간

에 붙어야 할 거 아니야. 뭐가 되든 국회에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국회에 던

진 거야. 그래야 야당이 국회 밖에서 개헌서명운동을 하는 구실이 없어져.…

(중략)…야당도 낚시걸이에 걸린 거지. 국회에서 합의하면 개헌에 반대 않는

다... 극히 당연한 얘기지. 뭐든지 국회에서 하면 반대할 수 없지 않나. 얼른 들

으면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은 얘기지만...(1986. 5. 1. 발언)

이러한 계획은 특히 앞서 보았듯이 김영삼이 최근까지 김대중에 비해 

의원내각제에 대하여 우호적인 태도를 취해 왔다는 점과 더불어 비민추

계에도 이철승 등과 같은 의원내각제 지지층이 상당수 있다는 점을 감안

한 것으로, (i) 진정으로 의원내각제로의 여야 합의개헌을 이루거나, (ii) 

그러지 못할 경우라도 신한민주당의 내분을 야기할 수 있다는 계산에 근

거했던 것으로 추론된다.

11.에 이미 의원내각제에 흥미를 보이고 있었다(“꼭 대통령책임제가 좋으냐, 다른 선진

국들이 하는 내각책임제가 좋으냐, 실질적으로 연구해 보고 싶은 사항도 있어요”).

89) 김성익, (주 88)의 문헌, 60-61쪽 및 81-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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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전두환의 구상을 떠나서 보더라도, 신한민주당은 전두

환의 4. 30 제안을 받아들이는 시점을 전후하여 신한민주당의 ‘보수대연

합’에 대한 경계를 표하고 있던 재야세력과의 단절을 겪어야 했다. 신한

민주당이 주최하는 개헌현판식에 대해 재야·학생운동 진영은 직선제 개

헌론이라는 목표 자체에는 여전히 찬성하지 않았으나 2. 12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개헌현판식은 대정부 대중투쟁을 벌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

하였고, 따라서 이들은 개헌현판식에 참가하면서 “독재타도, 헌법철폐”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가두시위를 벌였다. 이와 같이 재야·학생 저항세력

이 신한민주당의 개헌구상에는 부합하지 않는 ‘급진화’ 양상을 보이게 

되자 민추계는 민국련을 통해 “일부 급진세력의 반미·반핵·해방 논리 

등의 주장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더구나 4. 30 청와대 3당 

대표회담에서 이민우는 전두환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과격한 학생운동

과는 결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 이는 신한민주당과 함께 

민국련에 가입해 있었던 민통련을 비롯한 재야·학생운동 세력이 일제히 

신한민주당에 등을 돌리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제1야당과 재

야·학생 저항세력의 갈등은 1986. 5. 3. 인천에서 열린 신한민주당의 개

헌추진위원회 경기·인천지부 결성대회를 계기로 하여 격렬하게 표출되

었다. 이는 본래 신한민주당이 주최하는 행사였지만 서노련을 중심으로 

한 노동운동, 그리고 학생운동 진영은 이를 신한민주당의 기회주의적 속

성을 폭로하는 장으로 활용하였다. 그 결과 “개헌을 사리사욕적 집권 놀

음에 악용하는 신민당에게 민중의 이름으로 경고한다”, “삼반(三反: 민

족·민주·민중에 반한다는 뜻) 정권과 신민당의 타협을 배후조종하는 

미 제국주의 몰아내자” 등의 구호와 유인물이 난무하고 인천 민정당사가 

불타면서 화염병과 최루탄이 난무하였다.90)

전두환 정부는 이 사건을 저항세력 모두를 제압할 기회로 활용하였다. 

정부의 통제 아래 있던 언론은 대대적으로 인천항쟁을 체제전복 세력의 

폭력봉기로 홍보하였고, 민통련·서노련 등의 핵심인사를 포함하여 129

명이 구속되고 60여명이 수배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신한민주당은 재

9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편, (주 7)의 문헌, 261-2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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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학생운동의 지지를 전면적으로 잃은 고립상태에서 민정당과의 개헌

논의에 임해야 했다. 다른 한편, 당시 부천시 소재 제조업체에 위장취업

해 있던 대학생 권인숙이 이 사건으로 체포된 뒤 부천경찰서 경장 문귀

동으로부터 성고문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사건이 이후 전두환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히는 계기 중 하나가 되었다는 점에서 볼 

때, 인천항쟁은 간접적으로는 1987년의 항쟁으로 폭발한 억압의 절정을 

이루는 한 부분이 되었다고도 평가할 수 있다.

3. 1986년 개헌논의 정국에서의 여야 대립

가. 국회 개헌특위의 출범과 정체

전두환 정부와 민정당은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개헌논의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자 일사불란하게 개헌시안의 준비작업에 들어가 1986. 5. 7. 

위원장으로 채문식을, 간사로 이치호를 지명하는 등 20명의 위원으로 당 

헌법특별위원회(이하 ‘민정당 헌특’ 또는 ‘헌특’)를 구성하였다.91) 헌특은 

『헌법특별위원회 운영현황보고』(1986. 7. 29.)에서 그 설치배경에 관하

여, “88년까지 현행헌법을 지켜 평화적 정부이양과 올림픽 등 대사를 치

른 후 국민들의 뜻에 따라 개헌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대전제로 하고, 

그럼에도 “헌법문제에 관한 국론분열과 사회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총재

각하의 대타협 의지에 따라 국민의 뜻을 수렴하여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대통령 임기중 헌법개정”하기로 하였다면서, 헌특 운영의 기본방향으로

서 “제5공화국 헌법에 대한 호헌의지를 기조로 보다 더 나은 헌법을 위

하여” 개헌작업에 임한다고 기술하였다.92) 위원회의 명칭이 헌법‘개정’특

별위원회 등이 아닌 헌법특별위원회인 데에는, 이와 같이 호헌의지를 대

91) 5. 7.에는 19명을 임명하고, 제1차 전체회의를 여는 5. 15.에 곽정출을 추가 임명하여 

20명이 되었다. 1986. 5. 15.자 중앙일보 3면.

92) 현경대 기증문서 중 민주정의당 헌법특별위원회, 「헌법특별위원회 운영현황보고」, 

1986, 2쪽,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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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로 삼고 있는 민정당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제3장에서 후

술하는 바와 같이 임명된 민정당 헌특의 위원들은 이후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되자 그 위원으로 그대로 보임되었다.

한편 민추계가 주류로 자리잡은 신한민주당에서는 동교·상도 양 계파

의 전략상 이견으로 개헌특위에 대한 참여준비가 지연되었다. 김영삼은 

전두환의 ‘합의조건부 개헌불반대’가 대통령직선제 개헌의 가능성을 시사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면서도 우선은 가급적 전제조건 없이 원내에서 개

헌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개헌은 서울운동장이나 여의도

광장에서 할 수 없고 국회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었다.93) 반면 김대중

은 전두환이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인다는 약속을 할 때까지는 개헌특위

에 참여해서는 아니되며 오히려 양심수 석방, 구속자 사면복권을 조건으

로 고수하면서 민정당을 압박하는 한편 재야와 연대하여 장외투쟁을 강

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양김씨는 국회 개헌특위에 참

여하기로 1986. 5. 27., 1986. 6. 17. 두 차례에 걸친 합의를 거치고 나서

야 이를 신민당의 방침으로 삼을 수 있었고,94) 그리하여 국회 개헌특위에 

대한 구성결의안은 1986. 6. 24.에야 여야 합의로 가결되었으며 이후로도 

특위 위원 인선의 계파별 배분에 관한 이견조정으로 신한민주당은 1986. 

7. 23.에야 위원 17명을 선정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었고, 국회 개헌특

위는 7. 30. 가동되었다. 이들 위원의 계파별 분포는 다음과 같았다.95)

그러는 동안 민정당은 1986. 7. 초부터 “진정한 민주화를 위해서는 의원

내각제가 최선의 제도적 장치”라고 주장하였다. 당시 민정당이 작성한 

「왜 우리는 의원내각제를 제의하는가」라는 제목으로 국회도서관에 소장

93) 1986. 7. 24.자 경인일보 2면(연합통신 인용).

94) 1986. 5. 27.자 동아일보 1면; 1986. 6. 18.자 한국일보 1면.

95) 1986. 7. 24.자 한국일보 1면.

동교동계(6명) 상도동계(6명)
이민우 

추천(2명)
비민추계(3명)

이중재, 이용희, 
허경만, 조순형, 
허경구, 장기욱

박용만, 박찬종, 
권오태, 목요상, 
이영준, 김정길

김태룡, 이철
김수한, 김영배, 

반형식



- 61 -

되어 있는 문서는 민정당이 당시 의원내각제를 옹호한 논거를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표지·목차를 제외하고 41쪽으로 구성된 이 문서는 한글

이 타자되고 그에 병기되는 한자 및 꺾은괄호는 수기된 문서로서 정식 

발행·배포된 같은 제목의 소책자를 발간하기 전의 원고로 추정되는데,96)

이 문서에 따르면 ① 민정당은 그간 평화적 정권교체의 토대를 굳히기 위

해 호헌노선을 견지했으나 중대한 시기에 국론분열에 따른 국가위기를 막

고 다원화된 우리 사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헌을 지지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② 직선제의 폐단으로 (i) 실현불가능한 공약의 남발과 

선동정치의 폐해, (ii) 과다한 국력소모, (iii) 국회의 시녀화와 선동장화, (iv) 

민주화 수준 높이기의 어려움, (v) 지역대결 의식의 격화, (vi) 정통성 시비

의 만성적 재발 등을 들고, ③ 그에 대비되는 의원내각제의 장점으로는 

(a) 독재화 방지, (b) 민주정치의 기본단위 활성화, (c) 대화정치 촉진, (d) 

야당 발언권 강화, (e) 야당 수권능력 배양, (f) 순조롭고 용이한 정권교체, 

(g) 공존공생의 보장 (h) 다원사회에 대한 적합성, (i) 책임정치의 구현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은 논리를 적어도 1986. 8.~10.에 걸쳐 전두환 정부는 

국무총리의 지휘 하에 각 부처가 분담하여 지방행정조직·각 부처별 산하

기관·각급학교 등에 교육·홍보하였다.97)

이와 같이 민정당이 거대한 정부조직을 동원하여 의원내각제를 여론의 

대세로 몰아가려고 시도하는 가운데, 개헌특위의 첫 회의부터 양당은 전국 

7대 도시(부산·대구·광주·전주·대전·춘천·서울)에서 개최할 개헌공청

회의 장소와 중계방식을 두고 입장충돌을 계속하였다. 민정당은 (i) 지방공

청회도 개헌특위의 연장인데 넓은 장소를 택하면 질서를 유지할 국회 경위

가 부족하게 된다는 이유로 개최장소를 각 도시의 시민회관 소강당 등 500

명 이내의 청중만을 수용할 수 있는 소규모 옥내시설로 하고, (ii) 중계는 

방송시간을 고려하여 녹화중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양당은 간

사간 합의에서 공청회의 “실황을 중계토록 공영방송국에 요청”하기로 했는

96) 1986. 8. 25.자 광주일보 2면.

97)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1986년도 생산 ‘개헌관련홍보교육철(1),(2)’(관리번호: 

BA0884030, BA088403, 생산기관: 국무조정실). 이 2개의 문서철은 각각 229쪽, 164쪽

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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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민정당은 녹화중계도 실황중계에 포함된다는 입장이었다.98) 그러나 당

시 단 둘 존재하던 TV 방송국인 KBS와 MBC는 모두 정부에 의해 강력하게 

장악되고 있었기 때문에, 신한민주당은 (i) 널리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옥

외장소 또는 적어도 시민회관 대강당 등 대규모의 장소에서 공청회를 개최

하고, (ii) 중계는 발언내용이 편파적으로 편집되지 않을 수 있는 생중계 방

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완강히 고수했다. 이와 관련해 신한민주

당은 공청회 장소는 양보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TV 생중계에 대하여 특히 

강경한 태도를 취했는데 그 이유는 민정당이 막대한 비용과 인력을 들여 

의원내각제를 홍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친정부 성향의 당시 TV 방송국들이 

공청회 공술내용을 여당에 유리한 방식과 내용으로 편집해 방영한다면 결

국 신한민주당으로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야당’으로 국민에게 비쳐

짐으로써 오히려 의원내각제 개헌의 명분만 주어 차라리 처음부터 개헌특

위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만도 못하게 될 여지가 컸던 것이다.

그리하여 국회 개헌특위의 회의가 제5차까지 계속되는 동안 교섭단체를 

구성한 여야 3당(민정·신한민주·국민)은 각자의 시안에 대한 지극히 대

체적인 제안설명(8. 25.)밖에 하지 못하고 그 내용에 대한 토의는 전혀 이

루어지지 못한 가운데, 1986. 8. 26.을 끝으로 신한민주당은 개헌특위에 불

참하였다. 이민우·김영삼·김대중이 정부형태의 골간에 대한 결정권자들

끼리의 ‘실세대화’ 내지 영수회담이 이루어질 때까지 국회 개헌특위에는 

불참하겠다고 정식으로 선언한 것은 9. 29.이었지만,99) 개헌특위가 사실상 

파탄을 맞은 것은 그보다 한 달 전이었다.

나. 1986년 말까지의 여야 대치

당시에는 설문조사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내각제와 대

통령직선제 중 어느 쪽을 여론이 지지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국민이 ‘체

98) 1986. 8. 26.자 서울신문 2면.

99) 1986. 9. 29.자 동아일보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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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관선거’를 선호할 이유가 없다는 상식적인 차원을 떠나 이를 실증한 사

례는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국가기록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1985-6년 문

화공보부 공보실 조사과의 「1986. 의식조사 관계(의식조사결과보고서)」 

문서철에100) 포함되어 있는 아래 설문조사 결과들을 보면, 늦어도 국회 

개헌특위에서의 논의가 벌어지던 1986. 8. 을 전후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의원내각제보다는 대통령중심 직선제를 훨씬 더 선호하고 있음을 전두환 

정부도 인식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전두환 정부는 이를 알

기 때문에 현실적인 관점에서도 선택적 국민투표제를 취할 수 없었던 것

이라 하겠다. 이들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① 문화공보부가 한국갤럽

조사연구소에 의뢰하여 1985. 12. 21.-23. 전국 20세 이상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개헌을 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48.4%, 

헌법을 고칠 필요가 없다는 응답자가 20.8%였고(「국정 및 사회현안에 관

한 국민 의식 조사」), ② 같은 기관들이 1986. 6. 20.부터 7. 10. 까지 서

울거주 20-30대 남성 5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는 개헌시 바람직한 정

부형태에 관하여 대통령중심제 53.8%, 의원내각제 29.6%, 이원정부제 4.6%

의 응답분포를 보이고 있었으며, 특히 대통령 선출방식에 관하여는 직선

제 84.6%, 간선제 8.8%의 응답율을 보였다(「서울 20-30대 남성의 정치의

식과 태도조사 결과보고」). ③ 또한 같은 기관들이 1986. 8. 1. 서울시민 

26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헌법개정시 원하는 정부형태에 관하

여 대통령중심제 68.0%, 의원내각제 26.0%, 이원정부제 4.6%의 응답을, 대

통령선출방식에 관하여는 직선제 87.7%, 간선제 11.9%의 응답을 보였다

(「사회현안에 관한 서울시민 반응조사(1986. 8. 5.)」). ④ 1986. 8. 30. 위 

기관들이 서울시민 297명을 상대로 한 전화설문조사에서도 정부형태에 관

한 응답은 대통령중심제 65.7%, 의원내각제 29%, 이원정부제 4.0%였으며 

대통령의 선출방식에 대한 응답은 직선제 85.5%, 간선제 13.5%를 나타냈

다(「헌법문제에 관한 서울시민 전화조사 결과(2차)」). 정부와 여당이 총

력을 기울여서 의원내각제의 도입이 진정한 민주화라고 선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지지율이 30%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은, 전두환 정부

100) 관리번호: DA1292862. 모두 305개면으로 구성된 기록물철로, 아래 인용한 설문조사 

이외의 각종 설문조사 결과보고서들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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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를 도입할 경우에 실제로 민의가 국정에 보다 원활하게 반영되는 

국민주권의 실질화로 그 운영이 이어질 것이라는 국민적인 신뢰를 전혀 

형성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여론의 동향을 전두환 정부

는 분명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에서 보듯이 1987. 4.까지 의원내

각제 개헌의 관철을 계속하여 추진하였고, 이는 위 정치체제의 개편의사

가 실제로는 국민의 의사와 무관함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1986. 10. 5. 아시안게임이 폐막되자 전두환 정부와 여당은 국회 개헌특

위의 공전을 배경으로 소강상태에 머물렀던 저항세력에 대한 압박을 다

시 강화하였다. 10. 10.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민우는 단일 개헌

안에 대한 찬반만을 묻도록 규정한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여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직선제 중 양자택일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묻자는 

‘선택적 국민투표’를 제안하였으나 이는 위와 같은 여론추이를 알고 있었

던 정부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야당에 대한 공

세는 더욱 강화되었다. 신한민주당 유성환 의원이 1986. 10. “우리나라의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대정부질의 발언

원고를 국회의사당 내에서 사전배포하자 민정당은 10. 16. 그에 대한 체

포동의안을 단독처리하였고, 검찰은 그를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동조(제7

조) 혐의로 구속·기소하였다.

뒤이어 10. 28.에는 ‘건국대 사건’으로 학생운동에 대한 역대 최대규모

의 탄압이 이루어졌다. 을지로 미문화원 방화사건으로 전학련이 와해된 

이후 각 학교별로 산발적인 조직을 유지하고 있던 자민투 계열의 NL 그

룹은 전국조직의 재건을 위해 건국대에서 ‘전국반외세반독재 애국학생투

쟁연합’(약칭 ‘애학투련’) 결성식을 개최하였는데, 경찰이 이를 급습하여 

교내의 전기와 수도를 끊고, 10. 31.에는 경찰 8,500여명과 무장헬기를 

동원하여 학생 1,525명을 연행하고 그 중 1,288명을 구속함으로써 단일

사건 구속자 수로 세계 최다기록을 세웠다. 이로써 NL 그룹은 극심한 

타격을 입었으나, 1986. 11. 각 대학의 총학생회 선거에서는 제헌의회파

로도 불린 CA 그룹(구 민민투 계열)과 NL 그룹이 맞서 NL 그룹이 대부

분 승리함으로써 세력이 반등할 수 있었고, 이들은 종전의 투쟁방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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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부의 언론통제 하에서 편파적으로 낙인찍히면서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하게 된 데 대한 반성을 거쳐 이후로는 보다 대중적인 투쟁노선

을 취하게 되었다. 한편 NL 그룹이 학생운동 진영에서 다수를 점하면서 

1987년까지 CA 그룹 및 그들이 추구한 제헌의회 노선은 학생운동권에서 

소수견해가 되었다.101)

이와 같은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김대중은 11. 5. “현 정권이 대통령직

선제 개헌을 수락한다면 비록 사면·복권이 되더라도 대통령선거에 출마

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불출마선언을 하였으나102) 전두환 정부와 민정당

은 이를 묵살하였다. 야당과 재야 모두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고 판단한 

정부와 여당으로서는 대통령직선제 주장을 어떤 식으로든 받아들일 이유

가 없었을 뿐 아니라, 김대중의 불출마로 인하여 김영삼으로 후보가 단일

화한다면 이는 그들의 입장에서 더욱 위험한 것일 뿐이었기 때문이다. 결

국 신한민주당은 1986. 12. 11. 민정당의 상임위원회 강행에 반발하여 아

예 국회 불참을 선언하였고,103) 개헌논의가 중단됨은 물론 정국이 극도로 

경색되는 가운데 1987년으로 해가 바뀌었다.

1986년 전반에 걸쳐 미국의 태도는 일단 양당의 협상을 관망하면서 미

국이 한국의 내정에 간섭한다는 인식을 가급적 불식한다는 것이었고, 다

만 양당 간의 타협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을 기조

로 하였다. 이는 국회 개헌특위가 파행된 이후인 1986. 11. 10. 기자회견

에서 개스턴 시거(Gaston J. Sigur Jr.)가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이룩하

는 길은 토론과 협상, 그리고 타협을 통해 해야 한다”는 입장만을 표명한 

데서도 압축적으로 드러난다. 다만 4. 30. 청와대 3당 대표회담에서 개헌

논의를 하기로 합의한 직후인 5. 8. 슐츠 국무장관은 주한미국대사관저에

서 개최한 조찬에서 다음과 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한국문제는 한국인 

스스로가 디자인해야 할 문제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나는 직선제만이 민

주주의의 요소라고 보지 않으며 그 실례로 영국과 일본이 대통령직선제

10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편, (주 7)의 문헌, 269쪽, 298쪽.

102) 1986. 11. 5.자 동아일보 1면.

103) 1986. 12. 11.자 동아일보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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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니면서도 민주주의를 잘 하고 있다.”104) 이 발언은 대통령직선제를 

유일 당론으로 삼고 있는 신한민주당의 편을 들지 않겠다는 의사에서 나

온 발언으로 보이지만, 반대로 볼 경우 ‘대통령 간선제도 민주주의에서 

가능한 선택지’라는 취지로서 민정당의 입지를 높이는 것으로 해석될 수

도 있었고, 전두환은 이러한 발언이 현 정권에 대한 미국의 일관된 지지

를 시사하는 것으로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회 개헌특위의 파행 이후 전두환이 보인 저항세력에 대한 극렬

한 탄압, 그리고 다음 발언들에서 보듯이, 의원내각제로의 합의개헌이 어

렵다고 판단하자 그에 대한 차선책으로 ‘합법개헌’을 추구하기 시작한 데

서도 시사된다. ‘합법개헌’이란 신한민주당과 민정당의 당 차원 합의에 

의한 개헌이 아니라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2/3’라는 합법요건만을 지킨 개헌을 의미하는 당시의 용어였다. 그리고 

그마저도 되지 않을 것이 확실할 때에는, 마지막 선택지로 호헌이 예비되

어 있었다. 이는 『전두환 육성증언』에 기록되어 있는 당시 전두환의 다

음과 같은 발언들로써 확인된다.105)

헌법을 통과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작전상 만장일치가 되면 좋지만

우리의 정치풍토나 정치현실로 보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당 단독으로는

의석이 3분의 2가 안 되니 일부라도 다른 당에서 참여해야 합니다. 그것을 합

의라고 봐야 돼. 해석을 떠나서 민주생활의 관습으로 볼 때 3분의 2만 되면

국민 합의가 아니라는 소리는 못해요. 3분의 2에서 한두 사람만 더 많으면 그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중략)… 제일 좋은 것은 이번 회기에나 연중으로 내각제 개헌안이 통과되

는 겁니다.…(중략)…사실을 얘기하면 과연 우리 당에서 합의개헌을 할 수 있

겠느냐 하는 거요.

3분의 2가 합의개헌이지, 여러분은 정국을 풀어나가야 하고 나는 나라를 올

바로 발전시켜야 하는데 첫째는 합의개헌이 안 되면 현행 헌법으로 밀고가는

104) 1986. 5. 8.자 동아일보 3면.

105) 김성익, (주 88)의 문헌, 263쪽, 2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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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둘째는 이왕 민정당이 내각제를 내놓았으니 이것을 반드시 해 놓고 물려줘

야겠다는 게 통치권자로서 나의 책무입니다.…(중략)… 내년 2월 연설에는 단

안을 내려야 합니다. 방법이란 뻔해요. 국회에서 안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 개

헌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국회가 없어져야 돼요.

그러나 당시 신한민주당의 의석이 개헌저지선인 재적 1/3에서 단 2석 

모자라는 상황에서 ‘합법개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실상 신한민주당 

소속이 아닌 모든 의원들이 민정당의 발의안에 찬성해야 하고 만약 발의

가 부결될 경우 이는 심대한 정치적 타격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점에서, 

‘합법개헌’은 쉽사리 시도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었다. 그런데 그러던 

중 신한민주당 총재 이민우가 의원내각제에 대한 합의의 여지를 보였다.

해법이 보이지 않는 여야의 원내·외 무한투쟁, 그리고 여타의 저항세력

마저 모두 대거 위축된 정치상황은 상도동계에도 분란을 초래하였다. 

1986. 12. 상도동계에서는 경색된 개헌정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김영삼을 

총재로 추대, 실세화를 이룬 뒤 실세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공공

연히 내놓았고, 이에 대해 12. 22. 김영삼·김대중의 회동에서도 당 체체

정비 문제는 내년(1987년) 정초쯤 강력한 대여투쟁과 개헌투쟁을 전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매듭지어질 것이라고 밝혀 ‘실세화’를 사실상 공식화하

였다.106) 이에 이민우는 12. 24. ① 지방자치제 실시, ② 언론 및 집회·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 ③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④ ‘국민에게 뿌

리내린 2개 이상 정당’의 제도적 정착, ⑤ 공정한 국회의원선거법, ⑥ 

‘용공분자’를 제외한 구속자석방, ⑦ 사면·복권이라는 민주화 7개항을 

민정당이 수용할 경우 “야당은 물론 국민들도 내각제 개헌안에 대해 긍정

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이민우 구상을 전격 

발표하였다. 이는 전두환의 입장에서 의원내각제 개헌을 현실화할 가능성

을 높여주는 것이었음은 물론이고, 민추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신민당의 수뇌부 내부의 분열상을 부각하는 한편 김대중·김영삼이 대통

령이 되고자 하는 욕심에서 민주적인 개헌에 반대하는 것이라는 인상을 

10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편, (주 49)의 문헌, 7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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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에 호소하면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다. 정부 헌정제도연구위원회의 역할과 활동

한편 1986년에 전두환 정부는 1980년의 헌법개정심의위원회와 외형상 

유사한 헌정제도연구위원회(‘헌정연’)를 운영하여 당시에는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나,107) 이후의 활동에 관하여는 널리 알려진 바가 없다. 아

래에서는 최근에 발견한 문서사료를 기초로108) 1986년 개헌논의 과정에

서의 그 기여 내지 역할 유무를 재확인해 본다.

앞서 보았듯 전두환은 1986. 4. 30. 정부에 헌정연을 구성하여 그 연구

결과를 국회 개헌특위에 제공하겠다고 밝혔고, 실제로 5. 1. 국무회의에

서 ‘헌정제도연구위원회규정’(대통령령)을 의결한 뒤 5. 15. 위원장에 민

복기(전 대법원장), 부위원장에 문홍주(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윤세창(전 

고려대 대학원장)을 각각 임명하고, 위원으로 아래 [표 2]와 같이 학자 

37명, 공무원 3명을 위촉했다.109)

107) 이를 보여주는 예로,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http://newslibrary.naver.com)에서 

“헌정연”을 건색하면 동아일보·경향신문·매일경제를 대상으로 1986년에만 88건의 기사

가 검색된다.

108) 국가기록원에 소장중인 ‘헌정제도연구위원회’ 기록철이 있고(관리번호: BA0884029, 10

개 문건이 포함되어 있다) 연구자가 이를 정보공개청구하여 입수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주로 이를 토대로 기술한다.

109) 1986. 5. 16.자 경향신문 1면.

▲ 법학자(16명) : 구병삭(고려대 교수), 김남진(고려대 교수), 김종원(성균관대 교

수), 김치선(숭전대 총장), 남기환(경기대 교수), 박일경(명지대 총장), 배재식(서울대 

교수), 배준상(한양대 교수), 서원우(서울대 교수), 서주실(부산대 교수), 양승두(연세대 

교수), 이강혁(한국외대 교수), 이준구(경북대 교수), 정종학(충남대 교수), 한상범(동국

대 교수), 허영민(전북대 교수)

▲ 정치학자(9명) : 김달중(연세대 교수), 김영섭(한양대 교수), 나창주(건국대 교수), 

박하일(전남대 교수), 윤정석(중앙대 교수), 이용필(서울대 교수), 정정길(서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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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심의위원회가 법제처를 운영주관부처로 했던 것과 달리 헌정

연은 국무총리실을 그 운영주관부처로 한 것으로 보이고,110) 1986. 5. 21. 

첫 회의를 열어 운영계획·분과위원회 구성 등을 담당할 운영소위원회

(소위원장 문홍주)를 구성했다. 이어 운영위원회에서는 연구를 ① 연구자

료 수집정리, ② 각국의 헌정제도 조사 및 우리나라 제도 평가, ③ 각계

의견 수렴 및 건의서 작성의 3단계로 나누고, 3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했

다. 5. 31. 각 분과위원회의 제1차 회의가 열려 분과위원장과 간사를 호

선하였으며, 제1분과위원회에서는 기본권소위원회와 사법제도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하였고,111) 6. 7. 각 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부터는 연구

분담과제를 아래 [표 3]과 같이 각 위원들에게 할당했다.112)

110) 아래 각주들에서 인용하는 보고문서들의 최종 결재란에는 모두 국무총리 소속의 ‘행

정조정실장’이 기재되어 있고, 일부 회의의 장소인 “헌정제도연구위원회 회의실”도 삼

청동 소재로 기재되어 있다.

111) 헌정제도연구위원회 개최보고(1986. 5. 23.); 헌정제도연구위원회 운영위원회 회의결과(1986. 

5. 29.);  헌정제도연구위원회 제2차 회의 및 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결과 보고(1986. 6.)

112) 헌정제도연구위원회 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결과(1986. 6. 10.). 아울러 헌정제도연구

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제3차 회의결과(1986. 6. 24.); 헌정제도연구위원회 제2분과위원

회 제3차 회의결과(1986. 6. 27.); 헌정제도연구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제3차 회의결과

(1986. 6. 24.)에는 위 분담과제들에 대한 세부항목이 기재되어 있다.

최창호(건국대 교수), 한승조(고려대 교수)

▲ 경제학자(2명) : 김적교(한양대 교수), 차병권(서울대 교수)

▲ 기타분야 학자(4명) : 고영복(서울대 교수), 고정명(국민대 교수), 김종철(서울대 

교수), 최영희(한림대 교수)

▲ 재야법조인(3명) : 김동환(변호사), 김태청(변호사), 이용식(변호사)

▲ 공무원(3명) : 이양우(법제처장), 이종남(법무부차관), 임규운(법원행정처 차장)

[표 2 : 헌정제도연구위원회 위원(40명) 명단]

제1분과위(위원장 윤세창)
제2분과위(위원장 문홍주)
※ 선거제도, 국민투표제도 포함

제3분과위(위원장 차병권)

전문 : 전체 위원이 검토
제1장 총강: 전체 위원이 검토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남녀평등조항(고정명)

제3장 정부
- 대통령제(대통령선거제도 

포함, 박일경·이강혁)
- 의원내각제(서주실·나창주)

제9장 경제
(제4장 국회 중 재정관계 포함)
- 예산제도 일반(차병권)
- 조세법률주의(이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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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7. 24. 제2분과위원회에서는 그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통령제

(이강혁), 의원내각제(서주실), 절충형 정부형태(문홍주)에 관하여 각 주제발

표와 토의가 있었고,113), 8. 11.에는 제1·3분과위원회에서도 주제발표·토의

가 있었으나114) 그 결과는 ‘연구과제 정리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위원장단

에 일임’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같은 날 “종합보고서 작성은 추후로 

113) 헌정연 제2분과위(권력구조) 회의 개최결과(1986. 7. 28.). 이에는 주제발표 자료와 

질의·응답 내용이 78개면에 걸쳐 첨부되어 있는데, 주제발표는 각 정부형태의 세부유형

과 장단점을 객관적·평면적으로 비교하고 있고 질의·응답도 학자로 구성된 위원들 사이

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114) 헌정연분과위 회의개최 결과(1986. 8. 14.). (주 113)의 문서와 달리 개최사실에 관한 

보고만 있고 구체적인 발표자료 등은 첨부되어 있지 않다.

제1분과위(위원장 윤세창)
제2분과위(위원장 문홍주)
※ 선거제도, 국민투표제도 포함

제3분과위(위원장 차병권)

- 신체의 자유, 재판청구권
(김종원)

- 적법절차(배준상)
- 사생활, 경제활동의 자

유, 재산권(김동환)
- 정신활동의 자유, 대학자

치(김종철)
-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한상범)
- 참정권(윤세창)
- 노동3권, 사회보장(허영민)
- 국민의 저항권, 평화적 생

존권(김달중)
- 비호권(망명권), 국적이탈, 

거주이전의 자유(배재식)
제5장 법원
- 사법제도, 법원의 자율성

(임규운)

제6장 헌법위원회(김남진)

제10장 헌법개정(이용필)

- 절충형 정부형태(문홍주·김
치선)

- 대통령직속기관 일반(윤정
석·이종남)

제4장 국회
- 국회의 구성과 권한(김태

청·정종학)
- 국회의원선거제도(서원

우·최영희)
- 정당제도(양승두·한승조)
제7장 선거관리
- 선거관리, 정치자금(구병삭)
제8장 지방자치(최창호·정
정길)

- 경제조항 일반(박하일·이용식)
- 공정거래질서(김적교·김

영섭·이준구)
- 토지제도(차병권·남기환)
- 기업의 역할(고영복·김

적교)
- 통화신용제도(차병권)

간사 : 김달중, 한상범 간사 : 나창주, 윤정석, 이강혁 간사 : 김적교, 이용식

전문위원 2명
박송규(법제처 법제조사국장)
정호영(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

전문위원 2명
백남진(법체저 법제조정실 법
제관)
정상명(서울지검 검사)

전문위원 1명
김세신(법제처 법제2국장)

[표 3 : 헌정연 분과위원회별 연구분담영역 및 위원·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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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루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나,115) 이후 헌정연의 활동에 관한 문서

나 보도는 발견되지 않는다. 특히 그 종합보고서는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작성·제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세계 각국의 헌정

제도 비교 성과물을 몇 종 남긴 것을 제외하면116) 헌정연이 민정당의 개헌

시안 작성방향이나 논의과정에 가시적인 영향을 준 점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정연은 1987년도 1/4분기에 운영비로 약 4,7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 수 있듯 적어도 위 시점까지 운영되고 있었는

데,117) 이와 같이 초반을 제외하고 아무런 활동이 없는 상태로 헌정연을 

존치하고 있었던 이유는 추측컨대 후술하는 1987년의 4. 13 호헌조치가 

발표되기 전까지, 전두환이 의원내각제로의 합의개헌이 이루어지지 않으

면 과거 헌법개정심의위원회의 경우와 같이, 헌정연을 통해서 대통령으로

서 헌법개정안을 발의할 것 같은 외관을 유지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예컨대 1986년 국회 개헌특위에서의 논의가 결렬된 직후인 

1986. 10. 헌정연이 다시 활동을 재개했다는 풍문이 일자 이를 경계한 신

한민주당이 법제처장에 대한 국회 대정부질의(1986. 11. 6. 법제사법위원

회)에서 그 진위를 추궁하는 등으로 헌정연은 계속하여 의혹의 대상이 되

었다. 그러나 정작 1987년까지의 개헌과정에 헌정연이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근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4. 1986년 말까지의 개헌논의 과정에 대한 평가

전두환 정부가 1980년부터 정치적 경쟁세력의 활동을 모두 봉쇄한 상태

115) 1986. 8. 12.자 경향신문 1면.

116) 헌정연은 1986년에 다음 저작들을 남겼다:  『세계각국헌법전』(2권), 『세계각국헌정제

도개관』, 『현대 헌정제도의 운영추세』, 『각국의 정당제도』, 『역대헌법조문대비표: 제헌

헌법-현행헌법, 한국헌법: 제헌헌법-현행헌법』, 『헌법관계자료목록』(2권).

117) 1987년 제9회 국무회의록(1987. 2. 26.) 중 ‘198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헌정제도연구위원회 1/4분

기 운영비)’. 국가기록원 국무회의기록 홈페이지(http://theme.archives.go.kr/next/cabinet/viewMain.d

o)에서 위 서명으로 검색(2020. 6. 29. 최종확인). 사용내역은 헌정제도연구활동 지원경비 2,070만원, 자료

발간비 등 1,400여만원, 회의참석수당 628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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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5년을 집권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추계를 중심으로 한 신한민주당이 제

12대 총선을 통해 100석 이상의 제1야당으로 급부상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체로서 전두환 정부와 여당의 독주, 그리고 장식적인 야당의 무기력으로 

점철되는 헌정체제에 대한 불만족이 표출된 결과였다. 전두환은 물론이고 

35%대의 득표율로 국회 의석의 과반을 점하고 있던 민정당 역시 그 민주적 

정당성에 비해 과다한 권력을 향유하고 있었고, 이는 국민주권이 현실적으

로 국가공동체의 기본원리로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하기

에 충분하였다. 총선 이후 전두환이 ‘1989년 이후 개헌’ 입장을 표명하자 

대대적인 시국선언과 개헌서명운동이 전개된 것,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루어

진 KBS 시청료납부 거부운동은 모두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고, 그

렇기 때문에 전두환은 종전의 호헌노선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기존의 헌정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당위를 넘어서, 구체적으

로 어떠한 방법으로 이를 개편할지에 관하여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루

어지지 못했다. 적어도 정부형태에 국한하여 본다면 앞서 본 1986년의 

각종 설문조사 결과에서 확인되듯이 당시 전반적인 여론이 의원내각제보

다는 대통령중심제를, 그리고 대통령의 선출방식에 관해 ‘체육관 선거’에 

비해 직선제를 선호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적어도 1986년 말까

지, 대통령직선제의 채택이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있어 헌정체제 개편의 

1차적인 목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1986년 초 각계에서 이루어진 시국

선언이 특정한 정부형태보다는 자유로운 헌법개정 논의권의 보장에 초점

을 둔 점, 1986년 중반 이후 국회 개헌특위의 파행 이후로도 대통령직선

제 헌법개정 투쟁이 대대적으로 벌어진 흔적을 찾기 어려운 점, 오히려 

재야 및 사회운동단체들은 대통령직선제보다 군부 퇴진의 선행 및 헌법

제정을 기조로 하였고 특히 5. 3. 인천항쟁 이후로는 신한민주당의 ‘보수

대연합’을 배격하고 있었다는 점이 모두 이를 뒷받침한다. 그보다 근본

적으로 새로운 헌정체제를 구축한다면 기존의 집권세력과의 단절을 이루

어야 할 것인지, 그래야 한다면 이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 것인지에 관

한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그보다 더 나아가 새로운 헌정체제를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꾸려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에는 아직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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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지 못했다. 애당초 1980년 헌정체제 자체가 사회영역을 모두 제압할 

정도의 물리력을 갖춘 군부를 배경으로 출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단

절은 새 체제 구축을 위한 선결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문제의 해결방법에 대해 신한민주당과 여타의 저항세력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현행 체제에서의 헌법개정을 통한 대통령직선제의 도입

은 정권획득을 1차적 목표로 하는 제도권 야당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선

택지였고, 이는 정상적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져 온 헌정체제에서라면 

대중정당의 선택지로서 당연한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1980년 헌정체제

는 그러한 체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는 정부·여당이 야당과 기타 저항

세력을 ‘각개격파’할 수 있도록 하는 빌미가 되었다. 국민적 지지를 얻어 

제1야당으로 급부상한 신한민주당이 선제적으로 공론화한 대통령직선제 

개헌론이 비록 기존 집권체제에 대해 ‘유효타’를 가하기는 하였으나 

1986년까지는 그것이 대통령직선제라는 의제에 대한 범국민적 지지로 이

어지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를 배경으로 오히려 전두환 정부와 민정당은 

호헌론을 대신하여 신한민주당 내 비민추계와의 연합을 통한 ‘합법개헌’

으로라도 의원내각제 개헌을 관철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노선은 당시 정

부 스스로 인지하고 있던 여론동향과도, 그리고 정부·여당이 홍보한 

‘진정한 민주화’와도 거리가 먼 것이었다. 아시안게임이 폐막하자 정부와 

민정당은 그 개헌구상을 관철하고자 모든 저항세력을 전방위적으로 압박

하였고, 저항세력은 이에 대해 효과적인 저항을 펼치지 못했다.

결국 이 당시까지는 새로운 헌법으로의 이행을 위한 실마리가 어떤 식

으로든, 아직 풀리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곧 1986년의 상황이 ‘실패

한 저항’의 의미밖에 가지지 못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민정당이 

공론화한 의원내각제 개헌시안이 그 대대적인 홍보에 불구하고 유의미한 

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한 점은 이후 개헌논의를 개시할 수밖에 없는 상

황이 왔을 때 민정당이 이를 다시 추진할 수 없도록 했다는 점에서 민정

당의 개헌에 관한 선택지를 크게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리고 무

엇보다도 1986년 하반기에 걸친 전두환 정권의 저항세력에 대한 대대적 

탄압은 그 반작용으로 1987년에 저항운동이 폭발하게 되는 직접적인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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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제3절 1987년 합의개헌으로의 이행

1.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대치국면의 전환

건국대 사태로 운동 지도부가 대거 구속된 이후 1986년 말 대학가를 

중심으로 한 시위를 비롯하여 가시적인 반정부 투쟁은 줄어들었다. 정치

권에서는 신한민주당의 김영삼·김대중은 이민우 구상이 7개항을 통해 

정부·여당에 구체적인 민주화조치를 촉구하는 취지에 불과하며 개헌방

향에 관한 당론은 불변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무마하려 했으나, 민정당과 

언론은 이를 ‘의원내각제 협상가능성 시사’로 일관되게 해석·보도하면서 

혼란이 계속되었다. 위와 같은 상황을 배경으로 전두환 정부와 민정당은 

이민우 구상을 연신 합의와 타협정신의 발로로 부각하면서 의원내각제 

합의개헌을 강행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1987년 초까지 의원내각제가 아닌 

다른 형태로의 개헌논의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경색된 정국 속에서 저항세력에 대한 전두환 정부의 

강경일변도의 대응으로 인해 판도가 급속도로 변하는 계기가 발생했다. 

1987. 1. 14.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대학생 박종철을 수배자인 선배의 행

방을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연행하여 물고문을 가하다가 고문치사하는 사

건이 벌어졌고, 그의 사인이 1. 19.경부터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정국은 

이 사건을 중심으로 전두환 정부의 도덕성을 규탄하는 고문정국으로 전환

되었다. 종전에 시국사건으로 고문을 받은 김근태·권인숙 등의 경우 정부

는 이들이 반정부활동을 했음을 빌미로 삼아, 이들을 체제전복 세력으로 

몰아서 고문사실을 아예 부인하거나(김근태에 대한 경우) 오히려 반정부세

력이 고문의 허위사실을 주장하여 법질서를 위협한다고 강변할 수 있었다

(권인숙에 대한 경우). 그러나 박종철의 경우 특정한 운동세력에 속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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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혐의로 검거된 것도 아니었고 단순히 참고인으로서 연행된 대학생일 

뿐이었음에도 고문치사하였다는 점에서 종전의 피해자들과 근본적으로 달

랐다. 특별히 반정부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갑자기 수사기관에 연행

되어 변사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누구든지 그러한 식으로 죽

음을 당할 수 있음을 뜻하였다. 특히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은 초기에 “수사

관이 책상을 ‘탁’ 치니까 ‘억’ 하고 죽었다”는 해명을 내놓았고,118) 이는 

이념이나 정파를 막론하고 전국민적인 분노를 일으켰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의원내각제 개헌론을 중심으로 정부와 민정당이 

끊임없이 강공을 펼치고 있던 상황이 반전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박

종철을 위한 2. 7. 추도대회와 3. 3. 49재는 대대적인 경찰병력으로 원천 봉

쇄되었다. 그러나 신한민주당이 이에 참여함으로써 전년의 인천항쟁 이후 

소원한 관계에 있었던 재야운동진영과 야당은 1986년에 구성되었던 고문공

대위를 중심으로 다시 연합을 모색하게 되었다.119)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1986년 2학기부터 학생운동진영의 헤게모니를 장악한 뒤 대중적인 투쟁노

선으로 선회한 NL 그룹 또한 이 연합에 합류하였다. 재야와 학생운동 세력 

모두 전년도에 정권의 극심한 탄압과 여론의 냉대를 모두 겪은 뒤였기 때

문에, 대통령직선제 개헌관철이라는 보다 현실적이고 온건한 정치목표에 대

해 1986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입장을 취하였다.120) 또한 1986년까

지 정부·여당을 지지하는 것처럼 해석되고 있었던 미국의 노선에도 일부 

수정이 감지되었다. 1987. 2. 6. 한미협회(U.S.-Korea Society)에서의 연설에

서 시거 미 국무차관보는 전년도와 같이 “우리(레이건 행정부)는 계속하여 

타협, 조율과 합의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한국민들은 자신들의 

정치를 항구적으로 “문민화해야(civilianizing)” 한다는 과제에 직면해 있

다는 이례적인 논평을 내놓았다.121) 이는 전두환 정부로 하여금 적어도 일

정 수준의 헌정개편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에 다름 아니었다.

118) 1987. 1. 16.자 경향신문 7면.

11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편, (주 7)의 문헌, 282쪽.

12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편, (주 84)의 문헌, 45-46쪽.

121) 1987. 2. 9.자 동아일보 2면. 원문은 American Foreign Policy Current 
Documents, Department of State, Washington, 1988, p.56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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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민추계가 당 바깥의 저항세력과 연합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추어

졌으나, 이를 토대로 개헌투쟁을 다시 본격화하기 위해 민추계로서는 이

민우 구상으로 인해 격화되는 당의 내분을 어떠한 식으로든 청산해야만 

했다. 1987. 1. 10. 당내에 ‘비주류연합’을 결성한 비민추계에는 이택돈, 이

택희 등 민추계 일부까지 합세하여 “두 김씨의 분수를 모르는 월권적 간

섭 때문에 당이 파산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하면서 이민우를 지원할 것임

을 공표하고, 2. 19.에는 이철승이 의원내각제 지지성명을 발표하고 2. 23. 

당기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이에 더하여 4. 4.에는 이택희의 지구당원 200

여명이 당기위원회가 열리는 당사를 점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122) 이에 

민추계는 김영삼을 중심으로 이민우와의 대화를 통한 해결을 모색했으나 

이에 실패하자 분당을 결정하고, 계파 소속의원 68명이 1987. 4. 10. 경부

터 연쇄적으로 탈당하여 신당 창당을 준비했다. 이로써 이민우 체제에서

의 신한민주당 소속의원은 5월 기준으로 비민추계를 중심으로 한 27명에 

불과하게 되었고, 그나마도 1985년 말에 집단탈당하여 민중민주당을 창당

했던 류한열 등 ‘신보수회’ 12명이 5. 2. 전원 복당한 결과였다.

이는 전두환의 입장에서 의원내각제로의 합의개헌뿐 아니라 ‘합법개헌’

의 가능성마저 확정적으로 소멸하였음을 뜻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 

전두환은 다시 강경책으로 대응하였다. 1987. 4. 13. (i) 더 이상은 합의개

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ii)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력을 낭비하는 소

모적인 개헌논의’를 지양하며, (iii) 1980년 헌법에 따라 ‘평화적 정권이양’

을 하겠다는 내용의 4. 13 호헌조치를 발표한 것이 그것이다. 이에 뒤이어 

5. 1. 신한민주당 탈당의원들이 김영삼을 총재로, 아직 형의 효력으로 정

당원이 될 수 없는 김대중을 상임고문으로 하는 통일민주당을 창당하였

다. 통일민주당은 비록 국회 재적의원의 약 1/4에 해당하는 의원들로 구성

되었기는 하나 창당과 동시에 제1야당이 되었을 뿐 아니라, 민추계(즉 상

도동계·동교동계)로만 구성된 야당이 되었다. 이는 아래에서 보듯이 

1987. 7.부터 본격화할 개헌논의에 있어 민정당의 상대정당이 통일민주당

으로 바뀜을 뜻하는데, 이는 (i) 신한민주당도 교섭단체의 지위는 유지하고 

1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편, (주 49)의 문헌, 712쪽, 714-7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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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개헌논의에서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통일민주당의 입

장에서 개헌시안을 종전의 신한민주당과는 조금이라도 다른 내용으로 만

들어야 한다는 당위를 부여하기도 했으나, (ii) 급작스러운 창당과정을 거

친 통일민주당으로서는 민정당에 비해 시안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더 

적을 수밖에 없게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통일민주당은 과거 민추계와 비민추계가 50:50의 지분비율로 합작하여 

신한민주당을 창당했던 것과 같이, 동교동계와 상도동계가 50:50의 지분

비율로 당권을 분점하기로 하는 협약 하에 창당되었다. 그런데 신당의 창

당에 합류한 국회의원의 수에 있어서 상도동계가 약간 우세한 가운데서 

1987. 4월과 5월에 걸쳐 당 조직을 세움에 있어 동교동계는 (i) 당의 지도

체제를 당시까지 김대중과 달리 자기 명의의 정당활동이 가능했던 김영

삼을 총재로 하는 단일지도체제로 하는 대신 (ii) 당직과 지구당을 중심으

로 한 조직책의 배분에 있어 50%의 지분을 보장받기로 합의하였으나, 당

면한 57개 지구당을 창당하는 데 있어서는 국회의원 수에서 앞서는 상도

동계(32개)가 동교동계(25개)보다 많은 수의 지구당을 일단 배정받았다. 

그리하여 창당은 양 계파의 이러한 세력 불균형을 잠정적으로 인정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남아있는 35개의 미창당 지구당에 대하여는 동교동

계가 전체 지구당을 통틀어 절반을 배정받을 것(따라서 미창당 지구당 21

개 배정)을 주장한 반면 상도동계는 위 35개의 절반만을 동교동계에 배분

할 것을 주장하고 있었다. 이에 관한 논란이 당내에서 정리되지 않은 상

태에서 후술하는 6월 항쟁과 그에 이은 개헌정국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짐

으로써 위와 같은 상도동계의 상대적인 당내 우위는 개헌협상 이후까지 

계속되었고, 결과적으로 당내에서의 경선을 통한 후보경쟁에서 승리할 가

능성이 없었던 동교동계가 통일민주당에서 1987. 10. 탈당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창당 초부터 형성되어 있었다.

2. 개헌논의 국면으로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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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3 호헌조치 이후 6월 항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전두환 정부는 통일민

주당에 대한 압박을 계속하여 강화했다. 정부는 통일민주당의 지구당 창

당행사에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창당을 방해하였고(세칭 ‘용팔이 사건’), 

5. 1. 통일민주당의 창당이 완료된 직후 검찰은 ① 김영삼 총재가 취임사

에서 1980년 헌법 하에서의 선거를 북한의 선거에 빗댄 발언123)과 ② 통

일민주당의 정강정책에 포함된 ‘기본정책’ 중 “민족통일이 정치적 이념과 

체제를 초월하는 민족사적 제1과제”라는 부분124)에 대하여는 국가모독죄

(1988. 12. 31. 삭제 전의 형법 제104조의2)에 해당한다고 보아 김영삼을 

소환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어 법무부에서는 위 정강정책을 수정하

지 않을 경우 통일민주당에 대한 정당해산 제소를 검토한다고 밝혔고, 서

울지방검찰청에서는 그 작성자인 당직자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하였다.125)

그러나 호헌조치 지후의 국민적 저항은 1986년 4월 이전의 그것보다 훨

씬 강력하였다. 5. 15.까지 46개 대학 교수 1,437명이 개헌논의의 재개를 촉

구하는 시국성명을 잇달아 발표한 것을 비롯하여 신부·목사·승려 등의 

단식기도가 이어졌고,126) 서울대에서 5. 9. 대학원생 1,800여명의 시국성명

에 이어 5. 26.부터는 총학생회가 동맹휴업에 들어갔으며 학원가의 가두시

위도 다시 본격화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치안본부(현 경찰청) 수뇌부가 박

종철에 대한 사건의 가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축소·은폐한 사실이 밝혀지면

서 전두환 정권의 도덕성은 더욱 추락하였고, 정부는 국무총리·내무부장

관·법무부장관 등을 교체하는 대규모의 문책성 개각을 단행할 수밖에 없

었고, 야당과 재야에 대한 강공세도 반전되었다.127) 이제 통일민주당과 재

123) 통일민주당 총재 김영삼, 취임사(1987. 5. 1.), 5쪽. “…(전략)…이러한 헌법하에서의 

대통령선거는 선거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그 이치는 우리가 

북한의 선거를 선거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위 소책자는 민주화운동기

념사업회 홈페이지의 ‘오픈아카이브’에서 ‘김영삼 취임사’로 검색하여 열람할 수 있다

(http://archives.kdemo.or.kr/, 2020. 6. 29. 최종확인).

124) 통일민주당 선전국, 『통일민주당 정강정책』, 1987, 17쪽. 이는 1987. 5. 6. 국회 본

회의에서 임방현(민정당)이 대정부질의 형식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국기를 흔드는 조항”

으로 문제제기한 것으로 시작되었다. 제12대 국회 제133회 본회의 제2차(1987. 5. 6.) 

회의록, 5쪽 참조.

125) 1987. 5. 9., 5. 13., 5. 20.자 각 동아일보 1면.

126) 1987. 5. 15.자 동아일보 11면.

127) 1987. 5. 22., 5. 26.자 각 동아일보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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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기타 사회운동세력은 ‘최대연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5. 27. 기존

의 고문공대위를 확대개편하여 재야의 각 사회단체와 더불어 통일민주당도 

참여하는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가 결성되었다. 

학생운동진영은 우선 5. 8.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지역대학생대표자협

의회(회장 이인영, 약칭 ‘서대협’)을 조직했다. 서대협은 비록 국민운동본부

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으나 재야와의 의사소통을 계속하였고, 전년도와 달

리 계열 간의 노선 차이를 문제삼지 않고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직선제 개

헌투쟁에 협조하였다.128) 그리고 이를 중심으로 6. 10. 대통령후보를 지명하

는 민정당의 전당대회 일자에 맞춰 6월 민주항쟁이 시작되었다. 특히 그 전

날인 6. 9.에는 연세대에서 가두로 진출하려는 시위학생들과 전투경찰대가 

대치하던 중 대학생 이한열이 최루탄을 직격으로 머리에 맞아 중태에 빠지

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는 이후 혼수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채 7. 5. 사망

하였고, 이 사건은 6월 항쟁의 또다른 직접적 도화선이 되었다.

전두환 정부는 항쟁 초기부터 전국에서 3,831명을 연행하는 등129) 강경

진압을 계속하였으나, 과거와 달리 6월 항쟁은 대도시와 중소도시를 막론

하고 전국에 걸쳐 범국민적으로 일어났고, 정부가 경찰력만으로 이를 진

압하는 것은 금새 불가능하게 되었다. 사태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6. 14.경부터 전두환은 비상조치 또는 군의 투입을 검토하였다.130) 그러나 

여기에서 미국의 마지막 개입이 이루어졌다. 6. 19.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최근의 한국 사태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하였고, 이어 백악

관과 미 국무부에서는 여전히 ‘대화를 통한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

하면서도131), 주한대사 제임스 릴리(James R. Lilley)를 전두환에게 보내 

“군을 동원할 경우에는 한미동맹관계가 저해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압박

하였다.132) 이에 대하여는 당시까지 레이건 행정부가 취했던 대한정책 노

12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편, (주 7)의 문헌, 304쪽.

129) 1987. 6. 11.자 동아일보 1면.

130) 김성익, (주 88)의 문헌, 394쪽 이하. 위 책에 수록된 전두환의 진술 전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있으나, 비상조치나 군 투입을 검토했다는 

내용을 전두환 측에서 미화하기 위하여 첨가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이는 신

뢰하여 인용한다.

131) 1987. 6. 20.자 동아일보 1·2면.

132) 제임스 릴리, 『제임스 릴리의 아시아 비망록』, 월간조선사, 2005, 398-3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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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에 비추어서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다. 레이건 행정부가 1986년부터 

1987년 초까지 변함없이 여야의 타협과 합의에 의한 개헌을 강조해 온 

전제는 그것이 폭력적인 충돌에 비해 한반도, 그리고 한국에 대규모의 병

력을 주둔시키고 있는 미국의 안보 내지 정치적 안정에 보다 유리한 해

결책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도덕성과 국민적 지지 모두를 

상실한 전두환 정부가 전국에 걸친 국민적 저항을 광주에서와 같이 병력

으로 진압하고자 할 경우 이는 도리어 한반도의 안정이라는 대한정책의 

제1차적 목표를 저해하는 것이었을 뿐 아니라, 광주에서처럼 1987년에도 

미국이 이를 방관 또는 방조한 것으로 비쳐질 경우 그로 인해 확산될 반

미감정은 미국의 국익에도 막대한 타격을 줄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미

국으로서는 전두환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달해서라도 계엄령의 선포 등을 

통한 병력의 동원만은 막아야 했다.

전두환에게는 이제 선택지가 소진되었다. 군을 동원하지 않고서 호헌노

선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고, 의원내각제 개헌노선 또

한 1986년에 이미 제시하여 사태를 진정시킬 힘을 잃었기 때문이다. 따라

서 그로서는 불가피하게 야당의 대통령직선제 개헌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사태를 돌파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전두환과 민정당이 이를 

감행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사실적 동기는 직선제를 수용할 경우 통일민

주당 내에서 김영삼과 김대중이 분열하여 각자 대통령후보로 독자출마할 

경우라면 민정당에 선거승리의 희망이 있다는 계산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부터 김대중과 김영삼 모두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의 대중

적 지지를 얻는 야권의 지도자였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의 분열을 실현하

기 위해서는 그러한 분열을 유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작업이 필요하였다. 

6. 29 선언과 거의 동시에, 형의 효력으로 해금 이후에도 자신의 명의로 

정치활동을 하는 데 제약이 많았던 김대중에 대한 사면·복권이 이루어

진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분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전두환은 우선 6. 24. 김영삼과 여야 영수회담을 가졌으나 그에 불구하고 

6. 26. ‘민주헌법쟁취를 위한 국민평화대행진’으로 항쟁이 절정에 이르면서, 

결국 6. 29. 노태우가 그 명의로 민정당 중집위에서 민주화 8개항을 선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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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세칭 ‘6. 29 선언’) 7. 1. 전두환이 이를 추인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민

주화 8개항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여야 합의하에 조속히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하고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선

거를 통해 1988. 2. 평화적으로 정부를 이양한다.

② 대통령선거법을 개정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 김대중을 비롯하여, 반국가사범이나 극소수 살상·방화·파괴사범을 제외한

모든 시국사범을 석방한다.

④ 인간존엄성과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신장한다. 이를 위해 이번 개헌

에 민정당이 주장한 기본권 강화조항이 모두 포함되기를 기대한다.

⑤ 언론기본법 개폐, 지방취재기자 부활, 프레스카드 폐지 등으로 언론자유를

창달한다.

⑥ 지방의회 구성, 대학자율화, 교육자치 등으로 사회 각 부문의 자치·자율을 최대

한 보장한다.

⑦ 정당의 건전한 활동이 보장되는 가운데 대화와 타협의 정치풍토를 마련한다.

⑧ 폭력배와 강·절도사범을 단속하고 고질적 비리·모순의 시정 등으로 과감한 사회정화조

치를 강구한다.

이는 노태우가 마치 손쉽게 간접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길

을 포기하고서 정국안정을 위한 대승적인 결단을 내린 것처럼 언론을 통

해 연일 연출되었다. 그리고 그로써 노태우를 대표위원으로 하는 민정당

의 입지는 체제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기득권을 내려놓은 개헌논의의 주

체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그리고 전두환의 예상대로, 6.29 선언 직후부터 

동교동계와 상도동계는 새로운 대통령선거를 통한 정권획득을 두고 각자

의 득실경쟁을 하기 시작하였다.

3. 8인 정치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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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담의 논의여건

6. 29 선언으로 갑자기 대통령직선제 합의개헌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

다고는 하나, 이 개헌을 실현하기 위하여 맞추어야 할 정치일정은 실로 

촉박한 것이었다. 그 이유로, 우선 전두환의 대통령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

이 1988. 2. 24.이므로 정권이양 준비를 위해서는 대통령선거는 늦어도 

1987년 말까지 실시되어야 하고, 이에 더하여 1980년 헌법 제131조는 헌

법개정에 (i) 개정의 제안, (ii) 개정안의 공고(최소 20일), (iii) 국회 재적의

원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최장 60일 이내), (iv) 국민투표 부의(최장 

30일 이내)를 요하고 있었다.133) 그러나 당시 민정당과 통일민주당은 모두 

구체적인 개헌시안을 미처 준비해 놓지 못한 상태였다. 1986년의 의원내

각제 시안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했던 민정당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신

한민주당으로부터 분당한 통일민주당의 입장에서도 별도 교섭단체로 남아

있는 신한민주당의 1986년 시안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를 갖는 시안을 마

련해야 했던 것이다. 더구나 애당초 대통령직선제 개헌이 1988. 2. 24.로 

임기가 만료되는 전두환의 후임자부터 직선해야 한다는 동기에서 추진되

는 것이었던 이상, 최소한 ① 헌법개정안의 여야 합의에 의한 확정, ② 

1972년 이후 15년간 폐지되어 있었던 대통령선거법의 새로운 제정, ③ 그

리고 그에 따른 대통령선거의 실시가 모두 위 임기만료일 이전까지 마쳐

져야 했다. 여기에 대통령직 인수를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감안하여 대통

령선거를 11월 초(김영삼)134) 내지 12월 중순경(민정당)135)에 실시(이를 위

해서는 다시 대통령 후보등록기간과 선거운동기간을 감안해야 한다)하기 

위해서는 결국 헌법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9월 초·중순까지는 완료

133) 1987년 당시의 「국민투표법」은 국민투표를 위한 최소 공고기간으로 7일을 규정하고 있

었다(1973. 3. 3. 폐지제정 법률 제2559호, 제29조).

134) 1987. 6. 30.자 서울신문 1면; 동일자 한국일보 1면; 7. 2.자 서울신문 5면. 한편 김

대중의 경우 6. 29 선언 직후까지는 1986. 11. 5.의 불출마선언을 유효하게 취급하면서 

“대통령 후보에는 관심이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었고, 따라서 대통령선거의 시기

에 대하여도 7월 초까지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135) 1987. 7. 1.자 경인일보(연합통신 인용) 1면; 7. 2.자 서울신문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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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만 할 것이었다.

따라서 민정당과 통일민주당은 각자의 개헌시안을 성안하는 동안, 개헌

협상의 절차에 관하여도 협상을 진행해야 했다. 양당은 촉박한 정치일정 

속에서 개헌안을 신속하게 타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고위 정치회담’을 통

해 협상을 진행한다는 원칙에는 견해를 같이하였으나, (i) 민정당은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민한당·국민당을 포함한 4당이 참여하고 각 

정당의 참여비율을 의석 수의 비율대로 하고자 하였던 반면, (ii) 자파의 

비중을 높이고자 하였던 통일민주당은 민정당과 통일민주당만이 같은 수

로 참여하는 협상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136) 그리하여 

7. 20. 민정당(이대순)·통일민주당(김현규)의 원내총무 회담에서 노태우·

김영삼 총재회담에 이르기까지의 실무협상 절차를 논의한 데 이어,137) 7. 

24.에는 개헌협상을 양당 간의 ‘8인 정치회담’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

하였다.138) 이 과정에서 민정당은 신한민주당·국민당도 함께 참여시키는 

4당 회담을 제안했으나, 그리할 경우 민정당과의 관계에서 수적 열세에 

놓이게 될 것을 우려한 통일민주당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민정당과 통일

민주당만의 8인 정치회담을 열기로 합의한 것이다. 협상대표로 통일민주

당에서는 7. 27. 상도동계 대표로 박용만·김동영, 동교동계 대표로 이중

재·이용희(모두 부총재)를 선임하고,139) 민정당에서는 7. 28. 권익현(전 대

표위원)·윤길중(전 제헌국회 전문위원·제2대 국회의원)·최영철(전 국회

부의장)·이한동(전 원내총무)을140) 선임하였다. 8인 정치회담은 이로써 민

정당과 상도동계·동교동계의 3 당사자간 협상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한편 당초 민정당과 통일민주당은 8인 정치회담 이외의 개헌협상 기구를 

설치할 계획을 세우지 않았었으나, 이는 신한민주당·국민당의 격렬한 반

136) 1987. 7. 2.자 서울신문 5면; 동년 7. 15.자 경인일보 1면(연합통신 인용).

137) 1987. 7. 21.자 조선일보 3면.

138) 1987. 7. 25.자 중앙일보 1면. 이 과정에서 민정당은 신한민주당·국민당도 함께 참여

시키는 4당 회담을 제안했으나, 그리할 경우 민정당과의 관계에서 수적 열세에 놓이게 

될 것을 우려한 통일민주당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민정당과 통일민주당만의 8인 정치회

담을 열기로 합의했다(1987. 7. 29.자 동아일보 1면).

139) 1987. 7. 26.자 서울신문 2면.

140) 1987. 7. 29.자 한국일보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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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을 샀고 8인 정치회담 첫 회의가 예정된 7. 30. 위 두 정당이 회의장을 

실력으로 점거함으로써 회의는 불발되었다.141) 결국 민정당은 통일민주당

과의 8인 정치회담과 별도로, (i) 협상대표 중 최영철·윤길중이 신한민주

당(협상대표 임종기·김옥선)과, (ii) 그리고 권익현·이한동이 국민당(협상

대표 김광수·김효영)과 각각 4인 정치회담을 열기로 합의함으로써142) 8인 

정치회담은 7. 31.부터 비로소 열릴 수 있었다.143)

나. 회담경과 관련 사료

8인 정치회담에 대하여 정식의 회의록은 작성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전해져 내려오는 보고문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민정당 내에서 작성한 제2차(8. 3. , 제목은 「2차 정치회담」), 제3차(8. 4. 

, 「민정·민주 3차 정치회담」), 제4차(8. 6. 「제4차 정치회담」), 제5차(8. 7. , 

「민정·민주 제5차 정치회담」)의 각 회의에 대한 보고문서가 있다. 이들 문서는 

현경대가 국회기록보존소에 기증한 문서군에 포함되어 있으며, 현경대·장

명근과 면담하여 들은 바에 따르면 이는 당시 민정당 헌특의 ‘5인 실무위원

회’에서 장명근(당시 민정당 법사 전문위원)이 각 회의 직후에 내부보고용으

로 회의내용을 정리한 것이라고 한다. 문고판 책자 크기의 백지에 타자로 작성

된 이들 문서는 회의에서의 각 논의사항을 그에 해당하는 양당 시안의 조문번호와 

함께 적고, 그에 대한 양당의 주장과 논의결과를 매우 간략하게 적고 있다.

둘째, 민정당 회의상황실에서 작성한 『8인 정치회담(민정·민주) 조문별 

주요 협의내용』이라는 책자가 있다. 국회기록보존소에 소장되어 있는 이 

문서에는 각 면마다 1980년 헌법, 민정당 시안, 통일민주당 시안이 나란히 

인쇄되어 있고, 그 옆에 ‘주요협의내용’이라고 필기되어 있는 공란이 있어

서, 각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해당 조항의 우측 공란에 논의 쟁점과 양당의 

141) 1987. 7. 30.자 동아일보 1면; 1987. 7. 31.자 조선일보 1면.

142) 1987. 8. 1.자 동아일보, 경향신문 각 1면.

143) 1987. 8. 1.자 조선일보 1면. 다만 7. 31.의 제1차 회의에서는 상견례만 하였고, 8. 

3.의 제2차 회의에서부터 개헌안의 내용에 대한 협상이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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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요지, 해당 회의에서의 논의결과를 수기하였다. 이 책자도 대체로 기

재가 간략하나 위 첫째 문건과 비교하면서 보면 상대적으로 상세한 경우

가 있으며, 회의가 시작되고 마친 시각을 기재한 경우도 발견된다. 다만 

이 책자에는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문제(현행 헌법 제52조 ⑤)까지 논의

한 제6차 회의(8. 10.) 부분까지만 수록되어 있다.

셋째, 대통령기록관에서 소장중인 제7차(8. 12.)·제10차(8. 20.)·제13

차(8. 25.) 회의의 종료 직후 언론사에 회담결과 발표를 하기 위해 사용

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들이 있다. 제목을 『8인 정치회담(민정·민

주)』로 하는 동일한 양식에 타자로 작성된 이 문서들에는 위 회의들의 

개최·종료 시각이 정확한 분 단위로 기록되어 있고, 회의에서 다룬 쟁

점사항과 그 각각에 대한 논의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논의내용은 대체로 

결과만 간략히 기재되어 있고, 다만 제7차 회의의 경우 비교적 상세한 

논란내용까지 기재하고 있다.

넷째, 민정당에서 회담 전체의 진행상황에 관한 중간보고를 위해 생산한 문

서들이 있다. 그러한 것으로, 『개헌협상중간보고』(1987. 8. 14.)를 통해서는 

제1독회가 마무리되던 시점의 8인 정치회담 타결결과와 함께 신한민주당·국

민당과의 4인 정치회담이 어떻게 타결되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개헌협상중간보고』(1987. 8. 17.)144)를 통해서는 1987. 8. 18. 제2독회가 시

작되기 직전의 ‘막후절충’을 통해 합의된 것으로 ‘정리’된 내용이 어떠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들 문서는 모두 국회기록보존소에서 소장하고 있다.

다섯째, 국회 개헌특위에서 8인 정치회담을 지원하면서 생산하여 8인 

정치회담 협상대표들에게 제공했던 것으로 보이는 수 종의 『합의사항』 

및 『미합의사항』 책자들이 있다. 현경대 문서군에는 이 문서가 총 6종 

있는데, ① 작성일자가 1987. 8. 18.로 기재된 『개헌시안협상 합의사

항』은 위 날짜부터 시작되었던 제2차 독회를 앞두고145) 그 직전까지의 

합의사항을 모아둔 것이고, ② 같은 날짜를 작성일자로 기재한 『개헌시

144) 민주정의당, 『개헌협상중간보고』, 1987. 작성일자는 1987. 8. 17.로 기재되어 있으

며, 현경대의 이니셜인 대문자 H가 표지에 펜으로 적혀 있다.

145) 본문에서 열거하는 6종의 문건에 공통되는 사항으로, 표지에 기재된 작성일자는 ‘그 

날짜의 회의를 앞두고 것’이라는 뜻임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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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협상 미합의사항』은 8. 18. 회의가 시작될 때까지의 미합의사항을 모

은 것으로, 특히 그 중에서 위 회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들에 대하

여 펜으로 합의결과를 적었다는 점을 특기할 만하다. ③ 또한 1987. 8. 

21. 을 작성일자로 기재한 『개헌시안협상 미합의사항』 책자가 2종 있

는데, 이는 그 인쇄내용이 똑같으나 각각 현경대의 필체와 다른 사람의 

필체로 가필되어 있다. ④ 다음으로 작성일자를 역시 “1987. 8. ”로만 기

재한 『개헌시안협상 미합의사항』 책자는 8인 정치회담의 협상경과와 

대조해 보건대 위 ②의 문건과 동일한 내용이나 가필이 없을 뿐인 것으

로 보인다. ⑤ 끝으로 작성일자가 “1987. 8. ”이라고만 적힌 『개헌시안

협상 합의사항』 책자가 있는데 이는 1987. 8. 31. 본문까지에 대한 합의

가 모두 마무리된 때에 작성된 것으로서 표지 속면에 8인 협상대표들이 

서명할 수 있는 공란이 있고, 또한 말미에 ‘별첨 문안정리’라는 항목 아

래 전문과 본문 중 합의당시 ‘문안정리’하기로 했던 조항들에 대한 문안

이 들어있다. 이들 문서 역시 모두 국회기록보존소에 소장되어 있는데, 

이러한 양식과 내용의 완결성에 비추어 볼 때 이 문서가 8인 정치회담의 

최종 합의문서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옮겨 [부록 1]로 싣는다.

이와 별도로, 8인 정치회담에서 전문·본문에 대한 협상이 마무리된 직

후 국회 개헌특위에서 만들어 헌법개정안 기초소위원회에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는 『개헌시안 대비표 및 협상내용(현행헌법:민주정의당:통일민주당:

신한민주당:한국국민당)』 책자가 있다. 이 책자는 각 정당들의 시안 대비

표와 함께 8인 정치회담과 4인 정치회담의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여 총정

리한 책자로서 위 사료들과 상호보완적이다.

한편 이상의 문건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제8차(8. 14.) 회의 이후의 

경과(단, 제10·13차는 제외)나 논의내용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현재로서 이를 확인함에 있어서는 당시의 각종 보

도기사들을 참조하는 수밖에 없다.

다. 개헌협상의 전반적 경과와 헌법개정안의 조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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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정치회담은 당초 7. 30. 오후 3시에 국회 524호실에서 첫 회담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개헌협상에서 배제된 데 항의한 신한민주당과 국민

당이 회담장을 점거함으로써 이 날은 결국 회담이 불발되고146) 7. 31.에 

첫 회담이 열렸다. 이날 오전까지도 위 두 정당이 ‘민정·통일민주 양당

만의 회담을 강행하려 할 경우 이를 실력저지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

여, 오후 8시 40분경까지 두 차례의 4당 총무회담과 각 당 사이의 10여 

차례에 걸친 사무총장·원내총무 개별접촉 끝에 ① 4당이 모두 참여하

는 국회 개헌특위를 조속히 재구성하기로 하고, ② 민정당은 통일민주

당과의 8인 정치회담과 별도로 신민·국민당과 각각 4인 정치회담을 열

기로 합의함에 따라 비로소 신민·국민당은 8인 정치회담에 대한 실력

저지 방침을 철회했다. 그리하여 오후 9:10경부터 오후 10:20경까지 위 

장소에서 회담이 열리게 되었다.147)

이날 양당은 각 시안의 내용에 관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지 않고 일

종의 상견례를 겸하여, 각 회차별 회담의 진행방법에 관해 회담을 매일(주

말 제외) 오후 2시에 위 장소에서 열되 회담의 주재는 권익현(민정당)과 

이중재(통일민주당)가 교대로 하며 일체의 배석자 없이 비공개로 하고, 매 

회담의 종료 후 언론에 대한 결과발표는 최영철(민정당)·박용만(통일민주

당)이 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8인 정치회담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하여는 

(a) 헌법개정 시안에 대한 협상만을 우선 마친 연후에 부수법안(대통령선

거법·국회의원선거법·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 등) 심의에 착수하고, (b) 

심의의 대상에 관하여는 양당의 시안 내용이 차이를 보이는 부분만을 추

출하여 협상을 벌이기로 하였다. 이로써, 양당 시안을 대비하여 문구상 차

이가 없는 부분은 처음부터 개헌협상의 의제에서 배제되었다.

회담의 기본적인 운영으로는 독회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는 시안 대비

표상 양당 시안이 차이를 보이는 ‘쟁점’ 약 110개를 추출한 뒤 이들 쟁점

146) 1987. 7. 30.자 동아일보 1면.

147) 1987. 7. 31.자 동아일보 1면; 동일자 경향신문 1·2·3면; 동년 8. 1.자 조선일보 

1·2·3면; 동일자 중앙일보 1·2면; 동일자 동아일보 3면; 동일자 경향신문 1·3면; 동일자 

매일경제 1면; 동년 8. 2.자 조선일보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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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치한 조문번호 순으로 각 회차별로 시간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논의를 진행하여, 조문번호상 헌법전의 끝까지 도달하면 그것으로 제1독

회를 마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미합의 쟁점들을 같은 방식으로 논의

하는 제2독회, 제3독회를 가지는 방식이었다. 이와 더불어 논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각 쟁점별 논의내용을 ① “합의”, ② “의견접근”(양당 간에 

원칙적으로 이견은 없으나 당내 의견조정이 필요한 경우의 유보), ③ “전

향적 점토”(피차 일리가 있음은 인정하나 당론상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 ④ “계속검토”(양당의 의견이 정면으로 맞서는 경

우)로 나누어, 당장 합의에 도달할 전망이 없는 쟁점은 다음 독회로 넘기

고 나머지 쟁점을 논의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

래와 같은데, 헌법 본문과 관련하여 총 19차례 열린 8인 정치회담은 제2

차(8. 3.)부터 제8차(8. 14.) 회담까지 제1독회를, 그 다음주의 제9차(8. 18.)

와 제10차(8. 20.)으로써 제2독회를, 제11차(8. 21.)부터 제13차(8. 25.)까지

의 회담으로써 제3독회를 마쳤고, 그럼에도 남은 20여개의 쟁점에 대한 

협상은 더 이상의 독회절차 없이 정해진 순서 없이 집중 논의하였다.

8인 정치회담에서의 헌법 전문·본문에 관한 협상결과의 개요는 [부록 2]와 

같거니와, 아래에서는 협상의 진행에 영향을 준 변수 내지 사건들을 중심으로 

그 양상을 기술한다.

1987. 8. 3. (월) 헌법 전문에 관한 쟁점들부터 실질협상이 시작되었고, 

당초 예상되었던 대로 전두환 정권의 정통성과 연관되는 전문 문구의 민

감한 성격상 이들 쟁점에 대한 논의는 이후의 독회로 미루어졌던 반면 그

러한 민감성이 덜한 총강 관련쟁점은 대부분 첫 논의에서 합의에 근접하

였다. 이어 제3차 회담부터 시작된 기본권 규정에 대한 협상도 첫날 5개의 

합의사항을 도출하는 등 대체로 순조를 보였는데, 특히 사회권적 기본권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쟁점이 양당 시안의 자구상 차이에 대해 전문위원을 

통해 ‘문안정리’를 하도록 맡김으로써 합의를 종결짓는 양상이 두드러졌다.

그러는 동안, 7. 9. 사면·복권되었으나 민추협 공동의장 직만 유지하

면서 거취문제를 고민하던 김대중이 8. 7. 통일민주당에 입당하였다. 이

는 통일민주당의 ‘지분’을 대체로 반분하고 있던 김대중이 김영삼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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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후보 경합문제를 당내에서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이

러한 배경 속에서 대통령의 임기와 중임여부에 관한 협상이 제6차 회담

에서 일단 결렬된 직후인 8. 12. 김영삼은 김대중과의 협의 없이 독자적

으로 “대통령의 임기는 5년 단임으로 하여도 자신으로서는 무방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직선제 합의로써 민주화의 90%는 달성된 것이나 다름

없으니 소소한 이견에 얽매이는 것보다 정치일정을 속히 매듭지어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그의 발언은148) 신한민주당 때부터 일관하여 

대통령의 ‘4년 1차중임 허용’을 시안으로 제시해 왔던 통일민주당의 당

론과 배치되는 것이었고, 이후 민정당으로 하여금 “우리가 6. 29 선언으

로써 90%의 양보를 했으니 10%는 통일민주당이 양보하라”면서 추가적인 

양보를 거부하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으나, ‘적전분열’을 피하

기 위해 상도·동교동계는 당론의 변경가능성을 들어 이견을 봉합하는 

데 합의했다. 그럼에도 8. 14. 제1독회를 마침으로써 양당은 110여개의 

쟁점 중에서 절반인 약 55개의 쟁점에 대한 합의를 마칠 수 있었는데, 

이는 8. 14.부터 8. 18. 사이에 ‘의견접근’으로 미결되어 있던 쟁점 중 상

당수를 양당이 정식 회담이 아닌 ‘막후조정’을 통해 합의처리한 것들을 

포함한 수였다.

당초 양당은 8. 20. 을 협상의 종결시한으로 잠정합의했으나 제2독회를 

마친 그 날까지도 미합의 쟁점은 약 35개나 남았기 때문에 시한은 8. 28.

로 연장되었다.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양당은 8인 정치회담에서 합의를 

마무리하는 대로 8월 말에 노태우·김영삼 대표회담을 통해 대통령선거

와 총선 일정 등 ‘정치일정’을 논의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회담의 시한이 

연장되는 것은 이후의 일정들이 연쇄적으로 밀리는 것을 뜻하였다. 그러

나 민정당뿐 아니라 통일민주당도 8. 20., 8. 29. 두 차례에 걸쳐 국민운

동본부 등의 재야로부터 법관추천회의, 선거연령, 근로자의 이익균점권 

등을 반드시 관철시켜 달라는 주문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입장을 쉽게 

굽힐 수 없었다. 그러한 가운데 제12차(8. 24.) 회담에서 처음으로 단 한 

가지 쟁점에 대한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한 데 이어, 제15·16·17차 회담

148) 1987. 8. 13.자 중앙일보 1면; 동일자 서울신문 2면; 동년 8. 15.자 경향신문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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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연달아 합의사항이 나오지 않는 사태가 이어졌다. 이에 대응하여 

통일민주당은 재야를 의식한 8개항, 3개항의 ‘양보불가’ 조항을 순차 설

정·공표함으로써 협상에서의 관철의지를 표하기도 했으나, 회담의 지연

으로 인해 개헌 및 이후의 정치일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은 야당일 수밖에 없었던 데다 8월 말부터는 ‘9월에 신학기가 

시작되면 대학가의 동태, 그리고 그에 대한 전두환 정부의 강경대응 등으

로 사태의 전개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소위 9월 위기설이 대두되

었다. 이에 통일민주당은 마지막 3개항이었던 보안처분의 요건, 선거연령, 

국회해산권 및 국무총리·국무위원 불신임권을 모두 중간선에서 절충하

여 협상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

1987. 8. 31. 8인 정치회담에서 전문과 본문에 관한 협상을 모두 타결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개개의 조문 내용을 민정당 또는 통일민주당의 

시안에 따르도록 하거나, 혹은 제3의 절충안으로 ‘문안정리’하기로 하는 

방식으로 내용의 방향에 대한 협상만을 타결한 것이었고, 더구나 8인 정

치회담(과 4인 정치회담)은 국회 바깥에서의 당 대 당 협상에 불과한 것

이었으므로, 헌법개정안으로서의 조문화를 포함한 최종적인 논의는 국회 

개헌특위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국회 개헌특위에서는 8. 31. 특위의 위원 10명(민정당 5명, 통일

민주당 3명, 신한민주당·국민당 각 1명)을 소위원으로 하고 소위원장을 현

경대로 하는 헌법개정안 기초소위원회(이하 ‘기초소위’)를 구성하였다. 기초

소위의 위원은 현경대(소위원장)·김종인·류상호·이치호·허청일(이상 민

정당 소속), 김봉호·박관용·허경만(이상 통일민주당 소속), 신경설(신한민

주당), 신철균(국민당)이었고, 그밖에 국회에서 전문위원 이기곤, 입법심의관 

황상원, 윤수남, 조재석, 고명윤이 번갈아 가면서 회의에 배석하였다. 기초

소위의 구성시로부터 활동 종료시까지의 회의내역은 아래 [표 4]와 같다.

일자 회의 차수
개회
시간

폐회
시간

논의사항

1987. 8. 17. 특위(전체회의) 제6차 15:00 미상 (각 당) 간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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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소위에서는 9. 3. 헌법개정안의 제4장(국회)까지, 9. 4.에는 제10장(헌

법개정)까지의 조문들에 대한 축조심의를 하고 그 과정에서 정당들 간에 

문안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18개 조항에149) 대한 합의를 9. 7. 마쳤고, 이 

과정에서 ‘군법회의’는 ‘군사법원’으로, ‘산업의 민주화’는 ‘경제의 민주화’

로 각각 수정되었다. 1987. 9. 8.에는 이와 같이 1차 합의를 마친 조문들을 

김도창(한양대 교수)·박윤흔(법제처 차장)에게 보내어 체계·자구확인을 

의뢰하여 9. 9. 의견을 받았는데, 이들 의견은 대부분 자구상의 수정의견이

었으나, 유독 헌법재판소의 규칙제정권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마찬가지

로 인정하게 된 것은 박윤흔의 수정의견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수정은 단

순한 자구검토를 넘어 헌법의 실체적인 내용을 변경한 경우라 할 수 있다.

기초소위에서는 당초 헌법 부칙에 관한 합의도 마무리하여 조문화하고

자 하였으나 헌법 시행 이후의 정치일정을 담은 부칙의 내용은 국회의원

149) 18개 항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통일정책 수립시행(안 제4조), ② 보안처분(안 

제12조), ③ 선거연령(안 제24조), ④ 공무원의 노동3권 표현문제(안 제33조 ②), ⑤ 이

익균점권(신설), ⑥ 국회의원 청렴의무 문제(안 제46조), ⑦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제63

조), ⑧ 대통령 임기(안 제70조), ⑨ 국가원로회의 명칭(안 제90조), ⑩ 헌법소원재판의 

6인 찬성문제(안 제113조), ⑪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문제(안 제118조), ⑫ 경제 일반의 

규제·조정(안 제119조 ②), ⑬ 농지의 소작제도 문제(안 제121조), ⑭ 국토 이용·개발·보

전(안 제122조), ⑮ 농·어민 보호·육성(안 제123조), ⑯ 대법원장·대법관(안 제105조), 중

앙선관위원(안 제114조 ③)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안 제112조)의 임기 6년 조정여부 문

제. 다만 ⑯ 항목의 관련조문이 3개이기 때문에 관련 조문 수로는 18개가 된다.

일자 회의 차수
개회
시간

폐회
시간

논의사항

1987. 8. 31. 특위(전체회의) 제7차 14:12 14:55 소위원회 구성(민정 5/통민 3/신민,국민 각 1)

1987. 9. 1. 기초소위 제1차 14:24 14:58 기초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

1987. 9. 2. 기초소위 제2차 14:30 16:04 ‘시안대비표/협상내용’   관련 보고 등

1987. 9. 3. 기초소위 제3차 14:23 15:39 제2장-제4장 축조심사

1987. 9. 4. 기초소위 제4차 15:13 18:00 제5장-제10장 축조심사

1987. 9. 7. 기초소위 제5차 14:35 23:10 미합의조항(18개조) 합의

1987. 9. 9. 기초소위 제6차 18:30 19:44 체계･자구확인, 본문 조문정리 종결

1987. 9. 17. 기초소위 제7차 11:20 12:00 부칙 성안

1987. 9. 17. 특위(전체회의) 제8차 15:25 17:50 기초소위 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

[표 4 : 1987. 8. 이후 국회 개헌특위 회의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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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임기 등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어서 기초소위 내에서 합의가 난망하

였다. 그리하여 당초 9. 8.부터 대통령선거법·국회의원선거법 등 ‘부수

법안’의 협상에 들어가고자 했던 8인 정치회담의 일정을 변경하여, 이 

회담에서 9. 9.부터 헌법 부칙에 관한 민정당·통일민주당 간의 협상을 

우선 타결하도록 하였다.150) 부칙에 관한 쟁점은 크게 (i) 헌법의 효력발

생시기와 (ii) 국회의원선거 시기였다. 7차례의 회의(8인 정치회담 제21

차~제27차 회의) 끝에 9. 16. 양당은 (i) 헌법의 시행시기는 전두환의 임

기가 만료되는 다음날인 1988. 2. 25.로 하되 대통령선거법의 제정·개정 

등은 헌법의 시행 전에도 할 수 있도록 하고, (ii) 새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선거는 헌법의 공포일(1987. 10. 29.)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하도

록 하였다. 이로써 국회의원선거의 구체적인 실시시기는 대통령선거를 

통해 정부가 교체된 후에 하도록 미루어졌다.

4. 1987년 개헌논의 과정에 대한 평가

6. 29 선언은 당시까지 정부의 통제를 근본적으로 벗어나지 못했던 언

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과 같은 전두환 또는 노태우의 ‘구국의 결

단’이 아니다. 야당과 여타의 저항세력, 그리고 국민이 모두 연합한 6월

의 저항은 미국으로 하여금 항쟁에 대한 전두환의 무력진압이 한반도의 

안정이라는 대한정책의 제1차적 목표를 위협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도

록 하였다. 전두환 정권에 항쟁한 국민들은 한국민의 자유와 권리보다 지

역 자체의 안정을 우선시했던 미국의 입장에서도 더 이상 전두환 정부에 

대한 ‘조용한 외교’만으로 일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6. 29 선언이 나오

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보더라도 개헌논의의 장

은 우리 국민이 자주적으로 쟁취한 것이고, 국민의 힘으로 헌법개정을 이

루었다는 근본적인 의미를 평가절하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직선제 합의개헌을 골자로 하는 6. 29 선언과 동시에 6월 항

150) 1987. 9. 9.자 한국일보 1면; 1987. 9. 10.자 경인일보 3면.



- 93 -

쟁이 대부분 종식되었다는 점이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지는 숙고해 볼 필요

가 있다. 저항세력 안에서 1986년 내내 치열하게 제기되었던 문제, 즉 (i) 기

존의 집권세력을 먼저 타파하고 새로운 헌정체제를 구축할지, (ii) 만약 그래

야 한다면 집권세력을 압도할 수 있는 힘의 우위가 확보될 수 있는지, (iii) 

만약 그럴 수 없다면 보다 현실적인 방편으로 집권세력과의 타협을 통한 합

의개헌을 추구해야 할지에 관한 문제에 관하여, 저항세력의 목표는 전두환 

정권의 탄압과 여론의 외면이 계속된 1987년 봄을 거치면서 대통령직선제 

쟁취를 우선 달성한다는 목표에 일단 수렴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는 여

야의 급속한 협상 이전에 저항세력 내부에서도 ‘최대연합’을 이루기 위한 방

편으로서의 대통령직선제라는 ‘최소강령’을 불가피하게 채택하였고, 그 이상

의 합의점은 미처 도출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선택이 

불가피했다면, 결국 저항세력이 기존의 집권세력을 압도하는 힘의 우위를 

진정한 의미에서 확보했다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든다.

오히려 1987년 6월이라는 시점이 전두환의 대통령직 퇴임을 불과 8개

월 남겼다는 점에서 촉박한 개헌일정을 강요하는 것이었다는 점을 일단 

떠나서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6. 29 선언은 전반적

으로 통일민주당보다는 민정당에게 유리한 협상여건을 제공하였다.

6. 29 선언은 의원내각제 개헌과 호헌이라는 선택지를 모두 소진한 전

두환 정권이 불가피하게 대통령직선제를 수용한 결과였으나, 언론자원을 

독점하고 있던 정부는 이를 일종의 ‘구국의 결단’으로 미화하면서 그 선

언자인 노태우를 차세대 지도자로 부각시켰다. 이것이 반드시 그 의도한 

대로의 인상을 주기보다 ‘항복선언’으로서의 성격을 은폐하려는 것으로 

비쳐졌다고는 하더라도, 이는 정부와 민정당의 굴복을 시사하면서 정부·

여당에 대한 경각심을 이완시키기에는 충분하였다. 그러나 쿠데타로 집권

하였기 때문에 세력정권교체는 곧 정치적인 절멸을 뜻할 수밖에 없었던 

정부와 민정당의 입장에서 선거, 특히 직선제를 통한 대통령선거에서의 

승리는 곧 정치집단으로서의 사활 문제 그 자체였고, 따라서 이후 민정당

에는 강경파·온건파 사이에서의 견해충돌 없이 전 조직의 견해가 통일

적으로 수립·공표되었다. 민정당에는 노태우를 대통령에 당선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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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었던 것이다. 8인 정치회담에서 민정당측 

4인 대표 사이에서 이견을 전혀 발견할 수 없다는 점은 이러한 이해일치

에 따른 통일성을 보여준다. 반면 통일민주당은 비록 비민추계와 결별하

기는 하였으나 서로 대체로 대등한 세력규모를 가지는 동교동계·상도동

계의 계파연합이었고, 대통령이 1인인 만큼 양 계파의 선거를 통한 두 계

파의 이해관계는 궁극적으로 일치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제4장 이

하에서 자세히 살펴보듯, 정치적으로 중요한 다수의 쟁점에서 통일민주당

측 4인 대표들은 양 계파의 각 2인씩 서로 견해대립을 노출하고 있었다.

더구나 통일민주당은 1986년 말부터 이민우 구상을 둘러싸고 계속되던 

비민추계와의 분쟁을 신당창당의 형식으로 일단락지은 1987년 5월로부터 

2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개헌협상을 준비하게 되었고, 특히 박종

철 군의 사망 이후로 비로소 직선제 개헌을 화두로 한 재야 등 저항세력

과의 잠정적인 연합전선을 회복함에 따라 이들의 요구를 일정 부분 개헌

시안 마련과정에서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정권획득을 1차적인 

목표로 하는 제1야당과 보다 광범위한 민주화를 요구하는 재야·학생운

동세력 사이에도 이해관계는 서로 일치하지 않았고, 따라서 통일민주당측

의 개헌협상은 2개의 계파와 여타 저항세력라는 3자 사이의 이해를 조율

해야 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했다. 더구나 재야세력 또한 서로 접점이 

미처 확보되지 않은 여러 단체가 국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결집하였기 

때문에 통일적인 개헌구상을 적시에 마련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이를 통

일민주당의 협상과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없었다.

또한 6. 29 선언으로 민정당은 적어도 일정 부분 기득권을 내려놓고 제1

야당과 동등한 입장에서 개헌협상을 하는 주체로서 언론 등을 통해 부각

되었던 반면, 통일민주당은 6월 항쟁을 통하여 개헌협상의 국면을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 독자적·결정적인 역할을 한 주체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가

지고 있지 못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짐으로 인

하여 결국 합의개헌이 불발에 그치게 될 경우 그에 대한 책임론은 통일민

주당에 쏠릴 여지가 컸다. 그 경우 민정당은 ‘정권획득 경쟁에 치중하여 

모처럼의 합의개헌을 좌초시키려는 통일민주당’을 비난하면서 최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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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부득이하다는 명목으로 기존 헌정체제에 의한 선거를 치른 뒤에 개헌

논의를 다시 하자고 할 수도 있었으나, 통일민주당에는 어떤 식으로든 주

어진 시일 내에 합의개헌을 달성하는 것 이외의 선택지가 전혀 없었다.

그 결과는 신중함보다 효율성에 치중한 개헌협상으로 나타났고, 양당 

시안의 조항별 외형상의 차이만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8인 정치회

담의 체제는 이를 반영한 것이었다. 그러나 “직선제 합의로써 민주화의 

90%는 달성된 것이나 다름없으니 소소한 이견에 얽매이는 것보다 정치

일정을 속히 매듭지어야 한다”는 김영삼의 언명에서 드러나듯, 협상의 

조속한 타결에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 통

일민주당이었다. 그리고 이는 통일민주당이 민정당에 비해 훨씬 많은 쟁

점에 관한 양보를 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이를 지금의 관점에서 평가한다면 통일민주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

성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않고 정권의 획득·유지만을 추구하였기 

때문이라는 비판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통일민주당은 대

통령직선제라는 헌정목표 하나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비민추계로부터의 

탈당에 이어 전두환 정권의 전방위적인 탄압을 견뎌야 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재야와의 연합전선도 구축해야 했다. 그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비판의 초점은 ‘통일민주당의 무성의한 협상태도’보다도 오히려 근본적으

로는 야당의 정상적인 발전을 가로막은 1980년 헌정체제 그 자체에 맞추

어져야 한다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제4절 소 결

비록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87년 헌법개정 과정 전체의 표면적인 계기가 

된 것은 대통령직선제이지만 이를 채택하는 내용의 합의개헌이 처음부터 

범국민적인 지상명제였던 것은 아니고, 이는 헌정체제 개혁의 방법 중 하

나로서 점차적으로 선택된 것이었다. 우선 쿠데타로 집권한 기존 정치세력

을 타도하는 것은 현존하는 국가권력에 대한 시민사회, 그리고 이를 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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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둔 반대정파의 세력우위를 바탕으로 한 정치적 승리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것이었으나 이러한 노선은 전두환 정권의 탄압과 여론의 무관심 

속에서 결국은 보다 현실주의적인 대통령직선제 개헌이라는 의제로 대체

되었다. 1986년에 ‘보수대연합’을 경계하던 재야와 사회운동세력들이 1987

년 초를 거치면서 ‘선 타도 후 개헌 혹은 제헌’이라는 노선으로부터 대통

령직선제 합의개헌 노선으로 선회하면서 제도권 야당과 다시 제휴한 것이 

이를 보여준다. 그렇다면 여론이 기존 정치세력의 타도라는 노선을 지지하

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는 

개혁과 자유에 못지않게 고도 경제성장의 밑바탕이 되어 왔던 정치적 안

정 또한 국민들에게 중요한 가치로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다른 한편 1986년에 제시된 의원내각제가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했던 

이유는 정부와 민정당이 제시한 구체적인 헌정구상이 결국은 대통령 1인

을 중심으로 한 집권체제를 ‘세력으로서의 여당’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대체한 것으로서, 국민주권을 실질화하고 국가권력의 국민의 의사에 대한 

반응성을 높이고자 하는 헌정체제 개선의 필요성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

기 때문이다. 6월 항쟁에서 주된 구호가 되었던 “호헌철폐, 독재타도”에

서의 독재는 전두환의 집권을 넘어선, 바로 그러한 1당의 집권체제가 영

속화됨으로써 국민의 의사와는 괴리된 정치가 계속되는 상태를 지칭한 

것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통령직선제는 이와 같이 여타의 선택지들이 순차적으로 소거된 뒤에 

비로소, 이를 통해 처음으로(통일민주당) 혹은 여전히(민정당) 정권을 획

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한 여야 양대 정당의 합의에 의해서 채

택되었다. 이러한 합의는 대통령직선제를 채택하더라도 각자가 정권을 획

득 또는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여야 모두의 판단에 기인해서 비로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겠지만, 적어도 전두환 정권의 입장에서 본

다면 그러한 판단은 전국민적인 저항에 의해서 강제된 것이고 그 점에서 

국민이 개헌을 쟁취한 것이라는 평가는 타당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다만 

기존의 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개헌이 가지는 속성상, 국회 과반의석

을 여당이 점유한 상태에서의 합의개헌은 곧 기존의 집권세력을 최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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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등한 협상의 상대방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전제할 수밖에 없었다. 합의

개헌이라는 매커니즘의 선택은, 종전 헌정체제로부터의 즉각적인 단절과 

탈피를 일정부분 포기한다는 전제 하에서만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과정이라는 측면에서 6. 29 선언에 이은 한 달 동안의 시안마련 과

정, 그리고 8인 정치회담을 통한 한 달 동안의 양당 협상은 오히려 민정

당이 유리한 전략적 여건을 갖춘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여야의 각 제1당

을 제외한 여타의 소수당들은 논의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되었고, 협상의 

결과만 공표되고 과정은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1987년 6월까

지 독자시안을 마련하지 못한 재야·사회단체는 물론이고 수많은 세부쟁

점에 관해 여론을 수렴·반영하는 절차도 대부분 무시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국민운동본부를 위시한 사회운동세력이 개헌협상을 

제1야당인 통일민주당에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민주당이 정권의 획

득만을 목표로 한 나머지 보다 민주적인 헌법의 입안이라는 과제를 방기

했다는 관점은151) 적어도 일정부분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 이유로

는 그 집권 자체에 정당성이 없었기 때문에 국민이 그 대표자를 직접 뽑

을 수 있도록 하자는 기초적인 헌법적 요구조차 가로막았던 것은 다름 아

닌 집권세력이었고, 그로 인해서 야당은 정상적인 활동과 발전의 기회 그

리고 공정한 정권획득의 가능성을 오랫동안 박탈당했다는 점에서 누구 못

지않게 헌법개정을 강하게 요구한 집단이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새로운 

헌정체제에서 기존의 집권세력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조직과 선거에 

의한 대표성을 지닌 제도권 야당이 없었다면 6월 항쟁은 새로운 정치적 

대안세력 그 자체를 구성하고 선택하기 위한 또다른 진통을 수반했을 수

도 있다. 애당초 저항세력 내부에서 대통령직선제로의 수렴을 통한 연합

전선의 신속한 형성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 직선제를 통해 저항세력을 대

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기성의 정치세력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다.

151) 예컨대 김대영, ‘87년 개헌협상과 국민운동본부의 정치행위’, 『정신문화연구』 제29권 

제1호, 2006, 275면 이하(특히 291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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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헌법개정 시안의 변천과 성격

제1절 서설 및 관련 사료

제4장과 제5장에서 개헌협상을 통한 1987년 헌법규정의 구체적인 형성과

정을 살펴보기 위한 예비작업으로서, 본장에서는 개헌논의의 재료가 되었

던 여야 제1정당 및 이들에 영향을 준 재야 사회단체들의 개헌시안이 어

떠한 경과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조망한다. 그에 앞서 우선 이들 시안

의 변천과정을 알 수 있도록 하는 1차 문서(시안문서)의 개요와 그 출처를 

밝힐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그 작성주체별로 소개한다.

먼저 밝혀두어야 할 점으로, 1987년 헌법개정에 관한 시안문서(특히 정당

들의 것)는 국회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민정당의 후술 1986년도 『헌법

개정안 요강』 정도를 차치한다면 2017년까지 거의 구해보기 어려운 것이었

다. 그러나 위 개헌 당시 국회 개헌특위의 헌법개정안기초소위원회(‘기초소

위’) 위원장 겸 민정당 헌특 간사를 역임한 현경대 전 민정당 의원이 2018. 

4. 자택에 소장 중이던 관련 기록물 약 3,500매 분량을 국회기록보존소에 기

증하면서 접근 가능한 사료의 폭이 크게 확대되었다(이를 ‘현경대 기증문서’

라 한다). 다만 그의 소속정당 및 직위에 따라 이와 같이 확충된 사료는 대

부분 민정당의 시안문서 내지 그 시안을 준비하기 위한 논의자료, 그리고 

후술하는 8인 정치회담 관련문서들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제1야당(신한민

주당·통일민주당)과 재야세력의 시안자료 수집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소장자료(특히 그 홈페이지의 『오픈아카이브』(https://archives.kdemo.or.kr/)

에 크게 의존하였다.

민정당의 시안문서로는 1986년의 경우 국회도서관에서 소장(홈페이지에

서 PDF로 다운로드 가능)하고 있는 『헌법개정안 요강』 책자만이 현재 

나타나 있고 그 초안이 발견되지는 않는다. 목차를 제외하고 총 40면으로 

구성된 이 책자는 개헌안 마련에 임하는 자세(1-3면)에 이어 개헌안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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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격을 약술한 뒤(4-8면) 총강·기본권, 통치기구(대통령·정부·국회·법

원 순), 경제, 헌법개정, 기타(경과규정)의 각 부문별로 주요 시안내용과 

그 제안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반면 1987년의 시안문서로는 요강 및 이를 

조문화한 시안의 각 작성단계 별로 다양한 현경대 기증문서가 있다(현재 

모두 국회기록보존소가 원본 소장). 작성시기 순으로 살펴보면 ① 총 55면

으로 표지에 한자로 “대외비(對外秘)”라고 펜으로 기재되어 있는 『헌법개

정안 요강』 책자가 있다. 표지의 작성일자 기재가 “1987. 7.”이어서 정확

한 일자는 미상이나, 그 내용을 아래 여타의 책자들과 교차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이는 적어도 다음에 볼 『헌법개정요강안 주요쟁점검토보고』보다 

앞선 시기에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② 그 다음으로는 총 43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헌법개정요강안 주요쟁점검토보고』 책자가 있다. 그 표

지 우측 하단에는 현경대가 자신의 이니셜 첫 자인  “H”자와 “7/24 <청주, 

보고>”를 펜으로 기재하였는데, 현경대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는 개

헌시안 요강 작성을 앞두고 1987. 7. 24. 현경대·김숙현(당시 당 헌특위원

장) 등이 전두환에게 검토·재가를 위해 지참한 문서이다.1)

③ 같은 방식으로 수기로 1987. 7. 29.이라는 작성일자가 표지에 적힌 

『헌법개정요강안 시안』 책자가 있다. 그 표지에는 “109차 중집보고”가 

현경대의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데,2) 위 날짜에 당 중앙집행위원회(약칭 

‘중집’)에서 시안 요강을 확정시킬 당시 헌특 간사인 현경대가 보고자료

로 사용한 책자로 추정된다. 

끝으로 위와 같이 확정된 요강과 더불어 이를 조문화한 시안 전문이 수

록된 책자 2권이 있는데, 모두 『헌법개정안 <요강 및 전문>』이라는 표

1) 1987. 7. 24. 전두환이 충북 청주 소재 별장(청남대)에 실제로 휴가를 가 있었다는 사실

은, 1988. 9. 1. 국회 ‘제5공화국에 있어서의 정치권력형 비리조사 특별위원회’(약칭 ‘5

공비리 특위’)에서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최병렬 당시 정무수석비서관이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해(1987년) 집중호우기간인 7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청남대에 체류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써 확인된다. 1987. 7.말 해당 지역에 대규모 홍수가 발생하였던 

것과 관련하여, 당시 집중호우로 인근 대청호가 범람할 우려가 생기자 전두환이 대청댐

의 수문 개방을 지시했기 때문에 인근 지역이 범람한 것이라는 의혹과 관련하여 위 특

위에서 대통령 비서진을 소환하여 질의하였다.

2) 1987. 7. 29.에 중앙집행위원회가 열렸던 사실은 당시의 중앙일간지 보도내용을 통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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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하에 ④ “1987. 8. 1.”이라는 작성일자와 함께 “原案”이라는 수기가 표

지에 되어 있는 책자와 ⑤ 표지에 아무런 가필이 없는 책자가 그것이다. 

후자의 경우 내용을 검토한 결과 1987. 8. 3. 최종 발표된 민정당 시안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상의 문서들을 토대로 민정당의 1986년·1987

년 개헌시안을 1980년 헌법과 함께 대비한 표는 [부록 3]과 같다.

위와 같이 민정당 시안은 그 형성과정에 이르기까지 세밀하게 추적할 

수 있을 만큼 여러 단계의 시안문서가 존재하는 반면에, 신한민주당부터

의 제1야당은 이러한 기록물을 남겨둔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각 연도별로 최종 시안만 확인할 수 있는데, (a) 전술 민주화운동기념사

업회 『오픈아카이브』에 수록되어 있는 『신민당 헌법개정안』 책자가 

있다. 표지 제외 92면(24면부터는 ‘현행헌법·신민당 헌법개정안 대비표’이

다)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자의 표지에는 펴낸이가 (신한민주당) 헌법개

정추진총본부 심의조정실(실장 이택희)로, 작성일자는 1985. 11.로 되어 있

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신한민주당은 1985. 10. 25. 개헌시안을 발표한 것

으로 알려져 있는데, 위 책자는 시안 발표 직후에 위 당내기구에서 발간한 

것으로 추측된다.

(b) 다음으로 1986년도 신한민주당의 완성된 개헌시안 전문은, 국회도서관에서 

소장중인 『각 정당의 헌법개정안』이라는 책자에 영인되어 실려 있다(홈페이지

에서 PDF로 다운로드 가능. 표지는 아래 사진을 참조). 이 책자는 그 작성자·작

성일자가 모두 불명하나, 그 형식·내용을 보면 각 정당에서 시안을 소책자 형

태로 발표한 그대로 영인하여 붙인 것이어서 신뢰성은 높다.3) (c) 한편 완성된 

시안문서는 아니지만, 위 1986년 시안의 성안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도 위 『오픈아카이브』에서 발견된다(등록번호: 00858874. PDF로 다운로드 

가능). 총 17면으로 구성된 이 문서는 작성일자를 “1986.  .”로 공백을 남긴 인쇄 

초안 위에 문구를 수기로 첨삭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첨삭된 문구를 전술과 

같이 완성된 1986년도 신한민주당 시안과 비교해 보면 이는 완결된 문서가 아니

라, 동 시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초안 중의 중간본에 해당하는 것으

3) 민정당, 신한민주당, 국민당, 민한당, 민중민주당 순으로 정당 시안이 전재되어 있고, 비

록 정당은 아니지만 대한변호사협회의 개헌시안도 그 뒤에 실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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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추정되며, ‘지방자치’ 절의 첫 조문 제1항(현행 헌법 제117조 ①)까지만 남아있

고 이후 조항 부분은 멸실되어 있다. 따라서 이 문서는 신한민주당 1986년 시안의 

변천과정을 자족적으로 밝혀주는 문서는 아니나, 시안 전문(前文)의 문구 등에 첨

삭된 내용이 일부 있어서 그에 관한 한 작성과정을 밝혀주는 보조적 사료로 쓰일 

수는 있을 것이다. (d) 한편 통일민주당의 시안은 위와 같이 정당에서 직접 발

간한 소책자 등의 형태로 전해져 오는 것이 없다. 따라서 2차 자료라 할 수 

있으나 그 중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1987년의 각 정당 시안을 모아놓은 국

회 개헌특위의 1987. 8. 31.자 회의록 제7호 부록, 또는 국회사무처에서 발간

한 『각 교섭단체 헌법개정시안 대비표(현행헌법: 민주정의당시안, 통일민주

당시안, 신한민주당시안, 한국국민당시안)』(국회도서관 소장, 홈페이지에서 

PDF로 다운로드 가능) 등의 책자를 통해 시안 내용을 파악할 수밖에 없다. 

아래에서 확인되듯 신한민주당·통일민주당의 개헌시안은 1962년 헌법, 그

리고 1980년의 신민당 시안과의 연속선 상에서 비교해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들을 모아 [부록 4]에서 일목요연하게 대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끝으로 재야 사회단체들의 개헌시안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1986. 6. 발

표한 대한변호사협회의 1986년 개헌시안은, 전술한 국회도서관 소장 『각 

정당의 헌법개정안』에 전재된 것이 가장 완결적이다. 다른 시안과 마찬가

지로 대한변호사협회의 발표 원본을 그대로 영인한 이 책자에 실린 위 시

안은, 첫 면의 절반 가량에 걸친 ‘헌법개정제안이유’에 이어 전문부터 부칙

까지 41면에 걸쳐 시안이 수록되어 있다. (나) 1987. 8. 발표된 『민주헌법

쟁취국민운동본부(약칭 ‘국민운동본부’) 헌법개정요강』의 원문은, 위 『오

픈아카이브』에서 해당 서명을 검색하여 열람할 수 있다. 국민운동본부는 

후술하듯이 완결된 시안이 없이 요강만을 발표하였는데, 표지 제외 11면으

로 구성된 이 요강은 (i) 헌법개정요강의 기본원칙, (ii) 전문과 총강, (iii) 기

본권, (iv) 국회·정부, (v) 법원, (vi) 지방자치, (vii) 교육, (viii) 경제의 8개 

절로 이루어져 있다. 

(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약칭 ‘한국노총’)이 1987. 7. 조문화하여 발표한 

『헌법 중 노동 10개항 개정요구내용』은, 노총의 기관지인 1987. 7. 15.자 

「한국노총」지(제229호) 2면에 수록되어 있다. 신문지 1개 전면에 걸쳐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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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하는 10개의 항목에 대하여 (i) 현행(헌법조항), (ii) 개정안(조문화한 시안

내용), (iii) 개정요지(개정이유에 해당)의 순으로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라) 한국여성단체연합이 1987. 7. 29. 발표한 『여성이 바라는 민주헌법에 

대한 견해』는 위 연합이 표지 제외 38면의 소책자 형태로 발간한 것인데, 

역시 『오픈아카이브』에서 해당 서명을 검색하여 열람할 수 있다. (마) 마

지막으로 서울지역 행정법 교수 18명이 연명으로 1987. 8. 발표한 『헌법개

정에 관한 의견서(재경 18인 행정법교수안)』은 현경대 기증문서에 속한 것

으로(현재 국회기록보존소 소장), 본문 7면의 얇은 소책자로 남아있다. 이 

무렵 서울지역 소재 대학의 헌법학 교수 12명도 독자시안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는 현재 발견되지 않고 있다.

제2절 민정당 개헌시안의 형성과 변천

1. 1986년의 민정당 개헌시안 형성

가. 성안절차의 개관

민정당의 개헌시안 성안작업은 크게 (i) 먼저 시안의 요강을 확정하여 발표

하고, (ii) 국회 제출 직전에 조문화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위 요강을 조문화하

는 순서로 이루어졌다.

그 작업을 담당할 기구에 관하여 1986년 당시의 민정당 당헌에 따르면 

민정당은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하는 총재를 두는 한편(제13조), ‘국정

운영에 관한 당 중요정책의 결정’을 포함한 중요 당무를 심의·결정하는 

중앙집행위원회(제20조, 약칭 ‘중집위’), 그리고 전당대회의 수임기관인 중

앙위원회에 속하면서 동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등을 담당하는 중

앙위원회 운영위원회(제34조, 약칭 ‘중앙위 운영위’)를 두고 있었고, 다른 

한편 총재는 필요시 중집위의 의결을 거쳐 당규로써 특별기구를 설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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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 되어 있었다(제58조).4) 그리하여 1986년의 민정당 개헌시안은 ① 

당내 특별기구로 설치된 헌법특별위원회(‘민정당 헌특’)가 개헌시안의 초

안을 작성하고, 이를 ② 의원총회, ③ 중집위, ④ 중앙위 운영위에서 순차 

심의·수정하여 당의 시안으로 완성하는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총재인 전두환은 의원내각제라는 시안작성의 기조를 제공했

을 뿐 아니라,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개헌시안의 

내용수정에도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아래에서는 [표 5]로 그 전체 과

정을 나타내고, 나.항에서 이들을 순서대로 기술한다.

4) 민정당 당헌 중 ‘제3장 당 기구’ 부분을 서술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편, 『대한민국정당

사 제3집(1980년~1988년)』, 1992, 409-417쪽 참조.

제1분과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1986. 5. 7.) ◎ 헌특 위원(19명) 임명장 수여 (※ 5. 15. 곽정출 추가임명으로 20명)

(1986. 5. 15.) ◎ 제1차 전체회의

- 헌특 규정안 의결, 분과위원회 구성, 활동계획 토의

(1986. 5. 30.) 

◎ 제1분과위 제1차 회의

- 기본권의 구체적 보장 및 

민족정통성 승계논의

(1986. 6. 2.) 

◎ 제2분과위 제1차 회의

- 위원별 과제분담(정부형

태, 선거제도, 지방자치, 

사법제도)

(1986. 5. 26.) 

◎ 제3분과위 제1차 회의

- 대기업의 경제독점방지 논의

(1986. 6. 4.) ◎ 제2차 전체회의 : 헌특 운영규칙 의결, 3개 분과위 운영현황 보고, 

제2분과위 위원별 과제분담

◎ 세미나 개최 : 기본권에 관한 논의(단국대 장석권), 정부형태의 개관(한국외대 이강혁)

(1986. 6. 20.) 

◎ 제1분과위 제2차 회의

- 헌법전문에 관한 간담회

- 발표(이택휘 서울교대 

교수, 최창규 의원)

(1986. 6. 12.) 

◎ 제2분과위 제2차 회의

- 정부형태와 선거제도에 

관한 간담회

① 최대권(서울대) : 의원

내각제

② 허경(연세대) : 대통령간

선제

(1986. 6. 17.) 

◎ 제2분과위 제3차 회의

- 정부형태에 관한 간담회

① 구종서(중앙일보 논설위원) : 

대통령직선제 주장

(1986. 6. 24.) 

◎ 제3분과위 제2차 회의

- 김진현(동아일보 논설위

원실장) 발표

① 재정․경제에 관한 사항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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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분과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② 양동안(경향신문 논설위원) : 

‘합리적’ 간선제 주장

(1986. 6. 30.) 

◎ 제2분과위 제4차 회의

- 정부형태에 관한 간담회

① 신도성(전 국회의원) : 

의원내각제

② 강문용(전 국회의원) : 

대통령중심제(국회간선)

② 경제적 민주화의 제문제

(1986. 7. 2.) ◎ 제3차 전체회의

- 3개 분과위 운영결과 보고, 지역간담회 등 향후계획 보고

- “제헌당시의 정부형태 회고”(윤길중 의원), “헌법 경제조항에 대한 의견”(김종인 제3분과위

원장) 발표

(1986. 7. 4.) 

◎ 제3분과위 제3차 회의

- 경제조항에 관한 의견 제

시, 지방자치 및 지방재정, 

예산제도 논의

- 김완순(고려대 교수)

- 기우식(럭키경제연구소장)

(1986. 7. 5. ~7. 18.) ◎ 헌법에 관한 지역간담회 개최

- 서울 제외 10개 대도시 및 도청소재지(총 참석인원 : 4,500명)

- 대전(5일), 춘천(7일), 광주(8일), 부산(10일), 대구(11일), 제주(12일), 청주(14일), 인천(15일), 마산

(16일), 전주(18일)

(1986. 7. 9.) 

◎ 제1분과위 제3차 회의

- 기본권규정의 조문별 검토

- 전문(안) 검토

(1986. 7. 13.) 

◎ 제2분과위 제5차 회의(비공개)

- 지역간담회 중간결산

(1986. 7. 25.) ◎ 제4차 전체회의

- 헌특규정 제2조 ① 개정(20인 초과 위원의 선임을 위원장에 일임) → 위원 3인 추가: 윤길

중, 김숙현, 고건

- 6인 요강작성소위원회 구성 : 이치호(소위원장), 김종인, 김종호, 배성동, 허청일, 현경대

- 활동계획 토의, 분과별 활동보고, 간담회 등에 나타난 의견 중심으로 위원의견 발표

(1986. 8. 4.) 

◎ 제2분과위 제6차 회의(비공개)

- 요강작성 골격 토의

(1986. 8. 6.) ◎ 요강작성소위 활동 착수(제1차 회의)

(1986. 8. 7.) ◎ 제5차 전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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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민정당 개헌시안의 성안과정

(1) 민정당 헌법특별위원회의 구성

민정당 헌특은 각각 전문·총강·기본권, 권력구조, 재정·경제를 담당

하는 3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그 중 특히 제2분과위원회에는 

위원의 절반인 10명을 배치하여 6. 2. 세부과제를 분담하도록 했고 그 구

성은 아래의 [표 6]과 같다.5) 특히 선거제도와 지방자치에 관하여는 1962

년 이래 헌법에서 이를 직접 규율하지 않고 하위법에 위임해 왔다는 점

에 비추어 볼 때, 헌특이 위에서 인용한 전두환의 발언 취지대로 헌법뿐

만 아니라 대통령·국회의원선거법과 지방자치법 등에 관한 여야 협상의 

5) 현경대 기증문서 중 민주정의당 헌법특별위원회, 「헌법특별위원회 운영현황보고」, 

1986, 3쪽. 1986. 9. 27. 위원교체 부분은 1986. 8. 28.자 경향신문 1면(당직개편 사

실); 1986. 9. 27.자 경향신문 1면을 각 참조하였다.

제1분과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 개헌안 작성지침 시달(노태우 대표위원), 특위 운영보고(이치호 간사)

(1986. 8. 13.) ◎ 요강작성소위

– 요강안 완성·보고(노태우 대표위원), 당정협의 착수

(1986. 8. 14.) ◎ 특위 위원간담회

– 요강작성소위 요강안 일부 수정

(1986. 8. 16.) ◎ 청와대 고위 당정회의

– 요강안 결재(전두환) 후 고위 당정협의로 일부 수정

(1986. 8. 18.) ◎ 제6차 전체회의(오전), 의원총회(오후)

- 요강안을 특위안으로 확정(특위 전체회의), 추인(의원총회)

(1986. 8. 19.) ◎ 중앙집행위원회(제85차)

- 요강안 확정, 조문화작업 소위원회(중집위원 7인) 구성, 인선은 노태우에게 일임

(1986. 8. 22.) ◎ 중앙위원회 운영위원회의

- 헌법개정시안 최종확정, 당론변경 의결(‘89년 이후 개헌’→의원내각제)

(1986. 8. 25.) ◎ 민정당 헌법개정시안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제출

[표 5 : 민정당의 1986년 개헌시안 성안과정 개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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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타결을 준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전두환은 2017년에 발간한 회고록에서 자신이 다음과 같이 안기

부에 의원내각제에 관한 검토보고를 지시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다만 그 

보고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6)

나는 1986년 5월 21일 장세동 안기부장을 불러 내각제와 관련된 내 생각을 설

명해 주면서 민정당과 협의를 통해 법제처 등과 팀을 구성해서 내각제의 장단점

등을 포함한 권력구조, 선거제도, 지방자치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뒤에서 다시 보듯이 국회 개헌특위에 대한 구성결의안이 같은 해 6. 24. 

가결되자, 민정당은 7. 10. 위 20명의 위원을 그대로 국회 개헌특위의 민정

당측 위원으로 지명하여 명단을 국회 개헌특위에 제출하였다.7)

6) 전두환, 『전두환 회고록 2: 청와대 시절 1980-1988』, 자작나무숲, 2017, 602쪽.

7) 이후 국회 개헌특위의 위원 수가 조정되어 민정당에 할당된 위원 수가 20명에서 23명으로 

늘어나면서, 민정당에서는 7. 25. 고건, 김숙현, 윤길중을 당 헌특위원 겸 국회 개헌특위 

위원으로 추가 지명하였다. 민주정의당 헌법특별위원회, (주 5)의 문서, 3쪽.

위원장 : 채문식 (간사 : 이치호)

분과
위원회

제1분과위
(총괄․·기본권)

제2분과위
(권력구조)

제3분과위
(재정·경제)

분과위 
담당과제

1. 전체총괄
2. 전문․총강
3. 기본권
4. 기타

1. 대통령 2. 행정부 3. 국회 4. 법원(위헌심사 포함)
5. 선거제도 6. 지방자치

재정·경제

분과위원장 허청일 김종호(1986. 9. 27. 김영구로 교체) 김종인

분과위원
(제2분과위는

6. 2. 
세부과제 
분담)

곽정출(1986. 
5. 15. 추가), 
김현욱, 안병규, 
이한동(1986 . 
9. 27. 김중권
으로 교체)

- 정부형태 : 배성동(책임자), 박경석, 남재희, 정
동성, 김정남, 현홍주

- 선거제도 : 우병규(책임자), 조기상, 김종호, 
현경대

- 지방자치 : 김종호
- 사법제도 : 현경대(책임자), 현홍주

이치호,
정창화,
조남조

[표 6 : 1986년 민정당 헌법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분담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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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분과위원회에서의 논의

헌특에서의 논의과정은 분과위원회별 회의를 각자 진행하면서 그 중간

에 주로 운영현황보고를 위해 3개 분과위원회가 모두 모이는 전체회의를 

한 번씩 개최하였고, 이 과정은 1986. 5. 말부터 동년 8. 4. 까지 계속되

었다. 아래에서는 각 분과위원회의 논의경과를 중심으로 이를 기술한다.

(가) 제1분과위원회(전문·총강·기본권)

제1차 회의(1986. 5. 30.)에서 분과위는 ① 종래의 헌법 전문에서 4. 19, 5. 

16 등 각종의 역사적 사건 내지 ‘계승정신’이 구구히 첨삭되어 왔다는 점에 

대한 대응으로서 민족정통성의 승계를 ‘확고하게, 그러나 포괄적으로만’ 전

문에 담고,8) ② 체제도전세력인 급진·좌경세력의 등장에 대한 대응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재정립하며,9) ③ 하위법에서 규정한 주요 권리

들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구체적으로 보장한다는 기본방향을 세웠다.10)

이어 제2차 회의(6. 20.)에서는 (a) 전문에 기재된 각종의 역사적 사건 중에

서 ‘3. 1 운동’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삭제하기로 하고,11) (b) 1980년 

헌법 전문의 ‘제5민주공화국’은 삭제하고 보다 ‘미래지향적인’ 개념으로 이

를 대체하기로 하였다. 다만 이후 1986. 8. 13. 노태우에게 보고된 시안 요강

안에 따르면 이 ‘미래지향적인’ 개념은 결국 “제5공화국에서 이루어진 국민

적 합의에 의해 헌법을 개정한다”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최종적

8) 1986. 5. 31.자 경인일보, 대전일보, 전북일보 각 1면(연합통신 인용).

9) (주 8)의 각 기사 외에 동일자 한국일보 3면.

10) (주 8)의 각 기사 외에 1986. 5. 30.자 중앙일보 1면; 동일자 서울신문 2면.

11) 1986. 6. 20.자 경향신문 1면; 1986. 6. 21.자 서울신문, 한국일보 및 대전일보(연합통신 인용) 각 3면.

     제1분과위는 제3차 회의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한 이택휘(서울교대 교수), 최창규(민정당 의원)

의 견해를 청취하고 위와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1986. 7. 10.자 광주일보, 전북일보, 충청일보 각 

1면(연합통신 인용)). 이후 3. 1 운동과 4. 19의 전문 삽입논의에 관한 상세는 제4장 제1절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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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요강이나 시안에는 반영되지 않았고, 종전의 “제5민주공화국”이라는 표현

은 그대로 존치되었다).

한편 분과위가 아닌 위원회 차원에서 헌특 위원들을 대상으로 연 세미

나(6. 4.)에서 장석권(단국대 교수)은 기본권 보장이 헌법규정의 완비보다

는 하위법의 보완을 통하여 내실있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전제

하에, 그럼에도 문제되는 쟁점들로서 ① 저항권은 실정헌법에 명문화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② “보안처분”은 굳이 헌법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비상시에는 비상입법이 가능하므로 문제되지 않으며, ③ 기타 신체의 자

유는 헌법규정을 추가하기보다 형사소송법 등의 하위법을 보완하는 것으

로 족하고, ④ ‘사상의 자유’를 신설하는 데에는 한국의 여건상 신중을 

기해야 하며, ⑤ 유신헌법 이래로 헌법상 ‘신문 등의 발행시설기준’이 삭

제되었음에도 현행 언론기본법에서 등록(제20조), 등록취소(제21조)를 규

정한 데에는 위헌소지가 있으니 해당 규정을 헌법에 둘 필요가 있고, ⑥ 

생활권적(사회권적) 기본권은 사회주의적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위법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입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12)

이어 제3차 회의(7. 9.)에서는 주요 개별 쟁점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 

(a) 기본권의 일반적 법률유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

한할 수 있다”는 표현이 기본권제한의 남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아 이

를 보다 한정하기로 하고, (b) 단체행동권을 개별유보로서 제한 또는 부

인할 수 있는 근로자 중에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

의 근로자를 제외하며, (c) 형사보상청구권을 무죄피고인뿐 아니라 무혐

의처분을 받은 피의자에게도 인정하기로 하였다. 반면 (d) 저항권은 전문

에라도 신설하지 않기로 하고, 총강 또한 개정하지 않기로 하였다.13) 그

12) 현경대의 술회에 따르면 이러한 장석권의 주장이 민정당의 입장결정에 많은 도움을 주

었다고 한다(2017. 10. 필자 면담결과).

13) 1986. 7. 9.자 중앙일보 1면; 1986. 7. 10.자 한국일보 1면; 동일자 광주일보, 대전일

보, 전북일보 각 1면(연합통신 인용). 그 밖에도 ① 구속영장의 적법여부를 법관으로부

터 사전심사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적법절차’를 신설할지의 여부, ② 선거권연령을 20세

에서 18세로 인하할지의 여부, ③ 표현의 자유 조항을 종전보다 구체화할지의 여부, ④ 

‘알 권리’를 명문화할지의 여부, ⑤ 보안처분 조항을 보완할지의 여부가 논의되었으나, 

이들에 대하여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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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7. 25. 헌특 전체회의에 분과위 활동상황을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① 단체행동권에 대한 개별적 법률유보조항을 삭제하고, ② “법률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요건을 삭제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지역간담회’의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14)

이상과 같은 제1분과위의 전반적인 활동은, (i) 먼저 입안의 기본방향

을 설정하고, (ii) 주요하다고 판단되는 몇몇 사항에 대한 사전판단을 거

친 뒤, (iii) 1986. 7. 5.부터 7. 18. 까지 10개 도시에서 열린 ‘지역간담회’

에서의 수렴된 의견을 중심으로 하여 시안에 넣을 내용을 일부 더 추가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분과위에서 결정

한 사항들 중 개별 기본권을 제외한 대부분은 이후 ‘당정협의’ 과정에서 

번복된다.

(나) 제2분과위원회(권력구조)

제1분과위에서의 논의가 일종의 백지상태에서 헌법에 채워넣을 것을 

점차 추가하는 양상으로 나아간 반면, 제2분과위에서는 ‘직선제는 안 된

다’는 기본전제에서 출발하여15) 의원내각제와 국회간선 방식의 대통령제 

사이에서 전자로 입장을 점차 굳혀가는 양상을 띤 점에서 차이를 보이는

데, 이는 1986. 4. 30. 4당 대표회담에서 전두환이 “직선제만이 민주고, 

간선제는 비민주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언급한 데서부터 암시

되었고 당 대표위원인 노태우는 1986. 5. 21. 외신기자회견에서 “민정당

은 대통령직선제 개헌에는 반대하고 있다”고 함으로써 이를 공식화하였

다. 그러나 이는 외견상의 양상이었을 뿐 전술하였듯이 전두환은 적어도 

1986. 2. 이전부터 이미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을 구상하고 있었다는 점에

14) 1986. 7. 26.자 동아일보 3면; 동일자 경인일보, 광주일보, 대전일보 각 3면(연합통신 인용).

15) 이는 1986. 4. 30. 4당 대표회담에서 전두환이 “직선제만이 민주고, 간선제는 비민주

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언급한(1986. 5. 9.자 중앙일보 3면) 데서 암시되었지

만, 당 대표위원인 노태우는 1986. 5. 21. 외신기자회견에서 “민정당은 대통령직선제 

개헌에는 반대하고 있다”고 함으로써 이를 공식화하였다(1986. 5. 21.자 중앙일보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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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2분과위의 역할은 이미 정해진 의원내각제라는 방침을 구체적으로 

설계해 나가는 데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행정부가 ‘의

원내각제가 진정한 민주화’임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가운데16) 지역간담

회를 전국의 언론에서 전폭적으로 홍보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다. 당시 중앙·지방을 불문한 모든 일간지가 지역간담회를 매일 1면 

머릿기사로 보도하고 있었다.

제2분과위(1986. 6. 2.)는 제1차 회의에서 위원별 세부분담 과제를 배분

한 뒤 제2차 회의에서부터 초청연사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그들은 대

부분 의원내각제를 지지하는 입장에 서 있었다. 제2차 회의(6. 12.)에서 

허경(연세대 교수), 최대권(서울대 교수)은 대통령중심제가 특정한 정치적 

조건을 갖춘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는 대부분 독재체제로 전락했음을 강

조하면서, 대통령중심제가 의원내각제에 비해 독재가능성이 크다고 지적

하였다.17) 다만 제3차 회의(6. 17.)에서 구종서(중앙일보 논설위원)는 대통

령을 내 손으로 뽑겠다는 국민적 열망, 그리고 제도에 대한 국민의 친숙

성을 고려할 때 정통성 확보를 위해서는 대통령직선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고, 반면 양동안(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지역감정과 보나파르티즘

(Bonapartism) 방지를 위해 대통령을 간접선거하되 선거인이 그 지지후보

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등록하게 할 것을 주장하였다.18) 또한 제4차 회

의(6. 30.)에서 신도성(전 국회의원)은 과거 헌정사에서 대통령중심제가 빚

은 폐해에 비추어 의원내각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강문용(전 국회의원)

은 대통령을 국회에서 간선하되 이원정부제를 운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는 견해를 각각 밝혔다.19)

그러나 이와 같이 일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듯한 외양과 달리 제2

16)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1986년도 생산 ‘개헌관련홍보교육철(1),(2)’(관리번호: 

BA0884030, BA088403, 생산기관: 국무조정실)을 보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지방행정조

직·각급학교·예비군조직 등을 총동원하여 이러한 교육·홍보가 전국적으로 막대한 인력을 

투입한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17) 1986. 6. 12.자 경향신문 2면, 3면; 1986. 6. 13.자 중앙일보 5면; 동일자 동아일보, 

광주일보(연합통신 인용) 각 2면; 동일자 서울신문 및 경인일보, 광주일보 각 3면.

18) 1986. 6. 17.자 경향신문, 동아일보 각 3면; 1986. 6. 18.자 조선일보 4면.

19) 1986. 6. 30.자 매일경제, 경향신문 각 2면; 동일자 동아일보 3면; 1986. 7. 1.자 경인

일보 2면(연합통신 인용); 서울신문, 한국일보 각 3면; 동일자 한국일보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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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위의 결론이 의원내각제로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점은, 1986. 7. 5.

부터 7. 18.부터 실시된 지역간담회가 끝나기도 전인 7. 13. ‘중간결산’

명목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의원내각제를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

인’하고, 이에 따라 국회의원선거법상의 1구 2인제(중선거구제)와 비례대

표제에 대한 일부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데서 확인된다.20) 이

후 7. 25. 헌특 전체회의에서 분과위원장인 김종호는 이러한 내용을 보

고하면서, 다만 선거제도에 관하여는 의원내각제가 정식으로 당론화한 

뒤에 재론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보고하였다.21)

한편 7. 21. 민정당 헌특 간사인 이치호는 연합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민

정당이 현재 서독 헌법과 함께 우리나라 1960년 헌법, 일본 헌법, 프랑

스 헌법 등을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i) 서독 헌법으로부터

는 건설적 불신임제, 그리고 대통령의 국회해산을 일정기간 금지하는 제

도를 참고하고 있고,22) (ii) 일본 헌법으로부터는 우리나라 1960년 헌법과 

마찬가지로 각료의 반수 이상을 국회의원이 차지하도록 하는 제도를 고

려하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그 밖에도 ‘총선에서 유효투표의 5%를 얻지 

못하면 정당을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그리고 ‘의원과 정당에 동

시투표하는 국회의원선거제도’를 검토할 만하다고 말하였다.23)

이후 지역간담회가 끝난 뒤인 1986. 8. 4. 제2분과위는 다시 비공개모

임을 가져 그간 검토해 온 의원내각제 요강안을 최종 검토하였는데, 그 

요지는 ① 1960년 헌법을 기본모델로 하되 동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부여

했던 국군통수권·총리지명권·계엄선포권을 모두 총리(또는 수상, 이하 

이 절에서 같음)에게 부여함으로써 ‘순수’ 의원내각제로서의 성격을 강화

하여, ② 국회에서 선출하는 행정수반인 총리가 일반행정권, 국무위원 

기타 공무원 임면권, 국군통수권, 비상조치권, 법률안제출권 등을 모두 

행사하도록 하고, ③ 역시 국회에서 간선하는 대통령을 두되 그 임기는 

20) 1986. 7. 14.자 경인일보, 광주일보, 대전일보 각 1면, 2면(각 연합통신 인용).

21) 1986. 7. 26.자 한국일보 3면.

22) 이치호는 그 외에 ‘총선에서 유효투표의 5%를 얻지 못하면 정당을 해산할 수 있는 규정’과 

‘의원과 정당에 동시투표하는 국회의원선거제도’를 검토할 만하다고 말하였다.

23) 1986. 7. 21.자 대전일보 4면(연합통신 인용). 동일자 전북일보 2면; 동년 7. 23.자 경

인일보 3면도 같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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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단임 또는 4년(1차 중임 허용)의 복수안으로 남겨두되 ‘정파를 초월

한 국가상징’으로서 의례적 권한만 부여하며, ④ 서독 헌법이 규정한 ‘건

설적 불신임제’를 채택하되 일정기간(이후 2년으로 확정) 국회의 내각불

신임권과 총리의 국회해산을 모두 금지토록 하고, ⑤ 일본 헌법을 따라 

국무위원의 과반수는 국회의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며, ⑥ 그 밖에 국

정감사권은 부활하지 않도록 하되 국정조사권의 발동요건을 완화하고 국

회의원의 정수(定數)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24)

그 밖에 역시 제2분과위의 관장사항이던 사법제도와 관련해서는 (i) 지

역간담회에서의 의견수렴 결과 위헌심사권은 사법부로 환원함으로써 사

법부의 독립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압도적인 지지’가 있었던 것

으로 인식하는 한편,25) (ii)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는 법관추천회의 또는 

대법원판사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세웠으며 헌법재판소 신설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였다.26)

(다) 제3분과위원회(재정·경제)

제3분과위에서 문제된 가장 큰 쟁점은 대기업 혹은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에 대한 규제조항을 헌법에 둘지의 여부였으나, 이것이 1986년에 들

어 갑자기 부각된 쟁점은 아니었다. 1980년 헌법에 “독과점의 폐단은 적

절히 규제·조정한다”는 조항(제120조 ③)이 신설된 뒤 그에 기해 제정

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80. 12. 31. 법률 제3320호)이 이미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한다

는 목적을 설정하고 있었고(제1조), 민정당의 노태우 대표위원도 1985. 

10. 14. 국회 대표연설에서 일부 대기업에의 지나친 경제력 집중을 막을 

필요성에서 중소기업의 육성을 강조하고 있었으며, 1986. 5. 23. 민정당 

24) 1986. 8. 5.자 경인일보, 광주일보 각 1면, 3면(연합통신 인용). 다만 위 ⑥항의 방침은 

모두 헌법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하위법률로써 이를 정해 나간다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25) 1986. 7. 25.자 중앙일보 1면.

26) 1986. 8. 5.자 경인일보, 광주일보 각 1면, 3면(연합통신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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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 산하의 경과(經科)분과 위원들도 경제부총리(김만제)에게 재벌에

의 경제력집중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촉구하고 있었던 것이다.27)

그리하여 제3분과위는 활동 초기부터 위 쟁점을 다루었고, 이를 주도한 

것은 분과위원장 김종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분과위 첫 회의(1986. 5. 

26.)부터 그 활동 종료시까지 그는 일관하여, 실질적 자유경쟁의 ‘틀’을 세

움으로써 재벌에 대한 경제력 집중으로 나타나는 경제적 불균형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공권력이 개입할 수 있는 보다 명확한 근거를 두어 그 

개입에 대한 위헌시비를 미연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요지의 주장을 폈

으나 소위원회 내에서 다양한 이견에 부딪치면서 결국 완전한 의견합치를 

도출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제5장 경제조항 관련서술 참조).

제3분과위에서는 그밖에 ① 한국은행의 독립을 헌법조항으로 신설하는 

한편, 감사원의 기능 중 회계감사기능을 국회로 이관할 필요성과 토지공

개념의 도입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28) ③ 아울러 경제력 집중방지 논의와 

같은 분배정의의 실현이라는 맥락에서 최저임금제를 기본권으로 명시하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도 하였다.29)

(3) 요강안의 성안과 조정

위 3개 분과위원회는 1986. 7. 25. 헌특 제4차 전체회의에서 각자 활동

경과를 보고하였고, 이날 동 회의에서는 분과위원장 3인(허청일, 김종호, 

김종인)에 법률가 출신인 이치호·현경대와 정치학자 출신인 배성동을 추

가한 6인으로 요강작성소위원회를 구성하여 ① 8. 5.~8. 6. 전문·총강·

기본권조항 및 부칙 검토, ② 8. 7. 재정·경제조항 검토, ③ 8. 8.~8. 10. 

권력구조 조항 검토, ④ 8. 11.~8. 12. 소위 요강시안 작성이라는 일정으

로 소위를 운영하도록 결정했다.30)

27) 1986. 5. 24.자 매일경제 2면.

28) 1986. 7. 4.자 경향신문 1면. 다만 이에 대하여 김종인은 반대한 것으로 전해진다. 

1986. 7. 5.자 서울신문 3면.

29) 1986. 7. 5.자 한국일보, 전북일보(연합통신 인용) 각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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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운영계획에 따라 요강작성소위는 요강안을 작성하여 8. 13. 민정당 

대표위원인 노태우에게 보고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확정 내지 조정한 사

항은 다음과 같다. 제1분과위에서 결정한 대로 (i) 전문에 관하여 4. 19는 

규정하지 않는 한편 ‘제5민주공화국’은 ‘제5공화국에서 이루어진 국민적 

합의에 의해 헌법을 개정한다’는 문안으로 개정하고,31) (ii) 기본권 부문

에서는 구속적부심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라는 요건을 삭제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를 도입하는 한편 단체행동권에 대한 개별적 법률유

보조항을 삭제하기로 하고, (iii) 경제에 관하여는 (a) 재벌의 경제력집중

에 대한 규제를 직접 규정하지는 않되 ‘경제력남용에 대한 규제’를 선언

적으로 규정하여 공권력 발동의 근거로 삼는 한편(제120조 제1항) 보다 

일반적인 규제·조정에 있어 종전의 “필요한 범위 안에서”라는 제한을 

삭제함으로써 이에 대한 위헌시비를 차단(동조 제2항)하기로 하고, (b) 

그 대신 독점자본의 시장지배 금지와 재벌의 유통구조 참여제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기로 하였다.32)

요강작성소위는 또한 ① 행정수반의 명칭을 수상, 국무총리 등 중에서 

어느 것으로 할지의 여하, ② 국회의원의 임기(4년 또는 5년), ③ 대법원

장과 대법원판사를 종전과 같이 행정수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할지, 혹은 법관추천회의를 부활시켜 선출제로 할

지의 여하 ④ 위헌법률심판권의 소재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를 신설할

지,33) 이를 대법원으로 환원할지의 여하는 ‘고위층의 결심’을 요하는 복

수안으로 남겨두었다.34)

이는 다음날인 8. 14. 헌특위원 간담회에서 다음과 같이 다시 일부 조정되

었다. (i) 총강에서 기존의 재외국민 보호조항을 국가의 ‘보호의무’ 조항으로 

30) 1986. 7. 25.자 중앙일보·경향신문·경인일보·대전일보·광주일보(각 연합통신 인용) 각 1

면; 1986. 7. 26.자 한국일보 1면.

31) 1986. 8. 14.자 서울신문 3면.

32) 1986. 8. 13.자 동아일보·한국일보·광주일보(연합통신 인용) 각 1면.

33) 요강작성소위는 ‘헌법재판소’와 ‘헌법위원회’의 근본적 차이는 이를 법관의 자격을 가

진 자로써 구성할지의 여부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 한편 소위는 이 당시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으로 ‘권한쟁의’를 추가하고 있었다.

34) 1986. 8. 13.자 한국일보 1면; 동일자 광주일보, 대전일보(연합통신 인용) 각 1면, 3면 및 

전북일보, 제주신문(연합통신 인용) 각 2면; 1986. 8. 14.자 서울신문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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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하고, (ii) 행정수반의 임명절차에 관하여 원내 다수당의 대표자 등 헌법

에 미리 정해져 있는 자를 대통령이 ‘형식상’ 후보로 지명하도록 하며, 권력

구조에 관하여는 국회의 총 회기일수를 종전의 150일에서 180일(국회가 따

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210일)까지로 늘리는 한편 국정자문회의를 헌법기관

에서 제외하기로 하였고, (iii) 사법권에 관하여는 ‘사법부의 요청에 따라’ 법

관추천회의를 부활하지 않기로 하는 한편, 일반법관은 대법원장이 직접 임

명하도록 하며, 위헌법률심판권은 대법원에 환원하기로 하였다.35)

(4) ‘고위당정협의’를 통한 전두환의 직접개입과 요강·시안의 확정

헌특에서는 위 잠정안을 1986. 8. 16. 총재인 전두환에게 보고하여 검토

를 받았는데, 당시 논의에는 민정당 당직자인 노태우 대표위원, 채문식 헌

특 위원장, 정순덕 사무총장, 이세기 원내총무, 이치호 헌특 간사뿐만 아

니라, 당 외의 행정부 인사인 노신영 국무총리, 장세동 국가안전기획부장, 

김성기 법무부장관, 이양우 법제처장, 박철언 법률특별보좌관, 박영수 대

통령비서실장, 안현태 대통령경호실장, 허문도 정무1 수석비서관, 이중근 

법무수석비서관, 김병훈 의전수석비서관 등이 참여하였다.36)

이 ‘고위당정협의’ 모임에서 전두환은 직접 (i) 국회를 효율적으로 운영

하기만 하면 그 회기일수를 180일로 연장할 필요는 전혀 없고, (ii) 사법

부는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운영되어야 하는데 법관추천회

의 제도를 도입하면 사법부가 여론의 눈치를 보게 되며, (iii) 내각이 비상

35) 1986. 8. 15.자 서울신문, 한국일보, 광주일보, 대전일보, 전북일보(각 연합통신 인용) 

각 1면; 동일자 경인일보, 광주일보 각 2면; 동일자 서울신문 4면; 동일자 한국일보 3면.

36) 김성익, 『전두환 육성증언』, 조선일보사, 1992, 131-139쪽. 전두환이 헌법개정시안 요강작성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진술 전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나, 

진술의 구체성 및 당시 언론보도와의 교차검증을 통하여 보면 적어도 1986년 8월의 이 논의사실 

및 그 내용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책 131쪽에서는 일자를 “8월 6일”로 기재하고 있으

나, 당시 시안요강 작업의 진행경과, 당시의 신문보도 내용, 특히 현재 대통령기록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일정정보(http://pa.go.kr/portal/contents/stroll/schedule/scheduleYearList.do) 어느 

것에 따르더라도 이는 “8월 16일”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한편 본문에 열거한 이외에, 과학기술자

의 권리 및 여권신장을 규정한 신설조항들에 관하여 헌특을 치하하는 대목도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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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를 제안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형식상의 실행권자인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내각수반(수상)이 이를 직접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지침을 주었으며, (iv) 특히 대기업에 대한 국민

감정을 반영한다는 명목으로 대기업을 무조건 견제하는 내용을 헌법에 

넣어서는 아니되고, 대기업의 경제력집중이 국가적 문제라 하더라도 이는 

정부의 정책으로 풀어야 하며, 이를 직접 규제하는 조항을 헌법에 넣을 

경우 대기업의 사기저하로 인해 경제 전체가 침체된다고 강력하게 주장

하면서, 지금의 헌법에도 중소기업 육성조항(제124조 제2항)이 들어있으

니 그런 이유에서도 대기업 견제를 명문화할 필요는 없다고 역설하였

다.37) 그밖에 이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v) 국회의원의 임기는 5년으로 확

정되었으며, (vi) 과학기술자의 권리, 그리고 여자·노인·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국가의 노력·정책실시 의무조항 신설도 확정되었다.38)

이와 같이 조정된 요강안을 돌려받은 헌특은 1986. 8. 18. 오전 전체회

의에서 (a) 논의 끝에 4. 19 이념의 계승을 전문에 추가하고, (b) 계엄선포

를 형식상 대통령이 하도록 하였던 것을 수정하여 내각회의의 의결에 따

라 수상이 직접 하도록 하였다. (c) 한편 존재의의가 미약한 헌법위원회

를 대신하여 헌법재판소를 설치할지의 여부와 임시정부의 법통계승 여부

가 재론되기는 하였으나 모두 반영되지 않았다.39) 한편 경제력 집중에 관

해 전술한 성안내용은 “경제력남용에 의한 폐단”을 국가가 적절히 규

제·조정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모두 백지화하였다. 

이로써 헌특은 시안작성에 관한 그 역할을 마쳤다.

이어 같은 날 오후에 열린 민정당 의원총회에서는 헌특의 요강안에 대

한 최종논의가 이루어졌는데 근로자의 이익균점권 신설(이찬혁), 중학 의

무교육 확대 및 교육자치(홍종욱), 재벌기업에 대한 ‘규제’의 명문화 재

론(정 남), 여성(김현자) 및 농민(전종천)에 대한 권익신장 등 주장이 의

37) 김성익, (주 36)의 문헌, 132-133쪽.

38) 1986. 8. 17.자 한국일보, 서울신문 각 1면; 동일자 한국일보 3면; 1986. 8. 18.자 경

인일보, 광주일보, 대전일보(연합통신 인용) 각 3면.

39) 1986. 8. 19.자 경인일보, 제주신문 각 1면(연합통신 인용); 동일자 경인일보, 대전일

보 각 3면; 동일자 한국일보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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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들로부터 제기되었으나 요강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고,40) 8. 19. 중집

위에서 이를 최종 확정하면서 요강작성소위원들로써 ‘조문화작업 소위원

회’를 구성하여 요강을 조문화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조문화가 완료된 

시안은 8. 22. 중앙위 운영위에서 최종 확정된 후 8. 25. 국회 개헌특위

에 당의 개헌시안으로서 제출되었다.

다. 시안의 내용

(1) 전문·총강 및 기본권

민정당 시안의 전문은 대한국민이 계승하는 이념으로서의 “4. 19 민주

이념”, 새 헌법이 제5민주공화국의 “새로운” 출발이라는 점, 그리고 “자

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한다는 점을 

추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1980년 헌법의 그것과 똑같다. 또한 “재외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헌법 조항을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로 국가의 보호의무 형태로 강화한 

이외에는 총강에도 아무런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한편 기본권 부문에서는 새로운 기본권을 대폭 신설하였는데, ① 변호인

의 조력 등을 받을 체포·구금당하는 자의 권리, ② 1962년 헌법에서와 똑

같은 언론·출판 등에 대한 허가·검열 금지규정, ③ 방송의 시설기준 및 

언론 편집·편성의 공정성 보장, ④ 과학기술자의 권리, ⑤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⑥ 범죄피해자의 형사보상청구권, ⑦ 최저임금제를 우선 

열거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사회권적 기본권과 관련하여 국가에 다양한 의

무를 새로이 부과하고 있는데, 국가의 ⑧ 여자의 복지·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할 의무, ⑨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정책을 실시할 의무, ⑩ 신체장

애자에 대한 보호의무, ⑪ 재해예방의무, ⑫ 주택개발정책 등의 노력의무, 

40) 1987. 7. 23.자 조선일보, 서울신문, 경향신문, 중앙일보 각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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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혼인·가족생활에 대한 보장의무, ⑭ 모성보호의무, ⑮ 질병예방 및 의

료보호 증진의무가 그것이다. 또한 군인·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보상 외에 

배상도 허용하되 그 “배상기준과 방법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1980년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법률로써 제한 내지 부인당할 수 있는 객체 

중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국공영기업체·방위산업체는 그대로 두되 “공

익사업체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는 삭제하였다. 아

울러 기본권의 일반적 법률유보에 관하여 민정당 시안은 국민의 자유와 권

리를 “불가피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국회와 정부

1960년 헌법에서와 유사하게 국가의 의례적·상징적 원수인 임기 5년

의 대통령은 국회에서 토론없이 선거하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 가능).

대통령은 법률안공포권(제52조 ①. 재의요구권은 없음)과 다른 소집권

자가 모두 부재한 경우 국회 임시회에 대한 ‘보충적 소집요구권’(제82조 

②)을 가지고, 수상이 임명한 각료(제86조 ①)·행정각부의 장(제95조)·

감사원장(제99조 ②)의 ‘임명확인권’, 그리고 대법원장·대법관(제105조 

①,②)·헌법위원회 위원(위원장 포함)·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형식적인’ 임명권(제75조)을 가진다. 그 밖에 대통령은 보다 실질적인 

권한으로 중요정책에 관한 국민투표부의권(제72조), 조약 체결·비준권, 

외교사절 신임·접수·파견권, 선전포고 및 강화권(제74조), 비상조치 및 

그 해제권(제73조 ①,⑥)41), 사면·감형·복권(제76조 ①), 영전수여권(제

77조)을 가지지만, 이들 권한은 모두 내각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요

컨대 대통령은 인사나 정책결정에 있어서 독자적인 실권을 가지지 않다. 

인사 및 정책권한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은 모두 수상에게 집중되어 있다. 수

41) 내각이 제안하는 경우 대통령은 즉시 비상조치를 하여야 하고(제73조 ③) 48시간 이내

에 이를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 수상이 이를 한다(동조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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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은 국회에서 토론 없이 선출하는데 그 후보자는 형식상 대통령이 지명하고, 

수상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우선 수상도 내각회의(현행 국무회의에 해당)의 의결을 거쳐서만 행사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다. 계엄선포권(제89조 ①. 대통령에게 통고하여야 한

다), 국회해산제안권(제90조 ①. 대통령은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내각

령 발령권(제87조 ③)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 밖의 대부분의 권한은 수상이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국회 임시회 소집요구권(제46조 

①), 국회(위원회 포함) 출석·답변권(제61조 ①), 국군통수권(제88조 ①), 

각료 및 행정각부의 장 임면권(제86조 ①, 제95조), 국회에 대한 의안제출

권, 행정각부 통할권(제87조 ①), 공무원임면권(동조 ②), 내각회의소집권(제

91조 ①), 수상령 발령권(제96조),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임명권(제99조 ②,

③. 감사원장의 경우 대통령이 임명을 확인), 대법원장·대법관 임명제청권

(제105조 ①,②), 헌법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인 지명권(제112조 ③,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 지명권(제115조 ②)이 그러한 권한이다.

요컨대 1980년 헌법에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권한은 그 어느 것 하나도 추가 

혹은 삭제되지 않은 채 민정당의 시안에서 그대로 대통령이나 수상에게 이전되고 

있지만, 대통령에게는 아무런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서 결국 모든 권한은 수상이 

독점하는 정치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3) 법원 및 헌법재판기관

대법원판사의 명칭을 대법관으로 환원하고, 법관은 탄핵 이외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해서만 파면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신분보장

을 일정정도 강화한 것을 제외하면 민정당 시안의 법원에 관한 규정은 

거의 모두 1980년 헌법과 똑같다. 다만 특징적인 것은 헌법위원회가 가지

고 있던 위헌법률심사권을 대법원으로 옮기되, 나머지 헌법재판기능인 (i) 

탄핵, (ii) 정당해산심판권은 헌법위원회가 그대로 보유하고, 헌법위원회의 

심판작용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처음으로 추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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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시안이 이와 같이 규정한 헌법위원회는 헌법 문언상으로도 거

의 기능이 없는 기관이 되고, 다른 한편 법원의 권한은 거의 신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헌법률심판권만 가지게 됨으로써 그 작동 가능성 또한 

의문스럽게 되어 있다.

(4) 기타 규정

민정당 시안이 1980년 헌법에 대하여 가지는 나머지 차이점을 열거하

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도 법관의 경우처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에 의해서만 파면될 수 있도록 하고(제115조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제정권을 신설하며(동조 ⑧), 기존의 독과점 이외에 

“경제력 남용”에 의한 폐단을 국가가 적절히 규제·조정하도록 하고(제

120조 ③), 국가의 농어촌 개발 및 지원 규정(제124조 ①)을 신설하고 있

고, 헌법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써만 제안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2. 1987년 민정당 개헌시안으로의 변천

6. 29 선언이 이루어지자마자 여야는 직선제 합의개헌을 위한 준비에 돌

입했다. 먼저 민정당은 7. 1. 헌특 산하기구로 ‘5인 실무위원회’(이치호·남

재희·현경대·현홍주 의원, 장명근 민정당 법사전문위원, ‘실무위’)을 구성

하였다.42) 대통령직선제를 구체적으로 대비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개헌시

안의 출발점은 1962년 헌법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43) 실무위는 당초 동 헌

법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임기를 4년(1차 중임 허용)으로 하고 그의 국회

해산권을 삭제하며 법관추천회의를 부활하는 등의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

42) 1987. 7. 1.자 경인일보, 광주일보, 대전일보 각 1면; 1987. 7. 2.자 한국일보 1면.

43) 1987. 7. 1.자 서울신문 및 한국일보 각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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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하되 국정감사권은 부활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인

정 여부를 검토하며, 기본권의 경우 1986년 시안의 내용을 그대로 채택하

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골격안을 7. 4. 마련하여 노태우 총재권한대행에

게 보고한 후,44) 7. 9. 당 헌특을 다음의 [표 7]과 같이 재편하였다.45)

이어 7. 15.에는 중앙당사에서 공청회를 열어 외부의견을 수렴하였는데, 

공술인은 이강혁(한국외대 교수), 장석권(단국대 교수), 임종철(서울대 교

수), 윤능성(경총 상임부회장), 이용준(한국노총 부위원장), 김천주(주부클

럽연합 회장), 이병호(변호사)였다. 이들은 대부분이 (i) 부통령제 신설, 

(ii) 대통령의 국회해산권·비상조치권 삭제, (iii) 국무회의의 의결권 부여, 

(iv) 법관추천회의 부활에 모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민정당은 이들 쟁점

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던 당초의 방향으로부터 선회하였고,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경영참가권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노총·경총측 공술인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였다.46)

한편 현경대 기증문서 중 표제가 『민정당 개헌안 요강 검토의견』(표

지 제외 7매), 작성일자는 “87. 7.”로만 기재된 문서에는 대외비를 뜻하는 

44) 1987. 7. 1.자 서울신문 1면; 1987. 7. 2.자 서울신문 1면; 1987. 7. 3.자 한국일보 1

면; 1987. 7. 4.자 대전일보, 충청일보 각 1면.

45) 1987. 7. 10.자 서울신문 1면.

46) 1987. 7. 14.자 경인일보, 광주일보, 대전일보 각 1면(연합통신 인용); 1987. 7. 15.자 

서울신문 1면; 1987. 7. 16.자 경인일보, 전북일보, 제주신문 각 1면(연합통신 인용); 

1987. 7. 16.자 서울신문 2면.

위원장 : 김숙현 (간사 : 현경대, 남재희)

분과위원
회

제1분과위원회
(총괄․·기본권)

제2분과위원회
(권력구조)

제3분과위원회
(재정·경제)

분과위원
장

허청일(留任) 류상호(新任) 김종인(留任)

분과위원
곽정출, 김중권(이상 留
任), 임두빈, 심명보, 김중
위(이상 新任)

남재희, 박경석, 배성동, 우
병규, 김영구, 윤길중, 현
경대, 현홍주(이상 留任), 
남재두, 류경현, 이자헌
(이상 新任)

이치호, 정창화, 조남조
(이상 留任)

[표 7 : 1987년 민정당 헌법특별위원회(7. 9. 재편)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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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秘 ”라는 적색 날인이 되어 있는데, 기증자인 현경대에게 문의하여 들은 

바로는 안기부에서 민정당에 송부한 문서로서, 당시에는 대외비로 엄격히 

관리되던 문서라고 한다. 그 첫 장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민정당 개헌안은 전반적으로 볼 때 當部가 민정당에 지원해 주었던

개헌안관련검토의견(안) 및 7. 16. 黨과 합의한 개헌안 주요내용을 골

격으로 하고 있음

○ 다만 當部와 합의된 사항과 다소 다른 부분과 여·야간의 이해대립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재검토가 필요함

이에 따르면 안기부가 민정당의 시안 초안에 모종의 검토의견을 보내고 

1987. 7. 16.에는 민정당과 개헌시안에 관한 협의도 거쳤음을 알 수 있으

나,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실무위는 1987. 7. 20. 개정요강안을 헌특에 제출하였고, 헌특은 7인(김종

인·남재희·류상호·이치호·허청일·현경대·현홍주)으로 개헌안 요강작

성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7. 22. 위 요강안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의원총

회에서는 산업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근로자의 경영참여·이익균점권 주장

을 비롯하여47) 각종 쟁점에 대한 찬반논쟁이 벌어졌으며, 그 결과로서 일

단락된 ‘요강안’을 7. 24.에는 헌특 위원장 김숙현, 동 간사인 현경대·남재

희 등이 청주 소재 청남대로 휴가중이던 전두환을 찾아가 복수안으로 남

겨져 있던 사항들에 대한 ‘결심’을 구하였다.48) 전두환은 6. 29 선언 이후

인 7. 10. 민정당 총재직을 사퇴하여 그 날부터 노태우가 총재권한을 대행

하고 있었고, 8. 5.에야 당 명예총재로 추대되었다는 점에서,49) 이는 전두

환이 총재직과는 관련없이 민정당의 개헌시안 성안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47) 1987. 7. 23.자 한국일보, 경향신문, 서울신문, 경인일보, 광주일보 각 3면; 동일자 동

아일보 4면.

48) ‘기울어진 헌재, 전두환 작품이었다’, 2016. 12. 29.자 한겨레 기사; ‘1987년 개헌안, 1

노 2김 합의 전에 전두환이 첨삭했다’, 2018. 3. 17.자 중앙일보 기사.

49) 1987. 7. 10.자 광주일보 3면(연합통신 인용); 1987. 7. 11.자 서울신문 1면; 1987. 8. 

5.자 경향신문, 동아일보 각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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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특기된다. 현경대가 소장하던 『헌법개정요강안 주요쟁점검토보고(1987. 

7.)』에 전두환의 판단을 현경대가 받아표기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헌정사의 주요사건 명시범위(계승정신)

- 상해임시정부의 법통 및 4. 19 이념만 명시(민정당) → ○

- 그밖에 5. 18 등 추가 나열(민주당)

2. 단체행동권의 규제

- 제1안 : 단체행동권 행사를 법률로 정하도록 함과 아울러 국가·방위산업체 등

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제한규정도 유지(현행 헌법과 비교하여 공익

사업체 등 제한대상만 일부 축소) → “「법률이 정하는 중요한 방위산업체」”

- 제2안 : 단체행동권 행사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규정만 존치

- 제3안 : 단체행동권에 대한 별도의 제한규정을 모두 삭제하고 일반적인 기

본권 제한조항(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한 제한)으로 대처

5. 대통령의 비상조치권

- 제1안 : 헌법적효력을가진비상조치권을존치하되그발동요건을전시등으로엄격히제한

- 제2안 : 법률적 효력만을 가진 긴급명령권, 긴급명령·경제명령만 인정 → ○

6. 대통령의 국회해산권

- 제1안 : 인정(현행헌법) → ○

- 제2안 : 불인정

7.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의결권

- 제1안 : 해임의결권 인정, 대통령은 이에 따라야 함(현행헌법) → ○

- 제2안 : 해임건의권 인정,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8. 대통령자문기관

- 국가안전보장회의, 국정자문회의,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모두존치(현행헌법, 민정당) →○

- 국정자문회의와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는 폐지(민주당)

9. 국무회의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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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기관(현행헌법, 민정당) → ○

- 의결기관(민주당)

11. 국회의 회기제한

- 정기회 90일, 연간 회기일수제한(150일) 삭제(민정당) → ○

- 정기회 120일, 연간 회기일수제한(150일) 삭제(민주당)

12. 국정감사권

- 제1안 : 국정조사권만 인정하고 발동요건도 종전대로 유지(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 제2안 : 국정조사권만 인정하되 발동요건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완화

- 제3안 : 국정감사권을 인정하되 감사대상·범위·절차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여

법률에서 제한 → ○

13. 대법원장·대법관의 선임방법

- 제1안 :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동의 얻어 임명,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

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현행헌법) → ○

- 제2안 :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법관추천회의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형식상 임명

14. 위헌법률심사권은 대법원에 부여, 헌법위원회 폐지 → “헌법재판소 신설

검토(대법원)”

이후 헌특 전체회의에서의 추인을 거쳐 노태우는 1987. 7. 29. 중집위에서 

여야 협상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는 명목으로 ① 대통령의 비상조치권 폐

지, ② 국회의 국정감사권 부활, ③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확대를 ‘전격 지

시’한 것처럼 발표했다.50) 이는 모두 위 전두환의 지시내용을 그대로 되풀

이한 것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으나, 이로써 민정당의 개헌요강이 확정되었

다. 이후 헌특 전체회의에서는 종전의 헌법 제118조 제2항의 문언을 국가가 

“산업의 민주화”를 위하여 필요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일

부 수정하고 조문화를 마친 뒤, 8. 3. 헌특과 중집위를 거쳐 개헌시안을 확

정하여 국회 개헌특위에 제출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성안된 1987년 개헌

50) 1987. 7. 30.자 한국일보 1면, 3면; 동일자 서울신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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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안이 1986년 시안에 대해 가지는 차이점은 아래의 [표 8]와 같다.

3. 민정당 시안에 대한 평가

전문
- “3. 1 운동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숭고한 독립정신”
- “제5민주공화국”→“제5공화국”

기본권

-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에 대한 ‘정당한 보상’(제22조 ③)
- 민간인에 대한 군사재판 대상범죄 축소(유해음식물공급·군용물에 관한 죄 삭제, 제26조 ②)
- 여자(연소자 조항으로부터 분리)의 근로에 대한 차별금지(제31조 ④)
- 우선취업 대상에서 ‘전몰군경’유가족 삭제(제31조 ⑥)
- 단체행동권의 제한·불인정특례 대상을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만 존치(제32조 ③)

국회

- 국회의원 임기를 4년으로 환원(제41조)
- 임시회 소집요구 정족수를 재적 1/3→1/4로 완화(제46조 ①)
- 총 회기일수 제한 및 대통령요구로 소집된 임시회의 의안·회기제한 폐지(제46조)
- 법률안 의결·확정 절차를 종전으로 환원(제52조)
- 국정조사권 폐지, 국정감사권 신설(제60조)

대통령
·

행정부
(1962년
헌법과

의
차이점)

- 궐위시 잔임기간이 2년 미만인 때의 
국회 간선 폐지

- 대통령 취임선서 문안은 1980년 헌법과 같음
- 임기 6년 단임(개정하더라도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 효력없음)
- 궐위시 후임자는 새로 임기개시

(1962년 헌법은 잔임기간)
- 대통령의 지위 추가
  ① 국가원수, 국가의 독립등 수호

책무
  ② 조국의 평화적 통일 의무
- 중요정책 국민투표부의권
- 계엄제도
  ① 영장제도등에 대한 특별조치는 

“비상계엄”시에만 가능
  ② 국회의 해제요구 정족수: 일반정

족수 → 재적 과반수

- 국회해산권(1980년 헌법과 동일)
- 전직대통령 예우조항
-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
- 국무회의의 심의대상
  ① 대통령의 긴급명령등 추가
  ② 人事 중 합참의장 추가, 해병대

사령관·公使 삭제
- 국정자문회의·평통정책자문회의
- 감사원장 궐위시 후임자 임기 새로 

시작(1962년 헌법은 잔임기간)

법원
- 대법원장 등 법관 임명절차는 1980년 헌법으로 회귀
- 대법원장·대법관 임기 5년→6년(대법관은 연임가능)

헌법재
판

- 헌법위원회를 헌법재판소로 개편
  ① 위헌법률심판권 추가
  ② 재판관은 법관자격을 가진 자로 함
  ③ 長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
  ④ 임기 5년→6년

경제
- 경제상 규제·조정규정 개편
- 지역경제 육성의무 신설

헌법개
정

-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발의권 추가

[표 8 : 민정당의 1986년→1987년 개헌시안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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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의 민정당 시안은 정치제도 이외의 면에서는 기존의 헌법과 대

비하여 거의 실질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고 다만 외형상 많은 수의 기본

권 목록을 추가하고 있으나, 그나마 절반 이상은 국가가 예산의 범위 내

에서 추상적인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면 되는 사회적 기본권에 집중되

어 있었다. 따라서 이 개헌시안의 실질적인 의의는 의원내각제 정부형태

를 규정함으로써 국회와 정부의 권한배분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

지의 여하에서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시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종전 헌법에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실권은 고스란히 수상에

게 집중되어 있고, 심지어 수상은 그 중 대부분의 권한을 내각회의를 위

시하여 그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고서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특

히 이 시안에는 국회의 다수파를 결정하는 규칙을 종전과 달리해야 할 

아무런 계기도 주어져 있지 않은 가운데, 종전의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그대로 혹은 미시적인 수정만 가해진 채로 적용된다는 것이 암묵적으로 

전제되어 있다. 애당초 대통령직선제로써 표상된 정권교체의 가능성 신

장논의에 대한 회피책으로 제시된 것이 이 시안이기 때문이다. 개개 국

회의원은 총선을 통해 교체될 수도 있겠지만, 집단으로서의 여당은 교체

되지 않는 정치체제가 내장되어 있는 것이다. 결국 이 시안은 전두환이 

누차 강조했던 ‘1인 장기독재 없는 평화적 정권교체’라는 명제를 구현하

고 있지만, 그로써 구현되는 헌정체제는 결국 역대 헌법에서 보였던 1인

(이승만이나 박정희)의 장기집권이 아닌 민정당 1당의 장기집권 체제에 

다름 아닌 것이 된다. 그리고 그러한 정치체제 속에서 현실적으로는 민

정당의 당권을 장악하는 자가 역대 대통령에 필적하는 정치적 단독실권

자로 장기간 집중된 권력을 행사하는 가운데,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국가의 제1차적인 사명은 부차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1987년 민정당 시안과 관련해서는 우선 안기부가 어떠한 검토의견을 

민정당에 보내왔는지가 추후 확인된다면 그 연관성이 보다 분명하게 밝

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지적해 두고 우선 최종 시안의 내용을 살펴

보면 여전히 새 헌정체제를 제5공화국의 연속선상에서 자리매긴다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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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하에,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는 이미 전년도의 시안에서 새롭게 제

시한 기본권 목록 이외에 전반적으로 큰 폭의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

다. 또한 법원에 대하여도 1980년 헌법과 대비하여 대법관의 명칭을 환

원하고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를 1년 늘린 것을 제외하면 아무런 권

한의 신장이나 변동도 없는 가운데, 기존의 헌법위원회를 헌법재판소로 

개편하면서 그에 위헌법률심판권을 포함한 종전 헌법위원회의 심판사항

에 전년도에 신설했던 권한쟁의를 추가하고 있기는 하나, 헌법재판소가 

헌법위원회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할 만한 장치는 거의 

제공되지 않고 있었다.

의원내각제 시안을 철회하였기 때문에 민정당으로서 대통령직선제 개

헌시안을 만드는 것은 처음이었던 만큼 실질적인 제도의 변경은 정치제

도에 집중된 가운데, 마련에 들일 시간이 촉박한 상태에서 민정당이 국회

와 정부 제도의 구성에 있어서 가장 주요하게 의지한 것은 1962년 헌법

이었다. 다만 민정당 시안에는 1962년 헌법과 비교하여 주요한 몇 가지의 

주요한 수정이 가해졌다.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등 대통령의 기본적 지위

는 유신헌법상의 것을 1980년 헌법과 마찬가지로 차용한 것이었고, 대통

령에게 헌법개정안 발의권과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부의권을 부여하

고, 계엄의 해제를 위한 국회의 요구 정족수를 재적의원 과반수로 한 것 

또한 마찬가지였다. 특히 국정감사권은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부활하되 

그 대상과 범위·절차는 법률로써 규정하도록 유보규정을 두고,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위시하여 대통령에게 비록 종전 헌법과 실질적으로 같은 

권한을 수상에게 부여한 전년도의 시안에서와 같은 정도는 아니지만 상

대적으로는 여전히 강력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집중시키고 있었다.

제3절 신한민주당·통일민주당 개헌시안의 형성과 변천

1. 제1야당 개헌구상의 효시인 ‘헌법개정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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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민주당·통일민주당이 작성·발표한 일련의 개헌시안들이 일관하

여 가지는 내용상 골격은, 유신 이후 긴급조치 제9호가 발령되기 전인 

1974. 11. 14. 신민당이 발표한 ‘헌법개정대강’(혹은 ‘개헌대강’. 이하 이

로 약칭한다)이다.51) 『개헌대강』은 위 해에 김영삼이 선명야당을 천명

하면서 신민당 총재에 처음 당선된 직후, 개헌추진을 위해 기획한 11. 

15.의 장외투쟁선언을 앞두고 발표하기 위해 보름(10. 29. ~11. 12.) 동안 

마련한 일종의 축약형 개헌요강이었다.52) 이에 대한 기록사료는 신문보

도 외에 달리 남아있지 않으나, 그 생성과정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적

해 보면 다음과 같다.

신민당은 1974. 10. 23. 당내에 헌법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에 

속하는 기초소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기초소위’) 위원으로 이충환(소집

책), 이중재, 정운갑, 박한상, 정헌주, 이택돈, 한병채, 김명윤, 김인기의 9

인을 임명했다.53) 기초소위는 10. 29.부터 회의를 열어 위원 각자가 요강

안을 만들어 이충환에게 제출하면 그가 이를 취합·단일화하여 초안을 

작성하기로 하는 한편, 기초의 기본방향은 ① 대통령직선제, ② 대통령(2

회 이상 중임은 금지)과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 ③ 3권 분립 강화 및 

기본권 신장, ④ 국무위원 불신임제 도입, ⑤ 군경을 포함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보장으로 설정하였다.54) 그리하여 11. 5. 위원들의 사안(私案)

을 취합한 이충환은 국무위원 불신임제와 함께 대통령의 국회해산권도 

도입하고55) 국가안전보장회의·감사원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51) 우선 문헌의 정식명칭이 양자 중 어느 것인지는 全文이 전해지지 않아 불명확하다. 이를 

발췌한 2차 문헌으로는 ① ‘신민, 개헌안 확정’, 1974. 11. 12.자 중앙일보 1면 기사,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편, 『대한민국정당사 제2집(1972년~1980년)』, 1981, 225-226쪽, ③ 

신민당의 기관지인 「민주전선」 제128호(1974. 11. 15.) 1면이 있다. 그러나 이들 모두 서

로 조금씩 다른 주요내용만을 발췌한 것이고, 다만 발췌내용 전반을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

로 위 ① 중앙일보 기사의 내용이 가장 상세하다.

52) 그 기초(起草) 주체는 1974. 10. 23. 당내에 구성한 헌법개정심의위원회 산하의 기초

위원들로 이충환(소집책), 이중재, 정운갑, 박한상, 정헌주, 이택돈, 한병채, 김명윤, 김

인기의 9인이었다. 1974. 10. 23.자 경향신문 1면.

53) 1974. 10. 23.자 경향신문 1면.

54) 1974. 10. 29.자 중앙일보 1면; 1974. 11. 6.자 중앙일보·동아일보 각 1면; 11. 7.자 

조선일보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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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을 작성하였고56) 이에 대하여는 “발췌개헌 후의 헌법과 비슷하다”는 

평이 있었다.57) 그러나 이를 심의한 헌법개정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권력구조에 관한 한 중요사항으로 한정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충환 초

안에 포함되었던 위 사항들을 모두 삭제하기로 결정하였다.58) 한편 이 

과정에서 (i) 정부형태를 의원내각제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철승), (ii) 대

통령 임기를 6년 단임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박영록) 등이 소수의견으로 

제시되었으나 표결로 부결되었고,59) 위 내용대로 11. 12.의 정무회의에서 

『개헌대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리고 김영삼 총재를 비롯한 신민

당 의원들은 11. 15. 위 『대강』을 가두에서 낭독하고 장외투쟁을 선언

하였으나 모두 가택으로 연행되었고,60) 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

호가 발령된 이후 1979. 10. 26. 까지 발행된 신민당 기관지 『민주전선』

의 어느 호를 보더라도 “개헌”이라는 자구가 들어간 자리는 검열로 인해 

모두 “××”로 대체된 채 발간되었고, 위 기간 동안 신민당의 개헌구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최종적으로 성안된 『개헌대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제외

하면 1962년 헌법의 그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 되었다. 즉 (i) 국회의원을 

전원 국민이 직선하도록 하여 ‘전국구 의원’제도를 폐지하고 (ii) 헌법개

정안의 발의권을 대통령도 가지도록 하며 (iii) 국민투표제도는 일절 폐지

하는 한편 (iv) 탄핵심판위원회와 법관추천회의의 각 구성에 있어 법관의 

비중을 늘리고 (v) 또한 지방의회의 구성시기를 헌법에서 직접 규정하도

55) 이충환이 이택희(당 정책연구실장)를 유진오 당시 신민당 고문(前 당수)에게 보내 자문을 

구했다는 보도로는 1974. 11. 7.자 중앙일보 1면; 동년 11. 8.자 국제신보 1면; 동일자 한

국일보 2면; 동년 11. 9.자 동아일보 3면 참조.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을 부여하는 안이 

유진오의 구상이었다는 보도로는 1974. 11. 12.자 중앙일보 3면.

56) 그 밖에 부통령제의 도입에 관하여는 견해대립이 있어서 미결로 남겼다. 1974. 11. 9.

자 동아일보·중앙일보·한국일보 각 1면; 동일자 조선일보·한국일보 각 2면; 동년 11. 

10.자 조선일보 1면.

57) 1974. 11. 9.자 중앙일보 2면.

58) 1974. 11. 11.자 중앙일보 1·2면; 동년 11. 12.자 국제신보 1면; 동일자 서울신문·한국

일보 각 2면; 동년 11. 13.자 영남일보 1면(동양통신 인용).

59) 1974. 11. 9.자 동아일보 3면; 동년 11. 10.자 조선일보 2면; 동년 11. 11.자 동아일

보 2면; 동년 11. 12.자 국제신보·서울신문·한국일보 각 2면; 동일자 중앙일보 3면. 6년 

단임을 적극 주장한 이는 박영록 의원이었다고 한다.

60) 1974. 11. 16.자 경향신문 1면.



- 130 -

록 하여 지방자치제가 일부나마 실시되도록 한 점이 1962년 헌법과의 차

이점으로 정리된다.

이는 신민당이 발표시점(11. 14.)을 처음부터 정해놓고, 또한 기초소위 

위원들의 사안을 취합한 11. 5.로부터 기산하면 불과 1주일만에 최종안을 

만든 데서 볼 수 있듯이, 신민당이 현 체제에 대한 대안을 가진 선명야당

이라는 점을 대외에 천명하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하여 신속성에 우선

적인 중요성을 부여한 데 기인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유신 이전의 헌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가장 쉬운 대안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1987년에 진정한 의미의 협상에 의한 개헌이 현실

화하기 전까지, 신민당의 후속 야당들이 개헌시안을 만들어 발표하는 방

식은 『개헌대강』의 그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2. 1980년 신민당 개헌시안

위 ‘개헌대강’은 개헌구상의 대체적인 개요만을 밝힌 것이었던 반면, 10. 

26 이후 신민당이 작성한 1980년의 개헌시안은 조문화를 완결한 위 당의 

최초 시안일 뿐 아니라 국회 개헌특위에서 실제 개헌협상에 사용되었었기 

때문에, 이후의 신한민주당·통일민주당 안에 대한 저본으로서 큰 역할을 

하였다. 앞서 ‘개헌대강’의 경우와 같이 이 시안도 1962년 헌법과의 유사

성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1962년 헌법과의 관계에서 신민당이 

가한 구체적인 차이점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살피고, 이를 토대로 위 시안

이 1962년 헌법에 대하여 가지는 독자적인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1962년 헌법과의 비교

(1)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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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당 시안의 전문을 1962년 헌법 및 1972년 헌법의 그것과 비교해 

보면, 전자보다는 오히려 후자에 대한 일부개정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즉, (i) 1972년 헌법의 ‘4. 19 의거’를 ‘4. 19 민주의거’로 고치는 한

편 ‘5. 16 혁명’을 삭제하고, (ii)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 “창

의와 노력을 존중하는”이라는 문구를 추가하고, (iii) 헌법개정의 목적에 

관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철저히 보장하고 평화적 정권교체를 위하

여” 이를 개정한다는 문구를 추가한 것을 제외하면, 신민당 시안 전문은 

1972년 헌법의 그것과 완전히 동일하다. 그 결과, 1972년 헌법 전문이 

1962년 헌법 전문에 대하여 가져왔던 다음과 같은 차이들이 신민당 시안

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첫째로 4. 19가 문장구조상 ‘입각’으로부터 ‘계승’의 대상으로 바뀌었다. 

1962년 헌법 이후로 우리 헌법은 국가건설에 있어 대한국민이 ‘계승’하는 

대상(정신·이념, 1987년 헌법에서는 ‘법통’)과 ‘입각’하는 대상(이념·사

명)을 문장구조상 구별하고 있다. 이를 중심으로 볼 때 (i) 1962년 헌법은 

‘3. 1 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4. 19 의거…의 이념에 입각

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한다고 선언한 반면, (ii) 1980년의 신민당 

개헌시안은 ‘3. 1 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 19 민주의거의 이념을 계

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이 후자의 부분

은 1972년 헌법과 동일하다)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한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고히 하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한다는 

선언이 1948년 헌법 이래의 “민주주의 제제도”를 수립(1962년 헌법 이

전)·확립(이후 1972년 헌법 이전)한다는 선언을 대체하고 있다. 이와 더

불어, 각인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한다는 선언이 추가되어 있다. 

셋째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

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한다는 종래의 선언이 통째로 삭제되어 있다. 마

지막인 넷째로는, 헌법이 국민으로 하여금 완수하도록 한 대상을 1972년 

헌법상의 “의무”에서 “책임과 의무”로 확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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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강·기본권

우선 제1장은, 그 표제를 ‘총강’에서 ‘총칙’으로 바꾼 이외에는 1962년 

헌법과 완전히 동일하다. 그러나 신민당 시안의 1962년 헌법에 대한 회

귀지향성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

한 제2장이다. 여기서 신민당 시안은 1962년 헌법과 비교하여 다음의 8

개 조항을 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즉 동 시안은 (i) 연좌제의 금지(시

안 제11조)와 (ii)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시안 제14조 ①)을 신설하고, (iii) 

형사보상 청구권자의 범위를 “무혐의처분을 받은 피의자”까지로 확대하

고(시안 제25조 ①), (iv) 형사피고인의 ‘무죄로 추정되는 권리’를 신설하

며(동조 ②), (v) 근로조건의 기준을 “인간의 존엄성에 적합하도록” 법률

로 정하도록 하고(시안 제28조 ③), (vi)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의 

경우와 달리 단체행동권에 대하여는 개별적 법률유보 조항을 두었고(시

안 제29조 ②), (vii) 국가가 사회보장을 위한 “필요한 예산을 매년 계상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며(시안 제30조 ②), (vii) 환경권을 신설하

였다(시안 제35조). 그러나 위 8개항 중에서 5개는 6인 헌법연구반 시안

(위 (i) 내지 (v))에서, 1개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시안에서 거의 그대로 따

온(위 (vi)) 것이고,61) 결국 신민당이 독창적으로 마련했다고 볼 수 있는 

61) 이들 6개 조항 중 (i) 내지 (v)에 상응하는 6인 헌법연구반 시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제11조 ② :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에 의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ii) 제15조 ①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iii) 제27조 : ① 형사피의자로서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

은 때에는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형사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때에는 국가에 보상

을 청구할 수 있다.

   (iv) 제26조 ④ : 형사피의자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

될 권리를 가진다.

   (v) 제30조 ④ : 근로자는 근로시간의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가 및 건강을 해치지 않는 작

업환경 등 인간의 존엄과 자유에 적합한 근로조건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한편 본문의 (vi)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서울지방변

호사회 시안(1980. 2. 1. 발표) 제31조 ②과 동일한데, 이는 공화당 시안에는 없는 규정

으로서, 신민당 시안이 자유권에 관하여 1962년 헌법에 비해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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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은 (vii) 국가의 사회보장예산 계상의무 조항과 (viii) 환경권 조항의 

2개뿐이다. 이들 중 (iii) 형사보상 청구권자의 확대조항을 제외한(후술과 

같이 이 조항은 1987년 헌법개정 과정에서 재차 논의된다) 나머지 조항

들은 모두 후술하는 정부 헌법개정심의위원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1980년 

헌법에 반영되었다. 한편 기본권과 관련하여 신민당 시안이 이처럼 1962

년 헌법을 그대로 옮김에 따라, (i) “검찰관”과 같은 용어가 그대로 쓰이

고 있을 뿐 아니라(시안 제10조 ③), (ii) 연예·영화에 대한 검열조항(시

안 제18조 ②)62)과 같은 소극적 조항이 그대로 시안에 남았다.

(3) 정치제도

(가) 국회

1962년 헌법과 대비하여 볼 때 신민당 시안의 국회 관련내용 중 가장 

다른 점은, (i) 국회에 국정조사권과 국정감사권을 함께 부여하고 있다는 

점(시안 제57조), (ii) 그리고 국회의 국무총리·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

권’을 해임‘결의권’으로 강화하여 결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이 “특별한 사

유”의 유무를 떠나 필요적으로 이에 응하도록 하는 한편, 나아가 국무총

리에 대한 해임결의가 있는 때에는 각료 전원을 해임하도록 하였다는 점

(시안 제59조. 다만 그 발의를 위한 정족수를 1962년 헌법보다 가중된 

‘재적의원 1/3 이상’으로 하였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요소는 모두 국

회의 정부에 대한 권한을 편면적으로 강화한 것으로서, 특히 후자는 1972

년 헌법상의 해임‘의결권’을 명칭을 바꾸어 규정하면서 동 헌법상 규정하

였던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은 도입하지 않음으로써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편면적으로 도입한 점에 그 특징이 있다. 당시의 정당·사회단체 시안들

62) 1980. 2. 15. 발표된 대한변호사협회 시안에서는 “영화나 연극에 대하여는 미성년자 

보호를 위하여 검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는 신민당 시안이 확정발표

된 1980. 2. 11. 보다 뒤늦은 시점의 시안이라는 점에서 이를 신민당 시안의 규정이유

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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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모두 이와 같은 국회의 ‘각료불신임권’을 규정하였으나, (i) 신민당 시

안의 발표 이전에 나온 서울지방변호사회 시안과 ‘6인 헌법연구반’ 시안

은 모두 그에 대응한 정부의 국회해산권을 규정한 반면, (ii) 신민당 시안 

발표 이후의 대한변호사협회 시안과 공화당 시안은 모두 신민당 시안과 

마찬가지로 국회해산권을 규정하지 않아, 국회의 편면적인 각료불신임권

만 규정하였다. 이후 이들 요소는 후술하는 정부 헌법개정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치는 동안에 (i) 특정한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권만 인정하고, (ii) 

위와 같은 내용의 해임‘의결권’을 국회에 인정하되 대통령에게 국회해산

권도 부여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채로 1980년 헌법에 반영되었다.

한편 탄핵소추의 정족수는 1962년 헌법의 ‘발의정족수 재적의원 30인 

이상, 의결정족수 재적의원 과반수’에서 ‘발의정족수 재적의원 1/3 이상, 

의결정족수 재적의원 2/3 이상’으로 가중하였고(시안 제61조 ②),63) 탄핵

심판을 담당하는 탄핵심판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사법부의 비중을 높

이고64)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절차에서는 국회의장이 위원장이 되

도록 함으로써(시안 제62조 ②), 1962년 헌법에 비해 탄핵의 소추·결정

이 이루어지기 어렵도록 하였다.

또한 예산안의 처리에 관하여는 정부의 편의를 신장함으로써 상대적으

로 국회의 권한을 약화하였다. 즉 (i) 1962년 및 1972년의 각 헌법에서는 

국회의 예산안 의결시한(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이 이루어지지 

못한 때에 정부가 준예산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신민당 시안에

서는 국회가 위 시한을 넘기더라도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서 준예산 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시안 제50조 ③), (ii) 또한 정부가 예비비를 지출하기 위해서 ‘미리 국회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하였다(시안 제51조).

그 밖에 신민당 시안은 국회의원의 정수를 헌법에 직접 규정하지 않고 

법률에 위임하도록 하고(시안 제37조 ②)65), 국회의원이 당적을 이탈·변

63) 이러한 정족수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법관·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심계관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이 1972년 헌법과 달랐다.

64) 위원 구성이 1962년 헌법에서는 대법원판사 3인과 국회의원 5인이었으나, 신민당 시

안은 이를 대법원판사와 국회의원 각 4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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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하거나 소속정당이 해산된 경우 의원직을 상실토록 한 조항(1962년 헌

법 제38조)을 1972년 헌법과 마찬가지로 삭제하였으며, 국회의 국무총

리·국무위원·정부위원에 대한 출석·답변요구 정족수를 ‘국회의원 30

인’에서 ‘재적의원 1/4’로 강화했다(시안 제58조. 다만 이는 1972년 헌법

이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로만 규정하여 일반정족수로 규

정한 것에 비해서는 일부 완화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나) 정부(대통령 포함)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권한과 기능에 관하여 신민당 시안은 

1962년 헌법과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첫째, 대통령의 선거와 관련하여 (i) 그 임기만료로 인한 후임자 선거시

기를 1962년 헌법상의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서 ‘임기만료 60일 

내지 40일 전’으로 늦추었고(시안 제66조 ①), 또한 (ii)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에 1962년 헌법이 그 후임자가 전임자의 잔임기간만 재임하도록 하는 

한편(동 헌법 제69조 ②) 위 잔임기간이 2년 미만이었던 때에는 국회에서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하였던 것과 달리(동 헌법 제64조 ①), 신민당 시안

은 이들 규정을 각각 삭제하여 대통령은 언제나 국민직선으로 선출하고 

예외없이 4년(1차 중임 허용)의 임기를 가지도록 하였으며, 나아가 이러한 

임기에 관한 규정은 이를 개정할 수 없도록 하였다(시안 제67조 ①).66)

둘째, 1962년 헌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뒤에 국회에 ‘통고’하기

만 하면 되도록 규정했던 반면(동 헌법 제75조 ④), 신민당 시안은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시안 제74조 

④). 다만 이는 사후승인을 요하도록 한 것임에도, 긴급재정처분·긴급명

령의 경우(위 헌법 제73조 ③)와는 달리 국회로부터 승인을 얻지 못한 

65) 1980년의 여타 정당·사회단체 시안은 모두 이 정수를 200인 이상 300인 이하로 규정하였다.

66) 다만 선거시기에 관하여는 문면 자체로 앞뒤가 맞지 않는 규정도 없지 않았다. 대통령

의 궐위·당선자사망·자격상실의 경우 보궐선거의 시기에 관하여 “임기만료 60일 내지 40

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한 것(제66조 ②)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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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것이어서 그 실효성이 컸다

고 보기는 어렵다.

셋째, 정부가 국회 정기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 대통령이 국회에 

출석하도록 의무화하였다(제78조 ②).

넷째, 국무총리가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

는 이외에 ‘행정각부에 분담되지 아니한 행정사무를 담임’하도록 하였고

(시안 제88조), 국무회의가 중요 정책을 심의뿐만 아니라 ‘의결’하도록 규

정하는 한편(시안 제82조 ①), 그 심의사항에 1962년 헌법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던 ‘긴급재정처분 및 긴급명령’을 추가하였다(시안 제85조 제5호).

다섯째, 1962년 헌법부터 도입되었던 감사원을 ‘심계원’으로 개편하여 

결산·회계검사 기능만을 부여하고 직무감찰기능은 삭제하는 한편(시안 

제91조) 결산검사의 보고대상을 ‘대통령’에서 ‘정부’로 바꾸었고(시안 제

93조), 심계원장·심계관(각각 종전의 감사원장, 감사위원)이 탄핵 또는 

형벌에 의해서만 파면되고 징계처분에 의해서만 정직·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신분보장 규정을 신설하였다(시안 제92조 ⑤).

(다) 법원

대법원의 법관 수의 상한을 16인에서 20인으로 늘리고(시안 제96조 

②), 법관추천회의의 구성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비중을 늘리는 등의 변

화를 기하였으며(시안 제98조 ④),67) 대법원장이 1962년 헌법과는 달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정년은 70세로 늘리고, 대법원판사의 임

기를 10년에서 6년으로 줄였다(시안 제99조). 또한 법관이 “탄핵 또는 형

벌”에 의하지 않고는 징계처분에 의해서도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67) 1962년 헌법 : “법관 4인, 변호사 2인, 대통령이 지명하는 법률학교수 1인, 법무부장관

과 검찰총장”

   신민당 시안 : “대법원판사회의에서 선출한 법관 6인,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선출한 변호

사 6인,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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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보장을 강화하였고(시안 제100조 ①), 특히 법률뿐 아니라 명령·규

칙·처분에 대한 대법원의 규범통제에 있어서도 그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모두 삭제하였다(시안 제101조 ①,②).68)

(4) 선거관리·지방자치·경제

신민당 시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의 구성비율에 관하여 대통령·국회의 

영향력을 높였고(시안 제106조 ②),69)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명부

의 작성 등 선거사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는 근

거를 신설하였다(시안 제107조).

한편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에는 1962년 및 1972년 헌법과 모두 동일하

게, 본문상 아무런 변경을 가하지 않았고,70) 경제질서에 관하여는 (i) “국

가는 농민·어민의 자조를 기반으로 하는 농어촌개발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며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한다”는 1972년 헌법규정(제119

조)의 “계획을” 앞에 “필요한”이라는 한정어를 붙이고(시안 제116조 ①), 

(ii) 경제·과학심의회의에 관한 1962년 헌법규정(동 헌법 제118조)의 내

용을 보다 포괄적인 1972년 헌법규정(동 헌법 제123조) 내용으로 대체한

(시안 제119조)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1962년 헌법과 그 내용이 같다.

68) 이와 관련하여, 비록 신민당 개헌시안의 확정 이후(1980. 2. 15.)이기는 하나 여타의 정

당·사회단체 시안 중에서 유일하게 대한변호사협회 시안에서 이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동 시안 제109조 ① : “대법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률·명령·규칙과 처분이 헌

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69) 1962년 헌법 : “대통령이 임명하는 2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2인, 대법원판사회의에서 

선출하는 5인”

   신민당 시안 :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판사회의에서 선

출하는 3인”. 1972년 헌법의 규정을 답습한 것으로 추측된다.

70) 다만 시안 부칙 제4조는 지방의회의 설치와 관련하여 “이 헌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 직할시 및 도의 각 의회는 이 헌법에 의하여 최초로 당선된 대통령이 취임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시행을 강제하였다

는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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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헌법개정 절차

헌법개정 절차와 관련하여 신민당 시안은 개정의 제안을 국회 재적의

원 과반수로써 하도록 하는 한편(1962년 헌법에서는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 또는 국회의원선거권자 50만인 이상), 대통령의 제안권은 1962년 

헌법과 마찬가지로 이를 삭제하였다. 한편 제안된 개정안의 공고기간을 

1962년 헌법의 ‘30일 이상’에서 ‘20일 이상’으로 단축하고, 개정안 확정

을 위한 국민투표 절차를 전면 삭제하여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

의결만으로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시안 제120조. 이 점은 1948년 

헌법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나. 신민당 시안의 독자적 특징

1962년 헌법에 대한 이상의 차이점들을 종합하면, 신민당 시안이 가지

는 내용적인 독자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헌법에서 전문이 그 기본적인 정신 내지 이념을 담고 있다고 할 

때, 신민당의 시안은 비록 ‘5. 16 혁명의 이념’과 같은 것을 삭제하기는 

하였으나 1972년 헌법이 선언한 정신들(예컨대 헌법상 ‘평화적 통일’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함의)을 그대로 계승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는 

뒤에서 다시 살펴보는 바와 같이 1987년 헌법에까지 이들 요소가 남아있

게 되는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둘째, 국민의 기본권에 관해 대체로 1962년 헌법으로 그대로 회귀하는 

가운데 당시의 몇몇 私案 내용을 발췌하여 신설조항으로 따왔다. 그러나 

환경권의 신설 정도를 제외하면 기본권 보장 면에서 눈에 띄게 전향적인 

면모를 발견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위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연예·영화 

등)나 노동기본권(단체행동권의 행사)에 관하여는 1980년이라는 시점에 

비추어 볼 때 퇴행적이라는 비판의 여지가 있었고, 그로 인해 이들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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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헌법개정 논의의 과정에서 재론의 대상이 되었다.

셋째, 입법·사법·행정부의 권한조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두드러지

는 전반적 특징으로는, 1962년 헌법에 비해 국회의 권한을 편면적으로 

강화하면서(국정조사권과 국정감사권의 부여, 각료에 대한 해임결의권) 

대통령의 권한을 상대적으로 약화한 점(특히 감사원의 심계원으로의 개

편)을 들 수 있고, 국회와 정부의 권한에 관한 한 나머지 부분은 대체로 

‘미세조정’의 수준을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사법부에 관하여는 법

관에 대한 징계를 배제할 정도로 신분보장을 극단화한 점과, 추상적 규

범통제를 통한 권한강화를 도모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넷째, 선거관리·지방자치·경제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

원 구성에 대통령과 국회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제를 ‘광역지방자

치단체’ 의회구성을 강제하는 범위 내에서 실시토록 한 것 이외에는 1962

년 헌법과의 관계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

다섯째, 헌법개정에 대한 결정권을 국회에 전속시켰는데, 이에는 대통

령의 직접적인 개입(발의)뿐만 아니라 군사정권에서 본격적으로 활용되

기 시작했던 국민투표 절차에 대하여도 신민당이 강한 불신을 가졌기 때

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1985년 신한민주당 시안

신한민주당이 1985. 11. 발간한 『신민당 헌법개정안』의 간행사에 따르

면 시안을 완성하기에 앞서 “『개헌안작성 및 그 심의를 위한 기본자료』

을 발간했고, 개헌안의 최종심의를 위해 『신민당 헌법개정시안』을 발행, 

당 소속위원 여러분과 재야의 의견을 모았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이들 문

서는 현재 발견되지 않는다. 그 밖에 시안의 형성논의 과정을 기록한 문서

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에 관하여는 당시의 신문보도를 종합하는 수

밖에 없는데, 이와 같이 시안의 성안논의에 관한 문서사료가 여당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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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남아있지 않은 것은 이후 신한민주당·통일민주당의 공통점이다.

가. 성안을 위한 당내 논의과정

신민당은 1985. 8. 29. 당내 기구로 개헌추진본부(‘추진본부’)를 구성하

고 그 본부장은 이민우 총재, 부본부장은 부총재 6명 전원으로 하며, 산

하기구로 (i) 심의조정실(실장 이택희 정책위원회 의장), (ii) 국회대책실(실

장 김동영 원내총무), (iii) 개헌추진실(실장 이용희 사무총장)을 두기로 하

는 조직골자를 확정하였다.71) 이후 중간의 논의과정은 전혀 보도되지 않

은 가운데 9. 4. 심의조정실에서는 개헌시안 ‘요강’을 작성하여 추진본부

에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① 전문에 4. 19 정신과 통일의지, 저항권을 

규정하고, ② 총강에 공무원의 중립성 보장과 정치보복 금지를 규정하며, 

③ 기본권에 관하여는 사회복지 개념을 확대하는 한편 중학교육을 의무

화하고, ④ 임기 4년(1차 중임 허용)의 대통령직선제를 규정하며, ⑤ 대법

원장은 대법원판사회의에서 선출하고 일반법관은 대법원장이 임용하도록 

하고, ⑥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부활하는 한편 비례대표제는 전면 폐지하

고 선거제도에 관하여 소선거구제를 규정하며, ⑦ 그 밖에 소득불균형의 

청산의지를 규정한 것으로 전해진다.72)

이후 신민당의 원내대책회의 및 의원총회(10. 10.), 그리고 확대간부회

의(10. 11.) 등에서 이 ‘요강’에 대하여 처음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는데,73)

그 주 내용은 대통령직선제에 대한 찬반논쟁이었다. 즉 비민추계 원로격

으로서 일관되게 의원내각제를 주장해 오던 이철승은 제12대 총선에 임

박하여 ‘일단 급하게’ 마련했던 대통령직선제는 신민당의 정식 당론이라 

볼 수 없음을 들어 개헌시안의 기본방향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비민추계의 김수한 부총재도 동조하였다.74) 그러나 당내 다수를 차지하고 

71) 1985. 8. 29.자 동아일보 1면; 1985. 8. 30.자 조선일보 2면.

72) 1985. 9. 4.자 중앙일보 1면; 1985. 9. 5.자 조선일보 1면.

73) 1985. 10. 11.자 동아일보 3면; 1985. 10. 11.자 조선일보 3면.

74) 1985. 10. 12.자 서울신문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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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던 민추계에서는 이를 묵살하고 10. 22. 정무회의에서 심의조정실로부

터 조문화된 시안을 제출받는데,75) 이 과정에서 당시 김대중이 김영삼에

게 전술한 역할분담론을 제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부통령제를 신설하

였다. 이후로도 이철승의 반발로 정무회의가 한 차례 연기되나,76) 결국 

10. 25. 열린 정무회의에서 시안은 심의조정실 초안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1985년 신한민주당 시안과 1980년 신민당 시안의 비교

1985년의 신한민주당 시안이 1980년의 신민당 시안에 비해 어떻게 달

라졌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i) 1980년 헌법개정 이전에 이미 신

민당 시안에 들어있던 내용으로서 1980년 헌법에 그대로 반영된 부분, 

(ii) 그리고 1980년 헌법개정 이후 신한민주당이 동 헌법의 내용을 당 시

안에 그대로 반영한 부분을 걸러낼 필요가 있는데, 이는 1985년의 위 시

안은 1980년 헌법에 대한 대안으로서만 그 의의를 가지기 때문이다. 이들 

부분을 열거하면 아래 [표 9]와 같다.

75) 1985. 10. 22.자 경향신문 1면; 동일자 중앙일보 및 조선일보 1면; 1985. 10. 23.자 

한국일보 1면.

76) 이철승은 여야 의원들의 집으로 대통령직선제만이 민주화의 유일무이한 방법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허구라는 요지로 ‘나는 왜 내각책임제를 주장하는가’ 등 제목의 유인물

을 발송하고, 10. 25.의 정무회의에서도 끝까지 의원내각제를 주장하였다. 1985. 10. 

24.자 동아일보 2면; 동년 10. 25.자 중앙일보 3면.

-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의무(제2조 ②)

- 국군의 사명(제4조 ② 전단)

-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제7조 ③)

- 전통문화·민족문화 조항(제8조)

- 행복추구권(제9조 前文)

- “보안처분”의 존재(제11조 ①)

- 사인의 신체자유 침해에 대한 구제청구권(제11조 ⑤ 2문)

- 연좌제 금지(제12조 ③)

-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제15조 ①)

- “군속”→“군무원”(제25조 ②)

- 무죄추정의 권리(제26조 ②)

- 병역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처우 금지(제35조 ②)

- 대통령의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

한 의무’(제64조 ②)

- 대통령이 계엄선포시 “지체없이 국회에 통

고”, 국회의 해제요구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로 상향(제75조 ④,⑤)

- 심계원 → 감사원(직무감찰기능 포함)으로 회귀(제92조)

- 감사원장·감사위원에 대한 신분보장 조항

(1980년 시안 제92조 ⑤) 삭제

- 감사원의 결산검사결과 보고선 “대통령”으

로 환원(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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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시안이 1980년 헌법 내용 중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 중 상당부분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첫째로, 1980년의 신민당 시안에서는 계엄을 선포할 때에 대

통령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도록 규정했던 반면 1985

년의 신한민주당 시안은 1980년 헌법( 및 1972년 헌법)과 동일하게 (i) 이

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면 족하도록 할 뿐 아니라, (ii) 그에 대한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정족수도 일반의결 정족수(1980년 시안)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로 대폭 상향시키고 있다. 둘째로, 1980년의 신민당 시안에

서의 심계원은 행정기관·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기능을 가진 감사원으

로 오롯이 환원되었고, 이 과정에서 (i) 감사원장·감사위원에 대한 신분

보장 규정(1980년 시안 제92조 ⑤)이 전부 삭제되었을 뿐 아니라 (ii) 

1980년 시안이 결산검사의 보고를 “정부”에 하도록 규정하였던 부분도 

“대통령”으로 환원되었다.77)

1985년 시안에서 새로워진 부분에 국한하여 살펴보면, 우선 1987년 통일

민주당의 시안에까지 반영될 독창적인 요소들이 추가되기 시작하였음을 

볼 수 있다. 그러한 예로 국군의 정치개입 금지의무(시안 제4조 ②)와 공

무원의 재산공개의무(시안 제6조 ③)를 신설한 것, 그리고 선거연령을 종

래의 20세에서 18세로 인하한 것(시안 제22조)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징적인 점으로, 1985년의 신한민주당 시안은 대통령의 입후보

77) 그 밖에, 1980년 헌법에 규정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통령의 성실한 의무’도 

수용되고 있는바 이는 신한민주당 시안이 980년 신민당 시안과 마찬가지로 전문에서 “조

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조응하여 대통령의 지위를 유신

헌법에서의 그것에 접근시키고 있다.

-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의무(제28조 ⑤)

- 근로조건의 기준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

도록”  法定할 것(제29조 ③ 변형)

-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개별적 

법률유보(제30조 ②)

- 혼인·가족생활, 보건(제32조)

- 환경권(제36조 변형)

- “국가의 안전보장”을 방해하는 경우 법원의 

審理 비공개결정권(제105조)

- 독과점 폐단의 규제·조정(제113조 ⑤)

- 국토·자원의 개발·이용계획 수립(제114조 ②)

- 농지 임대자·위탁경영의 예외적 허용(제115조)

- 소비자보호운동의 보장(제117조 ④)

-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제120조 ②)

[표 9 : 1985년 신한민주당 개헌시안 중 1980년 헌법과 중첩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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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중에서 1980년의 신민당 시안까지는 들어있었던 “선거일 현재 계속

하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하고, 부통령제를 신

설하였다.78) 이 중 전자는 김대중이 전술한 바와 같이 1982년 말부터 

1985년 초까지 정부에 의해 강제로 미국에 체류하였다는 점과 관련되며, 

후자는 김대중이 김영삼에게 제의한 양자간의 ‘역할분담론’과 관련된다.

아울러 대통령·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정당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요건을 이 시안은 삭제하였는데, 1986년 이후의 시안에서는 이를 

다시 삽입하였다는 점에서, 이 역시 야권 후보에 대한 표의 분산을 방지

해야 한다는 이해판단에 따라 삽입여부가 달라졌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또한 이 시안은 대통령이 “남북관계의 중대정책의 결정에 관해서는 국회

의장,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의 대표자들에게 자문을 해야” 할 의무를 신설

하였는데(시안 제64조 ②) 이는 이후의 시안에 없는 1985년 특유의 시안 

규정이고, 그 밖에 1985년 시안은 의무교육의 최소범위를 초등교육에서 중

등교육으로 확대하고(시안 제28조 ②),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과 강화조약의 

체결·비준을 국회의 동의대상에서 제외(시안 제57조)한 점이 눈에 띈다.

그 외에는 “4. 19 민주의거의 이념”을 “4. 19의 민주이념”으로(시안 전

문), “국토방위의 의무”를 “국방의 의무”로 고치고(시안 제35조 ①) 국가

가 보호·육성할 중소기업의 “사업활동”을 “활동”으로 고친(시안 제117

조 ②) 것과 같이, 1980년도 시안에서 다소의 자구를 수정한 정도가 

1980년 시안과의 차이점이다.

이들 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기본권에 관하여 1985년 시안이 유의미하게 

수정한 것은 의무교육의 범위를 중등교육으로 확대한 것뿐이고, 나머지 변

78) 부통령은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그와 동일한 입후보자격 요건 하에 국민 직선으로

써 선출한다(시안 제65조 ①). 그는 평상시 대통령을 보좌하며, 그 유고시에는 대통령 직무

를 대행하고, 그 궐위시에는 대통령의 직위를 승계한다(시안 제64조 ③). 부통령은 국무회의

의 구성원이 되나(시안 제83조 ②), 국무회의의 부의장은 국무총리가 되며(시안 제85조 ②) 

그 밖에 부통령이 특별한 권한을 가지지는 않는다.

     대통령과 부통령(또는 그 당선자들)이 모두 궐위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국무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60일 이내에 정·부통령 선거를 실시하나, 잔임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그러한 선거 없이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계속한다(시안 제67조 ②). 또한 부

통령은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시안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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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항의 거의 전부는 정치제도에 관한 것이었다. 한편 통일민주당 시안으

로 이어져 내려오는 ‘독창적 요소’들은 군의 정치개입 금지 정도를 제외하면 

거의 모두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의 이해에 직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는 요소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4. 1986년 신한민주당 시안

1985년의 신한민주당 시안이 전술한 바와 같이 민추계가 비민추계(특히 

이철승)의 의원내각제 주장을 배척하는 과정 속에서 성안되었다면, 1986년

의 신한민주당 시안은 비민주계가 ‘제압’된 이후 표면화하기 시작한 민추

계 내 상도동계·동교동계의 견해차이, 그리고 이를 배경으로 한 각축 속

에서 성안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두 계파의 이견은 막상 민정당이 국회 개

헌특위 구성을 요구하기 시작한 1986. 5.부터, 그 참여 여부를 두고 표출

되었다. 그러는 동안 신한민주당은 민정당의 ‘직선제 반박’에 대한 반론만

을 책자 등으로 발간하면서79) 정작 당의 직선제 개헌시안 보완을 위한 논

의는 진행하지 못하였고, 다만 1986. 7.에 ‘개헌공청회’ 내지 ‘개헌추진 범

국민회의’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은 수차례 발표하였으나80) 실행에는 옮기

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1986. 7. 31. 신한민주당은 종전의 시안을 일부만 수정하여 국회 

개헌특위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하고,81) 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산하의

‘개헌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허경구, 위원 허경만·박찬종·목요상·장기욱)

에서 1985년 시안을 8. 2.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한 시안을 마련하였다.82) 당

초 위 소위원회에서는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 강화, 대법관 연임제 폐지, 상해 

임시정부 법통계승 등 22개 항목을 검토·수정할 계획이었으나 이는 ‘최소한

79) 1986. 7. 1.자 중앙일보 3면. 책자명은 『국민이 원하는 헌법』이었다.

80) 1986. 6. 30.자 대전일보 1면(연합통신 인용); 1986. 7. 2.자 중앙일보 1면; 1986. 7. 

8.자 중앙일보 3면; 1986. 7. 14.자 경인일보, 광주일보 각 2면(연합통신 인용); 1986. 

7. 20.자 한국일보 1면 등.

81) 1986. 8. 1.자 서울신문 2면.

82) 1986. 8. 3.자 서울신문 2면; 1986. 8. 4.자 전북일보, 제주신문 각 1면(연합통신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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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정만 한다’는 원칙에 밀려서 국회 개헌특위 활동과정에서 추후 반영하

기로 하는 데 그쳤다.83) 그와 같이 변경 폭이 축소된 시안을 1986. 8. 5. 신

한민주당 정무회의에서는 그대로 확정하고, 8. 8. 국회 개헌특위에 제출했다. 

1985년에 이어, 논의를 시작한 지 약 1주일만에 개헌시안을 내놓은 것이다.

최소한의 변경만 가한다는 방침으로 인해, 신한민주당의 1986년 개헌시안

이 1985년 시안과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아래의 [표 10]에 열거한 정도에 

그친다. 우선 그 중 전문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자유·민주·정의’로 

대체하고, 종전에 헌법개정의 목적으로 천명했던 기본권 보장과 평화적 정

권교체를 폐기하고 그 대신 저항권을 추가했다는 점은 헌법개정 내용에 관

한 기본노선을 수정한 것으로서 주목된다.

5. 통일민주당 시안으로의 변천

통일민주당은 6. 30. 오전에 정무회의를 열어 6. 29 선언을 환영하며 그 

83) 1986. 8. 4.자 전북일보, 제주신문 각 1면(연합통신 인용); 동일자 광주일보, 전북일보 

각 2면(연합통신 인용).

전

문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자유·민주·정의’
- 저항권 추가(“이 헌법이 파괴되고 헌법에 확립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명백

하게 침해될 경우 국민 스스로 저항할 권리”)
-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철저히 보장하고 평화적 정권교체를 위하여” 삭제

기
본
권

- 구류·연금에 대한 보호 강화(제11조)
   →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음(①),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

리(④)
- 보안처분은 ‘형의 선고’에 의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①)
- 민간인에 대한 군사재판을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 외에 일체 불허(제25조 

②)

기
타

- 부통령 관련조항 정비
   → 대통령 궐위·사고시 부통령의 승계조항 정비(제69조), 대통령취임식에 부통령 

참석(제70조 ②)
- 독과점과 “경제력 집중”의 폐단을 적절히 규제·조정(제113조 ②)

부
칙

- 새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시기
  1985년 시안: 헌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내 대통령선거, 3개월 후 4개월 내 국

회의원선거

  ⇨ 1986년 시안 : 양자 모두 현 대통령 임기만료 전 6개월 이내

[표 10 : 신한민주당 1985년과 1986년 시안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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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적인 실천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당내에 헌법개정안작성특별

위원회(위원장 이중재 부총재, 위원 김봉호·김완태·목요상·박찬종·허

경만(이상 의원)·홍영기(민추협 부의장, 원외))를 구성하면서84) 그 산하에 

전문, 기본권, 권력구조, 사법부, 경제·사회복지, 지자제·선거관리, 부칙

을 각각 분담하는 7개의 분과위를 설치하였다.85) 그리하여 위 위원회에서 

(i) 1986년의 민정당·신한민주당·국민당 개헌시안과 (ii) 1986년의 대한변

호사협회 개헌시안, (iii) 그리고 1962년 헌법을 참고자료로 삼아 조문별 쟁

점을 추출하는 작업을 벌였다.86)

한편 당 내외로부터 개헌의견 수렴요구도 접수되었다. 국민운동본부에

서도 같은 날 노동자·농민·빈민·여성·문화·언론·학생·법조·종교

계의 각 1인씩으로 구성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국민운동본부 내에 구

성하기로 하면서,87) 동 특위의 개헌의견을 추후 통일민주당의 개헌시안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88) 또한 당내 초선의원 모임인 정민회에서는 

7. 2. (a) 저항권을 규정하되, (b) 12. 12·5. 18의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과 아울러 정치보복 금지실천의 차원에서 그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불문에 붙이고, (c) 통일의지를 천명하는 의미에서 헌법 제3조(영

토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개정헌법이 통일시까지의 잠정헌법임을 선언하

며, (d) 대통령의 정기적인 국회 출석·답변의무 및 국회에서의 취임선서 

의무를 규정하고, (e)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범죄수사를 위한 특별검사제

도를 신설하는 등의 개헌의견을 작성특위에 제출하였다.89)

작성특위에서는 1986년 신한민주당 시안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i) 대한변호사협회 시안 중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불인정조항을 채택

하고, (ii) 위 정민회 건의내용 중 특별검사제도와 대통령의 국회에서의 취

84) 1987. 6. 30.자 경인일보(연합통신 인용) 1면.

85) 1987. 7. 2.자 서울신문 1면.

86) 1987. 7. 2.자 경인일보 3면(연합통신 인용).

87) 1987. 7. 3.자 한국일보 1면.

88) 1987. 7. 2.자 경인일보, 전북일보, 충청일보 각 1면(연합통신 인용); 1987. 7. 3.자 광

주일보 3면; 동일자 전북일보 2면.

89) 1987. 7. 2.자 광주일보, 충청일보 각 1면(연합통신 인용); 1987. 7. 3.자 한국일보 1

면; 동일자 서울신문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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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선서조항을 채택하였으며,90) (iii) 1986년 신한민주당의 시안 내용 중 신

문·통신·방송의 시설기준 조항과 옥외집회에 대한 시간·장소 제한(각

각 1962년 헌법 규정을 답습한 것이다)을 삭제하는 한편91) 위 시안에서 

삭제했던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는 다시 추가하는 내용으로 7. 3. 요강안

을 제시하고,92) 7. 6.에는 다시 근로자의 이익균점권을 추가하고 1986년 

민정당의 시안마련 과정에서 문제되었던 최저임금제, 경제력남용에 의한 

소득불균형의 시정 및 분배구조 왜곡에 대한 규제·조정, 한국은행의 중

립성보장 조항도 신설하며 영화·연예에 대한 검열조항(1962년 헌법)을 삭

제하는 등의 조정을 한 뒤 7. 10. 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공술인은 

이돈명(변호사), 김윤환(단국대 교수), 김계수(한국외대 교수), 김성훈(중앙

대 교수), 유동우(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 회장), 정성헌(한국가톨릭농민

회 사무국장)이었는데 이들은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 삭제·경찰중립화 

및 자치경찰제(이돈명), 토지공개념 강화(김윤환), 노동3권에 대한 유보조

항의 철폐(유동우) 등의 주장을 제기하였고,93) 이후 7. 11. 작성특위에서는 

(i)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사항을 “국가안위에 대한” 중요정책으로 한정

한 부분을 삭제하고 종전 시안에 있던 국회의 국무위원(총리포함) 해임결

의권을 해임건의권으로 축소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상대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ii) 대통령후보의 5년 이상 국내거주 요건을 삭제하고 대통령후보가 

반드시 정당추천을 받도록 하고, (iii) 국무회의에 심의뿐 아니라 의결권도 

부여하는 한편 부통령을 그 부의장으로 하고, (iv)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발언 등에 ‘부수된 행위’에도 확대하는 한편 국회 임시회의 소집요구 정족

수를 재적의원 1/3에서 1/4로 완화하는 등의 조정을 가하였다.94) 한편 이 

시안을 두고 7. 15. 열린 통일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a) 저항권 및 ‘5. 18 

광주의거’ 또는 ‘동학혁명’의 전문 삽입여부, (b) 근로자의 경영참여권·이

90) 1987. 7. 4.자 광주일보, 대전일보 각 3면(연합통신 인용). 그 밖에 근로자의 경영참여

권도 이 무렵 추가되었는데(1987. 7. 4.자 경인일보, 광주일보 각 1면), 이 역시 대한변

호사협회 시안의 내용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91) 1987. 7. 4.자 한국일보 1면.

92) 1987. 7. 6.자 경인일보, 광주일보 각 3면.

93) 1987. 7. 11.자 한국일보 1면, 3면.

94) 1987. 7. 12.자 한국일보 1면; 동일자 서울신문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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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균점권의 신설여부, (c) 국회의원 선거시기 등에 관하여 상도동계와 동

교동계가 서로 이견대립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일단은 부칙만 보류한 채 

이를 7. 16. 정무회의에서 거의 그대로 확정시켰다.95)

6. 제1야당 개헌시안들에 관한 평가

신민당-신한민주당-통일민주당으로 이어지는 제1야당 개헌시안의 계보

는 비록 1970년대 중반부터 10여년에 걸친 장기간에 걸쳐 있으나, 그에 

비해 내용적인 진화는 지극히 더딘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요인으로

는 우선 집권세력이 일정하게 고정되는 헌정체제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데

서 온 야당의 전반적인 저발전을 지적할 수 있다. 야권은 1960년대부터 

공화당과 효과적으로 맞서기 위해 통합해야만 했고 그 산물로 신민당이 

창당되었으나, 당시의 통합이라는 것은 1960년 이래의 노선갈등을 미처 해

소하지 못한 구 민주당 신·구파의 물리적 결합에 다름 아니었고, 이로 

인해 ① 창당 초기에는 대통령후보를 둘러싸고, ② 1970년을 전후한 대통

령후보 진출에 관하여는 ‘40대 기수론’을 둘러싸고, ③ 그리고 유신체제에 

대한 ‘긍정 속의 부정’ 내지 중도통합론(유진산·이철승)와 선명야당론(김

영삼·김대중)을 둘러싸고 대립이 연속적·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총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간헐적인 분파 움직임에 숙청으로써 제동을 걸

면서 일사불란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여당과 달리, 신민당은 여러 계파의 

연합체로서의 속성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유신 이후에도 신민당

에서는 유진산(1973-74), 김영삼(1974-76), 이철승(1976-79), 김영삼

(1979-80)을 총재로 한 강경·온건노선의 계파가 번갈아 부침하는 가운데, 

강경노선의 김영삼이 처음 당권을 장악한 1974년에 신민당의 첫 번째 개

헌구상이 『개헌대강』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김영삼 스스로가 술회하는 

바와 같이, 강경노선을 취한 계파 또한 야당의 역할로서 유신체제의 타파 

95) 1987. 7. 16.자 조선일보, 서울신문, 한국일보 각 1면; 동일자 한국일보, 서울신문 각 

3면; 동일자 경인일보, 광주일보, 대전일보 각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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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체를 ‘민주화’로 제시하고 있을 뿐, 적극적이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

하는 데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러한 야당의 ‘민주화 우선론’

에 관하여는 김영삼 스스로가 다음과 같이 술회한 바 있다.96)

정책대결이 불가능한 상황은 야당이 정책정당이 못 되어서가 아니라 야

당의 정책을 실현시킬 수 있는 민주적 제도와 장치가 보장되어 있지 못한

데서 주어지는 것이다. 흔히 야당으로 하여금 정책정당이기를 요구하는 사

람들은 자질구레한 정책의 제시라도 하여서 그것을 국정에 반영시켜야 한

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과연 야당의 주장과 정책

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있는가…진정한 정책대결이 가능하기 위해

서는 야당과 여당이 정책의 제시를 통하여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때 평화적 정권교체의 길이 열려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다소 극단

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평화적 정권교체가 없는 곳에 진정한 정책대결이 있

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정책은 국리민복을 위한 것이지만 그나 이를 정당의

입장에서 보면 수권을 위한 수단으로서 개발되는 것이다. 수권의 길이 막

혀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창의적인 정책이 도출될 수 있겠는가 말이다.

평화적 정권교체의 길이 막혀있는 상황 속에서 야당이 제시해야 될 최

선의 정책은 평화적 정권교체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일이다. 민주

주의가 유린되는 속에서 정책대결이 있을 수 없다. 민주주의가 유린되는

속에서 최선의 정책은 민주회복이다. 반민주에 대하여 최선의 정책과 대안

이 민주주의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구체적인 정책의 제시는 민주주의가

먼저 실현된 위에서 이루어질 일인 것이다. 이런 경우 야당의 정책은 민주

화 바로 그것일 수밖에 없다.

1980년대에도 위와 같은 계파갈등은 앞서 상세히 살펴본 대로 민추계와 

비민추계의 대립으로, 1987년 이후 본격적으로는 민추계 내부의 동교동계

와 상도동계 사이의 대립으로 이어졌다. 신민당에서도 신한민주당·통일민

주당에서도 정권획득의 가능성을 열기 위해 정부·여당을 상대로 투쟁하

는 한편, 언제나 내부의 잠재적 적대계파와의 투쟁이 병행되었던 것이다.

96) 김영삼, 『나와 조국의 진실』, 일월서각, 1984, 157-178쪽.



- 150 -

또한 10. 26 직후의 신민당과 마찬가지로 신한민주당의 급부상은 스스

로 만든 정책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 지지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들을 오

랫동안 정치활동의 장에서 아예 배제하였던 정부·여당에 대한 일종의 

반사적 지지를 통해서였다. 더구나 이와 같이 급부상하였다고는 하나 제

1야당에는 여당에 비해 정책개발 등에 투자할 만한 유·무형의 자산

(resource)이 현저하게 부족했다. 그렇기 때문에 제1야당에게 있어서 개

헌시안이라는 것은 항상 개헌논의가 현실적으로 관철될 가능성이 있을 

때에 최대한 신속하게 작성하면 되는 것일 뿐이고, 그 전의 개헌시안이

라는 것은 단지 하나의 표상으로서 ‘제시할 수 있으면 되는 것’에 지나

지 않게 되었고, 이 점이 국민의 지지가 더해지거나 줄어들 요인이 되지 

않는 만큼 당에서 그 자체가 반성의 대상이 될 이유도 없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통일민주당은 10여년간 개헌시안을 제시해 온 

‘정통야당’의 명맥을 잇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86년까지의 변천상을 보

면 정작 내용상의 실질적인 진보는 거의 없이 부통령제의 채택여부 등 

내부적인 권력분점 장치에 관한 내용이 부침하는 정도의 변화만이 주요

하게 등장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정작 6. 29 선언으로 1987년 개헌논의

의 장이 갑자기 열리게 되었을 때에는 현실적인 개헌시안을 처음부터 새

롭게 작성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고, 정민회 등 당내의 소장파 세

력이나 당시 재야에서 제기되는 각종의 주장을 별다른 여과 없이 급작스

럽게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전개된 개헌협상의 경과로써 나타나듯

이, 이는 6. 29 선언 이후 야당 진영이 불리하지 않은 입지에 놓여 있었

음에도 불구하고 협상력에 있어서 민정당에게 오히려 뒤지는 양상을 보

이게 되는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제4절 재야 사회단체 등의 시안 기타 개헌구상

정당 이외의 사회단체들 중에서 1987년까지 헌법 전반을 다루면서 완

결된 형태를 띤 개헌시안을 제시한 것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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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외에 몇몇 재야단체들이 그 직능부문별로 개헌의견을 제시하였

다. 아래에서는 이를 포함하여, 주요 재야 사회단체 등이 제시한 개헌구

상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제시된 발표시기 순으로 기술함으로써 정당

정치권 바깥에서 본 개헌안의 상이 대체로 어떠한 모양을 띠고 있었는지

를 조망한다.

1. 대한변호사협회 시안

정부·여당이 아직 호헌론을 고수하고 있던 1986. 3. 17. 대한변협(회

장 김은호)는 전체이사회에서 순수 민간단체로서 독자적인 헌법개정시안

을 만들기로 결의하고, 상임이사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헌법개정연구위원

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하였다.97) 이후 4. 7. 위 위원회는 위원장에 양병호

(전 대법원판사), 위원에 강철선·고영구·김교창·김준·김준수·변정

수·유현석·윤희경·이세중·이해진·임항준·조준희·황인철·황해진

의 14인을 위촉함으로써 구성되었다. 같은 날 대한변협 회장 명의로 발

표된 성명서는 “현행 헌법은 그 내용에 있어서 그 주권자인 국민의 정부

선택권 행사에 제약을 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론·출판·집회·결사

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 행사 역시 어렵게 하고 있어서 참정권을 비롯

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유린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평가하였다.98)

이후 위원회에서 5. 30. 성안하고 6. 13. 임시총회에서 확정하여 발표한 

대한변협의 개헌시안 내용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전문에서 시안은 “특정집단이나 개인의 행위로 인하여 또다시 헌정중

단의 비극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을 결의”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국민 개개인의 침해할 수 없고 양도할 수 없는 인간생래의 기본적인 권

리와 자유를 보장하며 기회의 균등과 민주주의의 가치·원칙, 평화적 통

일 실현의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특히 국민에게 “이 헌법이 파괴되고 

97) 1986. 3. 29.자 동아일보 7면.

98) 1986. 4. 8.자 동아일보 7면. 성명서 전문은 대한변호사협회 편, 『(1986년) 인권보고

서』, 1987, 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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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확립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명백하게 침해될 경우에 달리 구제

수단이 없을 때에는 국민 스스로의 힘으로 저항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

한 부분은 이후 1986년 신한민주당의 개헌시안에 거의 그대로 옮겨졌다.

시안의 총강은 평화통일의 의지를 보인다는 뜻에서 영토조항(종래 헌

법의 제3조)을 삭제하고 국군의 사명에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삭제했으

며, 정당해산제도가 야당탄압에 악용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전면 삭제

하였다.

기본권에 있어서는 형사절차에 관한 기본권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 흔적

이 보여 종래 신체의 자유조항에 규정되어 있던 사항을 신체의 자유(제10

조), 자유박탈에 대한 보호(제11조), 형사피고인의 권리(제26조)로 나누어 

상세한 규정을 두었다. 그리하여 보안처분에 대한 헌법상의 규정부분을 삭

제하는 한편 공무원에 의한 정신적·육체적 가해행위는 금지 및 처벌되도

록 하며, 현행범의 경우에도 “24시간 이내에” 사후영장을 청구하도록 하고, 

체포·구금에 대한 이유고지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보장 

및 즉시 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규정하는 한편, 영장 없는 신체자유의 

침해에 대하여는 법관에게 구제명령을 청구할 권리를 신설하고, 법률이 정

하는 바에 따라 미결구금의 상한과 보석청구권을 가지도록 하였다. 또한 

영장주의를 강화하여 “법관의 영장에는 믿을 만한 증거에 의하여 범죄가 

되는 이유를 명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영장의 발부·집행요건을 규정

하고 나아가 우편물의 검열, 전신·전화의 도청 등에 대한 영장주의를 규

정한 것, 그리고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법칙을 명문화한 것은 1987년 통일민

주당의 시안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형사피고인에 대한 형사절차상의 직접

주의를 규정하고, “형사피고인은 모든 증인에 대하여 법정에 심문할 권리”

를 가지도록 했다. 이상의 점들 중에서 체포·구금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

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고지조항, 무혐의처분을 받은 피의자에 대한 형사

보상청구권 확대 등은 내용상의 유사성으로 미루어 1986년의 민정당 시안

에 일정한 영향을 준 것으로 추측된다. 그 밖의 기본권 부문에 있어서의 

특징으로, 시안은 재산권의 수용 등에 대한 사전보상원칙과 근로자의 경영

참여권을 규정하였다.



- 153 -

정치제도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는 1962년 헌법규정으로 돌아가는 경향을 

비교적 강하게 띠었다. 다만 그와 달리 특징적인 조항들을 들어보면 다음

과 같다. 시안은 헌정사상 악용되어 온 비례대표제를 전면 폐지하는 한편 

지역구의 투표가치 평등을 기하기 위해 국회의원은 주민 20만명당 1명의 

비율로 선출(단수가 10만명을 초과하면 1인 추가)하도록 하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이라 하더라도 불체포특권을 가지도록 하며, 국회에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을 모두 인정하였다. 또한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에 그 잔임기간

이 1년 미만인 때에는 국회에서 간접선거로써 보궐하고(1962년 헌법에서는 

잔임기간 2년 미만인 때) 대통령 입후보자는 50세에 달하도록 하였으며, 

대통령의 임기에 관하여는 6년 단임제를 채택했다. 또한 계엄에 대한 통제

를 강화하여, (i) 비상계엄은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하는 사변에 있어서 적

의 포위공격으로 인하여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지역”99)에 선포하도록 

하고, (ii)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의 특별조치는 “잠정적으로” 가능함을 명

시하면서 특히 영장제도와 법원의 권한에 관한 특별조치는 “법원이 그 직

무를 수행할 수 없는 지역에 한하여” 하도록 규정하였다. (iii) 또한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도 강화하여 대통령은 계엄선포 후 7일 이내에 국회소집

을 요구하여 그 동의를 받도록 하고, 국회가 동의하지 않거나 계엄해제를 

결의한 경우 계엄은 그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잃도록 규정하였다. 이 중 

(ii)와 (iii)은 1987년에 통일민주당 시안에 그대로 옮겨졌다. 또한 대통령제

에 보다 충실하게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국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였고, 국가안전보장회의·국정자문회의 등 대통령의 헌법상 자문기관을 

모두 삭제하였다.

이 시안의 또다른 특징 중 하나는 법원의 권한을 대폭 늘렸다는 점이

다. 대법원은 법원의 조직·인사·운영에 관한 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고, 또한 대법원이 편성하여 제출한 예산안(추가경정예산안 포함)을 정

부는 수정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 밖에 시안은 대법원 구성을 대법원판

사로써만 구성하도록 일원화하고, 대법원판사를 법관추천회의의 제청에 

99) 당시의 「계엄법」 제2조 ②은 비상계엄의 선포요건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

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

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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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1962년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임명). 또

한 사법제도에 관하여는 대법원이 명령·규칙·처분뿐 아니라 법률에 대

하여도 위헌심사권을 가지되 위헌판결은 대법원판사 재적과반수의 찬성

으로써 하는 한편 이들 대상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더라도 위헌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법원이 모든 종국재판에 이유를 설시할 의무를 신

설하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판례위반이 있는 한은 법률로써도 

별도의 상고제한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이는 당시 재야법조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시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주민이 

직접 선거하도록 명시하고, 헌법개정은 대통령이 발의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국회는 재적의원 1/3의 찬성으로 발의) 국민투표 없이 국회의 의결

만으로써 확정되도록 하였다.

요컨대 대표적인 중도보수적 성격의 직능단체인 대한변협은 대체로 

1962년 헌법에서 보장한 것과 유사한 수준의 신체의 자유를 위시한 형사

관련 기본권의 상대적 강화, 그 밖에는 사법제도의 개선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중도보수적·절차중심

적인 성격은 대한변협이 국내의 대표적인 법조직역단체라는 점과 결합하

여, 여야 정당 모두가 큰 부담 없이 시안의 내용을 수용할 수 있는 요인

이 되었고, 그리하여 이 시안은 1986-87년에 걸쳐 여야 시안내용에 여타 

시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2.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개헌요구 10개항

1987년을 전후한 시기 국내 최대의 전국단위 노동조합연맹이던 한국노

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김동인)이 처음으로 개헌에 관한 의견

을 피력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의 헌법개정 논의당시 한국노총이 근로

자의 경영참여권과 이익균점권을 헌법에 신설할 것을 주장한 것을 그 시

초로 한다. 한국노총의 이러한 제안이 같은 시기 개헌시안을 통해 같은 

뜻의 노동기본권 구상을 밝힌 김철수·양호민 등의 ‘6인 헌법연구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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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을 “수용”하여 이루어진 것인지는 그 선후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나, 

적어도 위 연구반 참여인사들의 이론적 지원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 근거로 1980. 3. 28. 한국노총 주최로 열린 ‘민주발전과 노동기본권’의 

자료집(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소장)에는 노총의 위 구상이 그대로 들어

있는데, 이를 기조발표한 사무총장(홍건표)의 발제문에 이어 6인 헌법연

구반에 참여한 김철수(헌법개정과 노동기본권), 장을병(노동조합의 정치

활동), 임종률(노동기본권과 노동관계법)의 각 발제문이 실려있다.

이후 한국노총은 그 주장내용을 보다 확장하여 1986. 7. 30. ① 노동3권

의 확고한 보장((i) 단결권의 확고한 보장과 단체행동권의 법률유보 삭제, 

(ii)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iii)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종사근로자의 

단체행동 금지규정 삭제), ② 근로자의 경영참여권, ③ 이익분배균점권, ④ 

근로의 권리 및 생활임금 보장, ⑤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보장, ⑥ 여성·

연소근로자 보호, ⑦ 산업재해피해자의 근로기회 보호, ⑧ 사회보장권의 

확충, ⑨ 경제사회심의회 설치, ⑩ 독과점규제 강화의 10개항을 개헌요구

사항으로 발표하였다.100) 한국노총의 1986년도 사업보고서에는 위 10개항

의 제안요목과 각각의 제안이유가 실려있으나,101) 6. 29 선언 이후 노총은 

이를 조문화된 형태로 재차 국회·정부와 여야 정당들에 청원서 형식으로 

제출했는데 그 내용이 보다 상세한바 이는 한국노총의 기관지인 『한국노

총』에 실려있으므로 그 조문화한 형태만 옮겨보면 아래의 [표 11]과 같다. 

100) 1986. 7. 30.자 전북일보(연합통신 인용) 1면.

101)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편, 1986년도 사업보고, 1987, 80-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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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
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제30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
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근로능력 배양과 고용증진을 위
하여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② 근로자는 자신과 그 가족에 대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
한 생활임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근로자는 근로시간의 제한과 정기적인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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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신설>

⑤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
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급휴가·산업재해와 직업병으로부터 보장되는 
작업환경 등 인간의 존엄과 자유에 합치되는 근
로조건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⑤ 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
를 받으며, 장시간 노동과 유해 및 위험 
사업장에서의 노동은 제한된다.

⑥ 여자근로자는 고용·임금 및 근로조
건 등에 대하여 차별받지 않으며 모성과 
유아는 적절한 보호를 받는다.

⑦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산입재해피해
자 및 전몰군경과 산업재해피해자의 유가
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
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31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다만,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로 인정된 
자를 제외하고는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질 수 없다.

③ 국가·지방자치단체·국공영기업
체·방위산업체·공익사업체 또는 국민경
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에 종
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1조 모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개선
과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지위향상을 위
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
체행동권을 가지며 국가는 이를 확고히 보
장한다.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려는 
합의는 무효이며, 이를 목적으로 하는 조
치는 위법으로 한다.

<삭제>

<삭제>

제32조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
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2조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
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을 재해, 질병, 노동
능력의 상실, 노령 및 실업 기타 부조를 요하는 
생활상태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진다.

③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생활보
호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신설> 제○조 근로자는 기업의 경영에 참가할 
권리를 가지며 근로자의 권익에 관련되는 사
항에는 공동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신설> 제○조 근로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 있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접할 권리를 가진다.

<신설> 제○조 ① 국민의 경제적·사회적 기본
권 행사의 보장과 사회정의의 실현 및 자
립적이고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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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당시 유일한 전국 규모의 노동조합 연합단체로서, 집단이익

을 대변하는 단체의 성격상 아래에서 보는 여타 사회단체에 비해 집약적

으로 개헌구상의 목표와 내용을 설정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1980년 

개헌논의 과정에서 도입하게 된 근로자의 경영참가권·이익균점권을 중

심으로 하여 이를 확장한 10개항을 1986년에 제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시안의 내용은 1987년에도 그대로 제시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1987년의 

세칭 7·8·9월 노동자 대투쟁에서 발현된 노동자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되지는 못하였다.

1986년에 이는 민정당은 물론 신한민주당의 시안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1987년 개헌정국에서 노동운동이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그 요구를 최소한도로나마 수용해야 한다는 당위에 따라 민정당 시안은 

한국노총의 시안 가운데 여성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상의 처우개선을 반

영하였다. 그러나 여타의 제안들은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선언적 규정들

로 일정부분 반영되었을 뿐, 산업재해 피해자 유가족의 우선취업권, 단

체행동권에 대한 일체의 헌법 차원에서의 제약 철폐, 경제사회심의회의

의 설치 등 근로자의 현실적인 이익에 관련되는 내용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러한 내용들이 통일민주당 시안에 급속하게 직·간접적으로 

반영되기는 하였으나, 후술하는 근로자의 경영참가권·이익균점권에 관

한 양당의 논의경과에서 나타나듯 통일민주당 또한 이를 관철하고자 하

1980년 헌법 한국노총 개정안

련된 정부의 정책수립에 참여하기 위하여 
경제사회심의회의를 둔다.

② 경제사회심의회의는 정부에 대하여 그 의견
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정부의 자문에 응한다.

③ 경제사회심의회의는 근로자단체를 비롯한 각 
직능단체에서 선출한 대표로 구성하되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이 정한다.

제120조 ③ 독과점의 폐단은 적절히 규
제, 조정한다.

<신설>

제120조 ③ 국가는 독과적 기업의 폐단
을 규제, 조정하여야 한다.

④ 독과점 기업의 경영과 주식은 공개
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할 수 있다.

[표 11 : 1986-87년 한국노총의 개헌요구 10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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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진지한 의지를 가지고 개헌논의에 임하지는 않았다.

3.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의 헌법개정요강

1987년 시민사회에서의 단위주체로서 헌법개정 논의에 가장 많은 영향

을 미칠 역량을 가진 곳은 단연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였다. 종교

계·각 분야 사회단체 등 재야진영과 제도권 야당인 통일민주당의 제휴체

로서 1987. 5. 27. 발기인 약 2,200명으로102) 결성된 국민운동본부는 6월 

항쟁을 주도한 ‘최대연합체’로 기능하였다. 6. 29 선언이 이루어지자 국민

운동본부는 7. 2. 본부 내에 농민·빈민·여성·문화·언론 등 각계 대표 

1명씩으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독자적인 헌법요강을 작성하고 

이를 통일민주당의 개헌시안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103) 그러나 촉

박하게 개헌정국이 펼쳐지면서 각계의 개헌구상을 집약하는 국민운동본부

의 활동은 소략하고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 위원회에 한국

출판문화운동협의회(당시 약칭 ‘한출협’) 대표로서 참석한 유대기는 『국

민운동본부 헌법개정특별소위원회 참석활동보고』를 통해 1987. 7. 29. 자

로 다음과 같이 위원회의 활동상황을 한출협에 보고하였다.104)

2. 참가부문 : 노동, 농민, 빈민, 여성, 청년, 문화등 10개분야의대표들이참가했음.

3. 논의내용

1차 회의(7월 3일)―국민운동본부의 개헌안을 작성·발표하는 것이 아니

라, 개헌요강을 만들어 발표하는 데 그치기로 결정. 개헌요강을 만들기 위

해 헌법 전문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했으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음. 그

102) 1987. 5. 27.자 중앙일보 1면에 따르면 발기인의 구성은 천주교 253명, 개신교 270

명, 불교계 160명, 민통련 35명, 야당정치인 213명, 언론·출판계 43명, 문인 34명, 여

성계 161명, 농민대표 171명, 노동계 39명 등으로 구성되었다.

103) 1987. 7. 3.자 한국일보 1면

10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소장하는 유대기, 「국민운동본부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참석

활동보고」, 1987. 3매로 구성된 이 문서는 위 사업회 홈페이지의 ‘오픈아카이브’

(http://archives.kdemo.or.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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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들이 주로 참석자들의 개헌논의 준비부족에 있다고 하여 충분한 준비

후 7월 10일 다시 모이기로 결정.

2차 회의(7월 10일)―각 분야의 대표들이 각자의 개헌요강을 내어놓았음.

실제로 개헌요강을 준비해 온 곳은 언론(민언협), 출판(한출협), 농민(가톨릭농

민회), 노동자(기노련), 교육(민교협)이었고, 여성(여성단체연합)은 헌법에는 제

대로 규정되어 있어도 하위법률들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양성평등은 무의미하

다는 판단으로 ‘개헌’요강에는 의견개진을 포기. 빈민에서는 준비부족으로 다

음으로 미룸. 다른 분야는 출석하지 않았음.

3차 회의(7월 16일)―[연구자 주: 작성자인 유대기가] 본회 제2차 정기총회

로 참석하지 못했음. 당일에는 교육부문 외에는 별로 논의하지 못했다고 함.

4차 회의(7월 27일)―3회에 걸친 회의의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된 개헌요

강이 제출되어 이를 검토하여 각자의 주장의 반영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

함으로써 마무리지었음. 개헌요강의 내용 중 전문과 총강에는 참여자들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었고, 기본권 부분에는 1986년에 헌법개정안을 발표

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었음. 또한 그 이하의 개헌요강은

헌특위원장인 고영구 변호사가 각 발표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하기로

한 결과, 이번 개헌요강은 고영구 변호사와 박용일 변호사가 상의하여 작

성되었음. 박변호사가 만든 문안이 당일의 회의에서는 부분적으로 표현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문장을 다시 손실하여 7월 30일의 민헌운[연구

자 주: 民憲運 즉 국민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회에 제출하여 확정하기로 하

고, 본 헌특은 해체하였음.

이 기록에 따르면 10개 부문의 대표들이 모여 개헌안 ‘요강’을 작성하고

자 하였으나 실제로 논의에 참가한 것은 (언론·출판을 크게 1개의 부문

으로 볼 경우) 4개 부문뿐이었고, 그나마도 요강의 내용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는 2번 혹은 3번의 회의에 그쳤다는 것이 된다. 

시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먼저 기본권에 관하여, 국민운동본부는 ① 

학문·예술·사상·양심·신앙의 자유 등은 법률로써도 제한할 수 없도

록 하며, 기본권제한에 대한 일반적 유보조항을 삭제하고 법률로써 제한

을 유보하는 경우에도 그 요건과 한계를 되도록 해당 기본권규정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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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하고, ② 또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존권의 내용을 보

다 구체적으로 명시한다는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개별적인 기본

권규정의 개정제안에 있어서는 거의 모두 전술한 대한변협 시안과 그 내

용이 중첩되는바(다만 노동기본권에 관한 부분은 한국노총 시안을 따르

고 있다), 이는 위에서 유대기가 기록한 바와 같은 성안경위에 따른 것

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국민운동본부 요강에 특유한 내용만 열거하면, (i) 

신체의 자유 보장을 위해 “적법절차의 규정을 명문화하여 사법통제가 실

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ii) “비인도적이고 참혹한 형벌”을 

금지하며 특히 정치범·양심범에 대한 사형을 엄금하며 (iii) 표현의 자유

에 대한 보장을 철저하게 구상하였다.105)

국회와 정부에 관하여는 통일민주당 시안과 그 내용이 대체로 일치하

나, 그와 달리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선거구를 인

구 20만명당 의원 1인을 선출(단수가 10만명을 초과할 경우 1인 추가)하

도록 한 것은 대한변협 시안을 따른 것으로 보이고, ①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대통령에 선출될 수 없도록 하여 “실질적

인 군부통치”를 차단하고 ② 국민 각 계층의 대표로 구성된 “국민경제평

의회”를 설치하여 대통령의 주요 경제정책 수립에 있어 자문을 받도록 

한 것은 국민운동본부 요강의 특징이다. 한편 법원에 관하여는 대한변협 

시안과 그 주요내용이 거의 일치하고 이는 법률·명령·규칙·처분 일체

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위헌심사를 할 수 있

도록 하는 “일반적 규범통제 제도”를 명시한 점도 그러하다. 다만 대한

변협과 달리 국민운동본부는 “위헌여부 심사권은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

가 가지”도록 하였다. 그 밖에 요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5)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은바 이는 후술하는 한국여성단체연합도 그대로 원용하였다: (1) 

언론, 출판뿐 아니라 방송, 방영에 대한 허가와 검열도 금지하고, (2) 옥외집회에 대해

서는 그 시간·장소만을 법률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3) 언론매체의 발행의 자유와 

매체의 편집·편성의 독립을 보장하여 언론매체 종사자들은 취재·보도·평론 기타 언론제

작활동에 있어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하고, (4) 언론매체 경영자는 다른 영업을 할 수 없

도록 하며, (5) 방송의 공공성을 보장하여 방송이 정부나 특정 정치집단·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될 수 없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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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국민운동본부의 시안은 당시로서 진보적인 내용을 다수 포

함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1987. 5. 말에서야 발족한 통합단체로서의 한

계를 극복하지는 못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국민운동본부는 개헌에 대

한 요구가 범사회적으로 표출되고 있던 시기에 이르러서 비로소 각 부문

별 개헌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할 수 있었는데, 그 각 부문에서도 현실적

인 개헌구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던 곳은 4개 부문에 지나지 않

는 데다 부문별 단체가 해당 부문의 이익을 대변할 대표성을 지니는지에 

대하여도 의문의 여지가 있었다. 이러한 제약요인들로 인해 국민운동본

부는 개헌협상이 본격적으로 돌입한 이후에서야 종합적인 개헌구상을 요

강 형태로나마 제시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통일민주당과 비록 제

휴관계에 있었지만 동 당의 협상력을 뒷받침하여 강화하기보다는 그 배

후에서 일정한 주요 의제에 대한 양보를 거부토록 압력을 넣는 역할을 

106) 여기서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새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고이념으로 하여, 정치적으로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확고히 보장되어

야 하고, 경제적으로는 부의 공정한 분배 등에 의한 균등한 사회를 이룩함으로써 “민주

적 기본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는 점이 특히 강조되어야 한다.

부
문

요강 내용의 요지

전
문

- 갑오농민혁명, 5. 18 광주항쟁과 6월 민중항쟁 명시
- “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 강조106)

- 7. 4 공동성명 정신에 기초한 통일논의의 당위성 명시

총
강

- 통일논의권 규정. 새 헌법은 통일시까지의 잠정헌법임을 명문화
- 저항권 명시, 군인·검찰·경찰의 정치적 중립 강조

지
방
자
치

-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직선

교
육

- 교육이념(민족교육, 민주교육) 명시
- 교육의 기회균등 보장(9년 이상 무상의무교육, 평생교육 진흥)
- 교육의 자주성, 교육기관의 자율성 보장
- 교사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이를 위한 자주적 단체결성·운영 보장
- 지방교육자치 실시 및 이를 위한 교육재정 확보

경
제

- 농어민의 단체구성·활동 보장규정 신설
- 농지소작의 절대적 금지
- 토지공개념의 도입. 토지소유권의 한도·용법을 토지공공성에 따라 법률로 규제
- 농민생존권 보장을 위한 입법·시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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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개헌협상의 과정에서 국민운동본부의 개헌요강은 

통일민주당 시안에 직접 반영된 내용으로서보다는, 의제에 대한 여야 정

당들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을 때에 그에 대하여 협상 중간에 제

시된 절충안으로서 현행 헌법에 영향력을 발휘하였다고 할 수 있다. 후술

로써 상세히 살펴보려니와 보안처분 요건으로서의 ‘적법절차’나 헌법재판

소의 도입을 결정하는 실마리가 된 ‘국민제소(헌법소원)’의 경우에서 그 

대표적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4. 한국여성단체연합의 ‘민주헌법에 대한 견해’

한국여성단체연합의 개헌의견은 비록 정식의 시안은 아니지만, 여성단체

가 제시한 개헌구상이라는 점에서 주목해 볼 만하다. 1987. 2. 18. 22개 단

체의 연합체로서 발족하여 당시 여성운동계의 중심조직이었다고 할 수 있

는 한국여성단체연합(회장 이우정, 이하 본항에서 ‘연합’)은107) 6. 29 선언 

이후 전술한 시안들뿐 아니라 통일민주당 시안과 전술 국민운동본부의 헌

법개정요강까지 나온 상태에서, 이들을 참조하여 1987. 7. 29. 정책협의회

를 열어 다음과 같은 요지의 개헌의견을 발표하였다. 당시 국민운동본부

의 헌법개정요강은 아직 대외에 발표되지 않았으나 7. 29.까지 그 성안

은 마무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연합이 이를 차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

인다.

여성기본권의 직접적인 보장과 관련하여 연합은 “여자와 소년의 근로

107) 이 ‘견해’의 전문이 실린 『여성이 바라는 민주헌법에 대한 견해』의 뒷표지에는 한국여

성단체연합에 가맹된 22개 단체가 다음과 같이 가나다순으로 열거되어 있다: 공해반대시

민운동협회 여성분과, 기독여민회, 또하나의문화, 민족미술협의회 여성분과, 민주통일민

중운동연합 여성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여성부, 여성사

회연구회, 여성의전화, 여성평우회, 전북민주화운동협의회 여성분과, 주부아카데미협의

회, 한국카톨릭농민회 여성부,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한국기독교농민회총연합회 여성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여교역자협의회, 한국기독노동

자총연맹 여성부,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여성부,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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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는 종래 조항(1980년 헌법 제30조 ④)에서 여성

근로자를 분리하여 그에 대한 고용·임금 기타 근로조건 등에 대한 차별

금지와 모성에 대한 특별보호를 규정할 것을 주장하였는바 이는 1987년

의 민정당 시안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연합 안은 매매춘 

기타 인신매매행위가 철폐되도록 국가가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

를 규정하였다. 이와 별도로 연합은 그 적용대상을 여성으로 한정하지 않

는 표현의 자유·노동기본권 등에 관한 보장의 강화도 양성평등의 실현

과 관련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는데, 이에 관하여는 ① 한국노총·통일민주

당 안과 공통되게 근로자의 노동3권에 대한 개별적 법률유보조항, 그리고 

공무원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동3권에 대한 

제한·부인조항을 삭제하며 근로자의 경영참가권과 이익균점권 그리고 

국가의 재해·질병 등 생활상태로부터의 보호의무를 신설하도록 하였고, 

② 또한 통일민주당 시안과 마찬가지로 전문에 ‘5. 18 광주의거’를 추가

하고 선거연령을 18세로 인하하였다. ③ 그리고 표현의 자유에 관한 제안

내용은 국민운동본부 요강의 내용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그 밖에 연합 안의 특징으로, 이 안은 전문에 “양성평등을 전제로 한 기

회의 균등”과 저항권을 규정하는 한편108) 평화통일을 위해 영토조항을 삭

제하고, 교육·문화에 관한 장을 별도로 신설하는 한편 “모든 농어민”의 사

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자주적 단결활동권을 규정하였고, 노사분쟁

의 해결은 노동재판소의 관할로 하도록 제안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를 설

치”하고 “헌법재판사항 중에는 헌법소청제도와 추상적 규범통제제도를 포

함시킨다”고 명시하였다. 반면 대통령의 임기에 관하여는 “6년 단임안과 4

년 1차 중임안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하여도 무방”하다는 견해를 표하였다.

108) 저항권에 관한 제안내용은 연합 안에 고유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이를 아래와 같이 

옮긴다.

저항권은 다음과 같이 국민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의 형태로 신설규정한다(위치는 국

방의 의무조항 다음으로 한다).

① 모든 국민은 헌법수호의 의무를 진다.

② 모든 국민은 헌법침해 또는 헌법침해의 의도를 안 때에는 법원에 대하여 침해자

의 형사처벌을 구할 의무가 있다.

③ 모든 국민은 헌법을 침해하는 사람에 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을 때에는 저항

할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6인 교수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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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전술한 국민운동본부의 개헌요강 작성에 여성단체는 참여를 거부

하였지만, 결국 한국여성단체연합의 개헌의견 내용은 여성의 근로에 관

련된 기본권적 보장에 있어서는 한국노총의 시안을, 그리고 그 밖의 일

반적인 헌법사항에 관하여는 국민운동본부의 요강 내용과 크게 다른 독

자적인 내용을 발견하기 어렵다. 다만 여성근로자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한은 한국노총과 결합하여 민정당 시안에 영향을 주는 데 기여했다는 평

가가 가능할 것이다.

5. 헌법·행정법 교수단체의 의견

1987. 8. 14. 서울시내 대학에서 헌법을 전공하는 권영성·최대권(서울

대), 계희열·구병삭(고려대), 허경·허영(연세대), 김영수·김용운(성균관

대), 이강혁(한국외대), 안용교(건국대), 배준상(한양대), 권영설(중앙대) 12인

의 교수들이 대통령직선제 개헌시안을 마련하여 여야 각 정당과 언론기관 

등에 배포하였다고 알려져 있으나 그 全文은 현재 전해지지 않고, 다만 당

시의 언론보도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은 다음의 것들뿐이다. 헌법 전문에 

의회민주주의 수호와 더불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성과 4. 19 정신을 넣

되 5. 18과 저항권은 넣지 아니하고, 총강에 군의 정치개입금지와 검찰·경

찰의 정치적 중립을 명문화하며, 기본권에 있어서는 피의자의 변호인접견권

을 보장하고 언론·출판과 영화·예술에 대한 허가·검열의 금지를 명시하

며 교원의 지위향상과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선거연령을 18세

로 낮추었다. 또한 정치제도에 관하여는 국무총리제를 폐지하고 대통령과의 

러닝메이트로 부통령을 신설하되 정·부통령의 임기는 4년에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의 취임선서는 “나는…대통령으로서”라는 문

안이 아닌 “저는…민주공화국의 대통령으로서”로 하고, 위헌법률심판권과 

정당해산심판권 등은 헌법재판소에 준다는 것이다.109)

한편 현경대 기증문서 중에는 서울시내 대학들에서 행정법을 전공한 강

109) 1987. 8. 14.자 동아일보 3면; 동년 8. 15.자 전북일보 2면; 동일자 조선일보 3면.



- 165 -

의중(한양대), 김남진(고려대), 김도창(한양대), 김동희(서울대), 김영훈(숭실

대), 김이열(중앙대), 김철용(건국대), 박수혁(서울시립대), 서원우(서울대), 석

종현(단국대), 양승두(연세대), 이규복(명지대), 이규석(국민대), 이명구(한양

대), 이순용(동국대), 최송화(서울대), 한창규(성균관대), 홍정선(이화여대)의 

18인 교수가 1987. 8. 제출한 『헌법개정에 관한 의견서』가 있다.110) 이 의

견서는 개헌작업의 일반적 방향과 관련하여 ① 기본권보장의 강화와 이를 

위한 사법권 독립, 정권교체장치의 확립과 공명선거의 정착을 강조하고, ② 

대통령직선제의 단점에 대한 보완, ③ 정치·사회적 가변사항은 가급적 법

률유보사항으로 하여 빈번한 개헌을 방지할 것, ④ 조문정리에 있어 입법기

술적 검토를 필히 거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고, 개별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안하였다.

I. 전문

대한민국헌법의 제정 이전의 3. 1 독립운동 및 상해임시정부 법통을 언

급하고 제정 이후는 4. 19에만 언급하는 데 그친다.

II. 기본권

1.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보상조항에 평시보상과 별도로 전시보상 특례규정을 둔다.

3. 군인·군무원 아닌 국민에 대한 군법회의 관할권을 축소조정한다.

4. 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 제한조항(현행 헌법 제28조 제2항)에 관하여

는 전면폐지보다는 대상자 범위를 축소조정하여 존치시킨다.

III. 국회

1. 국정조사권 발동의 요건을 완화하여 이를 활성화한다.

2. 국회의 정부(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한 불신임건의권을 인정하고, 대

통령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다.

110) 『헌법개정에 관한 의견서(재경 18인 행정법 교수안)』 본문에서는 “이보다 먼저 8월 

12일에 발표된 同學 헌법교수들의 헌법개정시안은…(중략)…일반국민의 판단에 도움을 

주고 헌법개정논의에 기여하는 바 클 것으로 믿는다”고 기재한 것으로 보아 아래 언급

하는 12인 헌법교수안보다 늦게 발표된 것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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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정부

1. 대통령 임기는 단임제로 한다.

2. 부통령제를 두지 아니하고, 종래대로 국무총리제를 유지하며, 부총리

제도 헌법에 명문화한다.

3. 대통령 유고시의 권한대행장치를 보다 명확·상세하게 한다.

4. 감사원을헌법상의독립기관으로하고, 감사원규칙의헌법적근거를마련한다.

V. 법원

1. 행정·조세·노동·특허·군사 등을 전담하는 부를 필요적으로 둔다.

2. 법률의 구체적 위헌심사권을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부여한다.

3. 법원에 관한 세출예산편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대법원장은 예

산안편성에 대한 의견서를 별도로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VI. 지방자치

1.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되, 지방자치

의 기본이념에 따라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정을 관리하

며, 법률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3.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및 자치재정의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4.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직접 선거한다.

이들 개헌의견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헌법전공 교수들의 의견내용은 

현재 발견되는 한도 내에서는 통일민주당 시안의 요지와 대체적으로 유

사한 것으로 보이고, 행정법전공 교수들의 의견내용은 대통령직선제의 단

점을 보완하면서 정치·사회적 가변사항을 가급적 법률유보한다는 기조

에 따라 상대적으로 헌법상의 구체적·개별적 제도에 대한 의견이 주종

을 이루는 가운데 법원에 위헌법률심사권을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 대한 직선제를 주장한 것을 제외하면 대체로는 민정당의 시안내용에 

상대적으로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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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개헌의견들이 국회에 제출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1987. 8. 14.은 

개헌협상의 ‘제1독회’까지 끝난 시점이었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이들 

의견이 협상내용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그 내용으로써 

보더라도 각 교수단체의 의견이 여야 각 정당의 입장을 강화하는 논거로 

동원될 수는 있었을 것이나, 이들이 협상의 진전에 가시적인 기여를 했

다고 볼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제5절 소 결

개헌논의가 협상이라는 형태로 본격화한 1987. 8. 초를 기준으로 볼 때, 

당시의 재야 기타 사회단체들 가운데 헌법 전반에 걸친 구상을 공표한 곳

은 1986년의 대한변협과 1987년의 국민운동본부 정도에 그치고, 그나마 

후자는 양대 정당 간의 개헌협상이 시작된 뒤에서야 시안을 요강 형태로

나마 제시할 수 있었다. 여타의 사회단체들은 그 주된 관심부문인 여성·

노동 등 영역에 중점을 둔 개별적인 의견만을 발표하였다. 

사회영역에서 제시된 개헌구상이 이와 같이 희소하다는 것은 1987년 헌

법개정 과정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 이유로서 범사회적 차원의 

개헌논의가 6. 29 선언 직전까지 사실상 폐쇄되어 있었기 때문에 종합적

인 시안마련을 위한 내부논의에 할해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았다는 점은 야

당의 경우와 공통된다. 정작 개헌논의를 위한 장이 마련되었을 때를 위한 

준비가 부족했던 것은 비단 여야 정당들뿐만이 아니라, 사회영역도 마찬

가지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에 더하여 사회단체들의 경우 정당에 비해서

도 제도권 정치의 장에서 개헌논의를 공론화할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했

고, 여론수렴 활동을 광범위하게 펼칠 만한 국민대표적 성격을 결여했을 

뿐 아니라 언론을 통한 의제의 전파력도 미약했다는 점 또한 부가적인 이

유로 지적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로 인하여 재야·사회단체는 개헌의제의 설정을 사실상 제1

야당인 통일민주당에 ‘위임’하였다. 다만 여기서의 위임이라는 표현은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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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적인 차원에서 재야가 제도권 야당에 개헌논의를 ‘위임’할 수 있었다기

보다는, 국민의 대표로서 여론을 수렴할 정당성에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

던 재야가 개헌의제의 설정기능을 사실상 야당에 맡길 수밖에 없었음을 

뜻한다. 결국 국민적 요구에 따른 개헌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한 구체적

인 의제들은 여야의 양대 정당에 의해 ‘위로부터’ 형성된 것이다.

국민운동본부의 경우 개헌협상이 시작된 뒤에야 비로소 개헌요강을 마

련하였으나 통일민주당과 공식적으로 제휴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후의 8

인 정치회담 과정에서 수시로 통일민주당측 협상대표들을 접촉하여 개헌

구상에 관한 주문사항을 전달할 수 있었으나, 정부 및 민정당과는 적대관

계에 있었기 때문에 여당의 시안에는 영향을 미친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다. 한편 기타의 재야·사회단체들의 경우 그 의도와는 관계없이, 그들의 

개헌구상이 통일민주당의 개헌시안에만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다. 대한변

협의 시안 내용은 주로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법제도에 관한 양당의 시안 

모두에, 그리고 한국노총과 여성단체연합의 시안 내용은 민정당 시안의 

여성근로자에 관한 평등보호 조항과 통일민주당의 이익균점권 등 일정범

위의 기본권규정 형성에 각각 영향을 미쳤다. 대통령직선제의 채택을 받

아들이고 차기 선거를 준비해야 했던 여당의 입장에서, 법조계·노동계 

등 각계의 요구를 적어도 최소한도로는 수용하거나 적어도 고려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구체적인 양상과 논의과정은 제4장과 제5장에서 확

인될 것이다. 한편 학계의 경우 헌법학 교수단체의 시안이 발견되지 않는

다는 한계가 있지만, 그와 거의 동시에 발표된 행정법 교수단체 시안이 

개헌협상의 중반에 이르러서야 제시됨으로써 이후의 개헌논의 내용에 별

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헌법학

계의 개헌내용에 대한 기여도 역시 의문시된다. 헌정체제의 개선에 관한 

학술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공법학계는 개헌논의에 

기여할 학문적인 자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지 못했다고 하겠다.

한편 개헌협상의 주된 논의자료가 된 양대 정당의 개헌시안과 관련하여, 

대통령직선제를 ‘유신 이전의 마지막 헌법’인 1962년 헌법과 같은 형태로 

재도입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1987년에 이르러 암묵적인 합의가 이루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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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할 수 있으나, 양당 시안은 기본적인 연원을 다소 달리하였다.

먼저 민정당의 경우 시안구상의 주된 출발점은 1980년 헌법이었다. 비록 

의원내각제라는 새로운 정부형태를 입안하기는 하였으나 민정당의 1986년 

시안은 정부와 국회의 권한배분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1980년 헌법을 일부개정한다는 기조 아래 마련되었다. 이후 1987년에 대통

령직선제 시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생기면서 민정당은 대통령의 선거

방법 및 권한 일부(비상조치권을 대신한 긴급재정·경제명령·처분권 및 

긴급명령권 등)에 관한 규정을 1962년 헌법에서 차용해 왔지만, 시안 전문

에 “제5공화국의 새로운 출발”을 규정한 데서 나타나듯이 1980년 헌법과의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기조는 변하지 않았다. 이는 기존 헌법이 규정한 대

통령의 국회해산권이나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에서 비롯된 각종의 권한

과 책무(국민투표부의권·헌법개정안 발의권 등)를 그대로 유지하는 등으

로, 대통령의 권한을 상대적으로 강력하게 확보하려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한민주당·통일민주당으로 이어지는 제1야당의 경우, 1970년대에 

주창하였던 ‘유신 이전 헌법으로의 회귀’라는 기조를 1986년까지 거의 그

대로 유지하였다. 1962년 헌법에 대한 최소한의 수정만을 반복하는 경향은 

신한민주당의 시안들까지 계속되었다. 그 이유는 한편으로 방대한 정부조

직을 배경으로 개헌시안 마련을 위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었던 정부·여

당과 달리 영세한 인적·물적 자원만을 보유한 당시 야당의 저발전 양상

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는 신한민주당의 헌

법개정에 대한 관점 그 자체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신한민주당은 전두환 정권을 유신정권의 연장으로 보는 관점에서, 그 

이전의 구 헌법으로 조속히 회귀하는 것이 민주화의 ‘수단’으로서의 개헌

방법으로서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라고 보았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는 

앞서 제2장에서 보았듯이 ‘제3공화국 헌법으로의 조속한 환원이 가장 빠

른 민주화의 길’이라고 본 김대중의 관점뿐 아니라, ‘직선제 합의로 민주

화는 90% 이상 달성된 것’이라고 본 김영삼의 관점에서도 공통적으로 나

타나는 현상이었다고도 하겠다. 이러한 기조는 통일민주당 시안에 이르러 

일부 수정되어, 근로자의 이익균점권이나 저항권·5. 18 등 보다 급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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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요구들이 시안에 추가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들 요소가 급속히 시안

에 편입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6월 항쟁 이후 통일민주당이 재야·사회

운동세력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여 대중적 지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

이었을 뿐 이를 진정으로 관철할 의지가 강하였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것은 8인 정치회담에서의 관련 논의 양상으로써 확인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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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헌법 총론 및 기본권·경제제도 규정의 

개정과정

제1절 헌법 전문·총강의 개정

1. 전문의 개정

개정헌법의 전문은 일반적으로 헌법개정의 유래와 기본이념을 천명하

는 규범적 선언으로서의 의의를 가지는데, 개헌에 뒤이어 새로이 대통령

선거와 총선을 통해 집권세력의 선택을 국민에게 물어야 하는 민정당과 

통일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 전문의 문안에 관한 협상은 곧 양당이 개

정헌법을 서로의 정치적 승패에 대한 표상으로 상징화하기 위한 투쟁으

로서 양당의 정치적 이해에 직결되는 것이었다. 민정당은 새 헌법도 ‘제5

공화국’의 연속선 상에 있다는 점을 전문에 명시하고자 했던 반면, 통일민

주당은 제5공화국의 탄생기반 자체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의의를 지니는 

‘5. 18 광주의거’, 군의 정치개입 금지, 저항권 등을 삽입하고자 하였다.

가. ‘제5공화국의 새로운 출발’과 4. 19·저항권

1980년 헌법이 전문에서 “제5민주공화국의 출발”을 선언했던 것은 우리 

헌법상 공화국의 서수(序數)를 처음으로 실정헌법화한 것이다. 1980년 중반

까지는 유신헌법을 이승만·윤보선에 이은 박정희의 집권기로서 제3공화

국의 두 번째 헌법으로 볼지 혹은 새로운 역사적 의미를 갖는 제4공화국 

헌법으로 볼지 견해가 통일되어 있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까지 헌

법개정작업의 경과에 관한 보도기사들은 새로운 ‘공화국’을 지칭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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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4공화국 혹은 제5공화국이라는 말을 혼용하였고 양자의 빈도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다가 1980.8.19. 언론에서 일제히 헌법개정심의위

원회의 주관부처이기도 했던 법제처의 한 관계자가 “헌법체제가 종전과 상

이한 유신헌법 시대를 제4공화국으로 보는 것이 법이론상 올바른 해석”이

라는 유권적 해석’을 내놓았다고 보도했고 그 이후 1980년 헌법 시대를 제

5공화국으로 지칭하는 용례가 헌법개정 이전부터 확고히 정착되었다.1)

이를 이어받아 민정당은 1986년 시안부터 전문의 해당 부분에 “새로

운”만을 추가했다. 이는 1986년 개헌시안의 입안 취지에 관해 민정당 헌

특이 ‘제5공화국 헌법이념에 대한 호헌의지를 기조로 하여 더 좋은 헌법

을 만드는 데 개헌의 목적이 있다’는 전제하에 이는 “전면개정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부분개정”이라고 강조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1987년에 대통령

중심제 시안을 제시하면서도 민정당은 “제5공화국의 새로운 출발”이라는 

똑같은 취지의 문구를 유지했는데 그 논거는 (i) 이번 개헌은 헌정사상 

최초의 여야 합의에 의한 것으로서 정부형태의 근간은 종전과 같이 대통

령중심제이며 단지 대통령의 선거방법만 변경된 것이므로 서수를 새로 

매길 필요가 없고, (ii) 1980년 헌법이 단임제를 규정함으로써 마련한 평

화적 정부이양의 전통을 길이 계승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2) 그러나 

이들 중에서 전자는 민정당이 전년도의 의원내각제 시안에서도 똑같은 

문구를 채택했었다는 점에 비추어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진

정한 제안이유는 후자와 관련하여 여야 합의로써 개정되는 새 헌법이 

1980년 헌법의 기조인 ‘평화적 정권교체’의 산물이라는 점을 전문에 명시

함으로써 제5공화국의 정통성을 추인받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이 새 헌법을 제5공화국의 연속선상에 놓이는 것으로 

규정지우려는 민정당의 태도는, 이를 6월 항쟁으로써 표상되는 국민적 저

1) 박윤흔은 2014년에 발간한 회고록에서, 그 법제처 관계가가 자신을 주축으로 하여 헌법

개정심의위원회에 참여했던 실무진이라고 술회하였다. 그에 따르면 자신이 일종의 개인

의견으로서 기자들에게 말한 것이 언론에 보도된 후, 신군부 측에서 ‘제5공화국으로 부

를 근거를 자세히 연구해 달라’고 부탁하여 자신이 연구보고서를 제출했고, 그로 인해 

헌법 전문에 “제5민주공화국”이 반영된 것이라고 한다. 박윤흔, 『정현 박윤흔 회고집: 

도약의 시대를 함께한 행운』, 국민서관, 2014, 137-138쪽.

2) 현경대 기증문서 중 민주정의당 편, 『헌법개정안 주요쟁점 검토보고(1987. 7.)』, 9쪽.



- 173 -

항의 산물로 자리매기고자 하는 노력에 정면으로 부딪쳤다. 이러한 노력

을 대변하여 통일민주당은 4. 19와 5. 18, 그리고 이들 사례로써 예시되는 

저항권 자체를 헌법 전문에 명시함으로써 그러한 저항이 새로운 헌법을 

낳았음을 명문화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 중 4. 19를 전문에 넣는 데 대

해서는 양당 간에 결과적으로 이견이 없었지만 이에 관하여도 양당이 가

지는 관점의 차이는 적지 않았고 이러한 차이는 저항권, 나아가 5. 18을 

전문에 넣을지의 여부에 관한 대립을 통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났다.

저항권을 헌법의 명문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논의의 출발점은 1980년 

헌법개정 과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사안(私案)들 중 ‘6인 헌법연

구반’ 시안과 서울지방변호사회 시안, 대한변호사협회 시안이 이를 전문

에 넣었고 정당 시안 중에서는 공화당·유정회 시안이 아마도 6인 헌법

연구반 시안을 참고하여 “주권자인 국민은 헌법을 수호할 권리가 있고 

모든 공직자는 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조항을 총강에 둠으로써

(제1조 ③) 처음으로 저항권을 간접적·상징적인 차원에서나마 정당의 

헌법시안에 규정하여 국회 개헌특위의 여야 합의안에 이 조항이 들어갔

으나 이는 정부 헌법개정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 배제되었다.

1985년의 신한민주당 시안도 저항권을 규정하지 않기는 구 신민당 시

안과 마찬가지였다. 다만 민정당 정책조정실이 1985. 10. 28.자로 작성한 

『신민당 헌법개정시안 검토』(현경대 기증문서)에서는 신한민주당 시안

의 주요내용 중 하나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 인정(안 제8조)”을 

들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신한민주당이 적어도 초안 단계까지는 

이를 전문에 삽입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세한 논의경과는 확인되지 

않으며, 동년 10. 25. 최종적으로 확정·발표된 시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 그러나 1986년에 들어 당 총재인 이민우는 국회 대표연설

을 통해 (i) 저항권 행사에 대한 소급처벌 불가(1986. 3. 24.)와 (ii) 개헌헌

법에의 저항권 신설(동년 6. 9.)을 잇따라 주장하였고, 이후 작성된 1986

년 시안에서는 “이 헌법이 파괴되고 헌법에 확립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이 명백하게 침해될 경우 국민 스스로가 저항할 권리가 있음을 결의”한

다는 문구가 전문에 정식으로 처음 삽입되었다. 이는 1980년의 대한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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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안을 따오되 1986. 8. 4.의 확대간부회의에서 저항권의 ‘보충성 요건’에 

해당하는 “달리 구제수단이 없을 때에는”이라는 부분만을 삭제한 것인데, 

그 이유는 ① 애당초 저항권을 본문이 아닌 전문에 넣은 취지는 실정적

인 권리로서보다는 정치적인 선언으로서의 의의에 중요성을 두는 한편 

본문에 조문화할 경우 부수입법을 하는 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었으므

로 그러한 취지에 충실할 필요가 있고, ② 보충성 요건까지 넣는 경우 저

항권의 성립여부나 행사가능성 유무에 대한 논란이 도리어 커질 수 있다

는 것이었다. 이후 통일민주당 시안에서는 이를 “부당한 국가권력에 대하

여는 단호히 항거하는 국민의 권리”로 종전보다 간결하게 규정하면서 실

정적인 권리로서의 성격보다는 정치적·선언적인 성격을 부각시켰다.

한편 민정당 헌특에서도 1986년 논의 초기부터 저항권을 의제의 하나

로 삼아 외부인사들의 의견을 청취했는데, 찬반의 견해가 엇갈려 제시되

었다. ① 1986. 6. 4. 헌특 주최 ‘헌법에 관한 세미나’에 초청된 장석권(단

국대 교수)은 저항권을 규정한 외국 입법례로 서독기본법(제20조 ④)과 

포르투갈 헌법(제20조 ②)을 들면서 대체로는 이를 헌법에 명문화하지 않

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하면서 “헌법의 임무 중의 하나가 권력조정을 

통해서 초헌법적인 자연권에 의하여 헌법이 파괴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 

있으므로 그것을 실정화하는 것은 법이론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였다.3)

② 반면 6. 17. 헌특 제2분과위원회의 제3차 회의에 주제발표자로 초청된 

구종서(중앙일보 논설위원)는 “시민의 저항권이나 군 자체의 저항권(목적 

이외의 병력동원명령에 대한 복종을 거부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시함으로

써 군의 정치관여를 봉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특이 주최한 지

역간담회의 경우, ③ 7. 7. 이택수 변호사(춘천)는 “저항권은 본질적으로 

자연법적인 권리인 만큼 기본권조항으로 규정하지 말고 전문에 묵시적으

로 표현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고, ④ 7. 18. 허영민 교수(전주)는 “국

가권력의 불법적인 행사에 대한 저항권의 명문화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역간담회가 끝나기 이전인 7. 9.부터 제1분과위에

서는 저항권을 규정하지 않기로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는 점에 비추

3) 현경대 기증문서 중 장석권, 『<발표요지> 기본권에 관한 논의』,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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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볼 때, 저항권에 관한 한 민정당이 각계의 의견을 청취한 목적은 그 

도입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저항권의 신설에 관한 여론동향을 

파악하면서 반대논거를 수집하는 데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이후 민정

당은 저항권을 배제한다는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한 상태에서 8인 정치회

담에 임하였다.

다음으로 저항권 행사의 역사적 예시에 해당하는 4. 19에 관하여 보면, 

제헌 이래로 역대 헌법은 헌법 제정·개정의 주체인 대한국민이 3. 1 운

동의 독립정신 등 일정한 역사적인 정신 내지 이념을 계승한다고 천명해 

왔고 4. 19 이념도 그 중 하나였다. 4. 19 직후에 이루어진 1960년 헌법

개정은 전문 개정을 수반하지 않았으나 박정희 등이 5. 16 쿠데타를 일

으키면서 4. 19 정신을 이어받는다는 명분을 정통성의 주요 근거로 내세

웠기 때문에 1962년 헌법 전문에서 처음으로 ‘4. 19 의거와 5. 16 혁명의 

이념’이 나란히 삽입되었고, 따라서 유신헌법으로의 개정을 거치면서도 

이는 전문에 남아 있었다.4) 그러나 10.26 이후 1980년의 국회 개헌특위

에서는 신민당이 4. 19는 남기되 5. 16은 삭제하자고 주장한 데 대하여, 

논의의 또다른 축을 이룬 공화당과 유정회는 4. 19와 5. 16을 모두 규정

하든지 모두 삭제하든지 양자간의 택일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였

고, 그리하여 5.17 내란 당시까지 이것은 개헌특위의 시안에서 미합의로 

남은 유일한 쟁점이 되었다. 그리고 내란 이후 정부 헌법개정심의위원회

는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4. 19와 5. 16을 모두 전문에서 삭제하였다. 새

로 출범하는 ‘제5공화국’은 박정희 정권과 달리 그 정당화를 위해서 4. 

19에도, 5. 16에도 기댈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1985년 이래로 신한민주당의 시안들이 구 신민당과 마찬가지로 

4. 19 민주이념을 다시 전문의 계승이념으로 넣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었고, 특히 4. 19가 정권에 대한 저항정신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

4) 다만 문언상 1962년 헌법에서 4. 19와 5. 16의 이념은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 “입각”하는 이념이었던 반면, 유신헌법에서 이들 이념은 대한국민이 “계승”하는 대

상으로 그 위치가 바뀌고 공화국 건설에 있어 입각하는 대상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으로 대체되었다. 1987년 헌법도 이러한 태도를 잇고 있지만, 입각하는 대

상에 “조국의 민주개혁”의 사명이 추가되었다는 점에 의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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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했다. 반면에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 민정당은 1986년 개헌시안을 마

련하는 초기 단계부터 헌특 제1분과위원회에서 “헌법에 역사적 사실을 

일일이 나열하지 않는다”는 기조 아래 3. 1 독립정신만을 전문에 넣는다

는 방침을 정했고, 1986. 7. 25.의 헌특 전체회에서도 제1분과위원장(허청

일)은 “임정과 ‘4. 19’ 의거의 정신을 ‘3. 1’ 독립정신과 함께 헌법전문에 

명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분과위 의견은 그런 구체적인 사실을 

명기하지 않는 것이 포괄성이 있어 좋다는 쪽”이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4. 19의 주축을 이루었던 당시의 학생들이 사회의 주류 연령층

이라 할 수 있는 40대 중·후반을 이루고 있던 1980년대 중반에는 여야 

정당 모두에 세칭 4. 19 세대가 소속의원으로 다수 진출해 있었다. 민정

당의 경우 안병규(당시 서울대 총학생회장)·이세기(당시 고려대 정경대

학 학생위원장)·정동성(당시 전국대학생총연합회장) 등이 있었고, 신한민

주당에도 이기택(당시 고려대 상과대학 학생위원장)·서석재(당시 동아대 

총학생회장)·박관용(당시 부산지역학생대책위원장) 등이 있었다. 그래서 

특히 민정당에서는 4. 19를 전문에 부활시키지 않는 데 대한 반대의견들

이 이들을 중심으로 헌특 전체회의와 의원총회에서 개진되었고, 특히 

1986년 시안은 의원내각제 시안이라는 점에서 1960년 헌법과의 연속성이 

그 근거로 제시되기도 하였다.5) 4. 19 관련 사회단체들도 분과위원회의 

위 방침에 대해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번의를 요구했고, 이에 민정당은 시

안 요강안을 최종의결하는 의원총회(8. 18.)에서 방침을 바꾸어 “4. 19 민

주이념”만은 예외적으로 삽입하기로 결정했다.6) 이후 1987년에도 민정당

에서 4. 19의 삽입을 재론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동년의 시안에도 4. 19 

민주이념은 그대로 전문에 들어갔지만, 요강에서는 그 제안이유를 “4. 19 

민주이념은 오늘날 우리가 처한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 나가기 위한 초석

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만 간략하게 적음으로써 이를 6월 항쟁 등 보다 

최근에 일어났던 국민적 저항사례와 연계시키는 것을 경계하는 태도는 

5) 1986.7.26.자 한국일보 3면; 동년 8.17.자 서울신문 3면; 동년 8.19.자 경인일보 3면(연

합통신 인용); 동일자 한국일보 3면.

6) 1986.8.18.자 동아일보 1면; 동일자 중앙일보 3면; 동년 8.19.자 조선일보·서울신문·경

인일보(연합통신 인용) 각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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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지하고 있었다. 다만 이로써 적어도 외형상 4. 19를 전문에 되살리는 

것 자체에는 민정당과 통일민주당 시안 사이에서 차이가 없었고, 따라서 

이는 개헌협상 과정에서 쟁점이 되지 않을 수 있었고, ‘저항의 산물로서

의 새 헌법’이라는 성격에 관한 논의는 저항권 이외에 다음에서 볼 5. 18

을 전문에 삽입할지의 여부에 관한 논의로 집중되었다. 

통일민주당은 신한민주당 시안에 없던 5. 18을 처음으로 시안 전문에 넣

었다. 이는 앞서 본 국민의 저항권 행사에 대한 역사적 사례라는 의미에서

는 4. 19와 병렬될 수도 있지만, 4. 19와는 달리 현 집권세력의 정통성 그 

자체에 대한 안티테제라는 점에서 이를 넣을지의 여부는 종전 집권세력과

의 역사적 단절을 새로운 헌법의 의의로서 선언할지의 여부와 직결되는 것

이었다. 따라서 5. 18을 둘러싼 당시의 논의부터는 항을 바꾸어서 살펴본다.

나. 5. 18과 정치보복금지

신군부를 통해 출범한 전두환 정부와 당시의 민정당을 정치적인 의미

에서 일체로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5. 18을 헌법 전문에 넣을 수 있는

지의 여부는 곧 개헌협상 당시 양당 사이의 힘의 균형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5. 18이 통일민주당 시안에 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개헌협상의 방법론을 서로 달리하는 상도동계와 

동교동계 사이의 이견이 먼저 해소되어야 했다.

동교동계의 경우 5. 18 광주항쟁에 대한 역사인식, 그리고 계파 수장인 

김대중을 비롯한 계파 구성원들 자신이 5. 18 직후 내란음모 등으로 형

사처벌을 받은 피해자라는 점을 차치하더라도, 5. 18을 쟁점화함으로써 

정부와 민정당의 정통성 부재를 정면으로 부각시키는 것이 협상기술상으

로도 압박수단으로서 유용하다고 보았다. 반면 상도동계는 광주문제를 

쟁점화함으로 인해 개헌협상 전체가 결렬될 위험성을 높이기보다는, 개

헌논의와 별도의 차원에서 전두환 정부가 퇴진 이전에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합목적적이라고 보았다. 그러한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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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에서 상도동계가 수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통일민주당에서는 우선 

전문을 가급적 단순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6.10 항쟁이나 6.26 평화

대행진을 삽입하자는 의견들은 모두 배제되었고, 5. 18에 대하여는 그에 

대신하여 저항권 행사의 효시라 할 수 있는 동학혁명을 전문에 넣자는 

주장이 강력히 제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계파간의 입장차이를 극복하고 5. 18이 시안에 삽입된 것은, 당 

차원에서 이미 전문에 넣기로 결정한 ‘정치보복금지’와의 연계를 통해서 

비로소 가능했다. 김영삼·김대중은 모두 야당이 집권할 경우 1960년대 

이래 집권하지 못했던 원한을 풀고자 할 것이라는 세간의 ‘한풀이론’이 유

권자들의 불안감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할 필요에 따라 제12대 총선 때

부터 정치보복금지를 신한민주당의 공약으로 제시했던 데 이어 1987년에

도 통일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정치보복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거듭 천명

하였다. 그런 가운데 당내 초선의원 모임인 정민회(正民會)가 1987.7.2. 김

영삼 총재에게 제출한 ‘헌법개정에 특히 착안할 사항’에서는 (i) 한편으로 

12. 12·5. 18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

면서, (ii) 그 반면으로 ‘국민화합과 정치보복 방지를 위해 해당 사건의 가

해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문에 붙인다’는 내용을 헌법 부칙에 명시해

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김대중이 그 무협 동아일보와의 인터뷰

에서 밝힌 다음과 같은 생각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었다.7)

김대중 : 첫째, 제일 중요한 일은 민주화하는 것입니다. 광주시민들이 바로 그

민주화를 위해 희생된 것이니까요. 둘째로는 ‘진실’이 밝혀져 광주시민들이 적어

도 공산당이나 용공분자 혹은 폭도가 아니었다는 점이 분명히 되어야지요. 그래

서 이들의 행동이 민주주의를 원하는 애국시민으로서의 의거였다는 점이 국회의

의결과 같은 국가의 이름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셋째, 유가족과 부상자 등의

희생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지요. 그렇게 된다면 과오를 범한 사람들에 대

한 처벌은 민족의 화해와 앞날의 정치안정을 위해서도 참아야 되겠지요.

기자 : 일부에선 진상이 밝혀짐과 동시에 책임문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렇

7) 1987.7.9.자 동아일보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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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면 그것은 사실상의 정치보복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김대중 : 현행법을 어긴 사항에 대해 추궁하는 것을 정치보복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나는 그런 것까지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겠습니까. 그것은 일을 하는 방법도 아니고 우리의 목적이 결

코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정부의 사과’와 ‘광주시민의 명예회복 및 최대보

상’ 선에서 일을 끝내야 한다는 것이 내 개인의 의견입니다.

다만 당 헌법개정안작성특위에서는 5. 18과 정치보복금지를 부칙이 아

닌 전문에 삽입하기로 하되 명예회복과 보상 문제는 헌법사항이 될 수 

없다고 보아 규정하지 않기로 수정하였다. 시안을 최종의결하는 의원총회

(1987. 7. 15.)에서도 정치보복금지와 5. 18은 다음과 같이 격론의 대상이 

되었는데, 여기서도 5. 18 대신 동학정신을 삽입하자는 견해가 상도동계

를 중심으로 피력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8)

○ 김성식(동교동계) : 우리나라 민중혁명의 뿌리요 민권운동의 효시인 동

학혁명의 정신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야 한다.

○ 정상구(상도동계) : 동학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고, 대신 5. 18 광주사태

를 넣어 깊은 상처를 건드린다는 것은 오히려 화가 될 수 있으니 전

문에 넣지 말았어야 하고, 재고하는 것이 좋다.

○ 이철(중도) : 전문에 동학 농민혁명 이념을 추가하고 정치보복 금지는

삭제하여 부칙에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

○ 김현수(동교동계) : 오늘이 있도록 한 결정적 전기는 6.10 대회와 6.26

항쟁이다. 6.10 대회의 정신이 전문에 들어가야 한다.

○ 장기욱(동교동계) : 단순히 정치보복을 금지한다고만 해서는 의미가 모

호하다. 부칙에서 12. 12·5. 18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확인적으로 규정

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선언할 때 가해자에 대한 형사

8) 1987.7.15.자 동아일보·경향신문 각 1면; 동년 7.16.자 조선일보·서울신문 각 1면. 위 

인용한 토론내용은 1987.7.16.자 동아일보·한국일보·경향신문·서울신문·경인일보(연합통

신 인용) 각 3면에 지상공청 형태로 보도된 내용을 발췌·종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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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은 면제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된다.

○ 이중재(동교동계, 특위위원장) : 동학혁명은 민권운동 차원에서 역사적

의의를 가지나, 김일성이 계급투쟁이론을 거기서 도출하고 선전하고

있어서 이를 전문에 넣는 데는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

○ 홍영기(상도동계, 전문 담당 특위위원) : 시안 마련과정에서 5. 18 광주

의거 부분에 관해 논란이 많았다. 저항권 행사의 효시인 동학혁명을

넣자는 의견에 개인적으로는 찬동하나, “정치보복금지를 규정하면서 5.

18을 뺄 수는 없다”는 주장에 밀려서 광주의거가 들어가게 되었다. 6.

10·6. 26 대회를 넣자면 부마사태도 넣어야 하고, 그런 식이 되면 전문

이 역사책처럼 장황해진다.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제2공화국

때처럼 소급입법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지, 구체적인 사건에서 형사처

벌까지 배제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

느냐는 것은 차기 정권의 과제로 넘겨야 한다.

○ 목요상(상도동계, 특위위원) : 12. 12·5. 18의 가해자에 대한 사면을 부

칙에 규정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 특례를 두는 것으로 반대한다. 해

방 후 친일세력을 단죄하지 않아서 민족정기가 바로서지 못하고 민주

화에 실패했음을 상기해야 한다.

○ 김봉호(동교동계, 특위위원) : 3. 1 운동은 민족생존권을 위한 투쟁, 4. 19

는 장기집권 저지를 위한 투쟁이었고 5. 18은 군의 정치개입을 반대하는

투쟁으로서 중대한 의미가 있으므로 새로운 역사정립을 위해 모두 전문에

넣어야 한다.

결국 5. 18은 비록 그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보복금지를 수반하는 조건으로 통일민주당의 시안에 

포함되었다.

다. 군의 정치개입금지

1980년 헌정체제가 신군부에 의해서 사실상 수립되었다는 점에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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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에 대한 군의 역할을 헌법의 전문이나 총강에 규정하는 것은 기존의 

집권세력에 대한 새 헌법의 태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군의 의무에 관한 헌법규정의 연혁을 돌아

보면, 5. 16 쿠데타에 뒤이어 만들어진 1962년 헌법에서는 “국군은 국토방

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는 1948년 헌법 이래의 규정

을 삭제하였는데, 이는 쿠데타가 국토방위와는 무관한 것이라는 당시 집

권세력의 자기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1980년 국회 개

헌특위에서 공화당·유정회가 위 조항을 그대로 부활시킬 것을 주장하여 

여야 합의안의 내용이 되었던 것이 빌미가 되어, 5. 17 이후 정부 헌법개

정심의위원회는 이를 되살리면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추가하여 1980년 

헌법에 규정하였다. 뒤에서도 다시 보거니와 이는 이후 오래도록 군이 국

가안전보장을 명목으로 정치에 개입할 수 있다는 논리의 단초가 되었다.

예컨대 1988.1.29.자 동아일보 4면을 보면 1987년 헌법개정 이후에도 

1988년 노태우 대통령당선인이 민정당 내에 구성한 민주화합추진위원회

(‘민화위’)에서 다음과 같은 소견을 피력한 것이 발견된다. “헌법상 국군의 

사명엔 국토방위뿐만 아니라 국가안전보장도 포함돼 있는데, 안보의 개념

은 외적 침략시의 군의 대응뿐만 아니라 외교 및 내정의 문제도 포함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국헌체제를 파괴하려는 자가 있어 군이 그에 

대처하려 할 때 안보가 위험하다는 판단을 군 스스로가 내릴 수 있는 것

인지 문제가 될 것이다.” 또한 8인 정치회담 직전(1987. 7. 29.) KBS 뉴스

의 『개헌안 TV 토론』 코너에서도 민정당 헌특위원은 다음과 같은 견해

를 피력하여 당시 군의 정치개입에 관한 여권의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군의 참정권에 제한을 한다는 것은요, 이것은 군사혁명으로 인한 집권을

방지하자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군사혁명이 발발할 경우에는 언제든

지 통상적으로 헌법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

에 우리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 할 때는 군인이 절대로 참여하거나 관여하

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일 정치를 잘못해 가지고 사회와 정치가 혼란에 나

아갈 때에는, 또는 경제적으로는 도탄에 빠지게 된다면 국가안전보장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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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지는 자가 이를 방치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이 정치에

관여하지 않도록 정치인들이 국가를 위하여 당리당략과 자기의 개인의 영

달을 떠나 가지고 대국적 견지에서 정치를 잘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한민주당·통일민주당의 시안들은 일관하여 위 조항에

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삭제하면서, “어떠한 이유로도 정치에 개입하여서

는 아니된다”는 후단을 추가했다. 특히 통일민주당 시안에서는 그에 중첩

하여 전문에도 “군인의 정치개입을 단호히 반대하고 문민정치의 이념을 

천명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한다는 문구를 넣었는데, 이는 

신군부 인사였던 당시의 육군참모총장이 국내기자 간담회에서 만약 김대

중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한다면 “뭔가 불행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언

급한 것으로 뉴욕타임즈 지가 보도한9) 데 대해 통일민주당의 불안감이 가

중된 것과 관련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라. 임시정부 법통계승론의 수용

이상의 쟁점들과 달리 대한민국임시정부(이하 ‘임시정부’) 법통계승의 

취지를 전문에 삽입해야 한다는 데 대하여는 여야간에 찬반의 이견이 없

었고, 다만 이를 규정하는 방법상의 차이만이 문제되었다.

임시정부 법통계승을 헌법 전문에 넣어야 한다는 논의가 1980년대에 

전개된 출발점은 1980년 ‘6인 헌법연구반’ 시안 전문에서 “우리 국민”이 

“3. 1 운동의 위대한 자주독립정신을 이어받고, 우리 역사상 최초로 민

주공화국을 선언하고 조국광복 때까지 주권국가를 위해 분발투쟁한 대한

9) ‘Army Impatience is Hinted in Seoul’, 1987.7.19.자 New York Times, A3면. 해

당 원문은 다음과 같다. “In the strongest indication yet that military 

intervention is at least possible, the Chief of Staff…(중략)…has reportedly said 

that 'something unhappy' might happen if the opposition leader, Kim Dae 

Jung, ran for President.” 이 기사에 따르면 해당 언급은 보도 10일 전에 한국 기자

들과의 소규모 비공개(off-the-record) 간담회에서 이루어졌고, 뉴욕타임즈는 이 언급

사실을 알고 있는 3명의 취재원을 통해 이를 확인한 것으로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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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국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하여 민주독립국가로서 대한민국을 건립”

했다고 언명한 데서 발견되나, 당시 여야 정파들은 모두 이와 같은 규정

을 시안에 두지 않았고, 1980년대 중반에 와서야 다시 임시정부 법통계

승론이 개헌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신한민주당의 이민우 총재는 1986. 6. 9. 국회 본회의의 여야 3당 대표연

설에서 개헌안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내용 중 하나로서 “우리 민족의 광복

이 미국이나 소련에 의해서 부여되었다는 잘못된 역사적 인식을 고쳐 잡

아야 한다”는 이유에서 대한민국의 법통을 제헌 당시의 헌법정신에 따라 

상해임시정부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1986. 6. 9. 국회 본회의) 이를 

규정하지 않았던 1985년 시안에 “가급적 적게 손을 댄다”는 방침에 따라 

1986년 시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10) 그밖에 비록 원내 교섭

단체를 구성하지는 못하였으나 민한당이 1986.8.26. 국회에 제출한 시안 전

문은 도입부를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한민족은 임시정부를 

거쳐 대한민국으로 그 숭고한 전통을 이어왔다”고 기술하고, 같은 날 제출

된 민중민주당의 개헌시안도 “3. 1 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에 의한 대한민

국을 건립하여 우리의 주권과 법통이 이어지고”라고 기술하였다. 이러한 점

에 비추어 볼 때 임시정부를 통한 대한민국의 정통성 확립에 대한 요청은 

비단 여야 제1정당들만의 것은 아니었다고 하겠다.

민정당의 경우 1986년 시안에는 임시정부에 관한 내용을 넣지 않았다. 

헌특 제1분과위원회는 전술한 바와 같이 4. 19를 제외하고는 역사적 사

실을 전문에 기술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해 두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한광복회가 전문에 “위대한 3. 1 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는 건의서를 국회 개헌특위와 각 정당

10) 1986.8.5.자 중앙일보 1·4면과 동일자 경향신문 1면에 따르면 1986.8.5. 정무회의에서 

시안을 확정하기 직전에 당내 ‘7인 소위원회’(위원장 이중재 부총재)의 자구수정 단계에

서 전문의 도입부에 “우리 대한민국은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라는 문안을 첨가하

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현재 국회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발행처 미상(이양우 기증), 

『각 정당의 헌법개정시안』, 1986에 수록된 ‘신민당 헌법개정안’(작성일자 “1986.8.”)에 

반영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위 내용이 반영된 여타의 공간된 사료도 없다. 또한 

1987년의 신한민주당 개헌시안에조차 해당 내용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보도내

용대로 신한민주당 시안이 수정되었는지는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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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제출한 데 이어, 민정당 소속의원 중 항일운동 참여자 또는 참여자의 

후손인 의원들도 헌특에 건의서를 제출하는 한편 의원총회에서도 “북한

과의 정통성 시비”와 관련하여 임정법통 계승을 전문에 넣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정당의 방침은 1986년 내내 이

어지다가, 6. 29 선언 직후에 이르러 전환되었다. 1987. 7. 1. 당 헌특 내

에 구성된 5인 실무위원회는 가동 초기부터 임시정부 법통계승을 전문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여 7. 6. 노태우에게 보고한 요강안에서부터 이를 

명문화 대상에 포함시켰고, 7. 13. 헌특 전체회의에서 이를 추인했다. 전

두환의 결재를 거쳐 확정된 민정당의 『헌법개정안 요강』은 다음과 같

이 기술하고 있다.

1.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중략)…을 명시함.

<이 유>

○ 3. 1 운동으로 건립된 상해임시정부는 민족적 자주성과 민주주의이념에

입각한 최초의 정부로서

○ 이와 같은 독립정신과 애국애족정신은 우리 제헌헌법에서 건국이념으로 명

시하였던 것이며 여타의 역사적 사건이 담고 있는 가치를 포용하고 있음.

다만 이후 조문화한 민정당 시안은 “…우리 대한국민은 3. 1 운동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

한다고 기술함으로써 ‘법통’보다는 종전과 같이 ‘독립정신’을 계승한다는 

문언형식을 택하였다. 이는 그보다 먼저 시안을 확정한 통일민주당이 “우

리 대한국민은 3. 1 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 위에 건립한 대한민국임시정

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제1공화국을 재건하였으며”라는 문안을 채택한 것

과 다른 점이었으나,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는 착상 자체에 대하여는 

여야의 견해가 일치해 있었고, 따라서 이후의 8인 정치회담에서도 이는 

독립된 쟁점이 되지 않고 여타 쟁점들이 ‘문안정리’로 절충되는 과정에서 

유의미한 수준의 논의 없이 지금과 같은 문안으로 형성되었다.

이러한 ‘임시정부 법통계승’의 명시 경위에 관하여 이종찬은 회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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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은 고요하지 않다』에서, 김준엽(전 고려대 총장)이 민정당 시안이 규

정한 ‘독립정신 계승’과 ‘법통 계승’의 차이를 자신에게 지적하고, 이에 따

라 자신이 허청일(민정당 헌특 제1분과위원장)에게 이를 반영해 달라고 요

청했으나 부정적인 반응을 얻자, 다시 현경대(민정당 헌특 간사)에게 이를 

청하여 흔쾌한 반응을 얻었고, 그에 따라 결국 개헌안이 “법통을 계승”하

는 것으로 낙착되었다고 술회하고 있다.11) 연구자는 이 중에서 (i) 이종찬

이 김준엽으로부터 위 지적을 받고, (ii) 이어 허청일·현경대에게 그 반영

을 요청했다는 진술은 모두 신뢰한다. 다만 그와 별개로 (iii) 그러한 요청

에 대한 현경대의 ‘흔쾌한 반응’이 실제로 “법통을 계승”한다는 문구의 성

안과 인과관계를 가졌을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그 근거로서 첫째, 김준엽

의 위 지적은 양당의 시안이 모두 완성된 뒤에 이루어졌을 수밖에 없고, 

그 전에 작성된 민정당의 요강에 이미 “법통계승”은 명시되어 있었다. 이 

때는 허청일은 물론이고 현경대 또한 민정당의 시안 내용을 변경할 수 있

는 시점이 아니었다. 둘째, 허청일·현경대는 민정당 헌특뿐만 아니라 이

후 재개된 국회 개헌특위의 기초소위원회 위원들이기도 했고, 특히 현경

대는 그 소위원장이었으므로 국회 개헌특위에서 이들이 영향을 주었을 가

능성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1987. 8. 30.(제18차 회의)에서 8인 회

담대표들 간에 전문 문안에 대한 합의는 모두 마쳐졌고, 이후 국회 개헌

특위 기초소위에서는 그 자구를 변경한 사실이 없다.12)

마. 헌법 전문으로의 수렴과정

11) 이종찬, 『숲은 고요하지 않다』 제2권, 한울, 2015, 64쪽 이하.

12) 한편 이와 관련하여 현경대도 2017. 6. 9.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6월 민주화운동 30주

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사회자의 관련 질문에 대하여, 이종찬의 요청이 “법통계승”의 반

영으로 이어졌다고 진술하지는 않았다(이상수 등, “[좌담] 6월 민주화운동 30주년―동아

시아의 민주화와 헌법”, 『헌법학연구』 제23권 제3호, 2017, 173면). 한편 이러한 진술을 

함에 있어 현경대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거친 정식 청원 중 하나가 ‘바로 그것’이었다고 

언급하고 있으나(같은 면), 이는 “법통계승”을 내용으로 하는 청원이 정식으로 제기된 바 

있음을 뜻할 뿐 이종찬이나 김준엽이 그러한 청원을 하였다는 뜻이 아니다. 국회 제출됐

던 해당 청원은 윤치영, 안호상, 윤치영 등 28인이 연서한 것으로서, 임시정부의 법통계

승과 더불어 홍익인간의 개국정신, 반탁운동정신, 6. 25 동란의 자유수호정신을 전문에 

반영해 달라는 것이었다. 현경대 기증문서 중 ‘청원요지서’(청원번호 100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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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정당의 반론

먼저 별다른 이유를 요하지 않고서 통일민주당이 일축한 ‘제5공화국의 

새로운 출발’, 그리고 양당이 모두 수용한 임시정부 법통계승론을 논외

로 하고, 통일민주당이 제시한 나머지 쟁점들에 대하여 민정당이 내세운 

반대논거들을 살펴본다.

우선 저항권에 대하여 민정당이 내세운 주요 반론은, ① 저항권을 인정

한다는 것은 혁명적 방법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행위를 합헌화하는 것이 

되어 저항권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에 의한 국법질서 교란행위를 조장하고 

민주헌정질서 정착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고, ② 헌법의 임무 중 하나가 

권력집중 방지 등 규정을 통해 초헌법적·사실상의 힘에 의해 헌법이 파

괴되는 것을 스스로 예방하는 데 있으므로, 저항권을 헌법에 규정하는 것

은 부적절하며, ③ 하위법으로써 그 발동요건을 규정할 수 없는 등 행사의 

적법성 유무 판단이 불가능하고, 저항권을 가장한 불법집단에게 악용될 우

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명문화했던 서독에서도 폐지주장이 우세하다는 것

이었다.13) 민정당은 5. 18에 대하여 그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앞서 4. 19에 관하여 그러했듯이 “역사적 평가가 마쳐지지 

않은 사실을 헌법 전문에 나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원론적인 반론

만을 펼쳤다. 또한 군의 정치개입금지를 전문·총강에 신설하자는 주장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시했다. (i) 여기서의 ‘군인’이 현역군인을 

뜻하는 것이라면 군인을 포함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그리고 국무총

리·국무위원에 현역군인을 임명할 수 없다는 기존의 헌법조항만으로도 

충분하고, (ii) 만약 ‘군인’이 군인이었던 자를 포함하는 의미라면 국민개병

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법제상 부당하게 광범위한 참정권 제한이 될 수 

있으며, (iii) 국군의 사명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에 있다는 조항은 

13) 현경대 기증문서 중 『민정·신민 개헌안 비교검토(요약표)』, 1986 및 『헌법개정안 주요

쟁점 검토보고』,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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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체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내포한 것이라는 것이다.14)

(2) 8인 정치회담에서의 합의

전문부터 축조 순서대로 논의가 이루어진 8인 정치회담에서 위 쟁점들

은 첫 번째 의제가 되었으나, 이와 같이 견해가 정반대로 엇갈리는 상태

에서 논의는 전혀 진전될 가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제1독회에서는 

아예 논의를 보류하였다.

제2독회가 시작되면서 제9차 회의(1987. 8. 18.)에서는 민정당의 최영철 

대표가 “역사적 사실의 나열이 없는 제헌헌법 전문을 되살리자”고 제안

함으로써 논의를 우회하고자 하였고 통일민주당 상도동계에서는 이를 긍

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발표하기도 하였으나, 8. 20.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튿날의 민추협 상임위원회에서 동교동계 협상대표는 “민정당이 

헌법전문을 1948년 헌법 내용대로 할 것을 제안해 '그런 소리 말라'고 

했는데, 상도동계 협상대표가 멋대로 '긍정적 검토'라고 발표한 것”이라

고 설명함으로써 이견을 노출하였고, 결국 당에서는 “청년·장년이 된 

사람에게 세 살 적 색동저고리를 입으라는 이치”라는 반대의사를 표명할 

수밖에 없었고, 더욱이 국민운동본부도 저항권 등에 대한 ‘양보불가’를 

주문함으로써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제3독회가 시작되자 제11차 회의(8. 21.)에서 통일민주당 박용만 대표

(상도동계)가 저항권과 5. 18 모두 통일민주당 시안 그대로가 아니더라도 

“그같은 내용이 반영되면 괜찮다”고 양보의 자세를 보이면서 (i) 저항권은 

‘4. 19 저항정신’으로 대체하고 (ii) 후술하는 군의 정치적 중립성은 전문

에 넣지 않는 대신 본문 중 국군의 사명 조항을 통일민주당 시안대로 규

정하자는 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민정당으로서는 “저항”정신도, 헌법 

총강에라도 군의 정치개입금지를 그대로 규정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

는 것이었다. 이 날 신설에 합의가 이루어진 헌법재판소(후술)과 관련하

14) 민주정의당 헌법특별위원회 편, (주 13)의 문서,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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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민정당 협상대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소원제도(주: 헌법소원제도) 신

설이 합법적인 저항권을 인정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결국 

협상은 제14차 회의(8. 26.)에서 (i) 통일민주당은 ‘5. 18’ 삽입주장을, 민정

당은 ‘제5공화국’ 존치주장을 각자 철회하고, (ii) 저항권과 군의 정치개입

금지는 전문이 아니더라도 적당한 조문에 ‘반영한다’는 원칙에 여야가 합

의함으로써 비로소 진전을 이루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원칙에 따른 전문

의 구체적 문안은 민정당의 최영철과 통일민주당의 박용만이 따로 협의

하여 초안을 작성하도록 위임하였다. 최영철과 박용만은 다음날인 8. 27. 

첫 협의에서 군의 정치개입금지는 총강에, 저항권은 전문의 4. 19 정신 

계승문언에 간접적으로만 표현하기로 의견접근을 보고 전자를 국군의 사

명 조항(현행 헌법 제5조 ②)에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로, 후자

를 전문에 “불의에 항거한 4. 19 민주이념”으로 각각 성안하여 제17차 회

의(8. 29.)에 제출하였다. 후자는 그대로 타결되었으나, 전자에 관하여는 

통일민주당의 동교동계(이중재·이용희)가 이를 전문에 넣거나 적어도 문

안의 주어를 명확히 하여 “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표현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논란이 계속되었다.15) 그리하여 다음날(8. 

30.) 제18차 회의에서 민정당의 윤길중 대표가 절충안으로 수동태인 “군

의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를 제시하고, 권익현 대표가 국방부와의 접

촉을 거쳐 이 표현을 채택하기로 민정당의 입장을 정리하고 통일민주당

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해당 쟁점이 최종 타결되었다.

한편 통일민주당은 5. 18 삽입주장을 철회하는 것과 “관계없이” 정치

보복금지는 전문에 넣자는 주장을 유지했으나 민정당은 정치보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헌법용어로서 부적절할 뿐 아니라 헌법상의 소급입법금지 

내지 일사부재리 원칙과 중첩된다는 이유로 반대하였고, 결국 5. 18이 

철회됨으로써 정치보복 금지만을 규정할 필요를 상실한 통일민주당은 이 

역시 철회하였다. 그밖에 최영철·박용만의 전문 초안작성 과정에서 양

당의 개헌시안에 들어있지 않던 대한국민의 사명으로서 “조국의 민주개

혁”이 추가되었다. 이렇게 최영철·박용만이 성안하여 8인 정치회담에서 

15) 1987. 8. 30.자 한국일보 1·3면; 동일자 조선일보·서울신문 각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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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된 전문의 문안은 이후 국회 개헌특위의 기초소위에서 쉼표를 더하

고 뺀 것을 제외한다면 자구수정의 대상조차 되지 않았다. 단어 하나하

나에 대하여도 여야의 견해대립이 너무도 첨예했기 때문이다.

2. 총강의 개정

군인의 정치적 중립성 조항(현행 헌법 제4조 ②)에 관하여는 전술하였

고, 위헌정당해산(현행 헌법 제7조 ④)에 관하여는 헌법재판권에 대한 논

의에서 후술한다.

우선 재외국민과 관련하여 이들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1980년 헌

법규정을 민정당 시안은 이들을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보호

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였고, 이는 비록 문언상으로 국가의 의무 형식을 

띨 뿐 실질적인 내용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협상 초창기에 

현행 헌법 제2조 제2항으로 확정되었다.

한편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현행 헌법 제4조는 “국가는 민족통일을 지향

하고 평화적 통일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노력한다”고 규정한 통일민

주당 시안을 변형하여 받아들인 것이다. 통일민주당이 이를 도입하는 과

정에서 논의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으나, 민족통일 성취를 조국의 민주화

투쟁과 더불어 “이 시대의 지상명제”로 천명한 당 강령과 일맥상통한 것

이라는 점과 관련하여 생각할 때, 전술한 바와 같이 창당 초기에 전두환 

정부가 통일민주당의 기본정책 중 “민족통일이 정치적 이념과 체제를 초

월하는 민족사적 제1과제”로 규정한 부분에 대해 위헌론을 제기한 데 대

한 반작용에서 통일민주당이 이를 헌법규범화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

다. 국가가 통일을 지향하고 평화통일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당위 

자체는 유신헌법과 1980년 헌법에서도 전문을 통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역사적 사명으로 천명하는 한편 대통령의 책무로 강조하고 있었다는 점에

서 다툼의 대상이 될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민정당은 제2차 회담(8. 3.)에

서 이 안을 받아들이는 데 의견을 접근시키되 통일정책이 ‘자유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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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본질서’에 바탕한 것이어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할 것을 조건으로 하

였는데,16) 이 역시 전두환 정부가 위 통일민주당 기본정책이 “정치적 이

념과 체제를 초월”하여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문제삼았다는 점과 

관련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협상타결은 통일민주당이 민정당의 관점

을 유보 없이 수용함으로써 타결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이후 개헌

특위 기초소위를 거치면서 의미에는 별다른 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자

구조정을 거쳤다. 특히 1987.9.10.의 안에서 (i) 문언의 주어를 “국가”가 아

닌 “대한민국”으로 하고 그 말미를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는 형태로 

한 것은 김도창의, (ii) “평화적”을 “통일정책”의 수식어로 옮기고 “자유민

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바꾼 것은 박윤흔의 각 

조문정리 의견에 따른 것이다.

“정당은 그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조항(1980년 헌법 제

8조 ②)은 8인 정치회담에서 ‘정당의 요건’으로 명명되었다. 이는 통일민

주당 시안에서 신한민주당 시안들과 달리 정당의 조직·활동 외에 “목

적”도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쟁점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분명치 않으나 통일민주당이 위와 마찬가지로 정당의 “목적”이 민주적일 

것을 요하는 정당해산제도는 시안 작성 당시부터 아예 전면 삭제하고 있

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정당해산제도 폐지에 대한 일종의 대상(代償)

으로서 주장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 협상 초기에 

별다른 이의 없이 의견접근을 이룬 데 이어 현행 헌법 제8조의 내용으로 

확정되었던 것인데, 뒤에서 보듯이 정당해산제도가 종전대로 존치됨으로

서 결과적으로는 정당의 목적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헌법상의 요구만 

강화된 셈이 되었다.

이상의 평화통일정책과 정당요건에서 공통의 화두가 된 ‘민주적’ 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16) 현경대 기증문서 중 국회사무처 편, 『헌법개정시안대비표(현행헌법 : 민주정의당시안, 

통일민주당시안)』, 1987, 3쪽에는 현경대의 필체로 다음과 같이 펜글씨가 기재되어 있

다(“/”는 줄바뀜을 표시한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 추가. 타협여지. / 전문에 표시함이 적합. / 재야, 운동권

의 주장 수용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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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욱이 이를 이유로 하여 6. 29 선언 

직전까지 당의 존립을 위협받고 있던 통일민주당에서조차 이에 대한 성

찰을 촉구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은 아쉬움을 남긴다. 특히 헌법 

문언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유신헌법의 출현을 정당화하는 맥락

에서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민주당은 그에 대한 진화된 논의를 전

제하지 않고서 이를 헌법에 중첩적으로 규정하는 데에 선뜻 동의하였다

는 점에서 스스로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규정을 입안한 취지를 무색하게 

하였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이후 현재까지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에 관한 

정치적 논란이 대부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둘러

싸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통일민주당은 신한민주당에 이어 시안에 “공무원은 법률이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을 공개한다”는 조항을 두었으나, 당시의 「공직

자윤리법」(1981. 12. 31. 제정, 1983. 1. 1. 시행) 제2장에서 3급 이상(관

세청·국세청 소속공무원의 경우 5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 본인·배우

자·직계존비속의 소정 재산을 등록의무 발생시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

록기관(총무처·법원행정처·국회사무처 등)에 등록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었다. 다만 위 법률은 공개여부에 관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범

죄수사·비위조사 등의 목적으로만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위 법률 

제10조), 통일민주당은 이를 굳이 헌법에까지 규정할 필요는 없다는 민

정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철회하였다. 「공직자윤리법」은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3년에 개정되면서 고위공무원의 재산을 공개하는 조항이 

신설되어 현재에 이른다.

3. 전문·총강의 개정에 대한 평가

새 헌법의 전문에 관하여는 비록 저항권, 5. 18, 군의 정치개입금지 및 

문민정치의 이념 등 다양한 요소들을 둘러싸고 논쟁이 이루어졌으나 이를 

일관하는 것은 ‘제5공화국’에 대한 헌법적 평가를 둘러싼 양대 행위주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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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징투쟁이었다. 눈앞에 다가온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경쟁주체

들이기도 한 이들 양당의 입장에서 새로운 헌법이 자파의 패배를 첫머리

에서 선언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이들 요소를 둘러싼 논쟁은 결국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 그리

고 “조국의 민주개혁”이라는 어구로 희석되었고, 그 자체는 전술한 바와 

같이 민정당이 마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과 같은 외양으로 6. 29 선언

을 하고 그로써 여야 동수로 구성된 8인 정치회담을 통한 협상으로써 헌

법을 개정하기로 한 데서 이미 예견가능한 것이었다. 현행 헌법과 마찬

가지로 1980년 헌법에서도 전두환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하는 경우를 논

외로 한다면 국회의원의 재적 과반수를 통해서만 개헌안을 성안·발의할 

수 있었고, 이는 민정당이 어떠한 과정과 제도적 수단을 통해서 국회의 

과반의석을 점했는지를 불문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기존 헌법에서 규

정한 절차에 따라 헌법을 새로 제정하지 않고 ‘개정’하기로 한 이상, 현

존하는 다수여당의 존립기반 내지 정통성을 헌법 전문으로써 부정하는 

것은 당면한 개헌을 해야만 하는 입장에서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이 주요 정치세력(행위자)들 간의 협약문서라 할 때 

그러한 성격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현행 헌법에서는 전문이라 

할 수 있다. 제2장에서 보았듯이 1980년 헌법은 기존의 정치세력 일체를 

축출·배제하고 새로이 조성된 정파가 종전 거대여당의 인적·물적 자산

을 전면 흡수하면서 출범하였고, 1987년을 기준으로 여야 양당의 재산규

모만 보더라도 253:1에 이르고 있었다. 이는 1980년 헌정체제가 형성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든 결과였고 1987년 헌법개정으로 그와 같은 헌법 

차원의 불균형질서는 작동을 멈출 것이었으나, 1987년 헌법개정은 그 당

시까지 이미 형성된 정파간 세력의 불균형은 향후의 정치과정에 맡기고 

1980년 헌법과 같은 강제적인 조정은 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이루어

진 것이다. 이는 ‘민주화 조치’의 주역을 자처한 민정당뿐만 아니라 통일

민주당도 정치보복금지를 규범의제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기왕

의 사실상의 불균형은 적어도 헌법 차원에서 묵인하고 이후의 정치경쟁

을 서로 헌법제도상의 불이익 없이 수행하는 데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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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는 비록 헌법 차원에서의 ‘청산’을 가로막는 것이었지만, 다른 

한편 이를 전제로 해서만 정권교체를 제도적으로나마 가능하게 할 수 있

었다고 하겠다.

다른 한편으로 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규정을 논외로 한다면 개헌

논의 초반에 서둘러서 총강에 관한 협상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민주

적’ 질서에의 합치에 대한 요구가 강화됨으로써, 유신을 정당화했던 ‘자

유민주’적 질서의 이름으로 통일정책의 수립·시행과 정당활동이 제약될 

위험성은 커졌다. 이는 특히 바로 그러한 이유로 전두환 정부의 정당해

산 제소를 목전에 두었던 통일민주당이 별다른 이의 없이 수용한 것이었

다는 점에서 자가당착적인 것이기도 한데, 유신체제를 거치면서 자유민

주주의라는 용어에 대해 서로 상반되는 방향으로 형성된 인식은 이후 통

일정책이나 정당의 존립을 둘러싼 해석상의 쟁점으로 남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자유’가 ‘민주’를 한정하는 개념이라고 볼지, 양자가 병립되는 

개념이라고 볼지에 따라 그 규범적인 의미는 크게 달라진다고 볼 수 있

기 때문이다.

제2절 기본권 및 경제질서 규정의 개정

1. 기본권 규정의 개정

가. 형사절차에 관한 기본권 규정

(1) ‘적법절차’의 헌법규범화

(가) 보안처분의 요건으로서의 적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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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헌법에서 처음으로 헌법전에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유형으로 삽

입한 “보안처분”은 국가보안법 등 위반사범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에 의

해 법무부장관이 보안처분(보호관찰·주거제한·보안감호)을 할 수 있도

록 규정한 사회안전법(1975. 7. 16. 법률 제2769호)의 제정근거가 되었고 

이 법률에 의한 보안처분의 정치적 남용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

하여 1980년 헌법개정 논의가 이루어질 때 이를 삭제한 각계 사안의 내

용을 채택한 신민당의 주장에 따라 국회 개헌특위에서는 일련의 논의 끝

에 이를 삭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정부 헌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되살림으로써 사회안전법은 그대로 존치되었고, 이후 국가보위입법

회의에서는 그에 더해 소정의 동종·유사 전과자 등에 대해 검사의 청구

에 의해 보호처분(보호감호·치료감호·보호관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호법(1980. 12. 18. 법률 제3286호)을 제정하였다. 사회보호법상의 

보호처분은 사회안전법상의 보안처분에 비해 감호처분에 앞서 법원의 판

결을 거친다는 점에서 일단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전과 등의 경중에 따

라 법원은 일률적으로 “10년” 또는 “7년”의 정기로 형과는 별개의 보호

감호를 선고할 수밖에 없었고17) 그 기간의 만료 이전에 가출소(보호감

호) 또는 치료종료(치료감호)되는 구체적인 시기는 전적으로 행정기관인 

사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였다.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1988년도 『검

찰연감』에 의하면 1981년부터 1987년까지 검찰은 총 8,279건의 보호감

호(10년 4,457건, 7년 3,822건) 사건을 접수하여 그 중 433건을 제외하고

는 모두 청구하였는데, 1987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검사가 이를 청

구할 경우 제1심에서의 청구기각율은 5%에 지나지 않았다.

보안처분에 관한 1980년의 의제가 헌법상 “보안처분” 자체를 삭제할지

의 여부였다면, 1986년부터의 개헌논의에서는 그 자체의 존폐가 아니라 

이를 강제노역과 같이 ‘형의 선고에 의해서만’ 부과하도록 할지, 그렇지 

17) 구 사회보호법 제25조(가출소, 감호등의 면제심사) ① 사회보호위원회는 피보호감호자

에 대하여 그 집행개시 후 매 2년 가출소 여부를, 가출소한 피보호감호자에 대하여 매 

6월 집행면제 여부를 심사·결정한다. ② 사회보호위원회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그 

집행개시 후 또는 치료위탁 후 매 6월 종료여부를 심사·결정한다.

     법원행정처 편, 『사법연감』, 1987, 307쪽의 통계에 의하면 운용의 실제로 법원이 1987

년까지 10년, 7년 이외의 기간으로 보호감호를 선고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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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더라도 법률에 의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지의 여하였다. 여기서 형의 

선고에 의하여 보안처분을 부과하도록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뜻하는 

바가 반드시 명확하지는 않으나18) 적어도 사법기관의 관여가 없이 행정

기관의 처분에 의해서만 보안처분이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주된 

취지였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특히 1985년의 세칭 

「학원안정법」 파동을 통해 확대되었는데, 이 파동의 직후에 신한민주당 

시안이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보안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형태로 나타났다는 전후 맥락에 비추어 보면, 위 시안의 기본적인 문제의

식은 최소한 사법기관의 판단작용을 거치지 않는 보안처분만은 헌법상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대응하여 민정당 헌특이 1986. 6. 4. 전체회의를 겸하여 주최한 ‘헌

법에 관한 세미나’에서 초청연사인 장석권(단국대 교수)는 보안처분을 헌

법에 직접 규정한 예로 이탈리아 헌법(제13조 ③)이 있을 뿐 대부분의 국

가가 사회보호법(프랑스, 서독, 스위스, 중국 등)이나 사회안전법(미국, 일

본, 중국 등)에 규정할 뿐이라고 지적하면서 ‘국가비상시에는 비상사태에 

관한 법률이 발효될 수 있으므로 굳이 보안처분을 헌법에 명시하여 반론

의 여지를 둘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반면,19) 이에 대해 현경대 의원은 

“비상사태시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존의 개별유보에 따라 하위법이 존재하는 만큼 이 헌

법규정은 존치해야 한다”는 반론을 폈다.20) 또한 1986. 7.의 지역간담회에

서는 “보안처분 조항은 그를 근거로 제정된 사회안전법·사회보호법의 내

용에 비추어 개선되어야 하며, 그 실질적 내용이 형벌에 유사하다는 실정

18) 이를 문언대로 읽는다면 (i) 형의 선고에 “의하여” 부과하는 보안처분이 과연 형에 대

한 독자성을 가질 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ii) 나아가 형의 선고 혹은 이미 행해진 범죄

의 존재 자체를 전제하지 않는 보안처분(예컨대 약물중독자 등에 대한 치료감호)은 모

두 성립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19) 이날의 발표요지를 적은 장석권, 『<발표요지> 기본권에 관한 논의』, 3쪽.

20) 1986. 6. 5.자 조선일보 5면; 동일자 동아일보 4면; 동일자 한국일보·경인일보(연합통

신 인용) 각 3면. 현경대의 위 주장에 대해 장석권은 “보안처분에 관하여는 헌법 제35

조 제2항에 근거가 충분히 있는데, 그럼에도 굳이 신체의 자유 조항 속에 이를 다시 규

정한 것은 법체계로 보나 국민의 감정으로 보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재반론을 폈다

(위 조선일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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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감안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춘

천)21), 행정기관의 결정에 의한 보안처분을 일률적으로 법률유보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주장(전주)22) 등이 개진되었다.

한편 신민당의 1986. 7. 25. 개헌공청회에서 조승형(변호사, 민추협 인권

위원장)은 일제의 잔재인 보안처분제도 자체를 전면 삭제해야 한다고 주

장하였고,23) 조영래(변호사)도 신문지상을 통해 보안처분의 전면삭제를 

역설했다.24) 1986. 8. 발표된 대한변호사협회의 개헌시안 역시 보안처분에 

관한 명문을 두지 않았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로 먼저 신한민주당의 개헌

안 수정소위(위원장 허경구)가 1986. 8. 2. 당 시안을 해당 조항을 1980년 

헌법 그대로 두었던 1985년 시안과 달리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

는” 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수정한 반면,25) 민정당은 해당 조

항을 1980년 헌법 그대로 두는 내용으로 시안을 확정했다.

1987. 7. 통일민주당은 신한민주당 1986년 시안의 해당조항을 그대로 

이어받은 가운데, 민정당의 경우 견해가 갈리는 논의가 계속되었다. 헌특 

‘5인 실무위원회’에서 작성하여 7. 13. 전체회의에 제시한 개헌요강에서는 

보안처분을 “인권신장 측면에서 법원의 판결에 의하도록” 형의 선고에 

의하여서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26) 헌특은 이를 더 검토하기로 하였는

데,27) 이후 7. 16.의 민정당 개헌공청회에서 이병호(변호사)는 “남북 분단

상황을 감안하고 사회안정을 추구한다는 입장에서, 사회안정을 심각히 저

해하는 집단은 사회로부터 마땅히 분리시켜야 한다”며 보안처분을 존속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28) 이후 당 헌특 위원장인 김숙현은 “원칙적으로 

21) 1986. 7. 7.자 중앙일보 1면; 동일자 전북일보(연합통신 인용) 3면에 실린 이택수(변호사)

의 공술요지.

22) 1986. 7. 18.자 중앙일보 3면; 동일자 대전일보 4면(연합통신 인용); 동년 7. 19.자 한

국일보 2면에 실린 허영민(전북대 교수)의 공술요지.

23) 신한민주당 편, 『주제발표요지 –제1차 직선제 민주개헌 공청회-』, 1986, 35면; 1986. 

7. 25.자 동아일보 3면; 동년 7. 26.자 한국일보 3면; 동일자 조선일보 4면.

24) 1986. 8. 19.자 동아일보 3면.

25) 1986. 8. 3.자 서울신문 2면; 동년 8. 4.자 전북일보 1면(연합통신 인용).

26) 현경대 기증문서 중 (민정당) 헌법특별위원회, 『헌특 헌법개정 주요 논의사항(1987. 7. 13.)』, 1쪽.

27) 1987. 7. 14.자 경인일보 1면(연합통신 인용).

28) 1987. 7. 16.자 동아일보 4면; 동일자 서울신문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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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구금에 대한 모든 처분은 법원의 판결에 맡겨야 하지만, 사상범에 대

해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게 사회안정에 유익”하다고 주장하였다.29)

그리하여 헌특 전체회의에 회부된 요강안은 보안처분을 현행대로 규정하

는 제1안과 형의 선고에 의해서만 하도록 하는 제2안을 복수로 제시하였

고,30) 이에 대하여 7. 22.의 의원총회에서 이용훈 의원(전 법제처장)은 보

안처분도 인신구속인 이상 행정부가 아닌 법관의 판결에 의해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결국 민정당 시안은 제1안을 채택하였다.

특히 보안처분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무부의 큰 관심사항이었는데, 그 검토의견은 민정당이 위와 같은 

결론을 내린 데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작성일자가 1987. 7.로 기재된 

법무부의 『민정당 헌법개정요강안 검토』에 의하면 위 요강안 중 제1안

대로 보안처분에 관한 헌법규정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논거는 다음

과 같았다.31)

○ 보안처분은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형

벌과 다른 의미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처분으로

서 그 성질상 전문성·정책성·신속성이 요청되므로 법원에서 일률적으로

29) 1987. 7. 18.자 서울신문 2면.

30) 1987. 7. 21.자 조선일보 1면; 동일자 서울신문 4면.

31) 현경대 기증문서 중 『민정당 헌법개정요강안 검토(1987. 7.)』, 1987, 1쪽. 표지·목차를 제

외한 총 10면으로 구성된 위 문건은 위 요강안의 8개 쟁점사항에 관하여 법무부의 검토의

견을 기재한 문서로서, 표지에는 청색 펜으로 “<법무부 의견>”이라고 현경대의 필체로 기

재되어 있다. 그 밖에 법무부에서 민정당에 송부한 같은 취지의 다음 문서들이 있다.

   ① 현경대 문서 중 『형의 선고에 의한 보안처분만 인정하는 헌법규정 곤란』(총 2면). 

법무부는 위 문서와 함께 『법관의 재판 또는 영장없이 보안처분하는 입법례』(총 7

면)라는 표제의 문서로 (i) 국내외의 입법례를 개조식으로 요약제시하고, (ii) 사회안

전법을 형법에 흡수통합하면서 요건을 엄격히 하고 동법상의 보안처분을 사법기관에

서 결정토록 하는 법개정을 요구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이에 관하여는 대한변

호사협회 편, 『’86 인권보고서』(1987), 209-214면에 수록된 의견서를 참조)에 대한 

법무부의 반대의견을 기재하였다.

   ② 현경대 문서 중 ‘관계부처 검토’ 문서군의 『처벌과 보안처분의 요건』(총 2면), 2쪽. 이

와 함께 통일민주당 시안에서 형의 선고에 의하는 대상으로 보안처분과 병렬되어 있

는 “처벌”에 대하여는, (i) 가벼운 재산형의 경우 통고처분과 같은 간이절차로 종결하

는 것이 국민에게 편익을 줄 뿐 아니라 (ii) 그 경우라도 국민이 원하면 정식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논거로 개정반대 의견을 기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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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처리하기에는 부적당함.

○ 현행법에서도 윤락행위 상습자,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전염성 환

자, 결핵환자 및 그 보호자, 유전질환자, 반국가사범 등에 대하여 그 위험

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 내용에 따라 법원 아닌 의사 기타 전문인의 판

단에 의하여 치료, 주거제한, 격리수용 등 보안처분을 하고 있을 뿐 아니

라 외국에서도 이러한 입법례가 보편화되어 있음.

○ 특히 우리나라가 처한 남북분단의 국가적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비상사

태 하의 용공분자에 대한 사회방위조치는 기동성 있는 탄력적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안처분심의위원회에서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현행

제도의 존속이 긴요한 실정임.

○ 따라서 그 대상자와 종류 및 요건이 각 상이한 보안처분을 일률적으로

헌법에서 형의 선고만에 의하도록 규정함은 부적절하고 오히려 보안처

분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서 그 부과절차는 하위법인 법률에 규정함이

상당함.

8인 정치회담에서 ‘보안처분의 요건’으로 명명된 이 쟁점은, 기본권 조

항들에 대한 협상이 개시된 제3차 회의(8. 4.)부터 논의되었으나 양당 간

의 견해차이는 협상 말기까지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 민정당에서는 반국

가사범, 정신질환자, 공산주의자, 간첩 등에 대하여는 형의 선고가 없더

라도 이들을 간편·신속하게 법률로써 사회로부터 격리시킴이 사회안정

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 데 반하여, 통일민주당에서는 형의 선고 없

이 법률에 규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행하는 것이 인권유린과 정치적 

악용의 소지가 크고 그 운용실제도 그러했다고 주장하였다.32)

양당의 타협은, 그들 각자의 배후로부터 정반대 방향의 주문이 작용함

으로 인해 더욱 난항을 보였다. 통일민주당의 경우 국민운동본부가 8. 

20. 당 협상대표들을 방문한 자리에서 보안처분 완전폐지를 관철해 달라

32) 현경대 기증문서 중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편, 『개헌시안 대비표 및 협상내용(현행헌법:

민주정의당:통일민주당:신한민주당:한국국민당)』, 1987, 7쪽. 같은 취지의 기사로 1987. 

8. 5.자 조선일보·중앙일보·한국일보·전북일보(연합통신 인용) 각 1면; 동일자 조선일보·

한국일보 각 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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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요구함에 따라33) 8. 26.부터 보안처분 요건강화를 ‘협상불가 8개 항

목’에 포함시켰고,34) 8. 29. 김영삼·김대중과 당 협상대표 4인이 국민운

동본부·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들과 회합한 자리에서도 이우정(한국여성

단체연합) 교수 등이 재차 보안처분 제도 자체의 철폐를 요구하자 통일

민주당은 보안처분 요건강화를 절대 양보가 불가한 3개항에 포함시켜 이

에 응하였다. 한편 그러한 통일민주당의 태도에 대해 민정당은 양보가능

한 항목을 점검하기 위해 당·정 관계자들이 8. 30. 제18차 회의를 앞두

고 대책회의를 열었으나 보안처분의 요건 강화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전두환의 의사가 전달되었고, 같은 날 정해창 법무부장관도 그 연장선상

에서 통일민주당 대표들을 별도로 만나 보안처분은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이유로 번의를 촉구하였다.35)

이리하여 평행선을 유지하던 보안처분의 요건 협상은 헌법 본문에 관한 

마지막 협상일(8. 31.)에 처벌·보안처분·강제노역을 “법률과 적법한 절

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받지 않도록 하는 절충안으로써 비로소 타결되었

는데, 당시의 보도에 따르면 이 절충안은 국민운동본부에서 활동하던 이돈

명·김상철이 고안하여 회담 직전에 통일민주당에 전달한 것이다.36) 김상

철의 회고에 따르면 그가 특히 적법절차를 제시한 취지는 다음과 같다.37)

33) 1987. 8. 20.자 동아일보 3면; 동년 8. 21.자 조선일보 2면. 8인 정치회담의 개시 이

후 발표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헌법개정요강』은 보안처분 제도의 전면폐지를 천

명하고 있었다.

34) 1987. 8. 27.자 전북일보(연합통신 인용) 1면; 동년 8. 28.자 동아일보 1면.

35) 1987. 8. 31. 광주일보 3면(연합통신 인용); 동년 9. 1.자 서울신문 3면. 이들 기사에 

따르면 노태우 총재, 협상대표, 정석모 사무총당, 이대순 원내총무, 정부 관계자가 참석

한 이 대책회의에서 위와 같은 “고위층의 뜻이 전달됐다”고 하는데, 당시 노태우에 대

한 관계에서 ‘고위층’은 전두환 이외에 상정하기 어렵다.

36) 1987. 9. 2.자 조선일보 2면; 동년 9. 3.자 광주일보 3면.

37) 김상철, 『7일간의 서울시장』, 고시계사, 1994, 318-321쪽. 김상철은 당초 “적법절차”

만 규정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이중재가 이 안을 가지고 협상에 들어간 같은 날 오후 

법무부 측에서 ‘적법절차’ 조항은 자칫 잘못하면 법원의 판결에 의하도록 하는 경우보

다 더 엄격한 요건을 부과하는 결과가 될지 모르니 ‘법률과 적법한 절차’ 정도로 하자

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신기하(통일민주당) 의원이 자신에게 전언했고, 그에 대해 자신

이 ‘적법한 절차’나 ‘적법절차’나 모두 영미법의 due process of law이기는 마찬가지이

므로 무방하다는 의견을 주어 그대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같은 책, 320-3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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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받지 아니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이나 보호처분

을 받지 아니한다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냥 보기에는 이렇게 개정을 한다

고 보호감호처분에 법원 판결이 요구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실

은 ‘적법절차’ 조항의 해석상 자유박탈을 가져오는 보안감호처분은 반드시

사법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세계적 통설인 만큼, 결국 법원 판결을 거

치도록 법률로 정하지 않으면 위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중략)… ‘적법절

차 조항의 도입은 보호처분뿐 아니라 형벌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로 요건을

엄격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인권신장에 또다른 진일보를 기하는 것인 만큼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까지 야당이 주장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어내는

셈이기도 합니다.

국회 개헌특위에서 작성한 협상결과 기록에 따르면 양당은 “법률과 적

법한 절차”에 하되 보안처분이 법관의 재판에 의하여야 한다는 ‘정신과 

취지를 반영하여 하위법(사회보호법 등)을 개정’하기로 합의하였고,38) 이

후 기초소위에서의 수정 없이 위 문안은 그대로 현행 헌법(제12조 ①)의 

내용이 되었다.39)

(나) 영장의 발부·집행에 관한 적법절차

현행 헌법 제12조 ①의 “적법한 절차”가 전술한 바와 같이 8인 정치회

담 과정에서의 절충안으로서 등장한 것과 달리, 동조 ②의 영장발부에 관

한 “적법한 절차”는 통일민주당 시안의 내용을 민정당이 일부 수용함으

38)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주 32)의 문서, 7쪽.

39) 이러한 합의성사 직후,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막연한 요건으

로 징역과 실질상 동일한 형사제재를 가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므로 이를 “법

관의 재판에 의하여” 한다는 규정을 헌법명문으로 두어야 했다고 논평하였고(1987. 9. 

1.자 동아일보 2면), 대한변호사협회도 성명을 통해 사회안전법·사회보호법상의 보안처

분은 실질상 이중처벌이므로 이를 전면폐지하거나, 그럴 수 없다면 최소한 법관의 판결

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함을 역설했다(동년 9. 2.자 광주일보 1면(연

합통신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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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타결된 것이다. 통일민주당이 정당 시안 중에서는 처음으로 “법관의 

영장에는 믿을 만한 증거에 의하여 범죄가 되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의 발부와 집행은 금지된다”는 

조항을 처음으로 신설했는데, 이는 1980. 2. 발표된 서울지방변호사회·대

한변호사협회의 개헌시안이 “법관의 영장에는 믿을 만한 증거에 의하여 

범죄가 되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지 아니

한 영장의 발부와 집행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했던 것과 거의 똑같

다.40) ‘적법절차’를 영장 집행에 대한 사전구제절차로서 논의한 것은 

1986년 민정당 헌특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는 헌특 제1분과위원회

에서 ‘구속영장 집행 전에 판사로부터 그 적법여부를 검토받는 제도’로서 

도입 여부가 검토되었던 점에서 알 수 있다.41) 다만 민정당은 1986, 1987

년 모두 이를 시안에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8인 정치회담의 제1독회에서 통일민주당은 비밀영장 제도의 남용을 방

지하기 위해서 이 시안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민정당은 형

사소송법에나 규정할 이러한 조항을 헌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반대하였다가,42) 제2독회가 시작되자 민정당은 적

법절차를 영장주의에 관한 조항에 문안정리를 통해 반영하기로 하여, 체

포·구금 등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기로 합의하였다(현행 

헌법 제13조 ③).43)

40) 1986. 8. 새로 발표된 대한변호사협회 시안(제11조 ②) 내용도 前段은 동일하나, 後段

은 “영장의 집행을 받을 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방어의 기회를 주는 심문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이를 발부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41) 1986. 7. 9.자 중앙일보 1면; 동년 7. 10.자 광주일보(연합통신 인용) 1면. 물론 ‘적법

절차’를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파악하는 견해도 당시의 논의과정에서 발견된다. 예컨대 

민정당의 ‘지역간담회’에서도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미국·일본에서처럼 ‘적법절차에 의

하지 아니하고는 생명·자유·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헌법전에 도입할 필

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1986. 7. 18.자 대전일보 4면(연합통신 인용); 동일자 

전북일보 5면(연합통신 인용)).

42) 1987. 8. 5.자 조선일보·중앙일보·전북일보(연합통신 인용)·한국일보 각 1면.

43)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주 32)의 문서, 8쪽; 1987. 8. 19.자 경인일보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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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체의 자유의 보호범위 확대

(가) “구금”에서 “구속”으로의 보호대상 확대

현행 헌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신체의 자유에 관한 조의 각 항에서 신체

의 자유에 대한 제한유형으로 1980년 헌법은 체포 이외에 구금만을 규정

하고 있었고 민정당 시안은 이를 그대로 유지하였던 반면,44) 1986년 신한

민주당 시안에서는 여기에 구류와 연금을 추가하였고, 1987년의 통일민주

당 시안은 구금·구류·연금 등을 묶어서 “구속”으로 표현하였다.45) 신한

민주당 시안이 구류·연금에 대한 보호의 강화를 추구했던 가장 큰 이유

는, 당시까지 특히 김영삼과 김대중에 대해 가택연금이 법률상의 근거 없

이 남용되고 있던 데 있었다. 그러나 1987년의 6. 29 선언 이후로 이들에 

대한 가택연금이 다시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았고, 그렇기 때문에 통

일민주당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유형은 종래의 

구류나 연금보다도 구인이 되었던 결과 구금과 구인을 통칭하는 용어로서 

‘구속’이 채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구인이 헌법논의에서 부각된 것은 법원과 검찰이 1985년부

터 사법사상 처음으로 수사 목적의 구인영장을 사용한 이래로 야당 당직

44) 오히려 1980년 헌법에서 형사피고인의 자백의 임의성에 관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고

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

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로 규정하였던(현행 헌법 제12조 ⑦에 해당) 데서의 “구속”도 

1987년 시안에서는 “구금”으로 통일했다.

45)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규정내용
(현행헌법상 해당조항)

1980년 
헌법

1986년 신한민주당 
시안

통일민주당 
시안

법률주의의 적용대상 (현행헌법 제12조 ①) 체포·구금 체포·구금·구류·연금 체포·구속

영장주의의 적용대상 (동조 ③) 체포·구금 체포·구금 체포·구속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때 (동조 ④) 체포·구금 체포·구금·구류·연금 체포·구속

이유고지 등의 사유 (동조 ⑤) (없음) (없음) 연행·체포·구속

적부심청구권의 대상 (동조 ⑥) 체포·구금 체포·구금 체포·구속

임의성 없는 자백의 수집방법 (동조 ⑦) 협박·구속 협박·구속 협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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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 등을 상대로 남용했던 사정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1954년 제정

된 이래로 형사소송법은 항상 “구속이라 함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

고 규정하고 있었으나(제69조), 실무상 구인만을 위한 영장이 사용된 첫 

사례는 1985. 9. 6. 고려대학교 앞에서 열린 반정부시위에 신한민주당의 

박찬종·조순형 의원이 참여하자 서울지방검찰청이 이들을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 위반혐의로 입건하고서 제1심 공판종결시까지 총 여섯 차례에 

걸쳐서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였다.46) 당시 검찰은 “이 영장은 단순

한 구인영장이기 때문에 재구속 제한47)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

고 이러한 논리는 1986. 1. 10. 국회의사당 내 폭력사건에 관련된 신한민

주당 소속의원 7명, 1987. 6. 2. 통일민주당 정강정책 사건 관련 참고인 4

명에 대하여 각각 구인영장을 발부·집행할 때에도 동일하게 활용되었

다.48) 이와 같이 수사기관이 정치적 사건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데 따

르는 부담을 우회하기 위해서 구인영장을 남용하는 관행이 형성됨에 따

라 이로부터의 헌법적 보호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이 시안규정으로 나

타났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택연금과는 달리 구인영장의 

경우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발부·집행되던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

를 헌법전에 새로 넣을 실익은 비교적 적은 것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8인 정치회담에서는 양당 시안의 용어상 차이를 별도 쟁점으로 삼지 

않고 동조에 관한 다른 쟁점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문안정리’하기로 

하여 국회 개헌특위 기초소위에 넘겼다. 이후 기초소위의 1987. 9. 8. 회

의자료에서는 종래의 “구금” 부분을 모두 “구인·구금”으로 고쳐 구인을 

추가한 뒤 이를 “구속”이라고 인쇄된 스티커로 덮은 것이 발견된다.49)

46) 1987. 4. 17.자 동아일보 1면.

47) 형사소송법 제208조 (재구속의 금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48) 1986. 1. 10.자 동아일보 1면; 1987. 6. 2.자 동아일보 1면. 후자의 경우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아닌 참고인은 영장발부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이 법에 정한 죄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2회이상 출석요구

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는 국가보안법 

제18조 제1항에 근거하여 구인영장이 발부·집행되었다.

49)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헌법개정안 대비표(1987. 9. 8.)』, 5-6쪽. 다만 임의성 없는 자

백의 수집방법에 관한 조항(현행 헌법 제12조 ⑦)의 “구금”은 9. 8. 회의에서 수정되지 

않다가, 다음 회차의 9. 10. 회의에서 역시 “구속”으로 수정되었다. 헌법개정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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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구금·구인을 통칭하는 의미에서의 구속이 현행 헌법상의 문언으

로 자리잡게 되었다.

(나) 체포·구속 적부심사청구권의 확대

1980년 헌법은 유신헌법이 폐지하였던 체포·구금 적부심사청구권을 

부활시키면서도 이 권리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만 가지는 것으

로 규정하였는데, 그에 따라 신설된 형사소송법(1980. 12. 18. 법률 제

3282호) 제214조의2 단서는 국가보안법 위반죄나 단기 5년 이상의 징

역·금고에 해당하는 죄에 대하여는 구속적부심사청구권을 인정하지 않

았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유보의 존치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신한민주당

은 1985년부터 구 신민당 시안의 예에 따라 이러한 법률유보를 삭제하였

고, 다른 한편 1986. 6. 변협 시안도 이를 삭제한 데 따라 민정당 또한 

1986년부터의 시안에서 위 법률유보를 삭제하였다. 민정당은 이를 삭제

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50)

○ 구속은 법관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이

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행해지는 것

이므로 이를 구속적부심이라는 이름으로 재심하는 것은 이론상 문제가

있고 특히 중요한 사건(국사범, 사형․무기 등에 해당하는 중죄)의 경우

에는 재판에 의하여 유무죄를 가려야 한다는 점에서 구속적부심을 허용

하는 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현실적으로 구속이 신체의 자유를 심히 제약하는 것이고 심지어

피구속자의 명예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

지도 위협하게 되므로 구속에 대한 재심적 성격을 지닌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인권보장에 매우 큰 중요성을 갖고 있음.

회, 헌법개정안 대비표(1987. 9. 10.), 6쪽.

50) 민주정의당 편, 『헌법개정안 요강』, 1986,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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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뜻에서 민정당은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억울하게 구속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신장한다는 뜻에서 일단

구속된 사람은 누구든지 아무런 제약 없이 구속적부에 대한 심사를 청

구하여 법관에 의하여 구속의 당부에 관한 재심사를 신속히 받을 수 있

도록 함.

한편 통일민주당 시안은 법률유보는 자구상 존치하되 적부심사청구권

을 “즉시” 가지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에 문언상 여야 간에는 차이가 있었

으나, 통일민주당이 법률유보를 존치한 것은 종래의 형사소송법에 따른 

대상범죄의 제한을 유지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단지 그 절차를 법률로써 

규정해야 한다는 취지에 지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51) 그렇기 때문에 

이 쟁점이 처음 논의된 제3차 회담(8. 4.)에서 양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라는 유보문구를 삭제하는 데 완전히 합의하였다.

(다) 체포·구속시 국가의 고지·통지의무 신설

누구든지 체포·구금 등52)을 당할 경우에 (i) 그 이유, (ii) 그리고 변호

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기 전에 이를 당하지 아니한다는 

조항 역시 1980. 2.의 대한변협 개헌시안에서 처음으로 발견된다. 1986. 

6.의 변협 시안도 1980년 시안과 실질내용은 같이하면서 문구만 다소 축

약하였는데 민정당은 1986년의, 통일민주당은 1980년의 각 대한변협 시

안문구를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53) 내용상의 쟁점이 없었던 해당 조항은 

51) 1987. 7. 18.자 조선일보 3면에 실린 개헌 지상토론에서 통일민주당의 개헌시안작성특

위 위원인 허경만은 “구속적부심사제도의 전면적 부활은 여권도 같은 생각이므로 문제

될 것 없다”고 언급하였다.

52) 민정당 시안에서는 “체포·구금”, 통일민주당 시안에서는 형태를 불문한 “연행·체포·구

속”이었다.

53)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한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하여 변협 시안

들은 이를 체포·구금 전에 ‘즉시 보장’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이는 변협 시안들이 

다른 조항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따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1986·1987

년의 양당 시안은 같은 권리에 관한 조항을 따로 두고 있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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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당 시안의 문구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뒤이은 “체포·구금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는 후단은 1986년부터의 

민정당 시안에만 규정되었던 것이다. 1954년 제정 이래 형사소송법(제87조, 

제209조)이 이미 구속시 가족 등에 대한 일시·장소의 통지는 규정하고 있

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신설안의 의미는 (i) 가족 등에게 구속 등의 

일시·장소뿐 아니라 “그 이유”도 통지하고 (ii) 또한 “체포” 피의자에 대하

여도 이를 적용하도록 한 점에 있을 뿐이라 하겠다.54) 이와 같이 그 실익이 

작기 때문에 1987. 7. 법무부는 이를 헌법에 규정하는 데에 반대하였으나55)

민정당은 이 내용을 전년대로 유지하였고, 8인 정치회담에서 이는 제2독회

가 시작하면서 다툼 없이 그대로 헌법개정안의 내용으로 합의되었다.

(3) 형사절차에 관한 청구권적 기본권 규정

(가)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1980년 변협 시안 제11조
③ 누구든지 그 이유의 고지를 받지 아니

하거나 즉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 그 밖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아니
하고는 어떠한 형태로도 연행·체포·연금·
억류·구금을 당하지 아니한다.

⇨ 

1986년 변협 시안 제11조
③ 누구든지 그 이유의 고지를 받고 즉

시 접견·교통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
리를 보장받지 아니하고는 체포·구금을 당
하지 아니한다.

⇣ ⇩

1987년 통일민주당 시안 제11조
⑤ 누구든지 그 이유의 고지를 받지 아니

하거나 즉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 그밖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아
니하고는 어떠한 형태로도 연행·체포·구
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 

1986년·1987년 민정당 시안 제11조
⑤ 누구든지 체포·구금의 이유와 변호

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구금을 당하지 아니한다. 
(후문 생략)

54) 다만 유의할 점으로, 체포에도 영장주의를 적용하도록 한 헌법규정과는 달리 「형사소

송법」은 1995. 12. 29. 법률 제5054호에서 비로소 체포영장 제도를 도입하였고, 그 전

까지 동법은 현행범체포만을 규정하고 있었다.

55) 법무부의 이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았다. “○ 형사소송법에 피의자 구속·

구금시의 가족 등에의 통지의무 명시되어 있어 헌법상 규정할 실익 없음. / ○ 현행범

체포의 경우, 2중 통지와 통지방법의 문제 있고 / - 소송절차상의 행위는 요식행위가

원칙으로 구두통지는 곤란 / ○ 대만을 제외한 다른 외국의 입법례 없음.” (주 31)의 

문서,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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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형사재판에 증인으로서 참여하여 자신의 억울함

이나 권익을 주장할 기회를 가지는 ‘재판절차진술권’은 1986년부터 민정

당 시안에서 신설한 권리이다. 동년의 『헌법개정안 요강』에 따르면 그 

도입취지는 “국가소추기관인 검사에 의해 피해자의 의사가 형사재판절차

에서 충분히 보장되나 현실적으로 사건의 폭주 등의 이유로 관점에 따라

서는 피해자 측면에서 그 억울함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으므로” 피해자 인권보장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다.56) 통일민주당

에서도 이에 대해 이의할 이유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는 첫 논의가 

이루어진 제3차 회담(8. 4.)에서 민정당 시안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나) 피의자에 대한 형사보상청구권

“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은 때의 보상청구권(형사

보상청구권)은 1948년 헌법에서부터 규정되어 왔으나, 나아가 “피의자”로

서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판결이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때에도 형사보상청

구권을 갖도록 규정한 최초의 헌법시안은 1980. 1. 14. 발표된 6인 헌법연

구반 시안이었고, 이를 따라 정당 시안으로는 유일하게 신민당 시안이 

“형사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판결 또는 무혐의처분

을 받은 때”에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개정시

안은 1980년의 국회 개헌특위나 정부의 헌법개정심의위원회에서의 논의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1980. 3. 법무부는 이미 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처

분을 받은 피의자에게도 형사보상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보상법 개

정안을 준비하고 있었다.57) 즉 이러한 제도개선은 1980년의 정부 재원으

로 이미 실현가능한 것이었으나, 5. 17 이후로 관련 논의가 사장되었다가 

56) 민주정의당 편, (주 50)의 문서, 16쪽.

57) 1980. 3. 24.자 서울신문·영남일보(동양통신 인용) 각 7면; 동년 3. 25.자 부산일보 7

면(동양통신 인용); 동년 3. 26.자 부산일보·충청일보(동양통신 인용) 각 6면. 그러나 이 

개정안은 제10대 국회에 제출되지 않고 백지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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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 헌법개정 시안의 내용으로 다시 등장하였다.

1986년 민정당 헌특 제3차 전체회의(7. 2.)에서 헌특은 무혐의(혐의없음) 

피의자에 대한 보상청구권 확대를 연구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고58) 그러는 

동안 민정당의 춘천·대구 지역간담회에서 이택수(변호사)·이동수(효성여

대 교수)도 이를 주장하여,59) 7. 9. 제1분과위원회에서는 이를 시안에 포함

시키기로 하였고60) 이는 이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신한민주당은 종

전 신민당의 시안을 그대로 원용하였다.

1987년에 민정·통일민주 양당은 시안의 문구를 조금씩 수정하였는데 민

정당은 종전의 “무혐의처분”을 “혐의가 없음이 판명”된 경우로, 통일민주

당은 이를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으로 각각 규정하여 범위 확대·축

소의 방향을 달리하였다. 그리하여 8인 정치회담에서의 쟁점은 ‘혐의없음’

이외의 불기소처분61)을 받은 피의자도 형사보상청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헌법에 규정할지의 여부였다. 이와 관련하여 민정당이 소극적인 견해를 취

한 근거는 “기소유예·공소권없음·기소중지 등 경우는 피의자에게도 책임

있는 경우이므로 국가의 보상 필요없음”이라는 것이었다.62) 그럼에도 불구

하고 통일민주당 시안대로 형사보상청구권의 범위를 “법률이 정하는” 불기

소처분을 받은 때로 확대하는 데에 민정당이 적극 반대할 이유는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처음 논의된 제3차 회담(8. 4.)에서 민정당은 통일민주당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였고,63) 이후 제1독회가 끝난 뒤의 ‘막후

조정’ 단계에서 이를 통일민주당 시안대로 합의한 것으로 정리했다.64)

58) 1986. 7. 3.자 한국일보·서울신문 각 1면.

59) 1986. 7. 7.자 충청일보(연합통신 인용) 1·3면; 동년 7. 8.자 조선일보 1면; 동년 7. 11.

자 경남신문 3면.

60) 1986. 7. 9.자 중앙일보 1면; 동년 7. 10.자 한국일보·광주일보(연합통신 인용) 각 1면.

61) 당시의 「검찰사건사무규칙」(1984. 12. 31. 법무부령 제266호) 제52조는 불기소처분의 유

형을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의 4종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62) 현경대 기증문서 중 ‘무혐의로 불기소처분된 자에 대하여도 형사보상청구권 인정’(1

매). 현경대와의 면담결과 들은 설명에 따르면 이 문건은 각 쟁점별로 1-2매 분량으로 

민정당 내에서 개진논리를 요약·정리한 것들 중 하나로서, 민정당 헌특에서 작성한 것

이라고 하는데 이 문건의 경우 현경대가 직접 손으로 적었다.

63) (민정당) 회의상황실 편, 『8인 정치회담(민정·민주) 조문별 주요 협의내용』, 1987, 16쪽.

64) 민주정의당 편, 『개헌협상 중간보고(1987. 8. 17.)』, 5쪽. 이 책자에는 8. 14. 제1독회

가 마쳐진 후 8. 18. 제2독회가 시작되기 전의 ‘막후조정’을 통해 양당이 ‘합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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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범죄피해자의 국가구조청구권

범죄피해자의 국가구조청구권은 1986년부터의 민정당 시안에서 규정하였

다. 다만 민정당은 1986년 시안에서 이를 “보상”청구권으로 규정하였다가 

1987년 시안에서는 “구호”청구권으로 변경하였는데, 두 해(年)에 걸친 민정

당 요강의 설명을 아래와 같이 비교해 보면 이는 당초 위 청구권을 “국가

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수호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함에 따

른 보상청구권으로 입안하였다가 시혜적인 수급청구권으로 그 성격을 바꾸

는 취지였음을 알 수 있다.65)

민정당의 이 신설안에 대해 통일민주당은 별다른 반대를 할 이유가 없

었고, 8인 정치회담에서 이 문제가 처음 논의된 제4차 회담(8. 6.)부터 양

당은 이를 받아들이는 데 의견접근을 보았고,66) 제1독회 종료 직후의 

‘미합의’(제2독회로 이월)로 정리한 쟁점들의 내역이 표로 기재되어 있다.

65) 민주정의당 편, (주 50)의 문서, 15면 및 제12대 제135회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제

7차(1987. 8. 31.) 회의록 부록에 수록된 1987년 민정당 요강, 8쪽.

1986년 민정당 요강 1987년 민정당 요강

○ 일정한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당한 

국민에 대하여 가해자의 무자력 등으로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이를 보상하도록 하는 형사피해자 보상제도

를 신설함

(이유)

○ 국민이 흉악범죄에 의하여 피해를 당하여 피해자 본인은 물

론 그 가족의 생존권마저 엄청난 위협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수호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

으로 간주하여 사후적으로라도 국가적 보상을 해 주도록 함.

○ 피해자 보상제도의 실시는 국가 재정형편상 커다란 부담이 

될 것이 명백하나 “국민의 범죄로부터 해방”을 국가가 보다 

완벽히 보장하도록 촉구하고 피해를 국가구성원 전체가 함께 

나누어 부담함으로써 피해자 개개인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취지에서 형사피해자 보상제도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

………………………………

………………………………

…………………………구호제도

를 신설함

(이유)

○ ………………………………

…………………………경우에는 

국가에서 구호를 해 주도록 하

는바,

○ 이는 …………………………

………………………………

………………………………

………………………………구호

제도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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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후조정’ 과정에서 “구호”라는 문안을 “구조”로 변경한 뒤67) 제2독회

가 시작된 제9차 회담(8. 18.)에서 민정당 시안대로 합의하였다.

(4) 조문화되지 않은 논의사항

(가)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배제

1962년 헌법 이래로 임의성이 없거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증거인 

자백은 그 증거능력이 배제된다는 자백배제법칙이 헌법상 인정되어 온 

것과 별개로(단 유신헌법 제외), 그 밖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가 일반적으로 증거능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원칙은 1987년까지 법률상·

판례상 채택되지 않고 있었다.68)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1980

년·1986년의 개헌시안에서 모두 “위법한 구속상태에서 이루어졌거나 적

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집·작성된 증거”에 대하여 그 

증거능력을 배제하도록 규정하였고(제26조 ③) 이를 받아들여 통일민주

당은 보다 일반적으로 “위법한 방법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을 배제하는 조항을 처음으로 신설했다(제12조 ⑧). 이에 대하여 8인 정

치회담에서 민정당은 “증거에 대한 증명력에 대하여는 자유심증주의가 

적용되므로 구태여 이를 제한할 필요가 없으며, 형사소송의 이상인 실제

적 진실발견을 위해서도 증거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66) (민정당) 회의상황실 편, (주 63)의 문서, 17쪽.

67) 그 이유는 분명치 않으나 추측컨대, 8인 정치회담에서 국가의 보호를 받을 ‘생활능력

이 없는 국민’(1980년 헌법 제32조 ③)의 범위에 관한 쟁점 명칭을 “국가구호 대상자”

로 한 것(“구호”의 이러한 용례는 예컨대 “빈민구호” 등 당시의 일상용어와도 부합한

다)과 개념상 구별할 필요에 따른 것이었으리라고 본다.

68) 대표적인 예로 대법원은 “압수물은 그 압수절차가 위법이라 하더라도 물건 자체의 성

질, 형상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취지로 거듭 판시하고 

있었다. 대법원 1968. 9. 17. 선고 68도982 판결; 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도705 

판결 등. 이들 판례는 2007. 6. 1. 개정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적법한 절차에 따르

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가 시행되기 직전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로써 비로소 폐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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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를 들어 반대하였고,69) 결국 제2독회가 시작된 제9차 회담(8. 18.) 이 

조항은 헌법개정안에 넣지 않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한편 자백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1985년·1986년의 신한민주당 시안은 

모두 구 신민당 시안과 같이 그 증거능력을 배제하기 위한 요건에서 “정

식재판에 있어서”라는 한정어구를 삭제하였으나 그와 달리 통일민주당 

시안은 이를 존치하였고,70) 따라서 이는 여야 간의 이견이 없이 그대로 

헌법개정안에 반영되었다.

(나) 통신 검열·도청에 대한 영장주의

통일민주당 시안은 “우편물의 검열, 전신전화의 도청, 서신의 개피는 

국가의 안전과 공공의 질서를 해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있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이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정당 시안으로는 처음 신설하였는데, 

이는 1986년 변협 시안의 해당조항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71) 8인 

정치회담에서 민정당은 ‘이는 통신의 비밀과 관련되는 하위법에 규정할 

사항일 뿐이고, 이를 헌법에 명기하자는 것은 헌법의 체통상 곤란’하다

고 주장하였고,72) 그에 대해 통일민주당은 ‘그러한 법률이 현재도 있음

에도 불구하고 도청·검열이 현실적으로 행해지므로 이를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도73) 제3차 회담에서 이를 처음 논의할 때부

터 민정당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었고,74) 결국 제3독회가 시작된 

69)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주 32)의 문서, 9쪽; 현경대 기증문서 중 ‘증거능력의 제한’(2매), 2쪽.

70) 그 이유는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설령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라 하더라도 증거조사의 방법 및 전문법칙 등을 완화하는 간이공판절차(「형

사소송법」 제286조의2, 제297조의2, 제318조의3 각 참조)를 존치할 현실적 필요성을 

긍정하였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71) 위 변협 시안의 “국가의 안녕”을 통일민주당은 “국가의 안전”으로, 변협 시안의 “위

험”을 통일민주당은 “위협”이라고 규정한 점만 다르다.

72) 1987. 8. 5.자 중앙일보·동아일보·전북일보(연합통신 인용) 각 1면; 동일자 경향신문 2

면; 동일자 한국일보 3면.

73)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주 32)의 문서,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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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회담(8. 21.)에서 이 조항을 헌법개정안에 넣지 않는 데 양당이 

합의하였다.

(5) 형사절차 관련규정의 개정에 대한 평가

결국 형사절차에 관련되는 기본권 부문에서 큰 실질의의를 가지는 개

헌논의의 성과는 (i) 보안처분과 체포·구속 절차에서 ‘적법절차’를 요건

화하여 법원에 의한 심사를 확보하고, (ii) 체포·구속에 대한 적부심사를 

대상범죄에 관계없이 보장한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공통적으로 형

사절차에 대한 사법권의 확대를 통해 신체의 자의적인 박탈을 방지한다

는 데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하겠다.

그러나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해야 한다는 형사소송 절차상의 

기본원칙을 헌법규범화하는 데 대하여 민정당이 완강히 반대했던 데에서 

알 수 있듯이, 민정당은 법원이 증거 등 소송자료의 성격 내지 절차적 정

당성 유무는 묻지 않고(즉 설령 그 수집절차에 위법성이 있다 하더라도) 

‘실체적 진실에만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는 사법관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이

해된다. 정부(구체적으로는 검찰)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수사·소추를 

하고 있다면 법원은 그 절차를 문제삼지 말아야 한다는 관점이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법권의 확대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신체

의 자유가 보호될 수 있을지에 대해 민정당은 정부가 주장하는 ‘실체적 

정의’에 법원이 부응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기대를 전제로 하여 

적법절차와 적부심사청구권에 관한 합의에 이르렀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

다. 이후의 사법운영이 반드시 그와 같은 예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전개

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으나, 결국 사법부의 정부로부터의 독립이 전제

되지 않는다면 사법권의 확대가 반드시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을 확충하는 

귀결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상기할 수 있다고 하겠다.

74) 1987.8.5.자 전북일보(연합통신 인용)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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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표현의 자유 관련규정

(1) 영화·연예에 대한 검열폐지

1960년 헌법에서부터 규정되었다가 1972년·1980년 헌법에서 삭제되었

던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

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부활하는 데에는 일찍이 모든 정당 시안이 일치

하고 있었는데, 이는 언론·출판 등에 대한 허가·검열을 더는 일반적으

로 허용할 수 없다는 사회적 요구에 대한 최소한의 대응이었다고 하겠다. 

다만 여야간의 쟁점이 된 것은, 위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영화·연예에 

대한 검열을 허용할지의 여부였다.

이에 관하여 1986년까지는 민정당과 신한민주당 모두 1962년 헌법과 

똑같이 “다만,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위하여는 영화나 연예에 대한 검

열을 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두었다. 신한민주당의 경우, 1980년에 6인 

연구반 시안과 변협 시안이 모두 이러한 취지의 단서규정을 둔 데 따라 

신민당이 이를 답습한 것을 그대로 이어받았으며, 민정당의 경우에도 이

에 관해 특별히 논의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가운데 1986년·1987년 시

안에 모두 이 규정을 두었다.75) 그러나 1987년 통일민주당이 영화·연예

에 대한 허가·검열은 인정되지 않도록 하되(시안 제21조 ①)76) 영화·

연예가 여타의 언론·출판과 마찬가지로 타인의 명예와 권리 또는 공중

75) 다만 민정당이 이를 둔 취지설명은 다음과 같다. “영화나 연예는 민주주의 정치의 생

명선이라는 일반적인 언론·출판과는 그 성질이 다소 다르고 현실적으로 공중도덕과 사

회윤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에 대하여 돌이킬 수 

없는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의 사전적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국민적 여론에 따름.” 민주정의당 편, (주 65)의 문서, 13쪽.

76) 여야의 이러한 각 시안마련 과정에서, 각 당내에서는 이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민정

당의 경우 1987. 7. 22.의 의원총회에서 조상현 의원이 “사전검열을 금지하는 대상에 

언론·출판에 더하여 영화·연예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던 반면(1987. 7. 

23.자 조선일보·서울신문·한국일보·경인일보(연합통신 인용) 각 3면), 통일민주당의 경우 

동년 7. 15. 의원총회에서 “영화 및 연예 등은 국민 전체의 정신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

력을 감안, 검열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987. 7. 16.자 서울신문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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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으로써(동조 ②), 

이 조항은 8인 정치회담의 논의대상이 되었다. 그러는 동안 한국연극협

회와 영화인협회는 지속적으로 성명서·의견서를 여야 정당들에 제출하

여 위 단서조항의 삭제를 주장했다.77)

제3차 회담(8. 4.)에서 양당은 영화·연예에 대해서도 사전검열을 금지

하되, (i) 언론·출판 이외에 영화·연예도 “타인의 명예와 권리 또는 공

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통일민주당 시

안내용과 (ii)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

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정당 시안내

용(종래 통일민주당은 그 삭제를 주장)을 합쳐 사후규제 가능성을 확보

하는 절충안을 만드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78) 그러나 이

후 영화·연예에 대한 검열폐지에 대하여는 민정당 내부의 이견에 제기

됨에 따라 당론조정을 거쳤던 것으로 보이고,79) 제13차 회담(8. 25.)에 이

르러 이에 대한 검열조항을 전면 삭제하되 “이에 대한 것은 현행 21조 1

항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항으로 갈음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80) 다만 이와 같이 예술의 조항에 관한 조항으로 “갈

음한다”는 합의내용의 해석과 관련하여 통일민주당은 “이로써 영화·연

예에 대한 사전검열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해석한 반면, 민정당은 

“기본권 제한의 일반유보조항(제37조 ②)에 근거해서는 사전검열도 가능

하다”고 발표하여 인식차를 보였다.81) 이후 헌법의 해석·운영상 정립된 

해석은 전자라고 할 수 있다.

(2) 신문·방송 등의 시설기준

77) 1986. 8. 15.자 동아일보 10면; 동일자 매일경제 9면; 동년 10. 24.자 경향신문 12면; 

1987. 7. 22.자 동아일보 8면; 동년 8. 4.자 동아일보 10면.

78) 1987. 8. 4.자 MBC 뉴스데스크; 동년 8. 5.자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경향신문·서

울신문·한국일보 각 1면; 동년 8. 7.자 조선일보·서울신문 각 2면.

79) 1987. 8. 13.자 중앙일보 3면; 동년 8. 21.자 MBC 뉴스데스크.

80) 제13차 회담 발표자료(대통령기록관 소장문서).

81) 1987. 8. 26.자 한국일보·제주신문 1면; 동일자 한국일보·대전일보(연합통신 인용)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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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이나 통신의 발행시설기준은 법률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1962년 헌법조항(제18조 ③)은 1972년 헌법에서 삭제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1980년의 헌법개정 논의당시 6인 헌법연구반 시안은 “신문·통신·

방송·방영의 시설기준”과 더불어 “편집·편성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특히 후자를 규정한 취지는 

“이는 언론·출판의 편집권과 방송·방영의 편성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아울러 미국의 연방법률과 판례에서 인정되어 있는 ‘공정의 

원리(fairness doctrine)’의 취지에 따라 특히 방송·방영에 있어서 서로 

반대되는 정치적 의견이 공평하게 표명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

는 제도를 법률로 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82) 신민당 시안은 “신문이나 

통신 및 방송”의 시설기준을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 개헌특위 

합의안에 위 6인 시안에 유사한 규정이 반영되었으나, 정부 헌법개정심의

위원회를 거치면서 1980년 헌법에서 이 조항은 전면 삭제되었다.

그럼에도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한 언론기본법(1980. 12. 31. 법률 

제3347호)은 정기간행물의 등록요건으로 일정한 시설기준을 설정하고(제21

조)83) 이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간행물등록을 취소하도록 하였는데(제24

조), 이는 상당규모의 자본을 갖추지 못한 영세업자로 하여금 신문발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였다. 1986. 6. 4. 민정당 헌특 주

최 세미나에서 장석권(단국대 교수)은 위 시설기준 규정에 대해 헌법상의 

근거가 없음을 지적하였고,84) 그에 대응하여 민정당은 1980년의 위 6인 

시안과 유사하게, 1986년 시안에서부터 “신문·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편집·편성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는 법률로 정할 수 있다”는 조

항을 넣었다.85) 한편 1985년·1986년의 신한민주당 시안은 위 신민당 시

82) 크리스챤아카데미 편, 『바람직한 헌법개정의 내용』, 1980, 42쪽.

83) 예컨대 일반일간신문의 경우 “타블로이드 2배판 4면 기준의 신문지를 시간당 2만부 

이상 인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윤전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수인쇄시설”을 요하

였다. 동조 ① 제1호.

84) 1986. 6. 5.자 조선일보·경향신문 각 5면; 동일자 동아일보 4면; 동일자 한국일보·경인

일보(연합통신 인용) 각 3면.

85) 그 입안취지에 대한 민정당의 설명은, “부실언론사의 자의적 편파보도에 의하여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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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용을 그대로 따랐으나, 1987년 개편된 통일민주당의 개헌안 작성특위

에서는 그러한 조항이 “어떻게 들어가 있었는지 알 수 없다”며 이를 삭제

함에 따라,86) 이 조항은 8인 정치회담에서 쟁점사항이 되었다.

방송·통신에 대하여는 협상 초반부터 전파의 성격상 일정한 시설기준

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의견이 합치되었으나,87) 신문에 대하여는 주

장이 크게 맞섰다. 제3차 회담(8. 4.)에서 민정당은 “신문사의 난립을 방

지하기 위해 일정 발행시설기준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통일민주당은 

“현재의 신문발행 체제에 비추어 시설기준을 정할 경우 재벌 외에는 신

문발행이 불가능해져서 현존 신문만이 보호받는 결과가 된다”면서 “신문

은 누구나 발행할 수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한 조정은 자유민주주의적인 

적자생존 논리에 맡기면 된다”고 주장하였으며88) 제9차 회담(8. 18.)에도 

양측의 주장은 평행선을 좁히지 못했다.89) 그러다가 제11차 회담(8. 21.)

에서 민정당이 ‘해방 직후와 4. 19 직후 신문사의 난립으로 빚어진 혼란’

을 들자 통일민주당이 “신문의 재벌귀속도 막고 신문사의 난립도 막을 

수 있는 절충안을 만들어 보자”는 원론적인 제안을 하였으나,90) 제12차 

회담(8. 24.)까지도 양측은 견해를 근본적으로 좁히지 못하였다. 이 날 민

정당은 “대규모 신문사가 언론을 독점하도록 해서는 아니되나, 가령 1인

이 사장과 기자, 광고사원까지 겸하고 직원 봉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부실 신문사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시설기준은 갖추어야 

한다”는 주장을, 통일민주당은 “부실 언론사의 발생은 과도기적 현상에 

불과하여 차츰 도태될 것이고, 특히 정부가 시설기준을 이유로 하여 언론

을 마음대로 조종하거나 탄압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각각 펼쳤다.91)

결국 다음날의 제13차 회담(8. 25.)에서 양당은 통신·방송에 대해 “시

의 기본권이 유린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최소한 대중매체의 공정성 및 일정한 

수준의 시설은 보장되어야 하므로 선진민주국가의 예에 따라서” 그와 같이 규정한다는 

것이었다. 민주정의당 편, (주 65)의 문서, 13쪽.

86) 1987. 7. 3.자 한국일보 1면; 동일자 광주일보(연합통신 인용) 3면.

87) 1987. 8. 5.자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경향신문·서울신문 각 1면.

88) (주 87)의 경향신문·서울신문 기사; 1987. 8. 5.자 한국일보·서울신문 각 3면.

89) 1987. 8. 19.자 전북일보 1면(연합통신 인용).

90) 1987. 8. 22.자 매일경제 1면; 동일자 서울신문 2면.

91) 1987. 8. 25.자 경인일보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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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기준”을 정하도록 한 것과 달리 신문에 대하여는 “신문의 기능을 보장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시설

기준에 관한 논란을 우회했다.

(3) 표현의 자유 규정의 개정에 대한 평가

1972년 헌법에서 금지규정을 삭제한 이래 정치적 표현에 대한 제한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문제되었던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검열과 집회 

및 결사에 대한 허가에 관하여는 1962년 헌법에서와 같이 이에 대한 헌

법상의 금지규정을 되살리는 데에는 여야 정파 간에 이견이 없었다. 적

어도 이를 부활시키지 말 것을 주장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표현의 자유 

신장을 거부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는 아무런 논란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허가·검열의 폐지에 관한 한 

양당 모두 1962년 헌법 이상의 기본권 신장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양당 모두 1986년까지는 “공중도덕과 사

회윤리를 위하여는 영화나 연예에 대한 검열을 할 수 있다”는 1962년 헌

법의 단서규정을 그대로 되살렸다는 데서 확인된다. 1987년에 들어 통일

민주당이 이 단서를 시안에서 삭제함으로써 8인 정치회담에서 논의가 이

루어진 결과 결국은 위 단서까지 삭제하게 되었으나 그럼에도 기본권제

한의 일반유보조항(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해서는 사전검열도 가능한

지에 관하여 양당은 끝까지 견해차이를 보였고, 이후 그러한 사전검열이 

금지된다는 원칙은 헌법개정 이후의 실행을 통해 비로소 확립되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개헌협상 과정에서 가장 크게 논란되

었던 쟁점은 신문의 “시설기준”을 국가가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헌법에

서 규정할지의 여부였다. 이는 역시 1962년 헌법규정을 그대로 되살린 

통일민주당과 달리 민정당이 신문의 “시설기준과 편집·편성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법률로써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근거를 신

설한 데 따른 것이었는데, 이는 1980년의 언론통폐합에 대한 후속조치로 



- 218 -

비상기구에서 종합적인 규제법률로서 입법했던 언론기본법에 대한 헌법

상의 위임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조항의 신설로 인한 국가의 언론규제 확대를 우려한 통일민주당의 강력

한 반발로 위 조항은 결국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

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절충되었다.

이로써 보면 결국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1972년 이후 헌법상 허용되고 있던 허가·검열의 금지를 다시 확보한 점

에 있지만 이는 협상을 통한 논의의 결과가 아니다. 오히려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주로 헌법 차원에서의 규제장치를 

신설할지의 여부를 둘러싼 것이었는데, 그 중에서 현재의 언론기본권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주목되는 것은 신문에 있어 편집·편성의 공정성 

보장 등을 위한 법률유보 논의가 신문의 기능보장으로 전화되었다는 점

이다. 그러나 그에 관한 당시의 논의양상을 보면 공정보도의 확보보다는 

오히려 부실언론사의 남설 우려를 명분으로 한 시설기준의 신설에 관한 

논의에 보다 초점이 기울어져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표현의 

자유에 관한 논의는 8인 정치회담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주변화되어 있었

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다. 선거연령 규정

선거연령에 관한 논의는 8인 정치회담에서 최종반까지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제헌 이래로 1987년까지 선거연령은 적어도 20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왔으나92) 이를 헌법상 18세로 낮추자는 논의는 1980년의 국회 개헌특위

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당초 공화당·유정회와 신민당의 시안은 모두 종래

와 같은 “20세”를 규정하였으나93), 국회 개헌특위에서 제2소위원회(기본

92) 1948년 헌법이 선거연령을 “법률의 정하는 바”에 위임한 데 대해 1948년 국회의원선

거법 등이 이를 “21세”로 규정하였다가, 4. 19 직후 1960년 헌법에서부터 이를 “20세”

로 규정하여 1987년에 이르고 있었다.

93) 1980년 신민당이 개헌시안을 성안할 당시 일부 소속의원들이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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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이를 18세로 낮추자는 신민당측 위원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못한 채로 

‘소위조정안’이 성안되자94) 그 때부터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나서 선거연

령의 18세 인하를 당론화하면서 다시 쟁점화하였다.95) 18-19세의 잠정 유

권자들이 상대적으로 친야권 성향을 띠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는 

가운데,96) 이를 극구 반대하는 공화당·유정회와의 수차례 격론 끝에 

1980. 5. 15.의 ‘6인 수권소위’에서 선거연령 규정을 “모든 국민은 성년이 

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는 데 

합의하였다.97) 이는 민법상의 성년규정(제4조) 개정에 따라 선거연령을 

인하할 여지를 적어도 형식상 남긴 것이었으나, 5. 17 이후의 정부 헌법

개정심의위원회에서는 이를 다시 “20세”로 환원하여 1980년 헌법의 내용

으로 하였다. 1987년의 개헌논의 진행경과는, 이러한 전사(前史) 중에서 

국회 개헌특위에서의 성안단계까지가 반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찍이 민한당 선거제도 개선시안(1983년)과 민한당·국민당의 총선공약

(1985년)에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98) 이후 창

당된 신한민주당도 1985년 시안에서부터 일관되게 같은 조항을 두었다. 한

편 민정당이 1986년 시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대구·마산·전주 지역

간담회에서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자는 의견들이 나왔으나99) 이치호 헌

특 간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면 우리의 모든 법체

계와 이 문제가 관련되어 있으므로 미성년자의 개념 등에 혼란을 가져올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밝혔고,100) 결국 민정당은 1986년 시

자고 제안하였으나 “우선은 시안을 확정하여 국회 개헌특위에 제출하고 추구 심의과정에

서 재론하자”는 주장에 밀려 시안 내용은 1962년 헌법에서와 동일한 “20세”로 결정되었

다. 1980. 2. 12.자 한국일보·경향신문 각 1면; 동일자 조선일보 2면(한영수 발언부분).

94) 1980. 3. 20.자 동아일보 1면; 1980. 4. 1.자 경향신문 1면; 1980. 4. 12.자 제주신문 1면

(동양통신 인용) 등.

95) 1980. 4. 15.자 서울신문·영남일보(동양통신 인용) 각 1면.

96) 1980. 4. 3.자 영남일보 3면(동양통신 인용); 1980. 4. 19.자 동아일보 3면.

97) 1980. 5. 15.자 동아일보 1면; 동년 5. 16.자 경향신문·서울신문·한국일보 각 1면.

98) 1983. 12. 6.자 중앙일보 1면; 1985. 1. 11.자 조선일보 1면.

99) 1986. 7. 11.자 중앙일보·제주신문(연합통신 인용)·경남신문 각 1면; 동년 7. 12.자 한

국일보 1·5면; 동년 7. 17.자 조선일보 1면; 동일자 경인일보 2면; 동년 7. 18.자 전북

일보 1·5면; 동일자 대전일보(연합통신 인용) 4면.

100) 1986. 7. 21.자 대전일보 4면(연합통신 인용). 헌특 간사인 이치호는 1987년에 이 문

제에 관해 다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선거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할 경우 20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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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부터 일관되게 선거연령을 종래대로 20세로 규정했다. 특히 18, 19

세의 잠정 유권자가 약 178만명(1987. 12. 예상치)101)으로 추산된 1987년에 

들어서는 여야 양측의 찬반 논거가 ‘법체계상의 문제’ 이외에 대거 추가되

었는바 그 요지를 간추려 모으면 다음의 [표 12]와 같다.102) 이들 논거는 

이후 8인 정치회담에서도 그대로 원용되었다.

상을 성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 14세 이하를 형사미성년자로 정하고 있는 형법, 16

세 이하를 미성년자로 하고 있는 소년법, 18세 이상의 임용이 가능토록 한 공무원법 등

을 감안, 법체계상의 균형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1987. 7. 8.자 한국일보 1면.

101) 1987. 7. 15.자 동아일보 1면; 동년 7. 16.자 경인일보(연합통신 인용) 1면.

102) 1987. 7. 4.자 서울신문 3면; 동년 7. 6.자 경인일보 3면(연합통신 인용); 동년 7. 7.

자 동아일보 3면; 동년 7. 8.자 경향신문 1면; 동년 7. 16.자 경인일보(연합통신 인용) 

1면; 동년 7. 17.자 동아일보 3면; 동년 7. 18.자 동아일보 1·4면; 동일자 조선일보 3

면; 동년 7. 19.자 조선일보·한국일보·서울신문 각 1면; 동년 7. 20.자 경인일보 1면; 동

년 7. 21.자 경인일보 2면(연합통신 인용); 동년 7. 23.자 조선일보·중앙일보·한국일보·

경향신문·서울신문·경인일보(연합통신 인용) 각 3면; 동일자 동아일보 4면; 동년 7. 31.

자 경향신문 3면; 동년 8. 3.자 경향신문 3면.

     민정당의 ‘헌법개정요강’(제12대 국회 제135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록의 

부록으로 개정시안 본문의 앞에 실려있다)에서는 [표 16] 기재 논거들 중에서 특히 (i) 

사회경험·정치적 판단력이 미숙하다는 점, (ii) 민법상 성년과의 균형, (iii) 선거 직전 유

권자구성 급변의 부당성을 들고 있다.

103) 총리령인 공무원임용시험시행규칙(1968년-1981년) 및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1981년 이후)은 일관하여 현재의 8·9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공무원 채용시험의 최소 응

시연령을 18세로 규정해 왔다.

통일민주당의 18세 인하주장 논거 민정당의 20세 유지주장 논거

- 세계 76개국 중 70%가 선거권연령을 18세로 
규정했고, 이를 20세 이상으로 규정한 예는 
일본과 스위스 정도뿐이며 벨기에·덴마크
도 1984·5년 개헌으로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었다.

- 국민학교의 정상적인 입학연령이 6세이므로 
18세면 대학 1학년이 되며, 충분한 정치적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

- 1987. 12. 대통령선거를 치른다면 고교 3학
년생도 졸업만 앞두고 있다.

- 공무원 채용연령의 하한도 18세인데 공무원
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음은 이율배반이
다.

- 병역의무도 18세 이전에 부여된다.
- 6월 항쟁의 투쟁주역인 젊은 세대의 순수한 

요구가 정치에 반영되어야 한다.

- 사법상의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나이가 20세
이고, 그 이전에는 혼인조차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선거연령은 18~23
세로 각양각색이고, 이를 18세로 규정한 나
라들은 성년연령도 18세로 규정하고 있다.

- 우리 학제상 18세는 고교 3학년생이 다수인
데 이들은 사회경험·정치적 판단력이 미숙
할 뿐 아니라 선거연령 인하는 이들을 선거
에 휘말리게 한다. 이 점에서 외국의 18세와 
우리나라의 18세는 다르다.

- 공무원 임용연령을 18세로 규정한 것은 법
률이 아니라 총리령이고, 미성년 공무원의 
권한은 보조적 행위에만 미친다.103)

- 병역법상 국민역 편입은 17세부터이나 19세
가 돼야 신체검사 대상이 된다.

- 세계에 선거 직전에 선거연령을 인하해 적
용한 유례가 없다.

[표 12 : 선거연령 18세 인하에 관한 양당의 주요 찬반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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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정치회담에서 선거권연령은 기본권쟁점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제3

차 회담(8. 4.)에서 양당의 입장이 좁혀질 가능성이 엿보이지 않아 논의를 

아예 보류하기로 했다.104) 이어 8. 6.에는 민정당의 노태우 총재가 직접 

“야당이 주장하는 18세 인하문제는 시기상조”라고 천명했다.105) 제2독회

가 시작된 제9차 회담(8. 18.)에서는 통일민주당의 이중재 협상대표가 타

협안으로 고교생이 포함되지 않도록 “19세” 인하를 제시하였으나 이 역

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06) 8. 20.에는 양당이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기로 

재확인하였다. 민정당은 4인 협상대표 등이 참석한 대책회의에서 타협불

가 방침을 재확인하고, 같은 통일민주당으로는 국민운동본부 대표들이 내

방하여 “선거연령 이하 등은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하였다.107)

이에 통일민주당은 제12차 회담(8. 24.)에서도 19세 안을 제시하면서 “오

늘날 민주화에는 대학생들이 대학생들이 큰 힘이 되었는데, 대학생들이 

목숨을 걸고 민주화투쟁을 하여 막상 민주화가 된 뒤에도 그들(1,2학년

생)에게 선거권이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민정당은 “그

런 논리라면 4. 19 당시 고등학생은 물론 중학생까지 나섰으니 15,16세의 

중학생에게도 선거권을 줬어야 한단 말인가”라면서 “미국에서 선거연령

을 18세로 낮추는 데는 25년이 소요되는 등, 선거에 임박해서 선거연령을 

낮춘 예는 어느 나라에도 없다”고 반박하였다.108)

8. 27. 통일민주당 총재단회의에서는 미합의사항 중 선거연령을 위시한 

9개항은 ‘양보불가’라고 입장을 다졌다.109) 이에 따라 같은 날의 제15차 

회담에서 선거연령에 대한 양당의 입장은 다시 평행선을 그었다.110) 다

음날의 제16차 회담(8. 28.)에서는 통일민주당의 김동영(상도동계) 협상대

표가 개인의견으로서 “선거연령을 헌법에 규정하지 말고 추후 개정될 각

104) 1987. 8. 5.자 경향신문 1·2면; 동일자 조선일보 3면.

105) 1987. 8. 6.자 동아일보 1면.

106) 1987. 8. 18. KBS 9시 뉴스; 동일자 중앙일보·매일경제 1면; 동년 8. 19.자 동아일보 2면.

107) 1987. 8. 20.자 동아일보 3면.

108) 1987. 8. 25.자 한국일보·경인일보·광주일보 각 3면.

109) 1987. 8. 28.자 서울신문 1·2면; 동일자 조선일보 3면.

110) 1987. 8. 28.자 서울신문 1면; 동일자 대전일보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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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선거법에서 이를 19세로 규정하되, 이번 선거에 한해서는 20세로 하

도록 경과규정을 두자”는 대한을 제시하였으나 민정당은 “선거연령을 설

령 법률로 정한다 하더라도 19세 인하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했

고,111) 더구나 위 대안에 대하여는 통일민주당의 이중재(동교동계) 협상

대표도 거세게 반대하였다.112) 이후 제17차(8. 29)·제18차(8. 30.) 회담에 

이르기까지 양당의 입장은 더 이상 좁혀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선거연령은 8인 정치회담에서 최후에야 타결된 3개 쟁점 중 

하나가 되었다. 제19차(8. 31.) 회담에서 양당은 선거연령을 헌법전에 특

정 연령으로 규정하지 않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는 내용으로 규정하여 하위법(대통령선거법·국회의원선

거법 등)에 위임하기로 하여 협상을 마무리하였다.113) 이에 대해 노태우

는 “만약 18세나 19세로 선거연령을 내려 개헌안을 만든다면 학부모들의 

반대 때문에 국민투표에서 개헌안 자체가 부결될지도 모를 것”이라고 논

평하기도 하였다.114) 비록 협상결과는 이러했으나 당시 이미 통일민주당 

측에서 민정당의 20세 유지 안을 받아들이기로 구두양해를 한 것으로 전

해지고 있었다.115) 결국 헌법개정안이 성안된 이후 부수법률 협상과정에

서 선거연령은 종전대로 20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116) 이후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연령을 2005년에 19세로, 2020년에는 18세로 

각각 인하했다.

라. 사회권적 기본권 규정

111) 1987. 8. 28. MBC 뉴스데스크; 동년 8. 29.자 조선일보·동아일보·경향신문·한국일보 각 1면.

112) 1987. 8. 29.자 서울신문·경향신문 각 2면.

113) 1987. 8. 31. KBS 9시 뉴스; 동일자 MBC 뉴스데스크; 동일자 동아일보·경향일보 각 1면.

114) 1987. 9. 1.자 서울신문 3면.

115) 1987. 9. 1.자 서울신문·대전일보·광주일보(연합통신 인용) 각 3면; 동일자 제주신문 

1면. 보다 구체적으로는 (i) 종전대로 20세를 유지하거나 (ii) 19세로 인하하되 차기 선

거부터 적용하기로 양해가 이루어졌다고 하나(1987. 9. 2.자 경인일보 1면(연합통신 인

용)), 1988년 이후의 ‘차기 선거부터’ 선거연령을 인하한다는 것은 이미 통일민주당의 

입장에서도 관심사에서 멀어져 있었다고 하겠다.

116) 1987. 10. 10.자 중앙일보·경향신문 각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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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기본권

(가) 노동3권

노동 3권에 관하여는 특히 단체행동권에 대해 기본권 제한의 일반적 

법률유보(현행 헌법 제37조 ②)에 더하여 헌법상 중첩적인 제약을 가해 

왔던 것을 어느 범위에서 철폐할지가 주된 쟁점이 되었다. 이와 관련하

여 1980년 헌법 제31조의 각 항을 순차적으로 살펴보면 ① 근로자가 노

동3권을 가진다는 본문에 “다만,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단서를 추가함으로써 단체행동권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

고(단체행동권에 대한 개별적 법률유보),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로 

인정된 자를 제외하고는 노동3권 모두를 가질 수 없다는 1962년 헌법 이

래의 규정을 유지하는 한편(공무원에 대한 노동3권의 원칙적 전면부인), 

③ 단체행동권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한하거나 아예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를 국가·지방자치단체·국공영기업체·방

위산업체·공익사업체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로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었다(단체행동권의 개별적 제한·부인).

먼저 단체행동권에 대한 개별적 법률유보 규정에 대한 양당 시안의 변

화양상을 살펴본다. 민정당의 경우 1986년 당 헌특에서 주최한 개헌 지

역간담회(인천·전주)에서는 이러한 개별유보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

장이 제기되었고,117) 이에 따라 제1분과위원회를 거쳐 헌특에서 마련하

여 8. 13. 노태우 대표위원에게 보고한 초안에서는 이를 삭제하였다.118)

8. 14.까지 언론에 보도된 민정당의 ‘개헌안 골격’도 같은 내용이었으

나,119) 8. 16.부터의 신문보도에서는 모두 이러한 내용이 제외된 점에 비

117) 1986. 7. 16.자 경인일보 3면(인천, 이강희 한국노총 인천협의회장); 동년 7. 18.자 

전북일보 5면; 동년 7. 19.자 한국일보 2면(전주, 허영민 전북대 교수).

118) 1986. 7. 20.자 한국일보 1면; 동년 7. 26.자 제주일보(연합통신 인용) 1면; 동일자 

경인일보(연합통신 인용) 3면; 동년 8. 6.자 경인일보(연합통신 인용)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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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어 보면 8. 16. 총재(전두환) 결재를 전후하여 이 내용이 시안에서 삭

제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확정된 1986년 민정당 시안의 내용은 “근

로자는…단체교섭권을 가진다. 다만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종전 헌법규정 그대로 후퇴했고, 1987년에도 민정당의 

이러한 입장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한편 1985년·1986년의 신한민주당 

시안은 1980년의 신민당 시안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개별유보조항을 삭제

했고 통일민주당 시안도 그 취지는 같다. 다만 이를 단순히 삭제했던 종

전 시안들과 달리 통일민주당 시안은 그 문안을 다소 바꾸었는데 이는 

한국노총이 1986년부터 제시한 시안의 조항을 취사하여 채택한 결과이

다. 아래와 같이 양자를 비교해 보면 통일민주당은 근로자의 ‘정치적’ 지

위향상을 목적으로 한 노동3권의 행사를 경계하였고, 특히 노동3권을 

“제한하거나 방해하려는 합의는 무효이며, 이를 목적으로 하는 조치는 

위법으로 한다”120)는 한국노총의 시안 내용을 의식적으로 배제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여야 모두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행사, 특히 그 정치

적 지위향상을 위한 행사에 대하여는 국가주의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데

에는 기본적인 입장을 같이 하였다.

한편 공무원에 대해 노동3권 모두를 원칙적으로 부인한다는 헌법규정

은 1962년 헌법에서 처음 신설되었는데, 민정당의 경우 이를 1986

119) 1986. 8. 13.자 동아일보·한국일보·광주일보(연합통신 인용) 각 1면; 동일자 동아일보·

서울신문·광주일보(연합통신 인용) 각 3면.

120) 이 시안은 독일연방공화국기본법 제9조(“근로조건 및 경제조건의 유지 및 개선을 위

한 단체를 결성할 권리는 모든 개인 및 직업에 보장된다.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방해하

는 합의는 무효이며 이를 목적으로 하는 조치는 위법이다. (제3문 생략)”, 국회도서관 

편, 세계의 헌법―40개국 헌법 전문― 제1권, 2018, 221면에서 옮김)의 제2문에서 의식

적으로 따온 것이다. 1987. 7. 15.자 ‘한국노총’, 2면.

한국노총 시안 통일민주당 시안

모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개선과 경제적·
사회적·정치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
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며 국가
는 이를 확고히 보장한다. 이 권리를 제한하거
나 방해하려는 합의는 무효이며, 이를 목적으로 
하는 조치는 위법으로 한다.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개선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
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 225 -

년·1987년 시안에서 모두 그대로 두었고 신한민주당도 마찬가지였던 반

면 통일민주당은 이 조항을 전면 삭제했다. 그 취지는, 통일민주당 시안

을 확정하기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특위 위원인 김완태가 이철 의원과

의 질의응답에서 한 다음 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121)

이 철 : ‘근로’, ‘근로자’라는 단어는 ‘노동’, ‘노동자’로 바꿔야 한다. 그리고

노동3권의 유보조항을 삭제했는데, 이는 군인과 경찰에 대해서도 노동

3권을 완전히 보장해 준다는 취지인가? 이들에 대하여는 유보조항을

두어야 한다.

김완태 : 군인을 포함한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전부 풀어주는 것은 위험

하므로 경찰공무원이나 행정공무원, 국·공영기업체 근로자의 단체행동

권에 대하여는 유보조항을 두려고도 하였으나, 헌법 제35조(연구자 주:

현행 제37조에 해당)에 의거해 하위법률에서 규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개별유보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산업평화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이를 모두 삭제한 것이다.

양당 모두가 시안을 통해 범위를 축소한 것은, 단체행동권을 헌법상 

개별적으로 제한·부인할 수 있는 대상 근로자의 범위였다. 먼저 통일민

주당은 이를 전면 삭제했고, 그 이유는 위에서 보듯이 일반적 법률유보 

조항을 통해 적절한 제한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였다. 민정당도 1986년 

시안마련 초기에는 이 조항을 삭제하려고 하였다. 민정당 헌특 제1분과

위의 제3차 회의(1986. 7. 9.)에서는 위 사업체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자의

가 개입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삭제하기로 결정하였고,122) 헌특

이 8. 13. 노태우 대표위원에게 시안 초안을 보고할 즈음까지만 하더라

도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123) 그러나 8. 16. 총재 전두환의 결재 이

121) 1987. 7. 16.자 조선일보 1면; 동일자 한국일보·서울신문·경향신문 각 3면.

122) 1986. 7. 9.자 중앙일보 1면; 동일자 7. 10.자 한국일보·광주일보(연합통신 인용) 1면; 동

일자 서울신문 2면.

123) 1986. 7. 20.자 한국일보 1면; 동년 7. 26.자 제주일보(연합통신 인용) 1면; 동일자 

경인일보(연합통신 인용) 3면; 동년 8. 6.자 경인일보(연합통신 인용) 1면; 동년 8. 13.

자 동아일보·한국일보·광주일보(연합통신 인용) 각 1면; 동일자 동아일보·서울신문·광주



- 226 -

후로는 “공익사업체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종전 헌법에서 삭제한다는 내용만이 발견되고,124) 그

대로 1986년 시안이 확정되었다. 민정당은 1987. 7. 13. 헌특 전체회의에

서부터 이를 놓고 다시 논의를 벌여, 7. 20. 발표한 요강안에서부터 아래

와 같은 복수안을 마련하였다.125) 이후 7. 24. 요강안의 결재를 요청받은 

전두환은 3개 안 중에서 하나를 종국적으로 택일하지는 않되, 단체행동

권의 행사에 대한 개별적 법률유보를 그대로 두는 전제하에 그에 중첩되

는 ‘개별적 제한·부인의 대상’으로는 “법률이 정하는 방위산업체에 종

사하는 근로자”만 남기고 모두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안의 내용을 표와 

같이 일부 조정하였다.126) 그리하여 7. 29. 당 중집위에서는 새로 조정된 

제2안대로 요강안을 확정하여 그것이 1987년 시안의 내용으로 되었다.

일보(연합통신 인용) 각 3면.

124) 1986. 8. 17.자 한국일보 3면; 동일자 조선일보 4면; 동년 8. 18.자 중앙일보·경인일

보(연합통신 인용) 각 3면. 이 과정에서 “공익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삭제대상으

로 추가된 것으로 추측된다.

125) 1987. 7. 20.자 동아일보 4면; 동년 7. 21.자 서울신문 4면.

126) 이는 현경대 기증문서 중 (i) 민주정의당 헌법특별위원회 편, (주 2)의 문서, 13-15쪽

의 기재내용과 (ii) 당 헌특에서 동년 7. 29. 중집위에 보고할 당시의 『헌법개정안요강

안 시안』, 13-15면의 기재내용을 비교하여, 요강안의 내용은 이 논문에서의 용어법에 

맞게 편집하고 요강안의 주장근거는 원문 그대로 옮긴 것이다.

요강안의 내용 요강안의 주장근거

○ 제1안 :

- 1980년 헌법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되 공익사업체 등 
개별적 제한·부인대상만 
일부 축소(=1986년 시안)

⇩ (7. 24. 전두환 검토)

- 1980년 헌법규정 그대로 
유지

- 단체행동권은 노동3권 전체를 가장 실효성 있게 보장
하기 위한 수단이나, 폭력을 수반하기 쉬운 권리로서 
건전한 노사관계를 해칠 가능성이 농후함.

- 특히 우리의 안보현실에 비추어 국가·방위산업체의 
경우에는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필요성이 현저함.

- 지금까지 있던 규정을 삭제할 경우 근로자들의 준법정
신을 약화시켜 노동쟁의의 급격한 증가가 우려됨.

- 단체행동권의 행사방법만 규제할 경우 일단 쟁의행위가 
개시되면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만 행사되기란 극히 어려
운 일이기 때문에 원천적인 제한이 필요함.

○ 제2안 :

- 단체행동권에 대한 개별적 
법률유보만 존치, 나머지
는 모두 삭제

⇩ (7. 24. 전두환 검토)

- 단체행동권에 대한 개별적 

- 단체행동권을 인정하더라도 행사방법을 규제할 경우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음.

- 단체행동권 자체를 제한한 데 대한 근로자들의 반발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음(연구자 주: 이 근거는 7. 
24. 이후 삭제됨)

⇩ (7. 24. 이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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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양당의 시안은 다음과 같은 모습을 띠고 8인 정치회담의 쟁점이 되었다.

이 조항이 처음 논의된 제4차 회담(8. 6.)에서는 먼저, 민정당 시안에는 

존치되어 있던 단체행동권의 개별적 법률유보조항을 삭제하자는 통일민

주당의 요구를 민정당이 받아들여 합의했다. 당시 그 합의가 쉽게 이루

어진 이유가 밝혀져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 법률유보(현행 헌법 제37조 

②)를 통해서도 단체행동권의 제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개별유보까지 

두어야 할 실익이 적다는 인식 하에, 1987년의 ‘7·8·9월 노동자대투쟁’

127) 여기서 말하는 “단체행동권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이란 전후 문맥에 비추어 볼 때 현

행 헌법 제33조 ③에서와 같이 일정한 범위의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법률유보 존치 +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해 
단체행동권의 개별적 제
한·부인 허용

- 단체행동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실효성이 없는 권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으므로 
단체행동권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은 삭제하여야 함(다
만, 안보상황에 비추어 볼 때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
는 근로자에 대한 제한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임).127)

○ 제3안 :

- 단체행동권에 대한 특별규
정을 모두 삭제하여 기본
권제한의 일반적 법률유
보조항으로 대처

- 근로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인상을 부각시
킬 수 있으면서 일반적인 제한조항에 근거하여 제2
안 정도의 제한은 실제 운영상 가능한 것임.

* 그러나 일반적 제한조항에서는 「불가피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헌시비가 예상됨.

민정당 시안 통일민주당 시안 1987년 헌법

제32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

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
권·단체교섭권을 가진다. 다
만,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법률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
률로 인정된 자를 제외하고는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질 수 없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
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
니할 수 있다.

제32조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개

선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
체행동권을 가지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
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
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
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
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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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무르익는 와중에 단체행동권의 제약을 푸는 데 양당이 적극적인 자세

를 대외적으로 보일 필요가 있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128) 그 대신 통일

민주당은 같은 날 공무원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3권의 원칙적 부인조항을 

민정당 시안대로 존치하기로 하되 그 문안을 “법률로 인정된 자를 제외

하고는…가질 수 없다”는 부정문의 형태에서 “법률로 인정된 자에 한하

여…가진다”는 긍정문 형태로 바꾸는 데 합의했다.129) 비록 논리적인 의

미상의 차이를 가져오지는 않지만 법률로 인정된 자에 한해서라도 노동3

권을 ‘가진다’는 점을 보다 강조하는 취지로 보인다.

한편 이날 민정당은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에 대한 개별적 제한·부인을 규정한 시안조항에 전기·수도·가스·철

도·통신 등 “주요 공익사업체”를 다시 추가하면서 “이들이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그 국가·사회적 영향이 지대하므로 그에 대하여는 법률

로써 최소한의 제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는 의견이 

맞서 ‘계속검토’로 넘어갔고,130) 제2독회(8. 18. 제9차 회담), 제3독회(8. 24. 

제12차 회담)에서도 의견은 좁혀지지 않았다.131) 그러다 민정당 제13차 회

담(8. 25.)에 이르러 “주요 공익사업체” 부분에 대한 주장을 철회하되 “법

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는 “병기·탄약·함정·군용기 등을 의미하

는 것으로 법률이 정할 때 이를 철저히 반영키로 한다는 정치적인 양해 

아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자”고 제안했고 이에 양당이 합의하였다.132)

(나) 근로할 권리·의무와 근로조건

128) 이와 유사한 취지로 논평한 당시의 기사로는 1987. 8. 10.자 광주일보 2면(연합통신 

인용); 동년 8. 15.자 대전일보 3면(연합통신 인용).

129) 1987. 8. 7.자 경인일보 1면; 동일자 한국일보 2면.

130) 1987. 8. 7.자 한국일보·서울신문·경인일보·대전일보(연합통신 인용)·충청일보 각 1면.

131) 1987. 8. 18. MBC 뉴스데스크; 동년 8. 25.자 광주일보 1면(연합통신 인용).

132) 제13차 회담결과 발표자료, 1987, 3면;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편, (주 32)의 문서, 20쪽. 

이러한 취지에 따라 1987. 11. 28. 개정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부터는 제4조에서 종

래와 달리 방산업체를 일반방산업체와 (위 방산물자 등을 생산하는) 주요방산업체로 구별

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후자의 경우에 한해 종사근로자의 노동쟁의를 금지하였고, 2006. 1. 

2.부터 2020년 현재까지는 ‘방위사업법’ 제35조에서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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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할 권리·의무와 근로조건에 관한 조항(현행 헌법 제32조에 해당)

에 관하여 1987년에 논의대상이 된 민정당·통일민주당의 시안을 비교해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결과적으로는 민정당 시안 그대로 현행 헌법 제

32조가 성안되었는데, 아래에서는 서로 취지를 같이하면서 구체적인 문

구만 조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요한 내용변화를 가져온 부분들에 대한 

논의과정을 살펴본다.

8인 정치회담을 통해 가장 먼저 도입된 것은 1986년에 민정당 시안에 

신설한 최저임금제이다. 민정당은 1986년부터 최저임금법의 제정안을 준

비해 놓았고,133) 동법 제정이 완료된 1987년에는 통일민주당도 이를 시

133) 민정당의 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개헌논의 불발 뒤인 1986. 10. 23. 이고, 같은 해 

1980년 헌법 제30조
1987년 민정당 시안 제31조

(=1987년 헌법 제32조로 채택)
통일민주당 시안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

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

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

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

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⑤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

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

는다.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

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

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

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최저임금이 확보되도

록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

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

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

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

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

한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

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

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

여받는다.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

리를 가지며 의무를 진다.

② 국가는 근로자의 고용

확대와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

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

행하여야 한다.

③ 근로의 내용과 조건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

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등에 대하여 차별받

지 아니한다.

⑤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산업

재해 피해자 및 전몰군경과 산업재

해 사망자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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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넣었고 따라서 아무런 이견 없이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 여자의 근로와 관련하여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

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양당 시안에 공통되게 나타났다. 이 시안

의 연원은 한국노총이 1986년부터 헌법개정사항으로 요구한 10개조 중 

“여자근로자는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차별받지 않으며 모

성과 유아는 적절한 보호를 받는다”는 조항으로서, 당시 한국노총이 제

시한 도입취지는 다음과 같다.134)

산업사회에서 여성근로자의 기능과 역할은 더욱더 증대되고 있는 반면, 기업

가의 전근대적인 경영태도는 개선되고 있지 않음으로써 여성에 대한 임금 및

근로조건은 물론 고용과 정년 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지속되고 있음. 따라

서 여성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노동관행의 폐지와 아울러 모성보호와 유아에

대한 특별보호조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위 시안 문안을 통일민주당135)과 한국여성단체연합136)이 그대로 자기 

시안에 옮겼고 이어 민정당도 이를 시안에 넣었다.137) 다만 통일민주당 

시안이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차별받지” 않아야 할 대상

으로 “여자와 소년”을 묶어서 규정한 것과 달리, 민정당 시안은 한국노

총 시안의 규정방식과 마찬가지로 여자와 연소자의 근로를 분리하여 “여

12. 31. 최저임금법(법률 제3927호)이 공포·시행되었다.

134)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편, 『1986년도 사업보고서』, 1987, 82쪽. 이 사업보고서에는 “여

성 및 연고근로자에 대한 보호(제30조 제4항)”이 개정요구 내용으로 적혀있으나, 한국노

총은 1987. 7. 7. 이를 다시 조문형태의 헌법개정시안 형태로 발표하였고 해당 내용은 

한국노총이 신문 형식으로 월간발행한 기관지인 「한국노총」지의 1987. 7. 15. 자, 2면에 

수록되어 있는데, 도입취지는 1986년도의 그것과 동일하다.

135) 1987. 7. 9.자 한국일보 1면.

136) 한국여성단체연합 편, 『여성이 바라는 민주헌법에 대한 견해(1987. 7. 29.)』, 1987, 20쪽.

137) 현경대 기증문서 중 표지에 펜으로 “대외비”라 적힌 민주정의당 편, 『헌법개정안요

강』(1987. 7.)은 내용상 헌법개정요강안을 전두환에게 결재받은 때인 1987. 7. 24. 이

전에 작성되었음이 분명한데 이에는 해당조항에 관한 내용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반면, 

민주정의당 편, 헌법개정안 <요강 및 전문> (1987. 8. 1.), 32면에는 해당 조항이 요강

과 전문에 모두 들어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은 1987. 7. 24.에서 8. 1. 사이에 

민정당 시안에 새로 들어간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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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근로에 대하여만 부당한 차별의 금지를 특히 강조하였다. 이는 개

헌요강안에 대하여 소속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1987. 7. 22. 민정당 의

원총회에서 김영정 의원(전국구 여성계 대표)이 관련조항에 관하여 “통

일민주당 시안에 뒤떨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다만 “여자와 

노인·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복지정책 실시의무”를 신설한 시안조항(현

행 헌법 제34조 ③,④에 해당)에서와 같이 “여자와 소년”의 근로에 대한 

특별보호를 함께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분리하여 달라는 의견

을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138) 그 이유는 여자와 ‘연소자’ 혹은 여자와 

‘노인·청소년’을 묶어서 규정하는 것은 인구의 절반을 점하는 여성에 

대한 일종의 차별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8인 정치회담에서도 이를 든 

민정당의 주장을 통일민주당이 곧바로 받아들임으로써, 이 조항은 처음 

논의된 제4차 회담(8. 6.)에서 민정당 시안대로 합의되었다. 회담결과 발

표를 맡은 민정당의 최영철 협상대표는 “여성의 권익향상이라는 점에서 

여성을 연소자와 같은 조항에 넣음으로써 오히려 차별대우를 받는다는 

인상을 주었기 때문에 이것을 별개로 하자는 민정당 안을 (통일)민주당

이 받아들였습니다”라고 발표하였다.139)

끝으로, 통일민주당은 1980년 헌법에 국가유공자 유가족 등에 대하여 

신설되었던 우선취업기회 부여의 범위를 산업재해 피해자와 산업재해 사

망유가족에 대하여까지 확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역시 한국노총의 

1986년도 개헌요구사항에 들어있던 조항을 그대로 옮긴 것인데, 한국노

총이 밝혔던 도입취지는 아래와 같다.140)

우리나라의 고도경제성장은 근로자들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이룩된 것임

에도 불구하고 작업환경과 안전시설이 미비하여 산업재해나 직업병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자가 매년 속출하고 있음.

따라서 국가는 산업재해 피해자에 대한 기존의 보상제도 이외에 산업재해

138) 7. 22. 의원총회에서의 의원별 발언을 기록한 현경대 기증문서 중 ‘파란색 표지 자필

노트’ 기재.

139) 1987. 8. 6. MBC 뉴스데스크.

140) 1987. 7. 15.자 「한국노총」,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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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

족」(제30조 제5항 참조)과 같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

의 기회를 부여받도록 보장해야 할 것임.

이러한 통일민주당 시안에 대해 8인 정치회담의 제1독회(8. 6. 제4차 

회담)에서 민정당은 “현재 국가유공자나 전투경찰 유가족들도 취업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통계상 1년에 14-15만명에 달하는 산업재해 피해자·

유족의 취업보장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고 이의하면서도, “목적 자

체는 좋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다루어 보자”는 입장을 밝혀 이 쟁점을 

‘전향적 검토’상태로 넘겼다.141) 그러나 제2독회가 시작된 제9차 회담(8. 

18.)에서 결국 민정당의 위 이의를 통일민주당이 받아들여, 이 조항은 신

설하지 않기로 양당이 합의하였다.142) 그로써 이 조항에 대한 문안은 모

두 민정당 시안대로 합의되었다.

(2) 기타 사회권적 기본권

(가) 교육관련 기본권

교육관련 기본권조항의 개정논의와 관련하여 여야 어느 정당도 적극적이

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민정당의 경우 1986년·1987년 모두 1980년 헌법 

제29조에 일말의 수정도 가하지 않았다. 그리고 전술한 바와 같이 신한민

주당은 1985년·1986년 시안에서 1962년 헌법조항에 평생교육 진흥조항을 

넣고143) 의무교육을 “중학교육”에 확대하는 데 그쳤는데, 통일민주당 시안

에서는 그마저 모두 백지화하였다.

141) 1987. 8. 6. MBC 뉴스데스크; 동년 8. 7.자 대전일보(연합통신 인용)·경인일보·충청일

보 각 1면; 동일자 조선일보·한국일보 각 2면.

142) 1987. 8. 19.자 조선일보 1면; 동년 8. 29.자 조선일보 5면.

143) 이는 1980년 헌법에 신설된 조항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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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통일민주당 시안에서 특기할 점은 “국가는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한

다”는 조항을 추가한 점이다(시안 제30조 ⑤). 1985년의 세칭 학원안정법 

파동 등으로 인해 대학자율화에 관한 요구가 팽배했음은 분명하나, 대한변

협 기타 당시의 사회단체 사안(私案) 중에서 이러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으

로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은 발견되지 않는다.144) 따라서 통일민주당이 ‘대

학의 자율성’으로써 의도한 뜻이 무엇인지는 알기 어려우나 같은 당 정강정

책의 다음 관련항목으로써 그 대략을 추측할 수 있다.145)

(2) 대학의 자유와 독립

학문연구와 그 전수의 전당인 대학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한다. 대학 총·학장

에 대한 임명승인제, 대학교수 재임명제 등을 폐지한다. 대학생들의 자치적

학내활동에 대한 공권력의 개입을 억제한다. 사학에 대한 재정·금융지원을 강

화하여 국공립대학과 나란히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정강정책의 취지에 따르면 통일민주당은 대학자율성을 교수와 

학생 모두를 포함하는 대학구성원 전체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았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반해 민정당은 다음과 같은 반론을 폈는데,146) 이는 대학

자율성이 교수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인식의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 대학의 자율성은 교육의 자주성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으며

- 학문의 자유 속에 연구 및 교수의 자유가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므로 이

를 굳이 신설할 필요성은 없음.

144) 다만 1980년의 6인 헌법연구반 시안에서는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치는 보장되

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시안 제29조 ④).

145) 통일민주당 선전국 편, 통일민주당 정강정책, 1987, 14쪽.

146) 현경대 기증문서 중 ‘대학의 자율성보장’(1매). 현경대와의 면담결과 들은 설명에 따

르면 이 문건은 각 쟁점별로 1-2매 분량으로 민정당 내에서 개진논리를 요약·정리한 것

들 중 하나로서, 민정당 헌특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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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정치회담에서 대학자율성을 포함한 교육기본권 조항 전체에 대하

여는, 첫 논의가 이루어진 제4차 회담(8. 6.)에서 (i) 대학의 자율성 보장

은 통일민주당 안을 절충하여 문안을 넣고, (ii) 그 외 나머지는 비록 양

당 안의 표현이 다르나 근본적인 의미는 같으므로 절충하여 성문화하도

록 각각 합의되었다.147) 그 결과 현행 헌법 제31조는 기존의 1980년 헌

법 문안을 그대로 두되 종전의 제4항에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전문

성·정치적 중립성”에 “대학의 자율성”만을 추가하게 되었다.

(나) 사회보장 및 공적부조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조항(현행 헌법 제34조에 해당)에 관한 

여야 제1정당들의 시안을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147) (민정당) 회의상황실 편, (주 63)의 문서, 18쪽.

1980년 헌법 32조

(=1962년·1972년 헌법)

1986년·1987년

민정당 시안 제33조

1985년·1986년

신한민주당 시안 제31조

1987년

통일민주당 시안 제35조

②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

할 의무를 진다.

③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

호를 받는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

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

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

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

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생

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

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

방하고 그 위험으로부

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

의 증진을 위한 필요한 

예산을 매년 계상하여

야 한다.

③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

호를 받는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

력하여야 하며, 국민을 

재해, 질병, 노동능력의 

상실, 노령 및 신체장

애, 실업 기타 부조를 

요하는 생활상태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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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에 민정당은 (i) 국가가 복지정책 실시의무를 질 대상과 (ii) 국가

가 보호의무를 질 대상을 구분하여 ‘여자와 청소년’을 전자로, ‘신체장애자

와 노령자’를 후자로 각각 묶어 하나씩의 조항으로 성안하려고 했던 것으

로 보인다.148) 그러나 요강안을 심의한 8. 18. 의원총회에서 김현자 의원은 

청소년과 여성을 같은 범주에 넣어 묶은 데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

고,149) 이에 따라 시안의 조문화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복지향상노력 의무

조항을 독립시키고(제3항), “신체장애자”와 묶였던 “노인”을 “청소년”과 

같은 항으로 옮겨(제4항)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150) 한편 국민을 재해로부

터 보호할 국가의 의무조항은, 민정당이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신

체·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의무 중의 하나인바 이에 관한 국

가의 단호한 의지를 천명하고 앞으로는 재해로 인한 피해를 국가가 부담

하는 것도 고려함으로써 복지사회를 실현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시안에 

신설했다.151) 민정당은 이 시안조항을 1987년에도 그대로 유지했다.

한편 신한민주당은 사회보장정책의 명목이 아무리 좋더라도 그 추진을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국가가 그에 필요한 예산

을 “매년 계상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시안에 둔 1980년 신민당 시안규정

을 그대로 두었다. 그러나 1987년 통일민주당은 이 조항을 폐기하고 “국

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을 재해, 질병, 

노동능력의 상실, 노령 및 신체장애, 실업 기타 부조를 요하는 생활상태

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진다”는 내용으로 시안을 바꾸었다.

8인 정치회담에서 이 조항에 관한 쟁점은 민정당 시안내용을 중심으로 

148) 1986. 8. 17.자 한국일보 3면; 동년 8. 18.자 경인일보 3면(연합통신 인용)에 각각 

‘확정된 민정당 개헌안 골자’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신체장애자·노령자 등의 보호의

무조항 신설”과 “국가의 여자와 청소년에 관한 복지정책 실시의무 신설”을 별도 항으로 

두었다.

149) 1986. 8. 19.자 동아일보·경향신문 각 2면; 동일자 조선일보 3면; 동일자 한국일보 5면.

150) 다만 시안발표가 임박하여 조문을 고쳤기 때문에 민주정의당 편, (주 65)의 문서, 

19-20쪽 내용은 미처 수정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51) 민정당의 1986년 요강과 1987. 7. 24. 전까지의 요강시안에는 모두, 국가의 위와 같

은 기본의무를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재해로부터의 피해를 국가가 부담하

도록 명문화함으로써 복지사회를 실현하려는 의지를 헌법적 차원에서 확고히 하고자” 

한다고 취지에 적었으나, 이후 1987년 요강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본문과 같이 표현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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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여자의 복지·권익향상(제3항), (ii) 국가복지정책 대상(제4항), (iii) 국

가구호의 대상(제5항)으로 나뉘었다. 이들에 대해 처음 논의가 이루어진 

제4차 회담(8. 6.)에서는 이들을 모두 일괄하여 문안정리하기로 합의하였

고, 정리된 문안은 민정당 시안을 모두 따르되 국가의 공적부조 대상인 

“신체장애자 및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을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

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으로만 고친 것이 되었다.152)

(다) 환경권

환경권은 1980년 헌법에 “모든 국민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한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으로 

신설되어 있었다.153) 이에 대해 민정당은 1986년 시안에서 “국가는 주택개

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154) 1987년 시안에서는 위 “깨끗한”을 “쾌

적한”으로 바꾸었다. 한편 1985년·1986년의 신한민주당 시안은 1980년에 

신민당에서 만든 안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했는데, 통일민주당은 이에 더하

여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를 입법으로써 구체화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1986

년의 민정당 시안을 따라 국가의 주택개발의무 조항을 신설했다.155)

152) 민주정의당 편, 헌법개정안 <요강 및 전문>, 1987, 21쪽에서는 여야 정당시안 대비표 

부분 중 통일민주당 시안(제35조) 제2항에 열거된 “재해, 질병” 등 사유 부분의 “질병”, 

“노령”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고, “실업”이라는 단어에는 “×” 표시가 표기되

면서 “여기 들어가는 것이 합당치 않다. ② 사회보장에 포함”이라고 현경대의 필체로 

기재되어 있다. 실업은 민정당 시안(제33조) 제2항에 규정한 사회보장의 대상이 될 뿐, 

공적부조의 대상이 되기에 합당치 않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153) 1980년 당시의 정당시안·사안(私案)들 중에서는 6인 헌법연구반 시안이 모든 국민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처음으로 규정했고, 이를 신민당과 공화당·유정회가 

각각 상이한 형태로 받아들여 국회 개헌특위 시안에 1980년 헌법과 유사한 형태로 수

용하고 있었다.

154) 그 제안이유를 민주정의당 편, (주 65)의 문서, 18쪽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쾌적한 주거생활의 영위는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임

○ 현재도 정부는 이를 위하여 주택공급의 확대 등으로 안정된 주거생활의 보장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주택개발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가에 그 노력의

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함“

155) 통일민주당 시안으로의 변천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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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정치회담에서는 첫 논의가 이루어진 제4차 회담(8. 6.)에서 이를 

‘문안정리’하기로 간단히 합의하여 통일민주당 시안에 따라 환경권을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로 규정하는 한편 환경권의 내

용과 그 행사는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양당 시안에 공통적으로 들어있

는 주택개발의무 조항도 헌법의 내용으로 확정하였다.

(라) 혼인과 가족생활·보건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하여 신한민주당과 통일민주당의 시안들은 1980

년 헌법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었던 데 반해, 민정당은 1986년 시안에서 

다음의 세 가지 내용을 신설했다.

첫째는 혼인과 가족생활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

립·유지되어야 한다는 기존 헌법조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이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더함으로써 혼인·가족생활의 주체가 아

닌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민정당이 그 취지를 다음과 같이 밝히

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주안점은 양성평등의 보장에 있었던 것

으로 보인다.156)

1985년·1986년 신한민주당 시안

(=1980년 신민당 시안)
1987년 통일민주당 시안

① 모든 국민은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

경을 향유할 권리를 갖는다.

③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국가는 환경의 적정한 이용관리 및 보

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며, 환경의 보전을 위하

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환경의 적정한 이용관리와 보

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환경권의 내용과 그 행사는 법률로 정한다.

④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국민이 

안락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56) 민주정의당 편, (주 65)의 문서, 20쪽. 다만 이에 대하여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는 민

정당 시안이 개별적 법률유보를 붙임으로써 양성평등 보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하

면서, 여성계의 투쟁결과로 신설된 1980년 헌법조항을 그대로 유지하는 통일민주당 시

안을 지지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편, 『여성이 바라는 민주헌법에 대한 견해(1987. 7. 

29.)』, 1987, 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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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은 남녀평등이 실현되어야 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이므로 국가가 혼

인과 가정생활에서의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력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양성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도록 함.

둘째는 “국가는 임신·출산·육아 등과 관련한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

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그 제안취지는 다음과 같다.157)

○ 모성의 보호는 국가와 민족의 생존과 번영에 직결된 것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국가의 장래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에 비추어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절실히 요청된다는 사실을 민정당은 깊이 인식하고 있음

○ 따라서 모성의 보호를 헌법적 차원에서 확인하고 국가와 국민에 그 의

무를 함께 부여함으로써 건강한 임신·출산과 건전한 육아를 통한 후손

대대의 번영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함.

셋째는 국민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에 “국가는 질병의 예방과 의

료보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추가한 점이다.

8인 정치회담에서는 위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도 제4차 회담(8. 6.) 첫 논

의에서 이들을 ‘문안정리’하는 것으로 합의를 마무리했는데, 그 결과 (i) 혼

인·가족생활의 양성평등 조항은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여 법률

유보를 삭제하고 (ii) 모성보호 조항은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

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한정수식어를 삭제하며 (iii) 질병예방·의료보호 조

항은 헌법에 규정하지 않는 것으로 현행 헌법 제36조의 문안이 정리되었다.

마. 기타 기본권 규정의 개정

157) 민주정의당 편, (주 65)의 문서 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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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권의 최대보장과 최소제한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현행 헌법 제10조 제2문)에 관하여 1980년 헌

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

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였던 것과 달리, 1985년부터 신한민주당 시

안은 1980년 신민당의 시안과 같이 이를 “최대한 보장”할 의무로 규정하

였다. 이는 기본권의 최대보장 의무를 직접 헌법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의의를 가질 수 있는 것이었으나, 1987년 통일민주당은 해당 조항을 없

대고 1980년 헌법의 조항대로 시안에 규정함으로써 쟁점화를 피하였고, 

그 결과 이는 별다른 논의 없이 그대로 현행 헌법의 내용이 되었다.

한편 기본권제한의 일반적 법률유보(현행 헌법 제37조 ②) 조항에 규

정된 기본권제한의 목적 중에서 “국가안전보장”은 1972년 헌법에서 처음 

도입되었고, 1980년에는 6인 헌법연구반과 신민당이 그 삭제를 강력히 

주장하여 그 해의 국회 개헌특위 시안에서 이것이 삭제되었다가 5. 17 

이후 정부 헌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되살림으로써 1980년 헌법에 존

치되었다. 이후 1986년까지의 신한민주당 시안들은 모두 이를 삭제하였

으나 1987년에 통일민주당이 이를 시안에 넣었고, 따라서 “국가안전보

장”의 존폐는 8인 정치회담에서 쟁점이 되지 않았다.

또한 기본권제한의 요건과 관련하여 종래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

률로써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1986년부터 민정당 시안

에서는 이를 “불가피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이는 민정당 헌특 제1분과위의 운영초반(제3차 

회의)에서부터 결정된 것이다.158) 그러나 8인 정치회담 제4차 회담(8. 6.)

에서 통일민주당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양당이 헌법전에 넣지 않기로 합

의했는데 그 거부이유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필요”라는 기존 문언의 

뜻이 “불가피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개정에 별다른 실익은 없었다고 하겠다.

158) 1986. 7. 10.자 한국일보·경향신문 각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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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인 등에 대한 보상 후의 배상금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로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

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는 규정이 국가배상법(1967. 3. 3. 법률 제1899호) 제2조 ① 단서에 대한 대

법원의 위헌판결(1971. 6. 22. 선고 70다1010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반발

로 유신헌법으로 옮겨진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1980년에 여야 정당과 각

종 사안들은 모두 일치하여 이 조항을 삭제한 시안을 발표했기 때문에 국

회 개헌특위 시안도 그에 따랐으나, 정부 헌법개정심의위원회에서 논의결

과 이를 헌법전에 존치하였기 때문에 1986년부터 다시 쟁점화하였다.

따라서 1985년부터의 신한민주당 시안들과 통일민주당 시안이 모두 이 

조항을 전부 삭제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런데 1986년부터 민정

당 시안 역시 이를 그대로 존치하지 않고, 전투·훈련 등 직무수행과 관

련한 손해에 대하여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이 보상 이외에 배상을 

따로 “청구할 경우의 배상기준과 방법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

였고 그 취지는 아래와 같았다.159)

○ (중략) 앞으로의 국가재정능력의 증대추세를 감안하고 국가를 위한 직

무수행으로 인하여 불의의 손해를 당한 군인·경찰공무원 등에게 그 희

생에 상응하는 보상을 더욱 충분히 받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그 개선의

필요성은 있음

○ 다만, 그 재원마련을 위하여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될 우

려가 있고, 별도의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군인·경찰 등이 전투로 인

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없었으므로 보상 외에 국

가배상은 인정되지 아니함)와 비교하여 형평을 잃어서는 아니되므로

159) 민주정의당 편, (주 65)의 문서,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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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받은 보상액을 감안하여 그 차액만 추가로 배상받을 수 있게 함

따라서 양당 중 어느 쪽의 시안에 따르더라도, 적어도 보상액과의 차

액에 대한 배상청구는 인정하는 내용으로 조항의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

로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8인 정치회담 제3차 회담(8. 4.)이 끝난 뒤

의 언론보도 등 기록들은 일치하여 민정당의 위 주장에 대해 통일민주당

이 이의를 제기하여 합의가 불발된 것으로 적고 있는바 이들을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1. 결과 : 좀 더 연구·검토키로 함.

2. 민정 : 전투·훈련중 직무집행 과정에서 사고가 생겨 사망했을 경우 피

해자의 지위·형편에 따라 차이를 두어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트고자 함.

3. 민주 : 좀 더 논의해 보자는 입장임.”160)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등의 직무상 손해에 대해 현행 이중보상 금지

조항을 수정하자는 민정당 측 안에 오히려 민주당이 이의를 제기해 주객

이 뒤바뀐 느낌.”161)

“군인·경찰의 훈련중 사고에 대해 현행 이중보상금지를 수정하자는 민정

쪽 주장에 민주당이 이의를 제기해 주객이 뒤바뀐 느낌을 주기도.”162)

“군인 등의 이중배상 금지조항에 대해선 민정당 측의 진보적 자세에 민주당 측이 제동을

걸어이색.”163)

“‘군경에 대한 국가보상’ 문제의 처리과정도 아쉬운 대목이다. 군경 등이 전

투나 훈련을 하다가 받은 손해에 대해 피해자나 유가족이 누구에게나 똑

같은 법적 보상 외에 더 많은 배상을 요구하면 그 청구권을 인정해 주자

는 민정당 측과, 더 이상의 배상요구를 금지한 현행 헌법대로 하자는 민주

160) (민정당) 회의상황실 편, (주 63)의 문서, 17쪽.

161) 1987. 8. 5.자 경향신문 2면.

162) 1987. 8. 5.자 한국일보 3면.

163) 1987. 8. 5.자 조선일보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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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측의 의견이 맞서 당일 회의에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민에 대

한 국가보상이 대부분의 경우 증가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서 볼 때 국민

을 위한 정부의 배상증가가 왜 나쁘냐’, ‘민주당 측이 조문을 잘못 이해한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민주당 대표는 만족할 만한 답변을 하지 못

했다. 이 경우는 종래의 여·야 입장이 역전됐다는 지적을 낳았다.”164)

이후의 논의경과는 불명하나 제1독회가 끝난 뒤의 ‘막후조정’을 통해 

이 조항은 “현행 제28조 제2항으로 합의”된 것으로 정리되었다.165) 유신

헌법 이래로 법원이 위헌판단을 내린 사항을 헌법화한 대표적 ‘악법’으

로 꼽히는 이 조항은 전면 삭제되지는 않더라도 일정부분 개선의 여지가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가 불명한 통일민주당의 반대로 인하여 그

대로 현행 헌법에까지 남게 된 것이다.

(3) 과학기술자의 권리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1986. 8. 6. 『헌법개정에 따른 과학기술 

관련 조문에 관한 건의』를 민정당 헌특에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i) 

헌법 전문에 ‘과학기술입국’의 의지를 명시하고, (ii) ‘과학과 기술’을 ‘경

제’와 분리하여 독립된 장으로 편성하며, (iii) GNP의 일정비율을 연구개

발에 투자하도록 할 헌법상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었다.166) 민정당

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1986. 8. 14. 노태우가 위 단체 인사들과

의 간담회를 가진167) 직후 개헌시안에 저작자·발명가·예술가와 더불어 

“과학기술자”의 권리를 법률로써 보장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고,168) 뒤

164) 1987. 8. 8.자 조선일보 3면.

165) 민주정의당 편, 『개헌협상 중간보고(1987. 8. 17.)』, 5쪽.

166) 현경대 기증문서 중에는 1987. 7.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작성한 같은 제목의 

책자와 함께 그에 대한 제출공문(수신자: 민정당 헌특 현경대 위원장)이 남아있는데, 위 

공문에는 1986. 8. 4. 그와 동일한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1986. 8. 7.자 매일경제 8면; 동일자 경향신문 10면의 보도내용과도 일치한다.

167) 1986. 8. 15.자 경인일보 2면(연합통신 인용).

168) 1986. 8. 17.자 서울신문 1면; 동년 8. 18.자 경인일보(연합통신 인용) 1면. 그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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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 고위 당정협의(8. 16.)에서 전두환이 이 조항의 신설을 지지하면서 

그에 따른 법률보완으로 과학기술계의 인재유치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표하였다.169) 통일민주당은 이러한 조항을 두지 않았으

나 8인 정치회담에서 이에 반대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제3차 회담(8. 

4.) 곧바로 신설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4) 재산권의 수용 등에 대한 보상

1948년 헌법 이래로 공공필요에 의한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수용·사

용·제한을 법률로써 해야 한다는 데에는 역대 헌법이 일치했으나 그에 

대한 보상을 법률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범위는 어떠한지에 관하여 

변천이 계속되었고 1987년에도 이것이 쟁점이 되었다. 당시까지의 해당 

헌법 규정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은 개정의 경위에 관해 박윤흔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170)

1948년 헌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

취지는 다음과 같다(민주정의당 편, (주 50)의 문서, 18쪽). “자원을 보유하지 못한 우

리의 여건에 비추어 2천년대 선진복지사회의 실현여부가 과학기술의 창달에 달려 있

음을 명백히 인식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초로서 과학기술자의 권리가 최대한

보호되도록 헌법에 명문규정을 두도록 함.”

169) 김성익, 『전두환 육성증언』, 조선일보사, 1992, 133쪽.

170) 박윤흔, 『정현 박윤흔 회고집: 도약의 시대를 함께한 행운』, 국민서관, 2014, 

139-147쪽(박윤흔, ‘1987년 10월 29일 헌법개정시 보상법률주의를 관철시키는 데 일조

하다’, 토지보상법연구 제7집, 2007, 213-222쪽의 글을 재수록한 문헌이다).

1948년 헌법 1962년 헌법 1972년 헌법 1980년 헌법

제15조 ③ 공공필
요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사용 
또는 제한함은 법률
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상당한 보상을 지
급함으로써 한다.

제20조 ③ 공공필
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
한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
하여야 한다.

제20조 ③ 공공필
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
한 및 그 보상의 기
준과 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제22조 ③ 공공필
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은 법률로써 하되, 보
상을 지급하여야 한
다. 보상은 공익 및 
관계자의 이익을 정당
하게 형량하여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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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는데, 징발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6. 25 전쟁이 발발하자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1950. 7. 26. 대통령긴급명령 제6호)에 의해 국

군·미군이 기지부지, 포로수용소 등으로 대대적인 징발을 하였으나171)

1962년 헌법이 “정당한 보상”을 규정할 뿐 1948년 헌법과는 달리 보상의 

범위를 ‘법률이 정하는 바’로 제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이후에야 징발

법 등이 그 보상기준을 규정하면서,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보상의 소멸

시효·보상기간·예산범위 내의 지급 등 다양한 제한을 규정하였다. 이

에 대해 대법원이 보상청구권이 법률로써 제한될 수 없는 헌법상의 권리

라는 전제 하에 이들 법령에 대해 다수의 위헌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정부

와 마찰이 빈발하였다.172) 1972년·1980년 헌법들이 1962년 헌법과 달리 

“보상”을 “법률로 정한다”는 술어의 목적어로 삼은 까닭은 여기에 있었

고, 그러한 헌법개정에 따라 대법원의 입장도 변경되었다는 것이다.173)

1980년대로 돌아오면 신민당, 그리고 신한민주당·통일민주당 시안은 

모두 1962년 헌법의 문구로 그대로 되돌아가,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

는 제한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

171) 육군본부 편, 『6. 25 사변 후방전사 인사편』, 1955, 257-259 참조. 이 책은 국회도서

관 홈페이지(dl.nanet.go.kr)에서 PDF로 열람·다운로드할 수 있다(2020. 6. 28. 기준).

172) 대법원은 “헌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보상’이라는 취지 (구 헌법상의 ‘상당한 보상’과 

같은 취지의 말이다)는 그 손실보상액의 결정에 있어서 객관적인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

하여야 된다는 취지일 뿐만 아니라, 한걸음 나아가서 그 보상의 시기, 방법(이 방법 중

에는 피징발자가 징발로써 그 권리를 잃음과 동시에 지체없이 법원에 그 보상액을 청구

할 수 있을 것을 포함한다) 등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의미

한다”고 판시하면서, 위 대통령령 제1914호 제2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하였다(대

법원 1967. 11. 2. 선고 67다133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나아가 징발법이 정한 

보상기준(과세표준)은 징발보상심의회가 보상요율을 사정·조정함에 있어서의 기준에 불

과하고, 그에 관계없이 법원은 징발물의 객관적 가치를 산정하여 보상금을 정할 수 있

다는 취지로 판결하고(대법원 1970. 3. 24. 선고 69다1561 판결), 이에 대응하여 국회

가 정부 발의로 개정한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도 위 

징발법상의 규정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징발보상금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신

설하자(1970. 12. 31. 법률 제2264호) 서울민사지방법원은 이 조항도 헌법에 위반된다

고 판결하였다(동 법원 1971. 2. 26. 선고 70가14816 판결).

     이상에 관하여는 법원행정처 편, 『법원사』, 1995, 467-470쪽, 475-477쪽을 참조.

173) 예컨대 대법원 1976. 10. 12. 선고 76다1443 판결은 “적어도 개정헌법 시행 후에 있

어서는 개정 전 헌법(주: 1962년 헌법) 제20조 제3항의 경우와는 달리 손실보상을 청구

하려면 그 손실보상의 기준과 방법을 정한 법률에 의하여서만 가능하다고 풀이하여야 

된다”고 판시했다. (주 172)에서 인용한 판례들과 비교해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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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반하여 민정당의 1986년 시안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

용·사용 또는 제한을 “법률로써 하되,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상은 

공익 및 관계자의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 법률로 정한다”는 1980년 

헌법의 규정을 그대로 채택했다가 1987년 시안에 이르러 이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1948년 헌법의 문구를 따르되 “상당한”을 “정당한”으로만 바꾼 것

인데, 민정당이 이를 입안하면서 논점으로 삼은 것은 “상당한”과 “정당

한”의 차이가 아니라 오히려 “정당한”이라는 말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수식어로써 한정할지의 여부였다. 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민

정당이 보상조항에 관한 내부의견을 정리한 문서에는 다음과 같이 양론

의 근거가 대비되어 있다.174)

즉 민정당은 수식 없는 “정당한 보상”은 1960년대 대법원 판례의 취지

와 같이 법률로써 그 기준이 제한되지 않는 객관적 가치(결과적으로 시

가)의 완전보상을 뜻하는 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당한 보상”

은 일단 객관적 가치의 완전보상을 뜻한다는 점에서 같으나 가치평가의 

기준을 법률로써 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민정당의 

인식에 따르면 시가에 대부분 미달하는 평가기준인 기준지가에 따른 보

상법제가 합헌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후자의 입장을 취해야만 했다.175)

174) 현경대 기증문서 중 ‘재산권 수용시 보상’(2매). 현경대와의 면담결과 들은 설명에 따

르면 이 문건은 각 쟁점별로 1-2매 분량으로 민정당 내에서 개진논리를 요약·정리한 것

들 중 하나로서, 민정당 헌특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한다.

175) ‘기준지가’는 1972. 12. 30. 제정된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에서 도입한 토지가격 평

가체계로서, 1981. 12. 31. 개정 토지수용법(법률 제3534호) 제46조 ②에서부터 토지수

용보상금의 산정기준이 되었다. 기준지가 체계는 이후 1989. 4. 1. 제정된 지가공시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법률 제4120호)에 의해 ‘공시지가’ 체계로 개편되었고, 토지수

‘정당한 보상’의 주장근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당한 보상’의 

주장근거

재산권은 절대 보장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수용에 대하여는 수용시점을 기준으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며, 사전에 고시된 기준지가
에 따라 보상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에 해당됨.

공공개발로 인한 지가상승 등 개발이익은 
개발주체에 귀속되어야 하므로 현행 기준지가
제도(국토이용관리법, 토지수용법 등)는 계속 
유지되어야 함.

정당보상을 하고 난 후 개발이익 등은 수
익자부담금을 부과하여 환수할 수 있음.

수익자부담금에 의하여 개발이익을 환수하려는 
것은 입법기술상 매우 어려우며 국민들에게 새로
운 부담이라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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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정치회담에서 이 쟁점은 논의 첫날인 제3차 회담(8. 4.)에서 ‘통일민

주당 시안을 중심으로 문안을 정리하기로’ 금새 타결되었다. 그러나 그 직

후 정리된 문안은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뿐 아니라 “및 그에 대

한 보상”도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보상”이 2번 규정되는 형태가 되었다. 이는 “정당한” 보상과 더불어 “법

률로써” 하는 보상까지 규정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76)

2. 경제질서에 관한 규정의 개정

가. 근로자의 이익균점권·경영참여권과 경제질서 일반

(1) 근로자의 이익균점권·경영참여권 주장의 대두

근로자의 이익균점권과 경영참여권(혹은 경영참가권)은 1948년 헌법제

정 당시에 함께 논의되었으나177) 후자는 탈락되고 전자만이 1948년 헌법

용법을 대체하여 2002. 2. 4. 제정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법

률 제6656호) 제70조도 공시지가를 토지수용보상금 산정기준으로 규정했다.

     이후 위 토지수용법 제46조 ②가 헌법상의 정당보상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동조에 의한 수용보상액의 산정방식이 수

용되는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을 배제한 객관적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 부적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헌법재판소 1990. 6. 25. 선고 89헌마107 결정).

176) 박윤흔은 자신이 1987년에 국회 개헌특위의 자문위원으로서 재산권 수용 등에 대한 보

상에 관한 현행 헌법 제23조 ③의 ‘보상법률주의’ 관철에 주도적인 기여를 했다고 주장한

다(주 170)의 문헌). 이에 대하여는 판단을 유보한다. 박윤흔이 개헌특위의 자문위원으로서 

전술한 바와 같이 기초소위에 자구수정의견을 제공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그의 수정의

견을 담은 『헌법개정안 대비표(1987. 9. 8.)』(현경대 기증문서, 표지에 “조문정리의견 법제

처 차장 박윤흔”이라고 펜으로 기재)에는 그러한 수정의견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편, (주 32)의 문서, 14면 기재에 따르면 8인 정치회담 종료시에 이미 해당 문

안은 현행 헌법과 같이 정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박윤흔이 법제처 차장이었다는 점

에 비추어 그가 8인 정치회담 타결 이전부터 그 주장대로의 기여를 했을 가능성은 있는데, 

그 경우 박윤흔의 위 기여는 자구수정의견을 제공하는 자문역과는 별개의 지위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77) 제헌국회 제1회 국회 제24차(1948. 7. 3.), 제25차(동년 7. 5.) 회의록. 관련 논의를 

정리한 문헌으로 황승흠, ‘근로자 이익균점권의 탄생 배경과 법적 성격 논쟁’,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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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는 조항으로 포함되었다

가 1962년 헌법개정과 함께 삭제되었다. 이익균점권은 외국 헌법례에 없

는 우리나라의 독창적인 조항이었던 반면 경영참여권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탈리아, 독일 등의 헌법에 도입되었다는 차이를 가지는데, 이를 

개헌시안에서 함께 묶어 제안한 첫 사례는 1980. 1. 14. 발표된 김철수

(서울대 교수) 등의 6인 헌법연구반 시안이다.178) 같은 해 3. 28. 한국노

총 주최로 열린 「민주발전과 노동기본권」 토론회에서 김철수는 ‘헌법

개정과 노동기본권’ 주제발표로 경영참가권과 이익균점권에 관한 국내외 

헌법례와 그 제안이유를 상세히 밝혔는데179) 그것이 한국노총의 향후 주

장에 이론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180) 1980년부터 한국노총은 일관

하여 경영참가권과 이익균점권을 함께 도입할 것을 주장했고 1986년부터

는 아래와 같이 이를 조문화하여 제시하였다. 통일민주당 시안은 그 중 

이익균점권 조항은 그대로 수용하되, 경영참가권 조항에 관하여는 이를 

보다 완화된 형태로 규정한 대한변협 시안을 따라, 이탈리아 헌법 제46

조를 그대로 번역하여 넣었다.181)

연구』 제36호, 2014, 1-44면도 참조.

178) 시안 제32조는 “① 근로자는 기업의 경영에 협력·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② 근로자는 영

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 있어서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179)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편, 『민주발전과 노동기본권』, 1980, 20쪽, 31-32쪽. 이 자료집

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홈페이지 『오픈아카이브』에서 위 서명으로 검색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https://archives.kdemo.or.kr/) 총 54면(표지 제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료집 표지에는 토론회 일시가 적혀있지 않으나, 해당 토론회 개최를 보도한 1980. 3. 

28.자 매일경제 7면 기사와 자료집 기재 제목·참석자·발표주제가 모두 일치한다.

180) 한국노총의 해당 주장이 처음으로 발견되는 1980. 1. 14.자 서울신문 1면에 따르면 

한국노동은 같은날 중앙위원회 회의를 열고 헌법개정요구안을 확정하여 정부·국회에 보

내기로 했고 그에는 (i) 근로자의 이익균점권을 부활하고 (ii) 이익균점권이 제대로 행사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근로자의 경영참여권도 명문화하라는 요구가 담겨 있었다고 한

다. 따라서 6인 연구반 시안의 발표시점과 한국노총의 구상정립 시점 사이의 구체적 선

후관계가 명확하지는 않다.

한국노총 개헌의견 통일민주당 시안

제○조 근로자는 기업의 경영에 참가할 
권리를 가지며 근로자의 권익에 관련되는 
사항에는 공동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제○조 근로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3조 근로자는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생산의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업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제34조 근로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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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제안취지에 관하여 통일민주당 개헌안 작성특위에서 경제·사회·

노동부문 조문작성 위원인 김봉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182)

근로자의 경영참여 문제에 대한 민주당 개헌안의 규정은 '근로자는 사회

적,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생산의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하

는 바에 따라 기업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당초에는 “...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로 표현했습니다만 너무 강한 느낌인 것 같아 '권리

'라는 단어를 뺐습니다. 근로자가 경영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

는 노사분규의 사전예방, 생산성 증대 등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그

리고 이 조항은 헌법 통과와 함께 당장 실시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법률

이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조건이 붙어있고 또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우리의 현실여건이 충분히 성

숙될 때까지는 선언적 의미에 머무를 수 있으며, 실시할 경우에도 구체적

범위와 방법 등은 법률로 정하는 것인 만큼 기업주 측에서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헌법은 미래지향적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중략)…

이번 민주당 개헌안의 경제조항 중 또 하나 특이점은 근로자의 이익분배균

점권을 신설한 점입니다.…(중략)…이 조항을 신설한 것은 빈부격차의 심화

에 따른 계층간 위화감과 갈등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소득중대를 통한 국내

구매력의 중진으로 경제발전을 촉진하자는 취지입니다. 초대 헌법에 이 조

항이 들어있었습니다만 제3공화국 헌법에서 삭제됐습니다. 우리 당은 이 조

181) 이탈리아 헌법 제46조의 원문은 “Ai fini della elevazione economica e sociale 

del lavoro e in armonia con le esigenze della produzione, la Repubblica 

riconosce il diritto dei lavoratori a collaborare, nei modi e nei limiti stabiliti 

dalle leggi, alla gestione delle aziende.”이다. 이탈리아 국회 홈페이지에 등재된 영

문 헌법전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영역하고 있다. “For the economic and social 

betterment of workers and in harmony with the needs of production, the 

Republic recognises the rights of workers to collaborate in the management 

of enterprises, in the ways and within the limits established by law.”

182) 1987. 8. 1.자 조선일보 5면. 이 기사는 당시 연재되던 ‘여·야 개헌토론’의 일부로서 

민정당 헌특 제3분과위원장인 김종인과의 대담기사이다.

한국노총 개헌의견 통일민주당 시안

기업에 있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를 가진다.

기업에 있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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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은 당연히 부활돼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2) 반대논리로서의 “개인과 기업” 주체론

위와 같은 통일민주당의 시안이 발표되자 세칭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

경영자총연합회(‘경총’)·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한국무역협회(‘무협’)·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중기협’)의 

‘경제 5단체’는 1987. 7. 22. “우리 헌법이 개인과 기업의 창의를 최대로 

발휘케 할 자율적이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경제가 성장·발

전하는 가운데 성과의 합리적 배분이 이룩되도록 마련되어야 한다”는 전

제하에 다음과 같은 요지의 5개항을 담은 『헌법개정에 관한 경제계 의

견』을 발표했다.

① 시장경제원리를 명확히 천명하여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존중하여

실질적인 민간주도에 의하되 민·관 협조 방식으로 조화를 이뤄야 한다.

② 경제활동에 관한 정부의 간섭·규제를 최소화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라.

③ 근로자의 경영참가권·이익균점권은 기업활동을 저해하고 노사관계의

마찰을 야기하므로 부적절하고, 기존의 노사협의제와 종업원지주제를

보완하는 것으로 족하다.

④ 노동3권은 보장하되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하여는 ‘합리적 유보조항’을

두어야 한다.

⑤ 불균형성장의 시정은 대기업 규제가 아닌 중소기업·농업·어업 등 낙후

부문의 보호·육성으로써 이뤄져야 한다.

이 의견서가 발표된 것은 통일민주당 시안이 발표된 이후이지만, ‘경제

계’에서 위와 같이 국가-개인을 주체로 하는 종래의 구도 사이에 기업을 

병치시키는 시도는 그 이전부터 발견된다. 일찍이 1986. 7. 한 신문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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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경제조항 개정에 관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한 대형기업인은 헌법

조항에서의 “개인”을 “개인과 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주

장했고,183) 위 경제 5단체 중 경총을 제외한 4단체는 통일민주당이 시안

을 확정하기 전인 1987. 7. 14. 한국노총이 발표한 개헌의견에 대한 반박 

건의문을 각 정당·정부기관에 전달하기로 하였는데 그 건의문에도 위에 

인용한 것과 똑같은 전제가 명시되어 있다.184)

같은 날 시안에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규정한 것으로 

보도되는185) 통일민주당 시안 제115조 ①에는 이러한 경제 4단체의 영향

이 작용하였다. 통일민주당의 당시 논의를 기록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으

나, 당 개헌안 작성특위에서 경제·사회·노동 관련조항의 작성담당 위원

이었던 김봉호가 1987. 8. 그 경제조항에 관한 기본구상을 피력한 다음 

내용에서는 경제계 의견과의 관계에서 상당수준의 유사성이 발견된다.186)

정치민주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경제민주화입니다. 경제민주화란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바탕 위에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의 균형있

는 향상을 목표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사건건 정부가 간섭하

는 지금까지의 官 주도 경제운영을 민간주도로 바꾸고, 고질화된 정경유착의

사슬을 끊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경제발전의 성과가 균형있게 배분돼야 하

며, 특히 저소득층·근로자·중소기업 등에 대한 배려가 중시돼야 합니다.

이러한 통일민주당의 원칙론에 대하여는 민정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었고, 

따라서 8인 정치회담을 거쳐 현행 헌법 제119조 ①을 ‘문안정리’하는 과정

에서 해당부분의 문구는 통일민주당 안대로 정리되었다.

183) 1986. 7. 7.자 매일경제 3면. 각계인사 35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이 설문조사의 참

여자 중 기업인은 남덕우(위 무협 회장), 류기정(위 중기협 회장), 이동찬(위 경총 회장), 

정주영(위 전경련 회장), 김우중(대우그룹 회장), 김채겸(쌍용양회 사장), 박웅서(삼성물

산 부사장), 박유재((주)오리표 회장), 박은태(미주산업 회장), 윤준모(유성기업 회장), 홍

일화(한국데칼 사장)뿐이었다(같은 신문 1면).

184) 1987. 7. 15.자 동아일보 2면.

185) 1987. 7. 14.자 경향신문 5면; 동년 7. 15.자 한국일보·서울신문 각 4면.

186) 1987. 8. 1.자 조선일보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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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정당 시안규정의 형성과 그 맥락

(가) 1986년 초안의 폐기과정

한편 현행 헌법 제119조 ②에 해당하는 민정당 1987년 시안의 조항은, 

1986년에 김종인을 주축으로 하여 마련되었다가 전두환에 의해 사장되었

던 구상이 1987년에 들어 근로자의 경영참여권 조항에 대한 대응과정에

서 되살아남으로써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정당 헌특의 제3분과위원회의 첫 회의(1986. 5. 26.)부터 분과위원장인 

김종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견해를 지속적으로 피력했다.187)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한 합리성과 국민경제 전체의 이해에 따른 합리성

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사회 발전과정에서의

경제력 집중에 따라 정부의 정책에 정면으로 도전할 정도로 기업의 힘이

커졌고, 더욱이 노동조합 등도 경제인단체에 비해 지나치게 약하기 때문에

이를 견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정경유착으로 인해 정치가 경제를 통제할 수

없게 되는 등, 지금까지 예기치 못했던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가령 경제

력 집중현상이 정치·사회·문화계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되면 국가통치기

능마저 취약해질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경쟁은 기본원리이지만,

이를 그대로 방치하기만 하면 그 근간인 민주사회의 자유권마저 부정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실질적 자유경쟁의 ‘틀’을 세움으로써 재벌에 대한 경제력 집중

으로 나타나는 (i) 분배구조 왜곡에 따른 소득격차 심화, (ii) 독과점의 폐해,

(iii) 중소기업과 중산층의 위축 등의 현상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국가공권

187) 1986. 5. 27.자 한국일보 1면(이 기사는 화자를 “특위의 한 관계자”로 적시하고 있으

나 전후 경과에 비추어 보면 김종인의 발화임이 분명하다); 동년 6. 17.자 매일경제 2

면; 동년 7. 2.자 경향신문 4면; 동년 7. 3.자 서울신문 1·3면; 동일자 매일경제 1면; 동

년 7. 4.자 중앙일보 1면; 동년 7. 5.자 한국일보 1면; 동년 7. 29.자 경향신문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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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데 현행 헌법상의 독과점규제 또는 중소기업육

성 조항들은 그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될 수 없고, 그러한 상태에서 법률

제정을 통해 위 역할을 수행하려고 하는 경우 기업들이 위헌시비를 제기

하면서 막대한 경제력으로써 여론에 개입할 수도 있다. 따라서 경제력 집

중에 공권력이 개입할 보다 명확한 근거를 헌법에 두어야 한다.

그는 ‘틀’이라는 용어를 강조했는데, 이는 자유시장경제의 원칙(현행 

헌법 제119조 ①에 해당)을 변경하지 않으면서도 위헌시비를 일정수준에

서 차단할 정도로 국가의 시장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는 추상적이고 내용

가변적인 윤곽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그의 다음과 같은 설명

에서도 나타난다.188)

재벌의 경제력집중 등 경제에 관한 규제조항을 헌법에 명기하는 것은 바

람직하지 않다고 보지만 자유시장경제의 실패요인을 보완하는 일정한 틀은

있어야겠다. 현 경제체제를 개편하는 뜻에서가 아니라 미래의 문제에 대비키

위해 일정한 틀을 헌법에 만들어 놓아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경제계’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189)

분과위 내에서도 여러 이견이 제기되었다. 제2차 회의(6. 24.)에서 초청연

사인 김진현(동아일보 논설위원실장)은 경제의 민주화가 비록 다양한 측

면을 가지고 있으나 이들에 대하여는 헌법규정보다도 정책운용의 문제로

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조항의 신설보다는 1980년 헌법

상의 비상조치권 등 기존의 장치를 활용하면 된다는 이견을 제시했

고,190) 분과위원인 조남조는 헌법 제120조 ③의 ‘독과점’에 ‘경제력 집중’

을 추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191) 이에 김종인은 1986. 7. 2. 

188) 1986. 7. 25. 민정당 헌특 전체회의에서의 발언을 보도한 동년 7. 26.자 동아일보 3면.

189) 1986. 6. 17.자 매일경제 2면; 동년 7. 6.자 한국일보 3면.

190) 현경대 기증문서 중 「헌법특별위원회 운영보고」, 13쪽. 당시의 언론에는 초청연사가 

비공개되었으나, 위 문서에 김진현임이 기재되어 있다.

191) (주 190)의 문서,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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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특 전체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다시 피력했으나 분과위 제3차 회의

(7. 4.)에서도 경제력 집중은 산업사회 발전과정에서의 과도기현상에 지

나지 않고 경제력집중의 방지문제에 대하여는 기업의 단순한 대소보다는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소득불균형의 차원에서, 그리고 제도의 신설

보다는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이견(기우식 박사)에 재차 

부딪쳤다.192) 결국 분과위원들 간의 의견합치를 이루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데 불구하고 1986. 8. 16.을 전후하여 신문들은 민정당 요강의 내

용에 다음과 같이 이후 1987년 시안에서 확정된 내용과 흡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일치하여 보도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일단 민

정당의 안으로 잠정채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가가 국민경제의 균형을 유지하고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위해 성장과

안정 및 적정소득 균배유지, 시장의 지배 및 경제력남용 방지, 노사간의 조

화를 위한 산업의 민주화 등에 대해 규제할 수 있게 함.193)

당시의 한 보도에 따르면 이는 1980년 헌법조항과 대비하여 국가가 경

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규제·조정에 대한 위헌판단의 소지를 없앤 것이라고 평가

하고 있었다.194) 그런데 정작 이후 확정된 민정당의 1986년 시안의 해당 

조항은 제3분과위원회에서 조남조가 전술과 같이 주장했던 내용대로, 국

가가 독과점의 폐단을 적절히 규제·조정한다고 규정한 1980년 헌법 제

120조 ③에 국가가 “경제력남용에 의한” 폐단도 규제·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데 그쳤다. 민정당의 1986년 시안 형성과정에 관

하여는 초안문서가 남아있지 않으나, 위와 같이 시안이 변경된 배경으로

는 1986. 8. 16. 전두환이 개헌요강안 검토과정에서 경제관련 초안의 내

용을 다음과 같이 이례적으로 힐난한 대목이 발견된다.195)

192) 1986. 7. 4.자 경향신문 4면; 동년 7. 5.자 매일경제 2면.

193) 1986. 8. 16.자 조선일보 1면; 동년 8. 17.자 한국일보 3면; 동일자 조선일보 4면; 

동년 8. 18.자 매일경제 1·2면.

194) 1986. 8. 13.자 동아일보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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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서 경제 문제에 관한 내용을 잘못 다루면 큰일납니다. 가령 대기업

에 대한 국민적 감정을 반영한다 해서 대기업을 무조건 견제하는 것, 이런

것은 헌법 조항에 넣으면 안 돼요. 민주주의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돼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국가적 문제이지만 이것

은 정부의 정책으로 풀어나가야 돼요. 국민 중에는 100의 능력을 가진 사람,

50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능력이 다른 사람들을 똑같이 하면 나라

발전이 안 됩니다. 대기업을 규제하는 조항을 헌법에 명시하면 얼른 보면 대

기업이 아닌 사람이 80~90%가 되니 인기를 끌 것 같지만 발표 그 다음날은

인기가 있어도 상당한 능력과 경륜이 있는 대기업들은 사기가 처져서 경제

전체가 침체되게 돼요.

나는 이것을 경험을 했어요. 10. 26 사태 후 마치 혁명이 일어난 것처럼

된 상황에서 많은 사람이 나한테 건의하기를 대기업을 잡으라고 했어요. 그

러면 사회도 안정되고 내 인기도 올라갈 거라고 했어. 내가 그 때 경제를

잘 몰랐지만 어림짐작으로도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았어. 무책임하게 대안도

없이 막연한 욕심만 가지고 때려잡고 보자는 거야. 여론을 수렴한다고 하지

만 무책임한 여론이나 감정적인 의사표시 또는 확실한 대안이 없는 것들을

그대로 국가정책에 반영시키면 큰일나요.

경제 문제는 아주 중요해요. 이런 것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해야

돼. 80년도에 대기업들이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고 불안해서 투자들을

하지 않았어요. 그 때 고정투자 증가율이 마이너스 11%였어요. 그러니 경

제가 성장될 리 없었어요. 미우나 고우나 기업인들을 뛰게 해야 돼. 경제

를 끌고 가는 견인차가 그 사람들이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어떻게 키우느냐에 나라 경제의 성패가 좌우됩니

다. 중견기업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대기업을 견제하면 성장률이 연 3~4%

증가되기도 어려울 거야. 지금 헌법에도 중소기업 육성조항이 들어가 있으

니 대기업 견제는 이번에 굳이 헌법에 못박지 않는 게 좋겠어요. 자유민주

주의 이념에 배치되는 거야. 중소기업을 100개, 1,000개를 모아도 대기업 하

나가 하는 수출을 못 따라가요. 책임없는 학자들은 대기업을 자꾸 잡으라고

하는데 그러면 나라 경제가 침체돼요.

195) 김성익, (주 169)의 문헌, 132-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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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80년도에 그 사람들 말에 귀가 솔깃해서 휘떡 넘어갔더라면 경제를

망칠 뻔했어요. 선택을 잘 한 거야. 지금은 물가가 안정된 기반에서 11%의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역사에 없던 일이요. 그 동안

정부와 당이 경제정책을 잘해왔다고 나는 평가하고 있어요. 내가 경제를 잘

몰랐지만 육감이라고 할까. 상식으로 해온 것이 적중한 것 같아. 그러니 헌

법조항에 엉뚱한 소리가 들어가면 안 돼요. 헌법조항에 엉뚱한 소리를 집어

넣어 놓고 우리가 발목이 잡혀서 나라 전체가 침체되도록 하면 안 돼요.

이후 확정된 시안이 “경제력남용”에 대한 규제·조정을 규정했다는 점

에 비추어 보면, 전두환이 초안에 반대했던 이유가 경제력 남용이나 ‘산

업의 민주화’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후자의 경우 민정당이 창

당 당시부터 강령과 함께 제정한 ‘기본정책’의 제18항(노동정책)를 통해

서도 “산업민주화를 위하여 정부·노·사 3자 협의제도와 기업단위의 노

사협조체제를 확립하고 노동자의 이윤, 자본참여를 촉진하며 장기적으로

는 경영참여제도를 도입하여 산업평화를 유지하고 근로자의 생활이 윤택

해지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196) 그보다는 위에서 본 것

처럼, 국가가 규제·조정을 일련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도

록 하는 제한을 없앤 점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던 것으로 보는 편이 합리

적일 것이라 본다.

(나) 1986년 초안의 부활과 변형

1987년에 들어 전술한 바와 같이 경영참여권·이익균점권을 헌법에 기본

권으로 신설하자는 한국노총과 통일민주당의 안이 대두되자, 이에 대하여 

민정당은 명시적으로 반대했다. 이는 김종인의 생각과도 일치하는 것이었

는데, 위 각각에 대한 김종인은 당시 아래와 같이 의견을 피력했다.197)

19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편, 『대한민국정당사 제3집(1980년~1988년)』, 1992, 82쪽.

197) (주 182)의 기사에 실린 김종인·김봉호 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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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가와 피용자 등 경제주체 간의 갈등을 헌법조문화로 해결할 수 있다

고는 보지 않습니다. 근로자 경영참여권의 경우, 이를 헌법에 규정한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서독에서 말하는 '공동결정권'이 우리나라에서 '경

영참여권'으로 전해진 듯한데, 서독의 주식회사법에 감사위원회를 두게 돼

있고 그 구성멤버에 근로자가 포함돼 회사 경영결과에 대한 감사에 참여한

다는 것이 공동결정권의 내용입니다. 결코 실제 경영에 참여한다는 것이 아

닙니다. 또 헌법상의 규정도 아닙니다. 경영참여권이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가나 피용자 양측 모두 근로자가 실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걸로 인

식하고 있는 듯하지만 다른 나라 등에서 실제로 이런 제도가 어떤 형태로

운용되고 있는지 등을 정확히 파악해 본 후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근로자 경영참여권을 헌법사항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제 생각

입니다. 그 대신 민정당도 노동3권은 보장키로 할 방침입니다.…(중략)…

(주: 이익균점권에 관한 조항은) 초대 헌법 제정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그 조항이 들어갔던 걸로 생각됩니다만, 당시엔 우리나라가 산

업화되기 전 상황이라 이윤의 개념규정마저 명확히 이루어진 상태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후 경제개발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본가 측

의 동기유발 요인을 강화하기 위해 조항이 삭제된 걸로 여겨집니다. 자

본주의 경제체제의 기본 중의 기본은 기업을 하려는 사람이 많아야만이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경제구조도 새로운 작은 기업들이 많이 탄생해야만이 사회적 조화

를 이룰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에서 자본주의의 본질에 장애가 되는

조항이 헌법에 들어가는 것이 과연 우리의 경제발전에 어떤 득을 줄 수 있

겠느냐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업의 이익균점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 경제 기본질서에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원동력인 이윤추구를 제한하는 규정을 헌법에 둔다는 것은 경제운용 전반

에 적지 않은 파급효과를 주게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또한 오늘날 국경

마저 없다시피한 개방경제체제 하에서 그같은 조항이 삽입됐을 때 과연 우

리나라에서 투자를 하고 기업을 하려는 내․외국 사람이 얼마나 될지 우려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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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보았듯이 민정당의 ‘기본정책’은 기업단위의 노·사와 더불어 정

부를 포함한 3자간의 협조체제뿐 아니라 “노동자의 이윤, 자본참여를 촉

진하며 장기적으로는 경영참여제도를 도입”할 것을 선언했지만,198) 민정

당은 정작 경제 5단체가 극력 반대하는 근로자의 경영참여권을 기본권으

로서 채택하는 것을 꺼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한 가운데 한국노총 위

원장 출신으로서 민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있던 이찬혁은 

1986-1987년에 걸쳐 당의 의원총회(1986. 8. 18, 1987. 7. 22.)에서 지속적

으로 한국노총의 근로자의 이익균점권·경영참여권 주장을 수용할 것을 

주장하였다.199) 그리하여 민정당 헌특이 내린 결정은, 1987. 7. 29. 중집

위 회의를 전후하여 (i) 이익균점권과 경영참여권을 기본권으로 신설하지

는 않되, (ii) 그 요구를 추상적인 ‘산업의 민주화’라는 방침적 문구를 포

함한 김종인의 1986년도 초안을 활용하여 희석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이

를 확인해 주는 것으로 첫째, 위 중집위에 개헌요강안을 보고하기 위해 

현경대가 사용했던 자료인 『헌법개정안 요강시안(1987. 7. 29.)』의 양당 

시안요지 대비표 중 “경영참가권, 이익균점권” 항목에는 “<경제조항의 

개정으로 해결>”이라는 문구가 가필되어 있다. 둘째, 위 중집위의 회의

록에는 이찬혁과 현경대의 다음과 같은 대화가 기록되어 있다.200)

○ 이찬혁 위원

- (중략) 근로자의 경영참가권을 넣지 않더라도 경제발전상 산업민주주

의 구현을 위한다는 규정을 넣고 하위법에서 다시 규정해 나가는 방

법도 고려 바람.

○ 현경대 헌특위원

198) (주 196)의 문서, 같은 쪽. 이 ‘기본정책’ 조항이 “산업민주화”를 위한다는 목표까지 

언명하고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아래에서 인용하는 이찬혁의 논지와 마찬가지로 

당시의 민정당이 인식하고 있던 ‘산업의 민주화’가 근로자의 경영참여를 핵심요소로 하

는 산업민주주의의 개념과 크게 동떨어져 있지는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판

단된다.

199) 1986. 8. 19.자 동아일보·서울신문 각 2면; 조선일보·경인일보(연합통신 인용) 각 3면; 

1987. 7. 23.자 경향신문·한국일보·경인일보(연합통신 인용) 각 3면; 동일자 동아일보 4면.

200) 민주정의당 제110회 중앙집행위원회(1987. 8. 3.) 회의록(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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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략) 산업민주화 조항 삽입문제는 오늘쯤 결론이 날 것임.

셋째로, 8인 정치회담의 결과를 요약기재한 국회사무처 작성 『개헌시

안대비표 및 협상내용(현행헌법:민주정의당:통일민주당:신한민주당:한국국

민당)』에는 현행 헌법 제119조에 해당하는 부분의 “주장” 항목에서 민

정당의 주장내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201)

· 민정 : 민정 118조 2항의 “적정한 소득분배”, “경영주체간의 조화”202) 등

을 규정한 것은 민주 33조(기업경영참여권), 34조(이익균점권) 등의

대안으로 민정에서 넣은 것이라는 입장표명.

넷째로, 헌법개정안의 성안이 완료된 뒤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현

경대의 수기원고 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다.203)

(전략) 이 헌법개정안에서는 근로자의 경영참가권과 이익균점권을 인정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제의 실시, 노동3권

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개정조항을 마련하였으며, 경제질서에 관한 원칙규

정인 이 헌법개정안 제119조에서 적정한 소득분배의 유지를 선언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토록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종인의 초안이 되살아났으나 그 초안에 없던, 국가가 

201)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편, (주 32)의 문서, 73쪽. 아래 인용문의 “경영주체”는 “경제주

체”의 오기로 보인다.

202) 여기서의 “경영주체”는 “경제주체”의 오기로 보인다.

203) 현경대 기증문서 중 기업경영참여권과 이익균점권에 관한 수기원고. 이는 국회사무처 

메모용지 4매에 수기된 기존 원고에 현경대의 필체로 가필이 된 원고로서, 다양한 첨삭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그 최종수정된 내용을 옮겼다. “헌법개정안 제119조”를 

언급한 것으로 보아 이 원고는 헌법개정안의 최종성안이 이루어진 뒤에 작성된 것이 분

명하고, 국회에서의 토론을 위해 작성된 원고로 보이나 해당 발언이 실제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경영참여권·이익균점권을 신설하지 않기로 합의한 취지에 관한 

민정당 측의 입장을 밝혀주는 자료로서 가치를 가진다고 보아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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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의 목적상 “필요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한정어가 붙었다. 

1987년 시안을 성안할 당시에도 전두환이 개입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필요한”이라는 어구는 애당초 1986년에 위 초안이 폐기됐던 이유를 뒷

받침해 주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하겠다.

(4) “경제의 민주화”의 성안과정과 시사점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형성된 민정당의 1987년 시안조항을 통일민주

당의 것과 대조하면 아래와 같다.

204) 1948년 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

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

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고 규정하였으나, 1962년 헌법부

터는 경제질서의 기조(“…을 기본으로 한다”)를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

함”으로 바꾸어 제1항에 두고, 종전에 기조로 삼았던 위 내용은 국가가 “필요한 범위 안

에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는 사유로서 제2항에 두었다. 그리고 1980년 

헌법에서는 이에 “독과점의 폐단은 적절히 규제·조정한다”는 제3항을 추가하였다.

민정당 1987년 시안 제118조 통일민주당 시안 제115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의 경

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204)

② 국가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

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집중·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

의 조화를 통한 산업의 민주화를 위하여 필요

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

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향상

을 기하도록 한다.

②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

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

한 범위안에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

을 한다.

③ 독과점의 폐단과 경제력 남용에 의

한 소득불균형의 시정 및 분배구조의 왜

곡을은 적절히 규제·조정한다.

④ 국가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소

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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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정치회담에서는 두 시안의 차이를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아 일괄적

으로 ‘문안정리’로써 해소하기로 합의하였을 뿐, ‘산업의 민주화’ 등 구

체적인 요소에 대한 논의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조

문정리를 맡은 국회 개헌특위 기초소위에서는 (i) 우선 헌법개정안의 제

119조 제1항은 민정당 시안을 기본으로 하되 통일민주당 시안에서 추가

한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추가하고,205) (ii) 제2항 역시 민정

당 시안을 중심으로 문안을 정리하되 “국민경제의 성장”을 “균형있는 국

민경제의 성장”으로, “필요한 규제와 조정”을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

정”으로 각각 수정한 후,206) (iii) “산업의 민주화”를 “경제의 민주화”로 

수정하여 그 문안을 확정하였다.207) 그러한 문안변경 취지에 관한 논의

자료는 전혀 남아있지 않으나 적어도 문언상 분명한 것은, 산업의 민주

화가 경제의 민주화로 바뀜과 동시에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의 범위는 

“필요한”이라는 민정당 시안의 구속에서 풀려났고, 또한 국민경제의 성

장과 “안정”에 더해 그 국민경제가 “균형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가 

중첩적으로 강조되었다는 점이다.

종래 현행 헌법상의 경제조항에 대한 논의는 “경제의 민주화”라는 어구

가 가지는 의미에, 그리고 그 헌법화를 누구에게 귀인시킬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물론 김종인 역시 국회 개헌특위 기초소위의 민정당 측 위

원 중 하나였다는 점에서, ‘산업의 민주화’가 ‘경제의 민주화’로 최종 전환

된 데에까지 그가 기여하지 않았다고 볼 이유는 없다. 그러나 이상의 경과

205) 현경대가 국회기록보존소에 기증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편, 『헌법개정안 대비표

(1987. 9., 일자기재 없음)』, 1987, 45-46쪽. 전술한 바와 같이, 위 책자는 1987. 9. 4. 

국회 개헌특위 기초소위 회의자료로 사용되었다.

206) 현경대가 국회기록보존소에 기증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편, 『헌법개정안 대비표

(1987. 9. 7.)』, 1987, 46쪽.

207) 민정당의 1987년 시안도 마찬가지지만, 현행 헌법 제119조 ②이 “국가는…경제에 관

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핵심적인 의미로 의도된 것이라면 이는 엄밀히 

말해 비문(非文)이다. “국가는…유지하고, …방지하며,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이 문장에서 명사구인 “규제와 조정”과 달리 “유지”나 “방지”는 모두 동사로서 “을 할 

수 있다”를 술어구로 삼도록 병렬될 수 없기 때문이다. 문법적으로만 본다면 이 문장

은, [국가는 (i)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한다. 

그리고 (ii)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한다. 그리고 (iii)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3개의 문장

을 합친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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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들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첫째, 김종인 혹은 나아가 민정당이 그 시안상의 “산업의 민주화”를 

“경제의 민주화”와 같거나 다른 어떠한 의미로 인식했는지와 별개로, 민

정당이 조항을 입안함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 것은 경제에 

대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을 “필요한” 범위내로 한정할지의 여부였다. 이

에 대하여 기초소위에서는 최종적으로 “필요한”이라는 제한은 없애는 한

편 그 목적을 광범위하게 열어두었고, 그러면서 “균형있는” 국민경제를 

가꿀 것을 새로이 강조했다. 이 점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둘째, 설령 김종인이 초안을 구상할 당시의 의사에 천착한다 하더라도 

“산업의 민주화” 내지 “경제의 민주화”를 포함하는 현행 헌법 제119조 

②은 추상적이고 그 내용이 가변적인, 그래서 구체적인 규제와 조정을 

위헌시비로부터 일정수준 방어할 수 있는 하나의 ‘틀’로서 설계된 것이

고, “경제의 민주화”에 대한 어떠한 고정적인 의미를 획정하는 것은 처

음부터 그 입안목적이 아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비근한 예로 현행 

헌법 전문에서 선언한 “조국의 민주개혁”의 사명의 의미가 선험적으로 

주어져 있다기보다 국민에 의해 정치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경제의 민주화”의 의미도 그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와 연결되는 세 번째 점으로 “경제의 민주화”라는 어구만큼이나 가

령 그에 인접한, 국가가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기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문구에도 진지한 의미가 부여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이미 널

리 쓰이고 있던 “경제의 민주화”라는 말에 대하여 1986. 6. 9. 노태우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아래와 같이 부여하고 있었던 의미는, 위 

인접어구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208) 민정당 또한 이익균점권과 같은 적

극적인 ‘권리’까지는 인정하지 않더라도, 소득의 균형있는 분배라는 사회

적 요청을 전부 외면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208) 제12대 국회 제130회 본회의 제3차(1986. 6. 9.) 회의록,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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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사회적 분야의 민주화에 못지않게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는 시

대적 요청이 바로 경제의 민주화입니다.

     60년대와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의 경제발전은 국민통합의 바탕

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7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경제발전이 계층 간에 위

화감을 조성하는 측면도 보여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제5공화국은

복지정책과 사회개혁을 통해 사회 경제적 불균형을 바로잡으려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절

대빈곤이 아닌 상대빈곤이 쟁점이 되었고, 산업화 과정에서 그늘진 부분들

을 어떻게 평화롭게 해소시켜 주느냐의 문제가 정치권을 압박해 오고 있습

니다. 여기서 우리가 심각하게 인식해야 할 점은 산업화 과정에서 파생된

문제들을 제도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경제의 효율성 그 자체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정치의 민주화에도 큰 장애를 준다는 냉엄한 사실입니다.

     노사갈등이 물리적 마찰을 일으킬 경우 그것은 기업과 근로자의 생활터

전 자체를 위협하는 선을 넘어서서 민주정치의 뿌리마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장정책을 계속 추진하면서도 분배의 문제를 진지하

게 풀어 나가야 한다는 것은 오늘의 정치가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과제입

니다. 우리는 국가건설의 밑거름이 되어 온 근로자와 농어민의 땀에 보답

하기 위해서도 ‘가진 자’와 ‘덜 가진 자’ 사이의 간격이 줄어들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의 경제사회

정책은 자율과 개방, 안정과 성장 못지않게 균형과 복지, 정의와 형평에

보다 깊은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우선 고도성장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디었던 농어촌의 소득수

준과 생활환경을 크게 개선시키고 도시근로자 및 영세민의 생활조건도 향

상시켜 ‘전 국민의 중산층화’를 목표로 하는 균형된 경제사회를 이룩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농어촌종합대책의 적극적인 추진, 최저임금제의 도입,

의료보험의 확대실시, 값싼 근로자주택의 공급, 중소기업의 중점육성 등 가

시적이며 실천적인 정책을 하나하나 착실히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경제력의 지나친 대기업 집중과 대도시 편중현상도 과감히 시정시켜 나

가야 할 과제이며, 부동산투기 등 불로소득의 원천은 철저히 봉쇄되어야 합

니다. 금융과 재정부문에 있어서도 집중과 특혜의 소지를 배제하고 균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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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경제적으로

월등히 앞선 사람들이라도 더욱더 부의 남용을 자제하여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보다 떳떳하게 만들어

줄 것이며 국민통합의 분위기 형성에도 이바지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나. 경제질서에 관한 개별규정

(1) 소작금지 등 농지제도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한다는 1948년 헌법(제86조)에 따라 1949. 6. 

21. 제정된 농지개혁법은 정부가 특별히 인허한 경우가 아닌 한 “농지는 

소작, 임대차 또는 위탁경영 등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제17

조) 소유면적 또한 3정보(町步)로 제한하였고(제6조), 1962년 헌법에서부

터 “농지의 소작제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지된다”고 규정한 

이후 이와 같이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농지소유 규제는 1980년까지 유지

되었다. 그러나 위 농지개혁법의 규제에 불구하고 1970년대에 이르러 이

촌향도 현상에 수반하여 이농, 도시자본의 농촌투입 등으로 인해 부재지

주가 급증하면서 농지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요건서류인 농지매

매증명(농지개혁법 제19조 ②)이 없는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 등 법률적 

문제가 빈발하였고, 농지의 임대차 또한 음성적으로 성행하였다.209) 그리

하여 한편으로 농민의 농지소유권을 보장하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그리

고 다른 한편으로는 농업자본·인력의 효율적 배분의 필요성이라는 두 

가치가 서로 긴장관계에 있었다.

209) 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법제처 편, 『헌법연구반 보고서』, 1980, 563면에 따르면 1976

년 기준으로 임차농가의 수는 전체 농가의 33. 7%, 임차농지의 면적은 전체농지의 14. 

4%%에 달하고 있었고, 1984년의 경우 전국의 소작면적은 전체농지의 26. 8%였을 뿐 

아니라 소작면적의 59. 7%(약 347,000町步)가 비농민 소유여서 매년 3,800억원의 소작

료가 농촌에서 도시로 유출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었다(이에 관하여는 1985. 5. 10.자 

조선일보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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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헌법개정심의위원회에서 ‘1정(町) 미만의 영세농이 전체 농가의 

2/3를 넘는 실정에 비추어, 농지의 임대차를 통해 영농규모를 확대해야 

기계화농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황대영 위원(경기 평택군 새마을

지도자)의 의견, 그리고 ‘임대차를 허용한다면 위탁경영도 허용해 달라’

는 농수산부의 의견을 각각 받아들여210) 1980년 헌법에 단서를 신설한 

것은 위 두 가치 중 후자를 반영한 것이었다. 그러나 농지정책 전반에 

관한 광범위한 여론수렴이 없이 비공개적인 장(헌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위 내용을 넣은 데 따라, 정작 농지임대차나 위탁경영의 허용여부나 그 

범위에 관한 사회적 합의는 개헌 이후로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고,211)

국회는 1986. 12. 31.에서야 농지임대차관리법을 제정할 수 있었다(법률 

제3888호, 1987. 10. 1. 시행). 개헌논의 과정에서 민정당은 1986년뿐 아

니라 1987년에도 1980년 헌법의 해당조항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데, 

이는 그러한 입법상의 난점에 비추어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신한민주당은 1985-86년에 걸쳐 민정당과 마찬가지로 시안에 

1980년 헌법조항을 그대로 두었으나, 통일민주당 개헌안 작성특위는 

1987. 7. 6. 회의에서 (i) 종전의 위 내용을 그대로 두면서 (ii) “궁극적으

로 전 농민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와 농지소유권을 가지도록 한

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안을 만든 것으로 전해진다.212) 그러나 7. 14. 발

표된 시안에서는 후자의 내용을 찾아볼 수 없고, 다만 종전 단서 문안이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되는 소작농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는 것으로 바뀌었다. 소작을 금지하면서도 불가

피한 소작의 존재를 시인한다는 점에서 법문표현으로는 다소 특이하다고 

볼 수 있는 이 문안은, 7. 10의 통일민주당 개헌공청회에서 김성훈(중앙

대 교수)이 “농지임대차 허용은 결국 소작제 허용과 같음”을 강조한 데

210) 헌법개정심의위원회 제6차 회의록(1980. 5. 2.) 5-6면(황대영 발언); 동 위원회 헌법

개정안요강작성소위원회 제15차 회의록(1980. 7. 18.) 3-5면; 동 소위원회 제16차 회의

록(1980. 7. 21.) 1쪽.

211) 이를 보여주는 예로,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주최한 농지임대차 제도 공청회를 지상중계

한 1982. 6. 10.자 매일경제 11면 참조.

212) 1987. 7. 7.자 한국일보·서울신문 1면; 동일자 매일경제 2면; 동일자 경인일보 1·3면

(연합통신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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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볼 수 있듯이213) ‘소작’과 ‘임대차·위탁경영’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시안에서의 “불가피한 사정”의 의미에 

관하여 특위 위원인 김봉호는 “상속·이도(移徒) 등에 따른 부재지주의 

발생을 최소한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파악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214)

8인 정치회담 이후의 자구변동을 설명하기 위해, 현행 헌법 제121조가 

성안되기까지의 그 변천내역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양당 시안의 문구상 차이에 불구하고 통일민주당도 소작금지의 예외로

서 일정범위의 임대차나 위탁경영을 인정해야 한다는 원칙론에 대하여는 

민정당과 견해를 같이했다. 그리하여 제1독회에서 이 조항이 처음 거론

된 제8차 회담(8. 14.)에서부터 양당은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

는 농지의 임대차와 농업생산성 제고 및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위

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인정된다”는 문안에 잠정적으로 합의

하였다.215) 제2독회의 제10차 회담이 열린 8. 20.에는 농지의 소작제도를 

213) 1987. 7. 11.자 경인일보 2면(연합통신 인용); 동일자 동아일보 4면. 이후 7. 16.의 

민정당 개헌공청회에서도 임종철(서울대 교수)가 같은 취지에서, 해당조항의 단서규정을 

전부 삭제하라고 주장하였다. 1987. 7. 16.자 서울신문 2면; 동일자 한국일보 3면; 동일

자 동아일보 4면.

214) 1987. 8. 1.자 조선일보 5면.

215) 1987. 8. 15.자 경인일보·전북일보(연합통신 인용) 각 1면;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편, (주 

32)의 문서, 74쪽.

민정당 시안
(=1980년 헌법)

통일민주당 시안
개헌특위 기초소위 

잠정안(아래 “절충안”)
개헌특위 기초소위
최종안(=현행 헌법)

농지의 소작제도
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지된
다. 다만 농업의 생
산성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
한 임대차 및 위탁
경영은 법률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인
정된다.

농지의 소작제도
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지된
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되는 
소작농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농지의 소작제도
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지
된다. 다만 불가피
한 사정으로 발생
되는 임대차와 농
지의 합리적인 이
용과 생산성 제고
를 위한 위탁경영
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
도록 노력하여야 하
며, 농지의 소작제도
는 금지된다.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
적인 이용을 위하거
나 불가피한 사정으
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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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지하도록 한 유보부분을 삭제하기로 하

는 합의가 추가로 이루어졌는데,216) 이는 같은날 아침 국민운동본부의 

송건호·인명진·김상철 등이 통일민주당 협상대표들과의 회합에서 소작

제도의 폐지를 관철시켜 달라고 주문한 데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217)

이날 양당은 “법률전문가에 맡겨 문안을 정리하기로” 하여 이 조항에 관

한 협상을 일단락하였다.218)

그리하여 국회 개헌특위 기초소위에서 구체적 문안에 대한 조정이 이

루어졌는데 최초의 정리문안은 위 표에 기재한 것과 같다. 현경대 기증

문서 중에는 이에 대해 관련기관으로부터 회시받은 검토의견이 있는

데,219) 주요부분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3. 절충안에 대한 의견

○ 임대차를 인정하는 경우를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한계

가 모호하여 향후 하위법률 제정시 그 해석에 대한 논란예상.

- 법률용어로서 전제되는 예시없이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규정하는 입

법례가 드뭄

- 동 규정은 이농이나 상속 등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바 만일

비농민이 상속이나 이농과 같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방법으로 농지를 소

유한 경우에는 과거와 같이 정부에서 강제로 매수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사유재산권 보장에 대한 제약을 가져오게 될 우려가 있음.

○ 임대차에 관한 정책방향이 모호함

216) 1987. 8. 20.자 MBC 뉴스데스크; 동년 8. 21.자 중앙일보·한국일보·대전일보 각 1면; 

조선일보·경향신문 각 2면.

217) 1987. 8. 21.자 조선일보 2면.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헌법소원제도의 도입이 이루어

진 방식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218) 8인 정치회담 제10차 회담 발표자료(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소장), 5쪽.

219) 현경대 기증문서 중 ‘농지제도에 관한 헌법규정 개정안 검토’라는 제목의 문서로서, 3

매로 구성되어 있으며 1. 농지제도에 관한 헌법개정안(민정·통일민주 양당의 시안조항과 

위 표 기재 문안(“절충안”), 2. 일본·대만의 헌법규정, 3. 절충안에 대한 의견 순으로, 손

으로 쓴 검토의견이 적혀 있다. 관련 부처명 등이 적혀있지 않은데, 내용의 상세성에 비

추어 보면 정부의 주무부처인 농수산부가 작성주체일 것으로 추측되나 확실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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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임대차는 동남아 및 구미 제국에서도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농지경

영규모 확대를 위하여 법적으로 권장하고 그 권리를 보호해 주고 있음

- 만일 임대차를 촉진하지 않을 경우 농지경영능력이 부족한 사람까지

농업에 종사하게 되어 영농규모가 영세화되고 농가소득도 저하되어

농촌경제의 어려움이 가중

- 음성적인 임대차가 성행하게 되어 임차인의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됨

○ 임대차는 억제하고 오히려 위탁경영을 권장하는 듯한 표현은 외국의 입법례에서

도 볼 수 없음

- 임대차를 적극 권장하고 위탁경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농지

의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바람직

○ 결론적으로 농지구입자금 지원 및 농지관련 세제개선, 농지매수증명 발

급제도 강화 등을 통하여 점진적인 경자유전을 실현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되 농업경영규모 확대 및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농업생산성 제고

를 위하여 농지임대차를 법적으로 적극 권장하고 위탁경영은 보완적,

예외적으로 허용함이 바람직함

그리하여 기초소위는 “다만,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

용을 위한 임대차와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는 문안으로 9. 4.부터 자구심의를 하였다. 

9. 7. 회의에서 통일민주당의 김봉호 위원은 “건전한 농촌경제의 육성과 

농민보호를 위해 농지는 농민의 소유가 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경자유

전’ 원칙을 조문에 넣을 것을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현경대 소위원장이 

“그 정신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만 현재 상당부분의 농지가 부재지

주의 소유임을 감안할 때 무리한 주장”이라면서 난색을 표해, 이날 밤 

두 차례의 정회 끝에 해당부분은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

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낙착되었다.220) 이

러한 논의경과에 비추어 보면 결국 1987. 7. 통일민주당의 시안마련 과

220) 1987. 9. 8.자 서울신문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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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사장되었던 “궁극적으로 전 농민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

와 농지소유권을 가지도록 한다”는 내용이 경자유전 원칙의 명시라는 

형태로 반영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날인 9. 8. 해당 조문은 (i) 경자

유전 달성노력 및 소작제도 금지(제1항)와 (ii) 임대차·위탁경영의 예외

적 허용(제2항)으로 분리되어 확정됨으로써, 현행 헌법 제121조의 규정이 

완성되었다.

(2) 한국은행의 독립성·자율성 보장

1950. 5. 5. 제정되었던 한국은행법이 5. 16 쿠데타 이후인 1962. 5. 24.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처음으로 개정되면서, 재무부장관은 한국은행에 

대하여 총재제청권, 감사임명권,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권 등을 가지게 되었고,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개정 전의 금융통화

위원회가 가지고 있던 많은 권한을 잃었다. 이로써 한국은행의 재무부에 

대한 종속성이 강화되었고 이는 1980년대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에 

대해 1980년 국회 개헌특위를 비롯하여 정당 차원에서 이를 시안에 포함

시킨 바는 없으나, 정부 헌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윤근식(성균관대 교수), 

최호진(전 연세대 교수)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중앙은행에 관한 조항을 

성안하였는데221) 이는 헌법개정안의 최종 심의단계에서 제외되었고,222)

그로써 중앙은행의 헌법화 문제는 1985년 이후로 넘어갔다.

1986년 민정당 헌특 제3분과위원회에서는 경제규모의 성장을 반영하여 

금융자율화를 촉진하고 정부의 특혜금융 등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은

221) 헌법개정심의위원회 제5차 회의록(1980. 4. 25.) 14면(윤근식 발언부분); 동 위원회 

헌법개정안요강작성소위원회 제16차 회의록(1980. 7. 21.) 2-4면(최호진 등 발언); 동 

소위원회 제17차 회의록(1980. 7. 28.) 5-6면(재무부 이재국장 발언); 동 소위원회 제21

차 회의록(1980. 8. 11.) 3쪽. 소위원회에서 성안한 조문은 다음과 같았다. “① 통화가

치의 안정과 건전한 신용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중앙은행을 둔다. ② 중앙은행의 지위 

및 조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22) 헌법개정심의위원회의 해당 회의록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유는 확인되지 않는

다. 다만 위 누락된 회의시점은 5. 17 이후 신군부가 심의위원회에 대한 개입을 본격화

했던 시점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신군부의 영향에 기한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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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의 독립성 내지 자율성을 헌법상 명문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개진

되었으나,223) 이러한 움직임에 대하여 한국은행의 독자적 금융정책 집행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것을 우려하는 반론이 제기되는 가운데224)

중앙은행 독립·자율화는 결국 민정당 개헌시안에 반영되지 못하였고, 신

한민주당 역시 이를 시안에 담지 않았다.

그러다가 1987년 개헌논의가 재개되면서 통일민주당의 개헌안 작성특

위가 통화정책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1987. 7. 6. 

“국가는 중앙은행이 통화신용정책 및 업무를 독립적·자율적으로 수립·

집행하도록 그 중립성을 보장한다”는 조항을 시안에 신설하였다(제123조 

③). 이에 호응하여 전경련·대한상의·무협·중기협·경총의 경제 5단

체가 중앙은행을 포함한 금융 전반의 자율화를 헌법에 규정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결의하고225) 일부 언론도 이에 동조했다.226)

그런 가운데 민정당이 7. 16. 주최한 개헌공청회에서 임종철(서울대 교

수)은 “거대해지는 경제권력을 공권력으로 제어해 나갈 필요가 있으나 

행정부에 전적으로 맡겨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중앙은행을 독립한 장

으로 신설하고 법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금융에 관한 모든 권한을 

한국은행에 속하게 하고, 특히 한국은행 총재를 금융통화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되 기피할 수 없도록 하며, 임기는 대통령보다 길

게 하고 신분을 대통령과 동일하게 보장하자”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223) 현경대 기증문서 중 『헌법특별위원회 운영보고』(1986. 6. 말 작성문서로 추정), 14면

에 따르면 제3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가 열린 1986. 6. 24. 조남조 위원은 초청 발표자

인 김진현(동아일보 논설실장)에게 “중앙은행을 독립시켜 통화신용정책을 원활하게 수용

할 필요는 없는가?”라 질의하였고, 김진현은 “중앙은행의 고전적 독립성이 없어지는 추

세이기는 하나 중앙은행의 독립은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

다. 이에 대하여 1986. 6. 25.자 동아일보 1면; 동년 7. 4.자 경향신문 1면에서는 민정

당이 중앙은행의 헌법명문화를 검토중이라고 보도하였으나, 이에 대해 분과위원장인 김

종인은 “한두 의원의 발언을 당론인 양 속단하면 일하기가 곤란해진다”고 선을 그었다

(1986. 7. 5.자 서울신문 3면).

224) 1986. 7. 5. 민정당의 대전 지역간담회에서 개진된 의견이다. 1986. 7. 5.자 대전일

보 3면; 동일자 중앙일보 4면; 동년 7. 6.자 조선일보 4면.

225) 1987. 7. 15.자 서울신문 5면. 다만 7. 22. 실제로 발표한 의견서(한국경영자총협회 

외 4단체, ‘헌법개정에 관한 경제계 의견’, 『월간 경영계』 통권 제115권, 1987, 2면에 

수록)에는 이 내용이 빠져있다.

226) 1987. 7. 18.자 조선일보 2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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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김종인 헌특 제3분과위원장은 “중앙은행의 독립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일뿐더러, 경제력이 정치력과 대등한 현실에서 중앙은행을 

정부에서 분리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반대의견을 개진했다.227) 7. 20. 

중앙집행위원회에서도 “국가 경제정책과 통화관리의 밀접한 상관관계에 

비추어 중앙은행의 중립성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신중히 고려해야 하

며 중앙은행의 역할을 (법률상) 강조하는 정도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된 것으로 보도되고,228) 결국 민정당 개헌시안에는 중앙은행에 관한 

규정이 들어가지 않았다.

한편 한국은행 내부에서는 이 문제에 관하여 당초 재무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일체의 언급을 꺼렸으나229) 부산(7. 28.)·광주·목포의 지점들

에 이어 본점(8. 1.) 행원들이 한국은행의 독립성 보장이 경제민주화의 첩

경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헌법에 명시하라는 성명을 발표하였고,230) 이

어 박성상 총재는 국회 재무위원회에서 “현행 제도로는 정치력이 중앙은

행의 발권력을 남용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중앙은행의 독립성

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마련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

다.231) 또한 한은동우회(회장 박숙희)도 1987. 8. 중앙은행을 헌법기관화하

여 그 자율성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신을 현경대에게 보내었

다.232) 그러한 가운데 민정당에서는 8인 정치회담을 앞두고 다음과 같은 

논리를 준비하였다.233)

- 헌법에 규정할 사항이 아님

227) 1987. 7. 16.자 매일경제 2면; 동일자 경인일보(연합통신 인용)·한국일보·경향신문 각 

3면; 동일자 동아일보 4면; 동일자 조선일보 5면.

228) 1987. 7. 20.자 매일경제 1면.

229) 1987. 7. 11.자 서울신문 5면.

230) 1987. 8. 4.자 동아일보 3면; 동년 8. 5.자 경향신문 5면; 한국은행 편, 한국은행 50

년, 2000, 48쪽.

231) 1987. 8. 13.자 경향신문 5면.

232) 현경대 기증문서 중 ‘한은동우회 회장 박숙희 서신’(2매).

233) 현경대 기증문서 중 ‘중앙은행의 중립성 보장’. 현경대와의 면담결과 들은 설명에 따

르면 이 문건은 각 쟁점별로 1-2매 분량으로 민정당 내에서 개진논리를 요약·정리한 것

들 중 하나로서, 민정당 헌특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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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신용정책은 물가와 직결되며 대다수 국민의 금융혜택과도 관련되는

등 경제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바, 이 업무는 과거 연혁적으로 중앙은

행이 담당한 국가가 많았으나 오늘날에는 국민경제 규모의 확대와 국가재

정정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의 증대 등의 추세에 따라 통화신용정

책도 국가에 이관되거나 국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정책 전체

와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있음

- 특히 우리나라는 한정된 자원으로 급속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배경이

수출신장으로 대표되는 대외지향적 경제정책의 수행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통화신용정책도 국제수지 개선·무역구조 개선 기타 여러 가지 경제정책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점을 간과할 수 없는 것임

- 따라서 민주당 안처럼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 및 업무의 독립적·자율

적 수행이란 표현을 사용할 경우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중앙은행의 실

질적인 지위향상과 기능의 활성화는 한국은행법 등을 개정하여 달성하

는 것이 보다 실효성이 있을 것임

그러나 통일민주당 역시 이 문제를 쉽사리 양보하지 않아, 8인 정치회

담에서 양당은 제1독회(8. 14. 제8차 회담), 제2독회(8. 20. 제10차 회담)를 

지나도록 평행선을 유지하였다. 제3독회까지 마무리된 뒤 통일민주당은 

8. 27.의 총재단회의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 보장을 ‘양보불가 9개항’ 중

에서도 특히 역점을 두는 4개항의 하나로 천명했고,234) 8. 29.에는 국민운

동본부(인명진 대변인·김상철 변호사)와 한국여성단체연합회(이우정 회

장·박영숙 부회장)가 김영삼·김대중과의 회합에서 이 조항의 관철을 주

문하기도 하였다.235) 그러나 이미 8. 28. 양당은 이를 “반드시 헌법에 규

정하지 않더라도 한국은행법을 개정하여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대

안을 서로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고,236) 8. 30. 같은 내용으로 최종

합의를 마쳤다.237)

234) 1987. 8. 28.자 조선일보 1·3면; 동일자 서울신문·제주신문 각 2면.

235) 1987. 8. 29. MBC 뉴스데스크; 동년 8. 30.자 한국일보 3면; 동년 8. 31.자 조선일보 2면.

236) 1987. 8. 29.자 조선일보·중앙일보·경향신문·한국일보 각 1면.

237) 1987. 8. 31.자 광주일보 1면(연합통신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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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후 1988-1989년에 걸친 여야간의 한국은행법 개정논의는 결

렬되었고, 동법은 세칭 IMF 외환위기 이후인 1997. 12. 31.에야 처음으로 

개정되었다(법률 제5491호).238)

(3) 기타 경제관련 규정

여타의 경제관련 조항들에 관하여는 민정당과 통일민주당의 시안 문구 

자체가 대동소이했으므로 이들은 대부분 8인 정치회담과 국회 개헌특위 

기초소위에서 ‘문안정리’를 통해 성안되었다. 양당 시안의 문구상 차이를 

보다 상술한다면 ① 국가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제한과 의

무를 과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균형”에 둘지 “경제적 사회적 정의실

현”에 둘지의 여하(현행 제122조), ② 농업을 “민족생존을 위한 기초산

업”으로 헌법에서 천명할지의 여부(현행 제123조 ①), ③ “지역간의” 균

형있는 발전과 “도시와 농촌간의” 균형있는 발전 중 어느 것을 도모할지

의 여하(동조 ②), ④ 중소기업 육성의 목적으로 “국민경제의 안정과 균

형있는 성장”을 선언할지의 여부(동조 ③), ⑤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에 대하여 국가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지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할지의 여하(동조 ⑤)를 들 수 있다. 

그밖에 통일민주당은 민정당 시안에 없는 “국가는 농업생산의 수요공

급 조절과 유통구조의 개선으로 가격을 보장하여 농민의 이익을 보호한

다”는 조항을 시안에 두었다. 8인 정치회담에서 이와 관련하여 논의한 

내용에 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으나, 최종 합의된 현행 헌법 제123조 

제4항과 비교해 보면 이 시안조항은 국가가 수요공급 조절·유통구조의 

개선을 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특히 국가가 가

격 “보장”의무를 지는 것은 사적 경제활동에 대해 지나친 개입을 허용하

는 것이라는 이유로 민정당이 반대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현행 헌법에

238) 1987-1997년의 한국은행법 개정논의에 관하여는 한국은행, 『한국은행 50년사』, 

2000, 48-82쪽이 상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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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이러한 규제의무 규정으로서의 성격을 다소 완화하여 국가가 농수

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헌에 “노력하여” 가격의 “안정을 도모”

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농민 이외에 어민도 그러한 정책의 보호대상으로 

추가하였다.

또한 통일민주당 시안에서는 국가가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

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독자적으로 두고 있었는데 이

는 8인 정치회담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져 현행 헌법 제127조 ①이 되었다.

3. 기본권 및 경제관련 규정의 개정에 대한 평가

8인 정치회담에서의 협상결과를 총괄하여 보면 기본권 규정에 관한 개

정쟁점은 무려 37개에 이르렀으나, 그 중 2독회를 마칠 때까지 타결되지 

않은 것은 8개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기본권에 관한 양당의 협상

은 특정한 몇몇 쟁점을 제외하면 논의가 이루어진 첫 날이나 둘째 날에 

조속하게 매듭지어진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기본권 규정을 둘

러싼 협상의 또다른 특징은 노동기본권을 제외한 사회적 기본권의 경우 

거의 예외 없이 여야의 시안 내용 사이에 유사성이 컸기 때문에 ‘문안정

리’로써 협상이 간단하게 타결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주로 1986년에 여

야가 한 차례 제시한 이후 1987년 시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이 

영역에 관한 한 시안의 내용을 근접시킨 데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는

데, 뒤에서 살펴볼 경제질서에 관한 규정들에 관한 협상과정에서도 이러

한 특징은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자유권적 기본권과 관련해서는 보안처분에 대한 적법절차의 도입, 구

속적부심의 적용대상 확대 등 형사절차에 관한 기본권이 두드러지게 신

장되고 특히 사법권이 그에 미치는 영역이 넓어진 것이 특색을 보인다. 

이는 일단 행정권력에 의한 임의적인 인신구속의 여지를 크게 줄인 것으

로서, 근본적으로는 1980년 헌정체제에서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 만연하였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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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대한 보호를 확보하는 것이 개헌과정에서 최소한의 당위로 작용하

였던 데 기인한다는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이들 중에서 민정당이 ‘공안

사범’에 대한 대응을 명분으로 협상 마지막까지 다툰 보안처분에 대한 

적법절차의 경우를 제외하면 민정당에서도 크게 이견을 나타내지 않거나 

오히려 적극적으로 민정당의 안을 관철시켰음을 볼 수 있는데, 이에 대

해서는 정권의 수평적 교체가 가능해지는 헌정체제의 도입을 맞아 여당

으로서도 인신의 자유에 대한 보장수준을 높일 유인이 생겼기 때문이라

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편 유신체제 이후로 헌법상의 보장이 실질적으로 폐기되어 있었던 

표현의 자유의 경우, 이를 1962년 헌법에서 보장하던 수준으로 환원하는 

데 있어서는 양당의 입장이 이미 일치해 있었으므로 별다른 논란이 없었

다. 다만 위 헌법이 허용하고 있던 영화·연예에 대한 검열도 금지할지, 

그리고 신문의 시설기준을 헌법에 규정할지의 여부가 협상의 쟁점이 되

어 있었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1980년 헌정체제의 주

요한 문제점 중 하나였던 데 비해 8인 정치회담에서의 논의는 주변적인 

쟁점에 머물렀다.

특기할 점으로 유신헌법 이래 대표적인 문제규정으로 꼽히는 군인·경

찰 등에 대한 보상 후의 배상금지 규정은 여야 시안 모두가 적어도 배상

의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음에도, 아직까지도 불명확한 

이유로 통일민주당이 개정에 반대하여 현행 헌법에 그대로 남게 되었고 

그 결과 이 조항이 현재까지 대표적인 개정대상으로 평가된다. 한편 통

일민주당이 그에 반해 협상 최후반까지 인하를 고수함으로써 법률로 정

하는 것으로 절충한 선거연령에 관한 규정은 정치적 이해가 가장 민감한 

문제였던 1987년 개헌과정의 단면을 보여준다.

노동기본권에 관한 논의는 여타의 사회권적 기본권과 비교하여 현저하

게 여야의 관심대상이 되었다. 이에 대해 여야는 공통적으로 단체행동권

의 통제범위를 절충적인 선에서 유지하고자 하는 보수적 태도를 보이는

데, 이는 양당 모두가 민주화의 열기에 호응하여 전개되기 시작하던 세칭 

7·8·9월 노동자 대투쟁에 따른 단체행동권 행사의 증가가 사회불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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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가진 데 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양당은 단체행동권에 대한 개별적 법률유보를 삭제하자는 통일

민주당의 안에는 쉽게 합의하였지만 이는 일반적 법률유보(현행 헌법 제

37조 ②)로써 충분한 제한이 가능하다는 고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나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 개별 부문에 대

한 노동3권 제약범위에 관하여는 상대적으로 신속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노동자의 기본권에 관한 논의는 근로자의 반대편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소위 경제계가 헌법상의 경제질서에서 점하고 있던 위상과도 연관성

을 가진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과 더불어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는 경제질서의 기본원칙 규정은 소위 재계의 개헌의견을 통일민

주당이 시안에 반영한 데 따라 헌법에 도입되었다. 이는 경영참가권과 이

익균점권의 기본권 도입에 대한 노동계의 요구에 맞서서 등장한 것으로, 

1987년 헌법개정에 있어서 재계가 처음으로 스스로의 요구를 헌법전에 일

부나마 관철할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을 실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중앙은행을 비롯한 금융의 자율화 요구가 협상 종반에 이르러 좌절

된 점에 비추어 보면 아직은 재계가 정부·여당보다 우세한 영향력을 행

사하지 못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통화에 관한 정부의 통제력 확보 필요

성이 아직은 재계의 요구보다 우선시되었던 것이다. 한편 “경제의 민주화”

는 “산업의 민주화”라는 민정당 시안의 자구가 국회 개헌특위에서 수정된 

결과물로 확인되는데, 역시 근로자의 경영참가권·이익균점권에 대한 기

업계의 반발 속에서 이에 대한 대응논리 중 하나로 재부각된 것으로 보인

다는 점에서 그 입안 당시의 의미를 재조명할 여지가 있다.

제3절 소 결

새 헌법의 기본이념과 원칙을 천명하는 전문·총강에 관한 협상이 정권교

체 여부를 두고 당면한 선거를 위한 상징투쟁의 양상을 띠면서 개헌협상 전

체를 통틀어 보더라도 가장 치열한 입장대립을 보였던 반면, 기본권과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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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에 관한 협상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적은 영역을 중심으로 하여 전반적으

로 순탄한 타협의 양상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이들 

부문 모두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은 뒤에서 볼 정치제도에 관한 협상의 

경우에 비해서는 논의의 과정 면에서나 결과 면에서나, 양대 정파의 주장이 

대체로 대등한 수준에서 반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보여주는 점으로, 8인 

정치회담에서 논의된 112개의 쟁점 가운데 이 장의 서술범위에 해당하는 것

은 총 58개로, 그 절반에 달하는 29개의 쟁점이 절충(10개) 또는 문안정리(19

개)로 타결되었고, 민정당만의 시안대로 타결된 쟁점은 17개, 통일민주당만의 

시안대로 타결된 쟁점은 10개이다. 이는 후술하는 제5장에서 민정당이 관철

한 시안이 수적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것과는 대비된다고 할 수 있다.

새 헌법의 의의를 규정하는 전문에 관한 합의가 양당의 주장을 절충·

희석하는 형태로 귀결된 것이 어떻게든 주어진 시일 내에 합의개헌을 달

성해야 할 필요성에 기인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는 이후 양대 정파 사이에서 어느 쪽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더라도 

새로운 집권정파가 헌법의 기본적인 이념·원리에 대한 적합성 논란으로

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게 되었음을 뜻하기도 한다. 이러한 의미에

서 1987년 헌법의 전문은 양대 정파 사이에서 ‘집권세력의 호환성’을 규

범화한 것이라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정파들이 가지는 정치적 성격의 차이에 대해 헌법규정이 대체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이후의 정치적 안정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집권세력이 기존 헌법과의 원리적인 충돌을 우려해야 

할 경우에는 또다른 헌정체제의 수립을 추구할 유인이 생긴다는 점에서, 

그러한 유인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하는 헌법의 이념적 탄력성은 기

존 헌정체제가 정권교체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유지·존속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와 같이 

헌정질서의 틀이 안정적으로 지속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헌법의 규범

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된다고 하겠다.

양당이 향후의 정치권력 획득과 국가통치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

계가 없다고 보는 선언적 규정들에 대해 깊은 논의 없이 손쉽게 타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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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것은 분명하다. 이는 양당의 시안 내용이 대동소이하여 문구만 조정

하기로 했음을 뜻하는 ‘문안정리’가 개헌협상 전반을 통틀어 이루어진 

21건 중에서 19건이 노동기본권을 제외한 사회적 기본권과 경제질서에 

관한 합의에 집중되어 나타난다는 점이 이를 잘 말해준다. 그 결과 기본

권에 관한 규정이 당시의 사회적 필요에 비해 미흡한 수준에서만 개정되

었다는 평가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군인·경찰에 대한 보상 후의 손

해배상청구를 금지한 현행 헌법 제29조 ②에 대한 개정이 불발에 그친 

점이 그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기본권의 전반적 보호수준이 종전의 헌정체제에 

비해 답보상태에 머물렀다는 평가로 직결되지는 않는다. 모든 국민이 고

문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은 제헌 이래 현재까지 어느 헌법에도 공통적으

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고문이 일반적으로 근절된 것은 헌법규정

이 있어서가 아니라, 기존 규정의 규범력이 강화되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현행 헌법 제37조 ②에 해당하는 조항에 기본권을 법률

로써 제한할 수 있는 범위를 종래의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보다 “불가

피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라 규정함으로써 보다 좁히자는 민정

당의 시안이 8인 정치회담에서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헌

법에서 기본권 제한이 1980년 헌정체제에 비해 훨씬 엄격하게 이루어지

게 된 점은 많은 시사를 준다고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들 부문에 관한 여야의 협상이 미완의 개혁

만으로 귀결되었다고 할 수는 있으나 이를 지나치게 평가절하할 것은 아

니라고 본다. 다만 기본권과 경제질서에 관한 논의가 깊이있게 이루어지

지 못한 점은 현재의 관점에서 아쉬움을 남기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대

부분의 관련 규정이 구체적인 내용의 형성을 법률에 맡기고 있는 점이 

두드러진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입법의 형성·적용·집행과 관련

되는 정치제도에 관한 개헌논의의 의미내용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가지

는 중요성을 더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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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헌법상 정치제도 규정의 개정

제1절 국회와 정부 관련 규정의 개정

국회와 정부(대통령 포함)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한, 민정당의 1986년 

시안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1987년에 논의된 여야 시

안과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이에 관한 내용을 본장에서 평면적

으로 이후의 시안 내용과 비교하여 설명하는 것은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고 보아, 민정당 1986년 시안의 해당 내용에 관하여는 제4장에서 설명한 

내용 이외에 본장에서 따로 기술하지 않는다. 한편 헌법전의 편제와 관련

하여 국회에 관한 장(제3장)을 대통령 등 정부에 관한 장(제4장)의 앞에 둔 

것은 1986년부터의 민정당 시안과1) 통일민주당 시안에 공통된다.

1. 국회 관련 규정

가. 국회의원의 선거 및 지위

1) 비례대표제에 관한 논의

국회의원의 선거에 관하여는 득표율에 따른 비례대표제가 8인 정치회

담에서의 논의대상이 되었다. 비례대표제는 1980년 헌법에서 처음으로 

헌법전에 명시하였으나,2) 이는 ‘전국구’ 의석배분을 통해 여당이 다수의

1) 특히 1986년의 의원내각제 시안에서 민정당이 국회를 정부에 앞세우는 것은 당연한 것

이었다.

2) 1980년에도 공화당 시안은 비례대표제를 명시한 반면에 신민당 시안은 이를 삭제하였

으며, 당시의 私案인 대한변호사협회·서울지방변호사회·6인 헌법연구반의 각 시안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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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확보하는 것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전락해 있다는 점이 줄기찬 비판

의 대상이 되었다. 1985년·1986년의 신한민주당 시안과 대한변협 시안

이 모두 비례대표제를 전면 삭제한 것은 모두 이에 따른 것이었고, 1986

년 민정당의 지역간담회에서조차 서독 식으로 유권자 1인이 2개의 투표

(지역구 1표, 비례대표 1표)를 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3)

그러나 한편 재원조달이 원활하지 못하던 야당들의 운영에 있어 전국

구 공천에 대한 대가로 받는 ‘특별당비’는 주요 수입원의 하나였기 때문

에 신한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그 전면폐지를 강하게 주장할 수는 없

었다. 따라서 6. 29 선언 이후 통일민주당이 비례대표제를 헌법전에 존

치하되 그에 따른 의석배분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정당의 득

표수의 비율에 따른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은 당의 개헌공청회에서 제시

된 공술인 이돈명(변호사)의 의견에 따른 것으로 보이나,4) 이는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선을 전제로 할 때 총선에서도 충분한 득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했다.

8인 정치회담에서는 민정·통일민주 양당은 이 쟁점을 처음 논의한 제

4차 회담(8. 6.)에서 비례대표 의석배분의 방식이 헌법사항인지를 두고 

견해를 좁히지 못하다가, 제2독회가 시작된 제9차 회담(8. 18.)에서 “비례

대표제의 공정성은 국회의원선거법에 규정하기로 하고 합의”하고5) 이를 

추후의 부수법률 협상의제로 넘겼다. 그러나 1988. 3. 17. 전부개정된 국

회의원선거법 제133조는 제1당의 지역구 의석 수가 그 총수의 50% 미만

일 경우 제1당에 전국구 의석 1/2을 배분하고, 잔여의석을 제2당 이하의 

정당에 지역구 의석비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1963년 국회의

원선거법(제125조)의 규정내용으로 회귀하였고, 득표율에 따른 비례대표

의 의석배분은 이후의 제도적 쟁점으로 유보되었다.

모두 이를 삭제하였다.

3) 광주와 부산 개헌간담회에서 제기되었다. 1986. 7. 8.자 광주일보 1·5면; 1986. 7. 11.

자 조선일보 1면. 다만 그 자체는 연혁상 법률사항이었으므로 개헌시안에 반영될 것은 

아니었다.

4) 1987. 7. 11.자 경인일보 2면(연합통신 인용); 동일자 한국일보 3면; 동일자 경향신문 4면.

5)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개헌시안 대비표 및 협상내용(현행헌법:민주정의당:통일민주당:신

한민주당:한국국민당)』, 1987, 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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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관한 논의

1986년의 세칭 ‘유성환 의원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1987년 개헌논의에

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가 처음으로 개헌논의의 의제로 등장하였

다. 통일민주당 시안은 의원이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 이외에 “그에 

부수된 행위”에 대하여도 면책특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였으나, 8인 정

치회담에서 민정당이 ‘부수행위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지나치게 확대해석

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함에 따라6) 제4차(8. 6.), 제9차(8. 18.) 회

담에 걸쳐 평행선을 긋다가, 제13차 회담(8. 25.)에 이르러 종전의 헌법 

규정이 그대로 유지되기에 이르렀다(현행 헌법 제45조).

나. 국회의 운영

8인 정치회담에서 정치제도에 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시작된 것은 제1

독회의 제4차 회담(1987. 8. 6.)부터이고 가장 먼저 합의가 타결된 것은 국

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제도 부문에서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우선 1980년 

헌법은 (i) 국회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로 

집회하도록 하면서, (ii) 회기의 한도를 정기회(매년 1회) 90일, 임시회 30

일로 각각 정한 데 더하여 (iii) 유신헌법의 예에 따라 그 통산 한도로 “정

기회·임시회를 합하여 연 150일”을 규정하였다. 이는 결국 임시회를 원

칙적으로 2회를 초과하여 소집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상시운영을 

가로막는 것이었으나, 대통령의 요구로 소집되는 임시회에 대해서는 편면

적으로 예외가 규정되고 있었다. 즉 (iv) 대통령이 회기와 요구이유를 명시

하면 (v) 해당 임시회는 그 의안(요구이유)과 기간에 구속되도록 하고, (vi) 

이 기간은 ‘통산 150일’에 산입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6)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편, (주 5)의 문서, 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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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상당수의 쟁점에 관해서는 민정당과 통일민주당의 시안 내용이 

이미 일치하고 있었고 따라서 8인 정치회담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

았다. (i) 임시회의 소집요구 정족수를 재적의원 1/4로 완화하고 (iii) ‘통

산 150일’이라는 회기 한도를 삭제하며, (v) 국회가 임시회의 운영에 있

어서 대통령이 명시한 의안·기간에 구속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러했

고 이들은 곧바로 현행 헌법의 내용이 되었다.7) 다만 양당 모두가 (iv) 

대통령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함에 있어서 회기와 요구이유를 명시해야 

한다는 조항(현행 헌법 제47조 ③)은 삭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대통

령의 임시회 소집요구권만 그 범위 내에서 제한되었다.

그러나 정기회의 회기에 관해서는 양당의 견해가 엇갈렸는바 민정당 

시안은 기존의 헌법과 동일하게 이를 90일로, 통일민주당 시안은 신한민

주당과 마찬가지로 이를 1962년 헌법에서와 같은 120일로 각각 규정하였

다. 통일민주당의 경우 이는 국정감사권의 부활을 전제로 할 때 국정감

사에 30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을 이유로 내세웠던 반

면,8) 민정당의 경우 비록 국정감사권 부활을 시안 내용으로 하기는 하였

으나 전두환이 국회의 회기를 늘리기보다는 ‘효율적 운영’을 강조했던 

것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9) 이에 따라 이 쟁점이 처음 논의

된 제4차 회담(8. 6.)에서 권익현 민정당 협상대표는 개인의견이라는 명

목으로 “100일”이라는 절충안을 제시했고, 결국 제2독회 첫날(8. 18. 제9

차 회담)에서 통일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였다(현행 헌법 제47조 ②). 국회

에서 소장중인 공식 기록에 따르면 정기국회의 개회일을 9월 1일로 국회

법에 규정하기로도 합의했다고 하나, 그 합의일자는 알 수 없다.10)

7) 다만 통일민주당 시안은 ① 정기회와 임시회의 각 소집을 별도의 항으로 분리하였고, 

② 임시회의 소집요구권자를 “국회 재적의원 4분지 1 이상 또는 대통령”으로 하여 대

통령을 뒤에 두었으나, 8인 정치회담에서 이들의 문구형식은 1980년 헌법의 형식을 유

지한 민정당 시안대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8) 1987. 7. 22.자 조선일보 3면에 기재된 개헌안작성특위 목요상 위원의 설명.

9) 1986. 8. 16. 민정당 개헌요강안이 1980년 헌법상의 ‘통산 150일’ 회기제한을 ‘통산 180

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데 대해 전두환은 다음과 같이 일축하였다. “쓸데없는 질문을 

중복해서 그렇지, 각 정당이 정책만 다루고 본회의와 상임위의 중복을 피한다면 지금의 기

간만으로도 남아돌아갈 거요.” 김성익, 『전두환 육성증언』, 조선일보사, 1992, 131쪽.

10)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편, (주 5)의 문서, 49쪽의 “특기사항” 기재. 참고로 당시까지 국회 

정기회의 개회일은 “2월 20일”(1954. 12. 31. 법률 제352호), “9월 1일”(1957.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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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980년 헌법은 국회의 회의공개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는 경우 이외에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를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국가안전보장을 강조하던 유

신헌법에서 처음 도입한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하여 국회의장은 회의 비

공개뿐만 아니라 회의록의 일부삭제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국회법 제111

조). 이를 그대로 둔 민정당과 달리 신한민주당과 통일민주당의 시안은 일

관하여 이를 1962년 헌법에서처럼 삭제하고 있었으나, 논의 첫 날(제4차 

회담)에서 통일민주당은 이를 간단하게 민정당 주장대로 유지하기로 합의

하였다(현행 헌법 제50조 ①). 현재까지도 국회의장의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회의록 삭제가 문제되기에 이른 연원이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비공개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 양당의 시안은 모두 “공개하

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종전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나, 8인 정치회담 과정에서 이에 대해 비공개된 회의록이라 

하더라도 시의성이 없게 된 때에는 법률에 위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

는 의견이 개진되었고,11) 이에 따라 공개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법

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는 문안정

리 案이 나오기도 하였으나,12) 국회 개헌특위의 기초소위에는 초기부터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다”는 문안이 회부되어 있었고, 그대로 확정되었다(현행 헌법 제50조 

②). 그리고 이 규정에 따라 1988년 전부개정된 국회법 제58조는, 국회의

원이 비공개회의록 기타 비밀참고자료의 열람을 위원장에게 요구할 경우 

위원장은 심사·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하

법률 제434호), “9월 20일”(1973. 2. 7. 법률 제2496호)로 변천해 왔었다(공휴일인 경우

에는 각 그 익일).

    그러나 위와 같은 8인 정치회담의 합의내용과 달리 1988. 6. 15. 전부개정된 국회법(법

률 제4010호)에서부터 정기회의 개회일은 “9월 10일”로 법정되었고, 2000. 2. 16. 개정 

국회법(법률 제6266호)에 이르러 이는 “9월 1일”로 변경되어 2020년 현재에 이른다.

11)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주 5)의 문서, 50쪽의 비고란에는 “※ 시의성 없는 비공개회의록

은 법률에 위임하여 공개필요”라고 印字되어 있고, 이에 빨간 싸인펜으로 “검토”라고 

가필되어 있다. 위 의견을 어느 측에서 제시하였는지는 적혀있지 않다.

12)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주 5)의 문서, 50쪽의 “문안정리(안)” 항목에 빨간 싸인펜으로 가필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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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 국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다

만 현행 국회법에서는 제62조가 규정하고 있다).

요컨대 국회의 회의운영에 대해 대통령이 그 지위에서 직접 영향을 끼

칠 수는 없게 되었으나, 정기회의 회기가 단순 산술적인 절충으로 100일

로 타결된 상태에서 (항상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국정감사가 부활

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는 정기회의 운영일정이 헌법개정 이전에 비해 

촉박해질 수밖에 없게 되었고, 다른 한편 적어도 개헌 이후 헌법재판소

의 해석을 통해 과잉금지원칙이라는 제동장치가 작동해 온 기본권제한 

부문과는 달리, 국회의 회의 비공개를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모호한 사유

로써 국회의장이 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는 국회의 

권한보다 연혁상 여당 출신 위주였던 국회의장의 권한을 지나치게 강화

한 요소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다. 국회의 권한

(1) 국정감사·조사권과 특별검사제

국정감사권이 국정 일반에 대한 감사작용인 반면에 국정조사권은 그 

중에서도 특정한 사안에 한해서 조사하는 것이라는 관념은 유신체제에서 

처음으로 형성되었다. 1948년 헌법에서 “국정을 감사”할 권능을 국회에 

부여하기 이전부터 국회법은 국회가 “국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 또는 조

사”하기 위해 의원파견(제72조)·자료제출요구(제73조)·증인출석요구(제

74조)를 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였고,13) 이후 1953. 2. 4. 제정된 국정

감사법(법률 제276호) 제2조는 (i) 국정 전반에 걸쳐 의원 전원으로써 반

13) 이들 조항은 각각 일본의 1946년 국회법 제103조, 제104조, 제106조를 거의 그대로 

따와 1948. 6. 7. 국회법 초안(1948. 10. 2. 국회법이 다시 ‘제정’될 때까지 적용되었다)

에 규정된 것이다. 이 점에 관하여는 최호동, ‘1948년 6월 국회법 초안의 형성인자들에 

관한 고찰’, 『법사학연구』 제59호, 2019, 143-144쪽 및 159쪽의 각 대조표를 참조.



- 284 -

(班)을 나누어서 일정기간에 걸쳐 시행하는 일반감사와 (ii) 국정의 특별한 

부분에 한하여 국회법상의 특별위원회가 시행하는 특별감사를 모두 규정

하였으나 어느 경우든 “국회의 승인없이 시행할 수 없다”(제3조)는 이외

에 특별한 요건상의 제약은 없었다. 그러나 유신헌법에서 국정감사 제도

를 전면삭제한 데 이어, 1975. 7. 26. 개정된 「국회법」(법률 제2784호) 

제121조에 처음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특정한 사안에 한

하여 조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규정되고 같은 해 11. 29 제정된 「국회

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도 “국회의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를 규

정했다. 이로써 국정감사권에 수반되는 보조적인 권한으로 인식되던 “국

정조사권”이 이제는 국정감사권으로부터 독립하여 법문에 들어왔고,14)

1980년 헌법개정 과정에서 헌법개정심의위원회가 헌법상 국정조사권만을 

인정하기로 함에 따라 국정조사권이 처음으로 헌법상의 제도로 등장하였

다. 그러나 유신시대는 물론이고 1980년 헌법이 시행된 이후로도, 국정조

사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국회법」 제120조에서 국정조사의 요

건으로 규정된 본회의의 의결이 여당이 절대다수인 국회에서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유신헌정 당시부터 이미 종전의 국정감사권은 사라지고 국정조사권만이 

법률상의 제도로 존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민당 시절부터 야당은 개헌

시안을 통해 유신 이전의 포괄적인 단일개념으로서 국정감사권을 부활시

키자고 주장하기보다 ‘국정감사권 및 국정조사권’을 국회가 가지도록 규정

하였고, 이는 통일민주당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1962년 헌법에서부터 국정

감사에 관하여는 “재판과 진행중인 범죄수사·소추에 간섭할 수 없다”는 

조항이 부가되어 있었는데, 통일민주당은 이 조항의 삭제를 함께 주장하

였다. 그 직접적인 계기는 뒤에서 다시 보듯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서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바와 같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소추 과정에서 만연

한 은폐와 조작에 대해 국회가 견제와 감시를 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

에 따른 것이었다. 통일민주당은 전술한 바와 같이 초선의원 모임인 정민

회의 주장을 따라 특별검사제의 도입도 시안에 두고 있었다는 점에서, 통

14) 그 개정이유문에는 “국정조사기능을 명문화함”이라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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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민주당의 시안은 검찰·경찰의 권한을 국정감사와 특별검사제의 양면으

로 통제할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민정당의 경우 6. 29 선언 직후 민정당 헌특 내에서는 (i) 1986년 

시안에서와 같이 국정조사권만 인정하되 발동요건만 재적의원 1/3 이상

의 찬성(종래에는 「국회법」상 일반의결 정족수)으로 완화하는 안과 (ii) 

국정감사권을 인정하되 그 대상·범위·절차를 법률로써 제한하도록 하

는 안 사이에서 의견이 팽팽히 맞섰는데,15) 1987. 7. 24. 전두환의 선택

에 따라 국회에 국정감사권을 인정하되 국정조사권은 삭제하고, 국정감

사의 대상·범위·절차를 법률로써 정하도록 하는 유보조항을 신설하도

록 하는 것으로 시안을 형성했다. 이러한 유보조항을 굳이 둔 이유를 포

함하여, 민정당이 국정감사권의 부활을 인정한 논리적 맥락은, 현경대가 

전두환에게 이를 재가받을 당시의 결재문서가 잘 말해주고 있다. 『헌법

개정요강안 주요쟁점 검토보고』의 해당부분은 국정감사의 부활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3개의 안을 제시하였다(밑줄은 원문의 것이다).16)

15) 1987. 7. 14.자 경인일보 1면(연합통신 인용); 동년 7. 20.자 동아일보 1·4면; 7. 21.자 조

선일보 1면.

안의 내용 안의 주장근거

공통사항

○ 국정감사권의 문제점

- 법리적으로 볼 때 국회에 의한 대행정부 정례감사는 권력분립의 원
칙에 크게 위배(재판중인 사건에 대한 감사허용은 대 사법부 관계에
서 재판의 독립 침해)

- 실제 운영면에서 볼 때 행정의 전문성 심화로 감사의 실효성 기대 
곤란, 과거에 있었던 비리 재발 우려

- 외국에서도 국정감사권을 인정한 사례는 전무

○ 제1안 : 
국정조사권만 
인정하고 발
동요건도 종
전대로 유지
(출석의원 과
반수의 찬성)

-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는 국정감사권을 부활할 수 없음은 당연하며 
국정조사권도 발동요건을 완화할 경우 소수파가 남용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다수결의 원리에 대한 예외를 굳이 
인정할 필요가 없음.

※ 우리나라의 국정감사제도 연혁

- 제헌 이래 제3공화국까지 헌법에서는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기 위
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여 해석에 따라서는 국정조사를 규정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었으나,

- 종전의 국정감사법에서 「국정 전반에 거쳐 의원 전원으로서 반을 
나누어 동일한 기간에 시행」하는 일반감사와 「국정의 특별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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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은 이 중에서 제3안을 채택하였고, 그 중 국정감사권의 부활은 

야당의 정치공세에 우회적으로 대처하고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우회적 대처’가 될 수 있었던 이유

는, 유보조항의 기능으로써 설명된다. 국정감사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의결이 있어야만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함으로

써 국정감사가 정례적인 일반감사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의 전제는 민정당이 다음번의 총선을 통해서도 다수

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감사의 “대상·범위·절차”를 

16) 민주정의당 헌법특별위원회 편, 『헌법개정안 주요쟁점 검토보고』, 1987, 32-35쪽.

문에 한하여 국회법 소정의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는 
특별감사 등을 아울러 규정하여 유례없이 광범위한 권한으로 정착
되어 버렸던 것임(따라서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모두 인정한 민주
당 등의 개헌안은 연혁적으로 보아 중복되는 점이 있음).

○ 제2안 : 
국정조사권만 
인정하되 발
동요건을 재
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
성으로 완화

- 원래 국정조사권은 국회의 입법 및 예산심의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한 기능수행에 필요한 자료수집 등 보조적 권한에서 출발하
여 국정에 대한 비판감시를 위한 독립적 권한으로 발전한 것으로서

- 의혹사건 등이 발생한 경우 국정조사권이 발동되어야 하나 다수파의 
협조가 없으면 발동되지 못하는 경향을 초래하게 됨.

-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소수파에 의한 국정비판·견제기능의 수행
을 위하여 발동요건을 완화시킨 입법례가 있음(서독 : 재적의원 4분
의 1 이상, 브라질 : 재적의원 8분의 1 이상).

- 국정조사권 본래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또는 5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발동요건을 완화하되 
남용소지를 철저히 예방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상세한 절차·대상 
등을 정하는 입법을 고려할 수 있음.

※ 종전 헌법에서의 국정감사권이 국정감사법에 의하여 비로소 정례적
인 일반감사까지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권한으로 구체화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이번 개정에서도 「국정감사권」이란 용어를 헌법에 사용
하되 발동요건을 따로 정하면 국회의 의결이 있어야만 국정감사권
이 발동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것이므로 국정감사법 제정시 정
례적인 일반감사 부활주장을 배제할 수 있을 것임.

○ 제3안 : 
국정감사권을 
인정하되 감
사 대 상 · 범
위 · 절 차 를 
법률로 정하
도록 하여 법
률에서 제한

- 위에서와 같은 국정감사권의 문제점을 감안하면 국정감사권은 채택
하지 않는 편이 타당하지만

- 국정감사권 부활을 국회기능 활성화의 핵심적 요소로 내세우는 야당
의 정치공세에 우회적으로 대처하고,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하
여 법률에서 제한하도록 하는 것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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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법에 규정함으로써 결국 국정감사 제도를 통한 소수파의 대정부 

견제·감시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 전두환과 민정당의 구상이었다.

이와 같이 양당의 내심적 의사는 엇갈렸으나, 일단 시안의 문언상 국회

에 국정감사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은 일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관련 논의가 이루어진 제4차 회담(8. 6.)부터 합의가 쉽

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i) 전두환이 결재한 유보조항 즉 국정감사의 “대

상·범위·절차”를 법률로써 정하도록 헌법에 명시할지의 여부와 (ii) 재판

과 진행중인 범죄수사·소추에 간섭할 수 있도록 할지의 여부는 치열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위 회담에서의 논의경과에 관하여 민정당 회의상

황실에서 기록한 문서가 남아 있으므로 이를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17)

○ 민정 : 국정감사권만 인정하면 되지 조사권까지 두자는 것은 무리이다.

어느 나라에도 국정감사권 제도가 없으며 우리나라에서만 제헌국회 때

신설한 제도이다. 국회의 권능을 활성화시키자는 국민의 뜻에 부응키

위해 감사권을 두는 데는 동감하나 조사권까지 두자는 것은 안 되는 일

이다. 어떤 일이 있으면 국회에서 의결하면 얼마든지 조사를 할 수 있

으니 구태여 여기다가 명시할 필요가 없다.

또한 재판중인 사건을 간섭한다든지 범죄수사중에 바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 민주 :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간섭할 수 없다고 하면

박종철군 사건에서 보듯이 조사도 못 하고 알아볼 수도 없는 것이 아닌

가. 무조건 행정부 발표만을 기다리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못 된다. 사실 자체를 알아보는 의미에서도 조사권을 넣어야 한다.

국정감사의 대상범위는 국정감사권 가지고 있는 조사단에서 정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법률로 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

그런데 일단 국정감사권의 부활 자체가 확정되자, 통일민주당은 이를 

17) (민정당) 회의상황실 편, 『8인 정치회담(민정·민주) 조문별 주요 협의내용』, 1987, 56-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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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검찰·경찰을 견제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를 위한 또 하나의 견

제장치로 입안했던 특별검사제를 쉽게 포기하였다. 제7차(8. 12.) 회담의 

결과 발표자료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18)

○ 결 과 : 특별검사제도를 안 두어도 좋다는 데 의견의 접근을 봄.

○ 민주당 : 박종철 사건이라든지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하다.

다만 국정감사권이 부활된다면 삭제해도 좋다.

○ 민정당 : 국정감사로서 카바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미국만이 유일하게 두고 있는데 미국도 88년 시한법으로 내년부

터 없어진다.

국정감사권이 부활되었기 때문에 민주당 안을 삭제해도 좋다는 데 의견접

근을 보았다.

특별검사제에 관한 위의 논의경과는, 다시 국정감사권의 내용 형성에 

관한 논의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양당이 의견대립을 보이던 위 두 

가지 쟁점에 대하여는 이후 제2독회까지 협상의 진전이 없다가 제3독회

를 마치는 제13차 회담(8. 25.)에서 양당은 (i) 국정감사권뿐 아니라 국정

조사권도 인정하고, (ii) “다만, 재판과 진행중인 범죄수사·소추에 간섭

할 수 없다”는 종래의 단서규정은 삭제하며,19) (iii) “대상·범위”는 삭제

하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써 정

하도록 합의하였다. 이 중에서 특히 위 (ii)의 단서규정이 삭제된 것은 통

일민주당이 특별검사제 신설주장을 철회한 데 대한 반대급부로 타결된 

18) 특별검사제를 최종적으로 정식 철회한 것은 제1독회를 마친 직후의 ‘막후조정’을 통해

서이다.

19) 국회가 “국정을 감사 또는 조사”한다는 통일민주당 시안의 기존 문안은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구너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통일민주당의 주장에 따라(1987. 9. 4.자 경인일보 

2면)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는 문안으로 수정

되어 국회 개헌특위 기초소위로 회부되었고, 그대로 헌법의 문안이 되었다(현행 헌법 

제61조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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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는 이후 특별검사제의 도입 및 그에 관한 

개별 단행법률의 제정을 둘러싼 시비가 계속되는 단초를 제공하였다.20)

이후 1988. 8. 5. 제정된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8조(현행법도 같음)

에서는 위와 같이 삭제된 단서조항과 흡사하게도 국정감사·조사가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

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21) 과연 제12대 국회에서 특별검사제를 

포기하는 대신에 위 단서규정을 삭제한 실익이 무엇인지 의문을 남긴다.

한편 비록 “대상·범위”는 삭제되었으나 민정당은 국정감사·조사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써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안을 얻

어냄으로써(현행 헌법 제61조 ②) 이후 국정감사법의 제정 과정에서 만약

의 경우에 대비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1988년의 제13대 

총선에서 민정당이 다수의석을 점유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실제로 「국

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는 민정당이 당초 전두환

의 의사대로 ‘소수파에 의한 상설 일반감사화’를 막아야 할 유인을 더 이

상 가지지 않게 되었고, 그 결과 현재까지와 같은 국정감사 제도가 형

성·정착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결국은 8인 정치회담 당시 통일민주당이나 전두환·민정당 

양측이 내심에 가지고 있었던 의사는 모두 관철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

기 때문에 국정감사·조사권은 비로소 그 본연의 제도적 의의에 충실하

게 구현될 수 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 국회가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을 

모두 가지게 된 것은 유신 이전의 국정감사권을 15년만에 다시 회복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되었고 이후 국회, 특히 원내 소수파의 대정부 견제·

감시작용을 실질화하는 데 으뜸가는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1987년 헌

법개정에서 국회의 권한 신장과 관련하여 가장 주요한 의의를 가지는 성

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 2014. 3. 18.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세칭 상설특검법)이 제정됨으로서 비로

소 특별검사제도가 법률제도로서는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21) 제13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수행하던 ‘조선대생 이철규군 변사사건 조사특별위원회’

가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한 데 대해 광주지방검찰청이 이를 거부하면서 마찰을 빚은 사

례(1989. 6. 2.자 동아일보 3면)로부터 시작하여, 국정감사·조사 중의 수사기록 제출요

구와 이에 대한 검찰·경찰의 거부는 현재까지도 문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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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무총리·국무위원에 대한 출석·답변요구

국무총리·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이하 이 항에서 ‘국무위원 등’)을 일

정 수에 달하는 국회의원의 요구에 의해 출석시켜 질문에 답하도록 하는 

대정부질문 제도는 소수파가 국회에서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주요 수단

이 될 수 있는데, 1962년 헌법은 “국회나 그 위원회” 이외에 당시 의원

정수의 약 1/6인 “국회의원 30인 이상”이 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

다. 그러나 유신헌법 이후 1980년 헌법도 국무위원 등에 대한 출석·답

변요구는 국회나 그 위원회만이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민정당 시안 역시 

이를 그대로 채택하였다. 그에 대해 통일민주당의 시안은 그 밖에 “재적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도 국무위원 등이 출석·답변의무를 

지도록 하였는데, 이는 구 신민당(1980년)이나 신한민주당(1985·86년)의 

시안이 “재적 4분의 1 이상”으로 규정했던 것보다 요건을 오히려 강화한 

것으로서 당시의 의원정수(276석) 중에서 92명 이상을 요하는 것이었다

는 점에서, 다분히 소수야당이 아닌 제1야당에게만 정부에 대한 견제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통일민주당은 처음 논의가 이루어진 제5차 회담(8. 7.)에서 소

수야당의 의견존중을 근거로 드는 한편, 전술한 바와 같이 (제4차 회담에

서) 국회 임시회의 소집요구 정족수가 재적의원 1/4로 완화된 만큼 국무

위원 등에 대한 출석·답변요구의 정족수도 일반 의결정족수에서 재적 

1/3로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정당은 국회 임시회의 소집

요구 정족수는 국회 자체 내의 문제인 반면에 국무위원 등에 대한 출

석·답변요구의 정족수는 행정부에 대한 관계에서의 문제로서, 3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무위원 등에 대한 출석요구는 ‘국회의 의결’로써 하는 것

이 옳다고 주장하였다.22) 그리고 이러한 주장에 밀려 통일민주당이 제2독

22) (민정당) 회의상황실 편, 『8인 정치회담(민정·민주) 조문별 주요 협의내용』, 1987, 57쪽. 

그 밖에 1987. 8. 29.자 조선일보 5면에 따르면 통일민주당이 당 안대로 할 경우 “현실

적으로 행정부의 업무수행을 지나치게 속박할 수 있다”는 반론에 밀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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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가 시작된 제9차 회담(8. 18.)에서 해당 주장을 철회함에 따라 현행 헌

법 제62조 ①은 1980년 헌법에서의 내용 그대로가 되었다.23) 이로써 1987

년 헌법에서도 헌법상 국무위원 등에 대한 출석·답변요구 제도는 소수

파의 대정부 견제수단으로서는 거의 기능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러한 기

능은 1994. 6. 28. 국회법(법률 제4761호)에 신설된 제122조의2(정부에 대

한 질문)로 대정부질문이라는 표제 하에 본회의의 회기중 별도의 의결 없

이도 일정 기간 동안 여야 의원들이 정부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대부분 대체되었다. 결국 현행 헌법 제62조는, 

야당이 단독으로든 수개의 당이 연합해서든 원내 다수를 구성하는 여소

야대의 상황에서만 자족적으로 작동하는 조항이 되었다고 하겠다.

한편 유신헌법 이래로 국회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국무총리·국무위

원이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을 대리출석시켜 답변토록 할 수 있게 한 조

항(현행 헌법 제62조 ②에 해당)에 대해 신한민주당·통일민주당 시안들

은 모두 이를 삭제하였으나 8인 정치회담의 위 제5차 회담에서 이에 관

하여는 “현행 헌법을 살리되 조문은 정리키로” 민정당과 의견을 모았

고24), 위 제9차 회담에서 통일민주당은 이 역시 1980년 헌법 그대로 하

는 데에 최종 합의하였다.25)

(3) 국회의 각료 불신임권과 대통령의 국회해산권

국회의 국무총리·국무위원(이하 본항에서 ‘각료’)에 대한 불신임권을 

존치할지의 여부에 관한 논의는 대통령의 국회해산권 존치여부 논의와 

불가분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이들을 묶어서 기술한다.

1972년·1980년 헌법은 모두 국회가 각료 해임을 “의결”하면 대통령이 

특별한 사유의 유무를 불문하고 이에 응해야 하되, 대통령 또한 국회를 해

23) 1987. 8. 18. KBS 9시 뉴스; 동년 8. 19.자 중앙일보 1면.

24) 현경대 기증문서 중 8인 정치회담 제5차 회담결과 요약자료.

25) (주 23)의 보도들 외에 1987. 8. 19.자 경인일보 1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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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를 얼핏 보면 전형적인 의원내각제적인 헌

정체제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국회의 각료 해임건의(또는 해임의결)권

은 그 행사에 모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했기 때문에, 여당이 국회 

의석의 과반을 점했던 1962년 이래로 실제로 작동하기 어려웠다. 유신 이

전시기 공화당이 1969년 권오병 문교부장관, 1971년 오치성 내무부장관에 

대한 신민당의 해임건의안에 가담하여 이를 가결시킨 사례를 제외하고는, 

정부의 여당에 대한 장악력이 강화된 유신체제 이래 1987년까지 각료에 

대한 해임의결안이 한 번도 가결되지 않았던 것이다. 여당이 국회의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헌정체제가 확고한 이상 국회가 각료의 해임을 의결이든 

건의든 한다는 것은 헌법전에만 있는 제도에 지나지 않았고, 결국은 대통

령이 국회해산권을 가진다는 점만이 중요한 점으로 남는 것이었다. 

의원내각제를 규정했던 민정당의 1986년 시안이 수상의 국회해산권과 

국회의 각료 불신임권을 함께 규정했음은 물론이나, 6. 29 선언 이후 

1987년 시안을 준비하는 초기 과정에서 당 헌특의 실무반도 대통령의 국

회해산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었다.26)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 

국회가 각료 해임결의권을 가진다면 국회해산권 삭제는 대통령의 권한을 

지나치게 축소하는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됨에 따라 7. 13.의 헌특 전체

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결론을 유보하였고,27) 이후 당 개헌공청회에서 대

통령의 국회해산권과 국회의 각료해임의결권 모두가 대통령중심제의 일

반원칙에 어긋난다는 반대의견이 대두되었음에도 불구하고28) (i) 국회해

산권에 대하여는 존치(제1안)·폐지(제2안)의 복수안을, (ii) 각료 불신임

에 대하여는 해임의결권 인정(제1안)·해임건의권 인정(제2안,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함)의 복수안을 각각 마련했다.29) 이를 7. 

26) 1987. 7. 2.자 서울신문 1면; 동년 7. 3.자 한국일보 1면; 7. 4.자 경향신문 1면; 동일

자 서울신문 3면; 동년 7. 5.자 서울신문 1면; 동년 7. 6.자 경인일보(연합통신 인용) 

1·3면.

27) 1987. 7. 8.자 서울신문·광주일보 2면; 동년 7. 14.자 경인일보(연합통신 인용) 1면; 동

년 7. 15.자 경향신문 1면. 다만 (민정당) 헌법특별위원회, 『헌특 헌법개정 주요 논의사

항(1987. 7. 13.)』, 3쪽에 따르면 7. 13. 헌특 전체회의에서만 해도 대통령의 국회해산

권을 “삭제하도록 하는 것이 다수의견”이었다.

28) 1987. 7. 16.자 한국일보·경인일보 1면; 동일자 서울신문 2면; 동일자 한국일보·경향신

문 3면; 동일자 조선일보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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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전두환에게 결재받는 과정에서 각각 제1안이 낙점되었는데, 이 때부

터 민정당의 요강안에 제시되어 있던 그 각각의 근거는 다음과 같았

다.30) 요컨대 민정당은 헌법개정에 수반하여 나타날 수 있는 여소야대의 

국회 구도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 필요하고, 이를 인정

한다면 균형상 국회에도 정부에 대한 각료 해임의결권이 필요하다는 입

장이었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 전두환이 이들 양 제도를 존치하고자 한 

주안점은 결국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 있었다.

[대통령의 국회해산권]

○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 소속정당과 국회다수당이 상이할 가능성이 상

존하고 있는바(미국 등의 예)

○ 미국에서는 여론에 의한 통제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정당의 통제력이 약

하며 국회의원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표결에 참여하는 교차투표제도가

정착되어 있으므로 큰 문제가 없으나(그밖에 대통령은 법률안거부권과 행

정명령의 확대 등으로 자신의 정책을 수행할 수 있음)

○ 중남미 일부 국가에서처럼 장기간의 정국혼란을 초래하여 헌정을 위태

롭게 하는 경우를 상정할 때 남북대치와 국제경쟁의 현실에 비추어 이

를 근본적으로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하여서는 국민의 심판에 따르도록

하는 국회해산제도가 필요함.

○ 또한 국회에 국무총리 등 해임의결권을 부여한 것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

여서도 필요함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의결권]

○ 해임의결권이 해임건의권보다 대통령을 구속하는 효력이 강한 것같이

보이나

29) 1987. 7. 20.자 경향신문·경인일보(연합통신 인용) 1면; 동일자 동아일보 4면; 동년 7. 

21.자 조선일보·한국일보 각 1면; 동일자 서울신문 2면; 서울신문 4면.

30) 민주정의당 헌법특별위원회 편, (주 16)의 문서, 25-28쪽(전두환의 지시로 제1안에 “○” 

표시); 민주정의당, 『헌법개정요강안 시안(1987. 7. 29.)』, 25-28쪽(위 책자의 제1안이 단일

안으로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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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 해임건의가 있을 경우 그 정치적 효과에 있어서는 해임의결과 다

를 바가 없음.

○ 권력분립의 원칙상 「건의」라는 용어가 부적절하게 보일 수 있으며 특히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인정할 경우 양 제도의 균형상 「의결」이 보다

적당한 표현이라 하겠음.

○ 민주당안에서는 국무총리 해임건의시 전 국무위원이 해임되도록 하는

연대책임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임

명하며 또한 해임될 수 있게 한 취지와 맞지 아니함.

한편 신한민주당의 1985년·1986년 시안들은 1980년 신민당 시안과 마

찬가지로, 국회의 각료해임요구에 관하여 “의결”을 “결의”로 바꾸고 결

의의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점을 제외하면 1980년 헌법과 내용상 

차이를 보이지 않다가 통일민주당 시안에서는 1962년 헌법조항을 그대로 

채택하여 각료 해임건의권을 두었고, 한편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은 일관

하여 폐지하는 편면적인 규정체계를 취했다. 따라서 민정당과 통일민주

당의 의지 방향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었는데, 8인 정치회담 제6차(8. 

10.) 회담에서는 먼저 국회의 각료 해임요구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논

의하여 이를 대통령의 국회해산권 논의로 이월시켰다.31)

○ 민정 : 현행대로 해임의결로 해야 한다. 현 헌법이 대통령과 내각제를

가미시켜 만들어졌으므로 의원내각제 정신을 살려서 해임의결

로 하는 것이 좋다.

이 문제는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인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에 따라 의결이냐 해임건의냐가 좌우될 것으로 본다.

○ 민주 : 국회에서 대통령에게 해임건의를 하도록 하자. 3권분립 원칙 하

에서는 해임의결보다는 건의가 적합하다고 본다. 대통령에게 국

회해산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건의냐 해임이냐가 논의되

어 결정될 것으로 본다.

31) (민정당) 회의상황실 편, (주 17)의 문서, 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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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이어받은 제7차(8. 12.) 회담에서의 논의경과는 다음과 같이 남겨

져 있다.32)

결과 : 합의보지 못하고 더 검토키로 함.

민정당 : 현행대로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을 부여하자.

내각제를 가미하고 있는 사실과 정부와 국회가 상호 견제기능을

가져야 한다. 대통령의 임기가 단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이 속하는 정당이 반드시 제1당이 된다는 보장이

없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대립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국회해산

권을 주어야 된다.

민주당 :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서도 삭제해야 된다.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권을 국회가 가졌다고 대통령에게 해산권을

준다는 것은 불가하다. 오히려 대통령에게 주므로써 국회의원을 협

박한다는 구실을 준다.

이후 제9차(8. 18)·제10차(8. 20.)·제16차(8. 28.) 회담을 거치면서도 

양당의 의견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는데,33) 특히 국회해산권 폐지에 대하

여는 통일민주당이 이를 ‘결코 양보할 수 없는 9개항’(8. 27. 총재단회

의),34) ‘절대 양보불가한 3개항’(8. 29. 양김씨와 협상대표 연석 대책회

의)35)으로 잇달아 분류하였다. 이와 같이 대통령의 국회해산권과 국회의 

각료해임의결(또는 건의)권은 양자를 모두 존치하거나 모두 폐지하는 양

단 간의 선택만을 남겨두고 있었는데, 제18차(8. 30.) 회담에서 통일민주

당이 먼저 대통령의 국회해산권과 더불어 국회의 각료해임건의권도 모두 

32) 제7차 회담결과 발표자료, 1쪽.

33) 1987. 8. 19.자 광주일보 1면(연합통신 인용); 동일자 경향신문 2면; 제10차 회담결과 발표자

료; 동년 8. 29.자 충청일보 1면(연합통신 인용); 동년 8. 31.자 광주일보 1면(연합통신 인용).

34) 1987. 8. 27.자 전북일보 1면(연합통신 인용); 8. 28.자 서울신문 2면; 동일자 조선일보 3면.

35) 1987. 8. 29. MBC 뉴스데스크; 동년 8. 30.자 서울신문 2면; 동년 8. 31.자 조선일보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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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에서 없애자고 주장하고,36) 이에 대해 민정당도 비로소 양자 

모두를 삭제하는 방안을 수용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37)

결국 8인 정치회담의 마지막 회담인 제19차 회담(8. 31.)에서 양당은 (i)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삭제하고, (ii) 이에 대응하여 국회에게도 각료에 

대한 해임‘건의권’만을 인정하되 1962년 헌법에서와 같이 “대통령은 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대통령에게 건의의 구속력

을 부여한 조항을 일체 삭제하기로 합의하였다.38) 그리하여 현행 헌법 

제63조 ①은 결국 엄밀한 의미에서의 강제성은 없는 각료 해임건의권을 

규정하게 되었고, 이는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폐지하는 반대급부에 해

당하는 것이었다.39)

(4) 예산 심의·의결권

예산에 관하여 1980년 헌법(제53조 내지 제55조)의 내용은 재무부의 

의견이 헌법개정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다수 반영됨에 따라 1972년

까지의 헌법과는 상당히 다른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1986년까지 

민정당은 1980년 헌법을(1987년 시안도 같음), 신한민주당은 그 이전의 

헌법규정을 각각 그대로 채택하고 있었다. 그러나 통일민주당 시안은 이

를 대부분 1980년 헌법의 내용대로 바꾸었고 이는 집권주체가 되어 본 

적이 없는 야당의 입장에서 예산 관련 헌법규정을 구 헌법대로 유지하기

보다는 당시 현행의 헌법규정에 가급적 맞추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판단

에 따른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통일민주당은 다음의 두 가지 요소에 대

하여만큼은 여전히 1980년 이전 헌법들의 태도를 유지하였는데, 그것은 

① 정부의 국회에 대한 예산안 제출시한을 1980년 헌법상의 “회계연도 

36) 1987. 8. 29.자 충청일보 1면(연합통신 인용).

37) 1987. 8. 31.자 광주일보 1면(연합통신 인용).

38) 1987. 8. 31. KBS 9시 뉴스; 같은 날 MBC 뉴스데스크; 동일자 경향신문 1면; 동년 

9. 1.자 한국일보·경인일보·광주일보(연합통신 인용)·제주신문 각 1면.

39) 1987. 9. 1.자 서울신문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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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 90일 전까지”가 아니라 그 “120일 전까지”로 하고, ②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여 준예산을 집행하는 경우라 하

더라도 이를 “세입의 범위 안에서”만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1980년 헌법은 이 제한을 삭제했었다).

그리하여 이 두 쟁점만이 8인 정치회담의 의제로 남았는데, 후자의 쟁

점이 논의가 시작하자마자(8. 6.의 제4차 회담) 먼저 타결되었다. 그 이유

에 관한 직접적인 회담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으나, 당시 민정당이 “연초

에는 세입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세입의 범위 안에서 지출하

도록 할 경우 사실상 준예산제도 실효성 상실”이라는 논거를 제시했던 

것에 비추어 보면 통일민주당이 이를 수긍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추측

된다.40) 1962년 이래로 1987년까지 준예산을 집행해야 할 상황이 온 적

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한편 전자의 쟁점은 제2독회가 시작하고서

야 제9차 회담(8. 18.)에서 기존 헌법대로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정

부가 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타결되었다. 제2독회에 이르러서 타결된 

것은 그 자체로서 쟁점이 복잡하기 때문이라기보다, 앞서 보았듯이 정기

회의 회기가 그 날에 이르러서야 100일로 합의되었던 것과 관련되는 것

으로 보인다. 정기회의 종기가 확정되어야 비로소 정부가 예산안을 언제

까지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가 이를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

(이는 논란 없이 확정되어 있었다. 현행 헌법 제54조 ②)하기에 앞서 얼

마 동안 심의할 수 있는지가 산출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다.

다만 바로 그 점에서 생각해 보면, 국회의 예산심의기간으로 규정된 

60일(=회계연도 개시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은 지나치게 짧은 것이 

되었다고 볼 소지가 크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국회가 정기회에서 국정감

사 기간을 제외하면 의사일정 기간이 매우 짧을 뿐 아니라, 현행 국회법

에 따라 정기회의 개회일을 9월 1일로 할 경우 그 100일 뒤인 12월 10일

까지는 정기회를 폐회하고 다시 예산안 심의·의결을 위한 임시회를 개

회해야 하는바 그 사이에 소모되는 일정(예컨대 여야의 불합의로 임시회 

40) 1987. 8. 6. KBS 9시 뉴스; 같은 날 MBC 뉴스데스크; 현경대 기증문서 중 ‘준예산지

출 기준’(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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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여부와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를 얼마든지 상정할 수 있다)을 감안하

면, 실제로 예산안의 심의에 들일 수 있는 시일은 지나치게 촉박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8인 정치회담에서 정부의 예산안 제출시

한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로 타결한 것은 최근까지 매년 국회가 

예산안의 의결시한을 넘기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된 큰 요인 중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41)

라. 기타 규정

그 밖에 8인 정치회담은 제5차 회담(8. 7.)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

이 되는 고위공무원에 “감사원장”을 추가하였는데 이는 민정당 시안에 

따른 것이다. 그 제안이유가 분명히 남아있지는 않으나, 헌법재판소장이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각각 재판관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 

“중에서” 선출되기 때문에 이들 장(長)을 별도의 탄핵대상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것과 달리, 감사원장의 경우 감사위원과는 별도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의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및 제명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제

소할 수 없다”(현행 헌법 제64조 ④)는 조항을 통일민주당 시안이 삭제

하여 8인 정치회담에 제시하였으나 이는 반영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밝힐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42)

그 외에 자구수정으로, 국회 개헌특위의 기초소위에서는 ① 1987. 9. 

10. 국회를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

으로 구성한다는 문구를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고 수정하였고, ② 국회

41) 한편 이상의 쟁점 이외에 8인 정치회담에서는 예산과 관련하여 대법원에 독자적인 예

산편성권을 부여할지의 여부도 쟁점이 되었으나 이는 사법부의 독립과 직접 관련되므로 

법원에 관한 서술에서 다루기로 한다.

42)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편, (주 5)의 문서, 59쪽. 다만 같은 쪽의 기재에 따르면 민정당은 

“국회의원 징계에 대한 법원제소 불가조항이 어떻게 해서 현행법에 규정되었는지 검토”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하나, 검토의 결과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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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장·부의장을 종래 “선거”한다는 문구는 통일민주당 시안에서 처음

으로 수정한 내용에 따라 “선출”로 수정했다(현행 헌법 제48조).43) 또한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 법률안 기타 의안에 대하여 ‘회기계속

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종래 헌법은 이를 “예외로 한

다”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민정당·통일민주당의 시안도 모두 달리 규

정하지 않았으나, 예외사유에서 “국회가 해산된 때”를 삭제하면서 문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44)

그리고 종래 “선전포고…에 대하여도 국회는 동의권을 가진다”는 倒置文

으로 되어 있던 문구를 박윤흔의 조문정리 의견에 따라 “국회는 선전포

고…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수정하였다.45)

마. 국회 관련 규정의 개정에 대한 평가

1987년의 개헌과정을 통해 국회가 단일한 국가기관으로서 가지는 권한

이 신장된 점으로는 우선, 유신헌법 이래로 연간 회기일수(150일)를 제한

하는 한편 대통령의 요구로 소집된 임시회에서는 그 요구서에 기재된 기

간과 의제에 국회가 구속되었던 것을 모두 폐지한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국회의 정부에 대한 규범적인 종속성을 해소한 것으로서 1962년 헌법의 

규정태도로 돌아간 양당의 공통된 안에 따른 것이었으나, 그 과정에서 대

통령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할 때 그 이유를 명시하도록 한 종전 규정은 

남겨둠으로써 이는 대통령의 편면적인 의무가 되었다.

한편 국회의 적극적인 권한으로서는 국정감사권의 제약 없는 부활이 가

43) 이는 8인 정치회담에 관한 각 일자의 『합의사항』이나 『미합의사항』에 독립된 항목으로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약 110개로 집계된 양당 간의 ‘쟁점사항’으로 

인식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4)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편, (주 5)의 문서, 51쪽에는 해당 부분의 “문안정리(안)” 항목에 현

경대의 필체로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문안이 가필되어 있다.

45) 국회 개헌특위 기초소위가 박윤흔으로부터 제출받은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헌법개정안 

대비표(1987. 9. 8.)』, 1987, 22쪽의 해당 조항 부분에 박윤흔은 같은 취지로 문장부호

로써 교정하면서(다만 “대하여도”는 수정하지 않음) 그 비고란에 “주어를 맨 앞으로 보

냄이 타당”이라고 기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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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큰 소득이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그 부활 자체에는 여야의 시안이 

일치하고 있었지만, 그 대상·범위 등에 관한 헌법상의 제약 없이 국회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통일민주당이 8인 정치회담을 통하여 정치제도 

차원에서 거둔 가장 큰 소득 중 하나인 것이다. 다만 당시 8인 정치회담 

당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써 표상되고 있던 검찰·경찰의 수사에 대

한 감시·견제수단으로써 국정감사권을 활용하고자 합의했던 통일민주당

의 의도는 결국 제13대 국회에서 새로 제정된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

률」에 다시 신설된 저지조항으로써 좌절되었고, 이후 검찰을 정점으로 

하는 수사권에 대한 통제책을 확보하지 못한 점은 다시 특별검사제의 도

입논의로 이어졌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헌법상 인정되는 국정감사권의 

범위에 관하여는 재조명해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를 일단 차치하고 

본다면 국정감사권이 현재까지 소수야당이 정부·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제도적 수단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겠다.

다만 이러한 국정감사권의 도입과 관련하여 국회의 운영과 기능 면에서 

야기된 새로운 난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9월에 개회하는 국회 정기

회의 회기는 통일민주당이 요구한 120일과 민정당이 제시한 90일을 단순 

절충하여 100일로 정한 상태에서 정부의 예산안 제출시한은 회계연도 90

일 전까지로 타결하였는데, 새로 도입된 국정감사로 인해 30일이 소요되고 

나면 예산안을 심의할 시간이 부족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졌다는 진단

이 가능하다. 이는 국정감사도 국정조사도 이루어진 적이 없던 1987년 이

전의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항시 재적 과반수를 차지하는 여당을 중심으

로 예산안이 신속하게 처리되었던 것과는 달리 여당의 과반 점유가 보장

되지 않는 다원적인 국회 구성에서는 예산안 처리가 난관을 겪을 수 있음

을 뜻한다. 특히 국정감사권이 야당의 강력한 대정부 견제수단으로 기능한

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이는 경우에 따라 국민의 지지를 상대적으로 적

게 받은 소수야당이 예산에 기반한 정부의 정책 집행까지 통째로 가로막

을 소지가 커진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다. 8인 정치회담 당시에 이러한 

문제점을 예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야당의 대정부 감시·견제

기능의 보장과 정부의 원활한 정책수행이라는 두 가지 가치의 상호 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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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일의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향후 헌정제도를 새로이 설계할 

경우라면 헌법정책적 차원의 검토를 요하는 사항이라 할 수 있겠다.

한편 면책특권을 위시한 개개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는 1987년 헌법

개정을 통해 특별히 향상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단지 국회의원의 득표율 

비율에 따른 비례대표 선거제도에 관한 논의는 1980년 헌정체제에서 전

국구 의석의 2/3를 제1당에 일률적으로 배분했던 것과 같은 불균형 선거

제도를 향후의 선거제도 형성에 있어서 지양하자는 합의로 이어짐으로써 

이후 선거법의 발전에 기여할 계기가 되었다.

각료에 대한 출석·답변요구 정족수를 기존의 일반정족수에서 재적의원

의 1/3로 개정하자는 통일민주당의 주장에서 알 수 있듯, 정부·다수여당

에 대한 견제수단을 마련하고자 하는 제1야당의 노력이 반드시 모든 소수

야당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러한 통일민주당의 시도마저 무위

로 돌아감으로써 결국 야당의 대정부 질문권은 헌법이 아닌 국회법에 의

해서 보호되는 상황이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같은 통일민주당의 시안내용을 통해 미루어 볼 수 있는 점은, 통일

민주당은 다가올 제13대 총선에서 원내 다수의석 내지 적어도 재적 1/3 

이상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와 

달리 민정당은 6. 29 선언의 주체로서 노태우를 대통령후보로서 부각하는 

이외에 총선에서의 다수의석 점유가능성은 예측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그

렇기 때문에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여소야대 상황에 대한 타개책으로서 대

통령의 국회해산권을 확보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저지하는 대

가로 통일민주당이 국회의 각료에 대한 해임의결권을 직접적인 강제력 없

는 건의권으로 합의하는 것을 감수했던 것은, 결국 이와 같은 향후 전망

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정부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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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통령의 선거와 임기

정치제도에 관한 규정의 형성에 있어서 8인 정치회담에서 가장 대표적

으로 다투어진 부문은 대통령을 어떤 요건에 따라서 선출하고 그 임기를 

얼마로 할지에 관한 것이었다. 1987. 6. 말까지 대통령직선제를 극구 회

피하다가 마지못해 이를 채택하기로 한 민정당뿐만 아니라, 대통령후보

의 사전 단일화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개헌정국을 맞이한 통일민주당 

내 동교동계와 상도동계의 입장에서도 “누가” 대통령이 되는 데 더 유리

하도록 헌법제도를 구성하고, 그로써 선출된 자가 “얼마 뒤에” 후임자에

게 직을 이양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초미의 관심사였던 것이다. 아래에서 

보는 쟁점들에 관한 규정은 모두 공통적으로, 이러한 양당 또는 당내 계

파 간의 이해충돌 속에서 형성된 것들이다.

(1) 대통령의 입후보 요건과 부통령제의 존폐

(가) 통일민주당 측의 정치적 필요

8인 정치회담에서 대통령의 입후보 요건에 관한 쟁점으로는 ①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일 현재 5년간 계속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기존의 헌법규정(1980년 헌법 제42조. 이는 1962년 헌법부터 계속 

존속하던 규정이다)을 삭제할지의 여부, ② 대통령후보는 소속정당의 추천

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1962년 헌법에서와 마찬가지로 둘지의 여부가 

문제되었다. 이는 특히 통일민주당의 후보경쟁에 관한 정치적 利害에 직

결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공통적인데, 그러한 점에서 ③ 통일민주당이 주

장한 부통령제의 신설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므로 여기에서 함께 서술한

다.

먼저 1980년 헌법 제42조는 동교동계의 입장에서 최우선적으로 삭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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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만 하는 대상이었다. 김대중은 전두환 정부의 출범 직후인 1981년 국가

보안법 등 위반죄로 사형이 확정되었다가 미국의 압력으로 전두환이 감형

에 이어 형집행을 정지하면서 1982. 12. 23.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1985. 2. 

8. 귀국하였기 때문에, 목전의 대통령선거일까지는 ‘5년간 계속 국내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도동

계에도 이 규정을 삭제하는 데 반대할 만한 명분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는 신한민주당에 이어 통일민주당의 확고한 시안 내용으로 자리잡았다.

한편 통일민주당 시안에서는 처음으로 대통령(부통령도 같음) 후보가 

되려 하는 자는 소속정당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그 이유를 명시적으로 밝혀주는 기록은 발견되지 않으나, 적어도 분명한 

점은 위 시안이 국회의원에 대하여는 정당추천을 입후보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이 정당국가적 성격을 강화한다는 

이론적 동기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 조항을 두는 것은 

통일민주당에 있어 두 가지의 정치적 이익을 줄 수 있었다.

첫째로, 차후의 대통령선거에서 김영삼이나 김대중을 제외한 여타의 

무소속 입후보자가 난립할 경우, 이는 (당시 이미 노태우로 예측되고 있

던) 민정당의 후보보다는 통일민주당 후보의 득표를 잠식할 가능성이 큰 

것이었다. 대통령후보의 정당추천을 규정하고 있던 1962년 헌법이 시행

된 이후로 유신 등을 거치면서 사실상 정당이라는 배경이 없이는 대통령

입후보 자체가 오랫동안 봉쇄되어 있었다가 25년여 만에 그것이 자유화

되는 첫 선거에 있어서, 대정부 투쟁을 위해 기성의 제1야당과 간헐적인 

제휴는 할지언정 그와 정치노선까지 같이하지는 않는 재야 세력에서 독

자후보를 출마시킬 가능성은 1987년의 대통령선거가 실제로도 보여주듯 

얼마든지 예측 가능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가능성을 봉쇄하고 ‘군

부세력’이 아닌 한 통일민주당의 후보에게 투표하는 선택지만 남겨두는 

것은, 비록 국민이 투표할 대상자의 범위를 줄인다는 면에서 선거의 자

유를 제약하는 것이었지만 적어도 통일민주당의 선거전략에는 크게 도움

이 될 수 있는 것이었다.

둘째로, 이는 통일민주당 내에서 김영삼과 김대중이 후보단일화를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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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노력할 수 있는 유인이 될 수 있었다. 물론 개헌이 실제로 이루어진 

뒤인 1987. 10. 29.에 김대중이 통일민주당을 탈당하여 신당(평화민주당)

을 창당하고 독자후보로 출마하여 불과 2개월 뒤의 대통령선거를 치르는 

것이 가능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정당추천을 대통령 입후보 요건

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후보단일화를 강제하는 힘을 절대적으로 가지는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헌법개정안이 확정되고 나면 차

기 대통령선거까지 남은 기간이 수개월에 불과하다는 것은 명백했던 당

시의 상황에서, 김영삼이든 김대중이든 당내의 후보경쟁 결과에 불복하여 

탈당을 할 경우에는 입후보 및 선거운동에 있어서 상당한 불리함을 감수

하도록 하는 위 조항이 탈당에 대한 억제효과를 발휘할 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여기서 감안해야 할 점으로, 당시에는 김영삼이 

통일민주당의 총재직뿐만 아니라 대의원의 상대다수까지 점하고 있었다

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만약 후보분열이 현실화한다면 그가 통일민주당에

서 탈당할 이유는 없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억제효과’는 실질적으로 

김영삼보다는 김대중에게 미치는 것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조금 다른 차원에서 김영삼·김대중 모두에 대해 선거연대를 위

한 담보장치로서 입안되었던 것은 1985년 신한민주당 시안에서부터 도입

하고 있었던 부통령제이다. 이는 제2장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민추계가 

비민추계를 상대로 당권을 장악하는 분수령이 된 1985. 8. 1.의 전당대회

를 앞두고 김대중이 김영삼에게 제시했던 ‘역할분담론’의 잔존물이다. 당

시 김대중은 김영삼과의 ‘단일정당 내에서의 후보경쟁’ 체제에 대한 담

보책으로, 양자가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공동출마하여 당선이 되고 나면 

4년(시안에 따른 임기)이 지난 뒤에 부통령과 대통령 후보로 교대하여 

재출마하도록 하자고 제안하였다.46) 김영삼은 이를 대통령과 당 총재직

을 분점하자는 것으로 해석하였고 따라서 현 총재인 이민우와의 관계상 

더 이상의 논의를 기피했으나, 1985년 시안에서부터 부통령제가 신설되

기 시작했다. 신한민주당의 시안에 따르면 부통령은 대통령과 동일한 요

46) 1985. 7. 11.자 경향신문 1면; 동일자 동아일보·경향신문 3면; 동년 7. 12.자 매일경제 

2면; 동일자 중앙일보 3면; 동년 7. 20.자 매일경제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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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 따라서 선출되고, 대통령을 보좌하며 그 유고시에는 직무를 대행하

고 궐위시에는 대통령직을 당연승계할 뿐 아니라 국무회의의 구성원이 

되기도 하였으나 부통령과 별도로 국무총리도 유지하면서 국무회의의 부

의장 또한 국무총리가 맡도록 하는 등으로 부통령에게는 아무런 실권도 

부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위 시안의 부통령제는 후계구도의 확보 이

외에 다른 기능을 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은 통일민주당 시

안에서 심화되었는데, 동 시안에서는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가 동일한 소

속정당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또한 그들에 대한 선거를 단일투표로써(소

위 동일티켓제 내지 러닝메이트제) 하도록 규정하였다. 반면 부통령의 

실권적인 지위는 더욱 격하하여, 국무회의의 상시적인 구성원이 아니라 

단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였다.47)

그러나 생각건대 신한민주당·통일민주당 시안이 일관하여 대통령의 

임기를 단임제로 하지 않고 1차 중임(임기 4년)을 허용하고 있었다는 점

에 비추어 보면 4년 뒤에 대통령·부통령 후보의 위치를 교대한다는 것

은 이미 비현실적인 것이었고, 그러한 상태에서 아무런 실권도 없는 부

통령이 된다는 것은 당내 대통령후보 경쟁에서 패배한 측에 대통령이 된 

상대방의 궐위·유고 가능성을 논외로 한다면 아무런 정치적 유인

(incentive)을 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한 점에서 보면 김영삼이 ‘역할

분담론’을 결국 대통령과 당 총재직(부통령이 담당)의 분점 구상으로 해

석한 것도 어느 정도 근거있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대통령이 여당

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는 것 또한 대통령 후보가 되려는 입장에서 쉽

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리하여 부통령제 구상은 결국 비

록 통일민주당의 시안에는 들어있을지언정, 동교동계·상도동계의 양 계

파 사이에서는 그 관철을 위한 의지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었고, 결

국 부통령제는 역할분담론의 잔존물 이상으로 통일민주당 전체 차원에서 

합일된 의제가 되지는 못하였다. 이 점은 뒤의 협상타결 과정에서 다시 

47) 통일민주당 시안의 초안은 부통령이 국무회의 부의장이 되도록 하였으나, 1987. 7. 

15. 의원총회에서 반형식·조순형 의원이 부통령과 국무총리와의 역할충돌 우려를 이유

로 이를 삭제하도록 주장함에 따라(1987. 7. 16.자 조선일보 1면; 동일자 동아일보 3면) 

7. 16. 정무회의를 거쳐 이를 삭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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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될 것이다.

(나) 민정당 측의 대응

전두환과 민정당이 대통령직선제를 수용한 정치적인 대전제 중 하나는 

대통령후보 출마를 둘러싼 김영삼과 김대중의 분열이었고, 이러한 대전

제를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민정당의 대응이 이루어졌다.

우선 ‘5년 계속 국내거주’ 규정은 김대중의 후보출마를 헌법상 봉쇄하

는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김영삼으로의 야권 후보단일화를 초래할 것이었

으므로, 민정당의 입장에서도 이를 궁극적으로 존치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그렇기 때문에 1987. 7. 21.부터도 민정당 헌특의 박경석 

위원은 “우리 당은 이 문제를 하위법에 규정하든가, 5년 기간을 조정하든

가, 부칙에 (개헌 이후 최초의 대통령선거에는 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

록 하는) 별도 규정을 두든가 하는 등의 여러 방법으로 신축성 있게 해결

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현경대 기증문서 중 안기부에서 대외

비로 민정당에 송부한 『민정당개헌안 요강 검토의견』(87. 7.)에 따르면 

안기부에서도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다. 민정당은 이 조항의 

존치를 끝내 관철하려고 하는 것은 김대중의 출마를 대놓고 봉쇄하겠다

는 의도로 해석될 것이어서 김대중에 대한 사면·복권이 그 자체로 일종

의 기만이라는 여론의 비난을 받게 될 뿐 정치적인 실익이 없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 (전략) 현대와 같이 교통·통신이 발달한 시대에 반드시 국내에 거주해야 국내

사정을 알고 애국심이 생긴다고 할 수 있느냐는 논란의 소지가 있고

현 정치상황에서 민정당이 이 규정을 고집할 경우 그 진의와는 달리

김대중의 출마를 금지시키기 위한 규정으로 오해됨으로써

김대중을 사면·복권시켜 공정한 대결(fair play)을 하겠다는 6. 29 선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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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뜻이 퇴색되고 오히려 겉으로 사면·복권을 주장하면서 속으로 다른

꿍꿍이를 준비해 놓은 것으로 비난받을 위험성이 큼

○ 따라서 민정당으로서는 헌법 본문에 위와 같은 취지에서 그 요건을 두되

부칙에 이번 선거에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헌법개정안에 분명히 규정해 둠으로써 이와 관련한 불필요한 오

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득표에 유리할 것임

그러나 민정당은 이 규정을 일단 시안에 그대로 둠으로써 일종의 ‘협상용 

카드’로 예비하였다. 삭제에 반대하다가 이를 ‘마지못해’ 받아들이면서, 통

일민주당에 대해 모종의 쟁점에 대한 양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대통령후보의 정당추천 요건에 관하여, 안기부는 위 『민정당 개

헌안 요강 검토의견』을 통해 이를 종전 헌법처럼 그대로 두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오히려 김대중에게 통민당(주: 통일민주당. 김대중은 1987. 8. 8. 입당하

였다) 입당이나 신당창당 없이 지역적 바람을 일으키면서 출마할 수 있

는 길을 마련해 주는 것으로서 선거전략상 대단히 나쁜 결과 초래 우려

* 양김은 서로 출마의사를 굽히지 않는 가운데 표대결은 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왔는바 만약 후보조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김대중의 신당창

당과 그 과정에서의 내분·추태가 필연적인바

이는 여당에 매우 유리한 소재로 작용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당 스스

로 정당추천 요건을 삭제하려는 것은 선거전략상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정당정치의 활성화 및 공정선거를 위한 선거공영제 실시라는

명분 거양이나 선거전략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더욱이 야당

에서 이를 거론하고 있지 않는데 구태여 여당이 이를 주장할 필요는

없을 것임

그러나 ‘5년 계속 국내거주’ 요건의 경우와 달리 대통령후보의 정당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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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요건을 민정당이 시안에서 규정하는 경우 이는 규정의 “신설”에 해당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정당이 그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는 부담을 수반하

는 것이었을 뿐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재야세력 등이 무소속으로 

독자후보를 여럿 내는 효과를 민정당이 굳이 포기해야 할 이유도 없었

다. 그렇기 때문에 민정당은 안기부 의견과는 달리 정당추천 요건이 들

어있지 않은 시안을 성안했다.

또한 부통령제의 경우 통일민주당 내 계파 간의 이해를 떠나서 보더라

도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한 미국 등의 국가들이 부통령제를 두고 있다는 

점을 민정당으로서도 처음부터 도외시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1987년 시

안 마련작업의 초기에는 이를 신설할지의 여부를 검토하였으나,48) 7. 10.

경부터는 결국 이를 두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 8인 정치회담을 통한 협상의 타결과 그 의의

8인 정치회담장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상

세기록이 존재하지는 않으므로, 그 양상은 상당부분 양당이 회담장 외에

서 제시한 논거들을 종합하여 재구성할 수밖에 없다.

우선 5년 계속 국내거주라는 대통령 입후보 요건에 관하여 8인 정치회담 

중반까지 민정당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그 삭제를 표면상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했는데, 그 양상은 1987. 8. 3. KBS 9시 뉴스에 방영된 『개헌

안 토론』 코너에서 민정당 헌특의 조남조 위원과 통일민주당 개헌안작성

특위의 허경구 위원이 벌인 토론을 통해 보면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48) 1987. 7. 1.자 매일경제 2면; 동년 7. 2.자 서울신문 1면.

통일민주당의 삭제주장 논거 민정당의 존치주장 논거

- 일정기간 “계속”거주를 요하는 국가는 左 

국가들을 포함하여 전세계에 하나도 없다.

- 멕시코, 그리스, 필리핀에 선거 전 일정기

간(1년·5년·10년) 국내거주를 요하는 입

법례가 있다.

- 이들 국가를 비롯한 일부 국가는 거주

요건 외에 출생요건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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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속정당의 추천을 대통령 입후보 요건으로 하는 데 대해 통일민

주당이 이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한 주된 논거는 무분별한 개인후보자

의 난립을 방지하고 국민에 대해 신뢰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정

당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심의 선거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던 반면, 민정

당이 반대한 논리적인 근거는 민주정의당의 『헌법개정안 요강』에 기재

된 다음과 같은 제안취지로써 요약된다.

- 정당추천요건이 대통령후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한다면

법률(대통령선거법)에서 무소속 출마자에 대한 기탁금제도, 유권자 추천

제도 등을 규정하여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 정당정치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취지에서 규정한 것이라면 이는 제

3공화국의 경우처럼 부실정당의 난립을 가져와 오히려 정당정치의 발전

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임.

- 국민적 신망이 두터운 초당적 인사가 대통령에 입후보할 수 있는 길도

마련해 둘 필요가 있음.

- 대통령 입후보에 정당추천을 필요로 한다면 제3공화국 헌법에서처럼 국회

의원 입후보에서도 정당추천을 요구하는 것이 균형상 바람직함.

한편 회담의 시작 직전인 1987. 8. 1. 방영된 KBS의 위 『개헌안 토론』 

- 左 국가들은 군사정권·독재정권에서 망명정

치인의 입후보를 규제하기 위해서 거주요건

을 둔 것이고, 이는 한국의 1962년 헌법도 

마찬가지이다.

- 이 요건대로라면 대통령후보가 되려는 자는 

개인적 용무로 선거를 앞두고 해외여행도 할 

수 없으므로 극단적인 참정권 제한이 된다.

- 중앙선관위 해석에 따르더라도 예컨대 60년

간 국내에서 거주하다가 1년을 해외체류한 

사람은 대통령에 입후보할 수 없다.

- 특정인 배제를 위하여 입후보제한 조항을 

존치하는 것은 부당하다.

- 1948년 헌법에서 이 조항을 두지 않았던 것

은 애당초 해외에서 망명했던 정치지도자들

이 귀국해서 정부를 세웠기 때문일 뿐이다.

- 중앙선관위에서 1963,1966년에 “생활근

거지와 가족이 국내에 있다면 외국에 일

시 체류한 것은 대통령입후보 저지사유

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 1962년 이래 헌법에 두고 있던 조항을 

특정인을 위해 삭제한다는 것이야말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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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너와 민정당의 개헌안 요강을 대조해 보면 부통령제의 신설 여부에 관

해서도 양당의 의견은 협상 초반에 다음과 같은 논거로 대립하고 있었다.

생각해 보면 ① 5년 계속 국내거주를 입후보 요건으로 해야 한다는 민

정당의 논거는 결국 다른 나라 중에서 그러한 입법례를 둔 경우가 있고 

굳이 기존의 규정을 특정인을 위해 삭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에 지나지 않

았던 반면, ② 통일민주당 또한 정당에 속하지 않은 국민의 입후보의 자

유를 전면 제약해야 할 만한 타당성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고, ③ 

나아가 국무총리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부통령제를 따로 두어야 할 법

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데에도 실패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들 쟁점은 

애당초 논리적·법리적 설득력의 문제라기보다 정파 간의 이해관계에 관

한 것이었던 만큼, 양당은 제1독회(8. 10. 제6차 회담), 제2독회(8. 18. 제9

차 및 8. 20. 제10차 회담)가 끝날 때까지 평행선을 전혀 좁히지 못하였다.

그러나 제3독회까지 끝나고 난 제13차(8. 25.) 회담에 이르러 민정당이 유

보하고 있던 ‘대통령 입후보 요건으로서의 5년 계속 국내거주’라는 협상용 

카드는 그 위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이 날 회담에서 민정당은 (i) 통일민주

당의 요구대로 이 조항을 아예 삭제하거나 (ii) ‘5년 계속’이라는 요건을 ‘10

년 이상’으로 하여 김대중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하면

서 그에 상응하는 통일민주당의 대안을 요구하였고, 그에 대해 통일민주당

통일민주당의 신설주장 논거 민정당의 반대주장 논거

- 정국위기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자동안전장치로 부통령이 필요하다.

- 2,3개월이나마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민주적 정통성이 없다.

- 부통령을 미리 부각시켜 예비지도자를 육성해

야 한다.

- 대통령직선제를 채택하는 국가는 대부분 

부통령제를 두고 있다(미국 등).

- 직선된 부통령은 대통령에 대한 보좌 및 

견제기능을 약하게나마 수행할 수 있다.

- 부통령에 대한 업무부여에는 한계가 있어 한직

이 되며(특히 단원제를 채택한 우리나라에서는 

상원의장의 지위도 부여할 수 없음)

- 국무총리와 국무회의 제도를 병행할 경우 부통령

의 지위설정이 곤란하고 알력 소지가 있다.

- 우리 헌정사상 부통령제보다 국무총리제에 

더 익숙하다(부통령제는 12년 정도, 국무총

리제는 30여년).

- 부통령에게 추종자가 많을 경우에는 대통

령과의 알력이 생겨 대통령제의 장점을 발

휘하기 어려우며, 반대로 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 미미할 경우에는 대통령의 배후에 

가려 차기 후보자로서의 이미지 부각에 실

패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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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대통령( 및 부통령) 후보의 정당추천 요건을 삭제하여 무소속 출마를 허

용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고,49) 이튿날의 제14차 회담(8. 

26.)에서 양당이 서로의 안을 철회하는 데에 최종적으로 합의한 것이다.50)

한편 부통령제에 관하여는 통일민주당이 협상 최종반인 8. 30.의 제18

차 회담에 이르러서야 이를 철회하였지만, 이미 ‘양김’의 후보단일화에 

대한 1차적 담보장치로서 정당추천 요건이 무력화된 상황에서 독자적인 

중요성을 상실한 부통령제가 폐기되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애당초 

김대중이 제시했던 ‘역할분담론’의 잔존물이었던 부통령제에 대해 8인 

정치회담의 제1독회가 끝나기도 전부터 상도동계에서 이를 철회할 여지

를 피력하는 데 대해 동교동계가 반발하는 등으로51) 부통령제의 추진에 

대하여는 양 계파가 시각차를 보이고 있었던 데다, 협상 후반에도 언론

에서 잇달아 통일민주당이 이를 사석(버리는 돌)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고 보도하는 가운데52) 상도동계의 박용만 협상대표가 그 존폐에 대해 

“전향적인 방향으로 결단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53) 그럼에

도 불구하고 동교동계의 반대에 따라 부통령제는 일단 통일민주당의 ‘양

보불가 9개항’에 포함되기도 하였지만,54) 부통령제가 만약 헌법에 채택

된다면 위에서 본 권력분점 수단으로서의 불완전성에도 불구하고 김영

삼·김대중의 후보단일화가 강제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민정당 역시 이

를 양보할 수 없었고, 결국 대통령의 무소속 출마도 위에서 본 바와 같

이 허용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타결되자 부통령제의 신설주장은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제18차 회담(8. 30.)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임으로 합의함과 동시에, 부통령제에 관하여는 

민정당의 주장에 따라 이를 신설하지 않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돌이켜 보면 ‘5년 계속 국내거주’ 요건이 끝내 헌법에 존치됨으로써 김

대중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될 경우에는 동교동계뿐만 아니라 

49) 제13차 회담결과 발표자료.

50) 1987. 8. 26. MBC 뉴스데스크; 동년 8. 27.자 조선일보·동아일보·중앙일보 각 1면.

51) 1987. 8. 12.자 동아일보 1·3면; 동년 8. 13.자 서울신문 1·2면.

52) 1987. 8. 25.자 동아일보 3면; 동년 8. 26.자 경향신문 1면; 동년 8. 27.자 경향신문 2면.

53) 1987. 8. 27.자 서울신문·전북일보(연합통신 인용) 1면.

54) 1987. 8. 28.자 서울신문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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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당도 그에 필적하는 정치적 부담을 감수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민정당은 이를 존치하자는 입장을 협상 종반까지 고수함으로써, 최종

적으로는 (i) 김대중의 단독출마 유인을 높이면서(5년 계속 국내거주 요건

의 삭제), (ii) 김영삼과 김대중의 후보단일화를 직·간접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장치들을 연쇄적으로 저지하였다. 비록 통일민주당 시안의 위 ‘담보

장치들’ 중에서 전부나 일부가 헌법에 도입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양김’

의 후보단일화가 반드시 성사되었으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결과적으

로 타결된 협상의 최종 산물은 당시의 정치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들 중

에서 야권의 분열가능성이 가장 높게 하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이 부문에 

관한 협상은 민정당의 정치적 승리로 일단 귀결되었다고 하겠다.

(2) 대통령의 임기와 후임자의 선거시기

대통령 입후보 요건과 부통령제의 도입여부에 관한 논의가 정치적인 의

미에서 대통령의 직을 ‘누가’ 수행할지에 관한 문제였다면, 대통령의 임기

와 선거시기에 관한 논의는 이를 누가 수행할지가 결정되었다고 할 때 그

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행할지에 관한 논의였다.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유신 이전의 헌법’인 1962년 헌법의 태도를 따른 신민당·신한민주당과 통

일민주당의 전통이었다. 그에 반해 민정당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했던 1986년

에는 5년(1차 중임 허용)을, 대통령직선제를 채택한 1987년에는 6년 단임제를 

각각 채택했는데, 특히 민정당 시안들의 경우 선출직이 아닌 대법원장 이하 

법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도 대통령의 임기와 맞추고 있는 반

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춘즌 데에는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

았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상 임기가 규정된 모든 직에 대해 

1980년대에 논의대상이 된 각 헌법(시안)별 임기를 대조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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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적·의례적인 국가원수로만 대통령을 두던 1986년의 경우와 달리 

대통령중심 직선제 시안을 마련하면서는 민정당도 당초 1962년 헌법의 

예에 준하여 통일민주당 시안과 같은 내용으로 임기를 규정하자는 의견

이 우세했었다.55) 그러나 점차 ‘6년 단임’안이 대두한 결과 7. 19.경부터

는 그 안이 민정당의 정식 당론이 되었는데,56)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

서 비롯된 것이다. 첫째로 단임제는, 전두환 스스로가 1980년 헌법을 사

실상 만들면서 “1인 장기집권을 배격하고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통을 세

운다”는 점을 소위 제5공화국이 가지는 정통성의 핵심부분으로 내세우고 

임기 중에도 여러 차례 강조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전두환과 민정당의 

입장에서 포기하기 어려운 가치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경대 또한 전두

환의 단임의지가 강력했고 그것이 민정당 시안에 이것이 채택된 주요 변

수였음을 강조하고 있다.57) 앞서 보았듯이 전두환과 민정당의 관심사는 

개인으로서의 대통령이 장기집권하는 것보다도, 집단으로서의 민정당이 

55) 1987. 7. 4.자 경인일보(연합통신 인용) 1면; 동년 7. 5.자 한국일보 3면; 동년 7. 6.자 

경인일보(연합통신 인용) 1·3면.

56) 1987. 7. 20.자 경인일보 1면(연합통신 인용); 동년 7. 21.자 조선일보 1면.

57) 이상수 등, ‘[좌담] 6월 민주화운동 30주년―동아시아의 민주화와 헌법’, 『헌법학연구』 

제23권 제3호, 2017, 166쪽.

구 분
1980년 
헌법

민정당 시안
1962년 헌법

신민당
(1980)

신한민주당
(1985-6)

통일민주당
(1987)1986년 1987년

국회의원 4년 5년 4년

대통령
7년

(단임)
5년

(1차중임)
6년

(단임)
4년(1차중임)

감사원장 4년
(1차
중임)

5년
(1차
중임)

4년
(1차
중임)

4년
(1차연임) 4년

(1차중임)
감사위원

4년
(연임허용)

대법원장
5년

(단임)
6년

(단임)
6년

(연임금지) 6년
(연임허용)

대법관
5년

(연임허용)
6년

(연임허용)
10년

(연임허용)

일반법관 10년(연임허용) 정년(65세)

헌법위원·헌법
재판관

6년
(연임
허용)

5년
(연임
허용)

6년
(연임
허용)

(해당조항 없음)

중앙
선관위원

5년 5년(연임허용)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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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오래도록 집권정당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둘째로 ‘6

년’이라는 기간의 구체적인 설정 역시 전두환의 경험에 기초한 판단에 따

른 것으로 보이는데, 1987. 8. 21. 전두환의 발언을 기록한 『전두환 육성

증언』에서 그는 이를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통령 임기는 어느 쪽이 대통령이 되든 간에 내 경험에 비추어 보면 5년

가지고는 안 돼요. / 대통령이 되어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아무리 유능해

도 1년은 걸려. 6년은 되어야 4년을 제대로 일할 수가 있어요.…(중략)…

대통령 임기는 6년은 되어야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끌고 갈 수가 있어.

…(중략)…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대통령이 일할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대

통령 할 사람이 아니므로 경험으로 얘기하는 거야.58)

그리하여 민정당에서는 7. 24. 전두환에게 보고된 『헌법개정요강안 주

요쟁점 검토보고』에서부터 다음과 같이 6년 단임제의 정당화근거를 제

시하는 한편 4년 1차 중임제에 대한 반론을 정리하였다.

<검토의견>

○ 평화적 정부이양의 숙원을 이룩한 제5공화국의 단임정신 계승

○ 잦은 선거로 인한 국정운영 차질예방, 장기적 국가발전계획의 수립·실

천과 소신있는 국정수행 보장 내지 인기영합적 정책방지

○ 연임을 허용할 경우 현직 대통령의 재선을 위한 선거부정 등 폐단이

예상되는바 이를 예방할 수 있음.

* 4년 1차 중임 주장근거

- 선거를 통한 국민의 정치참여 및 국정비판감시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

음(국민지지 획득에 6년 단임보다 유리).

- 국회의원선거와 같은 시기에 선거를 실시하게 되어 국민이 국가권력 전

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정국안정을 기할 수

있을 것임.

58) 김성익, (주 9)의 문헌, 502-503쪽.



- 315 -

- 검토의견

· 대통령 임기가 6년이더라도 4년마다 국회의원선거를 하게 되므로 대

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중간평가가 가능함.

· 종전의 투표성향을 보면 대통령선거 후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견제기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하여 야당을 집중지원

함으로써 오히려 정국불안을 고조시킨 사례도 있었음.

따라서 대통령의 임기가 8인 정치회담에서 처음 논의된 제6차(8. 10.) 

회담에서 양당의 주장이 평행선을 그은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으나, 그 

직후부터 김영삼이 ‘5년 단임제’로의 절충안을 주도적으로 제시하기 시

작하였다. 그는 8. 11. 김대중과의 회동에서 이를 처음으로 제시하였다가 

김대중이 “4년 1차 중임은 통일민주당의 당론으로서 확고한 것이므로 바

꿀 수 없다”고 반대하자59) 다음날 오전에 민추협 사무실에서 다음과 같

은 내용을 대외에 발표했다.

김의장(주: 김대중 민추협 공동의장)과 어제(주: 8. 11.) 만나 대통령임기

문제를 얘기했으나 구체적인 논의는 안 했다. 그러나 직선제를 쟁취하기

위해 싸워 온 우리가 직선제라는 대원칙이 합의된 시점에서 다른 문제에

인색할 필요가 없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대통령 임기는 6년은 너무 길고

4년 중임은 중간고사 성격의 선거가 한 번 있으나 결국 8년으로 장기집권

이 될 가능성이 크며 5년 단임이 적당하다고 본다. 5년 동안이면 필요한

민주화조치를 다 할 수 있지 않겠는가.60)

대통령직선제라는 대원칙에 합의된 이상 개헌의 90%는 이루어진 셈이

므로, 소소한 10% 때문에 정치일정을 늦출 이유가 없다.61)

59) 1987. 8. 12.자 중앙일보 1면.

60) 1987. 8. 13.자 대전일보 3면(연합통신 인용)의 일문일답. 같은 취지의 1987. 8. 12. 

MBC 뉴스데스크; 동일자 동아일보 1면; 동년 8. 13.자 조선일보 1면.

61) 1987. 8. 13.자 중앙일보 1면; 동일자 서울신문 2면; 동년 8. 15.자 경향신문 3면; 동

년 8. 17.자 동아일보 3면; 동년 8. 18.자 중앙일보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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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이 이와 같이 개헌협상의 물꼬를 서둘러서 트려 했던 이유는 6. 

29 선언 직후 사면·복권된 김대중이 1987. 8. 7. 통일민주당에 입당함으

로써 ‘양김’ 사이에서 당내의 후보경쟁이 사실상 본격화된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전술한 바와 같이 당시까지 통일민주당 내에서는 전당대

회에서의 대의원 수와 직결되는 35개의 ‘미창당 지구당’에 대한 조직책의 

계파별 배분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도동계의 당직자 수가 상대

적으로 앞서고 있었다. 따라서 총재인 김영삼이 이끄는 상도동계로서는 

김대중이 입당 후 당내에서의 입지를 확대하기 전에 김영삼으로의 후보

단일화를 최대한 조속히 마무리함으로써, 김대중이 당내에서 극복할 수 

없는 전략적인 열세에 놓여 후보출마를 자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김영삼이 김대중과 달리 “후보단일화는 늦어도 9월 

초까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대외적으로 그 시급한 종결을 촉구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며, 다른 한편 동교동계의 주장에 따라 시안에 넣

었던 러닝메이트 부통령제는 상도동계의 관점에서 볼 때 정·부통령 후

보가 결정될 때까지 위와 같은 김대중의 ‘굴복’에 의한 후보단일화를 가

로막는 것이라는 점에서 선호할 만한 선택지가 되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

서 ‘5년 단임제’ 안은 민정당과의 협상타결을 촉진하는 대안이 될 뿐만 

아니라, 동교동계의 ‘역할분담론’ 구상을 무력화하는 대안으로서의 기능

도 수행할 수 있었다.

이러한 김영삼의 돌출발언에 대하여 동교동계는 반발하였으나, 결국 당

내의 ‘적전분열’을 협상도중에 노출하는 데 대한 부담으로 통일민주당은 

8. 13. 총재단회의를 거쳐 “당론은 대통령중심 직선제뿐이며 나머지 사항

은 국회의 개헌안 통과시까지 기존 시안내용을 계속 수정·보완한다는 

것이었으므로, 김총재의 5년 단임 주장은 당론위배가 아니다. 다만 5년 

단임 구상은 현재로서 당론이 아닌 사견일 뿐”이라고 공식 발표하였다.62)

그러나 민정당의 입장에서는 이로써 대통령의 임기라는 핵심 쟁점에 대

해 민정당과 상도동계를 합할 때 동교동계에 대한 관계에서 6:2로 자기 

당의 안에 가깝게 합의를 이끌어갈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직선제가 

62) 1987. 8. 13.자 동아일보 1면; 동년 8. 14.자 서울신문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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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협상의 90%’라는 발언은 협상 전반에 관해서도 민정당 협상대표들이 

“귀 당의 총재가 직선제 수용으로 90%가 해결됐다고 했으니 이제 통일민

주당이 많이 양보하라”는 공세를 취할 수 있는 빌미가 되었다.63) 이후로

도 통일민주당은 5년 단임제를 확정된 안으로 제시하지는 않는 가운데 4

인 협상대표에게 그에 대한 협상을 ‘일임’했으나 이미 민정당이 5년 단임

을 주장할 경우에 대한 협상력은 잃은 상태였고, 결국 제18차 회담(8. 30.)

에서 전술한 부통령제의 폐기와 동시에 위 안대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대통령의 후임자를 선거할 시기와 관련해서는 (i) 대통령의 임기

가 만료되는 경우에 민정당은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통일민

주당은 “임기만료 60일 이전에” 각각 이를 선거하도록 하는 한편 (ii) 대

통령이 궐위된 경우에 민정당은 “즉시”, 통일민주당은 역시 “60일 이내

에” 각각 이를 선거하도록 규정했다는 차이를 보이나, 양당이 각자 이와 

같이 선거시기를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

다. 단지 분명한 것은 8인 정치회담의 제1독회에서 이 쟁점에 대한 견해

대립이 한 차례 이루어진 뒤(8. 10. 제6차 회담, 『8인 정치회담(민정·민

주) 조문별 주요 협의내용』 29쪽) 제2독회(8. 20. 제10차 회담)에서 양당

의 안을 단순 절충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1988년 

취임할 대통령의 선거시기는 이 조항과 관계없이 개정헌법의 부칙에서 

결정하면 족할 것이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대한 합의는 대통령의 임기조

항과 달리 조속히 합의될 수 있었고, 그 내용은 (i) 대통령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자 선거는 민정당 안대로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ii) 

대통령의 궐위 등으로 인한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통일민주당 안대로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선거를 실시한다는 것이었다(현행 

헌법 제68조). 특히 후자에서 규정한 대통령의 자격상실에 따른 선거는 

2017년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이 선고됨으로써 

1987년 이후 처음으로 현실화하였는데, 현행 「공직선거법」(2009. 2. 12. 

법률 제9466호로 개정된 것) 제35조가 선거일의 공고를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하도록 규정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위 60일의 기간은 행정

63) 1987. 8. 20.자 서울신문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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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발달한 2010년대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촉박한 기간이라 할 

수 있다. 만약 1994년 제정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5조에서

와 같이 선거일 공고를 “늦어도 선거일 전 29일”에 하였다면 현실적으로 

현직 공무원의 사퇴시기(선거일 전 90일까지)나 선거인명부 작성(선거일 

전 28일을 기준으로 함),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선거일 전 60일을 기준으

로 함) 등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것이다.

나. 국가원수의 지위 및 권한·책무

(1) 연원과 양당의 입장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대통령의 직을 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행할지

와 관련하여서는 1987년 개헌의 행위주체 각자의 정치적 이해가 절충됨으

로써 제도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헌법개정을 통하여 그러한 대통령의 권한

이 어떻게 변동되었는지는 그와 별개의 문제로서 고찰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에 관하여 1980년 헌법이 규정하고 있던 “국가원

수”라는 개념은 헌정사상 일련의 변천을 거쳐 왔다. 제헌 당시 헌법기초

자는 대통령을 “행정권의 수반”이라 규정함으로써 대통령이 마치 입법·

사법·행정 3권을 초월한 존재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국가의 원수”라는 

표현을 의식적으로 회피했다. 이에 관해 유진오는 1952년 발간한 『신고 

헌법해의』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 있다.64)

다른 나라에 있어서는 대통령을 ‘국가의 원수’라 하여(예, 중화민국 헌법 제

35조) 대통령이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것 같은 인상

을 주는 예가 있음에 반하여,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단순히 ‘행정권의 수반’이

라 함으로써 대통령은 결코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64) 유진오, 『신고 헌법해의』, 1952, 1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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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다만 3권의 1인 행정을 통할하는 지위에 있음을 명백히 한 것…

그리하여 1950년대 후반에 이르면 국가원수라는 개념은 헌법상 외국을 

대표하는 지위 이상의 것을 뜻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었고, 의원내각제

를 채택한 1960년 헌법에서 대통령을 국가원수로 규정했다가 1962년 헌

법에서 이를 삭제한 뒤로도 국가원수 개념에 대한 이해는 다르지 않았

다.65) 국가원수는 국가의 대외적인 대표자 지위일 뿐 대내적인 최고지도

자적 의미를 갖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1972년 헌법에서 다시 대통

령을 국가원수로 명시하는 한편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

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

무”를 대통령의 책무로 신설하면서, 그 기초자들은 국가원수의 개념을 

대내화하여 ‘3권을 초월한 국정조정자로서의 대통령’이라는 의미를 덧씌

웠다. 당시 김기춘과 갈봉근은 유신헌법에 대한 해설서에서 이를 각자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현행 헌법에 있어서는 대내적으로도 대통령은 헌법 제43조 2항 및 3항

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가의 원수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이러한 지위에서

대통령은 국정의 조정자로서의 지위와 아울러 국정의 최고영도자로서의

지위에 서게 된다.…(중략)…

헌법 제43조 2항과 3항은 바로 대통령이 갖는 권위(autorité), 책임성

(responsbiliaté), 그리고 정통성(légitimité)을 뚜렷이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바로 조정자(arbitre)라는 개념에 통한다. 대통령은 공화국 존속보장의 권한

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라는 의무를 지님으로써 그 국가적 조정자의 권

65) 예컨대 문홍주, 『한국헌법론』, 일조각, 1957, 233쪽(“대통령은…국가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 이경호, 『헌법강의』, 일한도서출판사, 1959, 

335쪽(“국가의 원수라 함은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자격을 가진 국가기관”); 

강병두, 『혁명헌법』, 수학사, 1961, 307쪽(“내각책임제 국가의 통례에 따라 대통령을 

명목상·의례상의 국가원수로 하여, 행정권의 담당자인 국무원에서 분리하였던 것”); 한

태연, 『헌법』, 법문사, 1963, 449쪽(“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인 동시에, 국가의 원수로

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윤세창, 『신고 헌법』, 일조

각, 1963, 299쪽(“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이며, 행정권행사의 최고책임자이다. 대통령은 

한편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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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책임성을 갖추며, 그 권력의 기반이 되는 정통성을 이루고 있다.66)

이와 같은 대통령의 지위강화는 국력의 조직과 능률의 극대화를 통한

통일국력의 집결과 한국적 민주주의의 토착화라는 유신적 개혁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제1차적 제도적 뒷받침이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유신헌법

에 있어서의 대통령은 고전적 3권분립 체제에서 보아온 행정·입법·사법 중

의 행정권의 수반에 불과한 대립적 정치권력의 정상이 아닌, 3권 위에서

영도하며 조정하는 국가권력의 중화적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67)

이와 같은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는, 단순히 대통령이 취임사로써 선언하는 

책무의 근거를 넘어서 그의 실질적인 권한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었다. 예컨대 지금의 헌법을 보더라도 대통령이 (i) 헌법개정안을 독자적으

로 발의하고, (ii)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

투표에 붙이는 것은 모두 유신헌법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들인데, 이 기능을 

권력분립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강학상으로 보더

라도 (외교사절의 신임접수권 등 대외적인 대표자로서의 권한 이외에) 대통

령이 가지는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특히 ‘국정의 조정자로서의 지위’라는 

것은 1972년 이전의 문헌들에서 찾아보기 쉽사리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다.

1980년 신민당 시안이 국가원수로서의 지위규정뿐 아니라 위와 같이 

그에 수반된 권한에 관한 조항들도 모두 삭제하여 1962년 헌법조항과 같

은 모습을 취한 것은, 이러한 문제의식의 소산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 

1985년·1986년의 신한민주당 시안들도 같은 태도를 취하였고, 다만 대통

령의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만은 남겨두되 “이를 위

한 남북관계의 중대정책의 결정에 관해서는 국회의장,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의 대표자들에게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그러나 이와 달리 통일민주당은 6. 29 선언이 이루어지자 1987. 7. 초

부터 대통령에게 국가원수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68) 그

66) 갈봉근, 『유신헌법론』, 한국헌법학회출판사, 1976, 274-275쪽.

67) 김기춘, ‘유신헌법해설’, 『검찰』 통권 제48호, 1972, 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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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다가 7. 10.의 개헌공청회에서 이돈명(변호사)이 “공화국을 표방하면서 

우리와 같이 국가원수를 헌법화한 나라는 칠레, 이집트, 터키뿐”이므로 

권위주의의 불식을 위해 이를 삭제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등으로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존치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자69) 결국 “국가의 원

수”라는 내용은 시안에서 삭제하였으나, 대통령의 국헌수호 책무나 국민

투표부의권, 헌법개정안 발의권 등 여타의 관련 권한은 모두 1980년 헌

법과 똑같이 두었다. 계파를 막론하고 정권획득의 기회가 현실화되자 통

일민주당은 단순히 행정부를 이끌고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하는 것 이

상의 지위를 가지는 대통령 직의 쟁취를 추구하였던 것이다.

(2) 협상을 통한 정리과정

이 점은 1980년 헌법의 관련 규정을 1987년 시안에 모두 그대로 둔 민

정당과도 공통된 입장이었고, 따라서 여야간에는 단순히 “국가의 원수”

라는 문구를 대통령 절의 첫머리에서 삭제할지의 여부만이 쟁점으로 남

았으나 지위에 수반하는 권한과 책무가 모두 온존한 상태에서 명목상의 

지위 자체의 존폐에 관한 논의는 이미 별다른 실익을 가지지 않는 것이

었다. 

다만 그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차적 쟁점으로 통일민주당은 대통령의 

책무를 다짐하는 취임선서(현행 헌법 제69조) 문구에 있어 1980년 헌법(그

리고 민정당 시안)과 내용요소는 모두 동일하되 그 순서만 달리하여 “민

족문화의 발전 및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라는 종래의 문안을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로 바꿈으로써 ‘조국의 평화

적 통일’을 가장 앞에 두고 있었다. 또한 통일민주당의 같은 시안조항에서

는 취임선서에 참석자·선서장소 요건과 관련하여 1985-85년의 신한민주

68) 1987. 7. 4.자 한국일보 1면; 동일자 광주일보 3면; 동년 7. 6.자 경인일보 3면(연합통신 인용).

69) 1987. 7. 11.자 한국일보·경향신문·서울신문·경인일보(연합통신 인용) 각 1면; 동일자 

경인일보 2면(연합통신 인용); 동일자 동아일보·경향신문 각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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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시안들이 이에 국회의장과 대법원판사가 참석하도록 했던 것과 달리, 

참석자는 규정하지 않는 대신 선서를 “국회에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

회의 상징적 우위를 보이고자 하여 이 역시 부수적인 쟁점이 되었다. 

한편 중요정책에 관한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권의 경우, 통일민주당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이어야 한다는 기존 헌법상의 요건을 삭제한 

“외교·국방·통일 기타 중요정책”으로 대통령이 부의할 수 있는 정책의 

범위를 오히려 확대하였다. 이를 입안하는 과정에서 통일민주당 의원총회

에서는 “국민투표 대상 중에서 ‘외교·국방’은 삭제해야 한다”(김봉욱)는 

의견과70) “만약 야당이 다수당이어서 국회에서 어떤 정책사항이 통과되

지 못할 때 대통령이 이를 국민투표에 부쳐 가결시키는 경우에는 국민의 

의사와 국회의 의사가 대립되는 양상이 벌어지므로 이 제도는 삭제해야 

한다”(조순형)는 의견이 당내에서 제시되었음에도71) 시안은 원안 그대로 

확정되었고, 오히려 민정당에서 국민투표 부의의 대상범위를 1980년 헌법

보다 더 확대하지는 말자는 반론을 아래와 같이 제기하였다.72)

○ 국민투표제도는 중요정책의 결정에 있어서 정략적인 요소를 최대한 배제

하고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결정하게 함으로써 국회에 의한 대의적 정치

원리를 보완하려는 것이나

○ 연혁적으로 보아 통치자에 대한 신임투표로 사용되어 권력전단의 길을 열

어준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나폴레옹 3세, 히틀러 등) 국가의 안위와

직결되는 문제 등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그리하여 8인 정치회담에서는 이러한 양당의 이견사항들이 쟁점이 되

었으나, “국가원수”라는 명목상의 지위를 헌법전에 넣을지의 여부를 떠나 

그에 따른 실질적인 책무와 권한을 적어도 종전 헌법의 수준으로 유지하

는 데에 양당의 의사가 합치하고 있었던 이상, 이들은 이미 쟁점으로서의 

70) 1987. 7. 16.자 경인일보(연합통신 인용)·동아일보 각 3면.

71) 1987. 7. 15.자 중앙일보 4면.

72) 현경대 기증문서 중 ‘국민투표부의권’(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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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가 희소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이들 사항에 관하여 처음으로 논의가 

이루어진 제6차(8. 10.) 회담에서 이미 협상은 사실상 일단락되었다. 그리

하여 이 날 (i) 취임선서의 문구는 ‘문안정리’하기로 간단히 합의가 종결

되었고,73) 이후 개헌특위 기초소위에서는 이를 종전의 헌법문안 그대로 

두어 현행의 조항으로 확정하였다. (ii) 국민투표부의권의 대상 정책범위

에 관하여도 종전의 헌법조항대로 두는 데에 의견이 접근하였고,74) 제1독

회가 끝날 무렵의 ‘막후조정’ 과정에서 그대로 합의된 것으로 처리되었

다. (iii) 또한 취임선서의 장소에 관해서도 이 날 통일민주당이 철회를 전

향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다만 최종적인 철회는 제10차 회담

(8. 20.)에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명실상부하게 합치된 양당의 의사에 

따라, 이들 규정은 1980년 헌법조항 그대로 유지되기에 이른 것이다.

다.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1) 계엄선포의 효력과 그에 대한 국회의 통제

10. 26 직후를 비롯하여 신군부가 1980년 헌법개정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 5. 17 비상계엄 확대의 과정(전술 제2장 제1절 참조)

을 반성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계엄, 특히 비상계엄의 효력 및 그에 대한 

국회의 통제수단을 확보하는 것은 1987년 개헌논의에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었다고 하겠다. 이에 관하여 1980년 헌법은 유신헌법과 내용상 동

일한 규정만을 두고 있었고 민정당 시안 역시 이를 그대로 두고 있었으

므로, 야당의 시안에서 이에 대해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논의에 임했는

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의 효력에 관하여 1962년 헌법 이래로 헌

법은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73)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편, (주 5)의 문서, 30쪽.

74) 1987. 8. 11.자 매일경제·광주일보(연합통신 인용) 각 1면; 동일자 서울신문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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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왔고 이는 민정당과 신한

민주당 시안(1985년·1986년) 모두 그대로 따르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법원의 권한에 관한 한, 위 헌법들은 일관하여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에는 군인·군무원이 아닌 국민(이하 ‘민간인’)이라 할지라도 일률적

으로 군사재판을 받도록 규정하기도 하였다. 이는 종래의 『계엄법』(현

행법의 경우 제7조)이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

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한 데서 비롯된 것으

로서, 계엄법에 따라 계엄사령관이 사법사무를 장악해야 한다는 당위가 

헌법상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따라서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당

위를 제친 것이다. 그리하여 민간인에 대한 군사재판에 관한 역대 헌법

의 규정 내력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상과 같은 비상계엄의 효력에 관해 민정당은 1980년 헌법규정들

을 그대로 고수하였던 반면, 통일민주당 시안은 종전보다 진일보하여 

(i) 비상계엄 시의 특별조치는 “잠정적으로”만 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

서 (ii) 조치의 대상이 되는 자유권에는 “방송·방영”의 자유를 추가

하는 대신, (iii) 영장제도와 법원의 권한에 관한 특별조치는 “법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지역에 한하여”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

다. 이는 법원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한 비상계엄이 

있더라도 계엄사령관이 아닌 사법부에 의한 재판과 영장발부가 이루

어지도록 강제한다는 점에서, 비상계엄의 효력에 대하여 상당히 효과

1962년 헌법 제24조 1972년 헌법 제24조 1980년 헌법 제26조 현행 헌법 제27조

② 군인 또는 군속
이 아닌 국민은 대한
민국의 영역안에서는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
유해음식물공급·포로
에 관한 죄 중 법률에 
정한 경우 및 비상계
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법회의
의 재판을 받지 아니

한다.

② …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
병·초소·유해음식
물공급·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에 정한 
경우 및 비상계엄이 
선포되거나 대통령이 
법원의 권한에 관하
여 긴급조치를 한 경
우 …

② … 중대한 군사
상 기밀·초병·초
소·유해음식물공급·
포로·군용물·군사시
설에 관한 죄 중 법률
에 정한 경우와, 비상
계엄이 선포되거나 대
통령이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비상조치를 한 
경우 …

② … 중대한 군사
상 기밀·초병·초
소·유독음식물공
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에 
정한 경우와 비상계
엄이 선포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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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견제수단이 될 수 있었다.

둘째로 국회의 통제수단에 관하여 1962년 이래로 헌법은 대통령이 계

엄을 일단 선포하고서 그 사실을 국회에 지체없이 통고하기만 하면 되도

록 하고, 국회가 해제요구 결의를 해야 비로소 대통령이 이를 해제할 의

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였다(특히 유신헌법 이래로 그 결의정족수는 재

적의원 과반수로 가중되었다). 이러한 계엄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한 1980

년의 신민당 시안은 대통령이 국회에 단순한 통고를 넘어 계엄선포를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도록 하는 한편 해제결의의 정족수도 일

반의사 정족수로 완화하였었으나, 신한민주당 시안(1985년·1986년)에서

는 이를 모두 1980년 헌법상의 요건으로 되돌려 놓았다. 이에 대해 통일

민주당 시안은 대통령이 계엄선포 7일 이내에 국회 소집을 요구하여 그 

동의를 받아야 하고, 국회가 동의하지 않거나 계엄해제를 결의(정족수가 

가중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 때에는 계엄이 그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잃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통제권을 대폭 강화했다. 이러한 규정방식을 채

택할 경우 예컨대 5. 17 당시와 같이 군부가 국회를 물리적으로 봉쇄함으

로써 계엄의 효력을 지속시키는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질 수는 없을 것이

었고, 이러한 점에서 이는 계엄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서 보다 효과적인 방

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쟁점의 중요성에 비해 협상은 너무 쉽게 민정당의 안대로 

타결되었다. 통일민주당은 제2독회를 마무리하는 제10차(8. 20.) 회담에서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수단부터 포기하였는데, 위 회담의 발표자료에

도 “결과: 현행대로 합의함” 이외에 아무런 설명을 찾아볼 수 없다. 한편 

첫 번째 쟁점에 관하여 민정당은 협상 초기부터 「계엄법」의 논리에 충

실하게 ‘비상계엄 시에는 계엄사령관이 사법기능을 모두 관장하도록 되

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정상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하여 

민간인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헌법상 일반법원에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

다’는 논지를 폈고,75) 이 논의 역시 제13차(8. 25.) 회담에서 통일민주당

75) (민정당) 회의상황실 편, 『8인 정치회담(민정·민주) 조문별 주요 협의내용』, 15쪽; 

1987. 8. 5.자 한국일보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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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을 철회함으로써 종결되었다. 

한편 비록 부수적이지만 위 규정은 비상계엄 시뿐만 아니라 민간인이 

중대한 군사상 기밀에 관한 죄 등 법률이 정한 일련의 군사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군사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그러한 군사범죄의 

범위에 관해 민정당은 1987년 시안을 입안하고 개헌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 헌법에서 규정하던 포로 및 군용물에 관한 죄를 삭제했다가 다시 협

상안에 넣는 등의 과정을 거쳤으나 결과적으로는 1980년 헌법에서 “군사시

설에 관한 죄”만 삭제하였고, 이를 통일민주당이 시안에서는 이러한 범죄

들을 모두 삭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의 없이 받아들여 합의하였다. 

비상계엄 시라 하더라도 ‘군사범죄를 저지른 민간인’에 대한 군사재판은 

크게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법원에 관한 장에서 비상계엄시 일정한 군사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

해 군사재판을 ‘단심제로’ 할 수 있도록 한 특례규정(현행 헌법 제110조 ④

에 해당한다)과도 관련된다. 그에 대해 민정당 시안은 유해음식물공급에 

관한 죄만을 삭제하고 그대로 유지했던 반면 통일민주당은 해당 조항을 

전부 삭제하였는데, 그 이유는 종래에 “정치적 이유로 선포된 비상계엄 하

에서도 군사재판을 통해 단심으로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게 한 점”을 시정

하기 위함이었다.76) 이 쟁점을 처음으로 논의한 제7차 회담(8. 12.)부터 민

정당에서도 이러한 취지에 일리가 있음을 인정한 데 이어,77) 제10차 회담

부터 “민정당에서도 사형에 한해서는 단심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했으며 어떻게 명문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더 연구”하기

로 하여, 제11차 회담(8. 21.)에서 종전 규정에서 ‘사형을 선고한 경우’는 

배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는 역설적으로 우리 헌법이 “사형”이라는 단

어를 직접 규정에 둔 첫 사례가 되었고, 도리어 헌법이 적어도 사형제도를 

문언상 시인하고 있다는 해석의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헌법재판소 1996. 

11. 28. 선고 95헌바1 결정; 同 2010. 2. 25. 선고 2008헌가23 결정).

76) 1987. 7. 18.자 조선일보 3면(허경만 특위위원 발언부분).

77) 제7차 회담 발표자료(대통령기록관 소장문서),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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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상조치의 삭제 및 긴급재정경제명령·처분 및 긴급명령 제도

의 부활

비록 전두환이 실제로 행사한 적은 없지만, 1980년 헌법의 비상조치권

은 유신헌법이 규정했던 긴급조치권의 아류로서 대표적인 개정대상으로 

보는 여론이 높았다. 그렇기 때문에 신한민주당에 이어 통일민주당도 이

를 시안에서 삭제한 것은 물론이고, 민정당 또한 그 존폐를 진지하게 검

토해야 했다. 그래서 민정당 헌특은 1987년 시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i) 

종래의 비상조치권을 존치하되 그 발동요건만 전시 등으로 보다 엄격히 

하는 제1안과 (ii) 1962년 헌법에서와 같이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등만을 인

정하는 제2안을 마련하여 7. 24. 전두환에게 제시했는데 전두환은 제2안을 

낙점하였다. 그가 채택한 이 안의 다음과 같은 논거를 통해 볼 때, 전두환

의 판단은 ‘비상계엄을 발동할 수 있는 이상 비상조치권을 별도로 두어 

국민감정을 자극할 실익이 없다’는 고려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78)

- 비상조치권은 발동요건을 아무리 엄격하게 제한하여도 정치적으로 남용

될 소지가 있음(제3공화국 당시 계엄법에서 계엄 발동요건으로서 ‘적의

포위상태’를 규정하고 있었던바, 휴전상태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한 판례

가 있으며 한편 발동요건의 판단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도 있었음).

- 특히 제4공화국 때 자주 행사되었던 긴급조치권에 대한 경험으로 비상조

치권까지 동일시하는 국민감정을 고려할 필요도 있음.

- 전시에는 계엄령이 선포되고 사실상 헌법적 효력을 가진 조치를 계엄포고

로 행할 수 있으므로 전시에 대비할 목적의 비상조치권은 별 의미가 없음.

이후 7. 29. 민정당은 노태우가 ‘6. 29 정신’에 입각하여 비상조치권을 

삭제하는 결단을 내린 것처럼 발표하였으나79) 이는 당 대표위원이자 차기 

78) 민주정의당 편, 『헌법개정안 <요강 및 全文>』, 23-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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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후보인 노태우를 부각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결정은 이미 전두환

에 의해 내려진 것이었다. 그리하여 양당 시안은 모두 ‘유신 이전의 헌법’

즉 1962년 헌법에서 규정했던 긴급재정경제명령·처분권과 긴급명령권으

로 비상조치권을 쉽게 대체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민정당은 긴급재정경제명령·처분의 요건과 관련

하여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

서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라는 1962년 헌법의 문언 중 

“공공의 안녕질서” 앞에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을 덧붙였다. 그럼에도 

이 점이 8인 정치회담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조항은 첫 논의가 이루어진 제6차(8. 10.) 회담에서 ‘문안정리’로써 해결하

기로 합의된 데 이어 문안은 민정당 시안대로 정리되었다. 이로써 다시 

한 번 “국가의 안전보장”은 별다른 논의 없이 현행 헌법에 추가되었다. 

한편 현행 헌법 제75조 ①,②에서 “대통령은”이라는 주어가 맨 앞으로 오

게 된 등 1962년 헌법과의 사이에 자구상 차이가 생긴 것은 국회 개헌특

위 기초소위에서 1987. 9. 7. 문안을 재차 정리함에 따른 것이다.

라. 국무회의 및 대통령 자문기구

(1) 국무회의의 성격

국무회의의 성격에 관하여 의원내각제적 성격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지

녔던 1948년 헌법은 이를 의결기관으로 규정했었으나 1962년 헌법 이래

로 이는 심의기관으로 규정되어 왔다. 그러한 신한민주당·통일민주당 시

안들은 모두 이를 “심의·의결”기관으로 규정했는데, 그 논거는 8인 정치

회담을 앞두고 『조선일보』에 실린 양당 개헌관련 특위위원인 박경석(민

정당)·박찬종(통일민주당)의 지상토론 내용에서 잘 나타나는데,80) 그 근

79) 1987. 7. 29.자 경향신문 1·2면; 동년 7. 30.자 서울신문 1·3면.

80) 1987. 7. 21.자 조선일보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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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는 (i) 대통령의 전횡에 대한 견제기능을 국무회의에 주는 한편 (ii) 국

정이 반드시 국무회의를 중심으로 수행되도록 함으로써 청와대비서실 중

심의 ‘비서정치’의 폐단을 막고 (iii) 행정의사의 결정·수행의 공개성을 

강화하여 밀실정치를 없애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민정당은 현실적으로 

국무회의가 설령 의결권을 가진다고 해도 국무위원 임면권을 대통령이 

가지는 이상 대통령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은 불가능하다는 반론을 폈다. 

그리하여 8인 정치회담 제7차(8. 12.) 회담에서 양당은 “사실상 심의냐 의

결이냐는 별다른 바 없다”는 민정당의 주장에 따라 “자구와 체계를 포함

해서 전체 헌법을 보아 정리하기로 사실상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고 기

록되고 있다. 이는 결국 헌법 문언상 의결기능을 부여하는지의 여부에 따

라 국무회의의 기능이 현실적으로 달라질 공산이 크지 않다는 데 대한 

의견일치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고,결국 제10차(8. 20) 회담에서는 이를 민

정당 견해에 따라 종전대로 심의기관으로 두기로 합의되었다.81)

(2) 대통령 자문기구

1962년 이래의 헌법상 대통령의 필수적 자문기구인 국가안전보장회의 이외에 

1980년 헌법은 임의적 자문기구로 국정자문회의와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를 신

설했었다.82) 이에 대하여 신한민주당과 통일민주당 시안들은 모두 이들을 전부 

폐지하였는데, 특히 국정자문회의의 경우 1980년 헌법이 그 의장은 “직전대통

령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강한 반대의 대상이 되었다. 민정당 

헌특에서는 다음과 같은 존치이유를 제시하여 1987. 7. 24. 전두환에게 가부를 

물었고, 전두환 역시 이들 기구 모두를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었다.83)

81) 8인 정치회담 제7차 회담결과 발표자료, 2쪽; 제10차 회담결과 발표자료 3쪽.

82) 그 외에도,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

전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127조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들이 있다. ① 과학·기술 

관련 자문기구의 설치근거 법령으로는 과학기술자문회의규정(1989. 4. 25. 대통령령 제

12687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1991. 3. 8. 법률 제4361호. 2008. 6. 5. 국가교육

과학기술자문회의법으로 제명변경)이 있고, ② 국민경제 관련 자문기구에 대한 설치근

거 법률로는 국민경제자문회의법(1999. 8. 31. 법률 제5992호)이 있다.

83) 민주정의당 헌법특별위원회, (주 16)의 문서, 28-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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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정자문회의

-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초당적 입장에서 정계원로 및 사회 각계

각층 중진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 특히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수행한 경륜을 사장시키지 않으면서 평화적

정부이양에도 일조를 할 수 있음.

2.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 북한의 ‘대민족회의’ 제의 등에 대비하여 이에 상응하는 기구를 설치해 둘

필요가 있고

○ 통일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의사를 신속하게 수렴할 수 있을 것임.

그리하여 8인 정치회담 제7차 회담(8. 12)에서 이들 자문기구의 존폐문제가 

처음으로 논의되었는데, 이를 둘러싼 격론이 8인 정치회담 기록 중에서도 이

례적으로 상세하게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84)

○ 국정자문회의(현행 66조)

결 과 : 합의를 보지 못하고 뒤로 미루고 더 검토키로 함.

민주당 : 삭제를 주장했다.

실지 국가원로라 해서 국정자문회의를 운영해 보지만 원로라고 하

는 사람들이 실지로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

의 소리를 대통령에게 자문을 해 주면 좋지만 아부, 아첨이나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예산을 쓰는 대우를 해 주는 것은 필요가 없

다.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그때그때 문제가 있어 의견을 들어보고 싶

으면 만나 가지고 민생을 청취하면 된다. 지금까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84) 8인 정치회담 제7차 회담결과 발표자료(대통령기록관 소장), 2-3쪽. 대통령기록관이 소

장한 제7차·제10차·제13차 회담결과 발표자료 중에서도 가장 상세하게 회담내용을 기록

한 것으로서, 특히 제7차 회담에서는 이 쟁점에 대하여 “고성이 오고갔”고 “정회까지 

하면서 격론을 벌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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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당 : 민주당이 주장하는 근거는 배제하지는 않는다. 다만 실질적인 구성

에 있어서 각 개인의 문제는 있을 것이다.

양원제가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경험을 가진 분, 국회의장 또는

대법원장 지내신 분의 경험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국정자문회의법

에 의해서 구성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서로 다 협의를

하더라도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함.

○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현행 68조)

결 과 : 정회까지 하면서 격론을 벌임. 더 검토키로 함.

민정당 : 현행대로 존치를 주장함.

주로 대통령선거인단을 주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

것을 두어 가지고 통일에 무슨 도움이 되었느냐 하는 대단한 반발이

있었고 고성도 오고갔다.

지금까지 그런 명칭으로 대통령선거인단이 3분의 2 정도가 포함되

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즉 해외교포도 있다. 법을 고치는 한

이 있더라도 통일정책에 관해서 협의를 하고 자문도 하고 하는 기

구로서 두는 것이 오히려 온당하지 않느냐. 명칭을 바꾸고 구성조직

을 바꾼다고 하면 이 기구는 필요하기도 하겠다는 데 대해 어느 정

도 민주당도 양해를 했다.

민주당 : 새 헌법에는 이런 이름부터 들어가서는 안 된다.

구체적으로 평화통일 문제를 한 번도 논의한 사실이 있느냐, 플러스

가 된 것이 있느냐, 근본적으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을

했다. 명칭을 바꾸는 것은 좋다. 해외교포들에게 평화통일에 대한

필요성은 배제할 수가 없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 좀 더 검토를 해

보겠다. 현재와 같은 기구는 필요없다.

결국 제10차 회담(8. 20.)에서는 두 자문기구의 명칭과 구성은 대폭 재

검토하기로 하되 기구 자체는 존치한다는 데 원칙적인 합의를 이루었다. 

그 대신 통일민주당은 “사회·경제 각계의 인사를 망라한 국민경제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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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설치를 제의”하여 민정당 측에서 이를 검토해 보기로 했는데,85) 국민

경제평의회 구상은 국민운동본부가 8. 4. 발표한 『헌법개정요강』에서 

주창한 것이다.86) 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한 사회단체인 가톨릭농민회에서

도 통일민주당의 개헌공청회에서 그 도입을 주장했었고87) 이와 유사하게 

민정당의 개헌공청회(7. 15.)에서 임종철(서울대 교수)도 프랑스 헌법이 

규정한 경제사회평의회를 도입하여 경제계획안에 대한 심의기능을 부여

하자고 주장한 바 있으나,88) 정작 『요강』은 이를 ‘경제’ 항이 아닌 ‘행

정부’ 항의 소목으로서 “국민 각 계층의 대표로 구성된 국민경제평의회

를 설치하여 대통령의 주요한 경제정책 수립에 있어 자문을 받도록 한

다”는 간략한 내용만 두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경제정책 전

반에 대한 심의·의결기구로까지 의도하기보다는 대통령이 각계각층으로

부터 폭넓게 자문을 구할 수 있는 통로로서 이를 입안했던 것으로 보인

다. 후술하는 헌법소원제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회담일인 8. 20. 아

침에 국민운동본부 측 인사들이 통일민주당 협상대표들과의 회합에서 이

를 주문하였고, 이어 오후에 협상이 열렸기 때문에 통일민주당이 당 시

안에는 들어있지 않았던 국민경제평의회 주장을 갑자기 제시하였던 것으

로 보인다.89)

양당은 제3독회의 제13차 회담(8. 25.)에서 국정자문회의는 국가원로회

의로,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 각각 명칭을 변

경하여 존속시키는 한편 국가경제자문회의를 신설하는 것까지 세 자기를 

묶어 전향적으로 검토키로 하였고,90) 다음날의 제14차 회담에서 이를 합

의사항으로 확정지었다.91) 이후 국가경제자문회의는 국민경제자문회의로 

자구가 정리되어 국회 개헌특위의 기초소위에 회부되었고, 국가원로회의

는 기초소위에서 9. 7. 국가원로자문회의로 자구정리되었다.

85) 8인 정치회담 제10차 회담결과 발표자료, 3쪽.

86) (국민운동본부)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헌법개정요강』, 1987, 8쪽.

87) 1987. 7. 11.자 한국일보 1면; 동일자 경인일보(연합통신 인용) 1·2면; 동일자 경향신문 4면.

88) 1987. 7. 16.자 경향신문·경인일보(연합통신 인용) 각 3면; 동일자 동아일보 4면; 동일자 

조선일보 5면.

89) 1987. 8. 20.자 동아일보 3면; 동년 8. 21.자 서울신문 1면; 동일자 조선일보 2면.

90) 8인 정치회담 제13차 회담결과 발표자료, 4쪽.

91) 1987. 8. 26. KBS 9시 뉴스 및 MBC 뉴스데스크; 1987. 8. 27.자 조선일보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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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의 자구수정

1962년 헌법에서부터 대통령이 공무원을 “임명”하도록 규정한 것을 양

당 시안은 모두 “임면”으로 변경하였고 이는 그대로 현행 헌법(제78조)

의 내용이 되었다. 또한 감사원장이 궐위된 경우에 그 후임자 임기를 전

임자의 잔임기간으로 제한하는 조항을 양당 시안이 공통적으로 삭제함에 

따라 이는 현행 헌법에서 사라졌다.

또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이나 긴급명령으로써 법률을 개폐하였는데 그 

명령이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 위 법률이 효력을 회복하는 시

점에 관하여 민정당 시안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로, 통

일민주당 시안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으로 각각 규정하

였는데 이 역시 같은 회담에서 문안정리하기로 합의되어 민정당 시안에 

따라 정리되었다.

마. 정부 관련 규정의 개정에 대한 평가

정부제도에 관한 8인 정치회담에서의 논의는 대부분 대통령에 관한 규정, 

그 중에서도 특히 대통령 입후보요건이나 선거의 절차, 임기에 관한 타산으

로 점철되었다. 대통령 직선제의 채택을 계기로 하여 개헌논의 자체가 촉발

된 만큼, 1987년 헌법개정 과정에서 정부에 관한 논의가 대통령의 임기와 

권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그러나 그 입후

보 요건과 임기 내지는 부통령제와 같이 향후 30년 이상 우리의 헌정체제 

운영의 주요한 변수가 될 사항들이 당시에는 철저하게 주요 행위주체들의 

집권가능성을 중심으로 논의되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민정당은 동교동

계·상도동계의 이해가 엇갈리는 5년 이상 계속 국내거주 요건을 협상용으

로 유지함으로써 야권의 분열가능성을 높였고, 통일민주당의 두 계파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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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여타 재야 세력의 독자출마로 인하여 야권의 득표가 분산될 것을 우려

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크게 제약하는 대통령후보의 정당추천 요건을 고수

했으며, 동교동계와 상도동계는 후보단일화에 따른 이해를 둘러싸고 각자 

부통령제의 도입과 대통령 임기 5년 단임제를 각각 추진하였다.

대통령의 5년 단임제는 결국 민정당, 상도동계, 그리고 결국은 동교동

계까지도 모두 ‘감수’할 수 있는 절충안으로서 채택되었다. 이에는 김영

삼이 김대중과의 ‘역할분담론’의 연쇄를 끊고 협상타결의 주역으로 발돋

움하기 위한 김영삼의 정치적 동기도 작용하였고, 그러한 점에서 김영삼

과 김대중이 후보분열을 불사하고 각자 대통령후보로 출마할 수밖에 없

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한편 정작 ‘민주개헌’을 통해서 이들이 추구한 대통령직은 그 권한이 종

래의 권위주의 정권들에서의 대통령에 비해 다소 축소되었을 뿐, 기본성

격에 있어 3권을 초월한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이었다는 데에는 별다른 차

이가 없었다. 대통령의 권한에 관해 비상조치권과 같이 여론의 공공연한 

지탄대상이 되던 ‘초헌법적’ 권한을 제외한다면, 민정당은 1980년 헌법에

서의 권한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통일민주당은 정책의 

가부를 국민투표를 통해 대의기관을 거치지 않고 관철할 수 있는 통로를 

오히려 더 넓히고자 하였다. 이는 양당이 각자 대통령 배출경쟁에서의 승

리를 전망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 할 것이나, 이른바 국정조정자로

서 대통령이 가지는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이 가지는 함의에 관하여는 향

후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한편 이러한 승산에 대한 상호 전망은 통일민주당으로 하여금, 그 스스

로가 5. 17의 피해집단이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 26 이후 군부가 정치

일선에 개입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주었던 대통령의 계엄선포권 남용

에 대한 국회의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청을 쉽사리 포기하도록 

하였다. 그에 반해 단독제 국가기관인 대통령을 제외한 조직체로서의 정

부가 가지는 권한은 도외시되었고, 경제정책의 자문을 제공하도록 기획

된 국민경제평의회와 같은 자문기구의 신설에 관한 논의 또한 정권교체

를 둘러싼 논의 속에서 소외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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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법원과 헌법재판소 관련 규정의 개정

1. 법원 관련 규정

가. 법원의 지위와 구성

최고법원 법관의 명칭에 관하여 1948년 헌법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심판권을 가지는 법관의 명칭을 대법관으로 규정하였는데, 1949년 제정 

법원조직법 제5조는 대법원에 대법관(9명 이내) 이외에도 판사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동법이 1959. 1. 13. 개정되면서 대법관 이외의 판사를 “대

법원판사”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5. 16 쿠데타 직후인 1961. 8. 12. 다시 

개정된 법원조직법에서는 대법관의 명칭 자체를 “대법원판사”로 격하하

였고 이것이 1962년 이래 헌법규정으로 이어져 오고 있었다. 1980년 개헌

논의 당시 여야 정파들과 私案들 중 대법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없었음에도 국회 개헌특위에서의 논의도중에 이를 대법관으로 환원해 주

기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5. 17 이후 헌법개정심의위원회는 대법원판사

라는 명칭을 유지했다. 그러나 1986년부터 민정당 시안이 이를 대법관으

로 환원하자, 통일민주당은 신한민주당이 1985-1986년에 대법원판사라는 

명칭을 그대로 썼던 것을 변경하여 역시 대법관으로 명칭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대법관으로의 환원은 이견없이 이루어졌다.

또한 1980년 헌법은 “대법원에 행정·조세·노동·군사 등을 전담하는 

부를 둘 수 있다”는 조항(제101조 ②)을 신설했었으나 통일민주당 시안

은 이를 삭제하도록 하였는데, 제7차 회담(8. 12.)에서 양당은 이 조항을 

삭제하는 데 간단히 합의하였다.92) 기록에 의하더라도 그 논의내용은 상

세하지 않으나 추측컨대 “대법원에 部를 둘 수 있다”는 동조 ①이 이미 

92) 제7차 회담결과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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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다 대법관의 수가 전담부를 구성할 정도로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

한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통일민주당 시안은 1980년의 신민당 시안과 똑

같이 대법관의 수를 “20인 이하”로 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나, 8인 정치

회담 제7차 회담에서 민정당이 ‘통일민주당 안과 같이 상한선을 규정할 

경우 앞으로 대법원의 업무증가 등에 대처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현행처럼 

법원조직법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론을 제기함에 따라93) 양당은 

이를 규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나. 법관의 임용 및 지위

(1) 법관추천회의제도의 부활문제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관의 임명절차에 관하여 주된 쟁점은 1962년 헌

법에서와 같은 법관추천회의를 부활시킬지의 여부였다. 유신 이후 헌법

개정 논의가 처음으로 본격화한 1980년부터, 법관추천회의 제도의 부활

은 마치 사법권 독립회복의 첩경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당시의 여야 시

안뿐 아니라 대한변협 시안도 모두 일치하여 이 제도의 부활을 규정하고 

있었다.94)

이에 따라 신한민주당·통일민주당 시안도 모두 현직 법관·변호사 등

으로 구성된 법관추천회의를 두어 (i) 대법원장은 법관추천회의가 제청한 

자에 대해 대통령이 반드시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하되 국회가 동의하

면 그를 반드시 임명하도록 하고, (ii)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법관추천회의

의 동의를 얻어서 제청한 자를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하도록 하며, (iii) 

여타 법관은 대법관회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였

다. 다만 법관추천회의의 구체적 구성은 아래와 같이 시안의 단계별로 

93) 현경대 기증문서 중 ‘대법관의 수’(1매).

94) 오직 ‘6인 헌법연구반’ 시안만이 1960년 헌법에서와 같이 대법원장·대법원판사를 현직

판사로 구성되는 선거인단에서 선거하도록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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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씩 차이를 보였다.

한편 민정당도 1986년 시안을 마련하던 초기부터 지역간담회에서의 지

배적인 의견에 따라 법관추천회의 제도를 부활하기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었다가95) 1986. 8. 14.경부터는 돌연 이를 두지 않기로 입장을 변경했

는데,96) 이에 대하여는 고위 당정협의에서 전두환이 피력한 다음 의견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97)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제고 조항에 대해) 대법원판사들의 추천을 통해서

대법원장 선거를 하게 되면 어떤 꼴이 나겠어요? 사법에 신경쓰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나 언론의 눈치를 보게 돼요. 사법부는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되어야 해요. 이번 기회에 대법원장의 지도력이 확립되도록

고쳐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라의 안정이 확보될 수가 없어요. 민주주

의 사회란 사법부가 최후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사회 혼란을 조성한 주범

을 적당히 풀어준다든지 경찰이 목숨을 걸고 잡은 빨갱이를 사법부가 인

심을 써서 풀어주면 국가가 위기에 봉착하게 돼요.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1960년 헌법에 따른 대법원장 선거제나 1962년 

헌법에 따른 법관추천회의 제도가 모두 사법부 내의 파벌조성을 조장하

고 논공행상성 인사로 이어지는 등의 폐단을 보였다는 지적도 있었다는 

95) 1986. 8. 5.자 경인일보 1·3면(연합통신 인용); 동년 8. 6.자 경인일보 1면(연합통신 인

용); 동년 8. 13.자 동아일보·한국일보·서울신문 각 1면.

96) 1986. 8. 14.자 중앙일보 3면; 동년 8. 15.자 한국일보·매일경제 각 1면; 동일자 조선일보 3면.

97) 김성익, (주 9)의 문헌, 131-132쪽.

1962년 헌법
신민당·신한민주당 

시안(15인)
통일민주당 시안(9인)

- 법관 4인
- 변호사 2인
- 대통령이 지명하는 법률

학교수 1인
- 법무부장관·검찰총장

- 대법원판사회의에서 선출
한 법관 6인

- 대한변협에서 선출한 변
호사 6인

- 법관의 자격 있는 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3인

- 대법관회의에서 선출하는 6인
- 법관자격 있는 자 중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3인
- 법관자격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3인
- 대한변협에서 지명하는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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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간과할 수는 없다.98) 1987년에도 민정당 내외에서 법관추천회의 부

활의견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헌특에서 그 부활여부를 복수안으로 제시

하였으나 7. 24. 전두환이 1980년 헌법의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안을 

낙점하였고, 그로써 1986년부터의 민정당 시안은 모두 1980년 헌법과 동

일하게 (i)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ii) 대법관

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며, (iii) 여타 법관은 대법원

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게 되었고 그 공식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았다.99)

- 사법부의 구성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관

여를 인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 할 수 있으며

- 그 밖에 소송당사자인 변호사의 관여를 인정할 경우 재판의 독립성 보

장이라는 사법부 독립의 본질적 요소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하지만 다른 한편 통일민주당 또한 8인 정치회담 제7차 회담(8. 12.)부

터 이미 법관추천회의 제도 부활에 대해 스스로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이 회담의 발표자료는 이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100)

민주당 : 3권분립의 원칙에 의해서 법관추천회의에서 추천하는 것이 민주

적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실지 법관들의 이야기

를 들으니까 엄청난 선거운동을 하여 부패의 폐단이 있다는 이

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더 검토키로 했다.

민정당 : 법관추천회의를 두어서 민주적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해 줄

98) 1986. 8. 14.자 한국일보·중앙일보 각 3면; 동년 8. 15.자 조선일보 3면. 1986. 8. 18.

의 민정당 헌특 전체회의에서 우병규는 “법관추천회의 신설을 원치 않는 것은 現 대법

원장과 가까운 법관들이고, 대다수 법관들은 원한다는 얘기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

다(1986. 8. 19.자 한국일보 3면).

99) 민주정의당 편, 『헌법개정안 요강』, 1986, 36쪽.

100) 8인 정치회담 제7차 회담결과 발표자료,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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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은 인정을 하면서도 과거의 실태를 보면 오히려 사법부

안에 선거운동으로 인한 부패의 온상을 길러줄 소지가 있다고

해서 반대를 했다. 이 점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수긍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관추천회의 부활은 국민운동본부 등 재야단체들

의 주요 제안내용 중 하나였기 때문에101) 통일민주당은 이를 대외적으로 

쉽게 철회할 수 없었고, 회담 말기인 8. 29.에는 국민운동본부·한국여성

단체연합 등 재야단체에서 통일민주당 협상대표들에게 이 안을 관철시켜 

줄 것을 재차 주문하기도 하였다.102) 그러나 협상시한으로 예정된 8월 말

이 다가오면서 결국 양당은 8. 30. 제18차 회담에서 (i) 법관추천회의는 

신설하지 않고, 또한 대법원장의 임명요건도 1980년 헌법대로 유지하는 

대신, (ii) 대법관은 종래와 같은 대법원장의 제청 이외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일반법관의 경우에도 종전처럼 대법원장이 이

를 임명하되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하도록 임명요건을 강화하는 

것으로 협상을 종결하였다.103)

(2) 법관의 임기 및 신분보장 규정

대법원장(단임)과 대법관(연임 가능)의 각 임기를 민정당 1986년 시안이 

5년으로 규정하였다가 1987년 시안에서는 6년으로 수정함으로써 통일민주

당 시안과 일치하게 됨으로써 이는 개헌협상 없이 현행 헌법(제105조 ①,

②)의 내용이 되었다. 다만 그 외 일반법관의 임기를 1980년 헌법과 동일

하게 “10년”(정년은 법률로 정함)으로 규정한 1986년부터의 민정당 시안과 

달리 통일민주당 시안은 법관의 임기를 “정년까지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101) (국민운동본부)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주 86)의 문서, 9쪽(“법관추천회의는 대법원장, 

대법원판사 약간명,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변호사 약간명, 국회에서 추천한 약간명 및 

검찰총장으로 구성한다.”).

102) 1987. 8. 29. MBC 뉴스데스크; 동년 8. 30.자 한국일보 3면; 동년 8. 31.자 조선일

보 2면.

103) 1987. 8. 31.자 광주일보 1면(연합통신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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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정년은 대법원장의 경우 70세, 여타 법관의 경우 65세로 규정하였

다.104) 이와 관련하여 법관의 정년에 관한 법률규정의 연혁을 살펴보면 

1949. 9. 26. 제정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 70세, 기타 법관 65세로 규정

하였으나 1961. 8. 12. 개정 법원조직법(법률 제679호)에서 법관의 정년을 

직급에 관계없이 65세로 일원화했고 1962년 헌법이 이를 헌법에 명시하

였다. 유신헌법이 법관 정년규정을 법률에 위임한 이후 법원조직법은 정

년을 직급에 따라 (i) 대법원장·대법원판사 65세, (ii) 고등법원장 63세, 

(iii) 여타 법관 60세로 차등하였다가, 1981. 1. 29. 개정 법원조직법(법률 

제3362호)에서 대법원장의 정년만 70세로 인상되었다. 따라서 통일민주

당 시안의 정년조항 내용은 제정 법원조직법 조항과 같은 셈이었으나, 

민정당은 (i) 법관의 임기제는 사법부 보수화를 막기 위해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ii) 임기제에 따른 신분보장의 문제점은 법률

에서 연임요건을 규정하는 단계에서 해소할 수 있으며, (iii) 정년은 헌법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신설하는 데 반대하였다.

한편 법관의 신분보장에 관하여 민정당은 1986년 시안부터 그 헌법상

의 파면사유를 종전의 “탄핵 또는 형벌”에서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의 선고”로 좁혔다. 그 이유는 벌금·구류·과료와 같은 경미한 형벌도 

파면사유에 포함될 우려가 있어 일반공무원과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것

이었다.105) 반면 신한민주당 시안들이 “법관은 탄핵 또는 형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

로써 헌법상 파면사유를 아예 삭제하고 징계처분에 의한 불이익처분도 

배제했던 것과 달리 통일민주당 시안은 1980년 헌법조항으로 그대로 돌

아갔다. 민정당과의 협상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되나 종전의 시안

보다 도리어 퇴보한 것이다.

104) 법관의 정년에 관하여 1949. 9. 26. 제정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 70세, 기타 법관 

65세로 규정하였으나, 1961. 8. 12. 개정 법원조직법(법률 제679호)에서 법관의 정년을 

직급에 관계없이 65세로 일원화했고 1962년 헌법이 이를 헌법에 명시하였다. 유신헌법

이 법관 정년규정을 법률에 위임한 이후 법원조직법은 정년을 직급에 따라 (i) 대법원

장·대법원판사 65세, (ii) 고등법원장 63세, (iii) 여타 법관 60세로 차등하였고, 1981. 1. 

29. 개정 법원조직법(법률 제3362호)에서 대법원장의 정년만 70세로 인상되었다. 결국 

통일민주당 시안의 정년조항 내용은 제정 법원조직법 조항과 같다.

105) 민주정의당 편, (주 99)의 문서, 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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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규정에 대하여도 별다른 논란은 없이 첫 논의가 이루어진 제7차

(8. 12.) 회담에서 통일민주당은 민정당 시안에 모두 따르기로 의견을 접

근시켰고, 제1독회가 마무리된 뒤의 ‘막후조정’을 통해 이는 그대로 합의

사항으로 정리되었다.

다. 법원의 예산편성권과 군사법원

1985년 기준으로 사법부의 예산편성은, 매년 5월말 법원행정처가 예산

요구서를 만들어 경제기획원에 내면 경제기획원이 조정안을 만들고 이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국회의 심의에 넘기도록 되어 있었다. 당시의 예

산회계법(1975. 12. 31. 법률 제2826호) 제22조는 “…대법원…의 세출예산

요구액을 감액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대법원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실제로 정부가 예산요구액을 삭감하면서 그

리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106) 이러한 제도 하에서 법원의 예산요구액이 

정부 또는 국회에서 삭감되는 비율은 1973-1979년에 연평균 16.4%, 

1980-1987년에는 연평균 20%에 달하였다.107) 그리하여 1985년에는 법원

행정처 자문기관인 사법행정제도개선위원회에서 정부(경제기획원)가 사

법부 예산안을 변경하고자 할 때 의무적으로 대법원장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안을 마련하여 정부와 협의한다는 방침을 세우기도 했으나108) 이후 

1987년까지 바뀐 것은 없었다. 통일민주당 시안이 처음으로 “정부는 법

원이 편성한 세출예산을 대법원장의 동의없이 삭감할 수 없다”는 조항

(시안 제55조 ③)을 신설한 것은 이러한 법원의 바람을 수용한 것이면서, 

처음부터 사법부의 예산자율 문제를 (i) 인사독립, (ii) 헌법재판기능(위헌

법률심사권 등)과 더불어 3개의 주요문제 중 하나로 본 것이다.109)

106) 1985. 6. 14.자 경향신문 1면; 1988. 6. 20.자 경향신문 14면.

107) 법원도서관 편, 『법원사』, 1995, 735-736쪽 및 910-911쪽. 삭감이 가장 많이 이루

어진 1979년에는 법원행정처 요구액의 48.1%가 삭감되었다(위 책, 736쪽).

108) 1985. 6. 14.자 경향신문 1면.

109) 통일민주당은 1987. 7. 1. 이 3가지를 사법부 관련 주요과제로 선정하였다. 동일자 

동아일보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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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요구는 민정당의 지역간담회에서도 제시된 바 있으나110) 민정

당은 이를 시안에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시하였다. 

(i) 이는 헌법개정사항이 아닐 뿐 아니라 (ii) 이를 규정한다면 사법부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권도 규정해야 할 것이며 (iii) 실제로 대법원을 비롯

한 독립기관에 대한 정부의 예산협조는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고, (iv) 국

가기관의 예산편성은 정부가 일원적으로 하는 것이 능률적일 뿐 아니라 

(v) 법원에 독자적인 세입이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세입·세출의 균형

이 유지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111) (vi) 그밖에 당시 법원의 

예산증가율(1980-87년간 연평균 16%)이 매우 높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

기도 하였다.112) 그리하여 8인 정치회담에서 이 조항의 신설에 관한 이

견은 제4차(8. 6.), 제9차(8. 18.), 제12차(8. 24.) 회담에 걸쳐 계속되다

가,113) 제14차(8. 26.) 회담에서 통일민주당이 주장을 철회했다.114)

한편 역대 헌법에서 사용된 군법회의라는 용어가 1987년 군사법원으로 

변경된 것은 국방부에서 국회 개헌특위 기초소위에 건의한 데 따른 것이

다. 당시 국방부의 건의문서인 ‘군법회의명칭검토’라는 수기문서(현경대 

기증문서. 표지 제외 1매)에 따르면 군법회의라는 용어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일본제국군법회의법에 따른 명칭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한 것이므

로 서구·대만의 용례에 따라 군사법원으로 개칭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2. 헌법재판소 관련 규정

가. 8인 정치회담 이전 각 정당 내의 논의

110) 1986. 7. 10.자 중앙일보 1면; 동년 7. 11.자 조선일보 1면; 동일자 서울신문 2면.

111) 현경대 기증문서 중 ‘법원 예산편성권’(1매). 현경대와의 면담결과 들은 설명에 따르

면 이 문건은 각 쟁점별로 1-2매 분량으로 민정당 내에서 개진논리를 요약·정리한 것들 

중 하나로서, 민정당 헌특에서 작성한 것이다.

112) 1987. 7. 30.자 조선일보 5면; 법원도서관 편, (주 107)의 문헌, 910쪽..

113) 1987. 8. 6. KBS 9시 뉴스; 동년 8. 7.자 중앙일보 1면; 동년 8. 19.자 광주일보 1면

(연합통신 인용); 동년 8. 25.자 광주일보 1면(연합통신 인용).

114) 1987. 8. 26. KBS 9시 뉴스; 동년 8. 27.자 조선일보·경향신문 각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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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한민주당·통일민주당에서의 논의

헌법재판제도에 관하여는 신한민주당·통일민주당에서의 논의양상이 

민정당에서의 그것보다 훨씬 간략하므로 이를 먼저 기술한다.115)

우선 1986년까지의 신한민주당 시안들은 모두 1980년 신민당 시안과 

똑같이, ① 위헌법률심사권(가중정족수 없음)과 정당해산심판권(대법원판

사 정수의 3/5 이상 찬성을 요함)은 대법원으로 환원시키고, ② 탄핵심판

에 관하여는 대법원판사 4인과 국회의원 4인으로 구성되는 탄핵심판위원

회를 두어 이를 전담하도록 하였다(6인 이상 찬성을 요함). 이는 모두 

1962년 헌법에 규정된 제도에 흡사한 것이지만 세 가지 차이를 보였다. 

첫째는 위 헌법(대법원판사 3인, 국회의원 5인)에 비해 대법원판사의 구

성비율을 높였다는 점이고, 둘째는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

어있지 않다 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추상

적 규범통제). 다만 신민당 시안은 법률의 위헌여부뿐만 아니라 명령·규

칙·처분의 경우에도 그 위헌·위법 여부에 대해 재판전제성을 요하지 

않았던 반면 신한민주당의 시안들은 모두 ‘법률’의 경우에 한해서만 추상

적 규범통제를 허용했다. 이는 당시로서 유일하게 재판전제성 요건을 삭

제한 사안인 1980년의 대한변호사협회 시안 제109조 ①(“대법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률·명령·규칙과 처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87년의 통일민주당 시안은 두 가지 면에서 위 시안들과 달라졌

다. 하나는 대법원의 위헌법률심판권과 관련하여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

판전제성을 가져야 한다는 요건을 되살린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당해산

심판 제도에 관한 규정을 아예 전면 삭제했다는 것이다. 특히 후자는 

1986년 유성환 의원이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국시는 반공이 아닌 통일이

115) 이하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서술은 최호동, ‘현행 헌법에의 헌법재판소 도입과정에 관한 

고찰’, 『헌법재판연구』 제4권 제2호, 2017, 151-219면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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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고 주장하자 그를 구속기소한 세칭 ‘유성환 의원 사건’(전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관련부분 참조) 때와 더불어,116) 통일민주당이 창당

하면서 그 정강정책 중 ‘이념을 초월한 통일’을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1987. 5. 전두환 정부가 각각 헌법위원회에의 정당해산 제소를 검토했다

는 데 대하여 통일민주당이 직접적으로는 야당으로서의 존립 자체를 위

협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 그리고 보다 원리적으로는 정당해산제도가 이

념을 빌미로 야당탄압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 대한 대응이었다.

(2) 민정당에서의 논의

주지하는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1960년 헌법에서 처음으로 도입했고 

이에 기해 헌법재판소법도 제정되었으나 5. 16 쿠데타로써 헌정이 중단

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실제로 설치·운영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민정당에서는 1986년에 의원내각제 시안을 마련한 것과의 연관 속

에서 헌법재판소의 신설여부가 논의되었다.

우선 민정당이 외부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단계에서 개진된 의견들은 

다음과 같다. 1986. 6. 4. 헌특 주최로 열린 ‘헌법에 관한 세미나’에서 헌

특위원인 김현욱이 기본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헌법재판소의 설

치를 연구·검토할 단계라는 의견을 피력하자, 초청연사 장석권(단국대 

교수)은 위헌법률심사권의 소재기관이 어디인지보다 중요한 것은 어디까

지나 운용의 여하일 뿐이라고 답변하였다.117) 이에 반해 6. 12. 헌특 제2

분과위원회에서 위헌심사권을 어디에 주는 것이 좋겠느냐는 현홍주 위원

의 질의에 초청연사 허경(연세대 교수)은 헌법재판소의 신설을 주장하였

고,118) 7. 10. 민정당의 헌법에 관한 지역간담회에서 연사 김영추(부산산

업대 교수)는 헌법재판소를 두되 대통령에게 재판소의 의장을 겸하도록 

116) 1987. 5. 2.자 경향신문 3면.

117) 1986. 6. 5.자 한국일보·경인일보 각 3면(연합통신 인용); 동일자 동아일보 4면; 동일

자 조선일보·경향신문 각 5면

118) 1986. 6. 13.자 서울신문·경인일보(연합통신 인용) 각 3면; 중앙일보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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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의원내각제 개헌을 제안하였다.119) 이후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헌특 전체회의(7. 26.)에서는 이한동·현홍주가 헌법재판소 신설을 주장

하였는데, 그 중 현홍주의 주요 논거는 정치적 성격이 강한 위헌법률심

사·탄핵소추 등을 비정치인으로 구성되는 별도기관인 헌법재판소로 하

여금 전담토록 함으로써 사법부의 독립을 강화하고 업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120)

이후 헌특 요강작성소위에서는 8. 6. 첫 회의 때부터 8. 13. 노태우에게 

요강안을 보고할 때까지, 기존의 헌법위원회는 폐지하되 (i) 법관의 자격

이 있는 자로 구성되는 헌법재판소를 신설하여 위헌법률심사·탄핵·정

당해산·권한쟁의와 선거소송을 모두 심판하도록 하거나 (ii) 위헌법률심

판은 대법원이 하도록 하고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위 나머지 사항들을 심

판하도록 하는 복수안이 병존했다.121) 그러나 요강안을 8. 16. 전두환으

로부터 재가받는 당정협의 과정에서 그 내용은 (a) 위헌법률심사권을 대

법원에 부여하고, (b) 종전의 헌법위원회를 존치시켜 위헌정당해산과 탄

핵만을 심판하도록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122) 요강안을 최종 확정하는 

8. 18.의 헌특 전체회의에서는 이러한 변경안에 대해 많은 이견이 제시

되었다. 위원 중 ① 이한동은 “위헌심사권을 대법원에 주면서 따로 헌법

위원회를 존속시키는 것은 어색하다”는 이유로, ② 김현욱은 “지방자치

119) 1986. 7. 10.자 중앙일보 1면; 동년 7. 11.자 조선일보 1면; 동일자 대전일보 5면(연

합통신 인용); 동년 7. 13.자 한국일보 1면; 동년 7. 17.자 매일경제 3면; 동년 7. 18.자 

전북일보 1·5면; 동일자 대전일보 4면(연합통신 인용)

120) 1986. 7. 26.자 동아일보·한국일보·광주일보(연합통신 인용) 각 3면; 동일자 매일경제·

충청일보(연합통신 인용) 각 2면; 제주신문 1면(연합통신 인용).

121) 1986. 8. 13.자 동아일보·경인일보(연합통신 인용)·한국일보 각 1면.

     최호동, (주 115)의 문헌, 172쪽에서는 1986. 8. 13. 이치호가 노태우에게 보고한 요

강안의 내용에 관하여, 이를 위 복수안 중 후자만으로 이루어진 단독안인 것처럼 기술

하였으나, 위 한국일보 기사와 교차하여 다시 확인한 결과 복수안으로 보는 것이 타당

하므로 여기에서 바로잡는다.

     아울러 같은 쪽의 주 48번에서는 1986. 8. 15.자 경향신문 1면 기사를 근거로 하여 

민정당 헌특이 8. 14. ‘위헌법률심사권을 대법원에 부여하되 탄핵심판위원회를 신설하

여 탄핵소추를 전담토록’ 요강안의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서술하였으나, 위 기사 이외

에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므로 이 논문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는 

취지에서 더 이상 위 서술을 원용하지 않는다.

122) 1986. 8. 17.자 조선일보·한국일보·서울신문 각 1면; 동년 8. 18.자 경인일보(연합통신 

인용)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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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실시할 경우 중앙정부의 권한분쟁 심판과 기본권침해 구제를 위해 

헌법재판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각각 헌법위원회를 대신해 헌법재판소

를 신설할 것을 주장하였다. 경향신문 보도기사는 이 날 많은 헌특위원

이 “탄핵과 정당해산을 결정키로 한 헌법위원회는 폐지하고 헌법재판소

를 설치해 대법원이 갖도록 한 위헌심사권, 기본권 침해여부 심사 등을 

모두 다루도록 광의의 사법부 성격을 부여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정리하

고 있다.123) 그러나 이에 대해 이치호 소위원장은 조문화 과정에서 재론

의 여지를 열어두기로 하고124) 일단 특위 안을 중앙집행위원회로 넘겨 

확정되도록 하였다.125)

그리하여 위 요강을 바탕으로 조문화된 시안이 1986. 8. 25. 발표되었

는데 요강이 명시한 헌법위원회의 심판사항에 “국가기관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가 추가된 점을 특

기할 만하다. 한편 조문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신설이 재론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고, 8월말 이후 국회 개헌특위의 공전으로 인해 논의는 

1987. 7.에 비로소 이어졌다.

1987년의 민정당 헌특은 전년도와 달리, 초기부터 1962년 헌법상의 제

도에 근접하였다. 그리하여 7월 초부터 (i)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권과 정

당해산심판권을 부여하고 (ii) 대법원 4명과 국회의원 4명으로 구성되는 

탄핵심판위원회를 신설하여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하도록 하며 

(iii) 헌법위원회는 전면 폐지한다는 내용으로 요강의 골격이 형성되었

고,126) 이에 대하여 7. 16.의 당 개헌공청회에서 이강혁(한국외대 교수)은 

“위헌법령심사권과 위헌정당해산권 등 정치색이 짙은 권한을 대법원에 

집중시킬 경우 사법부가 정치화될 우려가 있으니, 사법부 내에 헌법재판

소를 따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으나127) 7. 20. 헌특에서 성

123) 1986. 8. 19.자 한국일보·경인일보(연합통신 인용) 각 3면; 동년 8. 18.자 경향신문 2면.

124) 1986. 8. 19.자 한국일보 1·3면; 동일자 경인일보 1면(연합통신 인용).

125) 확정된 내용에 관하여는 민주정의당 편, (주 99)의 문서, 34-36쪽. 이 책자는 국회도

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동 도서관의 홈페이지(www.nanet.go.kr, 2020. 6. 29. 최종방

문)에서 PDF파일로도 제공하고 있다.

126) 1987. 7. 4.자 서울신문 3면; 동년 7. 5.자 서울신문 1면; 동년 7. 6.자 경인일보(연

합통신 인용) 1·3면; 동년 7. 7.자 동아일보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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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발표한 요강안은 위 내용을 그대로 제시하면서,128) 그 제안이유는 다

음과 같이 밝혔다.129)

○ 국민기본권에 관한 법률분쟁해결기관인 법원에서 그 분쟁의 원인이 되는

법률의 위헌심사를 하는 것이 소송경제적이며, 특히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

를 최대한 보장하는 길이 되므로 위헌법률심사권을 법원에 부여하도록 함.

○ 사법부가 이를 통하여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권력의 집중을 막고 국민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임.

○ 위헌법률심사권을 상기 이유 때문에 법원의 권한으로 한 이상 별도의

헌법재판기관을 둘 필요성이 약화되어 이를 폐지하는 것임.

위 요강안대로라면 정당해산제도의 존부를 제외하면 통일민주당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었다. 그러나 현경대·김숙현·남재희가 1987. 7. 24. 

당시 민정당 총재직을 사임하고 휴가차 청주 소재 청남대에 있던 전두환

을 방문하여 결재한 자리에서 전두환이 ‘법원이 정치에 말려드는 위험이 

있으니 헌법재판소 신설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였고,130) 이후 7인 요강작

성소위원회(7. 28.)와 중앙집행위원회(7. 29.)는 순차 헌법재판소를 신설하

기로 요강안을 수정하고,131)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에 권한

쟁의도 추가되었다.132) 이에 맞추어 수정된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다.133)

127) 1987. 7. 16.자 조선일보 5면; 동일자 동아일보 4면; 동일자 한국일보 3면.

128) 1987. 7. 20.자 동아일보 4면; 동일자 경향신문 3면; 동년 7. 21.자 서울신문 4면.

129) 현경대 문서 중 민주정의당 편, 『헌법개정안요강(1987. 7.)』, 1987, 45-46쪽, 48쪽. 

이 책자의 표지에는 검은색 펜으로 “對外秘”라고 기재되어 있다.

130) 민주정의당 헌법특별위원회 편, (주 16)의 문서, 11쪽 및 37쪽. 위헌정당해산제도에 

관한 11쪽에는 위헌정당은 정부가 대법원에 제소한다는 요강내용 부분의 “대법원”에 펜

으로 그린 뒤 그 아래 물음표(?)를 적었고, 그 아래에 다음과 같이 펜으로 기재되어 있

다. “- 정치에 말려드는 위험 / - 헌법재판소 → (검토) / - 탄핵”. 또한 위헌법률심판

권을 대법원에 준다는 내용의 37쪽의 경우, 해당항목 번호에 동그라미(○)와 가위(×)가 

함께 쳐져 있고, 펜으로 “정당해산 (p.11) / 헌법재판소 신설 검토 (대법원)”이라고 기

재되어 있다. 한편 위 날짜에 현경대 등이 전두환을 방문했다는 점에 대하여는 남재희, 

『아주 사적인 정치 비망록』, 민음사, 2006, 150쪽도 대체로 같은 취지이다.

131) 1987. 7. 29.자 서울신문 2면; 동일자 동아일보·경인일보(연합통신 인용) 1면; 동년 

7. 30.자 조선일보 4면; 동일자 서울신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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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의 위헌심사를 법원에 부여하는 것이 소송경제적이고 사법부의 권

위신장을 위하여서도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 고도의 정치성을 띤 헌법소송사건을 법원에서 관장할 경우 사법부가 정

치적 분쟁에 휩쓸려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

는 점을 중시하여

○ 헌법소송사건을 전담할 독립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독립성 보장에 있어 법원과 똑같은 배려를 함으로써 헌법수호기능 수

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

전두환이 위와 같은 지시를 한 이유에 관하여 당시의 원내총무 겸 8인 

정치회담 협상대표인 이한동은 국회기록보존소의 2016년도 ‘역대 국회의

장단 구술채록’에서 다음과 같이 구술하였다.134) 이에 따르면 개헌을 눈

앞에 둔 당시 상황에서 위헌법률심판권 등을 돌려받을 경우의 정치적 부

담을 꺼린 대법원 수뇌부가 이한동을 통해 전두환에게 거부의사를 전달

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법원판사 등과의 내부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

다.135)

우리 민정당에서는 야당하고 협의해 가지고 ‘우리도 미국과 똑같이 대법원에

위헌심판권을 주자. 위헌심판권을 대법원이 행사하는 걸로 하자’[는 데에 뜻을

함께했다]. 그랬는데 우리 대법원이, 대법원장이 그 때 김 모 대법원장인데, 법원

132) 1987. 7. 30.자 한국일보 1면.

133) 제12대 국회 135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제7차(1987. 8. 31.) 회의록 부록, 15쪽.

134) ‘역대 국회의장단 구술기록: 이한동 전 국회부의장 No. 20’, 국회기록보존소 구술기록(18

분 57초 부분부터 20분 29초 부분까지). 이 구술기록은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

(http://archives.nanet.go.kr/) 또는 국회기록보존소가 ‘유튜브’에 등재한 동영상의 주소

를 직접 입력해서도 볼 수 있다.

135) 박우동, 『변호사실 안팎: 박우동 회고에세이』, 2003, 404쪽. 법원행정처 편, 『법원사』, 

1995, 1050쪽에서는 “위헌법률심사에 관하여는 “대법원이 공식적으로 견해를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제시되기도 하였으나 대법원의 공식적인 견해 표명은 없었

고,” “다수의 법관들은 이와 같이 법원에 위헌법률심사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것에 대하

여 유감을 표시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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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 차장이 내 친구였어.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 차장을] 나한테 보내 가지

고 ‘우리 대법원은 헌법재판 맡기 싫으니까, 그거 맡았다간 괜히 대법원이 정치

에 휘말린다, 그러니까 우린 노(no)니까, 알아서 처리하라’고 [말하였다]. 그래 가

지고 대법원이 안 받겠다는데 어떻게 해.

한편 위 요강 내용을 조문화하여 1987. 8. 3. 국회 개헌특위에 제출된 

시안에는 법원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만 그 위

헌심판을 제청하도록 규정한 종전의 1980년 조항부분이 삭제되었다. 그 

취지에 관하여 현경대는 헌법개정 직후에 발간한 ‘신헌법’에서, “종전 헌

법에서는 위헌법률이 존재할 경우에도 법원이 위헌이라고 판단할 경우에 

한하여 헌법위원회는 이를 추인하는 기능밖에 수행하지 못하였고 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대법원에서 위헌심사의 제청 자체를 자제 또는 기피함

으로써 위헌법률심사제도 내지 헌법재판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하였던 것”

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한 법원의 ‘제1차적 심사

권(전심권)’ 내지 ‘합헌판단권’을 배제한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다.136) 이

는 1980년의 대한변협 시안에서 위 (i), (ii)의 경우 모두 재판전제성 요건

을 삭제했던 데서 그 원형을 찾아볼 수 있다.

1980년 시안과 같은 취지의 조항을 둔 1986년 대한변협 시안에 대한 

공식 제안설명은, “위헌심사권은 법률 등의 위헌여부가…(중략)…구체적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위헌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이른바 헌법소청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특정법률이나 명령·규

칙·처분 등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를 법원에 소청할 수 있도록” 한다

는 것이었다. 즉 대한변협은 추상적 규범통제를 허용하는 것이 곧 헌법

소청(헌법소원) 제도라고 인식하였다.

이는 국민운동본부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한 헌법소청제도의 내용과도 

매우 흡사하다. “위헌심사권은 법률 등의 위헌여부가 구체적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로 되는 경우뿐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위헌여부를 심

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 규범통제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이 법률이나 

136) 현경대, 『신헌법』, 박문각, 1988, 480-4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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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규칙, 처분 등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를 법원에 소청할 수 있도

록 하고”, 이에 덧붙여 “위헌여부 심사권은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가 가

지며 위헌으로 판정된 법률 등은 그 효력을 상실토록 한다”는 것이

다.137)

그 밖에도 민정당의 1987년 시안은 (i) 헌법재판소의 장138)을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ii) 재판관은 모두 법관의 자격

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법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해야만 파면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1980년 헌법

의 헌법위원회 규정과 차이를 보인다.

나. 8인 정치회담 및 그 이후의 논의경과

(1) 8인 정치회담에서의 논의

우선 위헌정당해산제도와 관련하여 민정당은 제2차 회의(8. 3.)에서 가

령 공산당을 설립하는 것과 같은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제도의 존치를 주장하였던 반면, 통일민주당은 전술한 바와 같이 정당해

산제도가 야당 탄압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 이를 삭제해야 한

다고 주장함으로써139) 논의를 일단 보류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도입을 필두로 한 헌법재판제도 전반에 관한 논의

는 8인 정치회담의 제1독회(8. 12. 제7차 회의)를 마칠 때까지 단순히 양

당의 입장차이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졌으나, 제2독회에 들어간 제

9차 회의(8. 18.)부터 본격화하였다. 이 회의에서 통일민주당 측은 “국민

제소” 제도의 도입을 민정당이 받아들일 경우 위헌법률심사권을 대법원

137) (국민운동본부)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주 86)의 문서, 9쪽.

138) 시안에서는 “재판장”이라 하였으나 8인 정치회담 이후 국회 개헌특위 기초소위에서 

“長”으로 수정되었다.

139)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편, (주 5)의 문서,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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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여하고 탄핵심판위원회를 두자는 통일민주당 안을 철회하고 헌법재

판소 신설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제안하면서, 다만 그 경우라 하더라

도 정당해산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유보를 붙였다. 그러나 “국민제

소”의 구체적인 취지에 관하여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

고, 민정당은 “국민제소 제도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에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140)

① 자기 당의 시안에도 전혀 없던 “국민제소”를 통일민주당이 회담 중반

을 넘어선 8. 18.에서야 제안하면서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당 시안의 핵심내

용인 위헌법률심판권의 대법원 환원을, 그리고 뒤에서 보듯이 정당해산제도 

폐지도 철회하겠다고까지 한 점, ② 그러면서도 정작 주장하는 제도의 취지

조차 곧바로 설명하지 못한 점, ③ 위와 같은 영향력을 미칠 만한 유일한 

사회단체인 국민운동본부에서 당시 발표한 ‘헌법개정요강’에 국민제소(헌법

소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제도가 들어있었던 점141)에 비추어 보면, 위 

“국민제소”는 국민운동본부 측에서 제시된 안일 가능성이 높다. 위 요강의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위헌심사

위헌심사권은 법률 등의 위헌여부가 구체적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로 되는 경

우 뿐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위헌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

규범통제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이 법률이나 명령, 규칙, 처분 등이 헌법에 위반

되는 여부를 법원에 소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위헌여부 심사권은 최종적으로 헌법

140) 1987. 8. 19.자 중앙일보·경인일보(연합통신 인용) 1면.

     이와 같은 제안의 경위에 관하여 현경대는, 회의중의 휴식시간에 자신을 만난 통일민

주당의 이중재 대표가 “야당 정치인들이 불법적으로 남산 등에 연행, 연금되었을 때 현

행법상으로는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데 무슨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고 물었고 이

에 대해 자신이 그러한 권리구제제도로 독일 헌법에 헌법소원제도가 있다고 시사해 주

었다고 한다. 현경대, ‘정략적 개헌논의를 경계한다―’87년 제9차 개헌과정을 되돌아보

며’, 『국회보』 2005년 7월호, 67-75쪽, 특히 73-74쪽; 이상수 등, (주 57)의 문헌, 

140-144쪽, 151-183쪽.

141) 국민운동본부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헌법개정요강(1987. 

8.)』, 9쪽. 이 문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홈페이지의 �오픈아카이브�에서 ‘헌법개

정요강’으로 검색하여 볼 수 있다(http://archives.kdemo.or.kr/, 2020. 6. 29. 최종

방문).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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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가 가지며 위헌으로 판정된 법률 등은 그 효력을 상실토록 한다.

이를 더욱 뒷받침해 주는 사실로서, 제10차 회의가 열리는 8. 20. 아침

에 당시 국민운동본부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인 송건호·인명진·김상

철·박용일 등은 통일민주당의 이중재·김동영·이용희 대표들을 면담하

여 개헌과 관련한 위 운동본부의 주문사항들을 전달하였고 이에 대해 통

일민주당 측에서는 “당 개헌안을 성안할 당시 국민운동본부 안이 나오지 

않아 참고할 수 없었으나 이제 제기된 문제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협상에 

임하겠다”고 답하였다.142) 김상철은 이 당시 국민운동본부 인사들이 ‘차

라리 헌법재판소를 신설하자는 민정당 안을 받아들이면서 그 조건으로 

헌법소원제도를 도입하라’고 제안했다고 주장하였는데,143) 분명한 것은 

위 회합이 있은 뒤인 오후 3시 20분부터 열린 제10차 회의에서 통일민주

당은 “국민제소 제도는 국가권력에 의해서 현저하게 기본권이 침해받았

을 때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민이 직접 헌법재판소에다가 위헌

법률심사를 제청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하였고, 민정당은 “오늘 진의

를 알았기 때문에” 검토한 뒤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다.144)

그리고 다음날인 8. 21. 제11차 회의에서 ‘통일민주당 대안인 헌법소원제

도 수용을 전제로 민정당 안에 합의’가 이루어졌다.145) 그리고 이와 함께 

142) 1987. 8. 21.자 조선일보 2면.

143) 김상철, 『재판청구권의 헌법적 실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1998, 182쪽의 각주 350번; 김상철, 『7일간의 서울시장』, 고시계, 1994, 317-318쪽.

144) 8인 정치회담 제10차 회담 발표자료. 이는 대통령기록관에 기록건번호 

1A20907165643616로 소장되어 있는 문서로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련자료(국회)’ 

기록철에 포함되어 있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관한 回次分(제7차, 제10차, 제13차)

의 발표자료만이 남아있고 위 자문회의 관련내용에 강조(highlight) 표시가 되어있는 것

으로 보아 그 소장경위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추측된다. 1987년 개헌협상 당시 통일민

주당에서는 현(現)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전신인 1980년 헌법상의 평화통일정책자문

회의의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였는데, 이에 기관의 존폐에 관심을 기울인 평화통일정책

자문회의 측에서 정부 또는 민정당 측으로부터 8인 정치회담 과정에서 자문회의에 관한 

회의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제7차, 제10차, 제13차 회담록의 사본을 입수하여 내부 보고

자료로 사용한 것이고, 제13차 회담에서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를 명칭을 바꾸어 존속시

키기로 확정되자 그 이상의 회담록 입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후 동 자료가 더 이

상 필요없게 되면서 국가기록원을 거쳐 대통령기록관으로 순차 이관되었다는 것이다.

145)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편, (주 5)의 문서, 1987, 5쪽(정당해산심판권 관련부분), 67쪽(헌법

소원 관련부분) 및 62쪽(법관추천회의 관련부분). 이 책자는 국회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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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정당해산제도 또한 존치하는 것으로 낙착되었다.146)

(2) 국회 개헌특위 기초소위에서의 논의와 자구수정

8인 정치회담에서 1987. 8. 31. 헌법 본문에 관한 협상이 완결되어 국

회 개헌특위에서 기초작업을 시작할 때까지, 헌법재판소의 규칙제정권

(현행 헌법 제113조 ②)은 1980년 헌법상 헌법위원회의 경우와 마찬가지

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147) 그러나 기초소위로부터 체계·자구검토를 

의뢰받은 박윤흔(법제처 차장)은 헌법개정안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내

부규율에 관한 규칙제정권(현행 헌법 제114조 ⑥)을 신설한 데 대하여 

그 조항 옆의 비고란에 펜으로 “※ 헌법재판소의 경우는 내부규칙제정권 

명시하지 않을 것인지?”라는 검토의견을 적었고,148) 이로써 기초소위가 

이 규정의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었다. 다만 해당 규정을 신설한다는 발

표는 당시 헌법개정안 부칙에 대한 협상을 다시 계속한 마지막 8인 정치

회담(9. 16.) 협상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149)

또한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에 재판관 6인의 찬성을 요하도록 하는 

규정(현행 헌법 제113조 ①)도 기초소위의 논의과정에서 확정되었다. 소

위 제4차 회의(9. 4.)의 결과보고 문서에 따르면 “헌법소원 재판의 6인 찬

성문제(제113조)”가 “보류(재검토) 조항” 9개조 중에 포함되어 있고,150) 제

5차 회의(9. 7.)에 이르러 합의된 것으로 보이나 보다 상세한 논의경과는 

146) 본래 민정당 시안은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해산되는 것으로 규정했으

나, 8인 정치회담 이후 이를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 자구수정하였다.

147) 최호동, (주 115)의 문헌, 198쪽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규칙제정권에 관한 조항이 “제

11차 회담 이후 8인 정치회담 과정에서” 추가되었다고 서술하였으나, 위 논문의 작성 

후 최근 사료를 확인한 결과 해당 조항은 국회 개헌특위 기초소위에서 그 누락사실을 

발견하여 추가한 것이었기에 이를 바로잡는다.

148)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편, 『헌법개정안대비표(1987. 9. 8. 조문정리의견 법제처 차장 박

윤흔)』, 44쪽.

149) 1987. 9. 17.자 서울신문 1면; 동일자 경인일보 3면.

150) 국회사무처가 작성한 이 문서는 ‘제135회 국회 제5차 헌법개정안 기초소위원회 회의

결과보고’라는 동일제목의 문서 2건 중 하나로서, 제4차 회의를 “제5차” 회의로 오기한 

1건과 오기 없이 제5차 회의를 표기한 1건 중 전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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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확인되지 않는다.

그 밖에 기초소위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장”을 “장”으로(1987. 9. 7. 

, 현행 헌법 제111조 ④), 그리고 6인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대상을 위헌

심판 등 각종의 “심판”으로 한 민정당 시안대로의 자구를 각종 “결정”으

로 수정하였다(현행 헌법 제113조 ①).

3. 법원·헌법재판소 관련 규정의 개정에 대한 평가

8인 정치회담에서는 사법부에 대하여 최고법원의 법관 명칭을 대법관으

로 환원해 줌으로써 그 상징적인 지위를 격상하고, 법관이 금고 이상의 

형에 의해서만 파면될 수 있도록 한다는 소폭의 신분보장을 추가한 것 이

외에, 법관의 임용절차를 소폭 개선하는 수준에서의 개혁만이 이루어졌다. 

통일민주당은 유신시대 이래로 10여년 동안 1962년 헌법에서와 유사한 법

관추천회의의 부활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개헌협상에 이르러서는 

그 제도의 적실성에 대한 회의를 피력했고, 결국 협상은 (i) 대법관의 임명

에 앞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도록 함으로써 민주적 통제의 범위를 소폭 넓

히고 (ii) 일반법관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기에 앞서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

도록 하는 데 그침으로써 법원의 전반적인 구조에 관한 개선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한편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일반적으로 대법관회의에 분산시키

는 한편 대법원에 독자적인 예산안 편성권을 부여한다는 통일민주당 시안

의 구상은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사법부의 중앙집권화를 일정부분 방지

하고 그 독립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협

상 과정에서 이렇다 할 논의 없이 철회되고 말았다.

이와 같이 여야 모두가 사법부에 대하여 크게 헌법제도적인 관심을 기울

이지 않았던 데에도 불구하고 1987년 헌법개정을 통해 사법부의 기능이 

개선될 수 있었던 데에는 6월 항쟁 이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법

원의 노력과 더불어 정부가 이전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웠던 정치

여건, 그리고 새 헌법에서는 종전 헌법들에서와 같이 특정한 비상입법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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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정한 법률에 대한 제소나 이의를 금지하는 규범을 두지 않음으로써 

사법권의 행사에 대한 장애요인을 제거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헌법재판권의 의의에 관하여는 양당 모두 어떠한 심도 있는 이해

에 기반해서 개헌협상에 임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두

환의 경우 ‘정치적 재판권’을 수행할 경우에 작용할 외압에 대한 부담을 

느낀 대법원의 요청에 따라 개헌협상을 약 1주일 남긴 시점에서 민정당

에 헌법재판소의 신설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였고, 통일민주당의 경우에도 

대법원에 헌법재판권을 환원시키기로 시안에서 규정하면서도 정작 법원

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제도형성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점을 

그 근거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결과 이에 관한 통일민주당은 1962년 

헌법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고, 민정당의 시안 역시 비록 법원의 ‘합헌

판단권’을 삭제한 점이 독자적인 의의를 가진다는 점을 제외하면 종전의 

헌법위원회와 대동소이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민정당의 시안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기능은, 국민운동

본부의 영향을 받아 통일민주당이 제시한 헌법소원제도의 신설과 결합함

으로써 여야 정당들이 의도치 않은 변화 가능성을 내포한 것이었다. 헌

법재판소의 구성을 대통령과 국회·대법원장이 3인씩 나누어서 한다는 

점은 종전의 헌법위원회와 같았지만, 이와 같이 법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변화한 구성은 종전과 달리 국민의 직접제소에 의한 재판권과 결합함

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재판의 내용 면에서도 보다 독립적인 색채를 띨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국회 내 다수파의 입법에 대한 위헌결정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데 대한 

국민의 호응은 이후 사법부와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상

호 경쟁적으로 노력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다만 이러한 헌법소원제도가 깊은 사전연구 없이 협상 도중에 갑자기 

신설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이 정하는” 것으로 상당부분 백

지위임되었고, 그 밖에도 헌법재판제도의 형성에 있어서 입법자가 법원

과의 권한배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점은 향후 보완될 여지를 남긴다

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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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기타 정치제도 관련 규정

1. 국민투표 및 선거관리

국민투표 관련법률은 1962년에 제정된 이래, 박정희 정부 시기의 매 

헌법개정을 전후하여 개헌안을 발의한 정부측에 유리하게 폐지제정되었

다. 특히 1972년의 세칭 10. 17 대통령 특별선언 직후인 1972. 10. 23.의 

제1회 비상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국민투표에관한특례법」은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헌법개정안에 대한 반대운동을 금지·처벌하면서도(제9조 

본문, 제12조) 국민투표 대상(헌법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내용의 설

명·해설·계몽은 허용하고(제9조 단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위 내용

에 대한 “지도와 계몽”을 해야 하며(제10조), 이를 위해 언론·방송시설

을 “우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제11조). 그리고 위 법률을 대체하

여 1973. 3. 3. 폐지제정·시행된 「국민투표법」은 종전의 위 규정내용

을 거의 그대로 계승하였으며, 이 법률이 이후 개정 없이 1987년까지 시

행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법률체계상 국민투표는 그 부의안건의 찬반에 

대한 국민의 의사를 곧이 묻는 절차라기보다는 그에 대한 찬성을 얻어냄

으로써 안건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기능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

기 때문에 신민당·신한민주당 시안들은 모두 국민투표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을 보여 이를 전면 삭제했다.

그러나 통일민주당 시안은 이러한 신민당의 태도와 달리 헌법개정과 국

가 중요정책에 관한 국민투표제도를 모두 인정하되, ① 종래 대법원장이 

지명하도록 규정한 ‘사법부 몫’의 위원 3인은 대법관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한편 ②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의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정당원으로 

하고(그 선출방법은 법률로 정함), ③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는 대상사무로 종전의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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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사무” 이외에 “국민투표사무”를 추가하면서 ④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현행 헌법 제116조) 선거운동 이외에 “국민투표 찬·반운동”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⑤ 그와 더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

기는 종래의 5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였다.151)

그에 반해 민정당 시안은 위 쟁점들에 대하여는 모두 1980년 헌법조항

을 그대로 두되, 체계 면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을 보완하는 것

이었다. 첫째는 앞서 본 법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앙선거관리위원의 

파면사유를 종래의 “탄핵 또는 형벌”에서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로 좁히는 것이었고, 둘째는 국회·대법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

앙선거관리위원회도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8인 정치회담 제8차 회담(8. 14.)에서는 이 중 가장 먼저 민정당이 제안

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제정권, 그리고 통일민주당이 제안한 “국민투표

사무”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기관에 대한 지시권이 각각 받

아들여졌다. 특히 후자에 대하여는 1980년 헌법에서 이미 선거사무 이외

에 국민투표사무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사무로 인정한 터에 그와 관련

한 행정지시권을 배제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쉽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신분보장(파면사

유)에 관하여도 제1독회가 끝난 뒤 법관의 파면사유에 대한 합의가 ‘막후

조정’으로써 처리되면서 일괄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처리됐다.

다음으로 제10차 회담(8. 20.)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를 통일민주당 시안에 따라 기존의 5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중

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구성 방식에 관하여는 통일민주당이 주장을 철

회함으로써 협상이 타결되었다.152) 다만 그에 관한 상세한 논의의 내용

은 남아있지 않고, 그 중 ‘국회 몫’의 3인을 정당원으로 하는 데 대하여

는 통일민주당이 아래와 같은 민정당의 반대논리를 받아들인 것으로 추

151) 이는 신한민주당 시안과 달리 통일민주당 시안에서 처음으로 6년으로 규정한 것인데, 

그 이유는 법률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온 대법관의 임기가 6년이라는 점

을 감안한 것으로 짐작되나 이를 뒷받침할 확증은 없다.

152) 8인 정치회담 제10차 회담결과 발표자료(대통령기록관 소장), 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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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될 뿐이다.153)

○ 선거관리는 공정성이 그 생명인바,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중앙선관위원

의 정당가입 및 정치관여를 금지하고 있음

○ 민주당 안대로 할 경우 9인의 위원 중 국회 선출 3인의 위원을 정당원으

로 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관여금지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다른 6인

의 중립적 인사들에게까지 정치적 영향력에 휩쓸리게 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정당설립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어 양당제도로 운영될 수도 있고 3

당제 또는 그 이상의 정당으로 운영될 수 있는데 3인의 위원만 정당원

으로 한다는 것은 특정 정당에만 유리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불합리함

반면 국민투표 찬반운동의 명문화 여부에 대하여는 회담 말기까지 합

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단편적인 기록들을 종합하면 이는 민정당이 

‘국민투표의 대상으로는 (i) 헌법개정뿐 아니라 (ii)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도 포함되므로 후자의 경우에 선거운동과 같은 국민투표운동을 허용

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

다.154) 그에 대하여 한때 헌법개정의 경우에 한하여 찬반운동을 허용하

는 선에서 의견을 접근시켰다고도 하나,155) 결국 이에 대하여는 제18차 

회담(8. 30.)에 이르러 이를 헌법에 명시하지 않는 대신 「국민투표법」

을 개정할 때에 찬반운동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후 1987년의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는 종전의 「국민투표법」에 따

라 이루어졌고, 1988. 3. 25. 전부개정된 「국민투표법」(법률 제4086호, 

1989. 3. 25. 시행)은 정당법상의 당원자격을 가진 자에 한하여 국민투표

에 관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153) 현경대 기증문서 중 ‘중앙선관위원의 정치적 중립성’(1매).

154)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편, (주 5)의 문서, 71쪽(“민정: 현행헌법에 의한 국민투표사항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이므로 선거운동은 신중을 기하여야 함.”)

155) 1987. 8. 28.의 제18차 회담(1987. 8. 29.자 경향신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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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

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에 관하여 여야간에 쟁점이 된 것은 지방자치단

체의 장(‘자치단체장’)에 대한 직선제를 헌법에 명시할지의 여부였다. 지

방자치법은 1960. 11. 1. 개정된 이래로(법률 제563호) 모든 자치단체장의 

직선제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5. 16 쿠데타 직후인 1961. 9. 1. 이들을 모

두 임명제로 규정하면서 제정된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이 「지방

자치법」에 우선적용되는 체제가 1980년대까지 유지되고 있었다.

이에 대한 반향으로 통일민주당이 자치단체장을 국민이 “보통·평등·

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고 직접 규정한 것과 달리 민정당은 

1980년 헌법규정을 그대로 두었으나, 민정당이 내세운 논리도 자치단체

장의 직선제를 도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를 다음과 

같이 법률에 위임하여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156)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직선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과거 운영상의 폐

단 등을 고려하여 보완책을 마련한 후에 실시하는 것이 그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이며, 또한 현실적으로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모두 임명제

인데 갑자기 일시에 직선제로 전환할 경우 발생할 문제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므로 법률에 위임하여 융통성 있게 직선제로 전환하는 방책이 타당하

다고 할 것임.

그리하여 8인 정치회담의 제8차(8. 14.) 회담에서 한 차례 합의가 불발

된 뒤 제2독회를 마무리하는 제10차 회담에서 해당 조항은 “현행 헌법을 

위주로 조문을 정리하기로” 합의되었는데,157) 결국 1980년 조항의 문안

은 그대로 유지되었다.158)

156) 현경대 기증문서 중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임방법’(1매).

157) 8인 정치회담 제10차 회담결과 발표자료(대통령기록관 소장), 5쪽.

158) 1988. 4. 6.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으로써(법률 제4004호) 자치단체장은 모두 직선

하도록 규정했으나, 동법 부칙 제5조 ①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자치단체장을 “따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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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헌법개정절차

민정당은 1986년 시안에서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만이 헌법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대통령은 물론 수상도 발의권을 가지지 

않도록 하는 한편,159) 대통령이나 수상의 임기변경 또는 중임제한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의 효력을 제한하는 규정(현행 헌법 제67조 ②에 해당)도 두

지 않았다. 이는 (i) 대통령의 경우 비록 그 임기는 5년이나 전술했듯이 아

무런 실권을 가지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ii) 의원내각제에서 수상에 대하

여는 어차피 임기제한이 없을 뿐더러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역시 위와 같은 규정들을 둘 이유가 없다는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1987년의 민정당 시안에서는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권과 임기변경·

중임제한변경은 개정당시의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도록 하는 조항을 각각 

되살렸고, 이에 더하여 당초에는 “국회의원선거권자 50만인 이상”이 헌법

개정안을 독자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마련하였다.160) 그에 대해 7. 

22. 민정당 의원총회에서 이용훈 의원은 “유권자 50만명으로 개헌안을 발

의할 수 있다는 민정당 개헌안의 기준은 무엇인가”를 질의하였고,161) 그 

때문인지는 불분명하나 7. 24. 현경대 등이 전두환에게 보고한 요강 검토

안에서는 국회의원선거권자 “100만명”으로 발의요건이 강화되면서 그 이유

가 “헌법개정권력의 주체인 국민의 정치적 주장을 헌법에 직접 반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 국민주권의 원리를 구현하려는 것”으로 기재되었는데, 전

률로 정할 때까지 정부에서 임명한다”고 규정하였고 전국동시 지방선거는 1995. 6. 27.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159) 이에 대하여 1986. 8. 작성된 민주정의당 편, (주 99)의 문서, 39면에서는 그 이유에 

관해 “국민의 대표자가 국민의 전체적 의사를 반영하는 방법으로만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 설명하였다.

160) 현경대 기증문서 중 (민정당) 헌법특별위원회, (주 27)의 문서, 5쪽; 1987. 7. 16.자 

한국일보 6면; 동년 7. 20.자 동아일보 4면; 현경대 기증문서 중 민주정의당, (주 129)

의 문서, 52쪽.

161) 1987. 7. 23.자 경인일보 3면(연합통신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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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환이 이를 삭제하도록 지시하여 이후의 요강안에서는 배제된 것으로 보

인다.162) 이리하여 헌법개정절차에 관한 민정당의 시안내용은 1980년 헌법

의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낙착되었다.

한편 1985-1986년의 신한민주당 시안은 1980년의 신민당 시안과 마찬

가지로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발의권과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에 관한 

조항을 모두 삭제하였는데, 후자의 경우는 특히 역대 국민투표가 독재정

권의 창출·유지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었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163) 그러나 1987년 통일민주당은 이들 조항을 

모두 시안에 부활시켰는데, 당시 ‘재야’ 사회단체 등의 헌법개정시안들 

중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예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보

면164) 이는 통일민주당이 대통령을 배출하게 될 수 있다는 전망과 더불

어 적어도 1987년 이후의 국민투표에 대하여는 일정한 신뢰가치를 부여

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하여 헌법개정절차에 관한 한 여야 제1정당의 시안들은 내용상 동

일했고,165) 따라서 이에 대하여 8인 정치회담을 비롯한 1987. 8.부터의 

논의과정에서 이에 관하여는 아무런 논란도 없이 1980년 헌법규정들이 

그대로 1987년 헌법으로 옮겨졌다.

162) 현경대 기증문서 중 민주정의당 헌법특별위원회 편, (주 16)의 문서, 6쪽, 40쪽의 해

당내용 기재부분에 각각 펜으로 “X” 표시가 되어 있고, 이후 작성된 현경대 기증문서 

중 민주정의당, 『헌법개정안 요강안 시안』(표지에 “109차 중집보고 7/29”라 기재되어 

있다)의 해당부분에는 국민발안권과 관련된 내용이 모두 빠져 있다.

163) 1962년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 이후로 1987년까지 국민투표는 다음과 같이 4차

례 이루어졌다. ① 1969년 3선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② 1972년 유신헌법으로의 개정

을 위한 국민투표, ③ 1975년 유신헌법에 대한 찬반(대통령 재신임과 연계)에 대한 국

민투표, ④ 1980년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

164) 예컨대 1986년 대한변협 시안(제120조, 제121조)에서는 헌법개정절차에 관하여 개정

안의 제안은 국회 재적의원 1/3의 찬성으로 하고, 30일 이상의 공고(대통령)를 거쳐 공

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그로써 헌법개

정이 확정되도록 하였다.

165) 통일민주당 시안은 민정당 시안(1980년 헌법도 같다)이 규정한 발의권자인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를 순서만 바꾸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으로 

규정하였고, 또한 대통령의 임기연장·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이 개정제안 당시의 대

통령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조항(1980년 헌법 제129조 ②)의 위치를 민정당 시안은 

대통령의 임기에 관한 시안 제67조(현행 헌법 제70조에 해당) ②으로 그대로 옮겼다는 

차이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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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함의에 대한 평가

이상 살펴본 요소들에 관하여는 대부분 민정당과 통일민주당 시안의 

내용이 결과적으로 일치함에 따라 8인 정치회담을 통한 논의의 대상이 

전혀 되지 않았으나, 헌법적으로는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우선 국민투표 찬반운동권을 헌법에 신설하자는 주장의 배경은 1987년 

이전의 헌정사를 통해 나타난 국민투표제도의 운용현실에 대한 불신이라 

할 수 있다. 돌이켜 보면 국민투표제도는 1954년 헌법에서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사항”에 관하여 국회의 

가결 후 민의원의원 선거권자 50만명 이상의 찬성으로써 발의할 수 있도

록 규정함으로써 처음 도입되었지만, 실제로 실시된 것은 5. 16 이후 

1962년 헌법개정 과정에서 법적 근거의 흠결을 치유하기 위해서 실시했

던 것이 최초이다. 이후 3선 개헌, 유신개헌, 1980년의 개헌에 이르기까

지 국민투표는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헌법개정에 대하여, 그리고 1975년

에는 유신정권에 대한 신임에 대하여 국민에게 직접 찬반을 물음으로써 

이를 정당화하는 데 활용되어 왔었다. 그렇기 때문에 1986년까지 제1야

당은 국민투표제도 자체의 폐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그에 반해 1987

년에 통일민주당이 국민투표제도의 존치를 인정하되 그에 대한 찬반운동

의 헌법적 보장을 주장하는 것으로 입장을 변경한 것은 한편으로 집권자

가 주도한 국민투표가 부결된 적이 없다는 역대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

로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6월 항쟁을 통해 나타난 국

민의식에 대한 신뢰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국민투표에 대한 찬반운동의 허용여부 자체는 그 당시의 쟁점이었

을 뿐 지금에 이르러서는 직접적인 유효성을 상실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시안이 제시되었을 당시에는 집권세력이 고정되어 있는 헌정체

제로 인해 대의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민

투표 의제에 대한 자유로운 논의여건이라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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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였다고 할 수 있다면, 국회의 대의기능이 일반적으로 정상작동하는 헌

정체제에서는 국민투표의 의의를 어떻게 보아야 할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이는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에서’ 국가의 중요정책에 관한 국민투표를 부의할 수 있도록 하는 유신헌법

의 규정이 1980년 헌법을 거쳐 현행 헌법에도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는 

점에서 재고할 여지가 있다. 1975년과 같이 정부에 대한 신임을 직접 묻는 

경우는 일단 논외로 하더라도, 국가의 중요정책에 관하여 대통령이 국회를 

뛰어넘어 국민에게 그 찬반을 직접 묻는 것이 대통령에게 어떠한 지위와 

권한을 부여함을 뜻하는 것인지를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역시 아무런 논의 없이 현행 헌법에 규정되기에 이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발의권과도 연관되어 있다. 다만 국민투표부의권의 경우와 

다르게,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일단 이루어지더라도 국회의 의결을 거

쳐야만 한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의의를 적어도 상당부분 잃었다고 볼 수

는 있다. 1980년 헌법은 여당의 다수의석 점유가 사실상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국회의 재적의원 2/3의 찬성의결을 헌법개정의 요건으로 규정

했던 것이지만, 그러한 다수파 여당의 입지가 더 이상 보장되어 있지 않

은 현재의 헌정체제에서는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권이 궁극적인 의의를 

상당부분 상실했다는 평가가 가능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의 개헌안 발의가 국민의 여론을 환기하여 국회가 이를 의결할 사실상의 

유인을 제공한다는 의의가 남는다고는 할 수 있을 것이나, 애당초 대통

령을 ‘3권 위에 존재하는 국정조정자’로 보지 않는다면 그러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할 필요가 있을지에 관해 의문의 소지가 있다고 하겠다.

한편 지방자치제도에 관하여 1987년 헌법개정 과정에서 아무런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미흡한 점으로 볼 수 있지만, 적어도 지방자치

단체장의 선거가 아닌 “선임”을 현행 헌법에 그대로 둔 이유는 종래의 자

치단체장 임명제를 그대로 존속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개정헌법의 시행과 

동시에 모든 자치단체의 장을 직선하기는 곤란하다는 현실적 필요에서 기

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비록 노태우의 6. 29 선언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

으나 당시부터 직선제의 점진적 도입을 통한 지방자치제의 실질화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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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묵적인 합의는 이 당시부터 이루어져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제4절 소 결

제4장에서 본 헌법 총론과 기본권·경제질서에 관한 규정들의 경우와 달

리, 정치제도에 관한 헌법규정들에 대하여는 양대 정당의 당면한 이해가 

직결되어 있었으므로 ‘절충’이나 ‘문안정리’를 통한 타협적 해결이 아니라, 

양당 시안 중 어느 하나가 관철될 때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지속되는 

경향이 강했다는 것이 협상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 결과에 관하여 우선 계량적으로 8인 정치회담의 양상을 결산해 보면, 

회담 합의문을 기준으로 정치제도와 관련하여 문제되었던 쟁점의 수는 모두 

54개에 해당하는데, 그 중 아래에서 보는 16개 항목을 제외하면 협상의 결과

는 모두 민정당의 시안내용 그대로 헌법에 반영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이에

는 통일민주당과 시안내용이 애당초 일치되어 있던 것도 포함되어 있다).

부 문 민정당 시안으로부터 절충·변경된 사항

국 회

① 국회 정기회의 회기를 90일에서 100일로 늘림

② 국회의 국정감사권 부활에 더하여 그 대상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국정조사권까지 인정

③ 국회의 국무총리·국무총리 해임의결권을 대통령에 대한 구속력 없는 건의권으로 변경

대통령

·

행정부

④ 대통령의 입후보를 위해 국내에 5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

⑤ 대통령의 궐위시 보궐선거를 즉시 하도록 한 시안과 달리 그 시기를 궐위 후 60일 이내로 함

⑥ 대통령의 임기를 시안에서 정한 6년 단임이 아닌 5년 단임으로 함

⑦ 대통령의 국회해산권 폐지

⑧ 대통령의 자문기관 명칭을 일부 변경

법 원

⑨ 대법원의 행정·조세 등 전담부에 대한 설치근거 조항을 삭제

⑩ 대법관 임명에는 국회의 동의를, 일반법관 임명에는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각각 얻도록 함

⑪ 비상계엄시의 군사재판을 단심제로 할 수 있는 대상에서 사형선고의 경우를 제외

헌  법

재판소
⑫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으로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을 추가

선 거

관 리

⑬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사무로 국민투표사무를 추가

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5년에서 6년으로 늘림

⑮ 국민투표에 대한 찬반운동을 국민투표법에 반영하기로 함

헌 법

개 정
⑯ 헌법개정 발의권자의 문안상 대통령과 국회의 앞뒤 순서를 서로 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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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위 16개 항목이 정치제도에 관한 주요 쟁점을 모두 담고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특히 국회와 정부의 권한이나 선거·임기에 관하여 양

자간에 가장 첨예한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쟁점들은 결국 일정부분 절충

을 통하여 해결될 수밖에 없었음을 알 수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

한 사항들을 추려 보면 (i) 국회의 국정감사권 및 국정조사권, (ii) 대통령

의 입후보 요건과 임기, (iii) 대통령의 권한과 관련해서는 국회해산권의 

폐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양당 간에 다투어진 쟁점이 이와 같이 적은 

수에 그칠 수 있었던 데에는 우선, 국회에 관하여 임시회의 소집요구 정

족수를 인하(재적의원 1/4)하는 한편 연간 회기일수의 상한(150일)을 폐

지하고, 대통령의 직선제는 물론이고 그 대표적인 국가긴급권인 비상조

치권을 폐지하는 등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양당이 이미 시안 내용상

의 일치를 보고 있었다는 점이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들이 가지는 중요성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이들을 제

외하고 나면 대통령의 권한을 종전보다 크게 제약하거나 국회의 권한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할 요소가 유의미한 수준에서 발견되지는 않는다. 국

정감사권 이외에 국회의 권한으로 신설 내지 강화된 것도 없고, 대통령의 

권한이 위에서 본 이외에 축소된 것도 없을 뿐 아니라 그 또다른 국가긴

급권인 계엄선포권에 대한 통제가 강화된 것도 아니며, 법원이나 선거관

리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된 면도 없는 것이다. 그밖에 특기할 만한 점은 

헌법소원심판권을 가진 헌법재판소가 신설된 점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데에는 일면, 여야 양대 정당이 

모두 집권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던 것이 가장 큰 사실적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포함하여 그 지위나 권한

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약화시키는 데 대해 양자가 의견의 일치를 볼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대통령의 국회해산권 폐지와 국회의 각료 해임건의권에 대한 

강제력의 삭제를 서로 교환적으로 받아들인 여야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여소야대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의 유무에 대해서는 양당이 판단을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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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후자의 상황은 결과적으로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가 대통령에 대

해 가지고 있던 종속성이 크게 해소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나, 대통령의 요구로 소집한 임시회의 회기·의제 

제한규정이 폐지된 것이 이를 잘 나타낸다고 하겠다. 국회해산권 폐지에 

대한 반대급부로 국회도 국무총리·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의결권을 상실

했으나, 이들 두 제도가 모두 삭제된 것이 그 둘 모두 존치된 경우보다는 

국회의 독립성 신장에는 유익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국정감사권의 부활 또한 비단 야당의 정부에 대한 비판·감시수단이라는 

기능을 넘어 여당소속 국회의원들의 입장에서도 정부에 대한 독자적인 

입지를 주장할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그 독립성을 강화하는 면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기능의 활성화도 다수파의 교체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즉 그에 의한 입법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이 강화되면서 쉽게 합의에 도

달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 이 과정에서 양당이 숙의를 

거쳐서 의도했던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헌법재판소가 종전의 헌법상 제

약, 그리고 법원에 대한 절차적 의존성에서 벗어나서 국회 다수파의 입

법을 위시한 국가권력의 행사나 불행사에 대해 광범위하게 헌법적 기준

에 따른 심판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합헌적 법률에 의한 국가작용이라

는 법치주의의 실질화가 크게 촉진될 수 있었다.

또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점으로, 위 54개의 쟁점들 가운데 민정당의 

시안이 그대로 반영된 38개 쟁점 중에서도 21개는 민정당이 통일민주당 

시안의 반영을 저지하여 1980년 헌법의 내용을 그대로 두기로 합의한 쟁

점의 수이다. 이와 같이 저지된 통일민주당 시안의 내용은 요컨대 국회

와 법원의 권한을 강화하고 정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예로 ①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고, ②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를 직무상 발언 등에 부수한 행위로까지 확대

하며, ③ 정부로 하여금 국회에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고, ④ 대통령은 취임선서를 국회에서 하도록 하며, ⑤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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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의 중요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부의권은 삭제하며, ⑥ 국무회의를 

심의기관만이 아닌 의결기관으로 하고, ⑦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는 것, 

⑧ 그리고 대법원장의 동의 없이 법원 예산을 삭감할 수 없도록 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하여는 통일민주당이 특별히 논쟁하

였다는 기록이 없이 철회했다는 점도 공통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포기하는 데 대한 반대급부로서 통일민주당이 얻은 것이 많지도 않

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결국 이는 국회의 정부에 대한 우위를 우선순위

에 크게 두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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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 론

1987년의 헌법개정에 이르는 헌정개편에 대한 요구는, 국가권력이 국민

의 의사에 보다 순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1980년 헌정체제로부터 탈피해

야만 한다는 당위로부터 출발하였다. 유신헌정의 종식을 앞두고 신군부가 

국회를 통해 이루어졌던 개헌논의를 중단시키고 그에 대신해 수립한 헌정

체제는 집권세력에 대한 사회의 도전을 전방위적으로 억압하는 권위주의 

체제였고, 그로 인해 헌정개편의 요구는 1983년의 유화국면 이후부터 본

격적으로 표출되었다.

1980년 헌정체제에 대한 각 행위주체들의 대응은 서로 달랐다. 처음부터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정권은 기존 헌정체제의 지속을 통하여 혹은 1986

년 이후에는 수상에게 행정·입법에 관한 권한을 집중시킨 의원내각제 개

헌이라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여당이 장기집권을 유지할 수 있는 헌

정체제를 추구하였다. 반면 기존 집권체제에 대한 반발이 집약된 제12대 

총선을 통해 1985년부터 제1야당으로 부상한 신한민주당은 민추계를 중심

으로 당론을 수렴하면서 대통령직선제 합의개헌을 주된 정치의제로 부각

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대통령직선제가 범국민적인 헌정개편 목표로 자

리잡은 것은 1987년부터이다. 1986년까지 재야·학생운동 세력은 비록 반

정부투쟁의 방편으로 신한민주당과 제휴하기는 하였으나 이들은 군부정권 

타도의 선행론 또는 민중에 의한 새로운 헌법제정론을 취하면서 제1야당

의 ‘보수대타협’을 견제하는 입장을 취하였고, 종전 집권세력과의 공존과 

타협을 전제로 하면서 기존 헌법상의 절차에 따르는 직선제 개헌은 1986

년 하반기 전두환 정권의 탄압과 여론의 관망에 따라 저항세력이 1987년

부터 채택한 차선책이었다. 한편 한반도의 안정을 1차적인, 그리고 한국의 

정치발전을 2차적인 정책목표로 설정한 미국은 1차적 목표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한도 내에서 여야의 합의개헌을 종용하는 입장을 취했다.

의원내각제 합의개헌을 통한 1당 장기집권 체제를 수립하고자 하였던 

전두환 정부와 민정당은 박종철 고문치사와 그에 대한 은폐사실의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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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계기로 종전의 저항운동이 6월 항쟁으로 범국민적인 저항으로 확

산되면서 저항세력의 목표가 대통령직선제 합의개헌으로 수렴하게 되면

서 위기에 봉착하였고, 이를 전두환 정권이 무력진압할 경우 한반도 안

정이 위협된다고 판단한 미국이 지지를 철회하자 세력유지를 위한 불가

피한 방편으로 대통령직선제 합의개헌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로써 

1987. 7.부터 시작된 개헌논의에는 촉박한 일정이 예정됨에 따라 개헌논

의는 여야 정당이 사실상 전담하게 되었고, 1개월에 걸친 양당의 시안 

마련과 1개월간의 8인 정치회담을 통해 시급하게 종결되었다.

이러한 논의의 재료로서 민정당은 대통령직선제 시안작성을 위해 1980

년 헌법규정의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긴급권 등 일부 요소에 대해서

는 유신 이전의 1962년 헌법의 규정요소를 차용하였고, 방대한 정부재원

을 배경으로 다수의 사회권적 기본권 규정을 제시했다. 그와 달리 통일

민주당의 경우 1970년대부터 대통령직선제를 주창한 구 신민당의 시안을 

계승했으나 창당 이후 개헌논의의 전망이 없던 1985-6년에 걸쳐 내용상

의 발전을 이루지 못하였고, 그런 상태에서 1987년 개헌정국이 시작되자 

대한변협·한국노총 등의 개헌주장 중 새로운 요소를 다수 차용했다. 한

편 갑작스런 개헌논의에 미리 대비하지 못하고 있던 재야 사회단체들은 

구체적·종합적인 개헌구상을 적시에 제시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개

헌협상은 실질적인 의미에서도 양대 정당의 시안 사이에서 항목별로 내

용을 택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헌법 전문에 대한 협상의 결과가 말해주듯이, 개정 헌법은 종전 헌정

체제에서 성장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온 여야 양당이 당시까지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정치체제의 구성원으로서 공존한다는 협약의 

성격을 강하게 띨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기존 세력을 상대방으로서 

인정한다는 기조는 저항세력들의 목표가 종전 헌법상의 절차에 따른 헌

법의 개정이라는 현실적 목표로 수렴한 데 따른 것이었고, 전문의 내용

은 이를 반영하여 각자의 일방적인 정치적 승리를 상징할 수 있는 문구

를 모두 거부하고 중립적인 문구들이 반영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이는 

이들 정파 중의 어느 쪽이 집권하더라도 그로써 새 헌법과의 원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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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기본권과 경제질서에 관한 양당의 협상은 대체로 대등한 수준에서 이

루어질 수 있었고, 새로운 정치체제의 정립을 목전에 둔 양당은 그 체제 

안에서 집권주체를 선택하게 될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신장에 대해 순탄

하게 합의하는 양상을 보였다. 형사절차에 관한 기본권이나 표현의 자유

에 관한 규정들은 종전 헌정체제에서 만연했던 억압에 대한 최소한의 금

지 요구를 수용하였고, 통일민주당 시안에 반영된 노동계의 이익균점

권·경영참여권에 대한 요구는 재계에서 주창한 기업의 경제주체론을 비

롯한 경제관련 규정의 개정과 상쇄되었고 이는 재계의 정치적 발언력 신

장이 헌법상으로 확인되는 첫 사례이기도 하다. 한편 여타의 사회권적 

기본권들에 관하여는 대부분 구체적인 내용의 규정이 회피되고 향후의 

입법에 그 형성이 맡겨졌다.

정치제도와 관련하여서는 특정한 몇몇 제도를 제외하고 대통령직선제

를 제외한 면에서 실질적인 개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불충분하다. 국

회의 경우 국정감사권 부활로 야당의 견제·감시기능이 일부 신장되기는 

하였으나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국회의 통제수단이나 권한 확대가 전

반적인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수반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대통령의 선거와 

권한을 둘러싼 논의가 주된 쟁점을 이루어졌으나, 양당 모두가 각자 대통

령 선거에서의 집권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 결과 대통령은 단순한 행정

부 수반 및 외국에 대한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초월하는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대체로 유지하게 되었다. 다만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이나 

국회해산권과 같은 주요 권한은 대거 축소됨으로써 이 부문에 관한 한 

1962년 헌법과 비슷한 조항들이 형성되었다. 그밖에 비록 사법부나 헌법

재판소에 관한 논의는 충분한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으나, 헌법소원 

심판권을 가진 헌법재판소가 신설된 점은 국민의 권익보호가 전반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규정의 내용으로 본다면 1987년의 헌법개정으로써 새롭게 형성된 

기본권이나 정치제도는 1980년 헌정체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으로서 여

러 면에서 불충분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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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로써 형성된 헌정체제는 집권정파가 어느 쪽으로 교체되더라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가치를 확보했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개헌에 양대 정파가 대등한 수준의 힘을 가지고서 참여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상호 호환적인 규정들이 형성될 수 있었던 데 기인한다고 하겠다.

과거의 유신체제나 1980년 헌정체제는 그 도입의 계기에서부터 특정한 

한 정파의 집권을 정당화하고 유지하도록 하는 규범적 기제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 헌정체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정파가 집권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설령 집권한다고 하더라도 헌정제도의 운영이 원

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 그에 반해 새 헌법으로의 개정 과정에서

는 서로 대등한 당사자로서의 공존이 전제된 결과 대체로 중립적인 이

념·원리들이 채택되었고, 그들 간에 양자가 집권경쟁을 제도적 편향 없

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직선제가 이러

한 요청의 주요 구성요소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직선제의 채택 그 

자체보다도 이와 같이 정권의 교체에 불구하고 헌정체제가 큰 변동 없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이야말로 국민이 안정적인 여건에서 집권세력의 정

치운영을 비교하고 그에 기반하여 대표자를 스스로 선택함으로써 그 정

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민주화의 가장 기본적인 요

청을 충족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1980년 헌정체제로부터 탈피하고자 

했던 필요성에 부응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새 헌법은 종전 헌법들이 

가졌던 특정 정파에 대한 편향을 극복함으로써, 이후 수 차례의 정권교

체에 불구하고 헌정질서는 근본적인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오랫동안 유

지될 수 있었고, 정치적 책임과 재집권의 가능성은 각 정파의 무분별한 

기본권 침해를 억지할 수 있었다. 이는 곧 헌법의 규범력이 종전의 헌정

체제에 비해 실질화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음을 뜻하기도 한다.

전두환 정권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 권위주의 정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저항이 이를 압도한 국민의 종국적인 승리로 귀결되지 

않고, 시민사회의 요구만 불충분하게 반영한 기성 정당들 사이에서의 타

협을 통해서 이들 사이의 정권교체 가능성을 법제화한 헌법으로 귀결되

었다는 평가는 1987년 헌법이 ‘6월 항쟁의 산물이자 상징’이라는 종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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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에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

나 이 헌법을 만든 국민의 의지에는 헌정체제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수평

적인 정권교체의 경험이 누적됨에 따른 정치과정의 자정작용을 신뢰하는 

국민의 의지 또한 포함되어 있었다고 본다.

그러한 자정작용이 실제로 수행되어 왔는지 혹은 수행될 수 있는 것인

지의 여부는 헌법개정으로부터 만 32년이 지난 지금의 관점에서도 풀리

지 않는 문제이고, 또한 관찰자의 관점에 따라서 같은 시점에서도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이 연구에서는 그에 대한 답을 시도

하거나 직접적인 시사점을 찾고자 하지는 않으며, 그것이 이 연구의 많은 

한계점 중에서도 가장 주요한 것이라고 본다. 다만 여기서는 집권자의 정

치적 책임을 묻고 국민의 의사에 집권자를 순응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였던 1980년 헌정체제와는 달리, 현행의 헌법에서 

정치제도의 운용과 그에 따른 기본권의 보장수준에 대한 책임은 국민의 

선택으로 유보되었다는 평가로서 결론에 갈음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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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改 憲 試 案 協 商 合 意 事 項

(民正·民主 兩黨 8人 政治會談)

1987.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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合 意 事 項

民主正義黨과 統一民主黨은 兩黨改憲試案協商(8人政治會談)

에서 다음과 같이 合意하였음을 確認하고 이에 署名함.

1987年 8月   日

民主正義黨代表

統一民主黨代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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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인 정치회담 당시의 헌법인 1980년 헌법을 말한다.

改 憲 試 案 協 商 合 意 事 項
編別 項 目 現 行 憲 法1) 民 正 黨 案 民 主 黨 案 會 談 結 果

前

文

繼承精神 3.1 運動
上海臨時政府(3.1 運動), 
4.19

上海臨時政府(3.1 運動), 
4.19, 5.18

合意(文案整理 完了)
    (文案別添)

第5共和國 明 示 明 示 削 除

抵抗權, 文民政治, 政治
報復禁止

없 음 없 음 新 設

民族中興의 使命, 自由·
權利에 따른 責任·義務

있 음
있 음

(自律과 調和 추가)
削 除

總

綱

在外國民保護 宣言的 規定(§2②) 具體的 規定으로 補强(§2②) 現行과 同(§2②) 民正黨案에 合意

平和統一 努力義務 前文에 明示 前文에 明示 新 設(§4)
民主黨案에 合意(단, 自由
民主主義의 基本秩序를 
넣기로 함) (文案別添)

軍人의 政治介入 禁止 없 음 없 음 新 設(§5② 후단)
合意(現行 第4條 第2項 後
段追加 : 그 政治的 中立
性은 遵守된다) (文案別添)

公務員 財産公開 없 음 없 음 新 設(§7③) 新設하지 않기로 合意

政黨의 要件
組織, 活動이 民主的
(§7②)

現行과 同(§7②)
目的·組織·活動이 民
主的(§8②)

民主黨案에 合意

違憲政黨 解散制度 인정(憲法委員會: §7④) 인정(憲法裁判所: §7④) 불인정(§8, §90 참조) 民正黨案에 合意

基

本

權

處罰과 保安處分의 要件
法律에 의한 處罰·保
安處分 인정(§11①)

現行과 同(§11①)
刑의 宣告에 의해서만 
가능(§12①)

合意(現行대로 하되 “法
律과 適法한 節次에” 追
加. 그리고 民主案 第12
條 第1項의 “法官의 裁判
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부분의 정신과 취지를 下
位法에 明示2)) (文案別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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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明示”라 인쇄된 위에 펜으로 교정부호와 함께 한글로 “반영”이라 가필되어 있다.

編別 項 目 現 行 憲 法 民 正 黨 案 民 主 黨 案 會 談 結 果

基

本

權

令狀制度
現行犯人등 事後令狀制
度만 인정(§11③ 단서)

現行과 同(§11③ 단서)
그밖에 令狀發付 및 執
行要件 强化(證據主義·
適法節次 : §12④⑤)

文案整理로 合意
(文案別添)

逮捕·拘禁時 告知 및 
通知

없 음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 告知, 家族에 대한 
通知(§11⑤)

辯護人의 助力받을 權
利로 接見·交通權 例
示, 連行추가(§12⑤)

文案整理로 合意

拘束適否審 범위
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인정(§11⑤)

全面 인정(§11⑥) 現行과 同(§12⑦) 民正黨案에 合意

證據能力 제한
自白의 證據能力만 制
限(§11⑥)

現行과 同(§11⑦)
違法蒐集證據까지 추가
(§12⑧)

現行대로 合意

우편물檢閱 등 令狀主義 明示하지 않음 明示하지 않음 明 示(§18②) 明示하지 않기로 合意

言論·出版에 대한 許
可·檢閱 禁止

明示하지 않음
明示(§20②), 映畫·演藝
는 제한적으로 허용(§20
② 단서)

明示(映畫·演藝도 포
함: §21②)

兩黨案에서 「映畫·演
藝」 削除 合意(文案別添)

集會·結社에 대한 許
可禁止

明示하지 않음 明 示(§20②) 明 示(§21②) 合 意

新聞·通信·放送의 施
設·基準, 編輯·編成의 
公正性

明示하지 않음 明 示(§20③) 明示하지 않음

「通信·放送의 施設基
準과 新聞의 機能을 保
障하기 위하여 필요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
다」로 合意(代案)

言論 被害賠償 請求權 明 示(§20③ 후단) 明 示(§20④ 후단) 削 除(§21④ 참조) 民正黨案에 合意

科學技術者 權利保護 없 음 新 設(§21②) 없 음 民正黨案에 合意

財産權 收用時 補償
公益 및 關係者利益 衡
量, 法律로 정함(§22③)

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
라 正當 補償(§22③)

正當補償(§23③)
文案整理로 合意
(文案別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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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哨兵”이 두 번 들어간 오기는 원문의 것이다.

編別 項 目 現 行 憲 法 民 正 黨 案 民 主 黨 案 會 談 結 果

基

本

權

選擧年齡 20세(§23) 20세(§23) 19세(§24) (修正提議)
下位法에 委任하기로 
合意(文案別添)

軍法會議裁判管轄權

軍 事 機 密 · 哨 兵 · 哨
兵 3)·捕 虜·軍 事 施 設 
犯罪등, 非常戒嚴時, 非
常措置時(§26②)

有害飮食物供給·軍用
物犯罪 및 非常措置時 
削除(§26②)

非常戒嚴으로 法院 正
常機能 발휘 困難時에 
限定(§27④)

民正黨案대로 하되, 
“有毒음식물공급”을 追
加하고, 「軍事施設」
을 「軍用物」로 整理
合意(文案別添)

刑事被害者 裁判陳述權 없 음 新 設(§26⑤) 없 음 民正黨案에 合意

刑事補償請求權
無罪判決받은 被告人
(§27)

無嫌疑 處分받은 被疑
者 추가(§27)

不起訴 處分받은 被疑
者 추가(§28)

民主黨案에 合意

軍人·警察의 國家賠償 
請求權

二重賠償 禁止(§28②)
國家報償 고려, 法律로 
규정(§28②)

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인정(§29①)

現行대로 合意

刑事被害者 國家救助 없 음 新 設(§29) 없 음 新設하기로 合意

敎育의 專門性 保障 明 示(§29④) 明 示(§30④) 削 除(§30④ 참조)

折衷하여 文案整理로 
合意

大學의 自律性 保障 明示하지 않음 明示하지 않음 明 示(§30⑤)

平生敎育 振興, 敎育·
財政·敎員의 地位 保障

있 음(§29⑤⑥) 있 음(§30⑤⑥) 削 除(§30⑥ 참조)

最低賃金制 없 음 明 示(§31①) 明 示(§31②) 文案整理로 合意

勤勞의 義務 있 음(§30②) 있 음(§31②) 있 음(§31①) 合 意

女子의 勤勞條件 差別
待遇 금지

明示하지 않음 明 示(§31④) 明示(少年도 포함 : §31④) 文案整理로 合意

優先就業對象
國家有功者 傷痍軍警 및 
戰歿軍警 유가족(§30⑤)

現行과 同(§31⑤)
産業災害被害者 및 그 
유가족 추가(§31⑤)

現行대로 合意

團體行動權의 行使 法律로 정함(§31① 단서) 現行과 同(§32① 단서) 削 除 ①항, 단서삭제로 合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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編別 項 目 現 行 憲 法 民 正 黨 案 民 主 黨 案 會 談 結 果

基

本

權

公務員의 勞動3權
法律로 정한 者만 인정
(§31②)

現行과 同(§32②) 削 除
②항, 法律이 定하는 公
務員의 勞動3權 保障으
로 合意

團體行動權의 制限 또
는 不認定 범위

國家·地方自治團體·
國公營企業體·防衛産
業 體 · 公 益 事 業 體 등
(§31③)

法律이 정하는 防衛産
業體(§32③)

削 除
民正黨案에 合意
(防衛産業體를 法律에
서 具體的으로 明示)

勤勞者의 利益均霑權 없 음 없 음 新 設(§33, §34)
新設하지 않기로 合意
(다만, 民正黨案 第118
條 第2項 文案整理)

女子의 福祉·權益向上 明示하지 않음 明 示(§33②)
明示하지 않음(§35② 
참조)

文案整理로 合意

國家救護對象
生活能力 없는 國民
(§32③)

身體障礙者 추가(§33
⑤)

災害·疾病·勤勞能力 
상실· 老 齡 · 身 體 障
碍·失業등에 있는 國
民(§35②)

文案整理로 合意

國家福祉政策對象 明示하지 않음
老人·靑少年의 福祉·
災害 및 疾病豫防, 醫療
增進(§33④⑥, §35③)

環境權 現行 33條 民正 34條 民主 36條 文案整理로 合意

國家의 住宅開發 明示하지 않음 明 示(§34②) 明 示(§36④) 文案整理로 合意

婚姻·家族生活 兩性平等 宣言的 規定(§34①)
具體的 規定으로 補强
(§35①)

現行과 同(§37①)
合意(文案整理完了)
(文案別添)

母性保護(姙娠, 出産, 育兒) 明示하지 않음 明 示(§35②) 明示하지 않음
合意(文案整理完了)
(文案別添)

基本權 制限要件
國家安保·秩序維持·
公共福利上 法律로 制
限(§35②)

「불가피한 경우에 最小
限의 範圍」에 한정되도
록 要件强化(§36②)

現行과 同(§38②) 現行 35條 2項으로 合意

國
會

得票率에 따른 比例代
表 議席配分

없 음 없 음 新 設(§42④) 現行대로 合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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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

會

免責特權 범위
國會에서의 職務上 發
言·表決(§81)

現行과 同(§44)
그에 부수하는 行爲 추
가(§46)

現行 第81條로 合意

國會臨時會 召集要件 在籍議員 1/3(§83①) 在籍議員 1/4(§46①) 在籍議員 1/4(§48②) 合 意

定期會 會期 90日(§83②, §90②) 90日(§46②, §53②) 120日(§48③, §55) 會期 100日로 合意

豫算案國會提出期限
現行(90조②)
(會計年度開始 90日前까지)

現行과 同
55조②(會計年度 開始 
120日前까지)

現行대로 合意

年間 開會日數 150日 制限 및 
大統領召集 國會議題 제한

있 음(§83③⑤) 削 除 削 除 合 意

國會非公開會議 要件
國會議決, 議長判斷
(§86① 단서)

現行과 同(§49① 단서)
議長判斷에 의한 非公
開 削除(§51① 단서)

現行 86條 1項 단서로 
合意

法院豫算編成權 없 음 없 음 新 設(§55③) 新設하지 않기로 合意

準豫算支出 基準
前年度 豫算에 準하여
(§90③)

現行과 同(§53③)
「歲入의 범위 안에
서」 추가(§55③)

現行 90條 3項으로 合
意

國政調査·監査
國政調査, 裁判·犯罪搜
査등 干涉禁止(§97)

國政監査, 裁判·犯罪搜
査등 干涉禁止, 監査對
象·範圍·節次는 法律
에 위임(§60①②)

國政監査 및 調査, 裁
判·犯罪搜査등 干涉禁
止 削除(§62)

第1項은 民主黨案을 수
용하고, 第2項은 民正
黨案에 文案整理로 合
意 (文案別添)

國會議員징계에 대한 
法院에의 提訴

現行(100조④)
不可能

現行과 同(63조④)
現行(100조④ 삭제)
提訴可能

現行대로 合意

國務總理·國務委員 出席
要求

國會나 委員會議決, 代
理答辯 허용(§98②)

現行과 同(§61②)
在籍議員 1/3, 代理答辯
制度 削除(§63)

現行대로 合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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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

會

國務總理, 國務委員 不
信任

解任議決權(國務總理는 1
年間 禁止), 在籍議員 1/3
發議, 國務總理 解任時 
全國務委員 解任(§99)

現行과 同(§62)

解任建議權(國務總理 1
年間 금지, 發議要件, 
國務總理 解任時 全國
務委員 解任規定은 削
除 : §64)

①항: 民主黨案
②항: 現行대로 하되, 
“議決”을 “建議”로 하
여 文案整理(文案別添)
③항: 削除

彈劾審判委員會 없 음 없 음 新 設(§67)
新設하지 않기로 合意
(憲法裁判所에서 管轄)

政

府

大統領의 地位
國家元首, 行政府 首班
(§38①④)

現行과 同(§65①④)
國家元首 削除(§68① 
참조)

民正黨案에 合意

副統領制

없 음 없 음 新 設

新設하지 않기로 合意權限 : 大統領補佐·職務代行 및 承繼(§68⑤), 國務會議 出席發言權(§89④)
  選擧 : 直選·同一티켓등(§89①~⑦), 補闕選擧등(§70①~④)
  任期 : 4年(§72①), 기타: 彈劾(§66①), 權限代行(§73①)

大統領選擧 間 選(§39~§41)
直 選(§66①)
* 決選投票 및 單獨立
候補 特例(§66②③)

直 選(§69①)
* 決選投票 및 單獨立候
補 特例는 民正黨과 同
(§69⑤⑥)

合 意

大統領 立候補要件
政黨 또는 大統領選擧
人 추천(§39②), 5年이
상 國內居住등(§42)

政黨추천 明示하지 않음.
5年이상 國內居住(§66④)

政黨추천(§69③), 5年이상 
國內居住 削除(§69② 참조)

合意(政黨추천要件과 5
年이상 國內居住要件은 
削除) (文案別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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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府

任期·重任制限
7年 單任, 憲法改正 效
力制限(§45, §129②)

6年 單任, 憲法改正 效
力制限(§67①②)

4年 1次重任, 憲法改正 
效力制限(§72, §124②)

5年 單任으로 合意
(文案別添)

後任者 選擧
任期滿了 30日前, 闕位
後 3月이내(§43)

任期滿了 70日 내지 40
日前, 闕位後 卽時(§68)

任期滿了 60日前, 闕位
後 60日이내(§70①②)

任期滿了 70日 내지 40
日前, 闕位後 60日 이
내로 合意(文案別添)

* 補闕選擧
規定없음(殘任期間 在任
규정 않음)

現行과 同
不必要(副統領이 承繼)
* 殘任期間 在任與否 불명확
副統領은 補闕選擧(§70④)

規定不要로 合意

大統領 就任場所 明示하지 않음(§44 참조) 明示하지 않음(§70 참조) 國 會(§71②) 現行대로 合意

國民投票附議權
外交·國防·統一 기타 
國家安危에 관한 重要政
策(§47)

現行과 同(§71)
外交·國防·統一 기타 
重要政策(§74)

現行 47條로 合意

非常措置權등 非常措置權(§51, §65)
緊急財政·經濟處分 및 命令
權, 緊急命令權(§75, §89)

民正黨案과 同(§78, §90) 文案整理로 合意

非常戒嚴의 效力
令狀制度, 言論·出版·集
會·結社의 自由, 政府나 
法院의 權限변경(§52③)

現行과 同(§76③)
令狀制度 및 法院의 權
限변경 제한(§79③)

現行 第52條 第3項으로 
合意

戒嚴에 대한 國會의 統制
戒嚴후 지체없이 國會
通告, 在籍過半數 解除
要求(§52④⑤)

現行과 同(§76④⑤)

戒嚴後 7日以內 國會召
集 및 同意필요, 同意얻
지 못한 경우 및 解除決
議時 效力喪失(§79④⑤)

現行대로 合意

國會解散權 인정(§57, §65, §87 단서) 인정(§81, §89, §50 단서)
불인정(§52 단서 참조, 
§90)

削除하기로 合意

國務會議性格 審議機關(§64①, §65) 現行과 同(§88①, §89) 審議議決機關(§89①, §90) 現行대로 合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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編別 項 目 現 行 憲 法 民 正 黨 案 民 主 黨 案 會 談 結 果

政

府

國政諮問會議, 平和統一
政策諮問會議

있 음(§66, §68) 있 음(§90, §92) 廢 止

合意, 「國政諮問會議」
는 「國家元老會議」로, 
「平和統一政策諮問會
議」는 「民主平和統一
諮問會議」로 하고, 민
주당의 「國民經濟諮問
會議」를 新設하기로 함.

特別檢事制 없 음 없 음 新 設(§95) 新設하지 않기로 合意

監査院長 闕位時 後任者 任命 殘任期間(§73③) 削 除(§97 참조) 削 除(§97 참조) 合 意

法

院

行政·租稅등 專擔部 
設置근거

明 示(§103②) 明 示(§101②) 削 除(§101 참조) 民主黨案에 合意

大法官의 數 明示하지 않음 明示하지 않음 20人 이하(§101③) 民正黨案에 合意

大法院長 任命方法
大統領이 國會同意얻어 
任命(§105①)

現行과 同(§103①)
法官推薦會議 제청으로 
大統領이 國會同意 얻
어 任命(§103①)

現行 第105條 第1項으로 
合意

大法官 任命方法
大法院長 提請으로 大
統領이 任命(§105②)

現行과 同(§103②)
大法院長이 法官推薦會
議 同意얻어 提請하고 
大統領이 任命(§103②)

合意(大法院長 提請으로 
國會同意를 얻어 大統
領이 任命) (文案別添)

一般法官 任命方法 大法院長이 任命(§105③) 現行과 同(§103③)
大法官會議 議決로 大
法院長이 任命(§103③)

合意(大法官會議의 同
意를 얻어 大法院長이 
任命) (文案別添)

大法院長 任期 5年 單任(§106①) 6年 單任(§104①) 6年 單任(§104①) 合 意

大法官 任期 5年, 連任허용(§106②) 6年, 連任허용(§104②) 6年, 連任허용(§104②) 合 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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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院

一般法官 任期 10年, 連任허용(§106③) 現行과 同(§104③) 停年時까지(§104③)
現行 第106條 第3項으로 
合意

法官의 停年 法律로 정함(§106④) 現行과 同(§104④)
大法院長 70歲, 기타 法
官 65歲(§104④)

現行 106條 4項으로 合意

法官의 罷免事由(憲法裁
判官·中央選管委員도 
같음)

彈劾 刑罰(§107①, 
§113③, §115⑤)

彈劾, 禁錮이상의 刑(§105
①, §111③, §113⑤)

現行과 同(§105①, §110⑤) 民正黨案에 合意

違憲法律審査

裁判의 前提가 된 경우 
法院에서 違憲으로 인
정할 때 憲法委員會에 
제청(§108①)

裁判의 前提가 된 경우 憲
法裁判所에 제청(§106①)

裁判의 前提가 된 경우 
大法院에서 최종 審查
(§106①)

民正黨案에 合意

軍事裁判 單審制
非常戒嚴下 軍人·軍務員 
犯罪, 間諜罪등(§111④)

有害飮食物 供給犯罪만 
削除(§109④)

廢 止(§109 참조)
現行 第108條 第1項으로 
合意(다만, 死刑宣告의 
경우 除外) (文案別添)

憲

法

裁

判

憲法裁判機關 憲法委員會(제6장) 憲法裁判所(제6장)
大法院, 彈劾審判委員會
(§67, §106①)

民正黨案에 合意

憲法裁判事項
違憲法律審査, 彈劾, 政
黨解散(§112①)

機關間 權限爭議 추가
(§110①)

政黨解散 제외(§7, §67, 
§106 참조)

民正黨案에 合意(다만, 
第5號 新設 5. 法律이 定
하는 憲法訴願의 審判)

憲法委員(裁判官) 資格 法律로 정함(§113④)
法官의 資格가진 者
(§110②)

없 음 民正黨案에 合意

選
擧
管
理

中央選擧管理委員選出
大統領 3人, 國會選出 3
人, 大法院長 指名 3人

現行과 同(§113②)
現行과 同(다만, 國會選
出 3人은 政黨員이어야 
함: §110②④)

現行대로 合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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選

擧

管

理

中央選擧管理委員 任期 5年(§115③) 5年(§113③) 6年(§110③) 民主黨案에 合意

內部規律 規則制定權 없 음 新 設(§113⑥ 후단) 없 음
文案整理로 民正黨案에 
合意 (文案別添)

選擧管理委員會의 事務 現 行(116조 ①) 現行과 同(114조 ①) 國民投票 事務追加(111조 ①) 民主黨案에 合意

國民投票贊反運動
明示하지 않음(現行 117
조 ①)

明 示(112조 ①)
明示하지 않기로 合意
(다만, 國民投票法에 贊
反許容 反映)

地方
自治

地方自治團體長 및 議
會議員 選任方法

法律로 정함(§119②) 現行과 동(§117②) 住民直選(§114①)
現行대로 合意
(文案整理)

經

濟

經濟에 대한 規制·調整

社會正義實現 및 國民
經濟의 均衡發展을 위
하여 필요한 規制·調
整 및 獨寡占 폐단 規
制·調整(§120②③)

成長·安定 및 分配의 
均衡維持, 市場支配와 
經濟濫用 방지, 産業民
主化를 위한 規制·調
整 인정(§118②)

現行과 同(다만, 經濟力 
濫用에 의한 所得不均
衡 是正 및 分配構造 
歪曲에 대한 規制·調
整추가: §115②③)

文案整理로 合意

低所得層 保護 明示하지 않음 明示하지 않음 明 示(§115④) 文案整理로 合意

農地制度
小作禁止, 農地賃貸借 및 
委託經營 部分的 認定
(§122)

現行과 同(§120)
小作禁止, 農地賃貸借 및 
委託經營 根據削除(§117)

文案整理로 合意

國土의 利用·開發 現行 123조 現行과 同(121조)
效率의 極大化와 社會
正義 追加

文案整理로 合意

中小企業의 保護育成 明 示(124조 ②) 現行과 同(123조 ③) 明 示(123조 ②) 民正黨案에 合意

農·漁民 中小企業의 
自助組織 育成

政治的 中立性 保障
(124조 ③)

現行과 同
自律的 活動과 發展保障
(119조 ③)

民主黨案에 合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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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

濟

農·漁村 開發
自助를 기반으로 하는 
開發計劃(§124①)

農·漁民의 福祉增進을 
위한 開發 및 支援計劃
(§122①)

農業保護, 農·漁村綜合
開發計畫(§119①)

文案整理로 合意

地域經濟 育成 明示하지 않음(§124① 참조) 明 示(§122②) 都農間 均衡發展(§119①) 文案整理로 合意

農水産物 가격보장 明示하지 않음 明示하지 않음 明 示(§119②)

代案에 合意
國家는 農水産物의 需給
均衡과 流通構造의 改善
에 努力하여 價格安定을 
圖謀함으로써 農漁民의 
利益을 保護한다.

情報 및 人力開發 明示하지 않음 明示하지 않음 明 示(§123①) 民主黨案에 合意

中央銀行 中立性保障 明示하지 않음 明示하지 않음 明 示(§123③)
明示하지 않기로 合意
(다만, 韓國銀行法에 民
主黨案의 趣旨反映)

憲法
改正

憲法改正 發議
大統領 또는 國會在籍議員
의 過半數(現行 129조 ①)

現行과 同
國會在籍議員過半數 또
는 大統領(124조 ①)

民主黨案에 合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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別 添 文 案 整 理

4) “大韓民國”으로 인쇄되어 있는 위에 “民”과 “國”의 순서를 바꾸는 교정부호(�)가 펜으로 가필되어 있다(필체는 현경대의 것).

5)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부분에 펜으로 밑줄이 쳐져 있고, 그 첫머리에 √라는 표시가 되어 있고, 그 중 “폐습과 불

의” 위에 “비리, 부조리”가 펜으로 가필되어 있다(필체는 현경대의 것).

6) “조사(의 절차·기타)”와 같이 펜으로 괄호가 가필되어 있고, 그 위에 (“국정감사·조사”에 이어서) “에 관하여”라고 펜으로 가필되어 

項 目 文 案 內 容 項 目 文 案 內 容

前 文

前 文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 大韓民國은4) 3.1 運

動으로 건립된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法統과 不義에 抗拒

한 4.19 民主理念을 계승하고 祖國의 民主改革과 平和的 

統一의 사명에 입각하여 正義·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

의 團結을 공고히 하고 모든 社會的 폐습과 불의를 타

파하며5) 自律과 調和를 바탕으로 自由民主的 基本秩序

를 더욱 확고히 하여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均等히 하고 能力을 최고

도로 발휘하게 하여 自由와 權利에 따르는 責任과 義務

를 완수하게 하며,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균등한 향상을 

期하고 밖으로는 恒久的인 世界平和와 人類共榮에 이바

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年 7月 12

日에 制定되어 8次에 걸쳐 改正된 憲法을 이제 國會의 

議決을 거쳐 國民投票에 의하여 改正한다.

                                  1987年 9月   日

平和統一努力
義務

제4條 國家는 民族統一을 指向하고 自由民主主義의 

基本秩序에 입각한 平和的 統一政策의 樹立·施行을 

위하여 努力한다.

軍人의 政治
介入禁止

② 國軍은 國家의 安全保障과 國土防衛의 神聖한 義務를 

수행함을 使命으로 하며 그 政治的 中立性은 遵守된다.

處罰과 保安
處分의 要件

① 모든 國民은 身體의 自由를 가진다. 누구든지 法律

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逮捕·拘禁·押收·搜索·審問

을 받지 아니하며 法律과 適法한 節次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處罰·保安處分·强制勞役을 당하지 아니한다.

令狀制度

③ 逮捕·拘禁·押收·搜索에는 檢事의 申請에 의하

여 適法한 節次에 따라 法官이 發付한 令狀을 提示하

여야 한다. 다만, 現行犯人인 경우와 長期 3年 以上의 

刑에 해당하는 罪를 犯하고 逃避 또는 證據湮滅의 염

려가 있을 때에는 事後에 令狀을 請求할 수 있다.

言 論·出 版
에 대한 許
可檢閱禁止

② 言論·出版에 대한 許可나 檢閱과 集會·結社에 

대한 許可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397 -

있다(필체는 현경대의 것).

7) “收容”이라는 오기는 원문의 것이다.

項 目 文 案 內 容 項 目 文 案 內 容

選擧年齡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選擧權을 가진다.

國 政 調

査·監査

① 國會는 國政을 監査 또는 調査하며, 이에 필요한 書類의 提

出·證人의 出席과 證言이나 意見의 陳述을 要求할 수 있다.

② 國政監査·調査의 節次·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6)

財産權의 

收容時7)

補償

③ 公共必要에 의한 財産權의 收用·使用 또는 制限 및 

그에 대한 補償은 法律로써 하되, 정당한 補償을 支給하

여야 한다.

軍 法 會

議 裁 判

管轄權

② 軍人 또는 軍務員이 아닌 國民은 大韓民國의 領域안

에서는 중대한 軍事上 機密·哨兵·哨所·捕虜·有毒飮

食物 供給·軍用物에 관한 罪중 法律에 정한 경우와 非

常戒嚴이 宣布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軍法會議의 裁判을 

받지 아니한다.

國 務 總

理, 國

務 委 員

不信任

① 國會는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의 解任을 大統領에게 

建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解任建議는 國會在籍議員 3分의 1 以上의 發

議에 의하여 國會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이 있어야 한

다.

婚 姻 ·

家 族 生

活, 兩性

平等, 母

性 保 護

(婚姻·

出産)

① 婚姻과 家族生活은 個人의 尊嚴과 兩性의 平等을 基

礎로 成立되고 維持되도록 국가가 이를 保障한다.

② 國家는 母性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大 統 領

立 候 補

要件

④ 大統領으로 選出될 수 있는 者는 國會議員의 被選擧

權이 있고 選擧日 現在 40歲에 達하여야 한다.

任期·重

任制限
① 大統領의 任期는 5年으로 하며, 重任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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項 目 文 案 內 容

後 任 者

選擧

① 大統領의 任期가 滿了되는 때에는 任期滿了 70日 

내지 40日 前에 後任者를 選擧한다.

② 大統領이 闕位된 때 또는 大統領 當選者가 死亡하

거나 判決 기타의 事由로 그 資格을 喪失한 때에는 60

日 以內에 後任者를 選擧한다.

大法官任

命方法

② 大法官은 大法院長의 提請으로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한다.

一 般 法

官任命

③ 大法院長과 大法官이 아닌 法官은 大法官會議의 同

意를 얻어 大法院長이 任命한다.

軍事裁判 

單審制

④ 非常戒嚴下의 軍事裁判은 軍人·軍務員의 犯罪나 

軍事에 관한 間諜罪의 경우와, 哨兵·哨所·有毒飮食物

供給·捕虜에 관한 罪중 法律에 정한 경우에 限하여 

單審으로 할 수 있다. 다만, 死刑의 宣告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中央選管

委) 內部

規律 規

則制定權

⑥ 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法令의 範圍안에서 選擧管

理·國民投票管理 또는 政黨事務에 관한 規則을 制定

할 수 있으며, 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範圍안에서 

內部規律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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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8인 정치회담 협상 경과표

※ 범례 :

민정/민주: 민정/통일민주 안대로 합의, / 양당: 양당 안이 일치하여 그대로 합의, 

절충: 양당 안의 차이가 크므로 제3의 안으로 절충, 문안: 양당 안이 서로 유사하므로 문안만 정리, 

접근: 의견접근, / 전향: 전향적 검토, /  계속: 계속검토, / 빗금무늬 : 독회절차상의 논의순서

※ 합의결과 총계

서술위치 제 4 장 제 5 장

합 계

부 문 전 문 총 강 기본권 경 제 소 계 국 회 정 부 법 원 헌 재 선 거 기 타 소 계

민 정 3 13 1 17 9 9 7 3 2 1 31 48

민 주 1 2 5 2 10 1 1 2 1 5 15

양 당 1 1 2 3 2 7 8

절 충 3 1 4 2 10 3 3 2 1 9 19

문안정리 13 6 19 2 2 21

기 타
1

(기존유지)
1 1

합 계 4 6 37 11 58 14 18 12 3 5 2 54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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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순번 쟁 점 명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막후
조정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14차 15차 16차 17차 18차 19차

8/3
(월)

8/4
(화)

8/6
(목)

8/7
(금)

8/10
(월)

8/12
(수)

8/14
(금)

일자
미상

8/18
(화)

8/20
(목)

8/21
(금)

8/24
(월)

8/25
(화)

8/26
(수)

8/27
(목)

8/28
(금)

8/29
(토)

8/30
(일)

8/31
(월)

전

문

1 계승정신 보류 절충

2 제5공화국 보류 민주

3
저항권, 문민정치, 정치보복금지,

군의 정치개입 반대
보류 절충

4
민족중흥의 사명,

자유·권리에 따른 책임·의무
보류 절충

총

강

5 재외국민 보호의무
민정
접근

민정

6 평화통일 노력의무
민주
접근

민주
수정

7 군인의 정치개입 금지 보류 절충

8 공무원 재산공개
민정
접근

민정

9 정당의 요건
민주
긍정

민주

10 위헌정당 해산제도 계속 민정

국

민

의

권

리

와

의

11 처벌과 보안처분의 요건 계속 절충

12 영장제도 계속
문안
정리

13 체포·구금시 고지 및 통지
문안
정리

14 구속적부심 범위 민정

15 증거능력 제한 계속 민정

16 우편물검열 등 영장주의 계속 민정

17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검열 

금지
민정
전향

민주

18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 금지 양당

19
신문·통신·방송의 시설기준,

편집·편성의 공정성
계속 절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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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순번 쟁 점 명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막후
조정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14차 15차 16차 17차 18차 19차

8/3
(월)

8/4
(화)

8/6
(목)

8/7
(금)

8/10
(월)

8/12
(수)

8/14
(금)

일자
미상

8/18
(화)

8/20
(목)

8/21
(금)

8/24
(월)

8/25
(화)

8/26
(수)

8/27
(목)

8/28
(금)

8/29
(토)

8/30
(일)

8/31
(월)

무

20 언론 피해배상 청구권
민정
긍정

민정

21 과학기술자 권리보호 민정

22 재산권 수용시 보상
민주
문안

23 선거연령 보류 절충

24 군법회의 재판관할권 계속
민정
수정

25 형사피해자 재판진술권 민정

26 형사보상청구권
민주
긍정

민주

27
군인·경찰의 보상 후

손해배상청구권
현행
유지

28 형사피해자 국가구조
민정
접근

민정

29 교육의 전문성 보장
문안
정리

30 대학의 자율성 보장
문안
정리

31
평생교육 진흥,

교육재정·교원의 지위 보장
문안
정리

32 최저임금제
문안
정리

33 여자의 근로조건 차별대우 금지 민정

34 우선취업대상
민주
전향

민정

35 단체행동권의 행사 민주

36 공무원의 노동3권
민정
수정

37
단체행동권의 제한
또는 불인정 범위

계속 절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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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순번 쟁 점 명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막후
조정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14차 15차 16차 17차 18차 19차

8/3
(월)

8/4
(화)

8/6
(목)

8/7
(금)

8/10
(월)

8/12
(수)

8/14
(금)

일자
미상

8/18
(화)

8/20
(목)

8/21
(금)

8/24
(월)

8/25
(화)

8/26
(수)

8/27
(목)

8/28
(금)

8/29
(토)

8/30
(일)

8/31
(월)

38 근로자의 경영참여권 계속 민정

39 근로자의 이익균점권 계속 민정

40 여자의 복지·권익향상
문안
정리

41 국가복지정책 대상
문안
정리

42 국가구호 대상
문안
정리

43 국가의 주택개발의무
문안
정리

44 환경권
문안
정리

45 혼인·가족생활 양성평등
문안
정리

46 모성보호(혼인·출산·육아)
문안
정리

47
기본권제한의

일반적 법률유보 요건
민주

국

회

48 득표율에 따른 비례대표 의석배분 계속 민정

49 면책특권 범위 민정

50 국회임시회 소집요구 양당

51 정기회 회기 계속 절충

52
연간 회기일수 150일 제한 및

대통령이 소집한 국회의 의제제한
양당

53 국회 비공개회의 요건 민정

54 예산안 국회제출기한 민정

55
법원 예산편성권

(대법원장의 동의없이 삭감불가)
계속 민정

56 준예산지출 기준 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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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순번 쟁 점 명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막후
조정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14차 15차 16차 17차 18차 19차

8/3
(월)

8/4
(화)

8/6
(목)

8/7
(금)

8/10
(월)

8/12
(수)

8/14
(금)

일자
미상

8/18
(화)

8/20
(목)

8/21
(금)

8/24
(월)

8/25
(화)

8/26
(수)

8/27
(목)

8/28
(금)

8/29
(토)

8/30
(일)

8/31
(월)

57 국정감사·조사 계속 절충

58 국무총리·국무위원 출석요구 계속 민정

59 국무총리·국무위원 불신임 계속 절충

민정60 국회의원 징계에 대한 법원 제소

61 탄핵심판위원회
감사
원장

민정

대

통

령

·

행

정

부

62 대통령의 지위
민정
접근

민정

63 부통령제 계속 민정

64 대통령선거 양당

65 대통령 입후보요건 계속
절충
전향

절충

66 후임자 선거 계속 절충

67 보궐선거 계속 민정

68 대통령 취임선서
문안
정리

69 대통령 취임장소
민정
접근

민정

70 임기·중임제한 계속 절충

71 국민투표부의권
민정
접근

민정

72 비상조치권
문안
정리

73 비상계엄의 효력 계속 민정

74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계속 민정

75 국회해산권 계속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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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순번 쟁 점 명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막후
조정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14차 15차 16차 17차 18차 19차

8/3
(월)

8/4
(화)

8/6
(목)

8/7
(금)

8/10
(월)

8/12
(수)

8/14
(금)

일자
미상

8/18
(화)

8/20
(목)

8/21
(금)

8/24
(월)

8/25
(화)

8/26
(수)

8/27
(목)

8/28
(금)

8/29
(토)

8/30
(일)

8/31
(월)

76 국무회의의 성격 계속 민정

77
국정자문회의,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계속

양당
전향

양당
수정

78 특별검사제
민정
접근

민정

79
감사원장 궐위시 후임자의 

재임기간
양당

법

원

80 행정·조세 등 전담부 설치근거 민주

81 대법관의 수 민정

82 대법원장 임명방법 계속 민정

83 대법관 임명방법 계속 절충

84 일반법관 임명방법 계속 절충

85 대법원장 임기 양당

86 대법관 임기 양당

87 일반법관 임기 민정

민정
민정
접근

법관의 정년88

89
법관의 파면사유

(헌법재판관·중앙선관위원도 같음)
민정
접근

민정

90 위헌법률심사 계속 민정

91 비상계엄시의 군사재판 단심제 계속
민정
수정

헌
법
재
판

92 헌법재판기관 계속 민정

93 헌법재판사항 계속
민정
수정



- 405 -

부
문

순번 쟁 점 명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막후
조정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14차 15차 16차 17차 18차 19차

8/3
(월)

8/4
(화)

8/6
(목)

8/7
(금)

8/10
(월)

8/12
(수)

8/14
(금)

일자
미상

8/18
(화)

8/20
(목)

8/21
(금)

8/24
(월)

8/25
(화)

8/26
(수)

8/27
(목)

8/28
(금)

8/29
(토)

8/30
(일)

8/31
(월)

기
관

94 헌법위원(재판관) 자격 계속 민정

선
거
관
리

95 내부규율 규칙제정권
민정
문안

96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사무

(국민투표사무 추가)
민주

97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 계속 민정

98 중앙선거관리위원 임기 계속 민주

99 국민투표 찬반운동 계속 절충

지방
자치

100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회의원 선임방법

계속
민정
문안

경

제

101 경제일반 및 규제·조정
문안
정리

102 저소득층 보호
문안
정리

103 농지제도
문안
정리

104 국토의 이용·관리
문안
정리

105 농·어촌 개발
문안
정리

106 지역경제 육성
문안
정리

107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민정

108 농산물 가격보장 대안

109
농·어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 육성
민주

110 정보 및 인력개발 민주

111 중앙은행 중립성 보장 계속 절충

헌법
개정

112 헌법개정 발의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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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민주정의당 개헌시안의 변천

1980년 헌법 민정당안(1986. 8.) 민정당안(1987. 8.)

전 문

  유구한 민족사, 빛나는 문화, 그리
고 평화애호의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
정신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
과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한 
제5민주공화국의 출발에 즈음하여 정
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
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
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
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
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
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
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
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는 새로운 역사하는 새로운 역사

를 창조를 창조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
월 12일에 제정되고 1960년 6월 15일, 
1962년 12월 26일과 1972년 12월 27
일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전 문

  유구한 민족사, 빛나는 문화, 그리고 
평화애호의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대한
국민은 3·1운동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
적 통일과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한 제5민주공화국의 새로운 출발에 
즈음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
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
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
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
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
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
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
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
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
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
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
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
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
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전 문

  유구한 민족사, 빛나는 문화, 그리고 
평화애호의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대
한국민은 3·1운동으로 대한민국임시
정부를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숭고
한 독립정신과 4·19민주이념을 계승
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중흥
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한 제5공화국의 
새로운 출발에 즈음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
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
하여,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
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
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
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
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
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
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
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
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1장 총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1장 (左同)

제1조 (左同)

제1장 (左同)

제1조 (左同)

제2조
① 대한민국의 국민의 요건은 법률
로 정한다.
② 재외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2조
① (左同)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
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2조 (左同)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

제3조 (左同) 제3조 (左同)

제4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
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

제4조 (左同) 제4조 (左同)

제5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
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에 대하여는 국제법과 조약에 정한 
바에 의하여 그 지위를 보장한다.

제5조 (左同) 제5조 (左同)

제6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
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6조 (左同) 제6조 (左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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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헌법 민정당안(1986. 8.) 민정당안(1987. 8.)

제7조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
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
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
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자
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위원
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7조 (左同) 제7조
① (左同)

② (左同)

③ (左同)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
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8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
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左同) 제8조 (左同)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9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
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
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2장 (左同)

제9조 (左同)

제2장 (左同)

제9조 (左同)

제10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
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
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
설할 수 없다.
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
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0조 (左同) 제10조 (左同)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
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금·압수·수색·심문·처벌과 보안처
분을 받지 아니하며,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강제노역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
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 체포·구금·압수·수색에는 검
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
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
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
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체포·구금을 당한 때
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
리를 가진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
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변
호인을 붙인다.

제11조
① (左同)

② (左同)

③ (左同)

④ (左同)

⑤ 누구든지 체포·구금의 이유와 변호
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
지 아니하고는 체포·구금을 당하지 아
니한다. 체포·구금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

제11조
① (左同)

② (左同)

③ (左同)

④ (左同)

⑤ (左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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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누구든지 체포·구금을 당한 때에는 법
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부의 심사를 법
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
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
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
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
할 수 없다.

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 누구든지 체포·구금을 당한 때
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 (左 ⑥과 同)

⑥ (左同)

⑥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
협박·구금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
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
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
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 또는 재산권의 박탈
을 받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
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2조 (左同) 제12조 (左同)

제13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3조 (左同) 제13조 (左同)

제14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
유를 가진다.

제14조 (左同) 제14조 (左同)

제15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
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
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5조 (左同) 제15조 (左同)

제16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6조 (左同) 제16조 (左同)

제17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7조 (左同) 제17조 (左同)

제18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18조 (左同) 제18조 (左同)

제19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
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19조 (左同) 제19조 (左同)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
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
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
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
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
① (左同)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
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
다. 다만,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위하여는 
영화나 연예에 대한 검열을 할 수 있다.
③ 신문·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편
집·편성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
도는 법률로 정할 수 있다.
④ (左 ②와 同)

제20조 (左同)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
를 가진다.
② 저작자·발명가와 예술가의 권리
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1조
① (左同)

②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1조 (左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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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
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은 법률로써 하되, 보
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상은 공익 
및 관계자의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
여 법률로 정한다.

제22조 (左同) 제22조
① (左同)

② (左同)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
용·사용 또는 제한은 법률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지급
함으로써 행한다.

제23조 모든 국민은 20세가 되면 법률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3조 (左同) 제23조 (左同)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24조 (左同) 제24조 (左同)

제25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5조 (左同) 제25조 (左同)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
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해음식물공급·포
로·군용물·군사시설에 관한 죄 중 법
률에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되
거나 대통령이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비상조치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법
회의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
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제26조
① (左同)

②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
사상 기밀·초병·초소·유해음식물
공급·포로·군용물·군사시설에 관
한 죄 중 법률에 정한 경우와, 비상계
엄이 선포되거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
여 비상조치가 있은 경우를 제외하고
는 군법회의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 (左同)

④ (左同)

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
서 진술할 수 있다.

제26조
① (左同)

②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
사상 기밀·초병·초소·포로·군사시
설에 관한 죄 중 법률에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법회의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 (左同)

④ (左同)

⑤ (左同)

제27조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
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
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
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7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
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무혐의처분 
또는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
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7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
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혐의가 없음
이 판명되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
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8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
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
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
률로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
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제28조
① (左同)

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
률로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
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을 청구할 경우의 배상기준
과 방법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8조 (左同)

제29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
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

제29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
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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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가로부터 구호를 받을 수 있다.

제29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
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
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
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
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0조 (左同) 제30조 (左同)

제30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
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
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
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
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
호를 받는다.

⑤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
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
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
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
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左同)

③ (左同)

④ (左同)

⑤ (左同)

제31조
① (左同)

② (左同)

③ (左同)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
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
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 (左 ⑤와 同)

제31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다만,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로 인정된 자
를 제외하고는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
체행동권을 가질 수 없다.
③ 국가·지방자치단체·국공영기업
체·방위산업체·공익사업체 또는 국
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2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
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을 가진다. 다만, 단체행동권의 행사
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左同)

③ 국가·지방자치단체·국공영기업
체 또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
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2조
① (左同)

② (左同)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
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
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
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3조
① (左同)

② (左同)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
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 (左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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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모든 국민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
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
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
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左同)

제34조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
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
의 보호를 받는다.

제35조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
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국가는 법률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장한다.
② 국가는 임신·출산·육아등과 관련한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
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질병의 
예방과 의료보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左同)

제35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
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
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36조
① (左同)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
위안에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
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
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36조 (左同)

제36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7조 (左同) 제37조 (左同)

제37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불
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38조
① (左同)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불
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38조
① (左同)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4장 국회

제76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3장 국회

제39조 (左同)

제3장 (左同)

제39조 (左同)

제77조
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
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
으로 구성한다.
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이상으로 한다.
③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
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0조 (左同) 제40조 (左同)

제78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41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가 해산된 때에는 
해산과 동시에 그 임기가 종료된다.

제41조 (1980년 헌법과 同)

제79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제42조 (左同) 제42조 (左同)

제80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
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
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제43조 (左同) 제43조 (左同)

제81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
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4조 (左同) 제44조 (左同)

제82조 제45조 (左同) 제45조 (左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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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
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
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제83조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
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
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
여 집회된다.
② 정기회의 회기는 9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국회는 정기회·임시회를 합하여 
년 150일을 초과하여 개회할 수 없
다. 다만, 대통령이 집회를 요구한 
임시회의 일수는 이에 산입하지 아
니한다.
④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
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
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 대통령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 임
시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의안에 한하
여 처리하며, 국회는 대통령이 집회요
구시에 정한 기간에 한하여 개회한다.

제46조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수상 또는 국회재적의원 3분
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거나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에 집회된다.
② (左同)

③ 국회는 정기회·임시회를 합하여 
년 150일을 초과하여 개회할 수 없
다. 다만, 대통령 또는 수상이 집회
를 요구한 임시회의 일수는 이에 산
입하지 아니한다.
④ 수상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 수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 임
시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의안에 한
하여 처리하며, 국회는 수상이 집회요
구시에 정한 기간에 한하여 개회한다.

제46조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
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
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
여 집회된다.
② (左同)

(삭제)

③ (1980년 헌법 ④와 同)

(삭제)

제84조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
인을 선거한다.

제47조 (左同) 제47조 (左同)

제85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
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48조 (左同) 제48조 (左同)

제86조
①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
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제49조 (左同) 제49조 (左同)

제87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
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
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국회가 
해산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50조 (左同) 제50조 (左同)

제88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1조 (左同) 제51조 (左同)

제89조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
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
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
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
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

제52조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를 
거쳐 대통령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이를 공포한다.

제52조 (1980년 헌법과 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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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
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
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
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
송된 후 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
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
써 효력을 발생한다.

②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법률안은 법
률로서 확정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
를 공포한다.

④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
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90조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
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
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
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제53조 (左同) 제53조 (左同)

제91조
①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
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
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
결을 얻어야 한다.
②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4조 (左同) 제54조 (左同)

제92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
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
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55조 (左同) 제55조 (左同)

제93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
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56조 (左同) 제56조 (左同)

제94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
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7조 (左同) 제57조 (左同)

제95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
로 정한다.

제58조 (左同) 제58조 (左同)

제96조
①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
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
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
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영역안에서의 주
류에 대하여도 국회는 동의권을 가진다.

제59조 (左同) 제59조 (左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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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국회는 특정한 국정사안에 관하여 조
사할 수 있으며, 그에 직접 관련된 서
류의 제출,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
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
판과 진행중인 범죄수사·소추에 간섭
할 수 없다.

제60조 (左同) 제60조
①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며, 이에 필요
한 서류의 제출,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
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다
만, 재판과 진행중인 범죄수사·소추에 
간섭할 수 없다.
② 국정감사의 대상·범위·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8조
①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
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
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
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
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
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61조
① 수상·각료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
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
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
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상·각료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수상 또는 
각료가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각
료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
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61조 (1980년 헌법과 同)

제99조

①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 해임을 의
결할 수 있다. 다만, 국무총리에 대
한 해임의결은 국회가 임명동의를 
한 후 1년이내에는 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해임의결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
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제2항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대
통령은 국무총리 또는 당해 국무위
원을 해임하여야 한다. 다만, 국무총
리에 대한 해임의결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전원
을 해임하여야 한다.

제62조
① 국회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
상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토론없이 후임수상을 
선출하여 수상을 불신임할 수 있다.
② 후임수상의 선출을 위한 표결은 
발의가 있은 때로부터 48시간이 경
과되어야 할 수 있으며, 발의가 있
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후임 수상이 
선출되지 아니하면 그 발의안은 폐
기된 것으로 본다.
③ 국회는 수상을 선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수상을 불신임할 수 
없다.
④ 국회에서 후임수상이 선출되면 
국회의장은 즉시 이를 대통령에게 
통고하며, 대통령은 지체없이 이를 
확인한다.
⑤ 수상 불신임을 위하여 후임수상
선출발의안에 서명한 국회의원은 동
일회기중 다른 후임수상선출발의안
에 서명할 수 없다.
⑥ 국회는 각료에 대하여 개별적으
로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으며 수상
은 각료에 대한 불신임의결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각료를 해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신임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행한다.

제62조 (1980년 헌법과 同)

제100조
①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
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

제63조 (左同) 제63조 (左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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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
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101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
각부의 장·헌법위원회 위원·법관·중
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위원 기타 
법률에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
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
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결정
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
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
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제64조
① 대통령·수상·각료·행정각부의 
장·헌법위원회 위원·법관·중앙선거관
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
타 법률에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
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 및 
수상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
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
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결정
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
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
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제64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
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
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에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
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1980년 헌법과 同)

③ (1980년 헌법과 同)

④ (1980년 헌법과 同)

제3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38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
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
할 책무를 진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
는 정부에 속한다.

제4장 대통령

제65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
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 ④는 시안 제81조 ①로 이동)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65조 (1980년 헌법과 同)

제39조
① 대통령은 대통령선거인단에서 무
기명투표로 선거한다.
② 대통령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정
당의 추천 또는 법률이 정하는 수의 
대통령선거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대통령선거인단에서 재적대통령
선거인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대통령당선자로 한다.
④ 제3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
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3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
여,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이면 최고득
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대통령당선자로 한다.

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
률로 정한다.

제66조
① 대통령은 국회에서 토론없이 선
거하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
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
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
여,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이면 최고득
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대통령당선자로 한다.
③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5년이상 국내에 거주
하고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이 경
우에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1980년 
헌법 제42조과 동일)

제66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
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
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④ (左 ③과 동일)

⑤ (1980년 헌법과 同)

제40조
① 대통령선거인단은 국민의 보통·
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
출된 대통령선거인으로 구성한다.
② 대통령선거인의 수는 법률로 정
하되, 5,000인이상으로 한다.

(해당조항 없음) (해당조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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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통령선거인의 선거에 관한 사
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1조
① 대통령선거인으로 선출될 수 있
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
고, 선거일 현재 30세에 달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과 공무원은 대
통령선거인이 될 수 없다.
② 대통령선거인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
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③ 대통령선거인은 정당에 소속할 수 있다.
④ 대통령선거인은 선거인이 된 후 처음 
실시되는 국회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국회
의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⑤ 대통령선거인은 당해 대통령선거
인단이 선거한 대통령의 임기개시일
까지 그 신분을 가진다.

(해당조항 없음) (해당조항 없음)

제42조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5년이상 국내
에 거주하고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
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 제66조 ③ 참조) (※ 제66조 ④ 참조)

제43조
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
는 대통령선거인단은 늦어도 임기만
료 3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이 
대통령선거인단을 구성하여 3월이내
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69조
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
는 국회는 늦어도 임기만료 30일전
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국회는 
궐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
자를 선거한다.

제68조
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
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
임자를 선거한다.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즉
시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44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
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
하며 민족문화의 발전 및 국민의 자
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대통령으로서
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7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국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의 독립
과 계속성을 수호하며 국민의 화합
과 단결을 위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
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수상의 
선서에 관한 제83조 참조)

제70조 (1980년 헌법과 同)

제45조 대통령의 임기는 7년으로 하
며, 중임할 수 없다.

제68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
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67조
① 대통령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이를 개정하더라
도 그 헌법개정은 제안 당시의 대통
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46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는 국무총리, 법률에 정한 국무위원
의 순위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70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는 국회의장·수상의 순위로 그 권
한을 대행한다.

제69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는 국무총리, 법률에 정한 국무위원
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47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
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제72조 대통령은 내각회의의 의결에 의하
여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
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제71조 (1980년 헌법과 同)

제48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
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
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74조 대통령은 내각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
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
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72조 (1980년 헌법과 同)

제49조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88조
① 수상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73조 (1980년 헌법과 同)

제50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 수상의 발령에 의한 내각령에 제74조 (1980년 헌법과 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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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
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
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관한 제87조 제3항으로 이동)

제51조
① 대통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
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전상태나 그에 준하
는 중대한 비상사태에 처하여 국가를 보
위하기 위하여 급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외교·국
방·경제·재정·사법 등 국정전반에 
걸쳐 필요한 비상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
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
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조치를 한 때에
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
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 조치
는 효력을 상실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조치는 그 목적
을 달성할 수 있는 최단기간내에 한
정되어야 하고, 그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이를 해
제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비상조치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73조
① 대통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
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전상태나 그에 준하는 
중대한 비상사태에 처하여 국가를 보위하
기 위하여 급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내각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내정·
외교·국방·경제·재정·사법 등 국정전
반에 걸쳐 필요한 비상조치를 한다.
② 제1항의 비상조치에는 헌법에 규정
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잠정
적인 정지 또는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한 특별한 조치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③ 내각이 제1항의 비상조치를 제안한 때에
는 대통령은 즉시 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각이 제안한 비상조치를 48시간 이
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때
에는 수상이 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비상조치를 한 때에는 대통령 또
는 수상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
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
지 못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 조치는 
효력을 상실한다.
⑥ 비상조치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단기간내에 한정되어야 하
고, 그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대통
령은 내각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지
체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⑦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비상조치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75조
①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
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
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
가 없을 때에 한하여, 대통령은 최소
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
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
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
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대통령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
령을 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명령 또는 처분
은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
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
는 그 명령 또는 처분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
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
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
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2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
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
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89조
① 수상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
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
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각회의의 
의결을 거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左同)
③ (左同)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수상은 지체
없이 대통령과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수상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76조 (1980년 헌법과 同)

제53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명한다.

제75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하거나 
그 임면을 확인한다.(※ 수상의 공무원
임면권에 관하여는 제87조 제2항 참조)

제77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제54조
①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
의를 얻어야 한다.

제76조
① 대통령은 내각회의의 의결에 의
하여 사면·감형·복권을 명한다.
② (左同)

제78조 (1980년 헌법과 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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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③ (左同)

제55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
한다.

제77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내각회의의 의결에 따라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제79조 (1980년 헌법과 同)

제56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
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80조 (1980년 헌법과 同)

제57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안정 또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
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
회의장의 자문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국회가 구성된 
후 1년이내에는 해산할 수 없다.
② 대통령은 같은 사유로 2차에 걸
쳐 국회를 해산할 수 없다.
③ 국회가 해산된 경우 국회의원 총
선거는 해산된 날로부터 30일이후 
60일이내에 실시한다.

제90조
① 수상은 국회구성 후 2년이 경과
하고 국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내각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에게 국회해산을 제안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그 제안을 받
은 날로부터 5일 이후 15일 이내에 
국회를 해산하여야 한다. 다만, 수상 
불신임을 위한 후임수상 선출발의가 
되어 있는 중에는 해산할 수 없으
며, 후임수상이 선출된 때에는 국회
해산 제안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가 
해산된 때에는 그 해산된 날로부터 
20일 이후 40일 이내에 국회의원 총
선거를 실시한다.

제81조 (1980년 헌법과 同)

제58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
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
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
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제71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
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수상과
관계 각료가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제82조 (1980년 헌법과 同)

제59조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
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
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78조 대통령은 수상·각료·국회
의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83조 (1980년 헌법과 同)

제60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
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
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79조 (左同) 제84조 (左同)

제61조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80조 (左同) 제85조 (左同)

제2절 행정부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62조
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③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제5장 정부

제1절 내각

제82조
① 수상은 국회에서 토론없이 선출한다.
②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임기만료로 
인한 총선거가 있은 경우에는 국회
의원의 임기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
에, 국회해산으로 인한 총선거가 있
은 경우에는 총선거가 있은 날로부
터 10일 이내에, 국회폐회중 수상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국회가 집회되도록 요구
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
은 경우에는 제2항의 국회집회일로
부터 5일 이내에, 수상이 궐위된 경
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상후보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은 국회의 과반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정
당에서 추천한 자를 수상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의 과반수 의석을 가
진 정당이 없는 경우에는 국회의석
을 가진 정당의 대표자와 협의한 후 

제2절 (1980년 헌법과 同)

제1관 (1980년 헌법과 同)

제86조 (1980년 헌법과 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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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후보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⑤ 국회는 수상후보자의 지명이 있은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48시간 이내에 
찬반에 대한 표결을 하여야 하며, 지
명된 수상후보자는 국회재적의원 과반
수의 찬성에 의하여 당선된다.
⑥ 국회는 대통령이 제3항의 기간내
에 지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5항에 
따라 당선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
우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수상을 선거한다.
⑦ 제6항의 선거에서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수상으
로 한다. 다만, 당선자가 없을 때에
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
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
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
로써 다수득표자를 수상으로 한다.
⑧ 국회에서 수상이 선출되면 국회의
장은 즉시 대통령에게 통고하며, 대통
령은 지체없이 이를 확인한다.
⑨ 국회에서 제6항의 기간내에 수상을 
선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은 국
회의석을 가진 정당의 대표자와 협의
하여 수상을 선출하도록 촉구하여야 
하며, 제6항의 기한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때까지 수상을 선출하지 아니
한 때에는 국회를 해산하여야 한다.
⑩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가 해
산된 때에는 그 해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회의원 총선거를 실시한다.

(해당조항 없음)

제83조 수상은 취임에 즈음하여 국회
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
와 복리를 증진하며 국가보위와 조국
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맡은 바 직무
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내각을 대표
하여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해당조항 없음)

(해당조항 없음)
제84조 수상의 임기는 당선된 때로
부터 개시되며 후임수상이 선출된 
때에 종료한다.

(해당조항 없음)

(해당조항 없음)

제85조 수상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는 법률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각료
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해당조항 없음)

제63조
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
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
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③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86조
① 각료는 수상이 임면하며, 대통령
이 이를 확인한다.
② 각료의 수는 15인 이상 30인 이
하로 한다.

③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각료로 임명될 수 없다.
④ 각료는 수상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에 총사직한다.

제87조 (1980년 헌법과 同)

(해당조항 없음)
제87조
① 수상은 정부를 대표하여 의안을 국
회에 제출하고,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해당조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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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상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③ 수상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
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
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내각회의의 의결을 거쳐 내
각령을 발할 수 있다.

제2관 국무회의

제64조
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
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이상 30인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
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제81조
① 행정권은 내각에 속한다.
② 내각은 그 수반인 수상과 각료로 
구성한다.
③ 수상과 각료 과반수는 국회의원이
어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국회가 해산된 경우에 그
로 인한 국회의원 총선거후 후임수상
이 선출될 때까지는 예외로 한다.

제2관 (1980년 헌법과 同)

제88조 (1980년 헌법과 同)

제65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
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

법률안과 대통령령안
4.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

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대통령의 비상조치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해산
8.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9. 영전수여
10. 사면·감형과 복권
11.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12.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

정에 관한 기본계획
13.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14.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

과 조정
15. 정당해산의 제소
16.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

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7. 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

검찰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에 정한 공무원과 국영
기업체 관리자의 임명

18.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
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제91조
① 수상은 내각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다음 사항은 내각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左同)
2. (左同)
3. 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과 내

각령안
4. (左同)

5. (左同)

6. (左同)
7. (左同)
8. (左同)
9. (左同)
10. (左同)
11. (左同)
12. (左同)

13. (左同)
14. (左同)

15. (左同)
16. (左同)

17. 검찰총장·국립대학교총장·합
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대사 
기타 법률에 정한 공무원과 국영
기업체 관리자의 임명

18. 기타 수상또는 각료가제출한 사항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
의를 거쳐야 한다.
1. (1980년 헌법과 同)
2. (1980년 헌법과 同)
3. (1980년 헌법과 同)

4. (1980년 헌법과 同)

5.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
령 및 처분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1980년 헌법과 同)
7. (1980년 헌법과 同)
8. (1980년 헌법과 同)
9. (1980년 헌법과 同)
10. (1980년 헌법과 同)
11. (1980년 헌법과 同)
12. (1980년 헌법과 同)

13. (1980년 헌법과 同)
14. (1980년 헌법과 同)

15. (1980년 헌법과 同)
16. (1980년 헌법과 同)

17. (1980년 헌법과 同)

18. (1980년 헌법과 同)

제66조
①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
되는 국정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 국정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
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③ 국정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
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2조
①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수상
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정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 (左同)

③ (左同)

제90조 (1980년 헌법과 同)

제67조 제93조 제91조 (1980년 헌법과 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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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
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
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
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내각회의의 의결에 앞서 수
상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
전보장회의를 둔다.
②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수상이 주재한다.
③ (左同)

제68조
①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
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평화
통일정책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
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4조
①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수
상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평화통
일정책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 (左同)

제92조 (1980년 헌법과 同)

제3관 행정각부

제69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2절 행정각부

제95조 행정각부의 장은 각료 중에서 수
상이 임면하고, 대통령이 이를 확인한다.

제3관 (1980년 헌법과 同)

제93조 (1980년 헌법과 同)

제70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
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96조 수상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내각령
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수상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94조 (1980년 헌법과 同)

제71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
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97조 (左同) 제95조 (左同)

제4관 감사원

제72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에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
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
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제3절 감사원

제98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에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
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
기 위하여 수상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제4관 (1980년 헌법과 同)

제96조 (1980년 헌법과 同)

제73조
①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11
인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
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 원장이 궐위된 경우에 임명된 후임자
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
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
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99조
① (左同)

②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수상
이 임명하고 대통령이 확인하며, 그 
임기는 5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수상
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5년으로 하
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97조
① (1980년 헌법과 同)

② (1980년 헌법과 同)

③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
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
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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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0조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
을 매년 검사하여 수상과 차년도 국회
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8조 (1980년 헌법과 同)

제75조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
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
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01조 (左同) 제99조 (1980년 헌법과 同)

제5장 법원

제102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
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6장 법원

제102조 (左同)

제5장 (左同)

제100조 (左同)

제103조
①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 대법원에 행정·조세·노동·군사 
등을 전담하는 부를 둘 수 있다.
③ 대법원에 대법원판사를 둔다. 다
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

제103조
① (左同)
② (左同)

③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

제101조 (左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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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판사가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④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
률로 정한다.

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④ (左同)

제104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04조 (左同) 제102조 (左同)

제105조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대법원판사는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105조
① 대법원장은 수상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대법관은 수상이 대법원장의 추천
을 받아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左同)

제103조
① (1980년 헌법과 同)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
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左同)

제106조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
며, 중임할 수 없다.
② 대법원판사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법
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
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제106조
① (左同)

② 대법관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법률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左同)

제104조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
며, 중임할 수 없다.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左同)

④ (左同)

제107조
① 법관은 탄핵 또는 형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
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
한다.
②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
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107조
①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
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
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左同)

제105조 (左同)

제108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법원은 법
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
할 때에는 헌법위원회에 제청하여 
그 결정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처분이 헌법이나 법
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
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
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08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
진다.

② (左同)

③ (左同)

제106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헌법재판
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
판한다.

② (左同)

③ (左同)

제109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
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9조 (左同) 제107조 (左同)

제110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
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
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
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0조 (左同) 제108조 (左同)

제111조
①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
법원으로서 군법회의를 둘 수 있다.
② 군법회의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 군법회의의 조직·권한 및 재판
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④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
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

제111조 (左同) 제109조
① (左同)

② (左同)

③ (左同)

④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
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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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와, 초병·초소·유해음식물
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에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죄의 경우와, 초병·초소·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에 정한 경우에 한하
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제6장 헌법위원회

제112조
① 헌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판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2. 탄 핵
3. 정당의 해산

② 헌법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
하며,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위원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 헌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
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7장 헌법위원회

제112조
① 헌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판한다.

1. 탄 핵
2. 정당의 해산
3. 국가기관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

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의 권한쟁의

② (左同)

③ 제2항의 위원중 3인은 수상이 지명하는 
자를,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
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 헌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수
상이 지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6장 헌법재판소

제110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

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
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
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
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
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 헌법재판소의 재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3조
① 헌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6년으
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연임할 수 있다.
② 헌법위원회 위원은 정당에 가입
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③ 헌법위원회 위원은 탄핵 또는 형
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④ 헌법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법률
로 정한다.

제113조
① 헌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5년으
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연임할 수 있다.
② (左同)

③ 헌법위원회 위원은 탄핵 또는 금
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④ (左同)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
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
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
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114조
① 헌법위원회에서 법률의 위헌결
정, 탄핵의 결정 또는 정당해산의 
결정을 할 때에는 위원 6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헌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14조
① 탄핵 및 정당해산의 결정은 위원 
6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左同)

제112조
①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심
판, 탄핵의 심판 또는 정당해산의 
심판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
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장 선거관리

제115조
①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
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
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
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④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
에 관여할 수 없다.
⑤ 위원은 탄핵 또는 형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
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
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8장 (左同)

제115조
① (左同)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수상이 지명
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
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左同)
④ (左同)

⑤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
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⑥ (左同)

⑦ (左同)

⑧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률에 저

제7장 (左同)

제113조
① (左同)

② (1980년 헌법과 同)

③ (左同)
④ (左同)

⑤ (左同)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
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 (1980년 헌법과 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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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
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16조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
의 작성등 선거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
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
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6조 (左同) 제114조 (左同)

제117조
①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
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제117조 (左同) 제115조 (左同)

제8장 지방자치

제118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
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
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9장 (左同)

제118조 (左同)

제8장 (左同)

제116조 (左同)

제119조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
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19조 (左同) 제117조 (左同)

제9장 경제

제120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의 경제상
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
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한다.
③ 독과점의 폐단은 적절히 규제·
조정한다.

제10장 (左同)

제120조
① (左同)

② (左同)

③ 독과점의과 경제력남용에 의한
폐단은 적절히 규제·조정한다.

제9장 (左同)

제118조
① (左同)

② 국가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
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집중·남용
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
한 산업의 민주화를 위하여 필요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21조
①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
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
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121조 (左同) 제119조 (左同)

제122조 농지의 소작제도는 법률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금지된다. 다만, 농
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임대차 및 위탁경영은 법
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제122조 (左同) 제120조 (左同)

제123조 국가는 농지와 산지 기타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123조 (左同) 제121조 (左同)

제124조 제124조 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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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농민·어민의 자조를 기
반으로 하는 농어촌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며, 지역사회
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한다.

② 국가는 중소기업의 사업활동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농민·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정
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

① 국가는 농민·어민의 복지를 증
진하기 위하여 농어촌개발과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며, 지역사회
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한다.

② (左同)

③ (左同)

① 국가는 농민·어민의 복지를 증진
하기 위하여 농어촌개발과 지원등 필
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 (左 ②와 同)

④ (左 ③과 同)

제125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
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제125조 (左同) 제123조 (左同)

제126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
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제126조 (左同) 제124조 (左同)

제127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
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에 정한 경
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제127조 (左同) 제125조 (左同)

제128조
① 국가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
고 과학기술을 창달·진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 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128조
① (左同)

② (左同)
③ 수상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126조 (1980년 헌법과 同)

제10장 헌법개정

제129조
① 헌법개정은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제안 당시
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0장제11장 헌법개정

제129조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10장 헌법개정

제127조 헌법개정은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130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左同) 제128조 (左同)

제131조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
로부터 60일이내에 의결하여야 하
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
일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
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
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
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131조 (左同) 제129조 (左同)

부 칙

제1조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
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
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
과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및 
국회구성, 대통령 및 수상의 선출 기
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
법시행전에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
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
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
령과 국회의원의 선거는 1981년 6월 

제3조
① 제2조의 국회는 그 최초의 집회
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이 헌법에 의

제2조
①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선
거는 이 헌법시행일 40일전까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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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실시한다.

제3조 이 헌법 시행당시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
령이 선출됨과 동시에 종료된다.

하여 대통령을 선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통령 당선자는 당선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 헌법에 의
하여 수상후보자를 지명하여야 하
며, 국회는 이 헌법에 의하여 수상
을 선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대통령 및 수상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된다.
④ 이 헌법시행 전에 국회가 수상을 
선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헌법
시행일에 국회는 당연히 해산되며,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회의원 총선거를 실시한다. 이 경
우 국회해산 당시의 국회의장이 수
상의 권한을 대행한다.

행한다.
②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 국회의원 선거시기는 제2조에 
포함되어 있음)

제4조 이 헌법 시행과 동시에 이 헌법 
시행당시의 통일주체국민회의는 폐지
되고 그 대의원의 임기도 종료된다.

제5조
① 이 헌법 시행당시의 국회의원의 임
기는 이 헌법시행과 동시에 종료된다.
② 이 헌법에 의하여 선거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된다.

제6조
① 국가보위입법회의는 이 헌법에 의
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 
존속하며,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 국회의 권한을 대행한다.
② 국가보위입법회의는 각계의 대표
자로 구성하되, 그 조직과 운영 기
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제정한 법률
과 이에 따라 행하여진 재판 및 예
산 기타 처분등은 그 효력을 지속하
며, 이 헌법 기타의 이유로 제소하
거나 이의를 할 수 없다.
④ 국가보위입법회의는 정치풍토의 
쇄신과 도의정치의 구현을 위하여 
이 헌법시행일이전의 정치적 또는 
사회적 부패나 혼란에 현저한 책임
이 있는 자에 대한 정치활동을 규제
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제2조
①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회
의원총선거는 이 헌법시행일 60일 
전까지 실시한다.
② 대통령은 이 헌법시행일 50일 전
까지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집
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된 
국회의원의 임기는 최초의 국회집회
일로부터 개시된다.
④ 이 헌법 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2항의 최초의 국회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해당조항 없음)

제8조
① 이 헌법에 의하여 선거방법이나 임
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과 대법원장·
대법원판사·감사원장·감사위원·헌
법위원회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
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
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② 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
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제4조
① 이 헌법시행 당시의 공무원과 정
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되, 임
기가 있는 공무원 또는 기업체의 임
원의 경우에 그 임기는 종전에 임명
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대법원
장·대법원판사·감사원장·감사위
원·헌법위원회 위원·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위원과 종전의 규정에 의하
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된 공
무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제3조 이 헌법시행 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방법이
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
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
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 427 -

1980년 헌법 민정당안(1986. 8.) 민정당안(1987. 8.)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
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무
원의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
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
임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제9조 이 헌법 시행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
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제5조
① (左同)

② 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통령령 및 
총리령은 각각 이 헌법에 의한 내각
령 및 수상령으로 본다.

제4조 (1980년 헌법과 同)

제10조 이 헌법에 의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
하여 순차적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
시기는 법률로 정한다.

(해당조항 없음)

제5조
①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
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
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②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이 설치될 
기관은 이 헌법시행 후 6월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

제7조 새로운 정치질서의 확립을 위
하여 이 헌법 시행과 동시에 이 헌법 
시행당시의 정당은 당연히 해산된다. 
다만, 늦어도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선거일 3월이전까지는 새로운 
정당의 설립이 보장된다.

(해당조항 없음) (해당조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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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신한민주당·통일민주당 개헌시안의 변천

1962년 헌법
신민당 안

(1980. 2.)

신한민주당안

(1985. 10.)

신한민주당안

(1986. 8.)

통일민주당안

(1987. 7. 16. 확정.)

전 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

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4·19의거와 5·16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

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

파하고 민주주의 제제도를 확립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

를 균등히 하고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

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

적인 세계평화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

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여, 1948년 7월 12일

에 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

에 의하여 개정한다.

전 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의 숭고

한 독립정신과 4.19 민주의거의 이

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

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민

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

어 창의와 노력을 존중하는 정치·

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책

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

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

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

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 제정되고 1972년 12월 27

일에 개정된 헌법을 국민의 기본권

을 보다 철저히 보장하고 평화적 

정권교체를 위하여 이에 국민투표

에 의해 개정한다.

전 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

한 독립정신과 4·19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

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는 새로

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각인의 창의와 노력을 존중하고 정

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

에 기회를 균등히 하여 능력을 최

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책임과 의무

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

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

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에 이바지함

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

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

일에 제정되고 1980년 10월 25일에 

개정된 헌법을 국민의 기본권을 보

다 철저히 보장하고 평화적 정권교

체를 위하여 이에 국민투표에 의하

여 개정한다.

전 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

한 독립정신과 4·19 의거의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통일

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 

민주, 정의를 더욱 공고히 하는 새

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

서 각인의 창의와 노력을 존중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

역에 기회를 균등히 하여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책임과 의

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

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

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자손의 안

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기약하

고 이 헌법이 파괴되고 헌법에 확

립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명백하

게 침해될 경우 국민 스스로 저항

할 권리가 있음을 결의하면서 1948

년 7월 12일에 제정된 헌법을 국민

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전 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

한 독립정신 위에 건립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제1공

화국을 재건하였으며 4·19의거와 

5·18 광주의거로 부당한 국가권력

에 대하여서는 단호히 항거하는 국

민의 권리를 극명히 하였고, 군인의 

정치개입을 단호히 반대하고 문민

정치의 이념을 천명함으로써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하며, 안으로

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생활

의 균등한 향상 및 복지의 증진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

화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

히 확보하고 정의·인도와 동족애

로써 민족의 단결을 이루기 위하여 

일체의 정치보복은 이를 금지할 것

을 선언하고 1948년 7월 12일에 제

정된 헌법을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1장 총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제1장 총칙

제1조 (左同)

제1장 (左同)

제1조 (左同)

제1장 (左同)

제1조 (左同)

제1장 총강

제1조 (左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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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헌법
신민당 안

(1980. 2.)

신한민주당안

(1985. 10.)

신한민주당안

(1986. 8.)

통일민주당안

(1987. 7. 16. 확정.)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대한민국의 국민의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제2조 (左同) 제2조

① 대한민국의 국민의 요건은 법

률로 정한다.

② 재외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2조 (左同) 제2조 (左同)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와 부속도서로 한다.

제3조 (左同) 제3조 (左同) 제3조 (左同) 제3조 (左同)

(해당조항 없음) (해당조항 없음) (해당조항 없음) (해당조항 없음)

제4조 국가는 민족통일을 지향하

고 평화적 통일정책의 수립·시

행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제4조 (左同)

제4조

① (左同)

② 대한민국의 국군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정치에 개

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左同) 제5조 (左同)

제5조

① 이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

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에 대하여는 국제법과 

조약에 정한 바에 의하여 그 지

위를 보장한다.

제5조 (左同) 제5조 (左同) 제5조 (左同)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

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左同)

제6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

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6조 (左同)

제6조

① (左同)

② (左同)

③ 공무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을 공개한다.

제6조 (左同) 제7조 (左同)

제7조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

정당제는 보장된다.

제7조 (左同) 제7조

① (左同)

제7조 (左同) 제8조

① (左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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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헌법
신민당 안

(1980. 2.)

신한민주당안

(1985. 10.)

신한민주당안

(1986. 8.)

통일민주당안

(1987. 7. 16. 확정.)

② 정당은 그 조직과 활동이 민

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 정당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다만,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

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 때에는 

정부는 대법원에 그 해산을 제소

할 수 있고 정당은 대법원의 판

결에 의하여 해산된다.

② (左同)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

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

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

본질서에 위배된 때에는 정부는 대법

원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

은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산된다.

② 정당의 목적, 조직, 활동은 민

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 (左同)

(해당조항 없음) (해당조항 없음)
제8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左同) 제9조 (左同)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8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를 위하

여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2장 (左同)

제8조 (左同)

제2장 (左同)

제9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

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

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을 최대한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2장 (左同)

제9조 (左同)

제2장 (左同)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

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9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

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

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

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

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9조 (左同) 제10조 (左同) 제10조 (左同) 제11조 (左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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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헌법
신민당 안

(1980. 2.)

신한민주당안

(1985. 10.)

신한민주당안

(1986. 8.)

통일민주당안

(1987. 7. 16. 확정.)

제10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

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

니하고는 체포·구금·압수·수

색·심문 또는 처벌을 받지 아니

하며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

고는 강제노역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

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 체포·구금·수색·압수에는 검

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

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

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체포·구금을 받은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

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형사피고인이 스

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

에는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 누구든지 체포·구금을 받은 때

제10조 (左同)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

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체포·구금·압수·수색·

심문·처벌과 보안처분을 받지 아

니하며,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

고는 강제노역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左同)

③ 체포·구금·압수·수색에는 검

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

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

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左同)

⑤ 누구든지 체포·구금을 받은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

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는 체포·구금·구류·연금·압수·

수색·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의 선

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

분, 강제노역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左同)

③ (左同)

④ 누구든지 체포·구금·구류·연

금을 받은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형사피고인

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 (左同)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

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강제노역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左同)

③ 체포·구속·압수·수색에는 검

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

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

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법관의 영장에는 믿을 만한 증거에 

의하여 범죄가 되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지 아

니한 영장의 발부와 집행은 금지한다.

⑤ 누구든지 그 이유의 고지를 받

지 아니하거나 즉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 그밖의 변호인의 조력

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아니하

고는 어떠한 형태로도 연행·체

포·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⑥ 체포·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

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형

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⑦ 체포·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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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그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

할 권리를 가진다. 사인으로부터 신

체의 자유의 불법한 침해를 받은 때

에도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

제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

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

정될 때, 또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

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때에는 그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⑥ (左同) ⑥ (左同)

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

리를 가진다.

⑧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

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

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

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

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이

거나 위법한 방법에 의하여 수집

된 증거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

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

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

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

여 참정권의 제한 또는 재산권의 

박탈을 받지 아니한다.

제11조

① (左同)

② (左同)

③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에 의하여 불이

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12조 (左同) 제12조 (左同) 제13조 (左同)

제12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

의 자유를 가진다.

제12조 (左同) 제13조 (左同) 제13조 (左同) 제14조 (左同)

제13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3조 (左同) 제14조 (左同) 제14조 (左同) 제15조 (左同)

제14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침입

을 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제14조

①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주거의 침입을 

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

제15조 (左同) 제15조 (左同)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

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

한 압수나 수색에는 검사의 신청

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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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나 수색에는 법관의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수색에는 법관의 영장을 제시

하여야 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

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

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5조 (左同) 제16조 (左同) 제16조 (左同)

제18조

① (左同)

② 우편물의 검열, 전신전화의 도

청, 서신의 개피는 국가의 안전과 

공공의 질서를 해할 명백하고 현

존하는 위협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

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이를 할 수 없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

를 가진다.

제17조 (左同) 제18조 (左同) 제18조 (左同) 제19조 (左同)

제16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

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16조 (左同) 제17조 (左同) 제17조 (左同) 제20조 (左同)

제18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

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

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공중도

덕과 사회윤리를 위하여는 영화나 

연예에 대한 검열을 할 수 있다.

③ 신문이나 통신 및 방송의 시

설기준은 법률로 정할 수 있다.

④ 옥외집회에 대하여는 그 시간과 장소

에 관한 규제를 법률로 정할 수 있다.

⑤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와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

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 (左同) 제19조 (左同) 제19조 (左同) 제21조

①  (左同)

② 언론·출판·영화·연예에 대

한 허가·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언론, 출판, 영화, 연예는 타인

의 명예와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 제19조 (左同) 제20조 (左同) 제20조 (左同) 제22조 (左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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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저작자·발명가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0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

용·사용 또는 제한은 법률로써 하

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 (左同) 제21조 (左同) 제21조 (左同) 제23조 (左同)

제21조 모든 국민은 20세가 되면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

원선거권을 가진다.

제21조 (左同) 제22조 모든 국민은 18세가 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

원선거권을 가진다.

제22조 (左同) 제24조 (左同)

제22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22조 (左同) 제23조 (左同) 제23조 (左同) 제25조 (左同)

제23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3조 (左同) 제24조 (左同) 제24조 (左同) 제26조 (左同)

제24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군인 또는 군속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

소·유해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에 정한 경우 및 비상

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법회의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제24조 (左同) 제25조

① (左同)

②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

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군사

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

소·유해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에 정한 경우 및 비상계

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

법회의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제25조

① (左同)

②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

민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법회의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제27조

① (左同)

②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

민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 법

원이 권한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법

회의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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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

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左同) ③ (左同) ③ (左同)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

다. (※ 신한민주당안 제26조 ②)

제25조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

었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

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5조

① 형사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판결 또는 

무혐의처분을 받은 때에는 법률

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

는 권리를 가진다.

제26조 (左同) 제26조 (左同)

제28조 형사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판결 또는 법

률이 정하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때

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

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위 제27조도 참조)

제26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26조 (左同) 제27조 (左同) 제27조 (左同) 제29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

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 자신

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

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어린

이에게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

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⑤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27조 (左同) 제28조

① (左同)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

녀에게 중학교육과 법률이 정하

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左同)

④ (左同)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28조 (左同) 제30조

① (左同)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

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

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左同)

④ (左同)

⑤ 국가는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⑥ (左同)

제28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제28조

① (左同)

제29조 (左同) 제29조 (左同)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

며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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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

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 정한다.

④ 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② (左同)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

엄성에 적합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左同)

② 국가는 근로자의 고용확대와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근로의 내용과 조건은 인간의 존

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

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차별받지 아니한다.

⑤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산업재

해 피해자 및 전몰군경과 산업재

해 사망자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

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29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

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로 인정

된 자를 제외하고는 단결권·단체교

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질 수 없다.

제29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

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左 ②와 同)

제30조 (左同) 제30조 (左同) 제32조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개선

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

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며 국가는 이

를 보장한다.

(해당조항 없음) (해당조항 없음) (해당조항 없음) (해당조항 없음)

제33조 근로자는 경제적, 사회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생산의 요구에 응

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기업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

(해당조항 없음) (해당조항 없음) (해당조항 없음) (해당조항 없음)
제34조 근로자는 영리를 목적으

로 하는 기업에 있어서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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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

에 균점할 권리를 가진다.

제30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의 증진에 노

력하여야 한다.

③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0조

① (左同)

② 국가는 사회보장의 증진을 위한 

필요한 예산을 매년 계상하여야 한다.

③ (左同)

제31조 (左同) 제31조 (左同) 제35조

① (左同)

②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

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을 재해, 

질병, 노동능력의 상실, 노령 및 신

체장애, 실업 기타 부조를 요하는 생

활상태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진다.

(해당조항 없음)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보다 건강하고 쾌

적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환경의 적정한 이용관리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

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左同) 제36조 (左同) 제36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

경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며, 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환경의 적정한 이용관리

와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환경권의 내용과 그 행사는 

법률로 정한다.

④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

하여 국민이 안락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 모든 국민은 혼인의 순결

과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1조 (左同) 제32조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

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

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2조 (左同) 제37조 (左同)

제32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

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제32조 (左同) 제33조 (左同) 제33조 (左同) 제38조

① (左同)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

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

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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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

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33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3조 (左同) 제34조 (左同) 제34조 (左同) 제39조 (左同)

제3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방위의 의무를 진다.

제34조 (左同)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35조 (左同) 제40조 (左同)

제3장 통치기구

제1절 국회

제35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3장 (左同)

제1절 (左同)

제36조 (左同)

제3장 (左同)

제1절 (左同)

제37조 (左同)

제3장 (左同)

제1절 (左同)

제37조 (左同)

제3장 국회

제41조 (左同)

제36조

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

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회의원의 수는 150인이상 200

인이하의 범위안에서 법률로 정한다.

③ 국회의원 후보가 되려하는 자는 

소속정당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④ 국회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

은 법률로 정한다.

제37조

① (左同)

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한다.

③ 국회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8조

① (左同)

② 국회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

은 법률로 정한다.

제38조 (左同) 제42조

① (左同)

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

되, 200인이상으로 한다.

③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

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비례대표제에 의한 의석배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정

당의 득표수의 비율에 따른다.

제37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38조 (左同) 제39조 (左同) 제39조 (左同) 제43조 (左同)

제38조 국회의원은 임기중 당적을 이

탈하거나 변경한 때 또는 소속정당이 

해산된 때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 

다만, 합당 또는 제명으로 소속이 달

라지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해당조항 없음) (해당조항 없음) (해당조항 없음) (해당조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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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국회의원은 대통령·국무총리·

국무위원·지방의회의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39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

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40조 (左同) 제40조 (左同) 제44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

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제41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

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

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제41조 (左同) 제42조 (左同) 제42조 (左同) 제45조 (左同)

제42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

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

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2조 (左同) 제43조 (左同) 제43조 (左同) 제46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

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 및 그에 

부수된 행위에 관하여 국회외에

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0조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

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법률이 

정하는 기업체와의 계약 또는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나 이

득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제40조 (左同) 제41조 (左同) 제41조 (左同)

제47조

①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

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

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

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

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제43조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한다.

②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

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국회의장은 

국회의 임시회의 집회를 공고한다.

③ 정기회의 회기는 120일을, 임시회

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43조 (左同) 제44조

① (左同)

②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

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지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국회의장은 

국회의 임시회의 집회를 소집한다.

③ (左同)

제44조 (左同) 제48조

① (左同)

② 국회 임시회는 국회 재적의원 4

분지 1 이상 또는 대통령의 요구에 

의하여 국회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左同)

④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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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4조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

장 2인을 선거한다.

제44조 (左同) 제45조 (左同) 제45조 (左同) 제49조 (左同)

제45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재적의

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

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45조 (左同) 제46조 (左同) 제46조 (左同) 제50조 (左同)

제46조

①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

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

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제46조 (左同) 제47조 (左同) 제47조 (左同) 제51조 (左同)

제47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

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7조 (左同) 제48조 (左同) 제48조 (左同) 제52조 (左同)

제48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

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48조 (左同) 제49조 (左同) 제49조 (左同) 제53조 (左同)

제49조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

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

령은 전항의 기간 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

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

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

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제49조 (左同) 제50조 (左同) 제50조 (左同) 제54조

① (左同)

② (左同)

③ (左同)

④ (左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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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

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

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안에 공포

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

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

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전항에 의하여 법

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

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

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

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 (左同)

⑦ (左同)

제50조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

의·확정한다.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

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

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기간안에 예산안이 의

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

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

음 각호의 경비를 세입의 범위안

에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

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보수와 사무처리에 필

요한 기본경비

제50조

① (左同)

② (左同)

③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

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

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경비

를 세입의 범위안에서 전년도 예

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左同)

제51조 (左同) 제51조 (左同) 제55조

① (左同)

② (左同)

③ 정부는 법원이 편성한 세출예산을 

대법원장의 동의없이 삭감할 수 없다.

④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

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

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경비

를 세입의 범위안에서 전년도 예

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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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비와 법

률상 지출의 의무가 있는 경비

3. 이미 예산상 승인된 사업의 계속비

2. (左同)

3. (左同)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제51조

①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

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

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

한 예비비는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

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1조

①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

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

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

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

기 위한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

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2조

①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

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

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

한 예비비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

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2조 (左同) 제56조

① (左同)

②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

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2조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

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52조 (左同) 제53조 (左同) 제53조 (左同) 제57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

할 수 있다.

제53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

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

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53조 (左同) 제54조 (左同) 제54조 (左同) 제58조 (左同)

제54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4조 (左同) 제55조 (左同) 제55조 (左同) 제59조 (左同)

제55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

률로 정한다.

제55조 (左同) 제56조 (左同) 제56조 (左同) 제60조 (左同)

제56조

①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

장에 관한 조약,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통상조약·어업조약·강화

조약·국가나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조약 또는 입법사항

제56조 (左同) 제57조

①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

장에 관한 조약·통상조약·어업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재정적 부

담을 지우는 조약, 외국군대의 지

위에 관한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제57조 (左同) 제61조

①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

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

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

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

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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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

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 선전포고·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하여도 

국회는 동의권을 가진다.

동의권을 가진다.

② (左同) ② (左同)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

의권을 가진다.

② (左同)

제57조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과 진

행중인 범죄수사·소추에 간섭할 

수 없다.

제57조 국회는 국정을 감사 또는 

조사하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

출,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

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과 진행중인 범죄수사·소추

에 간섭할 수 없다.

제58조 (左同) 제58조 (左同) 제62조 국회는 국정을 감사 또는 

조사하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

출,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

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58조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와 그 위원회에 출

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으며, 국회와 그 위원회 또는 국

회의원 30인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에는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제58조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와 그 위원회에 출

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으며, 국회와 그 위원회 또는 재

적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에는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제59조 (左同) 제59조 (左同) 제63조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와 그 위원회에 출

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으며, 국회와 그 위원회 또는 재

적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에는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제59조

①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건의는 재적의원 과반

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9조

①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

원 해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② (左同)

③ 제1항과 제2항의 결의가 있을 때

에는 대통령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해임결의안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써 발의된다.

⑤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결의안이 의

결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은 국무총리

와 국무위원 전원을 해임하여야 한다.

제60조 (左同) 제60조 (左同) 제64조

①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건의는 재적의원 과반

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

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0조

①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

제60조 (左同) 제61조 (左同) 제61조 (左同) 제65조

① (左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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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

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

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② (左同)

③ (左同)

(삭제)

제61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

정각부의 장·법관·중앙선거관리위

원회 위원·감사위원·기타 법률에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

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의원 

30인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

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한다.

제61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

정각부의 장·법관·중앙선거관리위

원회 위원·심계관·기타 법률에 정

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

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

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左同)

제62조

① 대통령·부통령·국무총리·국무위

원·행정각부의 장·법관·중앙선거관

리위원회 위원·감사위원 기타 법률에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

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左同)

③ (左同)

제62조 (左同) 제66조

① (左同)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

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

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

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

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左同)

제62조

① 탄핵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탄핵심판위원회를 둔다.

② 탄핵심판위원회는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원판사 3인

과 국회의원 5인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다만, 대법원장을 심판할 경

우에는 국회의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 탄핵결정은 구성원 6인 이상

제62조

① 탄핵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탄핵심판위원회를 둔다.

② 탄핵심판위원회는 대법원장을 위

원장으로 하고 대법원판사 4인과 국

회의원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

만, 대통령·대법원장을 심판할 경우

에는 국회의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 (左同)

제63조 (左同) 제63조 (左同) 제67조

① (左同)

② 탄핵심판위원회는 대법원장을 위

원장으로 하고 대법관 4인과 국회의

원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대통령, 대법원장을 심판할 경우에

는 국회의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 (左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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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

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

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⑤ 탄핵심판에 관한 사항은 법률

로 정한다.

④ (左同)

⑤ (左同)

④ (左同)

⑤ (左同)

제3장 통치기구

제2절 정부

제1관 대통령

제63조

①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② 대통령은 외국에 대하여 국가

를 대표한다.

제3장 (左同)

제2절 (左同)

제1관 (左同)

제63조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

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

한다.

제3장 (左同)

제2절 (左同)

제1관 (左同)

제64조

①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이를 위한 

남북관계의 중대정책의 결정에 관해

서는 국회의장,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

의 대표자들에게 자문을 해야 한다.

③ 부통령은 대통령을 보좌하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 궐위

시 그 직위를 승계한다.

제3장 (左同)

제2절 (左同)

제1관 (左同)

제64조 (左同)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68조

①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② 대통령은 외국에 대하여 국가

를 대표한다.

③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

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

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④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

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⑤ 부통령은 대통령을 보좌하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 궐위

시 그 직위를 승계한다.

제64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

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

출한다. 다만,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에 잔임 기간이 2년미만인 

때에는 국회에서 선거한다.

②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

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

제64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

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

출된다.

② (左同)

제65조

①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민의 보

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

하여 선출된다.

②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

제65조 (左同) 제69조

① (左同)

② (左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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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일 현재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

에 거주하고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한다.

③ 대통령후보가 되려는 자는 소

속 정당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65조

① 국민이 대통령을 선거하는 경

우에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

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

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투표자 총수의 3분

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③ (左同)

제65조 (左同)

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6조

① 대통령과 부통령의 선거에 있

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

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

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左同)

제66조 (左同)

③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가 되려

하는 자는 동일한 소속정당의 추

천을 받아야 한다.

④ 대통령과 부통령의 선거는 동

일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들에

게 단일 투표로 한다.

⑤ 대통령과 부통령의 선거에 있

어서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

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

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 대통령 및 부통령 후보자가 

단일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투표

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

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⑦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6조

① 국회가 대통령을 선거하는 경우

에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

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를 대통령 당선자로 한다.

② 전항의 득표자가 없는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전항의 득표자가 없는 때에는 최

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

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

가 2인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

(해당조항 없음) (해당조항 없음) (해당조항 없음) (해당조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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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대통령 당선자로 한다.

제67조

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

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즉시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통령당선자

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

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도 또

한 같다.

제66조

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

에는 임기만료 6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의 궐위 또는 대통령당

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67조

①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가 만

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60일 전

에 후임자를 선거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과 부통령 궐위 또는 대

통령과 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

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대통령 권한을 대

행하는 국무총리는 60일이내에 대

통령과 부통령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잔임기간이 1년 미만

인 때에는 후임자를 선거하지 아

니한다.

제67조 (左同) 제70조

①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가 만

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60일 이

전에 후임자를 선거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과 부통령이 모두 궐위된 

때에는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

무총리는 60일이내에 대통령과 부

통령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부통령 당선자

를 대통령 당선자로 한다.

④ 부통령이 궐위되거나, 부통령 

당선자가 사망·판결 기타의 사

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대통령은 그 소속정당의 추천을 

받은자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하

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의결

로 부통령을 선출한다.

제68조

①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

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② 전항의 선서에는 국회의원과 

대법원의 법관이 참석한다.

제69조 (左同) 제70조 (左同) 제70조

① (左同)

② 전항의 선서에는 부통령, 국회

의장, 대법원판사가 참석한다.

제71조

①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

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

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

민의 자유,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

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

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② 전항의 선서는 국회에서 한다.

제69조

①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67조

①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68조

①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

제68조 (左同) 제72조

① (左同)



- 448 -

1962년 헌법
신민당 안

(1980. 2.)

신한민주당안

(1985. 10.)

신한민주당안

(1986. 8.)

통일민주당안

(1987. 7. 16. 확정.)

②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의 후임자

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중 재임한다.

③ 대통령은 1차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1차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규정은 이를 개정할 

수 없다.

년으로 한다.

② (左同)

③ (左同)

② (左同)

제70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

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에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

을 대행한다.

제68조 (左同) 제69조 (左同) 제69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통령이 승계하며, 부통령

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

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

총리, 법률에 정한 국무위원의 순

위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73조 대통령과 부통령이 궐위

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에 정한 국무위원의 순위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해당조항 없음) (해당조항 없음) (해당조항 없음) (해당조항 없음)

제74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

일 수 있다.

제71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 추진

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70조 (左同) 제71조 (左同) 제71조 (左同) 제75조 (左同)

제72조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

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한다.

제71조 (左同) 제72조 (左同) 제72조 (左同) 제76조 (左同)

제74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

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73조 (左同) 제73조 (左同) 제73조 (左同) 제77조 (左同)

제73조

①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있

어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

을 때에 한하여 대통령은 최소한

제72조 (左同) 제74조 (左同) 제74조 (左同) 제78조 (左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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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필요한 재정, 경제상의 처분

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

력을 가지고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

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

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

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대통령은 법률의 효

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명령 또는 

처분은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

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전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

는 그 명령 또는 처분은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

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

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

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75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

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

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

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

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4조 (左同) 제75조 (左同) 제75조

① (左同)

② (左同)

③ (左同)

제79조

① (左同)

② (左同)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

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잠정적

으로 언론·출판·방송·방영·

집회·결사의 자유와 정부의 권

한에 관한 특별조치를 할 수 있

고 법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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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

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없는 지역에 한하여 영장제도와 

법원의 권한에 관한 특별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때에

는 7일이내에 국회의 소집을 요구

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

에서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국회

가 계엄의 해제를 결의한 때에는 

계엄은 그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제76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명한다.
제75조 (左同)

제76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제76조 (左同) 제80조 (左同)

제77조

①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사면·감형·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사

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6조 (左同) 제77조 (左同) 제77조 (左同) 제81조 (左同)

제78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제77조 (左同) 제78조 (左同) 제78조 (左同) 제82조 (左同)

제79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

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78조

①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

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② 정부가 국회의 정기회에 예산

안을 제출할 때에는 대통령은 국

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제79조 (左同) 제79조 (左同)

제83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

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80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

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제79조 (左同) 제80조 (左同) 제80조 (左同) 제84조 (左同)

제81조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

위원·행정각부의 장·기타 법률

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하거나 

제80조 (左同) 제81조 (左同) 제81조 (左同) 제85조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

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

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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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에 종사할 수 없다. 없다.

제82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81조 (左同) 제82조 (左同) 제82조 (左同) 제86조 (左同)

(해당조항 없음) (해당조항 없음) (해당조항 없음) (해당조항 없음)
제87조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

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2절 정부

제2관 국무회의

제84조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

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

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

니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

로 임명될 수 없다.

③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

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9조 국무총리는 행정에 관하

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

를 통할한다.

제2절 (左同)

제2관 (左同)

제83조

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

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무위원

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

이 임명한다.

② (左同)

③ (左同)

제88조 국무총리는 행정에 관하

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

를 통할하며 행정각부에 분담되

지 아니한 행정사무를 담임한다.

제2절 (左同)

제2관 (左同)

제84조 (左同)

제89조 (左同)

제2절 (左同)

제2관 (左同)

제84조 (左同)

제89조 (左同)

제2절 행정부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88조

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

통령이 임명한다.

②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

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

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 신한

민주당안 제85조 ② 참조)

④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

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

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

니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

로 임명될 수 없다.

⑥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

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3조

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

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

와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국무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82조

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

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②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

와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국무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83조

① (左同)

② 국무회의는 대통령·부통령·

국무총리와 15인이상 25인 이내

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제83조 (左同) 제89조

① (左同)

②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와 15인이상 30인이하의 국무위

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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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①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

고 국무회의의 부의장이 된다.

제84조 (左同) 제85조 (左同) 제85조 (左同)

③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④ 부통령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6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적 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조약안·법률안과 대통령령안

4.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

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계엄과 해엄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 영전수여

9. 사면·감형과 복권

10.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11. 정부 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 정당해산의 제소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

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6. 검찰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각군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공

제85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左同)

2. (左同)

3. (左同)

4. (左同)

5. 대통령의 긴급재정 처분 및 긴

급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左同)

7. (左同)

8. (左同)

9. (左同)

10. (左同)

11. (左同)

12. (左同)

13. (左同)

14. (左同)

15. (左同)

16. 검찰총장·국립대학교 총장·

대사·각군 참모총장·공사·기타 

제86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左同)

2. (左同)

3. (左同)

4. (左同)

5. (左同)

6. (左同)

7. (左同)

8. (左同)

9. (左同)

10. 행정각부의 권한의 획정

11. (左同)

12. (左同)

13. (左同)

14. (左同)

15. 정부의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

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6. 검찰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

사·각군참모총장·해병대사령

제86조 (左同)

제2관 국무회의

제90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左同)

2. (左同)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

안·법률안과 대통령령안

4. (左同)

5. (左同)

6. (左同)

7. (左同)

8. (左同)

9. (左同)

10.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11. (左同)

12. (左同)

13. (左同)

(삭제)

14.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

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5.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

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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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타 법률에 정한 공무원과 중

요한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

17.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법률에 정한 공무원과 중요한 국

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

17. (左同)

관·기타 법률에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

17. (左同)

사 기타 법률에 정한 공무원과 국

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

16. (左同)

제87조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

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

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

무범위·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

률로 정한다.

제86조 (左同) 제87조 (左同) 제87조 (左同) 제91조 (左同)

제3관 행정각부

제88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

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3관 (左同)

제87조 (左同)

제3관 (左同)

제88조 (左同)

제3관 (左同)

제88조 (左同)

제3관 (左同)

제92조 (左同)

제90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89조 (左同) 제90조 (左同) 제90조 (左同) 제93조 (左同)

제91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90조 (左同) 제91조 (左同) 제91조 (左同) 제94조 (左同)

(해당조항 없음) (해당조항 없음) (해당조항 없음) (해당조항 없음)

제95조

① 탄핵대상자의 불법과 부정, 기타 

일반수사기관이 수사·소추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사건의 수사와 소

추를 위하여 특별검사를 둘 수 있다.

② 특별검사는 독립하여 그 직무

를 처리한다.

③ 특별검사의 선임, 직무범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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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관 감사원

제92조 국가의 세입, 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에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

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

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제4관 심계원

제91조 국가의 세입, 세출의 결

산, 국가 및 법률에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심계원을 둔다.

제4관 감사원

제92조 (1962년 헌법과 同)

제4관 (左同)

제92조 (左同)

제4관 (左同)

제96조 (左同)

제93조

①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

령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원장이 궐위된 경우에 임명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4

년으로 하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될 수 있다.

제92조

① 심계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심계관으로 구성한다.

② (左同)

③ (左同)

④ 심계관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

통령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4년

으로 하되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심계원장·심계관은 탄핵 또

는 형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

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

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또

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93조

①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11인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

령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 (左同)

④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

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제93조 (左同) 제97조

① (左同)

② (左同)

(삭제)

③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

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제94조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

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3조 심계원은 세입·세출의 결산

을 매년 검사하여 정부와 차년도 국

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4조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

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4조 (左同) 제98조 (左同)

제95조 감사원의 조직, 직무범위, 감사

위원의 자격, 감사대상 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4조 심계원의 조직, 직무범위, 심계

관의 자격, 심계대상 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5조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

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

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5조 (左同) 제99조 (左同)

제3절 법원 제3절 (左同) 제3절 (左同) 제3절 (左同) 제5장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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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

원에 속한다.

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95조 (左同) 제96조 (左同) 제96조 (左同) 제100조 (左同)

제97조

①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 대법원의 법관의 수는 16인 

이하로 한다.

③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96조 (左同) 제97조

① (左同)

② 대법원판사인 법관의 수는 20

인 이내로 한다.

③ (左同)

제97조 (左同) 제101조

① (左同)

②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

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 대법관의 수는 20인이하로 한다.

④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98조 법관은 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

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97조 (左同) 제98조 법관은 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

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98조 (左同) 제102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99조

① 대법원장인 법관은 법관추천회

의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국회

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대통령

은 법관추천회의의 제청이 있으면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고 국회의 동

의를 얻으면 임명하여야 한다.

② 대법원판사인 법관은 대법원

장이 법관추천회의의 동의를 얻

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에 제청이 있으면 대통령

은 이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

닌 법관은 대법원판사회의의 의

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④ 법관추천회의는 법관 4인, 변

호사 2인, 대통령이 지명하는 법

제98조

① (左同)

② (左同)

③ (左同)

④ 법관추천회의는 대법원판사회

의에서 선출한 법관 6인, 대한변

제99조 (左同) 제99조 (左同) 제103조

① 대법원장인 대법관은 법관추천

회의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국

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대통령

은 법관추천회의의 제청이 있으면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고, 국회의 동

의를 얻으면 임명하여야 한다.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법관추

천회의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에 제

청이 있으면 대통령은 이를 임명

하여야 한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 아닌 법관

은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

법원장이 임명한다.

④ 법관추천회의는 대법관회의에

서 선출하는 6인, 법관자격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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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학교수 1인, 법무부장관과 검찰

총장으로 구성한다.

⑤ 법관추천회의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호사협회에서 선출한 변호사 6인,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중 대통령

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한다.

⑤ 법관추천회의의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자중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3인, 법

관자격이 있는 자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3인, 대한변호사 협회에

서 선출하는 3인으로 구성한다.

⑤ 법관추천회의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00조

① 대법원장인 법관의 임기는 6

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②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될 수 있다.

③ 법관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제99조

①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인 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수 있다.

③ 대법원장인 법관의 정년은 70세로 하

고 그밖의법관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제100조 (左同) 제100조 (左同) 제104조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

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 아닌 법관

의 임기는 정년까지로 한다.

④ 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로 하고 

그밖의 법관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제101조

① 법관은 탄핵 또는 형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법관의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

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100조

① 법관은 탄핵 또는 형벌에 의

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또

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左同)

제101조 (左同) 제101조 (左同) 제105조

① 법관은 탄핵 또는 형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左同)

제102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

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② 명령·규칙·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제101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

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

사할 권한을 가진다.

② 명령·규칙·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는 대법원

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

을 가진다.

제102조

① (左同)

② 명령·규칙·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제102조 (左同) 제106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

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② (左同)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

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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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04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

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2조 (左同) 제103조 (左同) 제103조 (左同) 제107조 (左同)

제103조 정당해산을 명하는 판결

은 대법원판사 정수의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03조 (左同) 제104조 (左同) 제104조 (左同) (삭제)

제105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

개한다. 다만, 심리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

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4조 (左同) 제105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

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

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5조 (左同) 제108조 (左同)

제106조

①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

별법원으로 군법회의를 둘 수 있다.

② 군법회의의 상고심은 대법원

에서 관할한다.

③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

인·군속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

해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에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제105조 (左同) 제106조 (左同) 제106조 (左同) 제109조

① (左同)

② (左同)

(삭제)

③ 군법회의의 조직·권한 및 재

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4절 선거관리

제107조

① 선거관리의 공정을 기하기 위

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제4절 (左同)

제106조

① (左同)

제4절 (左同)

제107조

① 선거관리의 공정을 기하고, 정

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

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제4절 (左同)

제107조 (左同)

제7장 선거관리

제110조

① (左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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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이 임명하는 2인, 국회에서 선출

하는 2인, 대법원판사회의에서 선

출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될 수 있다.

④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

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 위원은 탄핵 또는 형벌에 의하

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의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

률로 정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

하는 3인, 대법원판사회의에서 선

출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左同)

④ (左同)

⑤ (左同)

⑥ (左同)

제108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

은 법률로 정한다.

② (左同)

③ (左同)

④ (左同)

⑤ (左同)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의 관리와 정당사

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9조 (左同) 제109조 (左同)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에

서 선출하는 3인, 대통령이 임명

하는 3인, 대법관회의에서 선출하

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

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6

년으로 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정당에 가

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단, 국회에서 선출하는 위원은 정

당원으로 하고, 그 선출방법은 법

률로 정한다.

⑤ 위원은 탄핵 또는 형벌에 의하

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

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

을 제정할 수 있다.

⑦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

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

은 법률로 정한다.

(해당조항 없음)

제107조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에 관

하여 당해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

시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지시를 받은 해당 행

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8조 (左同) 제108조 (左同) 제111조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

표 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

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

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8조

①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

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에 정한 범

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

장되어야 한다.

②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

제109조 (左同) 제110조 (左同) 제110조 (左同) 제112조

① 선거운동과 국민투표찬·반운

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 (左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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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

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제5절 지방자치

제109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

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

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

로 정한다.

제5절 (左同)

제110조 (左同)

제5절 (左同)

제111조 (左同)

제5절 (左同)

제111조 (左同)

제5절 (左同)

제113조 (左同)

제110조

①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

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

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

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11조 (左同) 제112조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국민의 보

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

하여 선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구성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 및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12조 (左同) 제114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구성도 또한 같다.

② (左同)

제4장 경제

제111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

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

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

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한다.

제4장 (左同)

제112조 (左同)

제4장 (左同)

제113조

① (左同)

② (左同)

③ 독과점의 폐단은 적절히 규

제·조정한다.

제4장 (左同)

제113조

① (左同)

② (左同)

③ 독과점과 경제력 집중의 폐단

은 적절히 규제·조정한다.

제4장 (左同)

제115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

중함을 기본으로 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향상을 기하도록 한다.

② (左同)

③ 독과점의 폐단과 경제력 남용에 

의한 소득불균형의 시정 및 분배구

조의 왜곡을 적절히 규제·조정한다.

④ 국가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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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

극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2조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

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

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제113조 (左同)

제114조

①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

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

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

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114조 (左同) 제116조 (左同)

제113조 농지소작제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지된다.

제114조 (左同) 제115조 농지의 소작제도는 법률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지된다. 

다만,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

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임대차 

및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인정된다.

제115조 (左同) 제117조 농지의 소작제도는 법률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지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되

는 소작농지는 법률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제114조 국가는 농지와 산지의 효

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률의 정하

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115조 (左同) 제116조 국가는 농지와 산지 기

타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그

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116조 (左同) 제118조 국가는 토지가 국민 모두

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므로 그

이용·개발과 보전에 있어 그 효

율의 극대화와 경제적, 사회적 정

의실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

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116조

① 국가는 농민·어민의 자조를 

기반으로 하는 농어촌개발을 위하

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며 지역

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한다.

제117조

① (左同)

제117조 (左同)

제119조

① 국가는 농업을 민족생존을 위한 

기초산업으로 보호육성하며, 농민·

어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

요한 농·어촌 종합개발계획을 수

립하고, 이를 지원하며 도시와 농촌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한다.

② 국가는 농업생산의 수요공급조

절과 유통구조의 개선으로 가격을 

보장하여 농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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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국가는 농민·어민과 중

소기업의 자조를 기반으로 하는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그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

② 농민·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를 

기반으로 하는 협동조합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

② 국가는 중소기업의 활동을 보

호·육성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중소기업자의 자조를 기반으

로 하는 협동조합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

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

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 중소기업 육성의무는 제123조 

제2항으로 이동)

③ 국가는 농민·어민과 중소기업

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제120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

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

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제116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

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제117조 (左同) 제118조 (左同) 제118조 (左同) 제121조 (左同)

제117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에 정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제118조 (左同) 제119조 (左同) 제119조 (左同) 제122조 (左同)

제118조

① 국민경제의 발전과 이를 위한 

과학진흥에 관련되는 중요한 정책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

하여 경제·과학심의회의를 둔다.

② 경제·과학심의회의는 대통령

이 주재한다.

③ 경제·과학심의회의의 조직·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

률로 정한다.

제119조

① 국민경제의 발전과 이를 위한 

과학기술은 창달·진흥되어야 한다.

제120조

① (左同)

제120조 (左同)

제123조

①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

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

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민경제의 안정과 균

형있는 성장을 위하여 중소기업

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제

119조 제2항에서 이동)

③ 국가는 중앙은행이 통화신용

정책 및 업무를 독립적·자율적

으로 수립·집행하도록 그 중립

성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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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통령은 경제·과학기술의 창달진흥

을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 대통령은 경제·과학기술의 창달진흥

을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④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⑤ 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5장 헌법개정

제119조

① 헌법개정의 제안은 국회의 재적의

원 3분의 1이상 또는 국회의원선거권

자 50만인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②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30

일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20조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

터 60일이내에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

결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

성을 얻어야 한다.

제121조

①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60일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

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

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헌법개정안이 전항의 찬성을 얻

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

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5장 (左同)

제120조

① 헌법개정의 제안은 국회의 재

적의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써 한다.

② 헌법개정의 제안은 대통령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공고기간은 20일이상으로 한다.

④ 국회는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⑤ 헌법개정의 의결은 국회에서 재적의

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⑥ 헌법개정이 의결된 때에는 대통

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5장 (左同)

제121조 (左同)

제5장 (左同)

제121조 (左同)

제5장 (左同)

제124조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

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

개정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

여는 효력이 없다.

제125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

통령이 20일이상의 기간 이를 공

고하여야 한다.

제126조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

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

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

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

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

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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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① 이 헌법은 이 헌법에 의한 국

회가 처음으로 집회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

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국회

의원의 선거 기타 준비는 이 헌

법시행전에 할 수 있다.

②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은 이 헌법의 

시행과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1조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

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

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국

회의원의 선거와 기타 이 헌법 

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 시

행 전에 할 수 있다.

제1조 (左同) 제1조 (左同) 제1조

①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

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전에 할 수 있다.

②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없이

는 실현될 수 없는 이 헌법의 규

정은 법률이 제정 또는 개정되어 

시행되는 때부터 이를 시행한다.

제2조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

령과 국회의원의 선거 및 최초의 국

회의 집회는 이 헌법의 공포일로부

터 1년이내에 한다. 이에 의하여 선

거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는 

최초의 국회의 집회일로부터 개시되

고 1967년 6월 30일에 종료된다.

제2조

①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

령선거는 이 헌법의 공포일로부

터 3월 이내에 실시한다.

② 이 헌법에 의하여 선거된 최

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대통령선

거일로부터 30일에 개시한다.

제2조 (左同) 제2조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

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는 

이 헌법개정당시의 대통령 임기

만료 전 6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제2조

①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

령 선거는 이 헌법개정 당시의 

대통령 임기만료 (  )일전까지 실

시한다.

②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당시의 대통령의 

임기만료 익일로부터 개시한다.

제3조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

회의원 총선거는 헌법 시행일로부

터 3월 이후 4월 이내에 실시한다.

제3조 (左同)

제3조

①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

의원 선거는 이 헌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대통령임기개시후 

(  )일내에 실시하며, 그 임기는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

② 이 헌법시행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

회의 집회일 전일에 종료한다.

제4조

①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부

정선거관련자처벌법·정치활동정화

법 및 부정축재처리법과 이에 관련

되는 법률은 그 효력을 지속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없다.

② 정치활동정화법 및 부정축재

(해당조항 없음) (해당조항 없음) (해당조항 없음) (해당조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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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법과 이에 관련되는 법률은 

이를 개폐할 수 없다.

제5조 국가재건비상조치법 또는 

이에 의거한 법령에 의하여 행하

여진 재판·예산 또는 처분은 그 

효력을 지속하며 이 헌법을 이유

로 제소할 수 없다.

제8조 국토수복후의 국회의원의 

수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해당조항 없음) (해당조항 없음) (해당조항 없음) (해당조항 없음)

제6조 이 헌법시행당시의 공무원

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

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

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

여 선임방법이 변경된 공무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

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5조 이 헌법 시행 당시의 공무

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

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

하여 선임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은 이 헌법에 의하

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

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제5조 이 헌법시행당시의 공무원

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

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

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

여 선임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

경된 공무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

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의 임

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

지로 한다.

제4조 (左同) 제5조 이 헌법시행당시의 공무원

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

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

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

여 그 임용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 헌법에 의하

여 후임자가 임용 또는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

우 전임자의 임기는 후임자가 임

용 또는 임명될 때까지로 한다.

제3조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의거한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제9조 이 헌법시행당시의 대통령

령·국무원령과 각령은 이 헌법

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본다.

제6조

① 이 헌법 시행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

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② 이 헌법 시행당시의 대통령

령·국무원령과 각령은 이 헌법

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본다.

제6조 이 헌법시행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

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제5조 (左同) 제4조 (左同)

제7조

① 이 헌법시행당시에 이 헌법에 의

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

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제7조 이 헌법 시행당시에 이 헌

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

는 기관은 이 헌법에 새로운 기관

이 설치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

무를 행한다.

제7조 (左同) 제6조 (左同) 제6조

① 이 헌법시행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

여 새로이 설치된 기관의 권한에 속하

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

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

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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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헌법
신민당 안

(1980. 2.)

신한민주당안

(1985. 10.)

신한민주당안

(1986. 8.)

통일민주당안

(1987. 7. 16. 확정.)

②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

되는 기관은 이 헌법시행후 1년

이내에 구성되어야 한다.

③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지방

의회의 구성시기에 관하여는 법

률로 정한다.

제4조 이 헌법에 의한 지방자치

단체 중 특별시, 직할시 및 도의 

각 의회는 이 헌법에 의하여 최

초로 당선된 대통령이 취임한 날

로부터 1년 이내에 이를 구성하

여야 한다.

제4조 이 헌법에 의한 지방자치

는 이 헌법이 통과된 날로부터 1

년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 (左同) ②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이 설

치된 기관은 이 헌법시행후 6개

월 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

③ 이 헌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선거는 

이 헌법시행후 (  )일 이내에 실

시하여야 한다.

(해당조항 없음) (해당조항 없음) (해당조항 없음) (해당조항 없음)

제7조 이 헌법의 규정에 저촉되어 

효력을 상실하는 법령의 개폐나 새

로운 법률의 제정 등은 이 헌법시

행 1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해당조항 없음) (해당조항 없음) (해당조항 없음) (해당조항 없음)

제8조 이 헌법시행당시에 존속하는 

헌법위원회·국정자문회의·평화통

일정책자문회의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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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1987년 민정당·통일민주당 시안과 최종 성안된 헌법 대조표

※ 삭선과 밑줄은 1980년 헌법과 대비했을 때의 추가(밑줄)·삭제(삭선) 부분에 대한 표시이다.

1980년 헌법 민정당 시안 통일민주당 시안 1987년 헌법

전 문

  유구한 민족사, 빛나는 문화, 그리고 평

화애호의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대한국민

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

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중흥의 역

사적 사명에 입각한 제5민주공화국의 출

발에 즈음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유민주적 기

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

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

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

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

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

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는 새로

운 역사를 창조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

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1960년 6월 15

일, 1962년 12월 26일과 1972년 12월 27

일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에 의

하여 개정한다.

전 문

  유구한 민족사, 빛나는 문화, 그리고 평

화애호의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대한국민

은 3·1운동의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숭고한 독립정신

과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

화적 통일과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한 제5민주공화국의 새로운 출발에 

즈음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

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

습과 불의를 타파하며여,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8)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

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

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

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

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

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

에 제정되고 1960년 6월 15일, 1962년 12

월 26일과 1972년 12월 27일에 8차에 걸

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에 의하

여 개정한다.

전 문

  유구한 민족사, 빛나는 문화, 그리고 평화

애호의 전통을 자랑하는 역사와 전통에 빛

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한 제5민주

공화국의 출발에 즈음하여 정의·인도와 동

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유민주

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

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

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

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위에 건립한 대

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제1공

화국을 재건하였으며 4·19의거와 5·18 광

주의거로 부당한 국가권력에 대하여는 단호

히 항거하는 국민의 권리를 극명히 하였고, 

군인의 정치개입을 단호히 반대하고 문민정

치의 이념을 천명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체

제를 확립하며, 안으로는 조국의 평화적 통

일과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및 복지의 증

진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국제평

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에 노력하

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

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는 새로운 역사를 

전 문

  유구한 민족사, 빛나는 문화, 그리고 평

화애호의 전통을 자랑하는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

한 독립정신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

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

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

적 통일과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에 입

각한 제5민주공화국의 출발에 즈음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

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

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

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

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

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

하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것을 다짐하

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1960년 

6월 15일, 1962년 12월 26일과 1972년 12

월 27일에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

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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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할 것을 다짐하면서고 정의·인도와 동

족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이루기 위하여 일

체의 정치보복은 이를 금지할 것을 선언하

고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1960년 6월 

15일, 1962년 12월 26일과 1972년 12월 27

일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

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여 개정한다.

제1장 총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

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1장 (左同)

제1조

① (左同)

② (左同)

제1장 (左同)

제1조

① (左同)

② (左同)

제1장 (左同)

제1조

① (左同)

② (左同)

제2조

① 대한민국의 국민의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 재외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2조

① (左同)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

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2조

① (左同)

② 재외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2조

① 대한민국의 국민의이 되는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

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 제3조 (左同) 제3조 (左同)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국가는 민족통일을 지향하고 평화

적 통일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노력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4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

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

제4조

① (左同)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

제5조

① (左同)

② 대한민국의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

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정치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① (左同)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하

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5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에 대하여는 국제법과 조약에 

정한 바에 의하여 그 지위를 보장한다.

제5조

① (左同)

② (左同)

제6조

① (左同)

② (左同)

제6조

① (左同)

② 외국인에 대하여는은 국제법과 조약에 

정한 바에 의하여 그 지위를가 보장한된다.

제6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

제6조

① (左同)

제7조

① (左同)

제7조

① (左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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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

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② (左同) ② (左同)

③ 공무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을 공개한다.

② (左同)

제7조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

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

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

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

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위원회

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

법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7조

① (左同)

② (左同)

③ (左同)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위원회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위원회

헌법재판소의 결정판결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8조

① (左同)

② 정당은의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은 민

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

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위원회

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

법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8조

① (左同)

②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

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

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위원회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위원회

헌법재판소의 결정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8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左同) 제9조 (左同) 제9조 (左同)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9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2장 (左同)

제9조 (左同)

제2장 (左同)

제10조 (左同)

제2장 (左同)

제10조 (左同)

제10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

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

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

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0조

① (左同)

② (左同)

③ (左同)

제11조

① (左同)

② (左同)

③ (左同)

제11조

① (左同)

② (左同)

③ (左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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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

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금·압수·수색·심문·처벌과 보안처분

을 받지 아니하며,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

니하고는 강제노역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 체포·구금·압수·수색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

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

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

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체포·구금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

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형사피고

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

는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제11조

① (左同)

② (左同)

③ (左同)

④ (左同)

⑤ 누구든지 체포·구금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

하고는 체포·구금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

포·구금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

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

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금구

속·압수·수색·심문·처벌과 보안처분을 받

지 아니하며,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강제노역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左同)

③ 체포·구금구속·압수·수색에는 검사

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

와 장기 3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

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법관의 영장에는 믿을 만한 증거에 의

하여 범죄가 되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

며,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의 발부와 집행은 금지한다.

⑤ 누구든지 그 이유의 고지를 받지 아니

하거나 즉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 그밖

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

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형태로도 연행·체

포·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④⑥ 누구든지 체포·구금구속을 당한 때

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

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금

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처벌과 보안

처분을 받지 아니하며, 형의 선고법률과 적

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

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당하지받지 아니한다.

② (左同)

③ 체포·구금구속·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

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

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이상의 형에 해당하

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체포·구금 또는 구속을 당한 때

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

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

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

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

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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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누구든지 체포·구금을 당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부의 심사

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

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

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

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⑤⑥ 누구든지 체포·구금을 당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부의 심사

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⑥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

구속구금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

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

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

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⑤⑦ 누구든지 체포·구금구속을 당한 때

에는 즉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

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⑥⑧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

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

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

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이거나 위법한 방

법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⑤⑥ 누구든지 체포·구금 또는 구속을 당

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부

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⑥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

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

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

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

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 또는 재산권의 박탈을 받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

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2조

① (左同)

② (左同)

③ (左同)

제13조

① (左同)

② (左同)

③ (左同)

제13조

① (左同)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

권의 제한 또는을 받거나 재산권의을 박

탈을 받지당하지 아니한다.

③ (左同)

제13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3조 (左同) 제14조 (左同) 제14조 (左同)

제14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4조 (左同) 제15조 (左同) 제15조 (左同)

제15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

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

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5조 (左同) 제16조 (左同)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

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

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

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6조 (左同) 제17조 (左同) 제17조 (左同)

제17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한다.

제17조 (左同)

제18조

① (左同)

② 우편물의 검열, 전신전화의 도청, 서신의 

개피는 국가의 안전과 공공의 질서를 해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있다고 인정되는 

제18조 (左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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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할 수 없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18조 (左同) 제19조 (左同) 제19조 (左同)

제19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

치는 분리된다.

제19조

① (左同)

② (左同)

제20조

① (左同)

② (左同)

제20조

① (左同)

② (左同)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

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

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

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

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

① (左同)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

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

다. 다만,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위하여는 

영화나 연예에 대한 검열을 할 수 있다.

③ 신문·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편

집·편성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는 법률로 정할 수 있다.

②④ (左同)

제21조

① (左同)

② 언론·출판·영화·연예에 대한 허

가·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

정되지 아니한다.

②③ 언론·, 출판은, 영화, 연예는 타인의 

명예나와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

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

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

① (左同)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

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

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②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

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

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

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저작자·발명가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

률로써 보호한다.

제21조

① (左同)

②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

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2조

① (左同)

② 저작자·발명가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

률로써 보호한다.

제22조

① (左同)

②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

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2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

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은 법률로써 하되, 보상을 지급

하여야 한다. 보상은 공익 및 관계자의 이

제22조

① (左同)

② (左同)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

는 제한은 법률로써 하되,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상은 공익 및 관계자의 이익을 정당

제22조

① (左同)

② (左同)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

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상은 공익 및 관

제23조

① (左同)

② (左同)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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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 법률로 정한다. 하게 형량하여 법률로 정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계자의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 법률로 

정한다.

상은 공익 및 관계자의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 법률로 정한다.

제23조 모든 국민은 20세가 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3조 (左同) 제24조 모든 국민은 2018세가 되면 법률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20세가 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24조 (左同) 제25조 (左同) 제25조 (左同)

제25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5조

① (左同)

② (左同)

제26조

① (左同)

② (左同)

제26조

① (左同)

② (左同)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

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

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

밀·초병·초소·유해음식물공급·포로·

군용물·군사시설에 관한 죄 중 법률에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되거나 대

통령이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비상조치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법회의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제26조

① (左同)

②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

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

밀·초병·초소·유해음식물공급·포로·

군용물·군사시설에 관한 죄 중 법률에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되거나 대

통령이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비상조치를 

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법회의의 재판

을 받지 아니한다.

③ (左同)

④ (左同)

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26조

① (左同)

②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

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

밀·초병·초소·유해음식물공급·포로·

군용물·군사시설에 관한 죄 중 법률에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되거나 대

통령이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비상조치를 

한된 때에, 법원이 권한을 정상적으로 행

사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법회

의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 (左同)

④ (左同)

제27조

① (左同)

②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

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

밀·초병·초소·유해유독음식물공급·포

로·군용물·군사시설에 관한 죄 중 법률

에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되거나 

대통령이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비상조치

를 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법회의군사

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 (左同)

④ (左同)

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27조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

가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

구할 수 있다.

제27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

금되었던 자가 혐의가 없음이 판명되거나 무

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8조 형사피고인 또는 피의자으로서 구금되

었던 자가 무죄판결 또는 법률이 정하는 불기

소처분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

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8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

제28조

① (左同)

제29조

① (左同)

제29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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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

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

나,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

로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로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

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

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

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을 청구할 경우의 배상기준과 방법

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

로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

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

로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해당조항 없음)

제29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

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호를 받을 수 있다.

(해당조항 없음)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

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29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

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

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

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

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0조

① (左同)

② (左同)

③ (左同)

④ (左同)

⑤ (左同)

⑥ (左同)

제30조

① (左同)

② (左同)

③ (左同)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

장된되어야 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

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1조

① (左同)

② (左同)

③ (左同)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

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0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

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

여야 한다.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

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

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최저임금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가

지며 의무를 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

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

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근로자의 고용확대와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

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

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최저임금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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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

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

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

다.

⑤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

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② (左同)

③ (左同)

④ 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⑤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

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

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

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의 내용과 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등

에 대하여 차별받지 아니한다.

⑤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및 , 산업재해 

피해자 및 전몰군경과 산업재해 사망자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

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

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

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⑤⑤⑤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

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31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

동권을 가진다. 다만, 단체행동권의 행사

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로 인정된 자

를 제외하고는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

체행동권을 가질 수 없다.

③ 국가·지방자치단체·국공영기업체·

방위산업체·공익사업체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

니할 수 있다.

제32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

동권을 가진다. 다만, 단체행동권의 행사

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로 인정된 자

를 제외하고는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

체행동권을 가질 수 없다.

③ 국가·지방자치단체·국공영기업체·법

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공익사업체 또

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

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

지 아니할 수 있다.

제32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개선과 경제적, 사

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

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가지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다만, 단체행

동권의 행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로 인정된 자

를 제외하고는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

체행동권을 가질 수 없다.

③ 국가·지방자치단체·국공영기업체·

방위산업체·공익사업체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

니할 수 있다.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

동권을 가진다. 다만, 단체행동권의 행사

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로 인정된 자를 제외

하고는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

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질 수 없다가진다.

③ 국가·지방자치단체·국공영기업체·법

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공익사업체 또

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

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

지 아니할 수 있다.

(해당조항 없음) (해당조항 없음)

제33조 근로자는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

키고, 생산의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기업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

(해당조항 없음)

(해당조항 없음) (해당조항 없음)
제34조 근로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 있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
(해당조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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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를 가진다.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3조

① (左同)

② (左同)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③⑤ 신체장애자 및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

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① (左同)

②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

력하여야 하며, 국민을 재해, 질병, 노동능력

의 상실, 노령 및 신체장애, 실업 기타 부조를 

요하는 생활상태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진다.

③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4조

① (左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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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

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 모든 국민은 깨끗한 환경에서 생

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깨끗쾌적한 환경에서 생

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

① 모든 국민은 깨끗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

서 생활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

민은 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환경의 적정한 이용관리와 보

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환경권의 내용과 그 행사는 법률로 정한다.

④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국

민이 안락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깨끗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

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그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

호를 받는다.

제35조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국가

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장한다.

② 국가는 임신·출산·육아등과 관련한 모

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

를 받는다. 국가는 질병의 예방과 의료보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

호를 받는다.

제36조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

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

여야 한다.

②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5조 제36조 제38조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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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

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

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

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① (左同)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 한하여불가피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① (左同)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

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

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① (左同)

② (左同)

제36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7조 (左同) 제39조 (左同) 제38조 (左同)

제37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불이익

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38조

① (左同)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과 관련하

여 불이익한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40조

① (左同)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불이익

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39조

① (左同)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

여9)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4장 국회

제76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4장제3장 국회

제39조 (左同)

제4장제3장 국회

제41조 (左同)

제4장제3장 국회

제40조 (左同)

제77조

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

인이상으로 한다.

③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0조

① (左同)

② (左同)

③ (左同)

제42조

① (左同)

② (左同)

③ (左同)

④ 비례대표제에 의한 의석배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정당의 득표수의 비율에 따른다.

제41조

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

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左同)

③ (左同)

제78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41조 (左同) 제43조 (左同) 제42조 (左同)

제79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제42조 (左同) 제44조 (左同) 제43조 (左同)

제80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

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

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

제43조

① (左同)

② (左同)

제45조

① (左同)

② (左同)

제44조

① (左同)

② (左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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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제81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4조 (左同) 제46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 및 그에 부수된 행위에 관하

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2조

①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

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

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

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

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제45조

① (左同)

② (左同)

③ (左同)

제47조

① (左同)

② (左同)

③ (左同)

제46조

① (左同)

② (左同)

③ (左同)

제83조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

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 정기회의 회기는 90일을, 임시회의 회

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국회는 정기회·임시회를 합하여 년 

150일을 초과하여 개회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이 집회를 요구한 임시회의 일수는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 대통령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 임시

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의안에 한하여 

처리하며, 국회는 대통령이 집회요구시에 

정한 기간에 한하여 개회한다.

제46조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

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4분

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 (左同)

③ 국회는 정기회·임시회를 합하여 년 

150일을 초과하여 개회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이 집회를 요구한 임시회의 일수는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③ (左同)

⑤ 대통령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 임시

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의안에 한하여 

처리하며, 국회는 대통령이 집회요구시에 

정한 기간에 한하여 개회한다.

제48조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

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한다.

② 국회 임시회는 국회 재적의원 4분지 1 

이상 또는 대통령의 요구에 의하여 국회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③ 정기회의 회기는 90일120일을, 임시

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국회는 정기회·임시회를 합하여 년 

150일을 초과하여 개회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이 집회를 요구한 임시회의 일수는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左同)

⑤ 대통령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 임시

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의안에 한하여 

처리하며, 국회는 대통령이 집회요구시에 

정한 기간에 한하여 개회한다.

제47조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

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4분

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 정기회의 회기는 90일100일을, 임시회

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국회는 정기회·임시회를 합하여 년 

150일을 초과하여 개회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이 집회를 요구한 임시회의 일수는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③ (左同)

⑤ 대통령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 임시

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의안에 한하여 

처리하며, 국회는 대통령이 집회요구시에 

정한 기간에 한하여 개회한다.

제84조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거한다.

제47조 (左同) 제49조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거선출한다.

제48조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거선출한다.

제85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 제48조 (左同) 제50조 (左同)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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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없는 한 그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

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정이 없는 한 그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

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86조

①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

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

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

되어서는 아니된다.

제49조

① (左同)

② (左同)

제51조

①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

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

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左同)

제50조

①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

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

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

되어서는 아니된다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

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7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

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

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

가 만료되거나 국회가 해산된 때에는 예

외로 한다.

제50조 (左同) 제52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

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

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

가 만료되거나 국회가 해산된 때에는 예

외로 한다.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

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

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

가 만료되거나 국회가 해산된 때에는 예

외로 한다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8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1조 (左同) 제53조 (左同) 제52조 (左同)

제89조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

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

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

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

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

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

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

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

제52조

① (左同)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

은 제1항의 기간내에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左同)

④ (左同)

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안에 공포

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 (左同)

제54조

① (左同)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

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

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左同)

④ (左同)

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

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

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 (左同)

제53조

① (左同)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

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

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左同)

④ (左同)

⑤ (左同)

⑥ (左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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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

송된 후 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

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

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⑦ (左同) ⑦ (左同) ⑦ (左同)

제90조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

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

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

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

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

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

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제53조

① (左同)

② (左同)

③ (左同)

제55조

① (左同)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

여 회계연도 개시 90일120일전까지 국회

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법원이 편성한 세출예산을 대

법원장의 동의없이 삭감할 수 없다.

③④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다음 각호의 경비를 

세입의 범위안에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제54조

① (左同)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

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

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

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

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

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

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제91조

①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

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4조

① (左同)

② (左同)

제56조

① (左同)

② (左同)

제55조

① (左同)

② (左同)

제92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

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

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55조 (左同) 제57조 (左同) 제56조 (左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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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

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56조 (左同) 제58조 (左同) 제57조 (左同)

제94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

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7조 (左同) 제59조 (左同) 제58조 (左同)

제95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58조 (左同) 제60조 (左同) 제59조 (左同)

제96조

①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

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

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

에 대하여도 국회는 동의권을 가진다.

제59조

① (左同)

② (左同)

제61조

① (左同)

② (左同)

제60조

① (左同)

②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

류에 대하여도 국회는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제97조 국회는 특정한 국정사안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그에 직접 관련된 서

류의 제출,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

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과 

진행중인 범죄수사·소추에 간섭할 수 없

다.

제60조

① 국회는 특정한 국정사안에 관하여 조사

할 수 있으며, 그에 직접 관련된국정을 감

사하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과 진행중인 범죄수사·소

추에 간섭할 수 없다.

② 국정감사의 대상·범위·절차 기타 필

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2조 국회는 특정한 국정사안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그에 직접 관련된 국

정을 감사 또는 조사하며 이에 필요한 서

류의 제출,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

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과 

진행중인 범죄수사·소추에 간섭할 수 없

다.

제61조

①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

안에 관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그에 직접 

관련된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증인의 출

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

다. 다만, 재판과 진행중인 범죄수사·소추

에 간섭할 수 없다.

②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8조

①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

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제61조

① (左同)

② (左同)

제63조

①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와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

에 응답할 수 있다으며, 국회와 그 위원

회 또는 재적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

을 때에는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②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

제62조

①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

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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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

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

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

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

변하게 할 수 있다.

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

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

변하게 할 수 있다.

제99조

①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하

여 개별적으로 그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의결은 국회가 

임명동의를 한 후 1년이내에는 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해임의결은 국회재적의원 3분

의 1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제2항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국무총리 또는 당해 국무위원을 해임하여

야 한다. 다만,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의결

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국

무위원 전원을 해임하여야 한다.

제62조

① (左同)

② (左同)

③ (左同)

제64조

①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하여 개

별적으로 그의 해임을 의결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다만,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의결은 국

회가 임명동의를 한 후 1년이내에는 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해임의결은전항의 건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

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의결이에 의한 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국무총리 또는 당해 국

무위원을 해임하여야 한다. 다만,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의결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국무

총리와 국무위원 전원을 해임하여야 한다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3조

①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하여 개

별적으로 그의 해임을 의결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다만,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의결은 국

회가 임명동의를 한 후 1년이내에는 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해임의결은건의는 국회재적의

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

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제2항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국무총리 또는 당해 국무위원을 해임하여

야 한다. 다만,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의결

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국

무위원 전원을 해임하여야 한다.

제100조

①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

을 징계할 수 있다.

③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

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

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63조

① (左同)

② (左同)

③ (左同)

④ (左同)

제65조

① (左同)

② (左同)

③ (左同)

④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

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64조

① (左同)

② (左同)

③ (左同)

④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

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101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

부의 장·헌법위원회 위원·법관·중앙선

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위원 기타 법률

에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제64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위원회 위원헌법재판소 재판관·법

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

사위원 기타 법률에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제66조

① 대통령·부통령·국무총리·국무위

원·행정각부의 장·헌법위원회 위원·법

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위원 

기타 법률에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

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위원회 위원헌법재판소 재판관·법

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

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482 -

1980년 헌법 민정당 시안 통일민주당 시안 1987년 헌법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

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

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

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

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결정

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

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

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

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

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

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

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결정

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

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

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

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

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

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

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결정

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

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

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제67조 제4항으로 이동)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

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

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

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

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

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

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

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해당조항 없음) (해당조항 없음)

제67조

① 탄핵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탄핵심판

위원회를 둔다.

② 탄핵심판위원회는 대법원장을 위원장으

로 하고 대법관 4인과 국회의원 4인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다만, 대통령, 대법원장을 심

판할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 탄핵결정은 구성원 6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

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

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⑤ 탄핵심판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해당조항 없음)

제3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38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

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

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제3장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65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

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

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제3장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68조

①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

부에 속한다.(※ 제4항에서 이동)

①②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

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③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제3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66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

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

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 483 -

1980년 헌법 민정당 시안 통일민주당 시안 1987년 헌법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

부에 속한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

부에 속한다.

③④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

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

부에 속한다.(※ 제1항으로 이동)

⑤ 부통령은 대통령을 보좌하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 궐위시 그 직위를 승계한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

부에 속한다.

제39조

① 대통령은 대통령선거인단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

② 대통령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정당의 

추천 또는 법률이 정하는 수의 대통령선

거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대통령선거인단에서 재적대통령선거인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대통령당선자

로 한다.

④ 제3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

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3항의 득표자

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

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

가 2인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

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대통령

당선자로 한다.

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6조

① 대통령은 대통령선거인단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국민의 보통·평등·직

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대통령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정당의 

추천 또는 법률이 정하는 수의 대통령선

거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대통령선거인단에서 재적대통령선거인 과반

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대통령당선자로 한다.

④ 제3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

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3항의 득표자가 없

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

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이

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

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대통령당선자로 한다.

②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

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

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

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④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는 국회

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계

속하여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1980년 헌법 제42조과 동일)

제69조

① 대통령과 부통령은 대통령선거인단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한다국민의 보통·평

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② 대통령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정당의 

추천 또는 법률이 정하는 수의 대통령선

거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대통령선거인단에서 재적대통령선거인 과반

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대통령당선자로 한다.

④ 제3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

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3항의 득표자가 없

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

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이

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

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대통령당선자로 한다.

②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1980년 헌

법 제42조 참조)

③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가 되려하는 자는 

동일한 소속정당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④ 대통령과 부통령의 선거는 동일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들에게 단일 투표로 한다.

⑤ 대통령과 부통령의 선거에 있어서 최

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 대통령 및 부통령 후보자가 단일일 때

에는 그 득표수가 투표자 총수의 3분의 1 

제67조

① 대통령은 대통령선거인단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국민의 보통·평등·직

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대통령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정당의 

추천 또는 법률이 정하는 수의 대통령선

거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대통령선거인단에서 재적대통령선거인 과반

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대통령당선자로 한다.

④ 제3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

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3항의 득표자가 없

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

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이

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

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대통령당선자로 한다.

②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

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

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

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④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

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1980년 헌법 제4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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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⑤⑦ 대통령의과 부통령 선거에 관한 사

항은 법률로 정한다.

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0조

① 대통령선거인단은 국민의 보통·평

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

통령선거인으로 구성한다.

② 대통령선거인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5,000인이상으로 한다.

③ 대통령선거인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0조

① 대통령선거인단은 국민의 보통·평

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

통령선거인으로 구성한다.

② 대통령선거인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5,000인이상으로 한다.

③ 대통령선거인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0조

① 대통령선거인단은 국민의 보통·평

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

통령선거인으로 구성한다.

② 대통령선거인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5,000인이상으로 한다.

③ 대통령선거인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0조

① 대통령선거인단은 국민의 보통·평

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

통령선거인으로 구성한다.

② 대통령선거인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5,000인이상으로 한다.

③ 대통령선거인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1조

① 대통령선거인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30세에 달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과 

공무원은 대통령선거인이 될 수 없다.

② 대통령선거인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

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③ 대통령선거인은 정당에 소속할 수 있다.

④ 대통령선거인은 선거인이 된 후 처음 

실시되는 국회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국회

의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⑤ 대통령선거인은 당해 대통령선거인단이 

선거한 대통령의 임기개시일까지 그 신분

을 가진다.

제41조

① 대통령선거인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30세에 달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과 

공무원은 대통령선거인이 될 수 없다.

② 대통령선거인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

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③ 대통령선거인은 정당에 소속할 수 있다.

④ 대통령선거인은 선거인이 된 후 처음 

실시되는 국회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국회

의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⑤ 대통령선거인은 당해 대통령선거인단이 

선거한 대통령의 임기개시일까지 그 신분

을 가진다.

제41조

① 대통령선거인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30세에 달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과 

공무원은 대통령선거인이 될 수 없다.

② 대통령선거인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

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③ 대통령선거인은 정당에 소속할 수 있다.

④ 대통령선거인은 선거인이 된 후 처음 

실시되는 국회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국회

의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⑤ 대통령선거인은 당해 대통령선거인단이 

선거한 대통령의 임기개시일까지 그 신분

을 가진다.

제41조

① 대통령선거인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30세에 달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과 

공무원은 대통령선거인이 될 수 없다.

② 대통령선거인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

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③ 대통령선거인은 정당에 소속할 수 있다.

④ 대통령선거인은 선거인이 된 후 처음 

실시되는 국회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국회

의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⑤ 대통령선거인은 당해 대통령선거인단이 

선거한 대통령의 임기개시일까지 그 신분

을 가진다.

제42조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

재 계속하여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40

세에 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제42조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

재 계속하여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40

세에 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제66조 제4항과 동일)

제42조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

재 계속하여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40

세에 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제69조 제2항 참조)

제42조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

재 계속하여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40

세에 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제67조 제4항 참조)

제43조

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대

통령선거인단은 늦어도 임기만료 30일전

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68조

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대

통령선거인단은 늦어도 임기만료 30일전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70조

①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

는 대통령선거인단은 늦어도 임기만료 30일

전60일 이전에 후임자를 선거하여야 한다.

제68조

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대

통령선거인단은 늦어도 임기만료 30일전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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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이 대통

령선거인단을 구성하여 3월이내에 후임자

를 선거한다.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

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새로이 대통령선거

인단을 구성하여 3월이내에즉시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 대통령과 부통령이 모두 궐위된 때에

는 새로이 대통령선거인단을 구성하여대

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는 3월60

일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대통령과 부

통령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

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부통령 당선자를 대통령 당선자로 한다.

④ 부통령이 궐위되거나, 부통령 당선자가 

사망·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대통령은 그 소속정당의 추천을 받

은자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하고 국회 재적의

원 과반수의 의결로 부통령을 선출한다.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

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새로이 대통령선거

인단을 구성하여 3월이내에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44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민족문화의 발전 및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

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

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0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민족문화의 발전 및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

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

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1조

①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

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민족문화의 발전 및 국민의 자유와 복리

의 증진에 노력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

을 위하여과 국민의 자유,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

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② 전항의 선서는 국회에서 한다.

제44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민족문화의 발전 및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

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

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45조 대통령의 임기는 7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제67조

① 대통령의 임기는 7년6년으로 하며, 중

임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이를 개정하더라도 그 

헌법개정은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7조 제2항에서 이동)

제72조

①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7년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한다.

② 대통령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7년5년으로 하

며, 중임할 수 없다.

제46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

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

리, 법률에 정한 국무위원의 순위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69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

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

리, 법률에 정한 국무위원의 순위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73조 대통령과 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

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는 국무총리, 법률에 정한 국무위원의 순

위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

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

리, 법률에 정한 국무위원의 순위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47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제71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제74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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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

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

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

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

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제48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72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75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49조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73조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76조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74조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50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

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

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74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

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

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77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

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

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

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

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51조

① 대통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

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전상태나 그에 준하는 

중대한 비상사태에 처하여 국가를 보위하

기 위하여 급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외교·국방·경

제·재정·사법 등 국정전반에 걸쳐 필요

한 비상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

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대

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 조치는 효력을 상실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조치는 그 목적을 달

성할 수 있는 최단기간내에 한정되어야 

하고, 그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75조

① 대통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

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

전을 위협하는 교전상태나 그에 준하는 중

대한 비상사태에 처하여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급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

단할 때에는 내정·외교·국방·경제·재

정·사법 등 국정전반에 걸쳐 필요한 비상

조치를 할 수 있다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

하여, 대통령은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

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

를 할 수 있다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

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

제78조

① 대통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

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

전을 위협하는 교전상태나 그에 준하는 중

대한 비상사태에 처하여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급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

단할 때에는 내정·외교·국방·경제·재

정·사법 등 국정전반에 걸쳐 필요한 비상

조치를 할 수 있다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

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

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대통령은 최소

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

를 할 수 있다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

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

제76조

① 대통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

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

전을 위협하는 교전상태나 그에 준하는 중

대한 비상사태에 처하여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급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외교·국방·경제·

재정·사법 등 국정전반에 걸쳐 필요한 비

상조치를 할 수 있다내우·외환·천재·지

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

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

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

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

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

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

한 조치를 할 수 있다국가의 안위에 관계

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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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상조치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

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

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대통령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대통

령명령 또는 처분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 조치는 효력

을 상실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조치는 그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 최단기간내에 한정되어야 하고, 

그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

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제3항의 승인을 얻

지 못한 때에는 그 명령 또는 처분은 그때

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

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

을 회복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

상조치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대통령은 제3항과 제4

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

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대통령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대통

령명령 또는 처분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 조치는 효력

을 상실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조치는 그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 최단기간내에 한정되어야 하고, 

그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

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전항의 승인을 얻

지 못한 때에는 그 명령 또는 처분은 그때

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그 명령에 의

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

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

상조치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대통령은 제3항과 제4

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

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대통령은명령 또는 처분을 한 때에

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보고하여 그 승인

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 조치는 효력을 상실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조치는 그 목적을 달

성할 수 있는 최단기간내에 한정되어야 하

고, 그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

체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제3항의 승인

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

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

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

상조치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대통령은 제3항과 제

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2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

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

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

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6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

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

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

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9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

의 필요에 응하거나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

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영장제도, 언

론·출판·방송·방영·집회·결사의 자유,

와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관한 특별

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법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지역에 한하여 영장제도와 

법원의 권한에 관한 특별조치를 할 수 있다.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

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

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

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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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

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

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

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

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

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7일이

내에 국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에서 동의를 받지 못하

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결의한 때에는 

계엄은 그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

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

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

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53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명한다.

제77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명임면한다.

제80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명임면한다.

제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명임면한다.

제54조

①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

로 정한다.

제78조

①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

로 정한다.

제81조

①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

로 정한다.

제79조

①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5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제79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제82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제80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제56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

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80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

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83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

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81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

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57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안정 또는 국민전체의 이

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

가 있을 때에는 국회의장의 자문 및 국무회의

의 심의를 거친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국회

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국회가 구성된 후 1

년이내에는 해산할 수 없다.

② 대통령은 같은 사유로 2차에 걸쳐 국회를 

해산할 수 없다.

③ 국회가 해산된 경우 국회의원 총선거는 해

산된 날로부터 30일이후 60일이내에 실시한다.

제81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안정 또는 국민전체의 이

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

가 있을 때에는 국회의장의 자문 및 국무회의

의 심의를 거친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국회

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국회가 구성된 후 1

년이내에는 해산할 수 없다.

② 대통령은 같은 사유로 2차에 걸쳐 국회를 

해산할 수 없다.

③ 국회가 해산된 경우 국회의원 총선거는 해

산된 날로부터 30일이후 60일이내에 실시한다.

제57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안정 또는 국민전체의 이

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

가 있을 때에는 국회의장의 자문 및 국무회의

의 심의를 거친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국회

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국회가 구성된 후 1

년이내에는 해산할 수 없다.

② 대통령은 같은 사유로 2차에 걸쳐 국회를 

해산할 수 없다.

③ 국회가 해산된 경우 국회의원 총선거는 해

산된 날로부터 30일이후 60일이내에 실시한다.

제57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안정 또는 국민전체의 이

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

가 있을 때에는 국회의장의 자문 및 국무회의

의 심의를 거친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국회

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국회가 구성된 후 1

년이내에는 해산할 수 없다.

② 대통령은 같은 사유로 2차에 걸쳐 국회를 

해산할 수 없다.

③ 국회가 해산된 경우 국회의원 총선거는 해

산된 날로부터 30일이후 60일이내에 실시한다.

제58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

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

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

제84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

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

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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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제59조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

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83조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

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85조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

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83조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

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60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86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61조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

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85조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

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87조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

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85조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

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2절 행정부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62조

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

령이 임명한다.

②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

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

를 통할한다.

③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

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제2절 행정부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86조

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

령이 임명한다.

②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

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

를 통할한다.

③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

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제2절 행정부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88조

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

령이 임명한다.

②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

령이 임명한다.(※ 1980년 헌법 제63조 제

1항에서 이동)

②③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

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

부를 통할한다.

④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

을 심의한다.(※ 1980년 헌법 제63조 제2

항에서 이동)

③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

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⑥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

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2절 행정부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86조

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

령이 임명한다.

②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며, 행

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

부를 통할한다.

③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

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제63조

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

령이 임명한다.

②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

제87조

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

령이 임명한다.

②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

제63조

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

령이 임명한다.(※ 제88조 제2항으로 이동)

②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

제87조

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

령이 임명한다.

②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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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심의한다.

③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

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을 심의한다.

③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

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을 심의한다.(※ 제88조 제4항으로 이동)

③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8조 제6항으로 이동)

④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88조 제5

항으로 이동)

을 심의한다.

③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

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2관 국무회의

제64조

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

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

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제2관 국무회의

제88조

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

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

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제2관 국무회의

제89조

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

요한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②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

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④ 부통령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관 국무회의

제88조

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

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

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제65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

률안과 대통령령안

4.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

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

에 관한 중요사항

5. 대통령의 비상조치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해산

8.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9. 영전수여

10. 사면·감형과 복권

11.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12.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

률안과 대통령령안

4.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

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

에 관한 중요사항

5. 대통령의 비상조치긴급명령, 긴급재정경

제명령 및 처분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해산

8.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9. 영전수여

10. 사면·감형과 복권

11.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12.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제90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

률안과 대통령령안

4.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

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

에 관한 중요사항

5. 대통령의 비상조치긴급재정 처분 및 

긴급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해산

8.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9.8. 영전수여

10.9. 사면·감형과 복권

11.10.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12.11. 정부 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

률안 및 대통령령안

4.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

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

에 관한 중요사항

5. 대통령의 비상조치긴급명령·긴급재정

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해산

8.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9.8. 영전수여

10.9. 사면·감형과 복권

11.10.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12.11.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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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기본계획

13.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14.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5. 정당해산의 제소

16.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

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7. 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검찰총장·

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에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

18.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

원이 제출한 사항

관한 기본계획

13.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14.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5. 정당해산의 제소

16.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

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7. 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검찰총장·

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에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

18.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

원이 제출한 사항

에 관한 기본계획

13.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14.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5. 정당해산의 제소

16.14.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7.15. 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검찰

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

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에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

18.16.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

위원이 제출한 사항

관한 기본계획

13.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14.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5.14. 정당해산의 제소

16.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7.16. 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검찰

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

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

18.17.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

위원이 제출한 사항

제66조

①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

는 국정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 국정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

통령이 지명한다.

③ 국정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0조

①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

는 국정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 국정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

통령이 지명한다.

③ 국정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6조

①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

는 국정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 국정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

통령이 지명한다.

③ 국정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0조

①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

는 국정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 국정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

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③ 국정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

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7조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

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

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

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

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1조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

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

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

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

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1조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

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

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

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

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1조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

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

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

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

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8조

①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평화통일정책자문

회의를 둘 수 있다.

②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

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2조

①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평화통일정책자문

회의를 둘 수 있다.

②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

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8조

①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평화통일정책자문

회의를 둘 수 있다.

②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

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2조

①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정책

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의 조직·직

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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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조항 없음) (해당조항 없음) (해당조항 없음)

제93조

①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관 행정각부

제69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3관 행정각부

제93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3관 행정각부

제92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3관 행정각부

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70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

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94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

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93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

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

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71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

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95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

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94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

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71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

위는 법률로 정한다.

(해당조항 없음) (해당조항 없음)

제95조

① 탄핵대상자의 불법과 부정, 기타 일반

수사기관이 수사·소추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사건의 수사와 소추를 위하여 특

별검사를 둘 수 있다.

② 특별검사는 독립하여 그 직무를 처리한다.

③ 특별검사의 선임, 직무범위 기타 필요

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해당조항 없음)

제4관 감사원

제72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에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

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제4관 감사원

제96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에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

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제4관 감사원

제96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에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

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제4관 감사원

제97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

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제73조

①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97조

①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97조

①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98조

①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

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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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원장이 궐위된 경우에 임명된 후임자

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 원장이 궐위된 경우에 임명된 후임자

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③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

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

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 원장이 궐위된 경우에 임명된 후임자

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 원장이 궐위된 경우에 임명된 후임자

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③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

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

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74조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

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8조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

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8조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

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9조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

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75조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

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9조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

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9조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

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00조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

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

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장 법원

제102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

로 조직된다.

③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5장 법원

제100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

로 조직된다.

③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5장 법원

제100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

로 조직된다.

③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5장 법원

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

로 조직된다.

③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3조

①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 대법원에 행정·조세·노동·군사 등

을 전담하는 부를 둘 수 있다.

③ 대법원에 대법원판사를 둔다. 다만, 법

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④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01조

①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 대법원에 행정·조세·노동·군사 등

을 전담하는 부를 둘 수 있다.

③ 대법원에 대법원판사를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원

판사가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④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01조

①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 대법원에 행정·조세·노동·군사 등

을 전담하는 부를 둘 수 있다.

③② 대법원에 대법원판사를대법관을 둔

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

원판사가대법관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 대법관의 수는 20인이하로 한다.

④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02조

①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 대법원에 행정·조세·노동·군사 등

을 전담하는 부를 둘 수 있다.

③② 대법원에 대법원판사를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원판

사가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④③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04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02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02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05조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

령이 임명한다.

제103조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

령이 임명한다.

제103조

① 대법원장인 대법관은 법관추천회의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은 법관

추천회의의 제청이 있으면 국회에 동의를 

제104조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

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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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법원판사는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하

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② 대법원판사는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

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대법관이 아

닌 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요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으면 임명하

여야 한다.

② 대법원판사는대법관은 대법원장의이 법

관추천회의의 동의를 얻어 제청에 의하여하

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에 제청이 

있으면 대통령은 이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대법관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

장이 임명한다.

④ 법관추천회의는 대법관회의에서 선출

하는 6인, 법관자격이 있는 자중에서 국

회가 추천하는 3인, 법관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3인, 대한변호

사 협회에서 선출하는 3인으로 구성한다.

⑤ 법관추천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② 대법원판사는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

청에 의하여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

통령이 임명한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대법관이 아

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

법원장이 임명한다.

제106조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

임할 수 없다.

② 대법원판사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법

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제104조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5년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 대법원판사대법관의 임기는 5년6년으

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

임할 수 있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대법관이 아

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제104조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5년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 대법원판사대법관의 임기는 5년6년으

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

임할 수 있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대법관 아닌 법

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정년까지로 한다.

④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대법원장

의 정년은 70세로 하고 그밖의 법관의 정

년은 65세로 한다.

제105조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5년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 대법원판사대법관의 임기는 5년6년으

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

임할 수 있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대법관이 아

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제107조

① 법관은 탄핵 또는 형벌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또는 불리

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

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제105조

① 법관은 탄핵 또는 형벌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

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

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제105조

① 법관은 탄핵 또는 형벌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또는 불리

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

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제106조

① 법관은 탄핵 또는 형벌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

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

봉 또는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

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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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108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

의 전제가 된 경우에 법원은 법률이 헌법

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헌법

위원회에 제청하여 그 결정에 의하여 재

판한다.

② 명령·규칙·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

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06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

의 전제가 된 경우에 법원은 법률이 헌법

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헌법

위원회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결정심

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

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06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법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

반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헌법위원회에 

제청하여 그 결정에 의하여 재판한다대법원

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② 명령·규칙·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때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

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

의 전제가 된 경우에 법원은 법률이 헌법

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법

원은 헌법위원회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결정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

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

할 권한을 가진다.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

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09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

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

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7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

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

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7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

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

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

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

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10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

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

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8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

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

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8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

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

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

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

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1조

①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

으로서 군법회의를 둘 수 있다.

② 군법회의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 군법회의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④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

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

와, 초병·초소·유해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에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

심으로 할 수 있다.

제109조

①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

으로서 군법회의를 둘 수 있다.

② 군법회의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 군법회의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④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

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

와, 초병·초소·유해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에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

심으로 할 수 있다.

제109조

①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

으로서 군법회의를 둘 수 있다.

② 군법회의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 군법회의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④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

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

와, 초병·초소·유해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에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

심으로 할 수 있다.

제110조

①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

으로서 군법회의를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② 군법회의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

에서 관할한다.

③ 군법회의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

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④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

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

와, 초병·초소·유해유독음식물공급·포

로에 관한 죄중 법률에 정한 경우에 한하

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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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헌법위원회

제112조

① 헌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판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2. 탄 핵

3. 정당의 해산

② 헌법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

며,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위원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

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 헌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대

통령이 임명한다.

제6장 헌법위원회헌법재판소

제110조

① 헌법위원회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심판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

의에 관한 심판

② 헌법위원회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

을 가진 9인의 위원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위원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위원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

는 자를 임명한다.

④ 헌법위원회헌법재판소의 위원장재판장

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6장 헌법위원회

제112조

① 헌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판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2. 탄 핵

3. 정당의 해산

② 헌법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

며,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위원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

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 헌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대

통령이 임명한다.

제6장 헌법위원회헌법재판소

제111조

① 헌법위원회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심판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

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

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 헌법위원회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

을 가진 9인의 위원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위원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위원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

는 자를 임명한다.

④ 헌법위원회헌법재판소의 위원장은 국

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재판관중에서 대통

령이 임명한다.

제113조

① 헌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

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헌법위원회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③ 헌법위원회 위원은 탄핵 또는 형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④ 헌법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11조

① 헌법위원회 위원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헌법위원회 위원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③ 헌법위원회 위원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형벌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④ 헌법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13조

① 헌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

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헌법위원회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③ 헌법위원회 위원은 탄핵 또는 형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④ 헌법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12조

① 헌법위원회 위원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헌법위원회 위원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③ 헌법위원회 위원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형벌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④ 헌법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14조

① 헌법위원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

의 결정 또는 정당해산의 결정을 할 때에

제112조

① 헌법위원회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

헌결정심판, 탄핵의 결정심판 또는 정당

제114조

① 헌법위원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

의 결정 또는 정당해산의 결정을 할 때에

제113조

① 헌법위원회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

결정, 탄핵의 결정 또는 정당해산의 결정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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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위원 6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헌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

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해산의 결정심판을 할 때에는 위원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헌법위원회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는 위원 6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헌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

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위원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③ 헌법위원회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

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장 선거관리

제115조

①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

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

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

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

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④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

여할 수 없다.

⑤ 위원은 탄핵 또는 형벌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

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

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장 선거관리

제113조

①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

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

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

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

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④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

여할 수 없다.

⑤ 위원은 탄핵 또는 형벌금고이상의 형의 선

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

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

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

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장 선거관리

제110조

①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

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

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

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통령

이 임명하는 3인, 과 대법원장이 지명대

법관회의에서 선출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5년6년으로 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

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단, 국회에서 

선출하는 위원은 정당원으로 하고, 그 선

출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⑤ 위원은 탄핵 또는 형벌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

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

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장 선거관리

제114조

①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

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

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

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

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5년6년으로 한다.

④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

여할 수 없다.

⑤ 위원은 탄핵 또는 형벌금고이상의 형의 선

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

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

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

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16조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

제114조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

제111조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

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 사무에 관하여 

제115조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

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 사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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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7조

①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

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제115조

①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

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제112조

① 선거운동과 국민투표찬·반운동은 각급 선

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제116조

①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

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제8장 지방자치

제118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

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8장 지방자치

제116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

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8장제7장 지방자치

제113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

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8장 지방자치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

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9조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

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

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14조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며 지방자치단

체의 의회구성도 또한 같다.

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

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 및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

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장 경제

제120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의 경제상

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

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

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제9장 경제

제118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의 경제상

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

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

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

제9장제8장 경제

제115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

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향상을 기하도록 한다.

②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

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

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제9장 경제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

로 한다.

②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

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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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한다.

③ 독과점의 폐단은 적절히 규제·조정한다.

에서 경제에 관한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

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집중·남용을 방지하며 경

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산업의 민주화를 위

하여 필요한 규제와 조정을 한다할 수 있다.

③ 독과점의 폐단은 적절히 규제·조정한다.

안에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한다.

③ 독과점의 폐단과 경제력 남용에 의한 

소득불균형의 시정 및 분배구조의 왜곡을

은 적절히 규제·조정한다.

④ 국가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소득향

상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시책

을 강구하여야 한다.

범위안에서 경제에 관한 균형있는 국민경

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

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집

중·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

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필요한 

규제와 조정을 한다할 수 있다.

③ 독과점의 폐단은 적절히 규제·조정한다.

제121조

①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

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119조

①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

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116조

①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

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120조

①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

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122조 농지의 소작제도는 법률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금지된다. 다만, 농업생산

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

한 임대차 및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제120조 농지의 소작제도는 법률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금지된다. 다만, 농업생산

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

한 임대차 및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제117조 농지의 소작제도는 법률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금지된다. 다만, 농업생산

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

한 임대차 및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되는 소작농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제121조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

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지된다.

② 다만,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

리적인 이용을 위한하거나 불가피한 사정

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 및 위탁경영

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제123조 국가는 농지와 산지 기타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

제121조 국가는 농지와 산지 기타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118조 국가는 농지와 산지 기타 국토의 효율

적이고 균형있는 토지가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므로 그 이용·개발과 보전에 있

어 그 효율의 극대화와 경제적, 사회적 정의실

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

의 기반이 되는 농지와 산지 기타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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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

① 국가는 농민·어민의 자조를 기반으로 

하는 농어촌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며,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한다.

② 국가는 중소기업의 사업활동을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농민·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

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정치적 중립

성을 보장한다.

제122조

① 국가는 농민·어민의 자조를 기반으로 

하는 농어촌개발을 위하여복지를 증진하

기 위하여 농어촌개발과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며,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한다·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

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②③ 국가는 중소기업의 사업활동을 보

호·육성하여야 한다.

③④ 국가는 농민·어민과 중소기업의 자

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정치적 중

립성을 보장한다.

제119조

① 국가는 농민·어민의 자조를 기반으로 하

는 농어촌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

하며, 지역사회의 농업을 민족생존을 위한 

기초산업으로 보호육성하며, 농민·어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농·어촌 종

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원하며 도시

와 농촌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한다.

② 국가는 중소기업의 사업활동을 보호·

육성하여야 농업생산의 수요공급조절과 

유통구조의 개선으로 가격을 보장하여 농

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중소기업 육성

의무는 제123조 제2항으로 이동)

③ 국가는 농민·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

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정치적 중립

성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제123조

① 국가는 농민· 및 어민의 자조를 기반으

로 하는 농어촌개발을 위하여을 보호·육성

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며, 지역사회의 균

형있는 발전을 기한다·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

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②③ 국가는 중소기업의 사업활동을 보

호·육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

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

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③⑤ 국가는 농민·어민과 중소기업의 자

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정치적 중

립성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제125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

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제123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

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제120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

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

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제126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

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제124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

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제121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

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제125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

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제127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

요로 인하여 법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

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제125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

요로 인하여 법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

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제122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

요로 인하여 법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

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

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

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제128조

① 국가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고 

과학기술을 창달·진흥하여야 한다.

제126조

① 국가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고 

과학기술을 창달·진흥하여야 한다.

제123조

① 국가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고 

과학기술을 창달·진흥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

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민경제의 안정과 균형있는 

성장을 위하여 중소기업을 지원육성하여

야 한다.(※ 제119조 제2항에서 이동)

③ 국가는 중앙은행이 통화신용정책 및 

업무를 독립적·자율적으로 수립·집행하

제127조

① 국가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고 

과학기술을 창달·진흥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

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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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 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 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도록 그 중립성을 보장한다.

②④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⑤ 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 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10장 헌법개정

제129조

① 헌법개정은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0장 헌법개정

제127조

① 헌법개정은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67

조 제2항으로 이동)

제10장제9장 헌법개정

제124조

① 헌법개정은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0장 헌법개정

제129조

① 헌법개정은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

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30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28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25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1조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

포하여야 한다.

제129조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

포하여야 한다.

제126조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

포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

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

다.

부 칙

제1조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

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

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전에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①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

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전에 할 수 있다.

②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없이는 실현될 

(※ 이하는 민정당 안(다른 유일안이 있는 

경우 예외)과 비교)

부 칙

제1조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

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

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

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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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이 헌법의 규정은 법률이 제정 또는 

개정되어 시행되는 때부터 이를 시행한다.

제2조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과 국회

의원의 선거는 1981년 6월 30일까지 실시한다.

제3조 이 헌법 시행당시의 대통령의 임기

는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이 선출

됨과 동시에 종료된다.

제2조

①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선거는 

이 헌법시행일 40일전까지 시행한다.

②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

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제2조

①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 선거는 

이 헌법개정 당시의 대통령 임기만료 (  )

일전까지 실시한다.

②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

는 이 헌법시행당시의 대통령의 임기만료 

익일로부터 개시한다.

제2조

①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선거는 

이 헌법시행일 40일전까지 시행한다.

②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

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 국회의원 선거시기는 제2조에 포함되어 있음)

제4조 이 헌법 시행과 동시에 이 헌법 시

행당시의 통일주체국민회의는 폐지되고 

그 대의원의 임기도 종료된다.

제5조

① 이 헌법 시행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

는 이 헌법시행과 동시에 종료된다.

② 이 헌법에 의하여 선거된 최초의 국회

의원의 임기는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

터 개시된다.

제6조

① 국가보위입법회의는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 존속하

며,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 국회의 

권한을 대행한다.

② 국가보위입법회의는 각계의 대표자로 

구성하되, 그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제정한 법률과 이

에 따라 행하여진 재판 및 예산 기타 처분

등은 그 효력을 지속하며, 이 헌법 기타의 

이유로 제소하거나 이의를 할 수 없다.

제3조

①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

는 이 헌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대통

령임기개시후 (  )일내에 실시하며, 그 임

기는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

② 이 헌법시행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 집회일 전

일에 종료한다.

제3조

①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선거

는 이 헌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대통

령임기개시후 (  )일내이 헌법공포일로부

터 6월이내에 실시하며, 그이 헌법에 의

하여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후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

② 이 헌법시행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

기는 이 헌법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국회의 집회일 전일에 종료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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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가보위입법회의는 정치풍토의 쇄신과 

도의정치의 구현을 위하여 이 헌법시행일

이전의 정치적 또는 사회적 부패나 혼란에 

현저한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제8조

① 이 헌법에 의하여 선거방법이나 임명

권자가 변경된 공무원과 대법원장·대법

원판사·감사원장·감사위원·헌법위원회

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

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

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

는 전일까지로 한다.

② 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

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

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이 헌법시행 당시의 공무원과 정부

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

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

에 의하여 선임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

된 공무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

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제5조 이 헌법시행당시의 공무원과 정부

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

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

에 의하여 그 임용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

자가 임용 또는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의 임기는 후임자

가 임용 또는 임명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

① 이 헌법시행 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

여 선임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

원과 대법원장 및 감사원장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

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② 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

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

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 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

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

부터 적용한다.

제9조 이 헌법 시행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

을 지속한다.

제4조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

을 지속한다.

제4조 이 헌법시행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

을 지속한다.

제5조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

을 지속한다.

제10조 이 헌법에 의한 지방의회는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

적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시기는 법률로 

정한다.

제5조

①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

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②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이 설치될 기관

은 이 헌법시행 후 6월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

제6조

① 이 헌법시행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이 설치된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

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

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

며 그 직무를 행한다.

②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이 설치된 기관은 

이 헌법시행후 6개월 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

③ 이 헌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선거는 이 헌법시행후 (  

)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

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

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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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유”와 “민주”는 각각 만장일치로 쓰이고 있으나, “자유민주”는 그렇지 않음을 유의.

9) 국회 개헌특위 기초소위에서 박윤흔의 조문정리의견이 반영되여 “이행으로 인하여”로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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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이 헌법의 규정에 저촉되어 효력을 

상실하는 법령의 개폐나 새로운 법률의 

제정 등은 이 헌법시행 1년 이내에 완료

하여야 한다.

제8조 이 헌법시행당시에 존속하는 헌법

위원회·국정자문회의·평화통일정책자문

회의는 이를 폐지한다.

제7조 새로운 정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이 

헌법 시행과 동시에 이 헌법 시행당시의 정

당은 당연히 해산된다. 다만, 늦어도 이 헌

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선거일 3월이전까

지는 새로운 정당의 설립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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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the Formation of

Constitutional Provisions in 1987

Choi, Ho-Dong

Constitutional Law Major

The Graduate 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32 years have passed since the 9th revision to the current

Constitution in 1987. The author deems the time ripe enough to say

that now we give a careful look into how this Constitution was

deliberated in what process, and how it led to the provisions that

apply to our lives today. Hopefully it can provide new grounds for

interpretation thereof, as well as tools to supplement previous

evaluations on the Constitution at large, with retrospect to the

general trends of the discussion. As no small amount of historical

records have been disclosed recently, this study attempts to make as

extensive use of them as available, so to reconstruct the discussions

pertaining to each provisions amended, and to set forth a reevaluation

of the implications to the revision itself, based on contemplation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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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endencies of discussions on each constitutional sphere.

A successor to the Yushin system, the 1980 constitutional system

formulated and buttressed the Chun Doo Hwan regime which was divored

from the will and support of the people, and that was the main source of

the necessity to found a new constitutional regime. However, in which

way to achieve this was the question unsolved up to 1986. A revision

following the existing constitutional procedures leaving the current ruling

clique intact was not readily accepted by the resisting social groups as an

alternative, whether or not it provided for direct presidential election. It

was acknowledged as the only choice only after both the Chun regime and

resisting groups had exhausted all other alternatives and it became

mutually clear that neither of them could accept any other option.

In the course of the struggle before constitutional revision with direct

election was mutually accepted, the dynamics among and inside each of

the major political actors including the leading parties and other social

movements show that they had failed to incorporate the various social

needs into their designs, and rather chose to follow previous lines or

adopt a new one only as an expedient measure. It should be admitted

that, at least for the political parties, taking or retaining power was the

primary issue at hand. But we would also have to admit that as long

as the strong military government denied the possibility of

constitutional change based on the will of people, the more ‘realistic’

vision that a constitutional plan could give was a prospect of political

change, which could only then realize other more pluralistic needs.

After the June Uprisings had exhausted all other alternatives for Chun

regime, time left for deliberation on the content of Constitution was no

longer than a month and a half. A detailed retrospect and a phased-in

induction on the tendency shows that the negotiation, in its process and

content as well, was tailored to make a roughly equal balance betwee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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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major participants. The pattern of constitutional provisions largely

attests to this. The preamble, initially a symbolic battlefield of political

powers, was diluted to signify more neutral values. Discussion on

fundamental rights was, with a few exceptions where major political

interests were involved, a relatively smooth interchange of mutual

suggestions, which led to an accommodation at least to the most urgent

needs raised in the Chun regime. As for political institutions, the most

urgent questions were tacitly solved as the plans of both parties accorded to

each other. Thus relatively residual needs were answered in the course of

negotiation, which led to a few institutional progress including parliamentary

power to inspect the government and the newly devised jurisdiction for

constitutional complaint. But aside from those, neither legislative or

administrative power can be said to have been subject to thorough change.

Some might, with good reason, conclude from the results of the

negotiation that the existing major parties were concerned only for

their upcoming struggle for power and thus made haste for an

insufficient outcome. But on the other side, this course of revision led

the Constitution to become stable in spite of periodic interchange of

power between the political factions. This enabled people to compare

the performances between the factions under largely static insitutional

settings, and then choose between them to hold the worse one

politically responsible. Unlike previous constitutional regimes, this

feature enhanced the actual normativity of the Constitution.

keywords : The 1987 Constitution, The 1980 constitutional regime, The 

Eight-men Political Talks, Democratic Justice Party, 

Unification Democratic Party, The June Uprisings

Student Number : 2015-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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