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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경제질서에 관한 기존의 논의는 자본주의시장경제를 전제하고, 이에 대한 일정한 

수정의 범위와 그 원리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 시장경제론은 

논의의 중심에 위치한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설명 방식으로서 사회적 시장경제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견해도 유력하다. 사회적 시장경제론에 대하여 어

떠한 입장을 취하든지 간에, 논의의 출발점으로서 독일에서 형성된 사회적 시장경제론 

자체에 대한 내용적 이해를 충실히 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며, 이는 사회적 시장경

제론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수용하고, 나아가 사회적 시장경제의 대안 또는 재구성을 

위한 논의의 기초가 될 것이다.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는 전후 경제질서를 새롭게 

형성하는 과정에서 시장 원리와 사회 원리의 결합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영역의 고

유한 의의를 인정하고, 경제질서의 구성 원리로서 어느 하나를 포기할 수 없다는 사

고에 기초하였다. 시장이 유효하게 기능할 경우에 달성할 수 있는 성과에 대한 신뢰와 

그 이면에 있는 경제주체의 자율성에 대한 존중이 시장 원리를 수용하는 근거가 되

었다면, 시장의 한계에 대한 인식과 사회국가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방식에 대한 

고려는 사회적 영역의 존재를 승인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이론을 우리 경제에 

적용할 때 이론과 현실 사이의 간격이 드러나며, 이에 대한 비판은 유효할 것이다. 

그러나 시장과 사회를 영역적으로 분리하고 또한 전체 경제질서로 통합하는 이론 

구성은 여전히 타당성을 갖는다. 이러한 이론 구성이 단순한 원리 간의 기능적 결합 

또는 보완적인 결합으로 시도된 것이 아니라, 결합의 두 축인 시장 원리와 사회 원리 

모두 헌법상 기본권으로부터 도출되며, 결합으로부터 각각의 이념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실현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헌법 제119조 등의 경제조항은 두 원리의 결합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은 이론적 타당성을 뒷받침한다. 이론과 현실의 괴리를 극복하는 

문제도, 이론적 타당성이 주어졌던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시장경제는 시장 원리와 사회 원리의 헌법 이념적 근거를 확인하고, 

각각의 실현 방법과 가능성의 비교를 통하여 최선의 방식을 찾는 과정을 의미하며, 

이를 통하여 경제질서의 원리로서 구체적인 의의를 갖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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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한 나라의 경제가 기능하는 방식 또는 구조를 의미하는 경제질서는 기본적으로 

규범적인 가치판단과 무관할 수 없다. Douglass North가 적절히 지적한 것처럼 

사회적 제도는 구성원의 경제적 행위를 결정하는 유인체계를 형성하며,1) 미시적 

행동과 이들의 균형은 규범적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논의의 실질과 타당

성을 기하기 위하여 경제질서에 관한 논의가 규범 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논의 

전개과정에서 실제 운용되고 있는 경제현실과의 지속적인 관련성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은 두 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인 의미를 

갖는다. 우선 실제 경제가 운용되고 있는 현실과 규범적으로 제시된 경제질서와의 

간격이 있을 경우에, 이를 좁히려는 시도는 경제질서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현재 드러나는 경제 운용상의 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새로운 경제 모델을 제시할 경우에, 이 모델이 헌법상 경제질서로서 수용가능하며 

규범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의 판단 과정이 불가피함을 시사한다.

경제질서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보면, 우리 경제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

제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합의가 주어지고 있다. 즉 각각의 

논의는 자본주의시장경제를 전제로 하고, 이에 대한 일정한 수정의 범위와 그 원

리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특히 사회적 시장경제론은 논의의 

핵심에 위치한다. 물론 사회적 시장경제론에 대하여 이론이 없는 것은 아니며, 우리 

경제의 설명 방식으로서 사회적 시장경제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견해도 유력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시장경제론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취하든지 간에, 논의의 출발점으로서 독일에서 형성된 사회적 시장경제론 자체에 

대한 내용적 이해를 충실히 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한국에서 사회적 

시장경제론이 독일의 논의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이건 아니건 간에 논의의 

핵심적 표지의 상당한 부분이 간과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경제운용의 지도원리로

서의 기능과 질서원리로서의 정합성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게 제시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이론상의 공백을 메우는 작업은 사회적 시장경제론에 기초한 경제질

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시장경제의 대안 또는 재구성을 

위한 논의가 우리 헌법상 기초로 삼아야 할 부분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킨다.

1) Douglass North, Institution: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Cambridge 

Univ. Press (199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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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의 논의는 우선 독일에서 형성된 사회적 시장경제론의 의의를 살펴보는 

것에서 시작하고자 한다. 즉 사회적 시장경제론의 구성 요소와 지도 원리 그리고 

1960년대 이후에 나타난 내용상의 변화를 확인할 것이다(II). 이어서 우리 헌법에서 

사회적 시장경제론을 검토한다. 우리나라에서 구체화된 사회적 시장경제론의 의의를 

살펴보고, 또한 이에 대한 비판론도 아울러 논의할 것이다(III). 이상의 논의에 기초

하여 헌법상 경제질서의 기초적 구성 요소에 해당하는 것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경제질서에 관한 일정한 제안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IV).

II. 독일에서 사회적 시장경제론의 전개

1. 사회적 시장경제의 형성

(1) 사회적 시장경제론의 배경

사회적 시장경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재건과정에서 경제질서의 기본 원

리로 형성되었다. 2차 세계대전 이전 독일의 경제질서에 관한 경험은 극히 혼란스

러운 것이었다. 오늘날까지도 가장 분명하게 표현된 이상적인 경제질서 조항의 하

나로 평가받는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 제151조 제1항은 “경제생활의 질서는 모든 

사람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 정의의 원칙에 적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한계 내에서 개인의 경제적 자유는 보장된다.”는 규정을 두었는데, 실제 

경제운용은 정부의 ‘체계 없는 개입주의’로 특징되는 무원칙한 것이었고,2) 세계적 

공황이라는 외부적 상황과 맞물려 경제적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조정능력을 상실

한 채 국가사회주의의 지배로 넘어가게 되었다.

국가사회주의 시기의 대부분은 국제적 긴장관계와 전쟁 상황에 있었고, 따라서 

영역적 확대와 전쟁 수행의 국가적 목적이 경제정책의 기조를 이루었다. 법제적인 

뒷받침은 1933년 제정된 강제카르텔법(Zwangskartellgesetz)으로 대표되는데, 동법에 

의하여 국가는 대부분의 산업에 걸쳐서 카르텔을 강제로 창설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하여 경제활동의 대부분을 국가가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3) 이와 같은 

경제운영 방식이 자본주의 경제의 전형과 본질적으로 구분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2) 오토 슐레히트, 사회  시장경제–독일식 시장경제의 이론  논리와 실무  력–, 안

두순 등 6인 공역, 비봉출판사(1993), 30면 참조.
3) Fritz Rittner, Wirtschaftsrecht, C. F. Müller (198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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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의 여지가 있다. 무엇보다 파시즘적인 경제운영에서 국가에 의한 강제적인 자원 

배분과 통제 방식이 자본의 이해와 본질적으로 상충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자본주의의 본질적 징표가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는 견해도 참고할 만하다.4) 그러나 

경제주체들 간의 협력과 고권적 통제가 제도화되고, 이에 의하여 민간 부문의 자율적 

조정 여지가 실질적으로 제한된다는 특징은, 적어도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특수한 

유형의 하나로 이 시기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5) 국가사회주의에 의해 기초

된 중앙통제방식의 이념적 정당성은 종전과 함께 상실되었지만, 중앙통제방식 그 

자체의 청산이 당연히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다.

종전 이후 독일의 경제는 패전으로 인하여 경제기반이 완전히 붕괴되고, 물자

부족, 인플레이션, 실업 및 빈곤 등이 극심한 경제적 혼란 상황에 놓이게 된다. 물론 

종전 이전에도 극단적인 군수산업의 편중과 광범위한 생필품의 부족 등으로 이미 

독일 경제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었지만, 전쟁 말기 전역이 독일 내로 이동하여 주요 

산업 기반이 대량으로 파괴됨으로써 전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국민총생산은 

1936년의 40%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상업용 건물의 20% 및 총가옥의 20-25%가 

전파되고, 수송망의 40% 및 생산시설의 50%가 파괴되었다. 또한 1937년 영토의 

25%가 다른 나라에 귀속되었는데, 이때 상실한 지역은 주요 곡창지를 포함하고 

있었다. 반면 구 독일지역에 거주하던 이주민과 동독지역 탈출자의 증가로 서독지

역의 인구는 종전보다도 14% 정도 늘어남으로써 생활고가 극도에 달하였고, 총인

구의 60% 정도가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등 빈곤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

었다.6) 따라서 전후 독일 정부는 파시즘적인 경제질서와 전시수행체제로서 운영된 

경제운영 방식을 대신할 새로운 경제질서 구축의 과제를 안고 있었지만, 현실적 

경제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경제재건 역시 시급한 당면과제가 되었다. 즉 새롭

게 형성되는 경제질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질

적인 성과를 현실경제에서 제시할 수 있어야 하였다.

4) 폴 스위지, 자본주의 발 의 이론, 이주명 역, 필맥(2009), 456면 이하 참조.
5) Knut W. Nörr, Die Republik der Wirtschaft – Teil I Von der Besatzungszeit bis zur Großen 

Koalition, Mohr Siebeck (1999), 7면에서는 법적 규제를 통한 사업자 간의 협력과 통제를 

경제 내적인 조직화의 첫 번째 징표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특징은 비록 자본의 이해관계 

측면에서 동일한 평가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법제도적 측면에서 민간 부문의 우선적 

지위를 인정하는 경우와 구별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6) 김적교․김상호, 독일의 사회  시장경제, 한국경제연구원(1999), 43-4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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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서자유주의 학파 주도의 이론 정립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경제질서로서 사회적 시장경제의 형성은 흔히 질서자유

주의 학파 또는 프라이부르크 학파로 불리는 그룹에 의하여 주도되었다.7) 동 학파는 

1920년대 이후 독일의 경제정책 실패의 경험에 근거하여 경제질서가 지나치게 낙

관적인 고전적 자유방임주의에 바탕을 두어서도 안 되지만, 또한 개인의 자유가 

박탈된 전체주의적인 중앙관리 경제체제를 지향할 수도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

었다. 특히 1930년대 Mises나 Hayek에 의한 방법론적 개인주의가 반영된 자유주의 

사상에8) 영향을 받은 Eucken, Böhm 등에 의하여 주도되었으며, 내용적으로 경쟁이 

유지되는 시장경제를 최적의 경제질서로 이해하면서, 다만 고전적 방임적 자유

주의가 보여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경쟁이 유지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

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서 인식하였다. 이러한 질서정책적 사고에 전후 사회정책적 

사고를 접목하여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새로운 경제질서가 형성된다.

특히 이러한 결합은 단지 이념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차원에서 

구체화될 필요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Müller-Armack이 사회적 시장경제를 하나의 

합일테제(Synthese)로서 이해한 것은 그 전형을 보여준다. 이에 의하면, 시장경제의 

높은 생산력은 사회적 보호를 위한 일반적 수준의 제고를 의미한다는 점, 경제에 

대한 통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사전적인 명제로 삼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러한 목적의 달성에 본질적인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시장경제에 

기초할 경우에만 자유와 사회정의 이념이 진정으로 통일될 수 있다는 점이 사회적 

시장경제론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다.9) 이로부터 사회적 시장경제는 

시장 영역에서 경제적 자유의 원칙과 사회 영역에서 사회적 형평의 원칙의 결합으로 

정식화되었다.10)

 7) 한편 이들의 정책 중 경쟁적인 시장구조에 관해서는 서방연합국의 점령정책의 일환

으로서 독일에 요구되고 있었던 것이기도 하다. Fritz Rittner, supra note 3, 7-8면 참조. 

 8) 2차 세계대전 이전 Ludwig von Mises나 Friedrich Hayek로 대표되는 오스트리아 학파

의 자유주의적 사고는 특히 경제 분석에 있어서 방법론적 개인주의로 특징지을 수 

있는데, 경제적 현상을 개인의 행동에 귀결시키고 이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 것을 경

제적 분석의 출발점으로 한다. Steven N. Durlauf & Lawrence E. Blume, The New 

Palgrave Dictionary of Economics vol. 1., Macmillan Publisher (2008), 315-316면 참조.

 9) Alfred Müller-Armack, “The Social Aspect of the Economic System”, Horst Friedrich 

Wünsche supervised ed., Standard Texts on the Social Market Economy, Gustav Fisher (1982), 

17-21면 참조.
10) Egon Tuchtfeldt, “Die Philosophischen Grundlagen der Sozialen Marktwirtschaft – Gedanken 

zur Weiterentwicklung der sozialen Irenik Alfred Müller-Armack –”, Zeitschrift fü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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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사회적 시장경제의 이론 구성은 다음의 두 가지 핵심적 원리, 즉 시장과 

사회를 영역적으로 분리하고 또한 분리된 영역을 통일하는 두 원리에 기초한다. 

시장 영역과 사회 영역의 분리는 Eucken의 경제질서에 관한 이해로부터 도출되는데, 

개인의 자율에 따라서 조정이 이루어지는 시장경제에 대하여 기능의 실효성과 인간의 

존엄성에 기여하는 경제질서(eine funktionsfähige und menschenwürdige Ordnung der 

Wirtschaft)로서 우월한 의미를 부여하고,11)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사적 소유, 계약 자유, 자기책임 등과 같은 법제도를 전제한다.12) 그러나 시장은 

모든 영역에서 타당할 수 없는데, 특히 두 가지 측면에서 시장의 한계가 드러난다. 

우선 노동도 하나의 상품으로서 거래되지만, 노동력의 주체가 인간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데, 시장의 조정기능이 이러한 보호필요성을 당연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시장은 경쟁에 의하여 조정되지만, 이러한 메커

니즘이 경쟁이 제거되는 상태, 즉 독점을 지양하지 못하며, 이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 개인의 자율적 장으로서 시장의 본질적 기능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에 국가의 개입이 정당화되며, 질서정책적 관점에서 이때의 개입은 시장질서 

형성을 위한 조정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13) 즉 사회적 보호 필요성에 따른 다양한 

부조 정책과 독점화된 시장에 대한 규제 정책은 시장의 기능에 의존하지 않고, 가격

체계 외부의 사회적 교정에 따른다는 점에서 영역적으로 분리되고, 이러한 분리는 

시장 경제의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며, 또한 이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기능

적인 통일을 이룬다.

2. 사회적 시장경제론의 변화

사회적 시장경제는 1949년 전후 서독 지역에서 있었던 최초의 의회선거 과정에서 

기민당(CDU; Christlich Demokratische Union)의 경제정책을 상징하는 표제로서 제

시되었다. 정책적 측면에서 사회적 시장경제는 사민당(SPD; Sozialdemokratische Partei 

Wirtschaftpolitik Bd. 31 (1982), 9면.
11) Walter Eucken, Die Grundlagen Der Nationalökonomie, Springer Verlag (1989), 239-240면.
12) Walter Eucken, “A Policy for Establishing a System of Free Enterprise”, Horst Friedrich 

Wünsche supervised ed., Standard Texts on the Social Market Economy, Gustav Fisher (1982), 

121-130면 참조.
13) Walter Eucken, “The Social Question”, Horst Friedrich Wünsche supervised ed., Standard 

Texts on the Social Market Economy, Gustav Fisher (1982), 274-275면에서는 개별 경제

주체가 일상적인 경제과정을 지도하여야 하지만, 이들이 경제과정이 이루어지는 구조

(framework)를 스스로 결정할 수는 없으며, 여기에 국가의 과제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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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tschlands)의 자유주의적 사회주의 그리고 기민당 내부에 존재하였던 기독교적 

사회주의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중앙집권적인 경제정책을 모두 지양하고, 조정 

기제로서 개인의 자율에 우선적인 의의를 부여하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요소를 포함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기민당이 선거에서 승리한 이후 사회적 시장경제는 구체

적인 경제정책의 지표로서 기능하였다. 특히 사회적 시장경제론의 지지자였던 

Ludwig Erhard가 최초 내각의 경제부장관에 취임한 것을 계기로 사회적 시장경제는 

독일 경제의 기본적 질서로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14)

이후 사회적 시장경제의 구체적 내용은 정치적 변동에 따라 일정한 변화를 거치게 

된다. 그 중 가장 커다란 변화는 1966년 사민당 주도의 대연정이 성립된 이후 

‘계몽된 시장경제(aufgeklärte Marktwirtschaft)’의 등장이다. 새로운 사회적 시장경

제론의 전개와 관련하여, 이를 가능하게 하였던 두 가지 요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

할 것이다. 우선 Müller-Armack에 의하여 주도되었던 사회적 시장경제의 이론적 

심화 과정 또는 현실화 과정이 중요하다. 이전 질서자유주의에 입각한 시장경제론이 

엄격한 질서 형성의 사고에 머물렀다면, Müller-Armack은 질서 형성뿐만 아니라 

이에 이르는 과정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사고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이러한 관점

에서 양적인 국가개입의 필요성을 승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질서정책의 핵심인 시

장경제 정책이 사회 정책에 우선한다는 사고에 대하여, Müller-Armack은 자유와 

사회적 보장 사이에 균형을 추구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양 영역의 분리를 이해하였

으며,15) 이러한 이론적 변화는 국가에 의한 경제 개입 범위의 확대를 정당화 하는 

근거가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1966년 대연정을 주도한 사민당에서 사회적 시장경제론의 수용을 

가능하게 한 정책 변화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59년 사민당이 채택한 

고데스부르크 강령(Godesburg Grundsatz-Programm)은 이러한 변화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동 강령은 사회주의가 목표로 하는 사회를 모든 개인이 자신의 인격을 

실현하고 공동체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삶에 참여할 

14) Erhard는 종전 이전에 작성한 글에서 전후 독일 경제에서 기업가들이 유효한 자본 없이 

구매력 없는 시장을 위해서 생산활동을 하게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자율에 기초한 민간 부문의 역할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주장하였다. Ludwig Erhard, 

“The Economic Needs of Postwar Germany”, Horst Friedrich Wünsche supervised ed., 

Standard Texts on the Social Market Economy, Gustav Fisher (1982), 6면 참조.
15) Josef Schmid, Daniel Buhr, Christian Roth & Christian Steffen, Wirtschaftspolitik für 

Politologen, UTB (2006), 159-16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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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사회로 기술하고, 특히 “사회주의는 민주주의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고, 

민주주의는 사회주의를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다.”는 원칙을 확인함으로써 마르크

스주의(공산주의)와의 결별과 민주적 사회주의의 지향을 명확히 하였다.16) 이러한 

원칙을 경제 영역에 적용하면서, 자유 경쟁을 사회민주적 경제정책의 본질적 조건

으로 이해하고, 유효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자유 시장에 우월한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이는 “가능한 한 경쟁을, 필요한 한도에서 계획을(Wettbewerb soweit wie möglich - 

Planung soweit wie nötig)”이라는 표현에 집약되었다. 또한 강령의 내용 중 경제 부문

에서 국가 기능에 대한 서술도 주목할 만한 것인데, 조세, 재정, 통화 등의 정책을 

통하여 국가가 지속적으로 경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국가에게 

경제의 주기적 전망에 기초한 경기 정책(eine vorausschauende Konjunkturpolitik)의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17) 명백히 Keynes적 사고에 연결되는 이러한 정책 과제는 

국가의 경제 기능에 대한 특정한 성격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에 

대한 일정한 관점, 즉 일반적 불균형성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사민당의 경제적 지향과 Keynes 이론이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접목된 것인

지에 대해서 논의의 여지는 있다.18) 그러나 사민당 주도의 대연정 하에서 Keynes의 

총수요관리정책과 기존의 질서정책이 통합됨으로써 사회적 시장경제의 내용적 전

환이 이루어지고, 이에 의하여 총량적 거시정책의 정당성이 사회적 시장경제하에서 

승인될 수 있는 이론적 기초가 마련되었다는 점은 분명하다.19) 법제도적으로 1967년 

기본법 제109조 제2항의 개정에 의하여 국가 재정에 있어서 전체경제적인 균형의 

필요성(Erfordernis des gesamtwirtschaftlichen Gleichwicht)을 고려하여야 할 의무가 

부과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안정성장촉진법(Gesetz zur Förderung der 

Stabilität und des Wachstums der Wirtschaft; StabG)의 제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정책적 전환의 예상되는 결과로서 경제 영역에서 국가 기능이 확대되었

으며, 이론적 측면과 지속성의 관점에서 새롭게 구성된 사회적 시장경제론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 특히 사회적 시장경제론의 형성을 주도하였던 Müller-Armack의 

비판은 유력한 의미가 있는데, 이에 의하면 사회적 시장경제에서 강조되는 개인의 

16) Vorstand der SPD, Grundsatzprogramm der SPD, J. H. W. Dietz Nachf. (1959), 7면.
17) Ibid., 13-14면.
18) Keynes 이론을 자본주의의 한 경향으로서 일반적인 불안정성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

으며, 또는 유효수요 방식의 조정을 통한 자본주의의 교정 가능성의 제시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폴 스위지, 이주명 역(각주 4), 482-483면 참조.
19) 김적교․김상호, 전게서(각주 6), 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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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정의, 인간적 연대 등의 가치가 사민당이 제시한 사회적 시장경제론의 이데

올로기에 의하여 침해될 수 있으며,20) 국가의 조절(Lenkung) 기능에 대한 과도한 

기대에 의하여 개인의 자율에 의한 실현이 부차적인 것이 되고 성과 측면에서 정부 

실패의 가능성이 간과될 수 있다.21) 또한 구체적인 정책 실현에 있어서 국가의 임의

적인 집행이 시장경제질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선의의 사회적 조치나 

노동정책이 유해한 사회적 결과, 즉 시장의 왜곡뿐만 아니라 의도하였던 사회적 

목표에 배치되는 결과를 낳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Stützel의 지적도 참고할 만한 

것이다.22) 이후 사회적 지출의 증대로 인한 재정 압박이 누적된 상황에서, 1980년 

기민당 정권의 등장은 사회적 시장경제의 운용이 시장원칙의 우선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계기가 되었다.23) 이러한 기조는 1998년 사민당 집권과 2005년 

기민당 집권 등의 정치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변경 없이 유지되었다.24) 

한편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조세 감면 정책을 통한 기업 활동

의 촉진을 목적으로 기민당 집권기인 2009년 제정된 성장촉진법(Wachstumsbes- 

chleunigungsgesetz)은25) Keynes적인 총량조절 정책이 여전히 유효한 정책 수단으

로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 Alfred Müller-Armack, “Fortschreibung der Sozialen Marktwirtschaft”, Heinz Sauermann 

& Ernst-Joachim Mestmäcker hrsg., Festschrift für Franz Bhöm, J. C. B. Mohr (1975), 

456면 참조.
21) Ibid., 456-457면 참조.
22) Wolfgang Stützel, “Safeguarding the Social Market Economy by a Systematic Regulative 

Policy”, Horst Friedrich Wünsche supervised ed., Standard Texts on the Social Market 

Economy, Gustav Fisher (1982), 282-288면 참조.
23) Fritz Ullrich Fack, Derek Rutter tr., The Social market economy: an introduction, Weisbecker 

(1979), 66-70면 참조.
24) Gerhard Schröder가 이끌었던 사민당 정권은 제3의 길(Der Dritte Weg)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였는데, 특히 효율성 제고와 고용 확대의 강조는 기존의 사회민주적 정책으로

부터 상당한 변화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효율성 제고와 관련하여 시장에서 경쟁의 

압력에 의하여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것 외에 다른 가능성을 갖고 있지 않은 사업자의 

자율에 우선적 의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기민당

에 의하여 추구되었던 시장 우선 정책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관점에 있는 것이다. 

Michael Ehrke, Der Dritte Weg und die europäische Sozialdemokratie, Friedrich Ebert 

Stiftung (1999), 16-17면 참조. 한편 사민당의 제3의 길로 대표되는 정책 기조는 2007년 

함부르크 강령(Hamburger Programm)에 의하여 사회적 요소가 대폭 강화된 방향으로 변경

되었다.  
25) Gesetzentwurf der Fraktionen der CDU/CSU und FDP, BT-Drs. 17/15 vom 9. Novembe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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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한국에서 사회적 시장경제론

1. 한국에서 사회적 시장경제론의 의의

(1) 의의

주지하다시피 독일의 이론체계를 수용한 한국에서 사회적 시장경제론은 헌법상 

경제질서의 원리로서 이해되고 있다. 대표적인 정의에 따르면, 사회적 시장경제는 

사유재산제의 보장과 자유경쟁을 기본원리로 하는 시장경제질서를 근간으로 하되, 

사회복지․사회정의․경제민주화 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사회주의적 

계획경제(통제경제)를 가미한 경제질서를 말한다.26) 

이에 관한 규범적 해석은, 구체적으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규

정한 헌법 제23조 제1항으로부터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의 함의를 갖는 사유재산제

를 도출하고,27)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라고 규정한 헌법 전문, 직업선택의 자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5조 제1항,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119조 제1항에 의하여, 경제

주체 간의 기본적인 조정 메커니즘이 시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시장경제를 상정

하고 있다.28)

나아가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가 결합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에 기초하여, 경제 

영역에서 국가적 개입의 헌법적 정당성을 긍정함으로써 경제질서를 종합적으로 완성

하고 있다. 즉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근거하여 경제개입의 궁극적 목적이 사회정의 내지 경제 민주화의 실현에 

있다고 봄으로써,29)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에 대한 헌법적 수정의 기초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사회적 시장경제의 의의로서 종합하고 있다.30)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26)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2010), 163면.
27)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2007), 300-301면.
28) 권영성, 전게서(각주 26), 168면;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2013), 271-272면.
29) 김철수, 전게서(각주 27), 297-298면 참조. 
30) 구병삭, 신헌법원론, 박영사(1996), 217면; 김철수, 전게서(각주 27), 296면 이하; 권영성, 

전게서(각주 26), 167면 이하; 성낙인, 전게서(각주 28), 270면 이하;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2012), 168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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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사회적 시장경제는 시장경제, 사유재산제 그리고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국가 

개입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31)

이상의 헌법상 경제질서의 원리로서 사회적 시장경제론은 헌법재판소에 의해서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초로 사회적 시장경제 개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나타난 

것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32)에서 반대의견을 통해서인데, 동 의견은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 경제질서에 관한 헌법 제119조의 각 규정에서 볼 때, 우리 헌법의 경제체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면서 법치주의에 입각한 재산권의 사회성, 공공성을 강조

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체제임을 알 수 있다.”는 논지를 피력하였다.

헌법재판소의 본 결정을 통해서 언급된 것은 ｢축산업협동조합법｣ 제99조 제2항 

위헌확인’(1998. 4. 25. 선고, 92헌바47결정) 소송에서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

에서, “우리나라 헌법상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

중하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

고 사회복지․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하고,33) 이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의 2 등 위헌확인 사건에서도34) 이를 반복함으로써 우리 경제질서를 사회

적 시장경제로 이해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2) 한국 사회적 시장경제론의 한계

이상의 논의에서 우선 주목할 것은, 사회적 시장경제의 이론적 근거로서 수정자본

주의 원리의 원용이다. 수정자본주의와 사회적 시장경제의 개념상의 차이에 근거

하여 양 개념의 혼용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견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35) 

“수정자본주의원리를 경제활동의 기본원리로 삼아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마련하고 

있다.”는36) 기술에서 알 수 있듯이, 양자의 관련성은 필연적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수정자본주의의 징표로서 국가 규제의 증대, 특히 시장실패와 자연독점 등에 

31) 성낙인, 전게서(각주 28), 271면에서는 사회적 시장경제를 시장경제, 사유재산권 보장, 

국가적 규제와 조정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 상위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32) 헌재 1991. 6. 3. 선고, 89헌마204 결정.
33) 헌재 1998. 4. 25. 선고, 92헌바47 결정.
34) 헌재 2001. 6. 28. 선고, 2001헌마132 결정.
35) 허영, 전게서(각주 30), 166면의 주 2) 참조.
36) 상게서, 168면.



86   �서울대학교 法學� 제54권 제1호 (2013. 3.)

의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규제의 광범위한 확산으로부터 어떠한 사고의 매개 

없이 당연히 사회적 시장경제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시장경제에 대하여 

지속적인 비판의 입장을 견지했던 Hayek가 “경제활동의 자유는 법 아래서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모든 정부활동의 부재를 상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37) 한 점을 

상기한다면, 일정한 지향 없이 정부 규제의 존재만으로 사회적 시장경제를 구성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시장경제론에 포함되어 있는 

사회정의 내지 경제 민주화의 실현이 사회적 시장경제의 구성에 있어서 차지하는 

의의에 관한 추가적인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사회적 시장경제의 요소들 간의, 즉 시장원리에 의하여 주도

되는 영역과 사회적 영역 사이의 결합에 관한 설명의 부재를 지적할 수 있다. 달리 

표현하면, 상위 개념으로서의 사회적 시장경제에 의하여 우리 경제질서를 구성할 

필요성은 무엇인가? 단지 사회적 시장경제의 요소로 거론되고 있는 것들을 열거하

면서 우리 경제질서를 설명하는 견해도 가능하며,38) 사회적 시장경제가 단순히 요소

들의 총합으로서의 의미에 제한된다면, 이러한 견해와 사회적 시장경제론 사이의 

차별성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독일의 논의 과정에서 쟁점화되었

던 시장의 관계적 의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Eucken과 같이 시장의 질서적 성

격을 강조하고 사회 정책을 보완적인 것으로 파악하거나 Müller-Armack에 의하여 

제시된 것처럼 시장 영역과 사회 영역의 기능적 상호보완성에 기초하여 사회적 시장

경제론을 구축하는 등의 이론적 심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동일한 맥락에서 Keynes

적인 총량적 거시정책의 근거를 사회적 시장경제론의 틀 안에서 확인하는 것도 이

론적 과제로서 부과된다.           

끝으로 사회적 시장경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을 지도하는 원칙의 부재는 우리 경제

질서의 내용적 충족을 저해할 수 있다. 국가는 정책의 입안자 및 수행자로서 직접적

으로 그리고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는 사회정책과 

같은 것을 통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경제와 관련을 맺는다.39) 그리고 경제질서는 

이러한 개개의 정책들에 통일성을 부여함으로써, 경제순환의 모든 과정과 나아가 

37) Friedrich A. von Hayek, “Economic Policy and the Rule of Law”, Horst Friedrich 

Wünsche supervised ed., Standard Texts on the Social Market Economy, Gustav Fisher (1982), 

153면.
38) 박일경, 신헌법, 법경출판사(1990), 606-607면 참조.
39) 이러한 분류는 경제적 행위자로서 국가를 분석할 때 유용한데, 이에 관해서 크리스토퍼 

피어슨, 근 국가의 이해, 박형신․이택면 역, 일신사(1998), 144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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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생활에 직․간접의 영향을 미치는 모든 영역에서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즉 개념적으로 구성된 경제질서의 유효성은 개별 영역에서의 경제 운용의 방식으로 

확인될 필요가 있다. 특히 시장원리에 의하여 지배되는 영역과 사회적 영역의 결합

으로 구성되고 있는 사회적 시장경제는 양 영역의 분리와 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만 

구체적 의의를 실현할 수 있다.

2. 대안론 검토

(1) 혼합경제론 검토

우선 우리나라 경제의 혼합경제적 성격에서 사회적 시장경제론의 대안 구성을 

시도하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반영된 고유의 경제질서로서 사회적 시장경제를 이해함으로써, 우리 경제질서를 

설명하는 틀로서 사회적 시장경제의 직접적 원용을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며,40) 특히 

사회적 시장경제가 상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조정 원리가 우리 헌법에서 

도출될 수 있는지에 회의적이다.41)

그러나 이 견해가 대안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혼합경제가 우리 경제질서의 구성

원리로서 규범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이다. 무엇보다 혼합경제는 발생사적으로 일정한 경제질서를 상정하여 나타났던 

것은 아니며, 이러한 점에서 전후 독일에서 구체적인 경제질서를 의식적으로 지향

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적 시장경제와 구별된다. 그러므로 혼합경제에서 ‘혼합’

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답은 이를 기초로 경제질서의 구성을 시도하는 입장

에서 결정적인 의미가 있다. 일반적으로 혼합경제란 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자본

주의 국가에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와 함께,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의 공적 소유가 

출현하기 시작한 이후, 이러한 상태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42) 

그러나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와 공적 소유의 혼재는, 원칙적으로 채택한 경제질서의 

성격과 무관하게 거의 모든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동시대의 

모든 사회가 혼합경제(mixed economy)에 속하고 100%의 시장경제는 존재하지 않

는다는 Samuelson의 지적이 과장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43)

40) 김문현,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이화여  사회과학논문집(1993), 42면 이하.
41) 양건, 헌법강의, 법문사(2009), 179면.
42) 크리스토퍼 피어슨, 전게서(각주 39), 146면 및 필립 암스트롱․앤드류 글린․존 해리슨, 

1945년 이후의 자본주의, 김수행 역, 동아출판사(1993), 2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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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혼합경제에 기초한 경제질서 구성의 타당성은 무엇보다 이러한 보편적인 

현상으로부터 규범적인 의의를 도출할 수 있는지에 의존할 것이다. 유력한 견해는 

이러한 작업을 우리 헌법의 규정 태도, 특히 경제에 관한 장의 해석으로부터 시작

하고 있다. 특히 시장경제의 근거규정으로 이해되는 헌법 제119조 제1항과 경제에 

대한 국가 규제의 기본적 근거로서 제119조 제2항의 관계를 원칙과 예외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의미를 갖는 원칙 간의 관계로 파악함으로써,44) 시장경제 원칙

에의 과도한 집중을 해석론적으로 배제한 것은 주목을 요한다. 나아가 이 견해는 

헌법 제120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는 경제조항들이 생산수단인 농지나 토지에 대한 

특별한 제한의 가능성(헌법 제121조, 제122조), 대외무역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통제가능성(헌법 제125조), 국토와 자원의 균형 있는 개발․이용과 농어촌의 종합

개발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계획의 가능성(헌법 제120조 제2항, 제123조 제1항) 그

리고 사유재산의 국공유의 예외적 인정까지 규정함으로써(헌법 제126조), 부분적

으로 시장경제원칙을 넘어서 사회주의 경제질서에 가까운 요소까지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45) 이러한 고찰을 토대로 하여, 이질적인 요소들의 결합으로 구

성되어 있는 우리 경제질서는 혼합경제질서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도출

하고 있다.46)

그러나 혼합경제론에 대하여 처음에 제기하였던 문제로 되돌아가면, 입론 과정

에서의 부분적인 성과에도 불과하고, 여전히 일정한 의문이 남는다. 특히 생산수단의 

부분적 국가 소유나 시장 원리의 대체로서 고권적 개입의 존재가 곧바로 경제운용 

방식의 본질적인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민영화의 세계적인 

경향이 발생하기 이전인 1970년대 미국을 제외한 서구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기업은 

자본 형성의 13.5% 그리고 GDP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었다.47) 그러나 사적 소

유의 부분적 폐기를 의미하는 이러한 현상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일반적인 현상으로 

나타났고, Althusser의 사고를 빌린다면 이러한 수치는 생산조건의 재생산을 위한 

불가피한 요구로 이해할 여지도 있다.48) 결국 혼합경제론은 이러한 보편적 현상으

43) Paul Samuelson & William Nordhaus, Economics, McGraw-Hill, Inc. (1995), 7면.
44) 김형성, “경제헌법과 경제간섭의 한계”, 공법연구, 제21집(1993), 238-239면.
45) 상게논문, 237면.
46) 상게논문, 240-241면.
47) 크리스토퍼 피어슨, 전게서(각주 39), 144면.
48) Louis Althusser, Lenin and Philosophy and other Essays, Monthly Review Press (1971), 

127-12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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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특정한 경제질서로서 차별화된 이해를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제시하는데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공백을 의식

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구체적인 조정 문제를 입법에 유보함으로써 탄력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의미에서 혼합경제를 우리 경제질서의 모습으로 상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49) 그러나 경제운영의 기본원리 자체가 입법에 유보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이러한 태도가 우리 헌법에 수용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2) 복지국가론 검토

복지국가적인 관점에서 우리 경제를 이해하고, 이를 사회적 시장경제론 대안의 

출발점으로 삼는 견해도 있다. 복지국가론 역시 대체로 위에서 언급한 사회적 시

장경제론에 대한 비판으로서의 논거를 공유한다. 특히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가 

질서정책적인 제한을 통하여 국가의 경제 개입의 최소한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를 경제 영역에 대한 포괄적인 개입의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는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로서 원용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다.50) 나아가 복지

국가를 국민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정권을 행사하거나 

경제활동을 규제하여 적극적으로 경제․사회정책을 실시하는 국가로서 정의하고, 

우리 경제에서도 완전고용의 실현, 최저생활보장, 사회보험제도의 시행, 경제계획, 

경제조직의 중간체계, 사회간접자본의 축적 및 경제목적의 물량위주정책 등의 현상이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그 실현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우리 헌법상 경제

질서를 복지국가의 경제질서와 가장 유사한 경제질서로서 이해하고 있다.51)

그러나 이러한 입론이 현실 경제의 구체적 운용에서 드러나는 특징에 부합하며, 

따라서 우리 경제질서의 현재적 의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물론 복지국가의 의의를 공동체 구성원의 삶의 조건의 향상과 이를 위한 국가의 

포괄적인 경제 개입으로 폭넓게 정의한다면, 2차 세계대전 이후 보편적으로 나타

났던 국가 기능의 확대 양상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의 틀로서 복지국가 개념을 사용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52) 그러나 복지국가적 목표가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혔던 

49) 김문현, 사례연구 헌법, 법원사(2000), 124면 이하 참조.
50) 이진순․정순훈, 시장경제질서와 헌법, 자유기업센터(1997), 69-70면. 한편 이러한 비

교에 관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1960년대 이후 독일 사회적 시장경제의 내용적 변화 

과정에 비추어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51) 상게서, 69-70면.
52) 필립 암스트롱․앤드류 글린․존 해리슨, 전게서(각주 42), 2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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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간과할 수 없으며,53) 또한 국가부조에 대한 과잉 의존으로서 노동시장에서의 

탈퇴를 유도하고 있다는 지속적인 비판에 의하여 그 축소에 대한 압박이 강화되었던 

경향을 고려하면,54) 국가의 우선적 과제가 함축되어 있는 복지국가적 관점이 일반

적인 동의를 이끌어내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물론 복지국가는 자본주의 경제

에서 중요한 국가적 특징을 대표하고,55) 이에 대한 규범적 승인 역시 이들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은 분명하다.56) 따라서 복지국가적 요소가 경제 영역에 

간과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를 우리 경제질서의 

기본 요소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경제정책의 기조로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일련의 논의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선 우리 경제질서 미래의 대안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복지

국가론은 지난 20세기에 걸친 다양한 경제질서 운영의 경험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

에서 주목을 요한다.57) 예를 들어 경제질서의 구체적인 유형을 불문하고 시장의 

효율적 작동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인간적인 복지의 분배를 창출할 수 있는 체제의 

선택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Przeworski의 주장은58) 복지국가론적 논의의 출발점이 

특정한 이데올로기에 제한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새로운 경제질서 

형성의 관점에서 복지국가론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 단지 복지를 질적․양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넘어서 복지국가적 개입이 경제질서의 구성 원리의 하나로 자리잡

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가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상반된 효과, 즉 복지 

확대가 자본주의 운영에 따른 구조적 폐해를 시정하고 본질적으로 체제의 유지를 강

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반면에, 복지 확대에 불가피하게 따를 수밖에 없

53) 복지국가를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력의 재생산을 수정하기 위한 그리고 비노동인구를 

부양하기 위한 국가권력의 사용’으로 볼 경우에, 이는 당연할 귀결로 이해될 것이다. 

이안 고프, 복지국가의 정치경제학, 김연명․이승욱 역, 한울아카데미(1990), 61면.
54)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필립 암스트롱․앤드류 글린․존 해리슨, 전게서(각주 42), 

214-216면 참조.
55) 이안 고프, 전게서(각주 53)의 책, 123면 이하 참조.
56) 성낙인, 전게서(각주 28), 263면은 사회국가(복지국가)에서 국가의 개입은 국가공동체

의 통합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보고 있다. 
57) 예를 들어 Wigforss에 의하여 주도되었던 20세기 스웨덴의 복지국가 정책은 자유주의와 

마르크스주의의 반성적 성찰의 결과로 이해되고 있다. 스웨덴 사회민주당이 사적 유

물론과 이념적으로 결별하고 현실 경제에서 구체적인 인간 조건의 향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대강을 형성하는 과정에 관하여, 홍기빈, 비그포르스, 복지 국가와 

잠정  유토피아, 책세상(2011), 91-99면 참조. 
58) 아담 쉐보르스키, 민주주의와 시장, 임혁백․윤성학 역, 한울아카데미(1997), 1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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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세의 증대와 이로부터 자본 부문에서 경제성장의 기초인 자본축적을 방해하

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59) 종합하고, 이러한 상반된 효과를 조정함으로써 

시장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운영 원리가 제시되어야 한다.60) 나아가 복지

에 대한 요구가 헌법상 경제질서의 원리에 반영되어야 하는 근거가 근본적인 문제

로서 검토되어야 한다.  

(3) 사회적 시장경제론 재구성의 필요

이상에서 살펴본 사회적 시장경제론을 대신할 수 있는 이론 구성에 관한 시도는 

우리나라에서 전개된 사회적 시장경제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이론 구성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나 사회적 시장경

제론의 핵심인 시장원리와 사회원리의 결합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적 정당

성을 대신할 만한 이론 구성에까지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이상에서 논

의된 새로운 이론들을 보면, 경제 현상의 일반화된 설명에 그치거나,61) 향후 국가적 

과제를 제시하면서도 이를 경제운영의 원리로 구성하는 것에는 미흡한 수준에 머

무르고 있다.

그러나 비판론에서 제기된 우리 사회적 시장경제론의 한계에 대한 지적은 타당한 

측면이 있으며, 이는 다른 한편으로 사회적 시장경제론의 재구성에 의미 있는 시

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우리 경제운영의 경험에서 독일 사회적 시장경제론의 핵심적 

구성원리가, 규범적인 차원은 별론으로 하고, 현실 경제에서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회의적인 평가는 사회적 시장경제론의 틀 안에서 논의가 어떠한 내용으로 전개되

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59) Ian Gough는 복지의 증대에 대한 압력과 재정 조달의 문제가 결합하여 국가재정의 

위기로 이어지는 과정을 지적하면서, 결국 경제적, 사회적 제 세력 간의 이해관계의 

조정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고 있다. 이안 고프, 전게서(각주 53), 127면, 149-150면 

참조.
60) 복지정책의 목적이 총 후생의 극대화(maximization of total welfare)에 있고, 따라서 경

제적 효율성의 제고를 추구하지만, 또 다른 목적으로서 상쇄적 효과를 갖는 사회적 

정의와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Nicholas Barr, Economics 

of The Welfare State, Oxford Univ. Press (2004), 66-72면, 349-350면 참조. 한편 이러

한 관점에서 복지정책의 실현은 사회적 필요에 부합하는 상품을 공적으로 생산하는 

것과 사적으로 생산하는 것 사이에 어느 방식이 보다 효율적인지의 문제로 치환될 수 

있다.
61) 예를 들어 Ian Gough는 복지국가의 성장은 자본주의 발전의 원인도 결과도 아닌, 단지 

그 한 측면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안 고프, 전게서(각주 53), 1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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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다시피 과거 우리 경제의 중요한 과제는 조속히 경제발전을 이루는 것에 

집중되었다. 정부주도에 의한 경제발전이 우선적인 경제정책의 목표로 추진되었던 

시기에 시장 또는 시장원리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지에 대해 상이한 이해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대안적 경제운영방식을 모색하는 과정

에서 모든 경제부문의 운영원리를 시장에 유보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경제에서 

충분하게 시장이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표하는 견해도 있다.62) 물론 

현상적으로 보면, 다수의 경제부문에서 정부의 고권적 개입이 시장을 대신하여 왔

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시장의 기능적 축소를 낳았다. 그러나 경제발전 시기에 정

부의 경제정책의 수립과 집행은 원칙적으로 시장에 근거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지적이나,63) 경제 발전과 시장의 확대는 비례적인 관계에 있으며 우리 경제발전은 

시장대체형이 아닌 시장촉진형 정부 개입에 의한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는 분석에64)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즉 경제발전 과정에서 시장 기능을 대신한 

정부의 개입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이는 동시에 시장의 양적 확대로 이

어졌으며, 특히 1990년대 이후 규제완화(deregulation)의 경향은 시장의 기능적 강

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점에서 적어도 현재 시점에서 경제운영의 기초로서 시장의 

중요성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시장 또는 시장원리(시장주체의 자율적 조정 메커니즘)가 어느 범위까지 

타당한지의 판단은 여전히 용이하지 않다.65) 또한 국가 개입의 헌법적 근거가 헌법 

제119조 제2항에 의하여 마련되고, 이를 종합하는 이론적 틀로서 사회적 시장경제가 

제시되고 있지만, 공적 방식에 의한 경제적 자원의 조달과 분배 원리가 현재의 이론 

62) 특히 정부규제를 대신한 시장원리의 강화 내지 확대에 대하여,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시장 기능의 유효한 작용이 우리 경제에서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점에서 이러한 논지를 

피력하는 것으로서, 정운찬, “한국 자본주의의 전환을 위한 제언”, 당 비평, 제5호

(1998), 272면. 
63) 경제발전 시기에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민간 및 공공의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장역할이 크게 고려되었다는 점에서 자유기업경제체제이었음을 

지적하는 것으로서, 김만제․에드워드 S. 메디슨 등, 한국 경제․사회의 근 화, 한국

개발연구원(1981), 42면 참조. 
64) 이승훈, 시장발 과 경제개발,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2010), 29-30면 참조.
65) 이와 관련하여 규제제도의 불합리성을 ‘규제완화의 역설’로 설명하는 견해는 참고할 

만하다. 이 견해에서 규제완화의 역설은 “규제를 감소시키고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제를 완화하지만, 그 결과 오히려 규제의 불합리성이 증대되고 국민의 

자유가 더욱 제한되는 현상”으로 설명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근본적으로 시장 메커니즘의 

요구와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원우, 경제규제

법론, 홍문사(2010), 162-164면 참조.



헌법상 경제질서와 사회적 시장경제론의 재고 / 洪明秀   93

구성으로부터 명확히 도출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시장 기능을 대신하거나 

보완하는 의미에서 공적 방식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원칙의 불명확성은 구체적인 

정책 결정과 집행에서 혼선을 빚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일반론으로서 발전국가

모델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모두 지양하고 시장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관점을 수용하더라도,66) 제도적 보장의 대상이 되는 시장의 영역적 확보와 사회적 

원리와의 기능적 구분이 선결되지 않으면, 적정한 수준의 시장 보호 자체도 회의

적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양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구분과 통합의 이론 

구성을 위하여 필요하며, 구체적인 정책의 타당성 판단도 이에 기초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반독점법 현대화 위원회(Antitrust Modernization Commission)는 

“일반적으로 의회는 경쟁이 달성할 수 없는 중요한 사회적 이익을 경제적 규제가 

달성할 수 있다고 하는 주장에 대하여 회의적이어야 한다.”고67) 제안하였는데, 이와 

같이 시장 원리에 우선적 의의를 부여하거나 또는 그 역의 사고 등이 경제질서의 

구성 원리로서 가능한지는 시장과 사회에 대한 영역적 이해와 분리될 수 없다.

이러한 검토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회적 시장경제는 시장과 사회 두 요소의 결합

원리로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여전히 유용성을 잃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질서를 

시장 또는 사회 원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방식이 우리 헌법상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양 요소의 결합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러한 결합 원리의 구체

적인 제시는 사회적 시장경제론을 새롭게 구성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과제가 된다. 

이를 위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시장의 최소한의 의의 그리고 공동체 구성

원으로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헌법상 간과될 수 없는 사회적 요소들

을 확인하고, 이들의 훼손 없이 가능한 결합 방식이 검토되어야 한다.

IV. 경제질서의 헌법적 기초

1. 시장의 의의

(1) 시장의 이념적 의의

경제적인 관점에서 시장은 상품 수요와 공급의 양 측면에서 대립하는 이해가 만

66) 이진순, “한국경제와 질서자유주의”, 한국경제정책연구회 편, 한국경제의 새 패러다임의 

모색, 한울아카데미(1995), 154-156면 참조.
67) Antitrust Modernization Commission, Report and Recommendations (2007), 3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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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서 조정되는 장을 의미한다. 물론 Polanyi가 언급한 것처럼 경제생활이 시장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이 사회적 관계의 유지와 같은 연

대적 방식을 대체하는 것은 행위 동기 측면에서 중요한 변화가 시장에 체화됨으로써 

가능해진다.68) 즉 자신의 이익 실현이 개인에 유보될 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 

불가피한 것이 될 경우에, 시장은 이익 실현의 구체적인 장으로서 의미를 갖게 된다.69) 

이때 상충되는 이익의 조정 과정을 개인의 자율적 판단에 유보하는 메커니즘은, 

어느 일방의 우월한 힘에 의하여 지배될 가능성은 별론으로 하고, 시장의 특징적 

양상이 되고 있다. 나아가 이는 자유의 기본권적 보장과 이념적 결합을 용이하게 

한다. 즉 시장에서의 자율적 조정 권한을 개인에 귀속시키는 것은 시장이 기능하기 

위한 전제에 해당하며, 이를 충족하기 위하여 개인의 자율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장 기능(경쟁)과 계약 자유는 상호 실현조건으로서 관련된다.70) 

즉 계약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장 주체들의 자율적 조정 가능성은 주

어지지 않으며, 또한 시장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경쟁 구조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 계약 자유는 실질적인 것이 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계약은 개인 간의 관계 

설정에 대한 국가적 관여를 배제하는 과정을 통하여 근대 사회의 구성 원리로 전개

되어 왔다. 또한 인간의 자율에 의한 자기결정을 국가가 자신의 권력에 복종하는 

인간을 대신하여 행사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요구가 수용되는 과정에서 계약 

자유는 궁극적으로 인간 존엄에 소급하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고양되었다.71) 인간 

존엄을 실현하기 위한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에서 계약 자유의 헌법적 기초를 구한

다면,72) 시장과 계약 자유의 상호 조건적인 관계로부터 시장도 인간 존엄의 실현을 

위한 본질적인 조건으로서의 의의를 갖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시장과 계약의 관

68) Karl Polanyi, The Great Transformation, Beacon Press (1964), 46면 참조.
69) Ibid., 83면 참조.
70) Fritz Rittner, “Vertragsfreiheit und Wettbewerbspolitik”, Festschrift für A. Sölter, Heymann  

(1982), 30-31면에서는 계약자유와 경쟁을 상호 전제조건으로서 이해한다.
71) Werner Maihofer, Rechtsstaat und menschliche Würde, Vittorio Klostermann (1967), 60-62면. 

또한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성에 대한 규범적 주장이 정식화된 개인적 계약관계가 중

앙적 관계 및 연합관계와 함께 근대성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것으로서, 자크 비데, 

자본의 경제학․철학․이데올로기, 박창렬․김석진 역, 새날(1995), 11-13면 참조. 
72) 특히 Schmidt & Seidel은 독일 기본법 제2조 제1항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에서 계약

자치(Vertragsautonomie)뿐만 아니라 경쟁의 자유(Wettbewerbsfreiheit)의 헌법적 근거를 

구하고 있다. Rolf Schmidt und Stephanie Seidel, Grundgesetz, Verlag Rolf Schmidt (2000), 

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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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대한 이해는, 개인이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시장을 필수적 요소로 하는 경제질서만이 헌법에 합치할 수 있

다는 사고를 뒷받침한다.73) 물론 이러한 사고가 경제적 자원의 조달을 전적으로 

시장에 의할 것을 정당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인간의 자기 실현과 관련되는 한

도에서 시장의 이념적 타당성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2) 시장의 기능적 의의

한편 국가라는 틀 내에서 시장을 사고할 경우에, Adam Smith가 Locke나 Hume 

등이 제시한 ‘자유로운 공동생활의 질서’라는 관념에 기초하여 형성한 시장경제이

론은74)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s)이라는 표제가 시사 하듯이 궁극적으로 국가의 

총 부의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Smith에 의해 

제시된 시장이라는 틀 안에서 자유로운 인간 활동에 의해 형성된 균형가격, 균형

가격이 가져다주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그리고 그 효율성이 담보하는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최고 수준의 후생은 자유주의적 이념과 공동체적 사고를 접목하면서 미

래에 대한 낙관적인 상을 그려낼 수 있었다. 즉 논리적 연결의 출발점에 서있는 

균형가격에 균형의 성립과정을 지배하는 자유주의 이념을 반영하고, 공동체 구성

원의 사익 추구가 공동체 전체의 부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사고를 여

기에 결합함으로써 Smith의 이론은 전체적으로 완성된다.75)

Smith 시장경제론의 기본구조를 받아들인다면, 국부의 증대, 즉 공동체 전체의 

경제적 규모의 향상을 위해서도 시장은 필수적이다.76) 그러나 시장 기능에 대한 

73) Helmut Leipold는 경제정책적 내지 사회정책적인 간섭이나 수정을 위한 광범위한 형

성의 여지를 전제하면서도, 각 개인에게 자신의 생활을 자율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자유권과 기타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려면, 원칙적으로 분산적인 규제질서 즉 시

장경제적인 규제질서만이 헌법에 합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헬무트 라이폴트, 권오

승 역, “경제체제의 사회이론적 기초”, 경희법학, 제24권 제1호(1989), 112면.
74) Smith의 자연적 질서(natural order)에 관한 신념은 ‘국부론’ 이전의 저작으로서 타인에 

동감하는 인간의 성향을 분석하고 있는 ‘도덕감정론(The Theory of Moral Sentiment)’

에 좀 더 명확히 표현되어 있다. G. R. Morrow, “Adam Smith: Moralist and Philosopher”, 

J. C. Wood ed., Adam Smith-Critical Assessments- vol. I, Croom Helm (1984), 177면.
75) 특히 아담 스미스의 균형가격론의 의의와 이후 경제학에 미친 영향에 관하여, K. R. 

Ranadive, “The Wealth of Nations-The Vision and the Conceptualization”, J. C. Wood 

ed., Adam Smith-Critical Assessments- vol. II, Croom Helm (1983), 246-247면 참조.
76) 케인즈의 유효수요 부족에 따른 불황 이론이나 마르크스 경제학에서 주장하는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법칙은 시장의 자율적 조정 가능성이나 장기적 성과에 대하여 회의적인 

시각을 보여준다. 특히 후자와 관련하여 Lenin은 시장을 자본주의 경제로 이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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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와는 별개로, 이러한 이론적 메커니즘이 규범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가 

추가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시장 기능을 통한 국부의 증대 또는 지

속적인 생산력의 증대가 헌법적으로 승인될 수 있는 가치인지, 그리고 이를 위하

여 요구되는 제한이나 조건이 있다면 그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는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현실 경제에서 국가 총생산의 지속적인 증가는 국가 내지 특정 정치 그룹의 

성공으로 평가된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사회민주주의적 정치 모델에 대한 성공적 

평가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생산성의 향상은 주된 근거의 하나로 언급되고 있다.77) 

그러나 지속적인 성장이 헌법상 요구되는 국가적 과제인지는 이러한 성장이 국민의 

개별적 이익으로 귀속될 수 있는지와 무관하지 않다. 이는 헌법 제119조 제2항이 

국가의 경제 규제와 조정의 근거로서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을 제시

하고 있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동 규정에서 국민경제 성장은 균형 있는 

것이어야 하며, 또한 대비되는 개념인 국민경제의 안정과 조화되는 것이어야 한다.78) 

특히 균형 성장은 성장의 이익이 균등하게 향유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국민경제 

성장에 대한 헌법적 평가의 궁극적 기준이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규범적 요구가 

성장 방식의 선택에 있어서 한시적인 불균형까지 제한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특정 산업의 선도적 성장을 통하여 전후방 관련 산업의 순차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이로부터 국민경제 전체의 성장을 기대하는 이른바 불균형성장 방식도,79) 

궁극적으로 균형 있는 국민 경제 성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판단은 성장 과정이나 방식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

하는 상품 경제의 하나의 범주로 이해하는데(V. I. Lenin,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in Russia, Progress Publishers (1977), 37면), 이러한 관점에서 시장의 고유한 의의는 

자본주의의 경향적 특성에 흡수된다(한편 마르크스도 공급과 수요에 의하여 균형가격

이 형성되는 시장의 본래적 기능을 당연히 전제하였다는 지적에 관하여, 폴 스위지, 

전게서(각주 4), 76-77면 참조). 이러한 관점은 그 자체로 논쟁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지속적 성장의 기초로서 시장에 대한 규범적 평가를 행한다는 점에서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77) 홍기빈, 전게서(각주 57), 222-225면 참조. 
78) 법제처, 헌법주석서 IV(2010), 485면(전광석 집필부분)에서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

이라는 규정은 국가의 독자적인 기능이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과거의 양적인 성장이 질적인 성장 개념으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정치적 주장으로, 

SPD-Parteivorstand, Hamburger Programm-Grundsatzprogramm der SPD (2007), 42면 참조. 
79) 불균형성장 방식은 1960년대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추구하면서 정책기조로 채택되었다. 

Hirschman의 불균형성장이론에서 핵심은 초기 경제적 자원이 집중되는 선도산업의 선

정에 있는데, 이에 관하여 Albert Hirschman, The Strategy of Economic Development, 

Yale Univ. Press (1965), 62-6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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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후생경제학에서 전개되어 온 공동체와 공동체 구성원의 이익을 종합하여 경제적 

개선의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파레토 개선(Pareto improvement) 기준 또는 진화된 

Kaldo-Hicks 기준 등은 형량의 가능한 방식의 하나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후생경제학에서 형량이 가치판단과 밀접히 관련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80) 규범 영역에서 이러한 판단이 전적으로 계량화된 방식에 따라서 수행

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더욱이 공동체 구성원 중 누군가에게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비교 형량하여 개선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정책적 편의성이 인정되는 

Kaldo-Hicks의 수정 기준에 의할 경우에도, 부의 한계 효용이 균등하지 않고 부에 

대한 모든 권리가 제한 없이 부여되지 않는(탄력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기

준의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81) 따라서 불균형을 수반

하는 정책의 타당성과 관련하여 공동체 전체의 관점에서 개인적 손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헌법적 가치판단으로부터 제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가능한 

최소한의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Rawls가 제안한 것과 같은, 

불평등이 최소 수혜자에게도 궁극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불평등한 

결과에 이르기 전에 기회가 균등하게 부여될 경우에 이러한 불평등은 정당화 될 

수 있다는 이론 구성은 참고할 만한 것이다.82)

이상의 논의에서 균형 또는 불균형에 대한 이해에 따라서 국민경제 성장의 타당

성이 인정되는 범위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그 자체로 헌법적으로 승인된 

가치에 해당한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헌법 제119조 제2항은 이러한 가치의 

실현을 국가의 규제와 조정의 근거로 하고 있으며, 이로부터 Keynes적인 총량적 

조정이 타당한 범위도 설정될 것이다. 그러나 동 규정에서 국가의 개입은 여전히 

시장을 전제한 것이며, 국민경제 성장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시장에 유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83) 또한 이 한도에서 기능적 측면에서 시장의 필수성이 드러난다.

80) 이준구, 미시경제학, 법문사(1995), 591면.
81) Edward Stringham, “Kaldor-Hicks Efficiency and The Problem of Central Planning”, The 

Quarterly Journal of Austrian Economics, vol 4. no. 2 (2001), 41-48면 참조. 또한 불평

등은 필요의 차이, 기호와 선택, 연령과 생애 주기, 기회와 결과 등과 같은 다양한 변

수가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분석의 어려움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으로, 이정우, 불

평등의 경제학, 후마니타스(2011), 19-20면 참조.
82) 롤스 이론의 개괄과 자유주의와 평등주의를 종합한 의의에 관하여, 이정우, 상게서, 

28-33면 참조.
83) 법제처, 전게서(각주 78), 485면(전광석 집필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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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요소

(1) 사회국가원리의 반영

시장의 의의가 기본권적 측면에서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에 관련되는 것과 마찬

가지로, 경제질서의 구성 요소로서 사회적 측면도 구조적으로 헌법상 기본권에 소급

한다. 특히 사회국가적 이념으로부터 도출되는 사회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일련의 

권리들은 자유로운 경제주체들의 장으로서 상정하고 있는 시장의 기능을 제한하거나 

대체하는 의미를 갖는다. 즉 시장과는 구별되는 상이한 운영 메커니즘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질서의 또 다른 중요 구성 부분을 이룬다.

사회국가적 요구는 우리 헌법 제34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에 이념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삶을 영위하는 장에 헌법적 

가치판단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결정될 것이다.84) 이 과정에서 기본권적

으로 구성되는 사회국가적 요구의 구체적인 범위는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이지만, 

또한 이러한 과정은 사회국가적 요구가 실현되는 방식이 본질적으로 시장 메커니

즘과 구별된다는 점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측면도 있다.85) 1990년대 이후 공적 

서비스가 상당 부분 시장에 의하여 제공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차이에 대한 인식은 보다 실질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다. 시장을 통하여 공적 서비

스가 제공된다면, 이에 대한 수요는 기본적으로 다른 상품 거래와 마찬가지로 소

비자의 지위에서 파악되는 반면, 사회국가적 관점에서 이러한 수요는 공동체 구성

원의 지위에 따른 권리의 향유로서 이해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전환 과정은 공적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제고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여전히 생존 필수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충분한 것인지의 측면에서도 검토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로 

이행하고 있는 시대에 공적 서비스에 대한 도전은 개별적인 필요로 개인화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라는86) John Clarke의 지적은 참고할 만한 것이다. 여기서 

개별적인 필요의 개인화(personalization to individual need)는 공동체 구성원이 공유

하는 사회국가적 원리로부터 단절되어 개별적 필요의 충족을 개인의 문제로 전환

84) 동 규정에서 인간다운 생활의 의미를 경제적, 물질적 관점에서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

으로서, 정종섭, 헌법 기본강의, 네오시스(2011), 560-561면 참조.
85) 국가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으로서 정보제공과 설득을 통한 유도적 

방식도, 시장 메커니즘의 활용 측면에서 보면, 시장적 방식과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현대국가에서 유도적 방식의 확대에 관하여, 송석윤, 헌법과 정치, 경인문화사(2007), 

24-25면 참조.
86) John Clarke et al., Creating Citizen-Consumers, SAGE (2007), 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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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에 의하여 개인이 영위하는 삶의 수준이 인간다운 생활의 

조건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가 전환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주된 근거가 될 

것이다.

결국 사회국가적 요구의 실현 범위는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구체적인 삶의 조

건을 내용적으로 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현 방식이 내용적 충족을 이룰 수 있는 

적합한 것인지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그 범위는 경제적 자원이 분배되는 방식에 

있어서 시장 메커니즘과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즉 개별 경제주체의 의사가 아닌 

공동체의 가치 판단이 우선적으로 작용하는 영역에 상응한다. 따라서 사회국가 원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헌법상 경제질서의 한 구성부분으로서 고유한 의미를 갖는다.

(2) 시장의 이중성—경제민주화의 요구

시장이 원활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의 충족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실 

경제에서 완전경쟁이 가능하기 위한 조건의 실현이 극히 어렵다는 점에서, 일반적

으로 시장의 불완전성은 어느 정도 예상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기

능에 대한 신뢰가 유지될 수 있는 근거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시장으로부터 궁극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의 측면에서 다른 

대안적 방식을 상정하기 어렵다. Samuelson이 시장경제와 명령경제(command economy)

의 비교에서 언급한 것처럼,87) 일정 규모 이상의 경제에서 소수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결정 방식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또한 

시장 기능의 보완을 위한 다양한 제도의 정책적 성과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시장의 본래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경쟁법의 제정과 집행은 경쟁

적인 시장구조의 형성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도 시장에서의 행태가 경쟁 시장에 

근접하는데 일정한 기여를 하였으며,88) 시장 실패(market failure)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통하여 거래 외부에 위치하는 자의 이익이나 손실이 거래 자체에 반영되도록 

하는 외부효과의 내부화(internalization)에 의한 보정 노력도 시장 기능의 불완전성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시장 기능 또는 시장의 불완전성에 대한 제도적 보완 가능성을 신뢰하더

87) Paul A. Samuelson & William P. Nordhaus, supra note 43, 6-7면.
88) 예를 들어 1958년 독일 경쟁제한방지법(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gkungen) 제정 

이후, 초기에 격렬히 반대하던 산업계가 점차적으로 이에 순응해 나가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David J. Gerber, Law and Competition in Twentieth Century Europe, Oxford 

Univ. Press (2001), 29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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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시장 기능으로부터 연유하면서, 그러나 내재적인 해결 가능성을 찾기 어려운 

문제가 여전히 주어지고 있다. 시장경제의 발달이 공동체의 해체를 강화하는 경향에 

관한 분석은 이러한 문제의 본질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제공한다. 자본주의의 발

전은 인간의 경제적․비경제적 활동을 공동체적 구속하에 두던 봉건제도의 청산을 

의미하고, 이로부터 자유로운 인격의 존재로서 개인이 거래의 주체로 등장하는 계

기가 마련된 것임은 분명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익명화된 시장은 인간의 존재 조

건의 하나인 공동성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89) 마르크스가 지적한 것처럼, 시장

에서의 거래(상품 거래)는 이면에 있는 인간 관계적 요소를 차단하는 물신화 경향을 

낳으며, 인간 관계적 성격을 고려할 수 있는 계기가 거래 자체에서 배제된다. 이에 

의하여 생존을 목적으로 거래에 임하는 개인은, 과거 신분적 구속에 부가되어 공

동체적 배려가 제공되던 시기보다도 오히려 부정적일 수 있는 시장의 폭력적인 성

격에 직면한다.90)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인식은 계약의 자유가 계약의 공정을 담보

하지 못하는 계약법의 딜레마에 대한 이해와91)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즉 시장 내

재적인 메커니즘에서 이러한 문제가 치유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기 어려우며, 

공동체가 추구하는 또 다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과의 접목이 필요함을 시사

한다.

경제민주화에 관한 최근의 논의는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안으로서 유력한 

의미가 있다. 민주주의를 의사 결정에 있어서 공동체 구성원의 의사가 균등하게 

반영되는 정치․사회체제로 본다면, 실질적으로 불균등하게 보유될 수밖에 없는 

경제력에 의하여 결정 과정이 지배되는 시장 원리와는 뚜렷이 구별된다. 따라서 

경제민주화는 그 함의로서 이질적인 원리 간의 결합을 상정한다. 그러나 경제적 

영역에 민주주의 원리를 반영하는 것의 의의, 즉 경제민주화의 의의에 대한 이해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대체로 경제민주화를 시장기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보완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견해와92) 복지나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같은 시장 

89) 金子勝, 場, 岩波書店(2000), 79면.
90) 시장(화폐)의 익명성과 폭력성에 관하여, 상게서, 79-81면. 여기서 金子勝은 화폐제도

는 社會的共同性에 기초하여 화폐로서의 信認에 근거하는 것인데, 이러한 제도가 역

으로 공동성을 붕괴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91) Schmidt-Rimpler는 계약 상대방의 부당한 요구를 자율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한도에서 

계약 메커니즘이 계약의 정당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Walter Schmidt-Rimpler, 

“Zum Vertragsproblem”, Funktionswandel der Privatrechtsinstitutionen, Festschrift für Ludwig 

Raiser, J. C. B. Mohr (1974), 5-6면 참조.
92) 권영성, 전게서(각주 27), 1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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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에 의해서 실현되기 어려운 가치를 추구하는 이념적 도구로서 경제민주화를 

파악하는 견해로93) 나뉘고 있다. 연혁적으로 정치적 이념의 기본적 사고가 경제 

영역으로 확대되고, 이와 같은 사고의 확대가 시장 기능의 보호를 위한 법체계(경

쟁법) 발전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돌아보면,94) 전자와 같은 이해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 이념 내지 방식을 경제 영역에 

적용하려는 시도는 시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요구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양자의 결합은 대등한 관계에서의 결합, 특히 내용상 상호

보완적 함의를 갖는 가치적 결합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3. 결합 원칙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하여 시장적 요소와 사회적 요소가 모두 구성 요소로 반영

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더라도,95) 현실 경제가 이러한 규범적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고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로서 논의를 필요로 한다. 특히 1990년대 이후 강

화되어 온 시장 또는 시장 원리의 확대는 경제 운영 방식에 있어서 사회적 요소의 

축소를 낳았으며, 이러한 변화가 헌법상 경제질서의 기본 원리에 부합하는지가 검

토되어야 한다. 우선 국민경제의 단순화된 지표를 보면, 복지 부문에 대한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유사한 경제수준에 있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볼 때,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7년 기준으로 공공부문의 사회복지지출은 

GDP 대비 7.6%로 OECD 평균인 19%에 비하여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96) 

복지부문에서의 지출은 절대적인 양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운영방식에서도 

한계를 드러내는데,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 상황을 보면, 보조금 규모

가 GDP 대비 0.9%에 불과한 것도 문제지만, 동 제도가 저소득가구에 적절히 지원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상대적 빈곤률 해소에 

있어서 OECD 평균 15%p에 훨씬 못 미치는 2.5%p 수준의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97) 이러한 수치 외에도 이 문제에 대한 국민의 전반적인 인식은 최근 

93) 김종철, “헌법과 양극화에 대한 법적 대응”, 법과 사회, 제31호(2006), 23면 이하 또는 

김대환, 한국 노사 계의 진단과 처방: 합리화의 길, 까치글방(2007), 126면 참조.  
94) David J. Gerber, supra note 88, 17면.
95)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는 두 상반된 경제적 이데올로기와 경제적 이익 간의 조화에 근

거하고 있다고 보는 것으로서 김철수, 전게서(각주 27), 298면 참조. 
96) OECD, OECD 한국경제보고서(2012), 17면. 공공부문의 사회복지지출은 2010년 GDP 

대비 9.2%로 상승하였지만, 여전히 OECD 국가와의 비교에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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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러진 제18대 대통령선거 과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선거에 참여한 주요 

정당의 공약에서 정치적 입장을 불문하고 복지의 확대를 주장하였던 것은,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복지의 수준과 규모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을 시사한다.98)

물론 복지 확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리의 구성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며, 

선거과정에서 부각되었던 일반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대립은 이러한 차이가 정책 

구성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복지의 확대 또는 일정 

범위에서 부의 재분배가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존재

한다.99) 이러한 논리는 복지의 확대가 국민경제 성장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대응으로서, 정치적으로 폭넓은 지지를 끌어내는데 유용하다는 측면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100) 케인즈적인 유효수요의 확대나 내수 기반의 강화와 같은 

성장 메커니즘에 용이하게 결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복지의 기능적 이해가 갖는 한계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무엇

보다 복지를 성장론에 종속시키는 것은,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같은 

헌법에 근거하여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을 헌법에 근거하지 않는 가치판단을 통하여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이러한 논의는 결국 경제 운영 방식에 있어서 시장적 요소와 사회적 요소의 결합 

방식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사회적 시장경제의 구체적 운영에 

관한 독일의 역사적 경험을 돌아보면, 1960년대 대연정을 거치면서 점차적으로 운영 

과정에서 시장적 측면이 강화되어 왔음을 볼 수 있다. 특히 1998년 사민당 집권 시 

정치이념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된 ‘제3의 길’은 효율성 제고를 경제정책의 핵심적인 

과제로 설정함으로써 시장적 요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경제운영 방식을 취하였다.101) 

물론 이러한 현상은 독일에 국한되지 않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통되는 경향으로 

 97) 상게서, 17-18면 참조.

 98) 김남철, “경제민주화와 복지–주요 공약에 나타난 쟁점에 관한 공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차기정부의 공법  과제, 한국공법학회․한국행정법학회․한국국가법학회 공동 학술

대회(2012), 54-57면 참조.

 99) Rasul Schams, “Hemmnisse der Wirtschaftspolitischen Reformpolitik in Entwicklungsländern”, 

Hermann Sautter hrsg., Wirtschaftspolitische Reformen in Entwicklungsländern, Duncker 

& Humblot (1991), 151-152면에서는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하여 분배 문제의 민주적 

해결이 제도화될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00) 생산과 분배의 선순환 시스템으로서 복지를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장하준․정승일․

이종태, 무엇을 할 것인가, 부키(2012), 333-339면 참조.
101) Michael Ehrke, supra note 24, 1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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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실 경제의 흐름에 이의가 없지 않으며,102)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적 정당성이 당연히 도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시장을 우선하는 입장에서 사회적 요소는 부차적인 위치에 머물게 되고, 단지 시

장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고려될 것이다. 물론 시장의 기능적 한계는 다른 

경제 운영방식으로 주의를 돌리게 하는 측면이 있으며, 정책적인 종합(mixed policy)

을 의도할 때 이에 대한 고려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사회국가원리를 헌법적으로 

승인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실현 방식의 선택 역시 동 원리가 추구하는 가치에 

의하여 지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시장 방식에 의한 사회적 서비스의 제공은 공급 

주체 측면에서 이윤 귀속과 이용 주체 측면에서 가격 메커니즘에 의한 사회적 서

비스의 부분적 배제를 피할 수 없는 대신에, 효율성 제고와 같은 운영상의 장점이 

부각될 것이다. 이때 양 측면의 효과를 형량함에 있어서, 특히 사회국가적 요구가 

시장 기구에 의하여 제한되는 부분에 관한 검토가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103) 즉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은 우선적인 고려 대상이 아닌 가치 실현에 적합한 수단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형량의 대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경제질서의 구성 요소로서 시장적 요소와 사회적 요소는 모두 헌법적

으로 승인된 가치와 기본권에 소급하며, 이들 간에 규범적 우위를 정할 수 없다는 

점이 양자의 결합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104) 따라서 헌법상 경제질서를 시장 원리와 

102) 예를 들어 2007년 제시된 독일 SPD의 함부르크 강령은 사회적 시장경제가 경제적 

힘을 폭넓은 계층의 복지와 결합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보면서, 시장에 관한 기본 원칙

으로서 규제 필요성을 확인하고 있다(so viel Wettbewerb soweit wie möglich, so viel 

regulierender Staat wie nötig). 또한 공동결정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삶의 기본원

칙의 요구로서 경제 민주화를 포기할 수 없는 것으로 선언하고 있다. 분배와 관련하여 

사회민주적 조세정책은 불평등을 제한하고 균등한 기회를 촉진하여야 한다고 보고, 

생산성의 향상과 물가 상승에 연동된 임금 인상을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사

회적 요소의 반영을 확대한 강령상의 변화로 이해된다. SPD-Parteivorstand, supra note 

78, 42-44면 참조.
103) 독점적 사업자에 의한 사회적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많은 경우 부정적 측면을 최

소화하기 위하여 가격 규제를 결부시키고 있는데, 이때 사업자가 서비스의 질을 저

하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경험적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시장에 의한 사회적 서비스 제공에 관한 제한 내지 보완을 위한 정책적 개입

이 일면적 측면에서 이루어질 경우의 한계를 보여준다. Gregory S. Crawford & 

Matthew Shum, “Monopoly Quality Degradation and Regulation in Cable Television”,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vol. 50 (2007), 200-211면 참조.
104) 자유권과 사회권은 모두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에서 연원하는 

기본권이며, 양자의 관계를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성낙인, 

전게서(각주 28), 73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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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원리의 결합으로 이해하고 이를 사회적 시장경제론으로 구성할 경우에, 동등한 

규범적 가치를 가진 원리 간의 결합이며, 구체적인 형량의 과정을 통하여 적용 원리가 

선택된다는 점이 사회적 시장경제론의 핵심적인 구성 원리가 되어야 한다.

V. 맺으며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는 전후 경제질서를 새롭게 형성하는 과정에서 시장 원

리와 사회 원리의 결합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영역의 고유한 의의를 인정하고, 경

제질서의 구성 원리로서 어느 하나를 포기할 수 없다는 사고에 기초하였다. 시장

이 유효하게 기능할 경우에 달성할 수 있는 성과에 대한 신뢰와 그 이면에 있는 

경제주체의 자율성에 대한 존중이 시장 원리를 수용하는 근거가 되었다면, 시장의 

한계에 대한 인식과 사회국가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방식에 대한 고려는 사회적 

영역의 존재를 승인하는 결과를 낳았다. 현실 정치에서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는 

변화가 계속되었지만, 두 영역의 분리와 결합은 경제질서의 기본 원리로서 유지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배적인 견해는 사회적 시장경제를 경제질서의 기본 원리로 이해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경제질서에 대한 이해의 틀로서 사회적 시장경제의 한계를 

지적하는 견해도 유력한데, 무엇보다 현실 경제의 운영 방식이 사회적 시장경제론이 

상정하고 있는 경제질서의 기본 원리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점은 이러한 비판의 유

력한 근거가 된다. 더욱이 시장 또는 시장 원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시장경제가 이에 대응하는 이론적 설명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

그러나 현실과 이론 사이의 간격에도 불구하고, 시장과 사회를 영역적으로 분리

하고 또한 전체 경제질서로 통합하는 이론 구성은, 이질적인 원칙들의 나열로서 

또는 어느 하나의 우월한 지위를 전제하는 보완적인 결합으로서 그 의의를 제한하지 

않는 한, 이를 사회적 시장경제로 칭하는 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타당성을 잃지 않

는다. 무엇보다 결합의 두 축인 시장 원리와 사회 원리 모두 헌법상 기본권으로부터 

도출되며, 결합으로부터 각각의 이념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실현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헌법 제119조 등의 경제조항이 두 원리의 결합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은 

이론적 타당성을 뒷받침한다. 이론과 현실의 괴리를 극복하는 문제도, 이론적 타당

성이 주어졌던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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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는 시장 원리와 사회 원리의 헌법 이념적 근거를 확인하고, 각각의 실현 방법과 

가능성의 비교를 통하여 최선의 방식을 찾는 과정을 의미하며, 이를 통하여 경제

질서의 원리로서 구체적인 의의를 갖게 된다. 나아가 이러한 과정은 시장 또는 시장 

원리의 지나친 확대에 대한 본질적이고, 가장 적절한 규범적 대응이 될 것이다.

투고일 2013. 2. 4      심사완료일 2013. 2. 22      게재확정일 2013.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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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thinking Economic Order in Constitutional Law 

and Social Market Economy

Hong, Myungsu*

105)

The Social Market Economy means the economic order or economic order theory 

developed after World War II in Germany. The social market economy stresses the 

importance of market because of the efficiency of distribution of the resources and 

production of goods, and the ideology related the assurance of the human worth and 

dignity. So in the economic order that approves the importance of market, the only 

state role in the economy shall be limited to protect the competitive environment 

from monopolistic or oligopolistic tendencies.

On the other hand the social market economy is indelibly associated with the 

demands of social states, could not be realized by the market systems. That is to say 

the social market economy has been formed and developed as economy that would 

not only help the wealthy but also care for the workers and others who might not 

prove able to cope with the strenuous competitive demands of a market economy.

There are some distinctive differences between the social market economy in 

Germany and the economic operating systems in Korea. But the social market 

economy could not be deprived of the theoretical validity from the differences. The 

equivalent combination of the market principles and the demands of social state is 

still important in korean economy and has the bases in constitutional law.

Keywords: economic order, social market economy, mixed economy, welfare state, 

market principles, social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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