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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헌법상 정당조항과 그 한국적 이식
―비교법사회학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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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독일의 정당국가론은 1960년대 이후 한국헌법에 적지 않은 향을 끼쳐왔다. 정

당국가론은 한국적 상황에 확대․강화된 모습으로 도입되어 1962년의 이른바 제3

공화국헌법은 정치활동에서의 정당독점을 선언하 다. 이러한 정당국가의 과도한 

강조는 현재에는 어느 정도 완화되었지만 정당, 선거 그리고 정치자금 등과 관련

된 법 역에서 여전히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 은 독일헌법상의 정당조항이 우리나라 헌법에 이식1)되는 모습을 비판적으

로 분석하려 한다. 여기서 독일헌법 제21조와 우리나라 제3공화국 헌법의 정당관

련 조항을 병렬시키고 그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것만으로는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복수의 법규범을 나열하여 서술적으로 비교하

는 것을 넘어서는 비교법학의 방법론에 대한 성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방법론적인 

문제의식이 결여된 법의 비교와 그로부터 나오는 성급한 결론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역기능이 나타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근대헌법은 그 형성에 있어서 정당의 존재를 상정하지 않았다. 현대헌법의 정당

조항은 정당의 생성과 역할확대에 대한 반응인 것이다. 따라서 정당에 관한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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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기서 필자가 법이식(legal transplantation)이라는 용어를 택한 데에는 두 가지의 이유

가 있다. 우선 이식이라는 단어가 지니는 ‘옮겨 심는다’는 의미는 그 자체로서 가치중

립적이어서, 받아들이는 자의 동의와 적극성을 은연중에 내포하는 수용(reception)이라

는 용어나 강요에 의한 법질서의 전파라는 의미의 부과(imposition) 등을 포괄할 수 있

고, 따라서 대상에 대한 분석을 시작함에 있어 보다 많은 객관성을 확보해 준다고 보

인다. 또한 이식이라는 단어는 식물 또는 장기의 이식 등에서처럼 단지 이식되는 대상

뿐만 아니라 그것이 원래 생성된 풍토 또는 체질, 그리고 새로이 이식되는 곳의 풍토

와 체질과의 연관성을 연상시켜준다는 점에서 우리의 사회과학적 상상력을 보다 자극

할 수 있는 용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116 송     석     윤 서울대학교 法學

범의 이식을 연구함에 있어 그 바탕이 되는 정당의 현실을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헌법에서 정당조항을 도입하는 시점에서 정당을 규율하는 법

규범 전반에 대한 상황을 개괄하는 것도 정당조항 도입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도

움이 될 것이다. 독일과 우리나라에서의 정당현상의 사실적인 측면과 정당에 대한 

법규범적 배경을 분석함으로써 규범이 형성된 곳과 이식되는 곳의 토양의 유사성

과 차별성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이러한 토대에 기반하여 1949년 독일헌법에 정당조항이 도입되는 과정과 이것

이 1962년 우리나라헌법에 이식되는 과정을 살피고 이것이 한국의 현실에 비추어 

적절한 것이었나를 평가함으로써 헌법의 이식에서 법사회학적인 문제의식을 지닌 

비교헌법학의 방법론을 도입할 필요성을 제기할 것이다. 

II. 법이식의 비교법사회학

이 은 비교법학의 방법론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 독

일의 헌법조항이 우리나라헌법에 도입되는 모습을 단지 제정법(law in books)의 

비교라는 차원을 넘어서 살아있는 법(law in action)의 비교를 방법론적 문제의식

을 지니고 수행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비교법학의 방법론에 관한 다양한 입장을 

나열․소개하고 논의하는 것은 이 의 체계와는 어울리지 않으므로 연구주제와

의 연계성을 바탕에 깔고 비교법학에서 논의되는 문제들을 살펴보려 한다.

1. 비교법학의 방법론과 학문적 독자성

사물을 비교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모든 인식행위의 출발이라고 할 수도 있을 

만큼 일반적인 의미를 지닌다. 신이라고 상정되는 절대적 존재를 논외로 한다면 

모든 존재는 상대적이고 따라서 비교를 통하여 인식되기 마련이다. 법을 제정하고 

해석하며 연구하는 데에 현재나 과거 외국의 다양한 실정법제도, 판례 및 법이론

을 자신의 것과 비교하는 일이 필요하고 일반화되어 있다는 것도 그 자체로서 비

판받을 일은 아니다. 문제는 비교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제대로 된 것일

까라는 데에 놓여있다. 

(1) 비교법의 다양성과 방법론적 정제의 필요성

비교법의 연구는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단지 특정외국법을 외국인

의 입장에서 연구하는 것, 복수의 실정법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히는 것, 다양한 

법체계를 분석․분류하여 법계(Rechtsfamilie)를 만드는 것, 그리고 유사성과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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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의 발견에 그치지 않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연관성을 발견해내는 것 등에 정도

의 차이는 있지만 비교의 관점이 포함된다.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법을 비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도움이 적지 않겠지

만 또한 여기에는 간과할 수 없는 위험이 놓여 있다.2) 비교연구의 사전적 의미는 

“둘 이상의 사물을 비교하여 서로의 같고 다름, 또는 관련이나 계통을 밝히는 일”

이다. 법의 비교연구에는 복수의 법체계에 대한 이해, 즉 최소한 자신의 법체계이

외에 한가지 이상의 낯선 법체계에 대한 이해가 전제된다. 이러한 연구작업에서는 

단일한 법체계을 연구하는 경우에 비해 그 이해가 피상적이기 쉽다. 외국 법체계

의 한 분과 역을 제대로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법체계 전반이 형성․변화되어 온 

역사 및 그것과 다른 법체계와의 연관성 등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습득하기란 기

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또한 연구대상의 폭이 넓어짐에 따라 1차문헌을 소화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2차자료에의 의존도가 높아짐으로 인하여 잘못된 지식을 습득

할 위험이 적지 않다. 또한 비교의 대상을 선택함에 있어 합리적 기준을 세우기도 

쉽지 않은 문제이다. 비교대상을 선택하여 어려운 연구 끝에 두 법체계 사이에서 

그럴듯한 연관성을 찾아낸 연구자들은 이 결과를 겉으로 유사해 보이는 다른 상

황에도 적용하여 자신의 연구결과를 지나치게 일반화하려는 유혹을 받게된다.

비교법학이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법을 비교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목적과도 연관된다고 보인다.

(2) 비교법학의 소극적 정의

현실적으로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법의 비교는 상황에 따라서 나름대로

의 가치를 지닐 것이다. 하지만 분과학문 역으로서의 독자성을 지니는 비교법학

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를 연구하는 학문적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독자적

인 학문 역으로서의 비교법학을 추구하는 비교법학자들은 우선 비교법학의 범주

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유형들을 제시하고 있다.3) 이에 따르면 우선 단순히 외

국의 법체계를 연구하는 것은 비교법학이라고 할 수 없는데, 이는 이러한 작업으

로 인하여 국내법체계와의 비교가 이루어지고 또한 국내법체계를 보다 잘 이해하

기 위한 목적이 표명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단순히 다양한 법체계를 

나열하거나 이들을 법계로 분류하는 서술적인(discriptive) 작업 역시 독자적인 분

과학문에 요구되는 지적인 내용을 결여하므로 비교법학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다. 

2) A. Watson, Legal Transplants ―An Approach to Comparative Law, Edinburgh 1974, 

10면 이하; L. J. Constantinesco, Rechtsvergleichung Bd.II, Köln u.a. 1972, 24면 이하 

참조. 

3) M. Rheinstein, Einführung in die Rechtsvergleichung, München 1987, 22면 이하; A. 

Watson, 앞의 책, 4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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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교법학의 적극적 정의: 법의 사회과학적 인식

비교법학이 될 수 없는 법비교의 유형을 나열하는 소극적인 방식을 넘어서는 

비교법학의 적극적인 정의는 법에 대한 사회과학적 인식과 접한 관련이 있다.4) 

즉 이는 사회를 조직하고 지도하는 수단인 법은 사회현실과 무관한 존재가 아니

라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법을 이렇게 이해한다면 법학은 법규범의 기능방식

을 사회적 맥락 속에서 탐구하는 데에 이르게 된다. 법을 사회적 기능의 측면에서 

인식하게 되면 법학은 법을 해석․적용해야 할 주어진 것으로서만 다루지 않고 

법 자체를 비판할 수 있는 안목을 얻게 된다. 법학은 법규범이 그 사회에서 담당

하는 기능을 밝히고 그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는 지를 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작업

은 하나의 법규범을 다른 법체계에서의 법규범과 비교함으로써 더욱 만족스럽게 

수행될 수 있다. 나아가 복수의 법체계를 비교․평가하는 것을 넘어서 유사점과 

차이점의 이유를 밝혀내려 한다면 여기서 법사회학으로서의 비교법학의 입지가 

형성된다.

(4) 비교대상의 문제

무언가를 비교하는 것이 의미를 지니려면 비교의 대상이 비교되어질 수 있는 

성격의 것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능주의적 비교법학의 방법론을 

따르는 학자들이 제시하는 것이 비교대상의 기능적 등가성(funktionale 

Äquivalenz)이라는 개념이다. 이에 따르면 비교법연구는 특정의 법규범이 아니라 

특정한 사회문제 또는 법 이전의 문제에서 출발하여 각기 다른 법체계가 이러한 

문제를 어떠한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해결하는가를 밝히는 것이다.5) 동일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이라는 의미의 기능적 등가성은 실정법의 내용을 

비교하는 것 이외에 국가법질서가 기능하는 매우 다양한 차원에서 찾아져야 한다. 

따라서 기능적 방법에 의하면 법제도를 법내부의 관점에서만 탐구하는 데에 그치

지 않고 법의 작용을 법외부의 관점에서 법사회학적이고 사회과학적인 방법을 동

원하여 분석하게 된다. 

비교의 출발점이 법규범이 아니라 사회문제이어야 한다는 주장은 법규범만을 

비교하는 것이 지니는 한계를 직시하고 방법론적 문제인식을 배경으로 비교법학

의 독자성을 형성하려는 노력이라고 이해되어질 수 있다. 하지만 비교법연구의 출

4) Rheinstein, 앞의 책, 25면 이하.

5) Rheinstein, 앞의 책, 26면 이하; Watson, 앞의 책, 4면 이하; K. Zweigert/H. Kötz, 

Einführung in die Rechtsvergleichung, 3.Aufl., Tübingen 1996, 33면 이하; K. 

Scheiwe, Was ist ein funktionales Äquivalent in der Rechtsvergleichung?, in: 

Kritische Vierteljahresschrift fü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2000 (83. 

Jg.), 30-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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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점이 반드시 사회문제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보인다. 현실

적으로 비교법연구가 - 본 연구의 경우처럼 - 법규범으로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왜냐하면 이미 특정 문제에 대한 법적 해결의 시도가 있었다면 사회적 

문제는 법적인 문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비교법학의 관점

에서 개별법 역을 탐구하지 않고 개별법 역에서 출발하여 그 역의 문제를 

비교법적인 접근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경우에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6)

기능적 등가성을 사회문제에서 찾으려는 입장은 현대의 모든 산업사회는 대체

적으로 유사한 문제를 지니고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

다.7) 이러한 전제는 산업화된 국가들간의 경제생활을 규율하는 규범을 비교하는 

데에 있어서는 설득력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민사법을 주된 비교연구의 

대상으로 하여 형성된 이러한 전제가 기본적으로 정치 역을 규율하는 헌법을 비

교하는 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지는 의심스럽다. 국가는 기본적으로 전산

업사회적인 존재이고 국가 역은 경제 역에 비하여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이다.8)

중요한 것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비교법적인 연구를 법외부의 관점도 포함하

여 수행함으로써 비교의 대상을 제정법(law in books)에 한정하지 않고 살아있는 

법(law in action)의 차원에서 확보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전제하에서라면 

비교법사회학의 연구는 상이한 법규범에서 유사한 기능을 찾는 것일 수도 있고 

유사한 법규범에서 상이한 효과를 발견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5) 비교법학과 법사학

모든 법사학적 연구는 비교의 요소를 지니기 마련이다. 법사학자의 연구대상이 

과거의 법제도라고 하더라도 그의 생각이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의 상응하는 법

제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비교법연구가 피상적인 수준을 탈피

하려면 비교되는 법제도의 역사적 조건들을 함께 보아야 한다.9) 최대권 교수가 

“역사야말로 현재의 정치․경제․사회적 조건 못지 않게 우리를 규정하는 요인임

에 틀림없을 것이다. 비교헌법학이 관심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수평적인 동시대적 

비교뿐만 아니라 수직적인 다른 시대간의 비교까지도 포함”함을 지적하고 있는 

6) 예를 들어 비교사회법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H. F. Zacher, Vorfragen zu den 

Methoden der Sozialrechtsvergleichung, in: H. F. Zacher(Hg.), Methodische Probleme 

des Sozialrechtsvergleichs, Berlin 1977, 21-74면. 

7) Rheinstein은 이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Rheinstein, 앞의 책, 26면)

8) 기능주의적인 방법론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Scheiwe, 앞의 , 33면 이하와 여기에 소

개된 들을 참조할 것.

9) Watson, 앞의 책, 102면 이하; Constantinesco, 앞의 책, 51면 이하; Zweigert/Kötz, 앞

의 책,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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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같은 맥락이다.10) 비교법학에서의 역사적 관점이 지니는 중요성은 법의 이식

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더욱 커질 것이다. 

2. 법의 이식과 동화

법은 공동체의 개별적인 배경에 기초하여 형성되기도 하지만 이식을 통하여 전

파되기도 한다. 고유의 법질서를 지니는 하나의 공동체가 교역, 정복, 식민 등 다

양한 형태로 다른 공동체와 접촉함으로써 법체계가 형성․발전된 풍토를 떠나 낯

선 곳에 뿌리를 내리게 되거나, 아니면 특정의 공동체가 그 정치․사회구조의 변

화를 규율할 목적으로 법체계만을 도입하는 등의 경우는 그 예를 일일이 들 수 

없을 정도이다.11) 법의 이식은 고대사회에서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법이 지중해동

부지역으로 확산되고 이어서 알렉산더대왕의 정복과정을 통한 헬레니즘의 전파를 

통하여 널리 이루어졌다. 또한 로마제국의 확대와 로마법이 그 속주로 전파되는 

과정도 고대사회의 법이식의 전형적인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근세사회에

서도 법의 이식은 일반적이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중세말기에 볼로냐 등 이탈

리아의 대학에서 로마법이 재발견되어 이후 전 유럽으로 확산되는 과정이었다. 

(1) 법전화와 동화의 문제

다른 공동체에서 형성된 법체계를 도입하는 것과 이식된 법이 낯선 토양에 잘 

적응․동화(assimilation)하여 애초에 기대했던 기능을 수행하는가는 별개의 문제

이다.12) Schwarz는 법의 이식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온 것은 근대입법국가가 형

성․강화되면서 대규모의 법전화(Kodifikation)가 이루어진 이후라고 본다.13) 근대

이후의 법이식은 관습법의 이식이 아닌 제정법의 이식이라는 점에서 그 이전과는 

근본적인 차이를 드러낸다. 입법국가(Gesetzgebungsstaat)라고도 칭하는 근대국가

는 그 대상, 장소, 기능의 면에서 분산되어 있던 정치적 지배권을 군주에게 통합

10) 최대권, 헌법학 ―법사회학적 접근―, 박 사, 1989, 466면. 

11) Watson은 사비니가 법을 국민의 정신(Volksgeist)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의 실정법체계

는 그 국민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표출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법규범이 국민과 국가를 옮겨 다니는 법이식의 현상 역시 역사가 쓰여진 이래에 보편

적인 현상임을 강조한다. (Watson, 앞의 책, 21면 이하) 

12) 법이식의 문제를 그 이후의 동화와 연관시킨 연구자로 스위스의 민법학자 던 A. B. 

Schwarz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케말 파샤의 개혁이후 스위스의 민법체계를 도입

한 터어키의 이스탄불대학에 법학교수로 재직하 던 독특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구의 

법체계가 비서구적인 배경을 지니는 국가에 이식되는 과정과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

하 다. (A. B. Schwarz, Rezeption und Assimilation ausländischer Rechte, in: A. B. 

Schwarz, Rechtsgeschichte und Gegenwart, Karlsruhe 1960; A. B. Schwarz, Das 

Schweizerische Zivilgesetzbuch in der Ausländischen Rechtsentwicklung, Zürich 

1950)  

13) Schwarz, Rezeption und Assimilation ausländischer Rechte, 150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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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면서 국가의 권력을 강화하 고 이를 주권개념으로 정당화하 는데 입법권은 

주권의 가장 중요한 요소 다.14) 절대주의 단계에서의 입법국가는 통일적인 입법

을 통하여 당시 존재하던 법을 부분적으로 개선하고 합리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다. 하지만 계몽주의와 시민혁명 이후의 입법국가는 봉건제적이고 신분제적인 

기존의 질서를 시민적 질서로 대체하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내용의 통일적 입법을 

추구하 고 1804년부터 시행된 프랑스의 나폴레옹법전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법전화(Kodifikation)과정은 이후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

스 등으로 이어졌다. 오늘날의 많은 국가들은 자신의 독자적인 민법전을 제정했다

기보다는 이들 국가의 민법전을 이식한 경우에 속한다.15)

이러한 제정법시대의 개막은 법의 이식에 있어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 다.16) 

관습법은 매우 점진적이고 늦은 속도로 형성되어 낯선 법체계가 이식되더라도 무

의식적으로 기존의 법체계와 융합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입법을 통한 법의 이식은 

관습법의 이식과 비교한다면 법적 혁명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만큼 급격한 

변화를 의미하고 이후의 지난한 적응 및 동화의 과정을 수반하게 된다. 법체계를 

수입하는 국가의 입법자가 외국의 제정법을 자신의 사정에 맞게 변형한다면 이러

한 어려움은 어느 정도 감소될 것이다. 하지만 Schwarz가 지적하듯이 “받아들이

는 것은 법전이지 법 그 자체는 아닌 것이다”. 관습법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법이

식은 법의 이식과 동화가 동시적으로 발생하지만 제정법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법

이식은 이후의 동화과정을 수반하며, 그 동화의 과정은 반드시 긍정적이지만은 않

다. 이식과 동화 사이에 놓인 시간적 간격으로 인하여 동화의 결과를 예측하는 데

에 한계가 있으며 이식된 법체계는 그 고향에서와 달리 기능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입한 자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이식의 의도와

는 다른 동화의 결과를 의미하는 이러한 부정적인 동화(negative Assimilation)는 

제정법의 이식에 따른 이식과 동화의 비동시성에서 기인한다.

(2) 근대화의 수단으로서의 법이식 

이러한 동화의 문제는 특히 근대화의 과정에서 사회개혁의 수단으로 법이 이식

14) D. Grimm, Historische Erfahrung mit Rechtsvergleichung - das frühe 19. Jahrhundrt 

in Deutschland, in: Rabels Zeitschrift für ausländis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1986, 61-76면, 61면 이하. 

15) 이들 중 프랑스의 민법전은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에 거의 변화 없이 이식되었

고, 변형된 모습으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이식되었으며 나아가 중남미국가와 북아프

리카의 국가들에 향을 미쳐왔다. 또한 독일의 민법전은 19세기말 이후에 헝가리, 그

리스, 러시아, 오스트리아, 스위스, 브라질 그리고 동북아시아 국가들에 이식되었다. 

(Schwarz, Rezeption und Assimilation ausländischer Rechte, 152면)

16) Schwarz, 앞의 책, 153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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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경우에 심각해진다. 식민지모국의 법이 식민지에 부과되는 경우나 근대화에 

뒤진 국가가 스스로 선진적이라고 판단되는 법체계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법체계

가 제대로 작용할 수 있는 사회제도가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이식되어 이

식된 제정법이 제도의 형성과 함께 동화되는 예를 흔히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17) 

이처럼 제도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법이식은 앞에서 언급한 Schwarz의 

표현을 빌리자면 법전의 이식에 불과하며 진정한 법이식은 이식된 법이 기능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형성되는 과정과 함께 이루어진다. 이러한 유형의 법이식은 

길고 어려운 동화과정을 수반하며 그 결과가 부정적 동화로 귀결될 가능성도 상

대적으로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8) 

(3) 법명망가의 역할

제정법의 이식은 이식하는 사회가 이를 적용하는 나름의 방식을 터득할 여유가 

없이 급격히 이루어진다. 이식된 법이 동화되기 전에도 법은 효력을 지니므로 제

정법의 이식은 일회의 사건으로 종료되지 않는다. 이식된 법이 새로운 토양에 동

화되기까지는 법을 운용하기 위한 방식을 그 법의 고향으로부터 학습할 필요가 

생긴다. 제정법의 이식이 법이론과 판례의 이식을 수반하게 되는 경우가 흔한 것

은 이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법수출국의 법체계를 깊이 이해하고 있는 법명

망가(Rechtshonoratioren)의 역할이 증대된다.19) Schwarz는 이식되는 법이 복잡

하고 낯설수록 법률가집단이 독점적 지위를 향유하게 됨을 지적한다.20) 

III. 정당조항의 형성과 그 이식의 사실적․법규범적 환경

앞에서 밝힌 방법론적 입장에 따라서 독일헌법 상의 정당조항이 우리 헌법에 

17) 이와 관련하여서는 M. B. Hooker, Legal Pluralism, London 1975에 다양한 예가 소개

되어 있다.

18) 관련된 예로 19세기초 프랑스의 독일점령하에서 나폴레옹법전이 독일의 몇몇 방에 

이식된 경우를 살펴보자. 나폴레옹법전은 프랑스에서는 프랑스혁명의 성과를 보존하고 

조직하는 성격을 지녔지만 독일에서는 혁명적인 사회변화의 시작을 의미할 수밖에 없

었다. 나폴레옹법전은 신분과 신분특권 및 봉건적 구조가 폐지되고 근대적 의미의 자

유와 평등이 형성된 상태를 전제로 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폴레옹의 독일점령지에 세

워진 모델국가인 베스트팔렌왕국에서는 이러한 전제조건이 마련되지 않았었다. 이는 

법적용에 있어 적지 않은 혼란을 초래하 고 법전의 일부의 적용이 유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Grimm, 앞의 , 64면 이하 참조) 

19) 법이식에 있어서 법명망가의 역할에 대해서는 Rheinstein, 앞의 책, 129면 이하 참조.

20) Schwarz, Das Schweizerische Zivilgesetzbuch in der ausländischen Rechtsent-

wicklung,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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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되는 구체적인 모습을 살피기 전에 그 토양을 이루는 독일과 한국에서의 정

당구조를 비교고찰하고, 정당에 관한 법령을 제정할 법규범적 배경을 살피려 한

다. 

1. 독일과 한국의 정당구조

(1) 독일의 민주적 대중정당과 이의 국민정당화 

1) 바이마르공화국까지의 정당상황

독일의 의회는 이미 카이저제국에서부터 고전적인 의회주의이론이 상정했던 것

처럼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진리를 발견해 가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 의회

는 정당으로 조직된 사회의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가 만나는 장소 던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19세기말 이후로 정당들이 대중적인 조직을 지닌 이익정당으로 변

모함과 더불어 더욱 촉진되었다. 1919년 바이마르공화국의 등장은 이제 이러한 정

당들이 행정권을 장악하는 것을 의미하 다. 바이마르헌법에 의한 의회민주주의의 

도입은 정당이 의회에서 정부를 견제하는 데에 머물지 않고 의회의 신임에 종속

된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었고, 그 배경에는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의 모

든 역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현실이 놓여 있었다. 요약하자면 이미 19세기를 거

쳐서 형성된 “아래로부터” 조직된 정당이 1919년의 바이마르공화국의 등장과 함

께 이제 스스로 정부를 구성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독일 정당국가의 등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러한 전개의 배경에는 정당활동 

자유의 근본적인 확대가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21) 11월혁명의 과정에서 혁명정

부의 역할을 하던 인민전권위임평의회(Rat der Volksbeauftragten)의 1918년 11

월 12일자 포고령 제2조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는데 이는 

공무원과 국가에 고용된 노동자에 대해서도 그러하다”고 선언하 다. 이로 인하여 

1908년의 라이히결사법(Reichsvereinsgesetz)이 규정하고 있던 정당활동에 대한 

제한(예를 들어 경찰관청에 당규와 당지도부의 명단을 제출할 의무, 18세미만 청

소년의 정당가입 금지 등)이 사라지게 되었다. 또한 바이마르헌법 제124조 제2항 

2문은 “정치적, 사회정책적, 종교적 목적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권리능력의 취득이 

거부될 수 없다”고 규정하 다. 정당이 지니는 헌법정치상의 의미가 확산되는 동

시에 정당활동에 대한 과도한 법적 제한이 극복되었던 것이다.

2) 패전 이후의 정당

제2차 세계대전의 패배 이후 독일의 중요한 과제는 국가사회주의라는 전체주의

21)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Song, Seog-Yun, Politische Parteien und Verbände in 

der Verfassungsrechtslehre der Weimarer Republik, Berlin 1996, 118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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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정당운동에 의하여 파괴된 민주적 정당국가를 복원하는 일이었다. 이러한 민주

적 정당국가의 전제가 되는 국민의 자발적인 조직체인 복수의 정당들은 12년 동

안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재조직될 수 있었다. 독일의 대표적인 대중

정당인 사민당은 이미 1948년에 서독에서의 당원수가 90만에 이르 고, 상대적으

로 느슨한 조직을 지녔던 기민련도 비슷한 시기에 약 40만의 당원을 거느리게 되

었다.22) 이들 정당이 이처럼 빠른 속도로 재건 또는 창당될 수 있었던 것은 카이

저제국과 바이마르공화국을 거치면서 형성되었던 뿌리깊은 지지기반이 재결속되

었기 때문이었다.

전후의 새로운 변화는 정당들이 기존의 지지기반에 머무르지 않고 조직과 정책

의 변화를 통하여 이를 확산시키려는 노력에서 나타났다. 1945년부터 각 주별로 

창당된 기민련(CDU)의 등장은 국민정당으로의 전환23)이라는 이러한 움직임의 출

발이었다. 기민련은 바이마르공화국까지 카톨릭과 개신교로 분리되어 있던 기독교

정치세력의 연합을 의미하 다. 기민련은 기존 카톨릭중앙당의 지지기반을 재흡수

하는 동시에 점차 개신교지역으로 지지기반을 넓혀가는 데 성공했던 것이다.24) 국

민정당을 지향하던 기민련의 정치적 성공은 사민당에게도 자극이 되었다. 50년대

를 통해 점차 조직과 정강정책에서 기존의 방향을 수정하던 사민당은 1959년 고

데스베르크 강령을 채택하는 것을 계기로 본격적인 국민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갖

추게 된다. 

(2) 한국의 관제동원정당과 명망가정당

우리나라에서 제3공화국헌법이 제정되던 때에는 군사혁명위원회의 포고 제4호

에 의하여 모든 정당이 해산되어 존재하지 않았지만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는 민

정으로 이양하면서 과거와는 상이한 민주적 정당국가를 건설할 것을 역설하고 있

었다. 그러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사의 현실에서 제1․2

공화국에서의 정당구조를 살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1950년의 5․30총선거에 39개의 정당․사회단체가 참여하 으나 210개의 의석 

중 60%에 달하는 126석이 무소속 후보에게 돌아간 것은 당시의 선거가 정당 중

심이 아닌 인물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이들 의원들은 원내정당인 원내

22) K. Niclauß, Das Parteiensystem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Paderborn 1995, 57

면 이하와 70면.

23) 전후 독일에서의 국민정당의 형성에 대해서는 Niclauß, 앞의 책, 24면 이하. 

24) 초기의 기민련은 카톨릭세력에 대해서는 대중정당이었지만 개신교세력에 대해서는 명

망가정당이었고, 두 개의 기독교 종교에 대한 균형적인 대중조직이 갖추어지는 데는 

수 십 년의 시간이 걸렸다(Nicklauß, 앞의 책, 70면). 하지만 하나의 정당이 카톨릭과 

개신교를 아우르게 된 것은 비스마르크의 문화투쟁(Kulturkampf) 이래 독일의 정당사

에서 주목할 만한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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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에 의하여 느슨하게 조직되어 이합집산을 거듭하 다. 자유당의 창당은 

이러한 상황에 변화를 가져온 계기 다.25) 1950년에 구성된 제2대 국회로부터 지

지를 받지 못하던 이승만은 재집권을 이루기 위해 개헌을 시도하 고 이를 위하

여 원외의 지지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승만은 정당을 

경원시하던 기존의 입장을 바꾸어 정당의 설립을 꾀하게 되었다. 자유당은 기존의 

관변조직을 흡수, 동원하여 만든 관제정당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었는데 대한노동

조합총연맹, 농민조합총연맹, 대한국민회, 대한청년당, 대한부인회의 이른바 5대 

사회단체를 흡수함으로써 창당과 함께 이들 단체의 전국적인 조직망과 수백만의 

회원을 거느릴 수 있었다. 의회민주주의 헌법하에서 최초로 형성된 집권정당이 

“위로부터” 조직되었고 더욱이 원외정당으로 태생적으로 의회에 대적하는 반의회

주의적 성격을 지니게 된 것은 우리나라 정당사의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진 것이라

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유당의 창당 이후 이승만정권은 제3대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선을 확보

하는 정치적 성공을 거둔다. 이에 자극을 받은 야당세력은 민주당으로 모이게 되

고 민주당은 56년의 대선과 58년의 총선을 거치면서 정치적 대안세력으로 등장하

게 된다.26) 하지만 민주당은 이승만정권의 장기집권 기도에 위기를 느낀 다양한 

야당세력들이 결성한 파벌집단의 결합으로서의 성격이 강했고 조직의 측면에서도 

명망가정당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집권자에 의하여 동원된 국민들로 조직된 여당과 정권획득의 가능성이 현실적

으로 봉쇄된 상황에서 대중적 조직기반이 결여된 야당이라는 이러한 패권정당체

계는 1960년의 4월혁명 이후에 변화의 계기를 맞게 되지만, 이는 1961년의 군사

쿠데타로 부정되고 만다. 

2. 정당조항도입의 법체계상의 필요성

지금까지 살핀 바처럼 정당조항이 도입되던 시점에서 독일과 한국의 정당구조

와 정치상황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정당과 관련된 법규범

에도 반 되었다. 

25) 자유당의 창당과 조직에 대해서는 윤용희, “자유당의 기구와 역할”, 한배호 편, 한국정

치론I, 나남, 1990, 277-310면, 278면 이하; 안철현, “제1-2공화국 정당정치의 전개과정

과 특성”, 안희수 편, 한국정당정치론, 나남, 1995, 253-284면, 255면 이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대한민국정당사, 1968, 197면 이하. 

26) 김태일, “민주당의 성격과 역할”, 한배호 편, 앞의 책, 311-342면, 316면 이하; 안철현, 

앞의 , 261면 이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정당사, 207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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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일에서의 일당독재 붕괴와 민주주의의 재건  

바이마르공화국에서 확보되었던 정당활동의 자유는 히틀러의 집권과 함께 철저

하게 봉쇄되었다. 1933년 2월 28일의 국민과국가의보호를위한라이히대통령의명령

(라이히의사당방화명령)과 같은 해 3월 24일의 국민과라이히의위기극복을위한법률

(이른바 수권법)이 제정되어 자유로운 정당활동에 대한 억압이 시작되었고 마침내

는 1933년 7월 14일에 정당창당금지법이 제정되어 나찌당의 일당독재가 합법화되

기에 이르 다.27) 

나찌의 전체주의적 지배가 독일의 패전으로 종결된 후 연합군의 점령 하에서 

정당활동의 자유가 바로 복구된 것은 아니었다. 연합군점령당국은 정당에 대한 허

가제를 실시하여 공산당, 사민당, 자민당, 기민당의 4개 정당만이 합법적으로 활동

할 수 있었다.28) 다른 한편 나찌의 지배를 경험한 이후의 독일에서는 새로이 건설

되는 민주주의가 가치중립적인 민주주의가 될 수 없다는 견해가 널리 확산되어 

있었다. 일차적으로는 나찌당과 같은 극우반민주적인 정당이 형성되고 확산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었고, 냉전의 발생과 더불어 좌파적 전체주의에 대한 경계가 

점증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민주주의의 재건에 불가결한 자유로운 정당활동을 보장하

고 또한 정당활동에 대한 적절할 통제를 가할 목적으로 정당에 대한 헌법적 지위

를 언급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29)  

(2) 한국에서의 4월혁명에 의한 권위주의의 극복과 5․16군사쿠데타

1) 미군정과 제1공화국에서의 정당관련 법령

미군정하인 1946년 11월 23일 미군정법령 제55호로 정당에관한규칙이 제정되었

는데 이는 정당뿐 아니라 일반결사에 대해서 매우 포괄적이고 엄격한 규정을 두

고 있었다. 이 규칙 제1조 (가)항은 정치적 활동을 행할 목적으로 단체 또는 협회

를 조직하여 어떤 형식으로나 정치적 활동에 종사하는 자로 구성된 3인 이상의 

27) R. Grawert, Die nationalsozialistische Herrschaft, in: Isensee/Kirchhof(Hg.), Hand-

buch des Staatsrechts, Heidelberg 1987, 143-172면, 147면 이하.

28) R. Morsey,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4.Aufl., München 2000, 12면.

29) 오늘날 유럽연합에 속하는 국가들 중 헌법에서 정당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경우는 

독일 이외에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을 들 수 있다. 이들 중 프랑스

와 이탈리아는 정당재정 및 선거비용과의 관련 속에서 정당을 규율하고 있고, 스페인

과 포르투갈은 독일의 모델에 따라서 별도의 정당법을 두고 있다. 이들과는 달리 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등에서 정당을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명시적인 규

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을 감안할 때에 정당조항의 도입과 정당자유에 대한 전면적 억

압의 경험은 상호연관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D. Tsatsos u.a.(Hg.), Parteienrecht 

im Europäischen Vergleich, Baden-Baden 199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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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는 정당으로 등록할 것을 규정하면서, 정치적 활동은 “단체 또는 협회의 명의

로나 단체 또는 협회가 행한 활동이 공론, 서면 혹은 구두형식의 일반선전 또는 

일반적 행동을 포함하여 그것이 … 정부의 정책, 대외관계와 국민의 권리, 권력, 

의무, 자유 및 특권에 대하여 통치와 관련하여 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는” 행위

로 정의하고 이러한 정치적 활동을 은 히 행하는 단체 또는 협회를 금지하 다. 

또한 동조 (다)항은 등록사항으로 정당의 명칭, 당헌, 정당간부의 인적 사항뿐 아

니라 정당의 활동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의 제출도 요구하고 있었다. 제2조는 정

치사무소와 정당자금회계에 관한 규정을 두었는데, 특히 새로운 주소를 등록하지 

않고 정당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군정공보국장이 당해 정당의 해산을 명할 수 

있게 하 다. 나아가 제3조는 당원의 자격을 규정함과 함께 비 입당은 위법이며 

당원 이외의 재정지원을 금지하고 각 도에 거주하는 당원의 명부를 당해 도지사

에게 제출하도록 하 다. 마지막으로 제4조는 처벌조항으로서 이 규칙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평당원 이상의 당원이 연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규정하 다. 

군사적 점령상태에서나 상상할 수 있는 정당활동에 대한 포괄적이고 극단적인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정당에관한규칙에 대하여 문제제기가 없을 수 없었다. 이미 

1950년의 국회의원선거에서 관권개입을 경험한 바 있는 제2대 국회는 부산정치파

동 직전인 1952년 4월 16일 정치운동에관한법률을 가결하여 선거운동에서의 관권

개입을 방지하고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노력을 하 다.30) 이 법률은 “정

치운동을 자유롭고 공정하고 평온하게 전개시킴으로써 민주정치의 실현을 보장”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제1조), 선거에 대한 직간접적인 관권의 개입을 금지하

고 처벌하는 조항을 두었다. 또한 이 법률의 부칙조항인 제13조는 미군정법령 제

55호인 정당에관한규칙의 폐지를 선포하 다. 

이승만정부는 이 법률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여 재의를 요구하 고 국회는 

1953년 5월에 이 법률을 원안대로 가결하 다. 하지만 정부는 재의결된 법률의 공

포를 거부하고 오히려 되풀이하여 이 법률의 폐지안을 제출하 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당에관한규칙은 제헌헌법 제100조의 “현행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지닌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계속 유효한 것으로 주장되어, 

1959년 공보실장이 진보당의 해산을 명하는 근거법령이 되었다.

2) 제2공화국에서의 정당관련 법령

4월혁명 후인 1960년 6월 15일에 개정된 제2공화국헌법 제13조 제2항은 “정당

30) 국회사무처, 대한민국 법률안 연혁집  제9권, 1992, 9064면 이하; 송석윤, “정치체계의 신

진대사와 정치관계법”, 민주법학 통권17호(2000. 2.), 13-42면, 18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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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단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소추하고 헌법재

판소가 판결로써 그 정당의 해산을 명한다”고 규정하 다. 헌법재판소에 의한 정

당해산제도를 도입한 것은 행정부의 결정에 의해서 정당해산이 가능하 던 제1공

화국의 상황과 비교한다면 오히려 정당활동을 보장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 조항은 

전반적으로 보아 4․19혁명 이후 자유당치하에서의 야당탄압의 경험에 비추어 자

유로운 정당활동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다.31)

또한 1960년 7월 1일에 공포․시행된 신문등및정당등의등록에관한법률은 제3조

에서 정당 기타 정치적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와 그 지부는 조직 후 5일 이

내에 명칭, 정강․정책, 당헌 기타 이에 준하는 기본원칙 등을 대표자가 등록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정부기관은 등록신청서에 형식상의 미비가 없는 한 3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기간만료일

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 다. 또한 제4조는 해마다 당원수, 활동개황, 회

계개황 등에 대한 보고의무를 규정하 다.  

전술한 정치운동에관한법률은 1960년 10월 13일에 공포되었다. 나아가 헌법 제

13조 제2항의 정당해산을 구체화하는 헌법재판소법이 1961년 4월 15일에 제정되

어 제12조, 제13조와 제22조에서 위헌정당의 해산을 규정하 다. 

이로써 제2공화국은 정당활동의 자유와 규제에 대하여 비교적 정비된 법령체계

가 갖추게 되었다.

3) 5․16군사쿠데타와 정당

5․16군사쿠데타와 함께 조직된 군사혁명위원회는 포고 제4호를 통하여 모든 

정당 및 사회단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 고 포고 제6호에 의하여 모든 정당 및 

사회단체를 1961년 5월 23일을 기하여 해체하 다. 이후 제정된 국가재건비상조치

법에 의하면 이 법이 시행되던 당시의 군사혁명위원회의 포고는 이 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되어 있었고(부칙 제3항), 제2공화국 헌법규정 중 이 법에 저촉되

는 규정은 이 법에 의하도록 하 다.32) 이는 군사혁명위원회의 포고 제6호가 제2

공화국헌법 제13조의 정당에 관한 규정을 대체하 음을 의미하 다.33) 

또한 1962년 3월 16일에 정치활동정화법이 제정되어 기존의 정․관․재계를 포

괄하는 광범위한 정치규제가 시행되고 있었다. (동법 제3조 제1호에서 7호 참조) 

이 법에서 정치활동 금지대상의 범위에 드는 자가 정치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31) 박일경, 신헌법학원론, 법경출판사, 1986, 115면.  

32)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대한 설명으로는 한태연, “혁명정부의 헌법적 기초”, 법정  제16

권 8호(단기 4294. 8.), 8-9면; 한태연, 국가재건비상조치법, 법문사, 1961을 참조할 것. 

33) 박일경, “신생공화국과 정당”, 고시계  1962. 6., 83-92면, 9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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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화위원회의 심사를 청구해야 했다.(동법 제3조) 이 법에 의하여 정치활동을 

금지당한 사람의 수는 4,374명에 이르 다.34) 제3공화국헌법과 정당법의 제정은 

이처럼 광범위한 정치활동‘적격자’ 심사과정과 함께 이루어졌다. 

Ⅳ. 독일헌법 정당조항의 형성과 제3공화국헌법에의 이식 

1. 독일헌법 정당조항의 형성과정

1949년 5월 23일에 제정된 독일 기본법은 제21조에서 정당에 관한 조항을 도입

하 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항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함께 작용한다.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다. 

정당의 내부질서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합치해야 한다. 정당은 재정의 출처에 대해서 

공개적인 보고를 해야 한다. 

제2항 목적이나 당원의 행위가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를 저해하거나 철폐하거나 

또는 독일연방공화국의 존속을 위협하려는 데서 출발하는 정당은 헌법에 위배된

다. 위헌여부에 대해서는 연방헌법재판소가 결정한다. 

제3항 자세한 내용은 연방법률들로 정한다.

여기서는 이러한 조항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고 평가하려 한다. 

(1) 헤렌힘제 헌법초안

정당에 관한 조항을 헌법에 도입하려는 시도는 헌법제정회의인 헌법의회 (Par-  

lamentarischer Rat)에 제출된 헌법초안을 작성했던 헤렌힘제회의(Herrenchiem- 

seer Konvent)에서 시작되었다. 헤렌힘제회의 헌법초안은 연방하원의 선거와 관

련된 제47조에서 정당에 대해 언급하 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제1항 정당에 대한 법규정에 기속되는 유권자 그룹만이 후보자 추천(Wahlvor- 
schläge)을 할 수 있다.

제2항 정당의 형성은 자유이다. 정당들간의 협정에 의하여 의원들이 표결에서 결속

하여 마치 선출되어 구성되는 기관에서 단일정당만이 대표되는 것처럼 하는 것

은 금지된다. 

제3항 정당의 법적 문제와 정치적 의사형성에서의 정당의 역할은 연방법률로 자세

히 정한다. 법률은, 특히 정당의 후보자추천은 사전선거를 통하여 당원들에 의

하여 결의되어야 함을 규정할 수 있다.

제4항 그 활동의 양태에 있어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를 배제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들은 헌법에 위반된다. 위헌성의 확정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어서 정

3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정당사, 1968, 2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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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청구하면 연방헌법재판소가 내린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위헌정당에 대한 가

처분결정을 할 수 있다.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없이는 어떠한 관청도 위헌적인 

활동을 이유로 정당에 대하여 간섭할 수 없다.35)

제5항 연방선거법은 모든 유효투표의 5%이상을 얻지 못한 정당은 의석을 얻지 못

하고, 한 정당은 합산된 잉여투표에 의하여 그 정당이 선거구에서 직접 획득한 

것 보다 많은 의석을 분배받을 수 없다고 규정할 수 있다.36)

헤렌힘제회의 헌법초안의 해설부분은 이러한 정당조항의 도입을, 무능력한 의회

가 나타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당을 정치적 의사형성기관으로 인정하고 이

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규율할 특별한 법률을 상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하 다. 또

한 헌법이 직접 정당형성이 자유라고 선언할 필요성을 강조하 다.37)

헤렌힘제회의 헌법초안 제47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초안이 제5항에서 보

듯이 순수한 비례대표제가 아닌 혼합선거제를 전제하고 있으면서도 제1항에서 후

보자추천권을 정당에 관한 법규의 구속 하에 있는 결사에게만 인정하 다는 점이

다. 정당에게 독점적인 후보추천권을 보장한 이 조항은 헌법의회(Parlamentari- 

scher Rat)의 심의과정에서 삭제된다. 또한 제2항 제2문은 정당들이 블록을 형성

하여 실질적으로 1당지배체제가 가능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조문으로 이해된다. 

이 헌법초안 제47조의 정당관련 규정은 제2항 제1문이 정당형성의 자유를 선언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자유보다는 정당에 대한 법적인 규제에 비중을 두

고 있다고 보인다. 정당의 자유는 헌법에 별개의 조항을 두지 않더라도 어차피 기

본권상의 결사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이므로 정당에 관한 헌법규정을 도입

하는 것은 정당의 자유에 대해서는 강조의 의미를 지닐 뿐이고 실제적으로는 규

제적 성격을 지니게 되기 쉽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38)

35) 정당해산제도를 규정하는 헤렌힘제초안 제4항에 대한 내용은 본 논문의 관심대상과 직

접 연결되지 않으므로 앞으로의 논의에서 생략하려 한다. 

36) 참고로 1949년 5월에 제정된 이른바 제1차 연방선거법은 최소 400명 이상의 의원 중 

60%는 소선거구에서 상대적 다수투표로 선출되고, 각 정당의 지역구후보가 얻은 투표

를 각 주별로 합산하여 그 비율에 따라 나머지 40%의 의석을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

었다. (W. Schreiber, Handbuch des Wahlrechts zum Deutschen Bundestag, 5.Aufl., 

Köln u.a., 1994, 65면) 즉 여기서의 합산된 잉여투표란 지역구후보에게 던져진 후 비례

대표후보의 분배를 위하여 합산된 표를 의미한다. 독일에서 제2투표가 도입된 것은 

1953년의 선거법개정에서 다.

37) K-B v. Doemming u.a., Entstehungsgeschichte der Artikel des Grundgesetzes, in: 

AöR 1951, 1면 이하, 202면 이하, 202면 참조. 

38) 이러한 맥락에서 정당조항의 도입여부에 대해서 60년대 초반 일본에서 이루어진 논의

는 흥미있다. 이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정당이 민주적 국가생활에서 불가결한 요소이므

로 정당조항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특히 정당의 목적과 내부조직이 민주

주의원칙에 부합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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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렌힘제회의 헌법초안 제47조가 상정하 던 내용은 법적인 통제 하에 있는 정

당에게만 후보추천권을 부여하고 정당간에 블록이 형성되는 것을 법으로 막으려

는 것이었다. 이러한 내용은 나찌독재를 경험하 고 동독의 일당지배체제와 경쟁

해야 하는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전제로 이해될 수 있는 규제지향적인 사고방식

이었다고 볼 수 있다.39) 

(2) 헌법의회에서의 논의

헌법의회(Parlamentarischer Rat)의 기본법제정 과정에서 정당조항의 심의는 일

차적으로 조직위원회(Organisationsausschuß)의 몫이었다.40) 논의는 헤렌힘제회의 

헌법초안 제47조 제2항 제2문에서 의원들이 표결에서 결속하는 협정을 맺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조항을 제안했던 Suhr는 그 목적이 당시 소

련군점령지역에서 볼 수 있던 것처럼 몇 개의 정당이 공산당을 중심으로 블록을 

형성하여 실질적으로는 일당지배체제를 형성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지 정당간의 

연립정부구성을 금지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하 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정당간 일

당지배적 블록의 형성을 금지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에서는 당연한 일이고, 이에 대

한 법조항을 도입하는 것은 단순한 선언에 불과하며 전체주의적인 블록형성에 대

해서 실질적인 효력을 지니지 못하는 불완전한 법(lex imperfecta)일 수밖에 없다

는 주장이 다수의 의원들로부터 제기되었다.41) 조직위원회는 이 조문을 삭제하게 

된다.

헤렌힘제 초안 제47조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제기는 다른 위원회에서 제기

되었다. 조직위원회에서의 논의와는 별도로 이 문제는 선거제도와 관련하여서 권

관철되지 못하 는데 이에 반대하는 논거는 정당은 그 본질상 법적 규율밖에 있어야 

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상세한 규정은 오히려 정당의 자유로운 발현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었다. (Teruya Abe, Die Entwicklung des modernen 

Parlamentarismus in Japan, in: H. Coing u.a.(Hg.), Die Japanisierung des westlichen 

Rechts, Tübingen 1990, 11-25면, 22면)  

39) 헤렌힘제 헌법초안에 이러한 조항을 삽입하는 데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은 O. 

Suhr와 H. J. Brill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 두 사람은 각기 패전 이후 베를린의 시의회

의장과 튀링겐의 주지사로서 소련군 점령지역에서의 전개상황을 직접 경험한 바 있었

다. (W. Hennis, Der ≫Parteienstaat≪ des Grundgesetzes, in: G. Hofmann/W.A. 

Perger(Hg.), Die Kontroverse Weizsäckers Parteienkritik in der Diskussion, 

Frankfurt a. M. 1992, 25-50면, 27면 참조)

40) 다른 위원회와 본회의에서의 논의와는 달리 조직위원회에서의 논의는 속기록을 참조하

지 못하고 2차자료에 의존하고 있음을 밝힌다. 현재 독일기본법 탄생 50주년을 기념하

여 기본법의 탄생과 관련된 공식자료들을 조문별로 정리하는 작업이 진행중이다. 32권

으로 예정되어 있는 이 작업이 완성되면 독일기본법이 형성되는 과정에 보다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H.-P., Schneider(Hg.), Das Grundgesetz Dokumentation 

seiner Entstehung Bd.9, Frankfurt a. M., 1995 참조)

41) K-B v. Doemming u.a., 앞의 , 203면 이하.



132 송     석     윤 서울대학교 法學

한설정위원회(Ausschuß für Zuständigkeitsabgrenzung)에서도 언급되었다. 이 위

원회의 위원장이었던 Wagner는 정당에 대한 입법으로 전체주의정당을 격멸하려

는 것은 그 효과가 의심스럽다고 하면서, “나는 정당의 형성과 전개를 법률로 포

섭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내가 속한 정당의 관점에서 본다면 비스마르크정권에서 

정당법이 있었다면 독일에서는 사회민주주의 정당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42)라

고 하여 정당에 대한 법적 규율 자체에 부정적인 관점을 피력하 다.  

이후 정당조항은 연방의회의 선거와 관련된 부분에서 국가권력의 행사일반과 

관련된 부분으로 위치를 옮기게 된다. 이는 일반편집위원회(Allgemeiner 

Redaktionsausschuß)가 정당조항은 연방의회의 선거에만 관련되지 않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므로 이를 연방의회선거와 관련된 부분에 두는 것은 체계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권고를 따른 것이었다.43) 한편 저지조항과 관련된 제5항은 정당조항과는 

달리 연방의회와 관련된 부분에 남게 된다.  

이제 정당조항은 제21a조로서 주위원회(Hauptausschuß)의 심의에 회부되었는

데 회부당시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제1항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서의 정당의 역할과 정당의 내부질서는 법률로 정

한다.

제2항 정당의 형성은 자유이다. 

제4항 그밖의 결사들이 연방하원이나 각 주들의 국민대표기관에 후보자추천을 하

거나 국민청원을 주도하는 한 정당에 관한 법규정은 이들 결사에 적용된다. 

위의 제1항과 제2항에 대해서는 일반편집위원회가 하나의 항으로 통합하자는 

견해를 제시하여 주위원회가 이에 동의하 다. 위의 제4항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에 

제시되었다. 이러한 조항은 오히려 그러한 결사를 형성하는 것을 조장할 위험이 

있고 또한 이러한 결사체가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에 반하게 된다면 결사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을 상실하게 될 것이므로 제4항은 불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주

위원회는 이 견해를 받아들여서 제4항을 삭제하게 된다.44) 주위원회가 본회의에 

제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항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함께 작용한다.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다. 

42) Der Parlamentarische Rat: 1948-1949; Akten und Protokolle hrsg. vom Deutschen 

Bundestag und vom Bundesarchiv, Boppart am Rhein Bd.3 Ausschuß für 

Zuständigkeitsabgrenzung, 1986, 417면 이하.  

43) Parlamentarischer Rat Verhandlungen des Hauptausschusses, Bonn 1948/49, 48면; 

K-B v. Doemming u.a., 앞의 , 205면 참조.

44) 앞의 책, 3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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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내부질서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합치해야 한다.

제3항 자세한 내용은 연방법률들로 정한다.

주위원회에서는 정당의 재정공개에 대한 조항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중앙당소

속의 Brockmann의원은 제1항의 3문을 “정당의 내부질서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합

치해야 하고 재원의 공개를 통하여 반민주적 향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라고 

수정할 것을 제안하 다.45) 이 제안은 주위원회에서는 일단 거부되지만 이후 본회

의에서 다시 한 번 제기된다. 본회의에서 Brockmann의원은 과거 나찌에 대한 정

치자금 지원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것을 상기시키며 “우리 독일정당의 과거, 특

히 12년 동안 우리에게 테러를 가했던 정당을 고려할 때에 우리의 동의안은 합당

하다”고 주장하여 위의 조문이 삽입되게 된다.46) 이에 대하여 사민당 소속의 Zinn

의원이 수정안을 제시하 는데 그 이유는 위의 문장이 정당재정에 대한 공안적 

통제를 가능하게 한 것이라는 오해의 여지가 있으며 정당의 재원을 공개하여 정

당을 지원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

라서 정당재정 공개의 조항은 “정당은 재정의 출처에 대해서 공개적인 보고를 해

야 한다”는 내용으로 변하 다.

(3) 평가

지금까지 독일 기본법 상의 정당조항이 형성되는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이

러한 정당조항이 형성되는 과정을 지배했던 관점은 기본법의 제정을 주도하 던 

Carlo Schmid가 헌법의회(Parlamentarischer Rat)의 본회의에서 헌법초안을 설명

하면서 정당조항에 대해 언급한 부분에 잘 나타나 있다.47) 

“저는 가장 현대적인 헌법들에도 정당의 존재에 관한 언급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물론 정당이 국가기관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

만 정당은 우리의 국가생활에 결정적인 요소이고 그것이 어떻게 조직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국가기관들은 상이한 정치적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따라서 곧 정당법을 제정

하는 것과 이 기본법에 제정될 정당법의 최소규정, 즉 정당에게 일정한 민주적 최소

기준을 부여하는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허가제를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에게 허가를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 하지만 정당

이 유입되는 자금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거나 정당이 그 후보

자를 예비선거를 통하여 추천해야 한다거나 일년에 한 번 전당대회에서 활동을 보고

45) 앞의 책, 749면.

46) Deutscher Bundestag und Bundesarchiv(Hg.), Der Parlamentarische Rat: 1948-1949; 

Akten und Protokolle Bd.9 Plenum, München 1996, 463면.

47) 앞의 책, 39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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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는 것 등은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진정한 민주주

의를 위하여 몇 가지를 개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독일헌법의 정당조항이 형성되어 온 과정을 전체적으로 볼 때에 헤렌힘제초안

의 정당조항은 나찌의 정권장악과정에서의 당시 정당들의 무기력함을 반성하고 

또한 특히 소련군점령지역에서의 일당독재의 형성이라는 당시의 상황을 반 하여 

정당에 대한 통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시대의 정서에 굴하지 않고 정당활동의 자유라는 원칙을 중시하는 목소리가 그치

지 않았다. 정치적 선언으로서의 의미만을 지니고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입헌주의

적 관점에서 무리라고 판단되는 헤렌힘제초안의 조항들(정당의 독점적 후보자추천

권과 정당간 블록형성의 금지)는 헌법의회에서의 논의를 거치면서 수정되었고 또

한 이후에 제기된 문제(기타 결사에 대한 정당법규의 적용)에 대한 논의에서도 이

러한 관점은 견지되었다. 

이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입헌주의적 합리성이 기능하 다는 징

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입헌주의적 합리성이란, 정당을 헌법적으로 보장함으

로써 진정으로 민주적인 정당을 건설하도록 통제하는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정치생활을 협소하게 하는 결과가 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었다.48) 

2. 제3공화국헌법에서의 정당조항 도입

1962년 12월 26일에 제정된 제3공화국헌법 제7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당조

항을 도입하 다. 

제1항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제2항 정당은 그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

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제3항 정당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다만,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

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대법원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대법원

의 판결에 의하여 해산된다. 

이는 정당재정의 공개의무를 제외하면 독일 헌법 제21조와 크게 다를 바 없다. 

하지만 제3공화국헌법은 이에 그치지 않고 국회의원 또는 대통령후보가 되려하는 

자는 소속정당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제36조 제3항, 제64조 제3항)고 규정하여 무

소속후보의 출마를 금지하 다. 나아가 이 헌법 제38조는 합당과 제명의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의원이 임기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소속정당이 해산된 때에

48) 앞의 책, 521면 이하(특히 523면)의 사민당소속 Menzel의원의 발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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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하여 지역구의원의 경우에도 정당기속성을 극도로 강조

하 다.49) 이는 실질적으로 정당의 정치독점을 규정한 것으로 전세계적으로 그 입

법례를 찾기 어려운 경우 다.50)  

또한 같은 해 12월 31일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의해 정당법이 제정되었다. 이 정

당법은 정당을 통하지 않는 정치활동이 불가능한 헌법적 상황 속에서 매우 엄격

한 정당설립요건을 규정하 다. 정당은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한 지역선거구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지구당을 가져야 하며 이러한 지구당은 서울시, 부산시와 각 도 중 

5개 이상에 분산되어야 했다. 또한 각 지구당은 50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했다. 

당원의 자격과 관련하여서는 창당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국회의원선

거권을 가진 자로 규정하면서 “공무원․국 기업체 및 정부가 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기업체의 임원과 다른 법률에 의해서 정치활동이 금지된 자”는 예외로 

하 다. 이 규정에 의하여 정당활동이 금지된 주된 직업군은 공무원과 국․공 기

업체의 임원 이외에 교원과 언론인이었다.

이하에서는 제3공화국헌법 제정과정 속에서 정당관련조항이 형성되는 모습을 

당시의 헌법이론적 논의와 연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1) 제3공화국헌법 제정51)의 과정

1961년 8월 12일의 성명에서 국가재건최고회의 박정희의장은 1963년 초부터 정

당활동을 허용하고 1963년 3월 이전에 신헌법을 제정․공포하며 동년 여름에 정

권이양이 예정되어있다는 계획을 발표하 다. 박정희의장은 또한 담화에서 정권이

양에 앞서 진정한 민주질서를 확립하고 구악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초작업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이와 관련하여 정부형태는 대통령책임

제로 하고 국회는 단원제로 하며 철저한 선거공 제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을 피력

하 다.52)

49) 한태연 교수에 의하면 당시 헌법심의과정에서 처음에는 의원이 소속정당에서 제명되는 

경우에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하자는 주장이 강력하게 대두되었다고 한다. (한태연, 민

주주의와 정당국가(하), 고시연구  1998. 2. 102-115면)

50) 권 성 교수는 이를 “극단적인 정당제국가”라고 표현하고 있다. (권 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8, 95면)

51) 제3공화국헌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것이 제정인가 아니면 개정인가에 대하여 적지 않

은 논의가 있었으나 “새 헌법을 제정하게 되면 국가의 동일성문제로 대외적인 관계에

서 복잡한 말썽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혁명정부에서는 국가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헌법의 권위와 법통을 존중하는 의미”(공보부조사국, 헌법개정과 국민투표, 1962. 11., 

16면)로 헌법개정의 형식을 취한다는 최고회의의 결정에 따라서 공식적으로는 개정이

라고 하 다. 하지만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헌법제정의 성격이 강하므로 여기서는 

헌법제정으로 칭하기로 한다. (이를 제정으로 보는 견해로는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

사, 2000, 66면, 전부개정으로 보는 견해로는 한태연, 헌법학, 법문사, 1983, 60면이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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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경에서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은 1962년 7월 3일에 관계 전문인사들을 

총망라한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지시하 고 이에 따라 7월 11일에 국가재건최고회

의의 특별위원회로서 헌법심의위원회가 발족하 다.53) 헌법심의위원회의 발족과 

함께 발표된 최고회의 의장 명의의 담화문은 “국민여론과 전문적인 지식을 절대

적으로 반 ”할 것임을 천명하 는데 이 위원회에 대학교수 등 다수의 전문가가 

참여한 것54)과 또한 헌법심의과정에서 일반국민을 상대로 여러 번의 공청회를 개

최하게 되는 것은 이 담화문의 취지에 상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헌법심의위원회

는 이주일 최고회의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7인의 최고회의 분과위원장을 포

함한 8인의 위원과 법학자, 정치학자, 경제학자 등 21인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었

다.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헌법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위원장 이주일(최고회의 부의장) 

간사위원 이석제(법사위원장), 길재호(법사위원)

위원 김동하(외무국방위원장), 조시형(내무위원장), 유양수(재경위원장), 김윤근(교

통체신위원장), 김용순(문교사회위원장), 오치성(운 기획위원장)

전문위원 유진오(고대총장, 헌법학), 박일경(법제처장, 헌법학), 이경호(법무부법무

국장, 헌법학), 한태연(내무부장관고문, 서울대교수, 헌법학), 이종극(연세대교수, 헌

법학), 문홍주(서울대행정대학원교수, 헌법학), 강병두(국민대총장, 헌법학), 이 섭

(대법원판사), 김도창(서울대교수, 행정법), 민병태(서울대교수, 정치학), 윤천주(고

대교수, 정치학), 신직수(최고회의 의장고문, 법학), 이한기(최고회의 의장고문, 국제

법), 성창환(최고회의 의장고문, 경제학), 유민상(최고회의 법사위자문위원), 박천식

(법사위 전문위원), 조병완(법사위 전문위원), 김성희(서울대교수, 정치학), 김운태

(동국대교수, 정치학), 신태환(서울대교수, 경제학), 최호진(연대교수, 경제학) 

52) “정권이양시기에 관한 성명” (1961. 8. 12.), 국가재건최고회의 한국군사혁명사편찬위원

회, 한국군사혁명사 제1집(하), 1963, 66면 이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정당사, 

1968, 238면; 이완범, “제3공화국헌법의 제정과정과 그 성격: ‘민정이양’과 ‘강력한 대통

령제’”, 한국정치외교사학회․건국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한국헌정사심포지엄(2000. 2. 

12.), 125-145면, 126면.

53) 이하의 제3공화국 헌법제정과정에 대해서는 공보부조사국, 헌법개정과 국민투표, 1962, 

67면 이하; 서병조, 개헌시비, 서울문예사, 1986, 232면 이하; 송우, 한국헌법개정사, 집

문당, 1980, 197면 이하; 이완범, 앞의 , 126면 이하 등을 참조할 것.

54) 대학교수들의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는 헌법심의위원회의의 구성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당시 군사정부는 민주적인 정통성의 결여와 혁명주체들의 행정능력 부족을 

보완하려했던지 대학교수들을 대폭적으로 동원하 다. 최고회의에는 기획위원회라는 

것을 두어 교수들을 참여시켰으며 중앙정보부의 정책연구실에서도 교수들이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하 다고 한다. (최고회의비사, 월간중앙, 1965. 5., 116-131면, 1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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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심의회는 7월 16일의 첫 번째 전문위원회 모임을 갖고 헌법심의에 있어서

의 문제점과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잠정적인 기구로서 헌법학자 중심의 9인

소위원회를 구성하 다. 9인소위원회는 유진오(위원장), 박일경(간사위원), 한태연, 

이경호, 이종극, 문홍주, 신태환, 강병두, 민병태로 구성되었는데 이는 헌법학자를 

중심으로 정치학자와 경제학자를 보완한다는 이석제 헌법심의위원회 간사위원의 

지침에 따른 것이었다.55)

1962년 7월 24일의 9인소위원회는 헌법개정에서 논의해야 할 중요항목을 12개

로 간추려서 전문위원회에 제출하 고 전문위원회는 이 항목들을 4개의 분과위원

회에 나누어 심의하게 하 다. 4개분과위원회의 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4개분과위원회의 위원명단

제1분과위원회(총칙) 문홍주(간사), 유민상, 한태연, 조병완

제2분과위원회(기본권, 법원, 헌법재판소) 이경호(간사), 유진오, 이 섭, 박천식, 

이한기

제3분과위원회(국회, 정부, 지방자치) 이종극(간사), 강병두, 윤천주, 신직수, 김운

태, 김도창, 민병태, 김성희

제4분과위원회(경제, 재정, 사회) 신태환(간사), 최호진, 성창환, 박일경 

헌법심의위원회는 8월 7일까지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8월 23일부터 30일에 거쳐 

서울과 지방에서 각계각층의 국민이 연사로 참가한 공청회와 간담회를 개최하

다. 하지만 당시의 상황을 비추어 볼 때에 여기서 표출된 국민의 목소리가 자발적

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전에 마련된 각본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공청회를 마친 후 헌법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는 9월 4일에서 12일까지 각 분과

위원회로 나뉘어 헌법요강을 작성하고 17일부터는 전문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

여 이를 논의하 다. 전체회의는 10월 23일에 헌법요강을 확정하 다. 10월 25일

부터는 개헌안 조문이 작성되고 31일까지는 한 학자의 도움으로 자구수정까지 

마치게 되었다. 헌법제정과정의 마지막 단계에는 미국의 전문학자들이 자문역으로 

참여하기도 하 다.56)

55) 구병삭과 이완범의 연구에서는 신태환과 민병태 대신 김도창과 신직수 양인이 9인소위

원회의 위원이었던 것으로 되어있으나(구병삭, “제3공화국 헌법”, 한태연 등, 한국헌법

사(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124면 주10; 이완범, 앞의 , 127면) 헌법개정심의록

에 의하면 이들은 전문위원회에만 속하 고 9인소위원회에는 속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대한민국국회, 헌법개정심의록 제1집, 1967, 40면 이하)

56) 제3공화국헌법의 제정과정에서 Emerson교수와 Flanz교수의 자문과 관련해서는 이완범, 

앞의 , 129면 이하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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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회의는 11월 3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헌법안을 확정하고 11월 5일에 

이를 발의․공고하 다. 30일의 공고기간이 지난 12월 6일 최고회의는 헌법안을 

표결에 부쳐서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 다. 이 헌법안은 새로이 제정된 

국민투표법에 근거하여 12월 17일 국민투표에 부쳐지고 여기서 약 78%의 지지를 

얻어 확정되었다.  

(2) 헌법제정과정에서 정당관련조항에 대한 논의

1962년 7월 24일 9인소위원회가 중요항목 12개를 전문위원회에 제출할 때 정당

조항의 규정여부도 포함되었다. 하지만 이후의 논의는 ①대통령제와 내각제, ②양

원제와 단원제, ③기본권의 내용과 보장방식, ④헌법재판소의 설치여부, ⑤헌법의 

개정인가 제정인가 등의 문제에 집중되었고 정당규정에 대한 논의는 심도있게 이

루어지지 않았다. 

헌법심의위원회의 9인소위원회와 전문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정당조항 자체에 관

한 논의는 이를 도입할 것인가, 도입한다면 총칙에 위치해야 하는가 아니면 기본

권조항이 적당한가에 대한 문제제기에 국한되었다.57) 또한 정부형태와 관련하여 

정당의 미성숙함을 지적하는 것이 주조를 이루었다.58) 

하지만 헌법심의위원회 논의의 행간을 읽다보면 이미 정당제도과 선거제도에 

있어 고도의 정당국가를 추구하는 입장이 결정되어 있었고, 단지 남은 문제는 이

를 어떻게 헌법에 반 할 것인가하는 정도 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헌법심의위원

회 전문위원회의 4개 분과위원회는 헌법제정에 대한 공청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청회에서 논의할 항목을 준비하 다. 여기서 권력구조에 관한 부분을 담당했던 

제3분과위원회의 보고와 토론과정은 이를 보여주고 있다.59) 제3분과위원회 간사

던 이종극위원이 “1. 정당조항을 헌법에 둘 것인가, 둔다면 과거의 정당의 폐해를 

방지하고 앞으로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조

직․자금문제 기타)”라는 항목을 공청회의 논의에 부치는 것이 어떤가라고 물었

57) 대한민국국회, 헌법개정심의록  제1집, 58면 이하, 124면, 538면 등. 여기서 정당조항을 

당연히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경호위원)과 정당조항의 도입이 당연한 문제인 것은 아

니라는 주장(이종극위원)이 있었고, 정당은 국민의 주권행사와 관련이 있으니 제2공화

국헌법과는 달리 기본권조항이 아닌 총칙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한태연위원)과 총칙에 

넣을 정도로 중요시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경호위원)이 대두되었다. (앞의 책, 59면 

이하)

58) 앞의 책, 196면 이하. 여기서 정당제도의 미성숙함은 대통령제를 지지하는 중요한 논거

가 되었다. 정당의 규율화가 덜 발달하 다는 주장(강병두위원, 199면), 자유당정권 말

기에 양당제도가 어느 정도 확립되어 내각제의 여건이 갖추어졌지만 5․16후에 구정당

이 해산되어 양당제도가 확립될지 미지수이므로 대통령제가 당연하다는 주장(문홍주, 

209면 이하) 등이 그 예이다. 

59) 앞의 책, 538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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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이경호위원이 정당조직을 민주화시키고 정치자금문제를 취급하는 정당법

을 만들고 이를 헌법에 넣는 것에는 반대가 없을 것이니 굳이 공청회에서 물을 

필요가 없고 선거제도와 관련된 부분은 따로 해가지고 여론이 반대해도 넣을 터

인데 여론이 반대해도 넣을 것을 공청회에서 물을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의견을 

피력하 다. 이는 3공화국헌법 제7조로 들어가게 되는 정당조항에는 커다란 무리

가 없지만 정당의 실질적인 정치독점을 규정한 3공화국헌법 제36조 제3항, 제64조 

제3항 및 제38조는 여론의 추이와 무관하게 관철될 것이라는 당시의 인식을 반

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심의위원회가 개최한 공청회에서 각계를 대표하는 연사들의 연설에서 정당

과 관련된 부분은 적지 않게 논의되었다. 서울 공청회에서 공법학회 대표로 나온 

갈봉근 교수는 헌법에 정당조항을 넣는 것에 찬성하면서 정당의 자금출처를 공개

할 필요성60)을 강조하 다. 또한 입후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소속의 국회

의원선거 출마를 금지할 필요성을 주장하 다. 하지만 그는 정당법의 제정과 관련

해서는 정당이 생기기 전에 미리 제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61) 서울 공

청회에서 정당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경우는 갈교수 이외에도 농촌대표, 한국노총

대표, 정치학회대표, 부인대표 등이었는데 이들의 주장은 정당조항을 헌법에 도입

할 것, 정치자금의 공개, 무소속입후보의 금지, 당적변경시 의원직 박탈 등으로 요

약될 수 있다. 이들 중 적지 않은 부분이 동원된 민의 다는 인상이 강하게 든다. 

제3공화국헌법이 지향했던 극단적인 정당국가는 적어도 1962년 8월 7일까지는 

헌법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하지만 헌법심의위원회의 논의의 행간과 공

청회에서의 논의를 보면 무소속입후보의 금지와 당적변경시 의원직 박탈은 당시

의 집권층에 의해서 이미 결정된 내용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헌

법심의위원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이미 헌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62) 헌법

심의위원회와는 별도로 중앙정보부의 헌법안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한태연 교수의 증언에 따르면 제3공화국헌법의 원안은 중앙정보부에서 정당법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각각 전문가의 도움으로 작성되었다고 

한다. 중앙정보부의 헌법안이 존재했던 것은 최고위원회 법제사법위원장이자 헌법

심의위원회 간사위원으로서 헌법제정의 실무작업을 주도했던 이석제의 자서전에

서도 확인된다. 그는 “사회 일각에서 중앙정보부가 헌법작업에 관여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나돌았다. 그것은 근거없는 낭설이 아니었다. 중앙정보부장으로서 권력

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JP는 누구와 상의도 없이 이종극씨와 윤천주씨 

60) 이후 제정된 헌법에 정당자금의 공개에 대한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61) 대한민국국회, 헌법개정심의록 제2집, 1967, 16면 이하.

62) 공보부조사국, 헌법개정과 국민투표, 1962. 11., 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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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자문을 얻어 중앙정보부 나름대로 헌법을 연구했던 모양이다. 어느 날인가 

중앙정보부에서 연구․검토된 헌법초안이 법사위원회로 올라왔다. … 나는 중앙정

보부가 연구한 헌법을 단지 참고만 하기로 작정하 다”63)고 회고하고 있다. 

중앙정보부장이던 김종필씨의 주도하에 민주공화당창당의 사전작업이 1962년 

여름에 시작되었고,64) 중앙정보부의 헌법안이 제출된 바 있으며, 정치의 정당독점

을 추구한 제3공화국헌법의 선거관련조항을 다룬 제3분과위원회에 중앙정보부 헌

법안의 작성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종극, 윤천주 양인이 소속된 것으

로 미루어 보아 이러한 헌법조항은 5․16주체 중 민주공화당을 창당하여 국가동

원정당을 중심으로 국민운동방식의 근대화전략을 추구하던 세력의 의도가 반 된 

것이라는 짐작이 가능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추정이 확인되기 위해서는 제3공화국

헌법 제7조와 제36, 38, 64조 그리고 정당법이 탄생하는 보다 구체적인 과정과 

5․16주체가 이러한 고도의 정당국가를 추구하 던 의도 등이 밝혀져야 할 것이

다. 헌법제정에 참여했던 인사들의 증언을 포괄적으로 수집하고 제3공화국헌법의 

초안들을 포함한 보다 많은 자료를 발굴하는 작업이 필요한 대목이다. 

(3) 헌법이론적 배경

전술한 바와 같이 제3공화국헌법의 제정에는 당시의 대표적인 헌법학자들이 대

폭 참여하 던바 정당에 관한 당시의 헌법논의를 살펴보면 전반적인 분위기를 이

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4․19혁명이 일어나기 전인 1959년에 한태연 교수는 “헌법과 정당”이라는 논문

에서 민주주의국가는 필연적으로 정당국가를 의미하며 정당은 “중개적 권력”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하면서 현대민주주의에서의 정당국가적 현실을 설명하 다.65) 그

는 또한 헌법적 견지에서 정당의 자유와 평등을 논하면서, 정당의 자유는 당시 헌

법 제13조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헌법의 내재적 법원칙인 “자유민주

적 정치질서”에 의해 보장받는다고 하 고 정당의 평등과 관련하여서는 특히 선

거에서 자유로운 정당활동이 지니는 중요성을 강조하 다.66)  

5․16이후 새로운 헌법에 대한 논의가 공개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서 정당에 

대한 논의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은 주목할 만하다. 박일경 교수는 헌법조문

63) 이석제, 각하, 우리 혁명합시다, 서적포, 1995, 179면.

64) 김정원, “군정과 제3공화국: 1961-1971”, 김성환 외, 1960년대, 거름, 1984, 150-207면, 

161면.

65) 한태연, 헌법과 정당, 고시계 1959. 6., 145-149면.

66) 이러한 입장은 제2공화국헌법의 정당조항인 제13조 제2항과 연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내각책임제개헌안 기초위원회, “개헌안제안이유설명서”, 국회도서관, 헌법개정회의록

(제4대국회), 1968, 72-121면, 86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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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정당의 자유, 파당적 도구여서는 안 된다는 정당의 사명, 정당의 민주적 내부

질서, 정당의 자금출처와 경비사용에 대한 공개, 사법기관에 의한 정당해산 등을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에 규정할 성격은 아니라는 전제하에 군소정당

의 난립을 방지하고 2개 내지 3개의 대정당을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하 다.67) 또한 의원의 당적변경을 방지하는 문제도 언급되었다.68) 다른 한편

으로는 정당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외국의 입법례가 소개되었다. 당시 정당에 관한 

독립된 법률을 가지고 있던 유일한 국가 던 아르헨티나의 정당법의 내용이 개괄

된 것이나69) 독일의 정당 및 선거제도가 소개되고70) 독일 정당법초안이 번역되었

던 것71) 등이 그 예일 것이다. 

법제도에 대한 소개 뿐 아니라 헌법이론의 차원에서도 논의가 적지 않았는데 

여기서 특히 주목하게 되는 것은 칼 슈미트의 의회주의위기론과 동일성민주주의

론, 그리고 이에 기반한 라이프홀츠의 정당국가론이 소개되는 모습이었다.72) 슈미

트나 라이프홀츠의 이론은 19세기의 자유주의적 의회주의가 20세기의 대중민주주

의로 변화하는 양태를 나름대로 이론화한 것이었다. 자유주의에 기초한 의회주의

원리와 민주주의에 기초한 정당국가원리를 상호 융합될 수 없는 별개의 체계로 

파악하는 이러한 이론이 논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라도 권위주의적 정당국가모델

과 연결될 가능성이 없지 않았다. 나아가 당시 우리나라에서의 논의에서는 독일과 

우리나라의 정당현실의 차이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나라의 현실도 그렇게 변화될 것이라는 식의 논리뿐 아니라 그렇게 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식의 당위론까지 은연중에 등장하고 있었다.73) 하지만 정당국가론과의 

연관 속에서 정당을 헌법기관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라이프홀츠의 입

장이 일방적으로 관철되고 있지는 않았다.74)

67) 박일경, 앞의 , 91면 이하. 

68) 문홍주, “새 의회제도의 모습”, 법정 1962. 7., 16-19면, 19면.

69) 박일경, 앞의 , 86면 이하.

70) 김경재, “서독의 정당과 선거”, 법제월보 1962. 12., 18-43면.

71) “서독정당법초안”, 법제월보 1962. 12., 65-84면. 하지만 독일에서는 수많은 논의에도 불

구하고 정당법의 제정이 미루어지다가 1967년에야 비로소 이루어졌다. 그 직접적인 배

경은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데에 있었다. 

72) 문홍주, “새 의회제도의 모습”, 법정  1962. 7., 16-19면, 16면 이하에서는 1958년에 출판

된 라이프홀츠의 현대민주주의의 구조변화(Strukturwandel der modernen Demokratie)

가 인용되고 있다. 

73) 문홍주, 앞의 , 18면 이하.

74) 박일경 교수는 헌법에 정당조항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한태연 교수 등이 주장하

듯이 정당의 본래적 성격을 국가기관으로서의 헌법기관으로 변질시키는 것은 아니고 

정당의 본래적 성격은 여전히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형성되는 정치적 결사의 

일종이라고 하 다. (박일경, 앞의 , 9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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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헌법학계의 전반적인 분위기에서 현대민주주의의 정당국가적 성격이 강조

되었던 것은 명백하다. 그렇지만 적어도 문헌상으로는 정당의 실질적인 정치독점

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은 보이지 않는다.

(4) 평가

5․16군사쿠데타로 집권한 세력이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앞세운 구호는 ‘조

국근대화’ 다. 헌법에 본격적인 정당조항이 도입되고 정당법이 제정되었던 것도 

이러한 근대화의 일환으로 이해되고 정당화되었다. 정치의 근대화를 위해서는 정

당이 근대화되어야 하고 그래야 정당이 “정치의 근대화를 촉진할 ｢엔진｣”75)의 역

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근대화는 민주주의와 모순되는 함의

를 지녔고 근대화의 구호 속에서 민주화가 뒷전으로 리는 경향이 나타났다. 

현실로 나타난 정당에 관한 법규범은 정당활동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규제중심의 내용을 지니고 있었다.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라는 조항(정당법 제2조)과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항(제30조)은 온갖 규제조항 속에서 질

식하고 있었다. 서구 선진국가의 정당관련조항을 도입한다는 것은 겉으로 내세운 

명분이었고 실질적으로는 ‘조국근대화’를 위한 동력으로서의 ‘효율적’인 정당체제

를 마련하기 위한 권위주의적이고 배제적인 법제도가 확립되었다.  

제3공화국헌법 제정과정에서 명망 있는 헌법학자 등 지식인이 폭넓게 참여한 

것은 이러한 명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다는 인상이다. 선진민주국가의 헌법조항

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헌정사에서 여당은 집권자의 필요에 의해

서 조직된 ‘관제정당’이었고, 따라서 정권의 붕괴는 정당의 해체로 연결되는 ‘포말

적 정당’이었다”76)는 평가는 제3공화국의 정당에도 여전히 적용되게 되었다. 

또한 선거를 정당에 대한 국민투표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보고 정당과 국민을 

성급히 일치시키려 했던 라이프홀츠의 분석이 당위론적으로 이해되었을 때 이는 

국민과 일치하는 정당을 만들려는 시도와 친화성을 지니게 될 여지가 있었다. 5․

16주체세력은 민주공화당이라는 새로운 정당을 설립하고 이 정당은 이후 유권자

의 10%가 넘는 국민이 당원으로 가입된 전형적인 국가동원정당의 모습을 띠게 

된다.77) 

75) 백상건, “정치의 근대화”, 법제월보  1962. 12., 7-17면, 16면. 또한 한태연 교수는 제3공

화국헌법이 군사혁명의 이념인 조국근대화를 지도이념으로 한 결과 강력한 정부를 위

한 행정국가와 그 강력한 국가의 추진력으로서의 정당국가를 희원하 고, 정당국가에 

대한 거의 환상적인 기대를 가졌다고 회고하고 있다. (한태연, 민주주의와 정당국가

(하), 월간고시 1998. 2. 102-115면, 110면) 

76) 한태연, “제2공화국 헌법”, 한태연 외, 한국헌법사(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11-112면, 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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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에 대신하여

우리는 이 의 앞부분에서 비교법을 연구함에 있어 방법론적 인식을 할 필요

성을 강조한 바 있다. 모든 상황에서 엄격한 비교법적 방법론을 요구하기는 어려

울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법의 흠결을 시급히 메

워야 되는 상황이라면 제대로 된 비교법연구가 제시하는 수준을 만족시키기 어려

울 것이다.78) 또한 비교법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자가 아닌 특정 실정법을 주로 연

구하는 자가 비교법적인 연구를 할 경우에도 방법론적인 융통성이 보다 넓게 허

용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결코 비교법학에서의 방법론적 문제의식

을 도외시해도 된다는 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본다. 사회변동의 속도가 매우 빠르

고 국가간의 교류의 폭이 넓어지며 또한 전세계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문제가 급

속히 증가하는 현대사회에서 법이식의 필요성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동시

에 부적절한 법이식으로 인한 위험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위험을 줄

이기 위해서는 법이식에 있어서 비교법사회학적인 문제인식이 심화될 필요가 더

욱 강조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 은 접근가능한 자료의 한계 내에서나마 비교법사회학적인 문제의식을 바

탕으로 독일헌법의 정당조항이 우리나라 헌법에 이식되는 모습을 분석하 다. 독

일의 경우는 나찌독재를 경험하고 냉전이 시작되던 상황을 반 하여 헤렌힘제헌

법초안 제47조에 규제지향적인 정당조항이 도입되었으나 이후 헌법의회의 논의 

속에서 입헌주의적 견지에서 지나친 부분이 순화되어 기본법 제21조의 정당조항

이 탄생하 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제1공화국하에서의 정당탄압을 경험한 후 제

2공화국 하에서 제대로 정비된 정당관련 법조항을 구비하게 되었다. 독일헌법의 

정당조항이 우리헌법에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제3공화국헌법에서 정당조항인 헌법 

제7조는 초입헌주의적인 헌법조항과 정당관련법조항의 장식에 불과하 다고 하여

도 과언이 아니다. 선진국의 헌법조항을 도입한다는 명분 뒤로 비교법적으로 유래

를 찾기 어려운 선거의 정당독점과 의원의 정당기속, 정당활동에 대한 고도의 규

제를 지향하는 정당법의 제정 등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77) 민주공화당이 창당되던 1962년 2월 27일 당시 당원수는 13만 8131명이었는데 이는 대

통령선거일인 같은 해 10월 15일까지 156만 8006명으로 격증하 고, 제6대 대통령선거

와 제7대 총선거가 실시된 1967년에는 170만을 상회하여 유권자총수의 12.1%를 점하

다. (김용욱, “민주공화당의 위상과 당․정관계”, 한배호(편), 한국현대정치론II, 오름, 

1996, 109-159면, 133면 이하) 

78) Zweigert/Kötz, 앞의 책,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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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헌법 상의 정당조항이 추구하던 것은 정당활동의 자유를 규제함으로써 당

원과 유권자로서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여 양자를 조화하려는 것이었다고 생각

된다. 하지만 제3공화국헌법과 정당법은 정당의 자유와 국민의 참정권을 함께 억

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입법의 잔재는 오늘날까지도 완전히 극복되지 않

았고 오늘날의 정치관계법의 개혁이 국민의 참정권의 실현을 위하여 정당활동의 

자유를 확보하면서 또한 동시에 이를 합리적으로 제한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79)를 

안고 있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제3공화국헌법의 정당조항은 당시 우리나라의 정당현실이나 이를 도입한 주체

의 의도의 측면에서 볼 때에 실질적인 규범력을 획득할 수 없었다. 정당조항을 이

식하는 배경을 이루는 정당제도의 토양이 달랐고 도입의도가 민주적이고 다원적

인 정당제도의 육성에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근대화 또는 민주화의 

전략으로, 아니면 이를 빙자하여 법을 이식할 때 나타나는 부정적 동화의 위험을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된다. 제3공화국헌법의 정당조항과 대동소이한 현행헌법상의 

정당조항이 규범력을 획득하는가의 여부는 40년이 지난 오늘날에 도 여전히 열려

있는 문제이다. 

79) 이와 관련하여서는 특히 최대권, “정치개혁을 위한 몇가지 생각(I)”, 서울대 법학 제33

권 1호(1992. 3.), 156-180면, 171면 이하 참조. 



제41권 3호 (2000) 독일헌법상 정당조항과 그 한국적 이식 145

<Abstract>

The Party Clause of the German Constitution and 

its Transplantation to Korea

 - A Comparative Socio-Legal Approach -
1)

Seog-Yun Song
*

The constitutions began to mention the phenomenon of political parties in 

the middle of the 20th century. Article 7 of the Korean Constitution of 1962 

which regulated political parties had its root in Article 21 (party clause) of 

the German Constitution of 1949. This will exemplify what role the 

transplantation of the western constitutions to the developing countries 

played for the political modernization. 

In order to analyze the function of this transplantation, it will not be 

sufficient to compar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two 

articles. A methodological consideration of comparative law research as to 

the legal transplantation seems to be necessary. At first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at the law is not independent from the social development and 

that not only the 'law in books' but also the 'law in action' should become 

the object of the comparison. In the epoch of codification the legal 

transplantation doesn't take place gradually and simultaneously with the 

process of assimilation. The transplantation is only the beginning of 

assimilation, which could also end in a negative one. This peril is greater, 

when a norm is transplanted as a means to a social and political 

modernization. 

As to the situation of the political parties in West Germany of 1949, 

democratic mass parties had been quickly reconstructed and began to change 

themselves into non-sectorial parties (Volksparteien). In 1950's South Korea 

lacked in such democratic mass parties: the ruling party was a state 

* Professor of Law, Sungshin Women's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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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ization party and the opposition parties were loosely organized elite 

party. Furthermore every political party was forbidden after military coup 

d'état of May 1961. 

The state of the statutory law about political parties was also different 

between West Germany and South Korea. In Germany 1949 one needed to 

overcome the remaining vestiges of the national socialist dictatorship and to 

construct, under the control of the Allied Forces, a new democracy which 

was naturally unthinkable without democratic parties. After democratic 

revolution of April 1960 in Korea several statutes were made or changed in 

order to guarantee the freedom of political parties. Then the military 

government abolished these statutes. According to its slogan it was a new 

beginning for 'modernization of the fatherland', but a political restauration of 

the authoritarian system in realty.  

The basic concept of the German post war democracy was that democracy 

could not be value-neutral. There were also political needs to control 

extreme right and left wing parties. The analysis of the debates in the 

constitutional parliament (Parlamentarischer Rat) shows that the 

'constitutional reason' functioned to balance the guarantee of the freedom of 

political parties with their responsibility. Going beyond the transplantation of 

the German party clause the Korean Constitution of 1962 proclaimed the 

party monopoly in the parliamentary and the presidential election. The Party 

Act of 1962 demanded extremely rigid requirements for the registration of 

political parties. At that time the party-state-theory of Leibholz, one of the 

analyses on party state reality, was introduced. His explanation of the party 

state with plebiscitary democracy could help legitimate mass mobilization 

party of the Korean authoritarian government which tried to `identify' itself 

with the people. 

 On the whole the transplantation of the German party clause to Korea in 

the name of 'political modernization' did not help to build a democratic party 

system. Moreover one could hardly deny that some elements of imported 

provisions and theories were overemphasized and tended to legitimate the 

authoritarian party system. Socio-legally oriented constitutional thoughts 

could have reduced such a peril in the legal transplant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