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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관및문제제기 

1. 자유 민주주의의 현주소 

20세기는 민주주의의 시대이다. 20세기에 이르러 군주제의 마지막 보루라 

고 부를 수 있었던 독일 제국이 제 1차 세계 대전의 결과 와해되었는가 하면, 

한때 민주주의를 기초에서부터 부정한 파시즘 체제가 전 세계를 지배할 듯 

맹위를 떨쳤으나 그것 역시 제 2차 세계 대전의 종결과 더불어 지구상에서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그리고 얼마없어 세기말을 바라보고 있는 현재는 명 

* 이 논문은 1991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방대학육성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 
구되었읍. 

** 한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부교수, 헌법전공, 고려대학교 행정학 학사 
(1975), 동대학교 법학석사(1977), 독일 K퍼n대 법학박사(Dr. jur.)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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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공히 자유 민주주의의 시대이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민주주의에는 서구 

식 자유 민주주의가 있는가 하면, 소위 동구식 인민 민주주의가 있고, 더 나 

아가서 제 2차 세계 대전 후 과거의 식민지에서 독립한 제 3세계의 민주주의 

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가능하였다. 1) 그러나 지금 그러한 주장은 전혀 현 

실적 기반을 잃고 말았다. 왜냐하면 1989년 폴란드의 공산 정권 붕괴와 자유 

화를 시작으로 동구와 소련의 이른바 인민 민주주의 세계는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면서 90년 초반까지 붕괴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자유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삼고 있으면서도 형식적으로 군주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자유 민주주의로 명명할 수 없는 소수의 국가들과 아직 

까지도 1인 독재와 1당 독재를 은폐할 목적으로 허울만 좋은 마르크스의 망 

령을 쫓고 있는 극소수의 국가들만이 스스로를 자유 민주주의라 부르기를 거 

부하고있다. 

2. 우리 헌법 규정과 그에 대한 학설의 입장 

우리 헌법은 전문과 여러 조항에서 『민주』(전문의 4.19 민주 이념, 조국의 
민주 개혁, 제1조 1항의 민주 공화국), 『민주적』 또는 『민주적 기본 질서』(제 

8조 2항, 4항),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전문, 제4조), 『민주주의 원칙』(제 
32조 2항), 『민주화』(제119조 2항) 동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이러한 표현 

을 큰거로 헌법학계에서는 자유 민주주의를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2)의 하나 

로,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우리 헌법의 기본 질서3)의 하나로 설명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학자에 따라서는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로서 국민 주권의 

원리, 자유 민주주의, 복지 국가의 원리, 문화 국가의 원리, 권력 분립의 원 

리, 볍치주의, 국제적 평화주의를 드는가 하면,4) 국민 주권주의, 자유 민주주 

의와 권력 분립주의, 평화 통일주의, 문화 국가주의, 국제 평화주의, 군의 정 

치적 중립성 보장, 기본권 존중주의, 복지 국가주의, 사회적 시장 경제주의를 

틀기도 하고,5) 자유 민주주의 원리, 법치주의 원리, 사회 국가 원리, 문화 

2 

1) C. B. Macpherson, Drei Formem der Demokratie, 1967. 

2) 권영성, 헌법학 원론(신정판), 법문사, 1989, 109면 이하 ; 김철수, 헌법학개론(전 

정신판), 박영사 1992, 78변 ; 허영, 한국헌볍론(전정판), 박영사, 1991, 140변 이 

하. 

3) 권영성, (주2). 144면 이하 ; 김철수, (주2). 117면 이하. 

4) 권영성, (주2), 98-122변. 

5) 김철수, (주2), 78-83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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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원리, 평화 통일의 원칙, 국제볍 존중의 원칙을 거명하기도 한다. 6) 또한 

우리 헌법의 기본 질서로서는 학자에 따라 각각 민주적 기본 질서, 사회적 경 

제 질서, 국제 질서로서의 평화주의와 국제 질서 존중주의,7) 또는 민주 질서 

(국민 주권주의, 민주적 기본 질서), 정치 질서(정당 제도, 선거 제도), 행정 
질서(법치주의, 직업 공무원 제도), 사회 ·경제 질서(사회 복지주의, 사회적 

시장 경제주의), 국제 질서(국제 평화주의와 평화 통일주의, 국제법 존중주 

의) 8)를들고 있다. 

3. 문제의 제기 

이러한 단순 나열식의 서술 체계는 우선은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와 기본 

질서의 관계를 분명하게 해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의 기본 원리와 

다른 기본 원리들 사이의 관계, 하나의 기본 질서와 다른 기본 질서들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기 힘들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9) 그리고 이러한 사정은 특 

히 국민 주권 원리와 자유 민주주의 원리가 서로 다른 것인지,1이 아니면 국민 

주권 원리에 자유 민주주의 원리가 포함 되어 있는 것인지11) 그와는 반대인 

지에서 분명히 들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볍치주의와 자유 민주주의를 별 

개의 독립된 원리로 구분하면서도 자유 민주주의의 헌법상의 구체적 구현과 

볍치주의의 구성 요소로서 유사한 내용블 거론하고 있거나,12) 국민 주권 원 

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자유 띤주주의 원리 및 볍치주의 원리를 들면서, 

자유 민주주의의 실질적 가치와 법치주의의 실질적 내용을 같은 것(자유, 평 

등, 정의)으로 파악하는 입장13)도 있다. 

이러한 사정은 “본(Bonn) 기본볍의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설명은 

권위있는 저자들의 수많은 문헌에서 이미 충분히 행해졌기 때문에 이미 알려 

진 바를 재현한다는 의미밖에 없으며, 이때 문제되는 것은 표현 방법과 사고 

6) 허 영, (주2), 135-181 면. 

7) 권영성, (주2), 144 174면. 

8) 김 철수, (주2), 117-216변, 

9) 이에 대한 예외도 존재한다‘ 예컨대 허영, (주2), 134-181의 설명은 헌법 전문에 

우리 헌법의 기본 이념이 표방되었다고 보고 그것들을 실현시키는 원리로서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있다. 

10) 예컨대 권영성, (주2), 102면 이하와 김철수, (주2), 78 80면의 입장. 

11) 허 영, (주2), 135면 이하의 입장. 

12) 권영성, (주2), 110-112, 117변. 

13) 허 영, (주2), 139-143, 146, 212, 278변 참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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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행이 논리 정연한가라는 것일 뿐이다. 오히려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의 

법적 실효성이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이다.’뼈라는 주장이 우리 헌볍의 해석 

과 관련해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게끔 한다. 

4. 문제의 한정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리 헌법상의 규정 및 상호 관계를 살핀 후( III ) 구 서 
독 연방 헌볍 재판소의 판례와15) 학설을 중심으로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우선 정리해 보고자 한다(N). 물론 서독 학계에 대한 편향성을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라고 아주 적절하게 지적하는 입장이 있다. 16)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상황과 법적 사고에 있어서 독일과 한국 사이에 공통점이 존재한다고 

한다면,17) 그리고 자유 민주주의의 본질이 나라에 따라서 다를 수 없다고 한 

다면, 여러 가지 제약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독 

일의 판례와 학셜은 우리 헌법의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설명하는 데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판결에 대해서는 “그 논증 

의 기초가 되는 합리적 기준을 모색하지 않은 채 단지 목록적 열거로써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의 개엽을 규정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 재판소가 제시 

하는 목록은 결국 자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18)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동 재 

판소가 제시하는 목록들과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 사이에 존재하는 구체적 

매개 관계 또는 이러한 요소들이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하여 가지는 내 

용적 의미에 주의하고자 한다( v ). 그리고 이 부분이 이 글의 중심 부분이 된 
다. 물론 이러한 설명과 함께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와 관련된 (또는 관련될 

수 있는) 우리 헌볍상의 구체적 헌볍 문제(정당, 통일 문제, 경제 질서)에 대 

해서도 간략하게 정리할 것이다(VI). 이러한 것들에 앞서 예비적 고찰로서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 정의가 행해져야 함은 물론이다( II). 

4 

14) La따‘enau, E. ; Die 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 im Sinne des 

Grundgesetzes und ihre Wirksamkeit, Essen 1974. 

15) BVerfGE 2, lff. 
16) 국순옥(엮음), 자본주의와 볍, 1989, 서문. 
17) Kriele, M. ; Recht und praktische 、'ernunft, Gδttingen 1979의 한국어 판, 볍 

과 실천 이성, 한링대학교 출판부, 1992, 서문. 
18) Gusy, C. ; Die 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 in der Recht

sprech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AoR 105(1980), S.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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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자유 민주주의의 이념과 그 개념 정의19) 

1. 민주주의의 기원 

민주주의란 개념만큼 여러 가지로 해석되고 있는 개념도 거의 없다. 바꾸 

어 말한다면 민주주의의 개념은 오늘날 극도의 혼란에 빠져 있다. 그러나 누 

구를 막론하고 고대 그리이스인틀이 민주주의를 창안해 냈다는 것을 부인하 

는 사람은 없다. 즉 민주주의는 고대 그리이스의 유산이다. 그리이스의 사상 

가들은 폴리스의 시민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인간에게 여러 권리가 귀속되 

며, 미래의 이상은 결국 사람을 위한 자유라는 생각의 틀을 마련하였다. 그러 

나 그리이스 민주주의의 실제는 폴리스의 자유 시민들 사이의 상호 교류를 

규율하는 규범과 권리의 체계에 지나지 않았고, 따라서 주민의 약 10%에게 

만 적용되던 체제였다. 나머지 주민에게는 그러한 규범과 권리는 없었고, 노 

예 소유주의 전횡이 있었을 뿐이다. 이러한 의미의 고대 민주주의는 로마 공 
화정에서도 유지되었으나, 로마 제정의 성립과 더불어 소멸되었다. 그러나 

그리이스의 민주주의는 인류에게 제한적이기는 하였지만 인류가 최초로 그 

러한 자유와 평동의 체제를 가졌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지금도 의미를 가지고 있다. 20) 

2. 근대 민주주의의 성립과 그 이넘 

따라서 우리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현대 민주주의의 모체 

인 근대 민주주의, 즉 대강 200년 전에 형성과 발전에 있어서 자유주의와 결 

합된 형태로 부활된 근대 민주주의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된다. 근대 민주주 

의는 절대 왕권의 전제적 지배로 나타난 절대주의 이념에 대한 도전에서 시 

작된다. 즉 중세 봉건 체제의 붕괴에서 야기된 혼란이 점차 안정되고 산업 혁 

명에 의하여 신흥 부르죠아 계급이 성장하면서 절대주의에 대한 도전은 시작 

된다. 그리고 그들의 세력이 성장하면서、그들은 군주와 귀족, 승려등의 특권 

충에 대립하여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의 보호를 꾀하였으며, 이것은 그 

리스도교적 평등 사상과 결합되고 인간의 자연권을 인정하는 정치 계몽주의 

19) 이 부분은 다른 곳에서 이미 발표한 부분을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다시 수록하는 

것이다. 홍성방, “민주주의의 현대적 문제 상황”, 국제문제연구 제1집(한림대 국 

제문제 연구소, 1991), 3면이하 (5. 6변). 

20) 민주주의라는 말의 성 립 과 근대 민주주의에 대하여 중요한 문헌으로는 Meier, 
Chr. ; Entstehung des Begriffs Demokratie, 1970과 Bleicken, J. ; Die atheni 
sche Demokratie, Paderborn u. a. 1986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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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뒷받침을 받아 근대 민주주의라는 사상이 탄생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 

의 근저에는 다양한, 경우에 따라서는 외관상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여러 

원리들이 결합되어 있다. 즉 근대 민주주의에는 한편으로는 로크(1ρeke)의 

국민 주권 이론과 루쏘(Rousseau) 의 사회 계약론, 다른 한면으로는 로크의 

국민 대표 이론과 몽테스큐(Montesquieu) 의 권력 분립 이론이 결합되어 있 

다. 21) 이렇듯 자유의 원칙과 평둥의 원칙에 근거를 두고 사상가들에 의하여 

생각된 민주주의라는 국가 형태는 역사가 흐르면서 미국에서는 인권을 헌법 

적으로 보장한 1776년의 독립 선언으로 유럽의 경우는 프랑스에서 자유-평 

둥-형제애를 헌법적으로 요청한 1789년의 대혁명과 그를 종결시킨 1791년의 

헌법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이 헌법에는 프랑스 혁명의 3대 구호는 물 

론 그 일치성이 18세기 정치 계몽주의의 정수를 형성한 인권, 권력 분립 그리 
고 민주주의가 화체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는 민주주의의 이념을 자유와 평 

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22) 

3. 라이프흘츠(Leibholz)의 민주주의 해석과 그에 대한 비판 

그러나 민주주의의 이념이 자유와 평퉁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가 

있어 왔다. 즉 버크(E. Burke)의 『프랑스 혁명에 대한 성찰』이래 자유주의 

와 민주주의를 구별하고, 자유주의는 자유를 그리고 민주주의는 평둥을 각각 

그 이념 내지 본질적 계기로 삼는다는 점에서 구별된다는 견해가 바로 그것 

이다.잃) 그리고 민주주의의 이념을 평둥에만 한정시키는 대표적인 견해를 우 

6 

21) Maihofer, W. ; Prinzipien freiheitlicher Demokratie, in: Benda /Maihofer I 
Vogel(Hrsg.), Handbuch des Verfassungsrecht, Berlin/New York 1984, 

l 73ff. ( 194). 

22) 프랑스 혁명의 3대 구호 중 형제애는 프랑스 혁명에서 실제적, 정치적, 역할을 하 

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자유와 평둥을 전제로 해서만 성립될 수 있기 때문 

에 민주주의의 이념에서는 제외될 수밖에 없다. M. Kriele, Befreiung und 
politische Aufklarung. Pladoyer fiir die Wiirde des Menschen, 1980, S. 67ff. 

(홍성방 역, 해방과 정치 계몽주의, 1988, 80면 이하) 참조. 오히려 형제애는 사회 

주의의 이념적 기초가 되어 있음을 Ferdinand Lassalle, Ausgewahlte Text 

(Hrsg. von Thilo Kamm), 1962, S. 160과 Arthur Rosenberg, Demokratie und 

Sozialismus. Zur politischen Geschichte der letzten 150 Jahre, Neuaufl. 1962, 

S. 62는 보여주고 있다. 

23) C. Schmitt, Verfassungslehre, 1928, S. 224£. ; G. Leibholz, Der Struktur
wandel der modernen Demokratie, in : Strukturprobleme der modernen 

Demokratie, Frankfurt /M 1964, S. 77ff., 88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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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라이프홀츠에게서 만나게 된다. 라이프흘츠에 따르면, 자유는 자유주의 

적인 것이며, 평등은 민주적인 것이 tj-(Die Freiheit ist liberal und die 

Gleichheit demokratisch). 이러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대립은 오랜 기 

간 동안 절대 왕정에 대한 양자의 공통된 적대감 때문에 가리워져 왔다. 그러 

나 절대 왕정의 몰락으로 자유가 쟁취되자, 평등-처음에는 비례적 평등 

(suum cuique), 나중에는 절대적 • 균일적 평등으로 이해된-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 뒤따르게 되었으며, 이러한 균일화와 탈자유화의 과정이 과거 

100년 간의 헌법사를 지배해 왔다고 한다. 24) 

이렇게 자유와 평등,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엄밀히 구별하는 경우에는 민 

주주의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근대 민주주의의 성립에서부터 구별될 수 없을 정도로 결합되어 있었다. 25) 

다시 말해서 자유와 평동,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원칙적인 대립물로 보는 

견해는 지나친 추상화와 비역사성의 소치, 즉 민주적 헌법 국가가 발전해 온 

역사적 과정을 간과한 사실 이해와 현실 인식에 있어서의 결함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26) 따라서 민주주의의 이념은 자유와 평둥이다. 

이를 명백히 하는 예를 들어 보자. 자유와 평등을 민주주의의 이념으로 관 

찰한 실례는 우리에게 민주주의의 고전적 정의로서 널리 알려진 링컨(A 

Lincoln) 의 1863년 7월 4일자 게티스버그( Gettysburg) 연설이다. 이 연설의 

서두에서 링컨은 “지금으로부터 87년 전 우리의 조상들은 자유의 생각과 모 

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신념으로 이 대륙에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 

였다”고 선언함으로써 민주주의가 자유와 평등의 이념에 입각하고 있음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었다. 

4. 자유 민주주의의 개념 정의 

이제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민주주의를 정의해 보자.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국민의 정치이다. 그리고 국민의 정치는 국민에 의한 정치와 국민을 위한 정 

24) 1955년 2월 4일 Arbeitstagung der Gesellschaft zur Wahrung der Grundrechte 

Mannheim Heidelberg und die Stuttganter Arbeitsgemeinschaft 에서 행 한 
Die Problematik der Sozialen Grundrechte란 제목의 강연. 라이프흘츠는 

Verfassungsrecht uud Arbeitsrecht, in : Hued‘ /Leibholz, Zwei Vortrage 

zum Arbeitsrecht, 1960에서도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대립을 강조하고 있다. 

25) W. Maihofer, (주21), 참조. 

26) M. Kriele, Einfuhrung in die Staatslehre, 1975, S. 332f. ; M. Kriele, (주22), 

S. 68ff. ; Kroeger, Grundrechtstheorie als Verfassungsprobleme, 1978, S. 

38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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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없는 상식에 속한다. 그러 

나 이때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되기 위해서 국민에 의한 정치가 요구되는 것이지, 국민 

에 의한 정치가 반드시 국민을 위한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 

한 사정은 국민과 정당을 동일시하는 현대 정당 국가긴)의 의사 결정 과정에 

서 분명해진다. 따라서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전제 아래 국민에 의한 정치가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는 정치 이엽이 민주주의라 할 수 있다. 달리 표현한다 

면,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것과 국민에 

의하여 국정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민주주의를 내용적 

으로 가치와 직결된 것으로 보며, 이 때 가치란 자유와 평등을 통해 확보되는 

인간의 존엄이다. 결국 민주주의의 목표는 인간인 것이다. 

ill. 민주적 기본 질서와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한국 헌법의 규정 및 상호 관계 

1. 헌법 규정 

우리 헌볍은 『민주적 기본 질서』와 『자유 민주적 가본 질서』를 흔용하고 

있다. 즉 우리 헌볍은 전문에서는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 

여』라고 하고 있고, 제4조에서는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하고 있으며, 제8조 4항에서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해산된다』고 규정하 

여 이 두가지 개념을 혼용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 헌법상의 규정 때문에 『민 

주적 기본 질서』와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가 동일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 

여 의견이 나누어져 있다. 

2. 양자를 다른 것으로 보는 견해 

이 견해는 민주적 기본 질서의 이념을 평등과 자유, 복지의 세가지로 보고않) 

라이프홀츠가 민주적 기본 질서와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구별하여 민주적 

기본 질서 중에서도 서구적 자유 민주주의의 개념과 결부된 것만을 자유 

27) 정당 국가에 대해서는 특히 G. Leibholz, Der moderne Parteienstaat, in : 

Verfassungsstaat Verfassungsrecht, Stuttgart 1973, S. 68ff.를 볼 것. 

28) 김철수, (주2). 132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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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로 본 입장29)을 근거로 민주적 기본 질서는 자유 민주주 

의와 사회 민주주의 퉁을 내포하는 개념이며, 그 공통 개념이라고 한다. 30) 

따라서 이 견해에 따르면 헌법 전문이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 

고히 하여』라는 선언은 대한민국이 사회 민주적 기본 질서를 배척하고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만을 그 이념으로 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자유 민주적 기 

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려는 것임을 뜻하는 것이고, 제4조의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의 원칙은 인민 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을 

규정한 북한 헌법에 대응하여 서구적 민주주의 하의 통일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며, 헌법 제8조의 정당 해산 요건으로서의 민주적 기본 질서는 민주 정 

치의 기본 원리 내지는 기본 질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자유 민주적 기본 질 

서 뿐만 아니라 사회 민주적 기본 질서까지 포함하는 것이게 된다. 31) 

3. 양자를 상이한 것으로 보면서도 예외를 인정하자는 견해 

이 견해는 민주주의의 이상적 형태를 국민에 의한 통치를 수단 • 방법으로 

하고, 그에 의하여 실현되는 이념 또는 목적이 국민 전체의 이익에 합치하는 

경우라 보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정치 질서의 내용이라기 보다정치 질서를형성하기 위한수단이자방법이라 

고 보는 쪽에 비중을 둔다. 즉 민주주의라 함은 국가의 최고 의사가 국민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을 전제로 하고, 국민 중의 유권자가 직접 국가 의사 

를 결정하거나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 기관이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 의 

사를 결정하게 하는 정치 원리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한다. 32) 

따라서 이 견해에 따르면, 헌법 제 1조 l항이 대한민국의 국가 형태를 『민 

주 공화국』, 즉 민주주의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자유 민주주의와 

더불어 또는 그와 나란히 사회 민주주의의 내용이 되는 사회 국가적 원리 • 

복지 국가적 원리를 추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현행 헌법 제119조 1항의 

자유 시장 경제 질서, 헌법 전문의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 제4조의 통일 정 

책의 기본 방향에 대한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 입각 등을 근거로 자유 민주주 

29) G. Leibholz, 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 und das Bonner 
Grundgesez, DVB! 1951, S. 554ff., in: ders., Strukurprobleme der modernen 

Demokratie, 1967, S. 132-141. 
30) 김철수, (주2), 131면 ; 김철수, 『띤주적 기본 질서』, 볍학 제20권 1호, 1979년, 99 

면 이하(102변). 

31) 김철수, (주2), 136면. 

32) 권영성, (주2), 146, 147면 ; 구병삭, 신헌볍원론, 박영사, 1988, 1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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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염) 그러나 제8조 4항의 『민주적 기본 질 

서』는 곧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로 한정해서 해석해야 한다고 하고,34) 그 

이유로서 첫째, 현행 헌법의 경우 사회 민주주의의 중요한 내용이 되는 복지 

국가, 사회적 볍치 국가의 원리, 사회 정의의 실현,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 둥 

둥은 이미 여러 헌법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8조 4항의 민주적 기본 

질서 중에 반드시 사회 민주주의를 포함시켜야 할 필요가 없다는 점. 둘째, 

제8조 4항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정당의 존립과 활동 

의 자유에 관하여 일정한 한계를 설정함과 동사에 그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 

려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 해산의 구실을 극소화하기 위해서도 동조의 『민주 

적 기본 질서』를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 셋째, 헌법 전문이 대한민국의 국가적 이념을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는 것을 명문화하고 있고, 이것이야 말로 어떤 경우에도 수호 

하지 않으면 안될 헌법 상의 최후의 보루라는 점을 들고 있다. 35)36) 

4. 비 판 

결국 두가지 입장을 정리해보면, 상위 개념으로서 민주주의를 설정하고, 

이러한 민주주의에는 자유 민주주의와 사회 민주주의가 있다고 가정하는 점 

에서는 의견이 일치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의 규정을 문언(文言) 그대 

로 해석하여 민주적 기본 질서와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상이한 것으로 해 

석할 것이냐 아니면 제8조 4항의 경우에만 민주적 기본 질서를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로 제한시킬 것이냐에서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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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후자의 업장에 대해서 살펴보면, 명백한 문언의 차이를 동일한 것으 

33) 권영성, (주2), 147, 148면 ; 구병삭, (주32), 166면, 

34) 권영성, (주2), 148면 ; 구병삭, (주32), 167면. 

35) 권영성, (주2), 187, 188면 ; 구병삭, (주32), 167면. 

36) 허 영, (주2),은 민주적 기본 질서와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의 이동(異同)에 대 

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다. 다만 같은 책, 141변에서는 자유 민주주의의 설질적 내 
용을 자유 · 평동 · 정의로 보고 있고, 『헌법 이론과 헌볍』(上), 박영사, 1988, 232 

면에서는 민주주의의 실질적 요소를 국민 주권, 자유, 평동, 정의로 보고 있기 때 

문에 민주적 기본 질서와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추 

측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헌법 이론과 헌법』(上), 232변에서는 자유 민주주의를 

설명하면서 『민주주의의 실질적 요소 중에서도 특히 자유의 실현을 중요시함으로 

써 자유와 평동의 이념적인 갈퉁과 대립을 자유 우선의 원칙으로 해결하려는 민주 

주의의 유형』이라고 하여 민주적 기본 질서와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상이한 것 

으로 이해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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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려는 것은 잘못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헌법 제1조 제1항의 『민 

주 공화국』의 민주를 민주주의적인 것으로 이해하여 이에는 자유 민주주의 

와 사회 민주주의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제8조 4항의 『민주적 기본 

질서의』 경우에는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제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납 
득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사회 민주주의의 중요한 사항들은 다른 헌법 조 

항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8조 4항의 『민주적 기본 질서』중에 반드시 

사회 민주주의를 포함시켜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없다는 해석도 논리상 『민 

주적 기본 질서』에 사회 민주주의플 포함하여 해석할 수 있다는 데 대한 답 

변은 될 수 없다. 또한 제8조 4항이 사회 민주적 기본 질서까지 존중할 의무 

를 규정한 것이라고 본다면 자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정당은 말할 것도 없 

고, 사회 민주주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정당까지도 해산의 대상이 되는 불 

합리하고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나, 이에 대해서도 오늘날 “사회 보 

장과 사회 정의는 우리 시대의 최대 관심사이기”37) 때문에 모든 정당은 많고 

적은 차이는 있지만 사회 민주적 요소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끝으로,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가 우리 헌법 질서에 있어서 중핵(中核) 

이기 때문에,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전체주의를 지향할 경우 이 

를 더 이상 방임할 수 없다는 논거로 제8조 4항의 민주적 기본 질서와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같은 것으로 이해하는 근거로 삼으려는 데 대해서도 찬 

성할 수 없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반대는 전체주의이지 사회 민주주의가 

민주주의 내지는 자유 민주주의의 반대물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전자의 견해에 대하여 살펴 보면, 명백한 문언의 차이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즉 헌법 전문의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와 제8조의 『민주적 기본 질서』는 일견해서는 서로 

상이한 해석을 용납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엄격한 문리 해석 

을 하려면 헌법 전문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는 대한민국이 “사회 민주적 기 

본 질서를 배척하고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만을 그 이념으로 하고 있다는 뜻 

이 아니라,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려는 것임을 나타낸”것잃) 

으로 해석해서는 안되고, 오히려 이제까지 어떠한 이유에서든 확고히 하지 

못했던 또는 할 수 없었던 자유 민주적 기쁜 질서를 앞으로는 더욱 확고히 하 

겠다는 헌법 제정자의 의사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헌볍 전문의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와 제8조 4항의 『민주적 기본 질서』 사이의 관계 

37) W. Eucken, Grundsatze der Wirtschaftspolitik, hrsg. von E. Eucken

Erdsiek /Hensel, Reinbeck 1952, S. 10. 
38) 김 철수, (주2), 1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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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헌법의 통일성의 관점에서 재음미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민주 정치 

의 이념에 대한학설을나열한후그에 대한검토없이 민주정치의 이념을평 

등과 자유, 복지의 세가지로 확정짓고,%) 민주적 기본 질서는 자유 민주주의 

와 사회 민주주의 등을 내포하는 상위 개념이며 그 공통 개념이라고 단언한 

후4이 다시 평등을 민주 정치의 이념이라고 보는 학자의 견해에 따라 민주적 
기본 질서의 내용을 서술하고41)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의 내용에는 위의 민 

주적 기본 질서의 내용에 법치주의적 기본 질서(형식적 볍치주의)가 가미된 

것이라고 하고, 사회 민주적 기본 질서에는 상기 민주 정치의 요소에 사회적 

정의, 복지와 평화주의를 가미한 것이며, 이러한 민주 정치는 반드시 자유 민 

주주의가 아니라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42)라는 설명은 납 

득하기가 힘들다 하겠다. 왜냐하면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헌법 전문의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는 제8조 4항의 민주적 기본 질서와 공통 요소를 가지기 보 

다는 전면 모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5. 사 견 

우리 헌법상의 민주적 기본 질서와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 사이의 관계를 

확정짓기 위해서는 헌볍의 통일성의 원칙이라는 해석 지침에 따라 양자의 조 

화를 꾀하는 것과 자유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확장되는가를 살펴보 

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헌법은 그 전체로서 사회 공동체를 정치적인 일원체로 조직하기 위한 법 

질서를 뜻하기 때문에 하나 하나의 헌법 조문이 독립해서 어떤 의의를 갖는 

것이 아니고 모든 조문이 불가분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서로 보충 • 제한 

하는 기능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헌볍의 이와 같은 일원성 내지 통일성 

을 언제나 헌법 해석의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어느 하나의 헌볍 조문 

을 해석하는 경우에도 그 해당 조문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조문을 

헌볍 전체의 통일적인 각도에서 살펴야 한다. 43) 따라서 우리 헌법전문의 『자 

유 민주적 기본 질서』와 제8조 4항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석함에도 이러 

한 헌법의 통일성이라는 해석 지침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헌법 

전문은 성문 헌법 규정에 들어 있는 규범적 내용의 연혁적, 이념적 기초로서 

39) 김철수, (주2), 132면. 

40) 김철수, (주2), 131 면‘ 

41) 김철수, (주2), 133, 134면. 

42) 김 칠수, (주2), 134, 135변 

43) 허 영, (주36), 106, 107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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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볍 전체를 이념적으로 지배하는 성문 헌법의 구성 부문이라고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44) 그러한 한에서 헌법 전문의 이념을 구체화하는 것이 헌법 본 

문의 규정들이라고 할 수 었다. 즉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헌법 전문의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와 『4.19 ‘민주’이념』, 『조국의 ‘민주’ 개혁』에서 사용되고 

있는 민주,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들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제1조 l항의 『‘민주’ 공화국』, 제4조의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 제8 

조 2항의 『민주적』, 제8조 4항의 『띤주적 기본 질서』, 제32조 2항의 『민주주 

의 원칙』, 제 119조 2항의 『민주화』에서 구체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들 또한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념을 구체화하는 개별 

규정들이 이념에 모순되는 또는 이념과는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언상 상이한 민주적 기본 질서와 자유 민주적 기 

본 질서는 동일한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만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 

면 민주주의는 자유 민주주의만이 아니라 사회 민주주의 등 그밖의 민주주의 

도 그 내포로 하는 것이라는 국내의 고정 관념은 좀처럼 움직일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이다. 즉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고정된 개념으로 생 

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우리는앞에서 본바와같이 ( II ) 고대 그리이 
스인들이 민주주의를 창안해 낸 이래 우리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라 

고 불리는 개념은 끊임없이 변화해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 

다. 그리고 오늘날은 민주주의를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전제 아래 국민에 의 

한 정치가 이루어진 것을 요구하는 정치 이념이며, 이는 내용적으로 가치와 

직결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이때 가치란 자유와 평등을 통해 확보되는 인 

간의 존염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에 기여하는 한 그것은 

민주주의의 요소로서 보아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적 정의와 사회 보 

장, 즉 실질적 평등을 이념으로 하는 사회 국가 원리가 자유 민주주의의 구체 

적 요소가 되는가 하는 점을 검토하여야만 한다. 그리고 이 점은 긍정되어야 

만 한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이념을 자유와 평등이라고 할 때의 평동은 정 

치적 평둥과 실질적 평등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뿐 

만 아니라, 자유와 이러한 의미의 평등은 서로 해체될 수 없을 정도로 결합되 

어 있으며 진정한 자유란 법적 평등을 통하여 보장되는 인간 실존의 최저 조 

건을 보장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45) 궁핍과 곤궁에 처 

44) 허 영, (주2), 131면. 

45) K. Hesse, Gleichheit und Freiheit als Grundprinzipien heutiger staatlichen 

Ordnung, in : Individuum und Kollektive, 1962, S.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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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있는 자는자유로울수 없고, 철저하게 자신의 생활근거를유지하기 위하 

여 강제받는다. 따라서 궁핍의 극복은 평등의 기초적 요청일 뿐 아니라 또한 

자유의 요청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궁핍 속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곧 자유가 

없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뼈) 

N.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 

1.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의 개념 규정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는 불확정 개념이다. 47) 따라서 이 개념을 해석하는 

일은 연방 헌법 재판소의 임무가 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부분적으로는 대단 

히 격렬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48)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틀은 개념 규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불명확성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 

하였다. 그러한 입장에서 학자플은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가 가지는 의미를 해 

석하려고 시도하였는 바, 그것을 대별하면 라이프홀츠의 볍 해석학적 방향49) 

과 카우프만(E. Kaufmann)50l의 법 윤리 적 방향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 

14 

46) M. Kriele, Freiheit und Gleichheit, in : Benda /Maihofer /Vogel (Hrsg.), 

Handbuch des Verfassungsrechts, 1984, S. 129ff. (146). 
47) BVerfGE 5, 85 (112) : W. 0. Schmitt, Der Begriff der freiheitlichen 

demokratischen Grundordnung und Art. 79 Abs. 3 des Grundgesetzes, DoV 

1965, S. 433ff.(435) “국가기관이 그 내용을 유권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불확정 
개념”이다. 이에 대한 중요한 문헌으로는 A Stohlmann, Die Unbestimmt
barkeit der Begriffe “Rechtsstaat” und “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 in der Rechtsprech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Diss. 

Munster 1965. S. 54ff. ; M. Ruland, Der Begriff der freiheitlichen demo
kratischen Grundordnung im Grundgesetz 파r Bundesrepublik Deutschland, 
Diss. Berlin 1971이 었다. 

48) 이러한 비판으로는 예컨대 H.J ahrrei/3,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soll 
“Huter der Verfassung'’ sein. Einige Bemerkungen zum Entwurf eines 

Gesetzes uber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in : Ju V 1950, S. 12lff. ( 123) : 
M. Freund, Der Sundenfall-Zum Prozeβ gegen die SRP, Karlsruher 

Eindrucke, in : Die Gegenwart 1952, S. 454ff. ( 456). 

49) G. I」eibholz, (주29), 참조. 

50) E. Kaufmann, Die Grenzen des verfassungsm짧igen Verhaltens nach dem 
Bonner Grundgesetz, insbesondere : was ist unter einer freiheitlichen 
demokratischen Grundordung zu verstehen?, in : Festvortrag auf dem 39. 
deutschen J uristentag, Tu.bingen 1952‘ 이곳에서는 E. Denninger, (Hrs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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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러한 방향의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양자는 결론에 있어서는 민주적 가치 
내지는 가치로서의 민주주의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대단히 유사한 결과에 이 

르렀다. 따라서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나 그에 포함된 민주주의 보호는 일단 

자명한 것으로되었다. 그결과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표준적 정의는 

연방 헌법 재판소의 판결에 맡겨질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연방 헌법 재판소는 1952년 10월 23일 자 사회주의 제국당(SRP) 위헌 판 

결에서 다음과 같이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하여 판시하였다. 

“기본볍에서 내려진 헌법 정책적 결단에 따르면, 결국 자유민주적 기본 질 

서의 기초가 되어 있는 것은 인간은 창조 질서 내에서 고유의 독자적 가 치를 

지니며 자유와 평동은 국가적 통일의 항구적 기본가치라는 생각이다. 그러므 

로 기본 질서는 가치 구속적인 질서이다. 이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와 평등을 

거부하는 배타적인 통치 권력으로서의 전체 국가의 반대 개념이다‘ … 그러 
므로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는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그때 그때의 다수의 의사에 따른 국민의 자기 결정과 자유 및 평등에 기초하 

는 볍치 국가적 질서를 의미하는 질서라고 규정할수 있을 것이다. 이 질서의 

근본적 원칙으로서는 적어도 다음의 것을 포함시켜야만 할 것이다. 기본법에 

구체화되어 있는 기본적 인권 특히 생명과 그 자유로운 발현을 위한 인격권 

의 존중, 국민 주권, 권력 분립, 정부의 책임성, 행정의 합볍률성, 사법권의 

독립, 복수 정당 원리와 합법적인 야당의 결성과 활동의 권리를 포함한 모든 

정당에 대한 기회 균등”51) 이 그것이다. 

2. 학설의 태도 

독일 연방 헌법 재판소법 제31조에 따르면 연방 헌법 재판소의 결정은 법 

적인 구속력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 헌법 재판소의 결정은 문헌에서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다루는 출발점이 된다. 그러나 부분적인 측면을 다 

룸에 있어서는 대단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사회 국가가 포함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하 

여 견해가 나누이고 있다. 즉 하만/렌츠 (Hamann /Lenz)는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연빙- 헌볍 재판소의 개념 규정은 충분한 것이 아니라고 한 

다. 그 이유는 법치 국가 사상과 관련하여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속하는 

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 Bd. I, Frankfurt /M 1976, S. 

95111을 참조했음. 

51) BVerfGE 2,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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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가 원리가 분명히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52) 그에 대하여 

뒤리히 (Durig)는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사회 국가 원리를 포함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자유 민주주의는 여러가지 사회 체제를 그 안 

에 수용하며, 특히 자유 민주주의가 경제 영역에서는 상대적이기 때문이라고 

한다.잃) 

다음으로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가 반전체주의적인 것인가 또는 반파시즘 

적인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견이 대립되어 있다. 우선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 

에서 반전체주의를 보는 대표적인 학자는 라이프홀츠이다. 그에 따르면 민주 

주의는 국민 주권의 원리, 국가 의사 형성 참가에 있어서 수량적 • 산술적 평 

둥 및 자유로운 여론 형성의 체제 전체를 내용으로 하는 정치적 자유를 기초 

로 하여 만들어 졌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틀은 자유주의적 법치 국가 

적 민주주의의 형태와 절차로서, 그것은 헌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다수의 국 

민에 대하여도 보장되는 규범적 • 실질적 내용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서 자유라고 하는 수식어는 상술한 민주주의 형태와는 상 

이한 형태의 민주주의 즉 나치즘과 인민 민주주의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한다.닮) 이러한 견해는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전체주의적 권력 체 

제에 대한 모든 대항의 총체”라고 보는 슈미트 글래져( Schmitt Glaeser), 55)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전체주의 국가에 대한 반대적 지위”로 파악하는 

룰란트(R띠and)56) 등의 입장으로 현재 독일에서는 다수설의 입장이다. 

이에 대하여 슈투비 (G. Stuby)는 다음과 같은 네가지 이유에서 반파시즘 

론을 주장하였다. ( 1) 반파시즘이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의 현실적 내용으로 

서, 기본법의 성격 전체를 규정하는 것으로 존재하고, 그것은 냉전의 격화 중 

에도 유지되었다. (2) 이러한 기본법과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의 반파시즘적 

성격에 의하여 투쟁적 민주주의의 제규범이나, 볍치국가적 제규정, 또는 경 

제적 자유권의 제한조항등은모두 반파시즘적 기능을 갖는 것으로 파악된 

다. (3)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는 파시즘에로의 발전에 대한 규범적 저지 

의 측면과 사회주의로의 발전에 대한 개방성의 측면이 존재한다. (4)사회주 

16 

52) A Hamann /H. Lenz, Das Grundgesetz fu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vom 23. Mai 1949. Ein Kommentar fur Wissenschaft und Praxis, 3. Aufl., 

Neuwied /Berlin 1970, Art. 18 Anm. B3, S. 317f. 

53) Durig, in : Maunz /Durig /Herzog, Grundgesetz, Art. 18 Rdnr. 49 FN 1. 

54) Leibholz, (주29), 참조. 

55) W.Schmitt Glaeser, Mipbrauch und Verwirklichung von Grundrechten im 
politischen Meinungskampf, Bad Homburg u. a. 1968, S. 43. 

56) Ruland, (주47),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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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국당 판결에서 행한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의 정의는 따라서 역사적 합 

리성을 가지나, 구 독일 공산당(KPD) 판결뜬 잘못된 것이다. 57) 

v.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의 구체적 구성 요소에 대한 검토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독일 연방 헌법 재판소가 열거한 자유 민주적 기 

본 질서의 구체적 구성 요소에 대해서는 그것이 자의적인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58) 따라서 이곳에서는 이러한 요소들과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 사이에 

존재하는 구체적 매개 관계 내지는 이러한 요소들이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 

에 대하여 가지는 의미를 검토하여 보겠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전의 글59)에 

서 주제의 제약성 때문에 간단한 지적으로 끌냈던 부분에 대한 대답이 될 것 

이다. 

1. 기본권존중 

인권의 헌볍상 실정화인 기본권은 서구 문화의 산물이다. 처음으로 기본권 

을 규정한 헌법 문서는 1215년 『영국의 대헌장』(Magna Charta Liber

tat um)으로 간주된다.%)그 뒤를 이은 1627년의 『권리 청원』 (Petition of 

Rights)은 모든 영국인에게 자의적인 체포에 대한 보호의 권리를 보장하였 

으며, 1679년의 『인신 보호령』(Habeas Corpus-Act)은 개인적 자유를 보호 

하였다. 그리고 1689년의 『권리 장전』 (Bill of Rights)은 정부가 의회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수많은 권리들을 규정하였다• 61) 

57) Stuby의 주장은 이관회, “ Bonn 기본법에 있어서 자유 민주주의적 기본 질서,” 방 

산 구병삭 박사 정년 기념 『공법 이론의 현대적 과저l』. 박영사 1991, 441면 이하 
(453)에서 재인용한 것임. 김민배, 지배이데올로기로서의 ‘전투적 민주주의’의 논 

리와 그 비판, 민주법학 4, 1990, 8면이하(29-33면)는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반 

전체주의론, 반공산주의론, 반파시뜸 일원론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58) 이 글의 I 및 (주18) 참조. 

59) 홍성방, (주19), 7. 8변, 
60) M. Kriele, Zur Geschichte der Grund und Menschenrechte, in: Offentliches 

Recht und Politik, Festschrift fur H. H. Scupin, 1973, S. 187ff. ; ders., 

Einfuhrung in die Staatslehre, Reinbek, 1975, S. 15lff. 기본권의 원형이 무엇 
인가에 대해서는 학설이 일치되어 있지 않다. R. Schnur, (Hrsg.), Zur 
Geschichte der Erklarung der Menschenrechte, 1964. 참조. 

61) 인권 벚 기본권의 발달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것은 G. Oestreich, Die Entwick
lung der Menschenrechte und Grundfreiheiten, in : Bettermann /Neumann I 
Nipperdey, Die Grundrechte, Bd. I. 1. Halbbd., 1966, S. lf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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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본권의 본격적인 목록은 계몽주의 시대에 양섬과 신앙의 영역에 

서 더욱 확대된다. 즉 시민적 자유주의의 사회 이론에 따르면 개인에게는 가 

능한 한 광범한 행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따라서 개인은 절대적 가치 

의 주체로서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에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없) 이러한 

자유주의적 방어권으로서의 기본권은 북미 여러 식민주의 헌법들과 특히 미 

국 독립 선언 및 미연방 헌법에서 인권의 개념으로 승화된다, 63) 그리고 계몽 

주의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1789년 8월 26일의 프랑스의 『인간 및 시민의 권 

리 선언』에는 자유, 재산권, 안전 및 저항권이 실정화되어 있다. 

이미 시민 사회 초기부터 무산(無塵) 개인들이 그들의 불리한사회적 지위 

를 근거로 국가에 대하여 청구권을 요구하는 새로운 기본권관이 생겨났으며, 

이에 대한 최초의 성문화는 1793년 프랑스 헌법에 나타나고, 1919년 바이마 

르 헌법에서는 이를 기본권 편에 상세히 규정하였다, 64) 

인권의 요청과 민주적 국가 질서의 요청은 서로 제약적인 관계에 있다. 65)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위한 자유가 민주주의를 전제하듯이 민주주의 또한 법 

적으로 보호된 모든 사람을 위한 자유를 전제로 삼기 때문이다. 즉 모든 사람 

에게 동일하게 보장되는 자유권으로서의 인권은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의 근 

본적 전제이기 때문이다.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와 관련하여 특히 중요한 것은 언론의 자유이다. 왜 

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정치적 결정이나 권리 위임에 대하여 동등하게 발언할 

수 있을 때에만 그들은 통치 권력을 자발적으로 받아 들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만 갈등과 대립은 평화롭게 해결되고 힘의 대립이 

아닌 이념의 대치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를 실현시 

키기 위해서는 “여론의 독점적 형성이 자유 언론에 주는 위험을 미연에 방 

지”66)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자의적인 체포와 형사소추로부터 개인을 철저 

18 

62) E.T. v. Heu/3, Liberalismus, in : Evange!isches Staatslexikon, Sp. 1476ff. 참 

조 

63) F.Hartung, Die Entwicklung der Menschen-und Burgerrecht von 1776 bis zur 

Gegenwart, 3. Aufl., 1964, S. 11. 

64) 사회적 기본권의 역사적 전개에 대하여는 S.-B. Hong, Soziale Rechte auf der 
Verfassungsebene und auf der gesetzlichen Ebene, Diss. Kain 1986, S. 6 24 참 

조 

65) Kriele, Einfuhrung in die Staatslehre, S. 335ff. 의 입장.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반대 의견도 있다. 예컨대 H. H. Klein, Die Grundrechte im demokratischen 
Staat, 1974. 

66) BVerfGE 20, 162(175).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히 보호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기본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인간 

은 끊임없이 위협에 직면하게 되고, 그 내용이 정신적인 것이든 정치적인 것 

이든 또는 종교적인 것이든 일체의 의사 표시나 행동에는 개인적 자유의 상 

실이라는 높은 대가가 뒤따르게 되며, 공포는 결국 사람들의 업을 봉해 버리 

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67) 

2. 국민주권 

국민 주권의 개념은 절대주의의 꾼주 주권에 대한 투쟁 구호로서 성립되었 

다. 중세 후기의 사회는 수많은 계곱 특권에 기초를 두고 성립하였던 반면, 

절대 군주는 그에 대하여 혈통을 근거로 무제한적으로 통치권과 행정권을 주 

장하였다. 이러한 출생과 관련된 주권은 국민 주권에 의하여 부정되었다.%) 

국민 주권은 출생과 관련된 정치적 지배권 상속의 불평등을 제거함으로써 

“기본권적인 평동 원리에 해당되는 조직볍적 상응물”69)로서의 평등을 이룩 

하였다. 국민 주권 원칙이 서구에서 혁명적으로 관철되면서 그것은 신분제 

적, 절대주의적 사회 조직에 필수적이었던 출생을 통한 권력 승계를 부인하 

였고 그와 동시에 이러한 사회 질서와 그뜰 통하여 조직된 국가를 파괴하였 

다. 

그러나 주권자인 국민은 여러 가지 사정상 스스로가 주권을 행사할 수 없 

었고 따라서 주권의 행사는 국민 대표 기관인 의회에 위임할 수 밖에 없었으 

며, 이로부터 곧 누가 선거권을 가지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될 수 밖에 없었 

다. 그러나 이에 대한 원칙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 주권 원리를 처음 

으로 도입한 1791년의 프랑스 헌법은 투표일 현재 만25세이며 1년 이상프랑 

스에 주소를 가진 자로서 어느 집의 하인이 아니고 매년 비교육 노동자의 3 
일분 임금에 해당되는 직접세를 부땀한 남자만을 투표권자로 정하였다. 70) 이 

틀을 시민 (Citoyen) 이라 했다. 비록 프랑스 혁명 헌법의 국민 주권이 “부르 

67) Kriele, (주65), S. 152. 민주주의와 기본권의 관계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논의는 

J.Perels (Hrsg.), Grundrechte als Fundament der Demokratie, Frankfurt /M 

1979에 수록되 어 있는 여 러 논문탈과 더 나아가서 H.Broch, Menschenrecht und 

Demokratie, Frankfurt /M 1978도 참조하라. 
68) M.Drath, Staat, in : Evangelisches Staatslexikon. Sp. 2438ff. 참조. 

69) A.Azzola, Die “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 und ihre 
Verteidigung, in: Blatter fur deutsche und internationale Politik, 1972, S. 

802ff. ( 808). 

70) 동헌법 제1장 제2절 제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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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적” 시민 계급에만 한정되기는 하였지만, 이 시기에 벌써 모든 인간은 

자유와 정치적 자결에 대한 동등한 청구권을 가져야 할 것이라는 의식이 싹 

트게 되었다. 71)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1919년 8월 11일의 바이마르 헌법 제22 

조에 따른 1920년 4월 27일 제국 선거볍에 의하여 설현된다. 이 법에 따르면 

제국 의회의 의원은 비례 선거의 원칙에 따라 만20세 이상 남녀의 보통, 평 

등,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국민 

주권은 국민과 능동 시민(Aldi vburger) 의 일치, 즉 시민의 자격을 자의적으 

로 제한할 수 없다는 사고가 지배하게 되었다. 

이상에서 간략하게 설명한 바와 같이 국민 주권이란 개념은 구체적인 역사 

적 상황하에서 특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 비 

록 오늘날 그에 대한 이해가 변하기는 하였지만 국민 주권은 자주적 국가 질 

서의 기본적인 조직적 전제를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보통, 평등, 

비밀, 직접 선거를 통하여 일정기간 지배에 대한 위임을 공동 결정한다는 것 

은 지배에 복종하는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국가 권력을 수인(受忍)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정해진 기간동안 지배권 

을 행사하게 함으로써 비로소 상충하는 정치 세력과 이해 관계 사이에 평화 

로운 공존과 통합의 가능성이 보장될 것이며 그러한 것을 통해서 지배는 정 

당화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국민 주권은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의 필수 조 

건이라할수있다. 

3. 권력 분립 

오늘날 우리는 권력 분립이라는 말로써 국가의 정치 권력이 입법 작용, 행 

정 작용, 사볍 작용으로 기능이 분립되어 있는 헌법 체계를 지칭한다. 그리고 

이 세가지 기능이 권력을 상호 억제하고 통제함으로써 국가 권력의 순화에 

이바지하게 되는 이 원칙의 창안자를 보통 몽테스큐(Montesquieu)라고 부 

르고 있다. 72) 

그러나 몽테스큐는 기능 분립이라는 의미에서 3권 분립을 전개하지는 않 

았고 오히려 분립된 주권의 이론을 전개하였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당시의 

프랑스는 왕이나 귀족이나 성직자나 시민 계급의 어느 편도 상대방을 능가할 

정도로 강력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급간의 공통된 이익이 관철되리라는 것이 

다. 그리고 이러한 (계급간의) “권력의 균형”은 제3신분의 관심사는 제3신분 

20 

71) M. Kriele, (주65), S. 330f. 
72) E.Forsthoff, Gewaltenteilung, in : Evangelisches Staatslexikon. Sp. 857 

(859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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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가 규율하며, 공통된 관심사는 왕과 귀족원과 시민원의 상호 동의에 

의하여 규율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왕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만 법률을 공 

포할 수 있으며, 의회 중 어느 한 원(院)에서만 통과된 법률에 대해서는 거부 

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러한 한에서는 왕은 중립적 권력일 수가 있다. 이 

렇듯 상이한 주체에 사실상 법률 제정권을 분립시키는 것이 몽테스큐에게는 

권력의 분립을 의미했고 그러한 의미에서 그의 권력 분립 이론은 “분립된” 

주권 이론이라고 부를 수 있다'73) 몽테스큐는 주로 외교권과 군사권에 해당 

되는 집행권을 왕의 권한으로 보았으며, 사법권에 대해서는 거의 의미를 부 

여하지 않았다. 

그에 반하여 루쏘(Rousseau)는 국민 주권의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는 권력 

분립론을 폈다. 따라서 그에게는 주권자인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입법자만이 

원칙적이고 분립되지 않은 법률 제정권을 가져야 했으며, 행정부는 법률을 
집행하되 주권자의 결정을 조금이라도 변경해서는 안되었다. 법원은 구체적 

인 경우에 입법자의 의지를 선언해야 하며, 그러한 한에서 법원은 법률의 명 

령에 구체적으로 종속되었다. 법관의 독립은 단지 행정부에 대해서만 타당한 

것이었다. 

오늘날 권력 분립 원칙은 몽테스큐나 루쏘가 봉건 제도와 대항하기 위한 

초기 시민 계급의 조직 필요에 따라 구성한 의미를 상실하여 버렸다. 더구나 

권력 분립은 오늘날 몽테스큐가 주장한 의미에서 주권의 분립이 아니다. 왜 

냐하면 모든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주권은 전적으로 분립되지 않은 채로 

국민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또한 루쏘의 권력 분립론도 오늘날은 의미를 

상실하였다. 왜냐하면 행정부는 어떤 한 겨l급에 의하여 구성되지도 않으며, 

행정 작용의 상위 개념인 통치 작용은 이제는 더 이상 입법 작용과 견줄 수 

있는 독자적 권력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오늘날은 권력 집중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권력 분립이 지유 민주적 기본 질서와 관련하여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아마도 권력 분립 이념이 가지는 반 전체주의적 내 

용 때문에 자유 민주적 국가 권력이 법적으로 규율된 상이한 체계화를 필요 

로 한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유 민주주의의 이념인 자유 

와평등과 관련해서 권력 분립이 가지는의미는크다. 즉자유와평등을통해 

서 보장되는 인간의 존엄과 그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인권은 권력 분립을 

73) M.Drath, Die Gewaltenteilung im heutigen deutschen Staatsrecht, in: 
Faktoren der Machtbildung, Bel. 2(1952), S.99ff. (lO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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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국가 권력이 구속될 것을 전제로 한다'74) 

4. 정부의책임성 

독일 연방 헌법 재판소에 따르면 정부의 책임성은 국민 대표 기관에 의한 

집행권의 통제, 즉 의회에 대한 책임을 뜻한다, 75) 이러한 의미의 의회에 대 

한 정부의 책임은 군주 주권에 대한 시민의 투쟁 과정에서 관철되었으며, 의 

회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통하여 국민 주권은 조직적으로 실현되었다. 

그러나 의회와 정부 사이의 대립 상황은 오늘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의회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 자체가 생소 

한 개념이기도 하다. 즉 의원 내각제 국가이든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든 오늘 

날에는 주권자인 국민을 제외하고는 정부의 권력을 정당화시켜주고 제한하 

는 권력의 원천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의회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은 오 

늘날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는 주권자인 국민이나 그 대표 기관을 통한 내각 

의 새로운 구성, 개각, 소환의 가능성을 뜻한다. 그리고 대통령 중심제 국가 

에서의 정부의 책임성은 새로운 선거에서 “소환”이라는 형태로 주권자인 국 

민에 대하여 행정부의 수반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이해될 수 밖에 없다, 76) 

따라서 정부의 책임성이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하여 가지는 의미는 

주권자인 국민 또는 그 대표 기관을 통하여 공직 담당자를 대체하거나 소환 

하는 가능성으로서의 국민 주권의 조직적 변형일 뿐이다. 

5. 행정의 합법률성 

행정의 합법률성의 원칙은 개인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무제한적이어야 하 

며 국가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77) 초기 시민적 법 사상에 

서 기원하였다. 따라서 1791년의 프랑스 헌법은 행정이 시민의 자유와 재산 

을 침해하려면 입법자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한 한에서 행정의 합볍률성의 원칙은 정부의 책임성의 원칙과 마찬가지 

로 국민 주권의 조직적 변형이라고 할 수 있다, 78) 

74) M.Kriele, Die demokratische Weltrevolution, Miinchen /Zurich 1987, S. 34 

및 각주(1) 참조(홍성방 역, 민주주의 세계 혁명, 도서 출판 새남, 1990, 36면), 

75) BVerfGE 5, 85(1991). 

76) Drath, (주73), S. 131. 

77) C.Schmitt, Verfassungslehre, S. 130. 

78) R.Zippelius, Allgemeine Staatslehre, 4. Aufl., Miinchen 1973, S. 17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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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침해를 예견 가능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법적인 결정 근거가 

일정한형식에 합치되어야만하며, 특히 국민들이 인식할수있고이해할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법률은 국가적 침해에 대하여 시민적 

자유를 보장하는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안전에 대한 보장 수단이 된다. 이 

러한 행정의 합법률성의 원칙은 오늘날에는 침해 행정의 분야 뿐만 아니라 

급부 행정의 영역에도 적용되고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 대다수의 국민의 기 
초적 생활 필요와 그들의 사회적 생존은 많은 부분 급부 행정을 떠나서는 충 

족될수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의 합법률성이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하여 가지는 의의 

를 국가의 모든 지배의 표현을 주권자의 의사에 구속시킨다는 의미에서 국 

민 주권의 조직적 변형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6. 사법권의 독립 

사법권의 독립은 시민적 볍치 국가의 중요한 구성 요건이다. 볍관은 절대 

주의 시대에는 전적으로 왕에게 예속되어 있었다. 시민 계급이 사회의 주역 

으로 되고 난 후 사법부는 입법자가 규정한 대로 법률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하여 왕과 그의 영향하에 있던 행정부로부터 독립하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시민적 의회와 군주적 행정부의 대치라는 공식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볍권의 독립에서 중요한 것은 국가적 결 

정에 대한 사법부의 전속적 검토와 오직 법적 양섬에 따라 비법적인 모든 지 

시로부터 자유로운 법관에게 호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러한통제 기관은 지시로부터 자유롭고 불편부당한위 

치에 있어야할것은물론이다. 

이러한 사법부의 독립은 국가적 지배 권력의 독점화를 반대하는 자유 민 

주적 기본 질서의 요청에 합치되며 그 요청을 충족시킨다 할 수 있다. 

7. 복수정당제 

이제까지 열거한 요소들이 시민적 헌법 국가의 초기부터 존재해 온 것이 

라면, 복수 정당제는 그렇지 않다. 뿐만 아니라 복수 정당제는 시민적 헌볍 

국가의 초기 이론에서도 나타나지 않는다.%) 

79) E.E.Brunner, Die Problematik der verfassungsrechtlichen Behandlung 
extremistischer Parteien in den westeurop짧schen Verfassungsstaates, 

Zurich 1965, S. 1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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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쏘의 초기 시민적 헌법 이론은 시민 계급을 대표하는 인민 (Nation) 의 

이익이 모순없이 일치한다는 데에서 출발한다. 이 이론에 따트면 공공복리는 

원칙적으로 모든 시민에게 균등한 것이며, 모든 시민은 자신의 사회적 입장 

과는 관계없이 공공복리를 의식하고 인식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모든 시 

민은 공공복리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의 정치적 행동의 방향 

을 이에 맞출 수 있다고 한다. 정치적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토론이 필요하 

지만, 이 토론도 이해 관계를 전적으로 공공복리에 지향한 같은 방향의 토론 

이어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일치된 이해 관계 때문에 모든 시민은 원칙적으 

로 인민 (Nation) 의 대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상응하여 선거에서 

는 파당의 이익이 문제되지 않고, 공공복리를 지도하고 관철하는데 가장 적 

합하다고 생각되는 자를 선출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시민적 공공복리가 현실적으로 통일되리라 

는 낙관주의는 절대주의적, 계급 국가적 체제에 대한 대치 관계에서만 나타 

났을뿐 그 이상도그 이하도 아니었다, 즉프랑스혁명기에 프랑스에서는급 

진 시민을 대표하는 자코방당과 구체제와 타협할 준비가 되어 있던 지롱드당 

이 최초의 양대 정당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현실적으는 시민적 정당은 특수 

이익을 대변하시 위한 조직임이 입증되었다. 811 

이렇게 하여 성립된 복수 정당제는 오늘날은 다양한 정치 노선 사이의 선 

택 가능성, 즉 능동 시민이 어떤 정치적 집단에 국가의 지도를 위임하고 그렇 

게 함으로써 다른 정치적 집단에게는 지배에 대한 정당성을 거부하는 것을 

뜻한다. 정당 활동의 자유는 의사 소통 기본권( Komrnunikationsgrund 

recht) 에서 유래하며, 정당의 기회 균등은 최소한 선거와 관련하여 차별 금 

지를 의미한다. 선택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의견을 달리하는 

두개 이상의 정치적 집단이 존재하여야 한다. 즉 복수 정당제는 누구도 자신 

의 의사를 명백히 하고 그것을 집단에 의하여 대표하는 것에 간섭받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그 결과 현설적으로 존재하는 정치적 반대 의사가 정당을 결 

성하고 평등하게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표현될 수 있어야 한다• 82) 

따라서 복수 정당제는 민주적 평판 국가(平板國家)에서는 주권자나 국민 

의 경쟁적 의견과 이해 관계와 펼요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 

24 

80) 루쏘, 사회 계 약론, 제2권 1장, 3장 및 4권 l장, 2장 참조. 

81) 이러한 사실은 영국에서의 휘그당(Whigs) 과 토리당(Tarries) 의 성립 및 미국에 

서의 연방주의자 (후일의 공화당) 및 공화주의자 (후일의 민주당)의 성립에서도 

입증된다. K. Hesse, Politische Parteien, in : Evangelisches Staatslexikon. 

Sp. 1770ff. ; Kriele, (주65), S. 321ff. 참조. 

82) BVerfGE 5, 85(223f.,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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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정당에 의하여 조직화된 의견들을 배제한다는 것은 자유 민주주의의 

한계 문제인 것이다. 

8. 사회 국가 

사회적 정의와 사회 보장을 이념으로 하는 사회 국가는 특히 산업 혁명이 

가져 온 사회 변화에 대한 대답이다.잃) 동시에 사회 국가는 국가의 간섭없이 

도 사회가 스스로 자기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이론, 즉 국가의 과제는 주로 국 

내외의 안전에만 한정된다는 이론에 대한 부정으로서 나타났다, 84) 그 결과 

사회 국가는 사회적 정의의 척도에 따라 재화와 사회적 지위를 균형시키고 

자 한다. 즉 사회 국가는 사회적 세력 관계에 균형을 부여하고 사회적 약자 

를 도와 그들로 하여금 사회적 강자와 마찬가지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 

도록 할 것을 요청한다.없) 

이러한 사회 국가가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의 구성 요소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되어 있지 않다. 예컨대 하만/렌츠(Haman /Lenz)는 사회 국 

가가 가지는 볍치 국가와의 관련성을 이유로,86) 슈미트( W. 0. Schmitt)는 
사회 국가의 반전체주의적 의미 내용을 근거로87) 사회 국가가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의 구성 요소가 된다고 하나, 뒤리히 (Durig)는 반대 의견을 표하 

고 있다.뻐 독일 연방 헌법 재판소는 사회주의 제국당 위헌 판결없)에서는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으나, 구 독일 공산당 위헌 판결 (KPD-Urteil)90>에서 

이 문제를상론하였다. 

“만일 모든 국가적 조치의 지도 원리로서 ‘사회적 정의’, 즉 기본법에 ‘사 

회 국가’를 특히 강조함으로써 강조된 요청에로의 진보를 내세울 수 있다 

면, 이는 고도로 구체적 형성이 필요한 원리이다. 그때 그때 일어나는 일은 

사회 생활을 헝성하는데 참여한 포든 사람들과 집단들의 계속적인 논의에 

서 확인된다. 이와 같은 투쟁은 국가 내에서 정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83) W.Martens, Grundrechte im Leistungsstaat, VVDStRL 30 (1972), S. 7(1이. 

84) G.Haverkate, Rechtsfragen des Leistungsstaates, Tubingen 1983, S. 40ff. 

85) Kriele, (주65), S. 334. 

86) Hamann /Lenz, (주52) 참조. 

87) W.0.Schmitt, Der Begriff der freiheitlichen demokratischen Grundordnung 

und Art. 79 Abs. 3 des Grundgesetzes, DδV 1965, S. 433ff. ( 442). 

88) Durig, (주53) 참조. 

89) BVerfGE 2, 1. 

90) BVerfGE 5, 85(198,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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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에서 첨예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서는 동시에 이러한 견해들이 해명되고 변화하는 과 

정이 일어난다. 최종적으로 도달된 결정은 언제나 하나 또는 다른 집단 혹 

은 사회 계층의 바람과 이해 관계에 대웅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질서의 경 

향과 그에 포함된 모든 현실적이고 정신적인 세력들 사이의 자유로운 논의 

의 가능성에서… 모든 이의 이해 관계를 조정하고 보호하는 결과를 가져 온 

다. 전체의 복지는 처음부터 어떤 특정 계급의 이해 관계나 바람과 동일시 

되어서는 안된다. 모든 시민의 복지를 똑같이 조장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부 

담을 똑같이 분담하는 방향으로 원칙은 추구되어야 한다. 볍치 국가의 형식 

안에서 사회 민주주의의 이상이 성립한다.91) ” 

1992 

그러므로 사회 국가 원리의 임무는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생존의 최소한을 

보장하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사회 국가 원리는 사회적 불평등을 끝 

없이 제거하고그와동시에 사회적, 경제적 약자가사회적 기회나지위에 동 

둥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헌법상의 형성 위임인 것이다. 92) 즉 사회 

적 불평등을 제거함으로써 소외된 주민들의 더 많은 자유 확보는 가능하다. 

그리고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가 특히 어느 정도 물질적 최소한에 근거한 인 

간의 생명과 자유로운 발현에 대한 인격권으로서 특정지워진다면, 자유 민 

주적 기본 질서에 기초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국가는 최소한 개인에게 이러 

한 물질적 전제 조건을 마련해주어야만 할 것이다.잉)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 

국가는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탱하는 통합 요소이자 본질적 조건이라 

할수있을것이다. 

9. 국제 펑호}주의 

자유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고자 한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은 폭력 특히 인간의 존엄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전쟁에 

서 철저하게 부인된다. 따라서 국제 사회에 있어서의 민주주의는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전쟁의 금지와 평화의 보장없이는 성립될 수 없다. 

91) BVerfGE 5, 85(198). 

92) Hamann /Lenz, (주52), S. 67. 

93) Hamann /Lenz, (주52). S. 64. 

26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VI.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와 구체적 헌법 문제 

1.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와 정당 

1) 우리 헌볍의 정당규정 

우리 헌볍은 제8조에서 『정당은 그 목적 •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 

며, …』(동 2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 

는--- 해산된다.』(동 4항)고 하여 반민주적 또는 비민주적 정당에 대한 해산 

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때 민주적 기본 질서는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와 

동의어로 해석해야 함은 위에서 살펴 보았다.(III) 

2) 가치 상대주의적 민주주의관 

그러나 우리 사회에 비교적 널리 퍼져 있는 견해는 민주주의를 순 형식적 

으로만 이해하여 관용과 다수결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정치 형식으로 파악하 

고 있는 듯하다. 즉 가치 상대주의야 말로 자유 민주주의의 본질적 내용이라 

고 믿는 사람은 의외로 많은 듯하다. 

이와같은 상대주의적 민주주의 이론의 대표적 주장자를 우리는 켈젠 (H. 

Kelsen)에게서 발견하게 된다. 켈젠은 민주주의를 “자유와 평등을 이념으로 

하는 그러나 사회 질서가 그 구성원에 의하여 형성되는 국가 형태 또는 사회 

형태94)로 이해하고”, 민주주의의 본질적 징표는 국민의 일반적 볍 규범 형성 

에의 참여%)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켈젠은 자유의 이념에 따라 다수결 원리 

를 인정한다. 96) 그리고 그 배경에는 어떠한 절대적 친리나 절대적 가치도 객 

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으며, 따라서 결국 다수결 원리에 따라 타협한다%)는 

주관주의적 상대주의의 태도가 있다. 그리하여 켈젠에 있어서는 민주주의는 

사회 질서를 형성하는 형식이고 방법에 볼과할 뿐이다• 98) 즉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서의 가치만을 가진다고 한다. 99) 

94) H. Kelsen, Vom Wesen und Wert der Demokrate, 2. Aufl. (1929), S. 14. 

95) H. Kelsen, Reine Rechtslehre, 2. Aufl. (196이, S. 143. 

96) H. Ke!sen, (주94), S. 53ff. 

97) H. Kelsen (주94), S. 57ff., 100. 

98) H. Ke!sen, (주94), S. 99. 

99) 그러므로 켈젠은 바이마르 공화국이 멸망하기 직전인 1932년에도 다음과 같이 말 

할 수 있었다. “다수의 의사에 반하여, 심지어는 무력으로써 자신을 주장하고자 

하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이기를 그만 둔다. 국민의 지배는 국민에 반하여 존재할 

수 없다·--. 즉 민주주의에 찬성히는 자는 민주주의를 구원하기 위하여 숙명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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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어적 민주주의 

그러나 이러한 민주주의에 대한 형식적 이해는 종종 악용되어 왔다는 사실 

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1920년대 독일 사회에 이런 유(類)의 상대주의적 민 

주주의가 만연하여 민주적 방식에 의한 민주주의의 파괴, 즉 히틀러의 전례 

없는 독재에 이르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역사는 설령 온전히 민 

주적인 방법, 즉 다수결에 의하여 민주적 헌법 질서를 폐기하고 전체주의적 

국가 체제로 이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전체주의 체제 아래서는 동일한 방법 

으로 민주주의로 되돌아 오기는 대단히 힘들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그렇다면 민주적 방법에 의하여 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하는 것에 대하여 민 

주주의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여야 하는 것일까? 바꾸어 묻는다면, 민주적 다 

수결이 전반적인 일반 의사로까지 확대되고, 그럼으로써 어떠한 임의의 내용 

과도 결합되는 것을 민주주의는 그저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이러한 물음에 

대한 대답이 나치즘의 잔혹성을 철저히 경험한 후 제정된 본(Bonn) 기본볍 

제21조 2항 『그 목적이나 추종자의 행태에 있어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 

해 또는 폐지하려 하거나 또는 독일 연방 공화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려는 

정당은 위헌이다. 위헌성의 문제에 관하여는 연방 헌볍 재판소가 결정한다』 
이다.뻐) 

따라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다수자의 의사를법에 종속시키고그것을 

헌볍 속에 간직된 규범적 가치에 구속받게 하는 고양(高揚)된 헌법 보호가 

될 수 밖에 없다. 101) 그러므로 형식적 절차에 합치된다는 민주적 합법성만으 

로는 기본볍의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으로 정당한 행위가 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며,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하려는 정치적 활동은 제한될 수 밖에 

없다. 102) 그렇기 때문에 자유 민주주의의 기초를 파괴하는 전체주의와 민주 
주의는 양립할 수 없으며, 모든 다른 헌법들과 마찬가지로 자유 민주적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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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과 독재에 호소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비록 군함이 침몰한다 하더라도 군기 

에 충실해야 한다.” J삶mei/3, “Demokratie, Selbstbew띠theit-Sel bstgefabrdung

Selbstschutz”, in ; Festschrift fur Richard Thoma, 1950, S. 96에 서 재 인용. 
10이 물론 본기본볍 이전에도 가치 상대주의의 약점을 지적하고 민주주의의 활로로서 

전투적 민주주의를 주장한 견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예컨대 K. Iρewenstein, 
“Militant Democracy and Fundamental Rights”, in : American Political Sci 

ence Review, 1937, PP.417, 433, 638-658; K. Mannheim, Diagnosis of Our 

Time, January 1941, S. 4ff. (독어판. Diagnose unserer Zeit, Zurich u. a., 
1951, S. 9ff.) 참조. 

101) Leibholz, (주29), S. 138ff. 
102) Leibholz, (주29), S.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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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자신의 적에 대항하여 법이라는 무기로 자위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할 것 

이다_ 103) 자유를 잘못 이해함으로써 자유 자체를 불합리한 것으로 논증할 수 

있다고 믿으며, 나아가 이를 폐기할 수 있다고 까지 믿는 실체없는 상대주의 

나 허무주의는 민주주의의 자기 파괴를 조장한다. 그러나 자유는 무구속이나 

자의는 결코 아니며, 자유 민주주의 결속에 의한 구속을 전제한다 할 것이다. 1여) 

이러한 이론을 토대로 서독 연방 헌법 재판소는 사회주의 제국당(SRP)판 

결에서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의 개념을 규정함으로써 가치 구속적 민주주의 

의 이해를 위한 발판을 만들었으며 105) 구 독일 공산당(KPD)판결은 방어적 

( strei t bare)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개념을 사용하여106) 가치 구속적 민주주 

의의 성격 규정을 시도하였고, 이와같은 입장은 그 이후의 여러 판결들에서 
계속되고 있다. 107)108) 

4) 우리 헌법 제8조 4항의 의미 

우리 헌볍은 독일 기본법 제21조 2항의 예에 따라 그 제8조 4항에서 목적 

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의 해산 가능성을 명문으로 

인정함으로써 그 가치 구속성을 명백히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헌법이 방어 

적 민주주의에 기초하고 있다는 결론을 쉽게 이끌어 낼 수 있다. 109) 

그러나 우리의 헌법 현실은 독일의 그것과는 다르다. 즉 독일의 정당 해산 

조항이 나치즘의 처절한 경험에서 비롯하여 자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전체 

주의 정당을 염두에 두고 설정된 조항이라면, 우리 헌법의 정당 해산 조항은 

정부의 야당 탄압의 경험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1958년 2월 25일 

의 진보당 사건을 계기로 1960년의 제 2공화국 헌법에서 정당 보호 조항을 

신설하여 일반 결사와는 달리 정당에 대한 특별한 지위를 인정하게 되었다. 

즉 동 헌법은 정당 해산에 관한 실체적 및 절차적 요건을 성문화하였다. 그러 

나 동조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이것은 결국 자유당 시대의 쓰라린 

103) Leibholz, (주29), S. 139. 

104) Leibholz, (주29), s. 140£. 
105) BVerfGE 2, 1 (12f.). 
106) BVerfGE 5, 85(139). 
107) Soldatenbeschluss, BVerfGE 28, 36 ; Abhor Urteil, BVerfGE 30, I ; 

Radikalenbeschlu/3, BVerfGE 39, 334. 

108)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것은 ]. Lameyer, Streitbare Demo 
kratie, 1978 ; Fr.K. Fromme, Streitbare Demokratie, in: Bundesministerium 
des Innern(Hrsg. ), Verfassungsschutz und Rechtsstaat, 1981, 및 Y.-S. 

Chang, Streitbare Demokratie, Diss. Fra따furt, 1990 참조, 

109) 권영 성, (주2), 185변 ; 김 철수, (주2), 116변 ; 허 영, (주2), 100, 1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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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탄압의 역사적 경험에 대한 반성으로서 정당을 행정부의 자의로부터 해 

방하고 헌법의 수호자인 헌법 재판소의 판결에 의해서만 해산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헌법 제도로서의 정당을 보장한 데에 의의가 있다. 11이 따라서 헌볍 

제8조 4항은 사실상 민주적 의사 형성에 대한 정당의 기능 적합적 참여 이외 

에 다른 무엇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동조는 정당의 정치적 자유권 

의 기능 규정으로서 정당화된다고 할 것이다. 

2.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와 통일 문제 

1) 우리 헌법의 통일 규정 

우리 헌법은 통일과 관련하여 헌법 전문에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사 

명』을 선언하고, 제66조와 제69조에서 대통령에게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노 

력할 의무를 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4조에서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 

하며,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 

진한다』고 하여 통일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2) 통일 논의의 헌법적 한계와 새로운 해석론 

이러한 통일에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헌볍은 특히 제3조 영 

토 조항 『대한 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단국이면서도 분단의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전제하에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헌법은 완성 헌볍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시간적, 장소적 

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는 조항이 없다. lll) 따라서 통설112)이나 판례 113)는 ‘구 

한말 영토의 승계 논리’나 ‘미수복 지역’ 논리 또는 ‘반국가 단체 지역 논리’ 

나 ‘유일 합볍 정부론’을 내세워 북한 지역에 내란이 일어나 반란 단체가 차 

지하고 있고, 그러한 한도에서 통치권의 행사가 사실상 제한당하고 있을 뿐 

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60년대 이후 거의 주장되지 않는 수복(收復) 

내지는 북진 통일만이 가능할 뿐-그러나 이는 평화적 통일과 전면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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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이 국순옥, “자유 민주주의의 실상과 허상”, 인천 지역 3개 대학 공동 학술발표회, 

논문개요, 1986. 6.28. 8변 이하(특히 15면)은 자유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일종 

의 박제된 의사 자유 민주주의 체제라 하고 있고, 김민배, (주57) 는 이를 반공주 

의 이데올로기의 표현이라 하여 이와는 반대의 입장을 표하고 있다. 

111) 최대권, “한국 통일 방안에 관한 국내법적 고찰”, 『통일의 법적 문제』, 볍문사, 

1990, 11변 이하 (23면). 

112) 권영성, (주92), 143변 ; 구병삭, (주32), 80면 ; 김철수, (주2), 105면 

113) 대 판 1955. 9‘ 27 ; 1965, 8. 24 : 1972,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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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그외의 어떠한 통일 방안도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114) 

뿐만 아니라 분단 국가 상황을 전제로 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그 하나의 

가치 지표로 삼고 있는 우리 헌볍 질서 내에서 과연 그와 같은 경직된 사고의 

논리만으로 조국 통일의 대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115) 

따라서 현재의 여건하에서는 평화적 남북 통일의 방안이 있다면 그것은 싫 

든 좋든 남북 양 정부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그 기초위에 통일 정부를 형성하 

는 그러한 것이 아니면 안될 것이다. 116) 즉 우리 헌볍에 따르면 북한 지역도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에 포함되나, 북한 지역에는 ‘조선 민주주의 인 

민 공화국’이 국가 형태를 갖추고 사실상 그 지역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어서 우리의 국가 권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엄연한 현실을 인정하여야만 

할 것이다.117)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쓸 제정한 주체인 헌법 제정 권력은 

그 권력 행사에 있어서 그 당시에 주어진 역사적 · 지리적 조건-UN 감시하 

의 선거가 가능했고 따라서 UN 임시 한국 위원회가 UN 총회의 결의에 쫓아 

선거 감시 내지 자문이 가능했던 남한 지역 내라고 하는 역사적 • 지리적 조 

건-내지 제한 내에서만 그 권력 행사가 가능했다고 보아야 한다• 118) 이러한 

여러가지 점을 감안할 때, 헌법 제3조의 기초가 된 전제, 즉 대한민국 헌볍이 
북한 지역을 포함한 전 한반도에 타당하다는 명제는 우리 헌볍의 효력(타당 

성)의 범위를 선언한 법적 의의를 가진 헌법 원칙이라기 보다는 전 한반도에 

그 정통성을 주장하는 정치적 선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119) 

3) 통일과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 

세간에는 통일은 우리 민족의 지상 과제이며 궁극 목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에 의한통일이라도무방하고그럴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태도도 있다. 즉 통일에 관한 한 그 논의는 정치적 그 

리고 사회적 차원에서 행해져야 하고 그것으로 충분하지 규범적 따라서 법적 

차원에서 이를 논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것이 우리 사회의 통념인 듯하다. 

그러나 법치 국가를 표방하는 현대 국가에서는 법과 정치는 멜레야 멜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법치 국가이기를 고집하는 한 정치도 제반 다른 사회 현상 

114) 최대권, (주111), 24면. 

115) 허 영, (주2), 186띤. 

116) 최대권, (주111), 13면. 

117) 최대권, (주111), 27면 ; 허영, (주2), 186면, 

118) 최대권, (주111), 28면. 

119) 최대권, (주11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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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마찬가지로 법적 기준에서 출발하여 법적 제약하에 진행되며, 정치의 결 

과는 볍을 변경할 수도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의 산물인 볍은 다시금 

정치를 구속하게 되는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 문제라고 부르 

는 것은 동시에 볍 문제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인 자유 민주주의를 통일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_ 12이 

3.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겸제질서 

우리 헌볍은 제119조에서 경제 칠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 헌 

법은 경제 질서에 관한 원칙 조항을 의미하는 제119조 l항에서는 『대한민국 

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하여 자유 시장 경제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분배를 유지하고, 시 

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통제를 할 수 있다』고 하여, 경제에 관 

한 국가적 규제와 조정의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학설 

은 현행 헌법의 경제 질서는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라는데 의견이 일치되어 
있다. 121) 

따라서 우리 헌법은 경제적인 자유 방임주의에서 벗어나고, 시장 및 경제 

메커니즘의 자율 조정 기능에 대한 전통적인 믿음을 완화해서 제한적이나마 

시장 및 경제 현상을 국가적인 규제와조정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122) 어떤 

순수한 경제 질서에 관한 근본 결단을 내리고 있다고 보기 보다 두 상반된 경 

제적 이데올로기와 경제적 이익 간의 조화로서의 헌법적 양해에 근거하고 있 

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_ 123) 즉 우리 헌법은 경제 질서에 대하여 중립성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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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최대권, “통일의 제원칙”, 『통일의 법적 문저l 』, 볍문사 1990, 138면 이하 (141)는 

자유 민주주의 원칙 이외에도 민족 자결주의 원칙이 통일에 있어서 지켜야 할 원 

칙이며, 이러한 원칙이 무시되는 절차나 방법에 따른 통일이라면 차라리 바라지 

아니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표현하고 있다. 

121) 권영성, (주2), 160면 ; 김철수, (주2), 199변 ; 구병삭, (주32), 181변 ; 허 영, 

(주2), 162변 

122) 허 영, (주2), 162면, 

123) 김철수, (주2), 199면 

124) Kriele, (주22), 206, 207변은 민주적 헌볍에 경제 정책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민주적 헌법에는 다만 정치 계 

몽주의의 윤리적 원리틀이 성문화되어 있을 뿐, 합목적적인 구체화의 경제적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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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키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입법자는 그가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준수 

하는 한 그때 그때 시의(時宜)에 적절한 경제 정책을 추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우리 헌법은 필연적으로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와 배치하게 

될 자유 방임적 시장 경제와 중앙 관리 경제의 양극을 배척한다. 그 이유는 

첫째, 스미스(Adam Smith), 리카도(David Ricardo) 그리고 밀 (John 

Stuart Mill) 과 같은 고전 경제 학자들에 의하여 표준 이론으로서 정식화된 

자유 방임 시장 경제는 인간의 존엄을 위하여 어느 정도 국가가 간섭하는(또 

는 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국가적 요청과 모순되지 않을 수 없고,125) 

둘째, 예컨대 과거 동구식 중앙 관리 경제는 다음과 같은 생각, 즉 사적 소 

유권은 생산 수단을 어느 정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소비 선택의 자유권 

은 인격 실현의 필수적 요소라는 생각과 모순되며, 또한 중앙 관리 경제의 이 

론적 기초가 되어 있는 경제 정책상의 결정에 대해서는 경제에 대한 중앙 계 

획은 전체주의 국가 권력의 형성에 유리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 

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_ 125) 더 나아가서 중앙 관리 경제 아래서 

는 계획을 통제하고 수행할 필요성 때문에 모든 형태의 경쟁적 의사 형성을 

저해하는 경향이 있으며, 예컨대 언론의 자유와 같은 여타 인권들이 제한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127) 

식이 성문화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세가지 이유때문에 경제 문제에 

대하여는 헌법적 합의가 확정될 수 없다. (1) 무엇이 올바른 경제 질서인가에 대 

해서는 원칙적으로 논쟁이 있다. (2) 여러 정당이 헌볍 제정의 시점에는 경제 질 

서에 대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합의된 경제 질서를 헌법에 성문 

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협의에는 새로운 경험과 고 

려름 바탕으로 급격히 변화될 수 있는 일시적인 의견만이 성문화될 염려도 있다. 

(3) 헌법은 일치된 학문의 수준에 따라 잘못인, 즉 사도에 속하는 경제적 정책적 

조류에도 기회와 여유를 두어야민 한다. 

125) H.Laufer, Die 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nung und ihre Grenzen, 
in : Festschrift zum 25 jahrigen Bestehen des Bayerischen Verfassungs 

gerichtshofs, 1972, S. 73ff. (87). 
126) G.Gutmann, Marktwirtschaft und freiheitliche demokratische Verfassungs

ordnung, ZfP 1975, S. 338ff. (347ff.) : 또한 Kriele, (주22), 209-214변은 모 

든 계획 경제가 독재일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127) 이 와 관련 하여 예 컨 대 Kriele, Wirtschaftsfreiheit und Grundgesetz, ZRP 
1974, S. 105ff. (108)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예컨대 언론의 자유와 같은 자 

유들은 아마 공재적으로 침해되지는 않겠지만, 헌법적으로 심각할 만큼 공동화 

(조洞化)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자유로는 인간이 유일 권력에 무제약적으 

로 종속됨이 없이 그 권력에 대한 공포와 그에 의한 생존 위협없이 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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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유 방임적 시장 경제와 중앙 관리 경제 사이에는 자유 민주적 기 

본 질서의 여러 구성 요소들과 모순되지 않는 다양하고 광범한 혼합 경제의 

유형들이 존재한다. 128) 그리고 우리 헌법이 채용하고 있는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는 이러한 다양한 경제적 대안들 중에서 단지 하나의 형태일 뿐이다. 

vn. 요약및결론 

민주주의는 대단히 다의적인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법적 표 

현인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해서도 해석자에 따라 다양한 해석론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우리 헌법은 여러 조항에서 『민주적 기본 질서』와 『자 

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혼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양자의 관계에 대해서 학 

셜은 일치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대 

체로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1. 자유 민주주의를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합성물로 보고 이 양자를 전혀 

상이한 두 이념의 결합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는 민주적 헌법 

국가의 발전 과정을 간과한 이론이며, 근대 민주주의에는 로크의 국민 

주권 이론, 루쏘의 사회 계약론, 로크의 국민 대표 이론, 몽테스큐의 권 

력 분립 이론 둥 일견해서는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여러 원리들이 구 

별될 수 없을정도로결합되어 있다는사실을간과한것이다. 따라서 오 

늘날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것과 국민에 

의하여 국정이 이루어질 것을 요청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민주주의를 

가치와직결된 것으로보며, 이때 가치란자유와평동을통해 확보되는 

인간의존엄이다. 

2. 우리 헌법 규정에 나타나는 『민주적 기본 질서』와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는 동일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는 헌법의 통일성이라는 해 

석 지침과 민주주의의 내용이 확장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검토 결과이 

다. 민주주의를 내용적으로 가치와 직결된 것이라고 한다면, 자유와 평 

둥을 통해 확보되는 인간의 존엄에 기여하는 한 그것은 민주주의의 요 

소로 보아야 하며, 사회적 정의와 사회 보장을 추구하는 사회 국가는 그 

러한 한에서 자유 민주주의의 한 내용일 수 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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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상징적으로 이야기 한다변 인간은 아주 위험한 경우 

에는 고용주와 거주지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자신에게 남아 있다는 것을 아는 

경우에만 비로소 허리를 펴고 걸어 다닐 수 있다. 만일 고용주가 어디를 가든 동 

일한국가언 경우그는어떻게 할수없다.” 

128) Laufer, (주125), S. 87 : Ruland, (주47), S.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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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에 필요한 요소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 

로도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의 내용은 계속 확장될 것이다. 

3. 독일 연방 헌법 재판소의 판례에서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의 구체적 요 

소로서 열거된 내용들, 즉 기본권 존중, 국민 주권, 권력 분립, 정부의 

책임성, 행정의 합볍률성, 사법권의 독립, 복수 정당제는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우리 헌법상의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의 내용으로 곧바로 원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의 내용이 나라에 따라 다를 수는 없기 때문이다. 

4. 우리나라의 구체적 헌법 질서와 관련하여 특히 정당, 통일 문제, 경제 
질서가 문제시된다. 우선 정당과 관련해서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는 우 

리 헌법의 가치 구속성을 분명히 한 것이며, 더 나아가서 정당 활동의 

테두리를 규정한다 하겠다. 다음으로 통일 문제와 관련하여 자유 민주 

적 기본 질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규법적 원칙을 제시한다. 따라서 현행 

헌법 아래서는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와 배치되는 어떠한 형태의 통일 

도 가능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경제 질서와 관련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 

는 자유 방임적 시장 경제와 중앙 관리 경제라는 양 극단을 배척할 뿐 

그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경제 유형 중 어느 것도 선호하고 있 

지 않다. 따라서 입법자는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준수하는한이러한 

양 극단을 제외한 어떤 경제 정책도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다. 

이러한 것과 더불어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사항이 있다. 그것은 우리 

가 한편으로는 인간의 존엄을 외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해치고 있지 

나 않나 하는 것과 또는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그에 맞추어 민주주의 

를 어떤 근거없이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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