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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6월 항쟁의 대표적인 상징물로 불리는 현행 헌법으로의 개정이 이루어진 지 32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작 그 개정작업이 정당정치의 일환으로서 어떠한 전반적 과정을 거쳐 수행되었
는지를 조명하는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 글은 그 과정을 그러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가급
적 상세하게 밝히고 그에 대한 일응의 평가를 시도한다.
그러한 목적에 따라 이 글은 1986년 4월까지 개헌논의가 사실상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
였던 정치적․제도적 배경을 살펴보고, 전두환 정부의 호헌노선이 의원내각제 개헌관철로
수정되면서 1986년 여야 정당들이 각자의 개헌시안을 마련하였음에도 정작 개헌 ‘논의’는
불발된 경위를 밝힌 후, 그와 달리 1987년 6월 항쟁에 뒤이어 8인 정치회담과 국회 개헌특
위를 거쳐 헌법개정안이 성안된 과정을 조망한다.
* 서울대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chd198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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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른 결론으로서 이 글은 1987년 헌법으로의 개정과정이 기존 정치체제로부터 탈
피해야 한다는 당위를 실현한 의의에 불구하고, 논의과정이라는 면에서 미래의 헌법개정 논
의에 대하여는 반면교사로 기능한다고 평가한다. 여당과 제1야당 모두 1986년에 자신들의
정치적 득실이라는 실질을 은폐한 결과 진정성 있는 논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결
과 1987.7.부터 개헌논의의 장이 열렸을 때 시한에 쫓겨 정합성․공개성․보편적 지지라는
가치를 모두 희생하면서 ‘정권교체의 가능성’에만 집중한 부실한 논의를 전개했음을 지적하
면서 향후 정당정치를 통한 헌법개정 논의는 공개적으로, 국민의 폭넓은 참여 속에 이루어져
야 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1987년, 헌법,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8인 정치회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Ⅰ. 서론
현행 헌법으로의 개정이 이루어진 지 만 32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도－그
전반적인 기능과 성격에 관하여 수많은 논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정작
위 개정이 어떠한 논의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연
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래도록 한국 근현대사를 연구하는 이들의
관심대상이 되어 왔던 1987년의 6월 항쟁, 더 나아가 5.18 광주항쟁에 관하
여는 근래에 들어 종전보다 면밀한 조사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정작 6
월 항쟁의 대표적인 산물로도 불리는 헌법의 개정과정에 대한 연구는 아직
큰 진척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 헌법개정의 전반적인 과정에 관한 선행연구가 아주 없지는 않다. 멀리
는 김영수 교수가 1985년의 제12대 국회의원총선거(이하 ‘총선’) 이후 헌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진 과정을 개관하면서 1987년의 여당(민주정의당, 이하
‘민정당’)과 제1야당(통일민주당)이 제시한 개헌시안의 주요 차이점, 그리고

이들 시안이 1987.8.의 8인 정치회담을 통해 하나의 헌법개정안으로 수렴된
과정까지 간략히 정리한 것이 있다.1) 그리고 가깝게는 정상우 교수가 2016
년에 처음으로 1986년과 1987년의 각 정당들이 만든 개헌시안 원문을 참조
하여 이들의 내용을 약술하고 이를 통해 헌법개정의 과정 전반을 새롭게 정
1)

김영수, 뺷(수정증보) 한국헌법사뺸(학문사, 2001), 661~671면 및 681~6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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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한 연구를 내놓기도 하였다.2) 그러나 현재까지의 연구로 당시의 각 개헌
시안의 내용 자체에 대한 설명은 이루어지고 있을지언정, 그것들이 형성되기
까지의 ‘논의과정’에 주목하는 연구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까지의 보다 일반적인 정치사 연구로 시야를 넓혀서 보더라도 1987년
의 개헌논의는 주로 6월 항쟁을 전후한 민주화과정이라는 거시적인 흐름의
한 꼭지로서 다루어지는 가운데, 그 구체적인 논의전개 과정은 역시 등한시
되는 경향을 보여왔다.3) 그 주된 요인은 개헌논의 과정을 재구성할 만큼 충
분한 사료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으로 보이지만, 과연 현재까지 이미 공간되
어 있는 사료라도 충실히 정리하려는 노력이 뒤따라 왔는지를 고민해 볼 필
요가 있다. 그러한 노력은 당대에 불완전한 것일지라도, 후속연구를 위한 밑
거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그러한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을 한 발짝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6월 항쟁과 민주화과정에 관한 거시적인 헌정사 내지 정치사적 연
구들의 성과에 힘입어, 보다 미시적 차원에서 1987년의 여야 정당들의 정치
과정에 집중하고4) 그 속에서 ‘개헌논의’가 어떻게 수렴되어 헌법의 성안까지
정상우, ｢1987년 헌법개정안 형성과정 연구｣, 뺷세계헌법연구뺸 제22권 제1호(세계헌법학회 한국학
회, 2016), 1~25면.
3) 강원택, ｢87년 헌법의 개헌 과정과 시대적 함의｣, 뺷역사비평뺸 통권 제119호(역사문제연구소,
2017), 12~37면을 보면 1987년 헌법개정 논의과정에 관한 연구의 현주소를 엿볼 수 있다. 위 논문
은 2016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수행한 ‘6.29 선언 관련 주요 인사 구술채록’(未公刊)의 성과를
다수 활용하여, 이론적 내지 추상적인 경향으로 이루어져 온 기존의 연구들에 대한 보완을 시도하
고 있다. 다만 그 역시 30년이 지난 시점에서의 관련자 구술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헌논의의 과정과 맥락을 재구성하는 데에 일정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4) 1987년의 ‘6월 항쟁’으로 활동의 절정기를 맞은 각종 사회운동․학생운동의 개헌 ‘방향’에 관한
노선은 비록 같은 해의 4.13 호헌조치 이후에 들어 대통령직선제를 중심으로 하는 야당(특히 통일
민주당, 이하도 같음)의 그것과 일치하였으나, 그 이전 시기에는 ‘제헌의회론’, ‘삼민헌법론’ 등으로
제도권 정당이 택할 수 있는 노선과 크게 괴리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 이후 정당 차원의 개헌논의
에는 반영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 정당정치 과정으로서의 개헌과정에 집중하고자
하는 데에는 그러한 문제의식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학 연구자 최종숙은 사회운동세력의 주류가 ① 제12대 총선 당시에는 ‘민정당
낙선운동’에 머무르다가, ② 이후 ‘정권퇴진 후 민주헌법 제정’(민통련), ‘직선제를 넘어 민주․민
족․민중을 중심으로, 민중이 참여하는 헌법제정 민중의회 소집’을 추구하는 삼민헌법 쟁취론(서울
노동운동연합, 주류 학생운동세력)으로 점차 과격화하는 단계를 거쳐, ③ 1986.5.3. ‘인천사태’ 이후
정부의 탄압 및 ‘폭력시위’에 대한 대중으로부터의 고립에 따른 반성을 거치면서 온건화하기 시작
하여 ④ 1986년 중반 이후 비로소 대통령직선제를 주요목표로 채택하면서 야당(신한민주당(198
6)․통일민주당(1987))과 利害를 같이할 수 있었고, ⑤ 그에 따른 잠재력이 1987년의 4.13 호헌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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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졌는지 그 과정 전반을 조망하고자 한다. 이는 지금의 헌법이 가지게 된
내용 하나하나를 상세히 살펴보기보다 전체적인 정당 내부․정당간 논의의
과정이 어떠했는지에 주목하는 작업이 될 것이고, 다른 한편 이러한 목적상
당시 사회운동․학생운동 진영에서의 보다 폭넓은 논의전개 양상에 관하여
는 그것이 정당 차원의 개헌논의에 반영된 한도 내에서만 최소한도로 언급할
것이다. 아울러 민정당과 제1야당(1986년 신한민주당, 1987년 통일민주당)
이외에 국민당, 1987년의 신한민주당 등도 개헌논의에 참여한 것이 사실이
나, 이 글에서는 주요 행위자인 여야의 제1정당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논의를
중심으로 서술한다.
논의의 순서로는 먼저 1987년까지 이르는 헌법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게 된
정당정치적 조건으로서, 1980년 헌법의 산물로서 衛星政黨 체제가 형성되었
다가 그것이 1985년의 2.12 총선(제12대 총선)을 통해 붕괴되어 1986.4.30.
부터 여야간에 개헌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게 된 정치적 인과과정을 개관
한다. 이 과정에서 위 시기에 여야 중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신한민주당의
1985년 개헌시안에 관하여도 기술한다(II.). 그리고 여야 개헌시안의 형성시

기를 둘로 나누어, 1986.4.30.부터 1987.6.29.까지 여야가 시안의 ‘1차 형성’
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한 개헌 ‘논의’에는 나아가지 못한 경위를 살펴본
치로 ‘제2차 대중동원’을 이루는 계기를 이루었다고 평가한다. 아래의 표는 이를 圖示한 것으로서
최종숙, ｢사회운동 프레임으로서 ‘개헌’과 6월항쟁｣, 뺷사회와 역사뺸 제112집(한국사회사학회, 2016),
403면의 <표 1>을 전재한 것인바, 이 글에서는 이러한 관점에 기본적으로 동의함을 밝힌다.
<개헌에 대한 시기별․세력별 입장과 저항주기(최종숙의 위 논문에서 재인용)>
시기

1985.2.

정부

호헌론

야당

직선제 개헌론

(주류)
사회운동세력

×

일반시민

－

저항주기

12대 총선

1985.2.
~1986.1.

호헌론

(대화가능)

1986.2.~
4.30.

1986.5.
~1987.4.

1987.4.13.~

강경호헌론

개헌론
→ 내각제

호헌론

주류 : 직선제
주류 : 직선제
직선제 개헌론
직선제 개헌론
비주류 : 내각제
비주류 : 내각제
제헌론,
정권퇴진론

제헌론,
삼민헌법론

－

개헌론

1차

소강기

1차 대중동원기

직선제 개헌론

직선제 개헌론

－

개헌론

2차

소강기

2차 대중동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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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III.), 6월 항쟁 이후 여야가 시안을 ‘2차 형성’한 뒤 개헌논의를 본격적으
로 수행하여 단일한 헌법개정안을 만들기에 이르는 과정을 서술한다(IV). 그
리고 이러한 논의과정 전반에 대한 일응의 평가로써 결론에 갈음한다(V).

Ⅱ. 개헌논의를 위한 정치적 조건의 초기 형성과정
아래에서는 1980년 헌법개정 이후 형성된 위성정당체제가 출현하였다가
제12대 총선을 통해 붕괴되고(1), 이후 1986.4.30. 전두환이 기존의 호헌노
선을 여야간의 합의개헌 관철로 변경하여 정당간 개헌논의가 시작되기까지
의 과정을 살펴보고(2), 그 속에서 신한민주당이 1985년 첫 개헌시안을 제시
한 경과와 그 내용을 살펴본다(3).

1. 제12대 총선을 전후한 위성정당체제의 출현과 붕괴
헌법개정을 향한 논의가 정당정치 과정에서 1985년에 비로소 본격화한 1
차적인 원인은 1980년 헌법개정 직후 형성된 ‘제5공화국’ 특유의 위성정당체
제에 있다.5)
1980년 5.17 내란을 기점으로 신군부는 최규하 정부에서 운용하던 헌법개

정심의위원회의 논의과정에 배후개입하고,6) 동 위원회를 통해 1980년 헌법
의 본문이 성안된 뒤에는 그 부칙(제6조)에서 (i) 헌법의 시행과 동시에 국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고 모든 정당(대표적으로 공화당, 신민당)은 해산되며,
(ii) 국가보위입법회의(‘입법회의’)가 국회의 입법권을 대행하고, (iii) 입법회

의에서 제정한 법률에 대하여는 “이 헌법 기타의 이유로” 제소하거나 이의를
민정당의 창당을 앞두고 그 발기위원장인 이재형은 1980.12.4. 기자회견에서 이를 “우당(友黨)” 체
제로 명명한 바 있다. 1980.12.5.자 경향신문 2면.
6) 신군부의 당시 배후개입 양상에 관하여는 이용훈, 뺷사필귀정의 신념으로 : 법과 정치와 나의 인생뺸
(三硯, 1994), 279~295면; 박철언, 뺷바른 역사를 위한 증언뺸 1(랜덤하우스중앙, 2005), 35~38면;
박윤흔, 뺷정현 박윤흥 회고집 : 도약의 시대를 함께한 행운뺸(국민서관, 2014), 134~138면 각 참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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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리고 입법회의가 제정한 다음 법률들로써 정치질서
의 골격이 형성되었다. ① 정치풍토쇄신을위한특별조치법(1980.11.5)으로 주
요 야권인사 835명의 정치활동이 전면 금지되고,7) ② 일부개정된 정당법
(1980.11.25)에 기하여, 그러나 국군보안사령부의 창당공작으로써 여당인 민

주정의당(‘민정당’)이 창당되고,8) 중앙정보부에 의하여 (i) 구 공화당 출신자
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국민당(‘국민당’)과 (ii) 기타 정치활동금지를 받지
않은 신민당계 및 신진들로 구성된 민주한국당(‘민한당’)이 창당되었다.9) ③
그리고 이들 정당으로 3分된 국회체제를 형성하기 위해 새로 폐지제정된 국
회의원선거법에 따라 (a) 국회 총 의석수(= 276석)의 1/3(92석)인 ‘전국구’
의석의 2/3(= 61석)는 제1당인 민정당에 일괄배분되었고, (b) 유신헌법 시대
와 마찬가지로 1구 2인의 중선거구제를 통해 민정당은 ‘동반당선’ 형식으로
전국에 걸쳐 2위로라도 당선될 확률을 높였다. 이로써 1981년의 제11대 총
선에서 민정당 151석(지역구 90석, 전국구 61석), 민한당 81석(지역구 57석,
전국구 24석), 국민당 25석(지역구 18석, 전국구 7석)의 3당 체제가 형성되
었으나, 이는 ‘1중대(민한당), 2소대(국민당)’를 거느린 민정당의 과반의석이
보장된 패권정당 체제에 다름 아니었다.10)
7)
8)

1980.11.12.자 모든 중앙일간지 1면.

그리고 이 정당법에 기하여 신생 민정당은, 해산된 공화당의 재산 전부를 ‘청산위원회의 결정’ 형식
으로 무상양여 받음으로써 그 물적 기초를 형성하였다. 1980.12.18. 동아일보 1면. 민정당은 이러
한 조치가, 해산정당이 “당헌으로 그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정당의 대표자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당해 정당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정당이나 단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한 새 정당법 제41조 제2항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이라 주장하였다.
9) 이는 민한당의 사무총장이었던 신상우 전 의원이 회고록(신상우, 뺷고독한 증언뺸(창민사, 1986))을
발간하여 폭로함으로써 세상에 밝혀지게 되었고, 이후 2007년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 위원회’가 신상우 전 의원과의 면담조사 등을 통해 이를 사실로 재확인하여 조사보고서
에 수록했다. 국가정보원 편, 뺷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정치․사법편(Ⅳ)뺸(2007), 92~95면에 따
르면 민한당, 국민당의 창당은 1980년 당시 중앙정보부의 정치담당 파트가 실무작업을 하여 ‘청와
대 대책위원회’의 결재를 받아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야당의 창당 당시부터 공천, 인선 등 일체에
중앙정보부가 개입하였다는 증언에 관하여는, ‘총재까지 지정해 “야당 만드시오”’, 2005. 2. 24.자
한겨레 기사도 참조.
한편 국가정보원의 위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국가안전기획부는 민한당과 국민당의 창당에만 관여
한 것이 아니라, 1985년의 제12대 총선을 전후해서는 민한당․국민당에 자금을 지원할 계획을 수
립하고, 탈당을 주도하는 국회의원을 연행조사하는 등의 사후관리까지 하였다. 이에 관하여는 위
조사보고서, 103~104면을 참조.
10) 이와 같은 정치관계 법률들 이외에, 집회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약하는 입법회의 제정법률들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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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던 구 신민당계 정치인들 중 김영삼
계(‘상도동계’)와 김대중계(‘동교동계’)가 1983년 김영삼의 단식투쟁을 계기
로 연합하여 1984.5.18.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를 구성하고 결속을 다진
가운데, 제12대 총선을 앞둔 1984년 말까지 3차에 걸친 정치활동 ‘解禁’이
이루어지면서 이들은 신당창당을 추진하기 시작했다.11) 그러나 自派의 세력
만으로 민정당에 대적할 만한 당세를 형성할 수 없었던 민추협계(이하 ‘민추
계’)는 구 신민당의 세칭 ‘비주류’ 계파였던 이철승계․김재광계․신도환계
등 ‘비민추계’와 연합하여, (i) 당직과 지구당 위원장 배분을 중심으로 한 당
의 ‘지분’을 50 : 50으로 하고,12) (ii) 당의 선거공약에 포함될 정부형태에 관
하여는 총선이 임박함을 고려해 야당으로서의 선명성(정부․여당과의 대칭
성)을 국민에게 부각시킬 수 있는 대통령직선제를 잠정 채택하기로 한 상태
에서,13) 민주산악회 회장인 구 신민당 원로 이민우를 총재로 내세워 총선을
약 20일 앞둔 1985.1.22. 신한민주당을 창당하였다.14)
신한민주당이 대통령직선제를 주창한 1980년대의 첫 정당은 아니었다. 제

11)

12)
13)

14)

후의 개헌논의를 왜곡하는 데 일조하였다. 대표적인 예로는 ①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 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를 처벌(제3조 제1항 제4호)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나 ②
“폭력행위 등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는 위법행위를 고무․찬양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공적 책임을
“반복하여 현저하게 위배한 때”에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제24조 제1항 제4호) 규
정한 언론기본법 등을 들 수 있다.
강원택 외 3인, 뺷한국의 민주화와 민주화추진협의회뺸(오름, 2015), 26~28면.
이들이 당시 현존한 ‘제도권 야당’(특히 민한당)에 입당하지 못하고 신당을 결성할 수밖에 없었던
1차적인 원인은, 민한당이 많은 수의 해금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이
다. 즉 당직, 특히 국회의원 공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지구당의 위원장 내지 조직책 직의 배분
과 관련하여 민한당은 이미 해당 직을 배분받은 인사들과 신규 해금자들의 이해충돌을 해소할 만
한 재원과 조직관리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고, 공천을 기대할 수 없는 해금자들은 민한당에
입당할 만한 유인을 가지지 못하였던 것이다. 문용직, 뺷한국의 정당정치 : 민주화 과정을 중심으로,
1985~1992뺸(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1994), 40~41면; 1984.12.1.자 동아일보 3면.
1985.1.16.자 동아일보 2면; 1985.3.1.자 중앙일보 3면; 1985.6.15.자 중앙일보 3면 등.
1985.1.7.자 동아일보 2면에 따르면, 신한민주당이 창당에 앞서 대통령직선제를 공약으로 제시
(1985.1.10.)하기 불과 3일 전인 1.7. 모인 ‘6인 창당준비위원장단’ 회의에서 정강·정책을 논의할
당시만 하더라도 (i) 이민우·김녹영․송원영은 대통령중심제를, (ii) 김수한․박용만은 의원내각제를
각기 주장하고 (iii) 이기택은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다고 보도한다.
당시 김영삼과 김대중은 모두 아직 정치활동에서 해금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특히 김대중의 경우
1980년에 5.18 광주에서의 ‘내란’을 음모한 혐의로 확정되었던 사형판결이 징역 20년형으로 감형된
이후 형집행정지 상태에 있었다. 그리하여 신한민주당의 창당 이후로도 김영삼은 정치활동 해금이
이루어진 1986년에, 김대중은 사면․복권까지 이루어진 1987년에 이르러서야 입당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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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총선을 1년 앞둔 1984년 초부터 민한당과 국민당이 대통령직선제를 주

장하기는 하였으나,15) 전두환 정부와 민정당은 매번 護憲을 주장하였고,16)
당 내외에서 모두 “1중대, 2소대”로 인식되고 있던 위 야당들의 주장은 별다
른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위성정당체제에 대한
염증이 팽만하던 중에 정통야당의 기치를 들고 등장한 신한민주당은 총선 직
전임에 불구하고 ‘바람’을 일으킬 수 있었고, 형집행정지에 수반한 비공식적
조건에 따라 渡美해 있던 김대중이 총선(1985.2.12.) 3일 전에 귀국하면서
그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었다.17) 이에 (i) 체질상 他生정당이었을 뿐 아니라
조직관리의 능력과 재원도 부족했던 위성야당들의 문제점,18) (ii) 제3차 해금
이 총선 직전에서야 이루어진 데 대한 정부․여당의 안이한 판단이 겹쳐
서19) 제12대 총선결과 신한민주당은 원내 67석(지역구 50석, 전국구 17석)
의 제1야당으로 급부상하였다. 특히 민정당의 의석수는 종전의 151석에서
148석으로 3석밖에 줄지 않았으나 모든 주요 대도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에서 신민당의 득표수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앞섰다는 점에서, 이
는 민정당의 실질적 패배로 인식되었다.
2.12 총선(제12대 총선)은 민한당이 붕괴하면서 야권이 신한민주당 중심으

로 재편됨으로써 위성정당체제 전체가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1985.4.3.
과 4.4.에 걸쳐 민한당에서 28명의 의원이 집단탈당하여 신한민주당으로 입
당하는 등으로, 같은 해 5.15.경 신한민주당은 103석이라는 역대 유례없는
거대야당이 된 반면, 민한당은 단 3석의 군소정당으로 전락한 것이다.20)

15) 1984.2.29. 국회 본회의 민정․민한․국민 3당 대표연설(1984.2.29.자 중앙일보 1면 등).
16) 1984.1.30.자 중앙일보 2면; 1984.2.29.자 중앙일보 1면; 1985.1.12.자 중앙일보 3면; 1985.3.25.자
중앙일보 2면.
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편, 뺷대한민국선거사 제4집(1980.1.1.~1988.2.24.)뺸(2009), 380~381․416~417면.
18) 1984.1.16.자 경향신문 3면만 하더라도 “민한당은 16개의 事故 黨部를, 국민당은 18개 유고 지구당과
14개 미창당 지구당을 3년이나 방치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었다(당시 지역구의 수는 92개였다).
19) 1984.12.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민정당의 대표위원 권익현은 “2등 당선은 동메달이나 마찬가지”라면서
全 지역구 1등 당선을 독려하였고(1984.12.17.자 동아일보 2면), 당 선거대책본부장 이한동도 ‘공천
자 전원 1등 당선’이 반드시 무리한 목표는 아니라고 호언하고 있었다(1984.12.27.자 중앙일보 5면).
20) 이상에 관한 구체적인 통계로는 최호동, 현행 헌법에의 헌법재판소 도입과정에 관한 고찰, 뺷헌법재
판연구뺸 제4권 제2호(헌법재판연구원, 2017), 167~169면을 참조.

1987년 헌법으로의 개정논의 과정

193

2. 1986.4.30. 이전 개헌논의의 停滯와 전두환의 호헌전략 수정
그러나 이러한 총선 결과가 곧바로 여야간의 헌법개정 논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후 약 1년에 걸쳐 일련의 대치․충돌이 계속되었고, 그 동안 신한
민주당은 내부의 계파간 갈등을 거쳐 대통령직선제로 의견을 통일하는 과정
을 거쳐야 했다.
대통령직선제를 주된 공약으로 하고서 얻은 제12대 총선에서의 성과를 신
한민주당(특히 민추계)에서는 직선제 개헌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표출된 것
으로 해석하였던 반면,21) 정부․여당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현행 헌법에 따
른 평화적 정권교체’만을 강조하면서 개헌론을 원천적으로 묵살하여, 여야는
1985년 내내 평행선을 유지하면서 치열하게 대치하였다. 그리하여 신한민주

당이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결의안을 제출하면 원내 다
수의석뿐 아니라 각 상임위원장 직도 모두 석권한 민정당은 이를 묵살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추후 폐기되도록 무기한 보류하였다.22) 이에 신한민주당이
한편으로는 국회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개헌공세를 펼치면서23) 다른 한편으
로는 장외에서 1천만 개헌서명운동 등을 추진할 태세를 보이면 민정당은 ‘개
정’을 전제로 하지는 않는 헌법‘연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24) 이와 같
이 1985년 말까지 국회에서의 개헌논의는 특위명칭 논란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고, 1986.1.16.의 신년 국정연설에서 전두환이 “현행 헌법 하에서 86
21) 예컨대 민정당이 의원세미나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헌법논의에 관한 홍보자료’를 배포하여 직선제 반
대논리를 홍보하도록 하자, 신한민주당의 홍사덕 대변인은 이에 대해 “2.12 총선에서 입증된 직선제

개헌의 국민적 의지를 트집 잡고 나선 것은 비민주적 방식으로 탈취한 권력을 또다시 비민주적 방식
으로 연장하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 논평하였다. 국민당도 이러한 기본관점은 같이하고 있었다
(일례로 국민당의 신철균 의원은 1985.10.15.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직선제에 대한 민의는 지
난 12대 총선결과 전체 야당이 58.2%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충분히 나타났다”고 언급하고 있다).
22) 그리하여 신한민주당(김동영 외 102인), 국민당(신철균 외 19인)이 1985.5.31. 국회운영위원회에
각기 제출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신한민주당)․헌법개정심의특별위원회(국민당) 구성결의안은 모
두, 후술과 같이 전두환이 ‘조건부 개헌 불반대’를 천명한 뒤인 1986.6.24.에 이르러 상임위원장(민
정당 이세기 원내총무)이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새로 제출할 때까지 무기한 보류상태
에 있었다. 인터넷 뺷의안정보시스템뺸(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참조.
23) 1985.5.23.자 조선일보 1면; 1985.8.26.자 중앙일보 2면; 1985.10.15.자 중앙일보 1면; 1986.3.26.
자 동아일보 1면 등 참조.
24) 1985.12.2.자 동아일보 5면; 동일자 경향신문 3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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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서울 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을 치른 뒤 1989년에 개헌을 ‘논의’하
자”고 입장을 미미하게 수정하였으나 이는 신한민주당의 입장에서 액면 그
대로 수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25)
이러한 지리한 대치의 기간은 다른 한편으로, 신한민주당 내부에서 김영
삼․김대중이 실질지배력을 확보하고 대통령직선제에 당력을 집중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기도 했다. 제12대 총선으로 민추계 의원들이 민한당 등으로
부터 대거 입당하면서 민추계와 비민추계의 ‘50 : 50’ 지분균형은 빠르게 붕
괴하기 시작하였고,26) 이에 대하여 당내 주도권의 상실을 경계한 비민추계
는 ‘兩金’이 당적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친상도동계인 이민우를 통해 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해 가는 데 대해 반발하였다.27) 이러한 반발은 ① 이민우
의 단독지도체제 對 민추․비민추계의 집단지도체제,28) ② 그리고 후술하듯
이 정부형태에 대한 대통령중심제 對 의원내각제의 형태로 표출되었다.
이는 대통령직선제를 시종일관 고수하던 김대중과 달리, －비록 당론을

25) 그렇기 때문에 신한민주당은 이에 대해 “인식의 현격한 차이를 재삼 확인해 주는 것”이라면서, 다
만 계속적인 대화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논평하였을 뿐(1986.1.16.자 동아일보 1면; 동일자
경향신문 1면), 이후 그에 따른 후속대책을 별도 논의하지 않았다.
26) 1985.6.17.자 중앙일보 3면. 그 밖에도 ‘신민 계파의 밀실’이라는 제목으로 1985.7.4․7.5․7.8.의
각 경향신문 3면에 연재된 그 당시의 각 계파별 분포에, 1985.2.13.~5.15. 민한․국민당 소속 또는
무소속이었다가 신한민주당에 입당한 의원들의 내역을 반영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괄호 안의
숫자는 예컨대 “27(4)”의 경우 ‘27명이나, 그 중 경향신문 위 기사에서 [계파구별이 어려운 의원]으
로 분류한 것이 4명’임을 뜻한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아래 계파원의 집계는 “각 계파에서 스스로
주장하는” 내용에 따른 것이라고 함을 부기한다.

상위계파

민추계 : 총 76(8)명

비민추계 : 총 31(6)명

하위계파

상도동계

동교동계

이철승계

김재광계

이기택계

창당기 의원 수

27(4)

18

11(2)

6

7

신도환계
2

입당의원 수

19

12(4)

5(4)

－

－

－

총 의원 수

46(4)

30(4)

16(6)

6

7

2

27) 예컨대 후술하는 김재광의 총재경선 석패에 대한 1985.8.2.자 조선일보 2면의 해설 참조. 한편 김
영삼은 제12대 총선 직후인 1985.3.6. 제4차 해금으로 정치활동이 가능해졌으나, 동교동계의 반발
을 우려하여 1986.2. 초까지 신한민주당 단독입당을 계속 미루었다.
28) 1985.1.8.자 경향신문 1면; 동일자 동아일보 2면. 그리하여 창당 초기 신한민주당은 (i) 당을 대표하
는 민추계의 이민우를 ‘총재’로 하되(단일지도체제적 성격), (ii) 부총재를 민추계가 2명, 비민추계
3명이 선임하고 모든 당무는 6명의 총재단이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는(집단지도체제적 성격) 절
충적 지도체제를 채택하였다. 이에 관하여는 1985.1.18.자 동아일보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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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대통령직선제로 정하기는 하였으나－김영삼의 경우 의원내각제도 ‘여

당과의 협상을 현실적으로 가능케 하는 차선’으로 고려하고 있었던 점과도
관련된다.29) 비민추계가 위와 같은 반발의 결과로 1985.7. 구 신민당의 分派
수장이었던 김재광을 중심으로 당총재 경선에 나서자, 이민우를 재추대하고
자 했던 김영삼은 동교동계의 지원을 필요로 했다.30) 그러나 이를 기회로
대통령직선제 노선에 대한 선명성을 연합의 조건으로서 확보하고자 했던 김
대중은 이민우 재신임안에 대하여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였고,31) 결국 그는
7.15. 대통령직선제를 유일당론으로 확고히 한다는 김영삼과의 합의가 이루

어진 뒤에야 위 재신임안을 지지하였다.32) 이로써 1985.8.1.의 전당대회에서
이민우(471표)는 김재광(354표)을 근소하게 앞질러 연임에 성공했고, 이후
당직인선 등 과정에서 50 : 50의 지분협약이 본격적으로 붕괴되어 민추계가
신한민주당의 명실상부한 주도세력이 되면서,33) 후술과 같이 의원내각제를
주장하는 당내의 ‘잡음’을 제압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신한민주당은 1986.2.부터 1천만 개헌서명운동을 중
심으로 하여 장외 강경투쟁 노선을 실행에 옮길 수 있었고, 이를 위시한 정
국불안이 가중되면서 정부․여당은 종전의 명시적 호헌노선을 수정하기에
이른다. 이는 정부․여당이 한편으로는 전국구 체제와 결합한 중선거구제 등
민정당의 패권을 보장하는 제도를 유지함을 전제로 하여 의원내각제 합의개
헌을 관철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변경하면서34) 다른 한편으로는 국회 안에
29) 1985.3.6.자 매일경제 3면; 1985.4.15.자 중앙일보 3면; 1985.4.17.자 경향신문 3면; 1985.6.26.자
동아일보 3면; 1985.7.12.자 중앙일보 3면.
30) 1985.6.15.자 중앙일보 3면; 1985.7.8.자 경향신문 3면.
31) 1985.7.11.자 경향신문 1면; 동일자 동아일보 3면.
32) 1985.7.15.자 중앙일보 1면; 동일자 경향신문 1면; 동일자 동아일보 1면.
33) 1985.8.10.자 중앙일보 2면.
34) 전두환, 뺷전두환 회고록 2 : 청와대 시절 1980－1988뺸(자작나무숲, 2017), 591면. 김성익, 뺷전두환
육성증언뺸(조선일보사, 1992)에 따르면 전두환은 1986.3.11. 의원내각제에 흥미를 보이고 있으며
(“꼭 대통령책임제가 좋으냐, 다른 선진국들이 하는 내각책임제가 좋으냐, 실질적으로 연구해 보고
싶은 사항도 있어요.” 같은 책 29면), 늦어도 같은해 4.22. 유럽순방을 다녀온 뒤부터는 우리나라의
정부형태를 의원내각제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구상을 직접 표명한다(같은 책 60면 이하).
이는 (i) 전술한 바와 같이 김영삼이 의원내각제에 대하여 김대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태도
를 취해 왔다는 점과 더불어 (ii) 비민추계에도 이철승 등과 같이 의원내각제를 지지하는 층이 있다
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서, (a) 정말로 의원내각제로의 합의개헌을 이루거나, (b) 그러지 못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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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민주당이 줄곧 요구해 온 헌법개정특별위원회(‘국회 개헌특위’)를 구성
하도록 하고 개헌논의가 그 안에서만 이루어지게 하여 ‘야당을 원내에 묶어
두고’ 그 장외투쟁을 차단하는 전략의 일환이었다.35) 그리하여 1986.4.30.
전두환은 여야 4당 대표회담에서 “여야가 원내에서 개헌안에 합의한다는 조
건하에, 본인의 임기중에라도 헌법을 개정하는 데 대해 반대하지 않겠다”고
천명하였고, 이로써 1986년부터 여야 정당 차원의 헌법개정 논의가 일단 공
식적으로 시작되었다.

3. 신한민주당의 1985년 개헌시안
신한민주당이 전술과 같이 한편으로는 정부․여당과 대치상태를 유지하면
서 다른 한편으로는 비민추계를 중심으로 한 의원내각제 개헌론을 제압하는
과정의 산물이, 1985.10.25. 신한민주당이 단독발표한 첫 개헌시안이다. 이
는 신한민주당, 그리고 그 후신에 해당하는 1987년의 통일민주당에 이르기
까지도 개헌시안을 만드는 방식에서 나타나는 1차적인 특징을 보여주는바,
그것은 1980년에 신민당36)이 만들었던 개헌시안37)을 底本으로 삼아 1985
년부터 순차적으로 조금씩, 최소한의 변용만을 가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
유로 인해 신한민주당(그리고 후술 통일민주당)이 1985년 이후로 개헌시안
을 성안한 경과는 민정당의 그것에 비해 매우 단순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1985년은 정부․여당이 아직 호헌기조를 고수하고 있던
시기이고, 따라서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합의가 이루어질 여지도, 국회
개헌특위라는 논의의 장이 열릴 여지도 없었다. 이러한 정치상황에서 自派의
라 하더라도 신한민주당의 내분을 야기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론된다. 이 중 (b)
는 후술과 같이 일정부분 달성되었다.
35) 1985.5.21.자 중앙일보 3면.
36) 1967년부터 1980년까지 존속하였던 신민당은 김대중, 김영삼 등이 박정희 정부 시기 활동하였던
정당의 고유명칭이다. 신한민주당의 민추계․비민추계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이 ‘신민당’
출신 의원들이었으나, 이는 역시 신민당으로 약칭되었던 ‘신한민주당’과 그 법적 실체를 달리한다.
37) 그 전문은 1980.2.10.자 한국일보 4면; 또는 법제처 편, 뺷각계헌법개정시안대비뺸(1980)를 참조. 후
자는 1980년 헌법개정심의위원회의 심의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법제처가 제작한 자료로서, 국회도
서관 홈페이지(http://dl.nanet.go.kr)에서 열람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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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시안을 신속하게 만들어서 발표하는 것은 신민당 시절부터 정부․여당
을 향한 투쟁의 한 수단이었던바, 그 대표적인 전례가 유신 이후 긴급조치
제9호가 발령되기 전인 1974.11.15. 신민당이 약 1주일의 내부논의를 거쳐
일종의 요강 형태로 작성․발표한 뺷改憲大綱뺸(또는 뺷헌법개정대강뺸)이었
다.38) 이 당시 신민당은 유신철폐를 주장하면서 自黨의 대안으로서 위 개헌
대강을 가두에서 낭독하고 장외투쟁을 선언하다가 모두 가택으로 연행되었
는데,39) 이와 마찬가지로 신한민주당도 1985년에는 현실적인 협상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호헌을 고수하는 정부․여당에 대하여 자신들이 대안을 가지고
있음을 천명하면서 압박을 가하기 위한 ‘투쟁수단’으로서 개헌시안을 만든 것
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점은 신민당이 개헌시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서 깊이있는 당내 논의를 거치지 않게 된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신민당은 1985.8.29. 당내 기구로 개헌추진본부를 구성하고(본부장 이민
우 총재, 부본부장은 부총재 6명 전원) 산하기구로 (i) 심의조정실(실장 이택
희 정책위원회 의장), (ii) 국회대책실(실장 김동영 원내총무), (iii) 개헌추진
실(실장 이용희 사무총장)을 두는 조직골자를 확정했다.40) 이후 중간의 논의
과정은 전혀 보도되지 않은 가운데 9.4. 심의조정실이 개헌시안 ‘요강’을 작
성하여 추진본부에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① 전문에 4.19 정신과 통일의
지, 저항권을 규정하고, ② 총강에 공무원의 중립성 보장과 정치보복 금지를
규정하며, ③ 기본권에 관하여는 사회복지 개념을 확대하는 한편 중학교육을
38) 뺷개헌대강뺸의 全文은 현재 전해 내려오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그 주요부분을 발췌한 일부는 (i)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편, 뺷대한민국정당사 제2집(1972~1980)뺸(1980), 225~226면, (ii) 신민당의 機
關紙인 뺷民主前線뺸 제128호(1974.11.15.) 1면, (iii) 1974.11.12.자 중앙일보 1면에서 찾아볼 수 있
고, 그 주요내용은 (i) 구속적부심 제도의 부활, (ii) 임기 4년(1차 중임 허용)의 대통령직선제, (iii)
대통령의 국회해산권 폐지, (iv) 국정감사권의 부활, (v) 사법부에 관한 법관추천회의 제도의 부활
및 법원의 위헌심사권 환원, (vi) 헌법위원회 폐지 등이었다.
1979년의 10.26 이후 신민당은 역시 약 1주일의 작업 끝에 1979.12.7. 헌법개정요강을 발표하는데,
당 헌법개정특위의 위원장인 이충환 의원은 “신민당은 9대 때부터 개헌을 추진, 축적있는 작업을
해 왔으므로 졸속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1979.12.7.자 경향신문 2면; 동일자 영남일보 2면;
1979.12.8.자 부산일보 3면). 요강내용의 유사성으로 미루어 보아 여기서 말하는 ‘작업’이 뺷개헌대
강뺸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39) 1974.11.16.자 경향신문 1면.
40) 1985.8.29.자 동아일보 1면; 1985.8.30.자 조선일보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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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화하고, ④ 임기 4년(1차 중임 허용)의 대통령직선제를 규정하며, ⑤ 대
법원장은 대법원판사회의에서 선출하고 일반법관은 대법원장이 임용하도록
하고, ⑥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부활하는 한편 비례대표제는 전면 폐지하고
선거제도에 관하여 소선거구제를 규정하며, ⑦ 그 밖에 소득불균형의 청산의
지를 규정한 것으로 전해진다.41)
이후 신민당의 원내대책회의 및 의원총회(10.10.), 그리고 확대간부회의
(10.11.) 등에서 이 ‘요강’에 대하여 처음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42) 그 주

내용은 대통령직선제에 대한 찬반이었다. 비민추계의 원로 격으로서 일관되
게 의원내각제를 주장해 오던 이철승은 제12대 총선에 임박하여 잠정적으로
공약화했던 대통령직선제는 신민당의 정식 당론이라 볼 수 없음을 들어 개헌
시안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했고, 이에 비민추계의 김수한 부총재
도 동조하였다.43) 그러나 당내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민추계에서는 이를 묵
살하고 10.22. 정무회의에서 심의조정실로부터 조문화된 시안을 제출받는
데,44) 이 과정에서 당시 김대중이 김영삼에게 “직선제를 쟁취하면 러닝메이
트로 정․부통령에 입후보하고, 당선되고 나면 차기 선거에서 부․정통령으
로 재입후보함으로써 대통령후보 경합으로 인한 분열을 막자”는 취지의 ‘역
할분담론’을 제의한45) 데 따른 후속조치로 부통령제를 신설하였다. 이 시안
은 10.25. 정무회의에서 그대로 확정되었고, 이철승의 반발은 정무회의를 한
차례 연기시키는 효과를 내는 데 그쳤다.46)
이와 같이 논의내용이 상세하지 않으나 1985년 개헌시안의 내용은 1980
년의 신민당 개헌시안 내용에, 이후의 1980년 헌법에 들어간 내용을 선택적
으로 수용․반영하고 그 위에 몇몇 조항을 가감한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모
41)
42)
43)
44)
45)
46)

1985.9.4.자 중앙일보 1면; 1985.9.5.자 조선일보 1면.
1985.10.11.자 동아일보 3면; 1985.10.11.자 조선일보 3면.
1985.10.12.자 서울신문 3면.
1985.10.22.자 경향신문 1면; 동일자 중앙일보 및 조선일보 1면; 1985.10.23.자 한국일보 1면.
1985.7.11.자 경향신문 1면; 동일자 동아일보 3면 등.
1985.10.26.자 한국일보 1면; 동일자 서울신문 1면; 동일자 중앙일보 3면.
이 시안은 헌법개정추진총본부 심의조정실 편, 뺷신민당 헌법개정안뺸(1985)라는 책자로 발간되었으
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홈페이지의 ‘오픈아카이브’(http://archives.kdemo.or.kr)에서 全文 열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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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모아보면 아래의 <표 1>과 같은바, 특히 1980년의 自黨 시안에 비해
1980년 헌법이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해 놓은 부분(대통령의 계엄선포에 대

한 국회의 통제권한 약화, 대통령 통제 하에 있는 감사원의 권한강화)을 그
대로 수용하고 있고, 다른 한편 전술하였듯이 1985년 초에야 미국에서 귀국
한 김대중의 대통령 입후보에 대한 장애(5년 이상 국내거주의무)를 제거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신민당 1980년 試案과 신한민주당 1985년 試案의 차이점
1980년 헌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신민당 시안을 수정한 부분

총
강

기
본
권
대
통
령
․
행
정
부
법
원
등

경
제

－재외국민 보호조항(제2조 ②)
－국군의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제4조 ②)
－국가의 정당보호․정당보조금(제7조 ③)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민족문화 창달노력(제8조)
－행복추구권(제9조)
－법률에 의한 ‘보안처분’(제11조 ①)
－“사인으로부터 신체의 자유의 불법한 침해를 받은 때에도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
제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종전 시안 제10조 ⑤) 삭제
－군속 → 군무원(제25조 ②)
－평생교육 진흥조항(제28조 ⑤)
－혼인․가족생활의 성립․유지(제32조 ①)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처우 금지(제35조 ②)
－대통령의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제64조 ②)
－대통령후보자의 정당추천 요건(종전 시안 제64조 ③) 삭제
－대통령의 계엄선포시 국회에 보고․승인 → 통고(제75조 ④)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정족수 : (일반정족수) → 재적과반수(제75조 ⑤)
－심계원(세입․세출결산, 회계검사) → 감사원
－감사원장․위원 신분보장(종전 시안 제92조 ⑤) 삭제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위법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만 규범통제(제102조 ②)
－재판의 비공개사유에 “국가의 안전보장” 추가(제105조)
－선관위 소관사무에 “정당에 관한 사무” 추가(제107조 ①)
－“독과점의 폐단은 적절히 규제․조정”(제113조 ②)
－국토․자원의 보호, 개발․이용계획(제114조 ②)
－농지 임대차․위탁경영의 예외적 허용(제115조)
－산지 아닌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과 보전”(제116조. 단 법률유보는 삭제)
－중소기업 보호․육성조항(제117조 ②)
－소비자보호운동(제117조 ④)
－국가표준제도(제120조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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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에 새로 가감한 부분

총
강

－국군의 “국가의 안전보장”의무 삭제, 군의 정치개입금지 추가(제4조 ②)
－공무원의 재산공개의무(제6조 ③)

기
본
권

－선거권연령 인하(20세 → 18세, 제22조)
－의무교육 확대(초등 → 중등교육, 제28조 ②)

국
회

－국회의원 定數규정 삭제(제38조 ②)
－예비비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제52조 ②)
－국회의 체결․비준동의 대상조약 중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삭제(제57조 ①)

대
통
령
․
행
정
부

－부통령제 신설 → 대통령 보좌, 유고시 대행, 궐위시 승계
－남북관계 중대정책을 국회의장․원내정당대표자들에게 자문할 대통령의 의무(제64조 ②)
－대통령․부통령 후보자의 5년이상 국내거주의무 삭제(제65조 제2항)
－대통령 임기만료시의 후임자 선거시기 : 임기만료 전 60일~40일 → 60일(제67조 ①)
－대통령․부통령 궐위․자격상실시 잔임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후임자 불선출조항 신설
(제67조 ②)
－국무회의에 ‘의결’기능 추가(제86조)
－국무회의 심의․의결인 人事 중 ‘공사’ 삭제, ‘해병대사령관’ 추가, 국영기업관리자 ‘전부’로

地
自

－지자체 단체장․지방의회 모두 직선제(제112조)

경
제

－농어민 협동조합 조항 삭제(제117조 ③)

이를 통해 신한민주당이 ‘새롭게’ 추가한 주요 헌법사항들은 모두 선거제
도를 중심으로 한 정치제도에 치중해 있음을 볼 수 있고, 그 밖에 기본권에
관하여 추가한 사항은 의무교육을 중등교육에까지 확대한다는 것 단 한 가지
이다. 이 시안은 정부․여당의 호헌기조 속에서 언론으로부터도 별다른 주목
을 받지 못하고 이후 1986.8.까지 다시 거론되지 않았다. 다만 아래에서 보
는 신한민주당의 1986년 개헌시안에 대한 底本이 되었다는 데에서 그 의의
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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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여야 개헌시안의 제1차 형성과 논의의 불발
1. 민정당 개헌시안의 제1차 형성
1) 성안을 위한 당내 기구

1986.4.30. 전두환의 ‘임기내 개헌가능’ 입장이 발표된 직후부터, 이전까지

호헌론을 고수하던 민정당은 신속하게 개헌시안을 준비하는 작업에 들어갔
다. 이는 (i) 먼저 시안의 要綱을 확정하여 발표하고, (ii) 국회 제출 직전에
조문화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위 요강을 조문화하는 수순으로 이루어졌는바
그와 관련한 민정당 내 기구들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1986년의 민정당 당헌에 따르면 민정당은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하는

총재를 두는 한편(제13조), ‘국정운영에 관한 당 중요정책의 결정’을 포함한
중요 당무를 심의․결정하는 중앙집행위원회(제20조, 약칭 ‘중집위’), 그리고
전당대회의 수임기관인 중앙위원회에 속하면서 동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등을 담당하는 중앙위원회 운영위원회(제34조, 약칭 ‘중앙위 운영위’)를
두고 있었고, 총재는 필요시 중집위의 의결을 거쳐 당규로써 특별기구를 설
치할 수 있었다(제58조).47) 그리하여 1986년의 민정당 개헌시안은 ① 당내
특별기구로 설치된 헌법특별위원회(민정당 ‘헌특’)가 개헌시안의 초안을 작
성하고, 이를 ② 의원총회, ③ 중집위, ④ 중앙위 운영위에서 순차 심의․수정
하여 당의 시안으로 완성하는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총재인 전두환은 의원내각제라는 시안작성의 기조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非
法的 제도인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개헌시안의 내용수정에도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순서에 따라 민정당 시안의 성안과정을 기술한다.

47) 민정당 당헌 중 ‘제3장 당 기구’ 부분을 서술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편, 뺷대한민국정당사 제3집(1980
~1988)뺸(1992), 409~41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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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정당 시안의 성안과정

(1) 개요

헌특 구성 이후 민정당 헌법개정시안이 완성되기까지의 활동을 총괄하면
아래의 <표 2>와 같고,48) 아래에서 각 단계별․분과위원회별 논의과정을 나
누어 설명한다.
<표 2> 민정당의 1986년 개헌시안 성안과정 개괄

제1분과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1986.5.7.) ◎ 헌특 위원(19명) 임명장 수여 (※ 5.15. 곽정출 추가임명으로 20명)
(1986.5.15.) ◎ 제1차 전체회의 : 헌특 규정안 의결, 분과위원회 구성, 활동계획 토의
(1986.5.30.)
◎ 제1분과위 제1차 회의

－기본권의 구체적 보장 및 민
족정통성 승계논의

(1986.6.2.)

(1986.5.26.)

◎ 제2분과위 제1차 회의
－위원별 과제분담

◎ 제3분과위 제1차 회의
－대기업의 경제독점방지 논의

(1986.6.4.)
◎ 제2차 전체회의 : 헌특 운영규칙 의결, 3개 분과위 운영현황 보고, 제2분과위 위원별 과제분담
◎ 세미나 개최 : 기본권에 관한 논의(단국대 장석권), 정부형태의 개관(한국외대 이강혁)
(1986.6.12.)

◎ 제2분과위 제2차 회의
－정부형태와 선거제도에 관한
간담회
① 최대권(서울대 교수) : 의원
내각제
② 허경(연세대 교수) : 대통령
간선제
(1986.6.17.)
(1986.6.20.)
◎ 제1분과위 제2차 회의

헌법전문에 관한 간담회
발표(이택휘 서울교대 교수,
최창규 의원)

◎ 제2분과위 제3차 회의
－정부형태에 관한 간담회
① 구종서(중앙일보 논설위원)
: 대통령직선제
② 양동안(경향신문 논설위원)
: ‘합리적’ 간선제

(1986.6.24.) ◎ 제3분과위 제
2차 회의
김진현(동아일보 논설위원실
장) 발표

① 재정․경제 관련사항
② 경제적 민주화의 제문제

48) 아래 표는 (i) 1986.7.25.까지의 부분은 현경대 전 의원(이하 ‘현경대’)이 국회기록보존소에 기증한
문서(이하 ‘현경대 기증문서’)인 민주정의당 헌법특별위원회 편, 뺷헌법특별위원회운영현황보고(1986.
7.29.)뺸를 토대로 정리하였고, (ii) 이후 1986.8.25.까지의 부분은 각종 일간지 기사를 취합하여 정
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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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분과위원회

(1986.6.30.)

◎ 제2분과위 제4차 회의
정부형태에 관한 간담회
① 신도성(의원동우회) : 의원
내각제
② 강문용(의원동우회) : 대통
령중심제(국회간선)
(1986.7.2.) ◎ 제3차 전체회의
－3개 분과위 운영결과 보고, 지역간담회 등 향후계획 보고
－“제헌당시의 정부형태 회고”(윤길중), “헌법 경제조항에 대한 의견”(김종인) 발표
(1986.7.4.)

◎ 제3분과위 제3차 회의
경제조항에 관한 의견 제시,
지방자치 및 지방재정, 예산제
도 논의
－김완순(고려대 교수)
－기우식(럭키경제연구소장)
(1986.7.5.~7.18.) ◎ 헌법에 관한 지역간담회 개최
－대전(5일), 춘천(7일), 광주(8일), 부산(10일), 대구(11일), 제주(12일), 청주(14일), 인천(15일),
마산(16일), 전주(18일)
(1986.7.9.)

(1986.7.13.)

◎ 제1분과위 제3차 회의
－기본권규정 조문별 검토
－전문(안) 검토

◎ 제2분과위 제5차 회의(비공
개회의)
－지역간담회 중간결산

(1986.7.25.) ◎ 제4차 전체회의
－헌특규정 제2조 ① 개정(20인 초과 위원의 선임을 위원장에 일임) → 위원 3인 추가 : 윤길중, 김숙
현, 고건
－6인 요강작성소위원회 구성 : 이치호(소위원장), 김종인, 김종호, 배성동, 허청일, 현경대
－활동계획 토의, 분과별 활동보고, 간담회 등에 나타난 의견 중심으로 위원의견 발표
(1986.8.4.)

◎ 제2분과위 제6차 회의(비공
개회의) : 요강작성 골격 토의
(1986.8.6.) ◎ 요강작성소위 활동 착수(제1차 회의)
(1986.8.7.) ◎ 제5차 전체회의 : 개헌안 작성지침 시달(노태우 대표위원), 특위 운영보고(이치호 간사)
(1986.8.13.) ◎ 요강작성소위 : 요강안 완성․보고(노태우 대표위원), 당정협의 착수
(1986.8.14.) ◎ 특위 위원간담회 : 요강작성소위 요강안 일부 수정
(1986.8.16.) ◎ 요강안 결재(전두환) 후 청와대 고위 당정협의로 일부 수정
(1986.8.18.) ◎ 제6차 전체회의(오전, 요강안을 특위안으로 확정), 의원총회(오후, 특위안 추인)
(1986.8.19.) ◎ 중앙집행위원회(제85차)
－요강안 확정, 조문화작업 소위원회(중집위원 7인, 인선은 노태우에게 일임) 구성

204

法史學硏究 第60號

제1분과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1986.8.22.) ◎ 중앙위원회 운영위원회의
－헌법개정시안 최종확정, 당론변경 의결(‘89년 이후 개헌’ → 의원내각제)
(1986.8.25.) ◎ 민정당 헌법개정시안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제출

(2) 민정당 헌법특별위원회(‘憲特’)의 구성

민정당은 1986.5.7. 위원장 채문식, 간사 이치호 등 20명의 위원을 임명하
여 헌특을 구성하고49) 전문․총강․기본권, 권력구조, 재정․경제를 각각
담당하는 3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그 중 특히 제2분과위원회에는
위원의 절반인 10명을 배치하여 6.2. 세부과제를 분담하도록 했고 그 구성은
<표 3>과 같다.50) 특히 선거제도와 지방자치에 관하여는 1962년 이래 헌법

에서 이를 직접 규율하지 않고 하위법에 위임해 왔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헌특이 헌법뿐만 아니라 대통령․국회의원선거법과 지방자치법 등에 관한
여야 협상에도 적어도 일정부분 대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후술하는 바
와 같이 국회 개헌특위 구성결의안이 1986.6.24. 통과되자 아래 20명의 위원
은 그대로 위 특위의 민정당 위원으로 지명되었다.51)
<표 3> 1986년 민정당 헌법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분담과제

위원장 : 채문식 (간사 : 이치호)
분과
위원회
담당
과제
분과
위원장

제1분과위
(총괄․기본권)
1. 전체총괄
2. 전문․총강
3. 기본권 4. 기타

허청일

제2분과위
(권력구조)

제3분과위
(재정․경제)

1. 대통령 2. 행정부 3. 국회 4. 법원(위헌심
사 포함) 5. 선거제도 6. 지방자치

재정․경제

김종호(1986.9.27. 김영구로 교체)

김종인

49) 5.7.에는 19명을 임명하고, 제1차 전체회의를 여는 5.15.에 곽정출을 추가 임명하여 20명이 되었다.
1986.5.15.자 중앙일보 3면.
50) (주 48)의 문서, 3면. 1986.9.27. 위원교체 부분은 1986.8.28.자 경향신문 1면(당직개편 사실);
1986.9.27.자 경향신문 1면을 각 참조하였다.
51) 이후 국회 개헌특위의 위원 수가 조정되어 민정당에 할당된 위원 수가 20명에서 23명으로 늘어나
면서, 민정당에서는 7.25. 고건, 김숙현, 윤길중을 당 헌특위원 겸 국회 개헌특위 위원으로 추가
지명하였다. (주 48)의 현경대 기증문서 같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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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정출(1986.5.15. 추가),
김현욱, 안병규, 이한동
(1986.9.27. 김중권으로
교체)

－정부형태 : 배성동(책임자), 박경석, 남재
희, 정동성, 김정남, 현홍주
－선거제도 : 우병규(책임자), 조기상, 김종
호, 현경대
－지방자치 : 김종호
－사법제도 : 현경대(책임자), 현홍주

205

이치호,
정창화,
조남조

(3) 각 분과위원회에서의 논의
① 제1분과위원회(전문․총강․기본권)

시안의 前文․총강․기본권 부분을 분담한 제1분과위의 전반적인 활동은,
(i) 먼저 입안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ii) 주요하다고 판단되는 몇몇 사항에

대한 사전판단을 거친 뒤, (iii) 1986.7.5.부터 7.18.까지 10개 도시에서 열린
‘지역간담회’에서의 수렴된 의견을 중심으로 하여 시안에 넣을 내용을 일부

더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분과위에서 결
정한 사항들 중 개별 기본권을 제외한 대부분은 후술 ‘당정협의’ 과정에서
번복되었다.
제1차 회의(1986.5.30.)는 ① 종래의 헌법 전문에서 4.19, 5.16 등 각종의
역사적 사건 내지 ‘계승정신’이 구구히 첨삭되어 온 것과 달리 민족정통성의
승계를 확고하게, 그러나 포괄적으로만 전문에 담고,52) ② 체제도전세력인
급진․좌경세력의 등장에 대한 대응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재정립
하며,53) ③ 하위법에서 규정한 주요 권리들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구체
적으로 보장한다는 기본방향을 세웠다.54) 뒤이은 제2차 회의(6.20)에서는
(a) 전문에 기재된 각종의 역사적 사건 중에서 3.1 운동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삭제하기로 하고,55) (b) 1980년 헌법 전문의 ‘제5민주공화국’은 삭제하
52) 1986.5.31.자 경인일보, 대전일보, 전북일보 각 1면(연합통신 인용).
53) (주 52)의 각 기사 외에 동일자 한국일보 3면.
54) (주 52)의 각 기사 외에 1986.5.30.자 중앙일보 1면; 동일자 서울신문 2면.
55) 1986.6.20.자 경향신문 1면; 1986.6.21.자 서울신문, 한국일보 및 대전일보(연합통신 인용) 각 3면.
제1분과위는 제3차 회의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한 이택휘(서울교대 교수), 최창규(민정당 의원)의 견
해를 청취하고 위와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고(1986.7.10.자 광주일보, 전북일보, 충청일보 각 1면(연
합통신 인용)), 그 결과 후술하는 1986.7.25. 헌특 전체회의에서의 분과위 활동보고에서 분과위원
장인 허청일은 “현행 헌법 전문 중 ‘3.1 독립운동’ 이외에 임시정부와 4.19 의거 정신을 명기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헌법 전문의 역사성과 포괄성을 살리고 국민화합을 위해 臨政과 4.19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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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다 ‘미래지향적인’ 개념으로 이를 대체하기로 하였다.56)
한편 분과위가 아닌 헌특의 全 위원을 대상으로 연 세미나(6.4)에서 장석
권(단국대 교수)은 기본권 보장이 헌법규정의 완비보다는 하위법의 보완을
통하여 내실 있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전제하에, 그럼에도 문제되는
쟁점들로서 ① 저항권은 실정헌법에 명문화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②
“보안처분”은 굳이 헌법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비상시에는 비상입법이 가능

하므로 문제되지 않으며, ③ 기타 신체의 자유는 헌법규정을 추가하기보다
형사소송법 등의 하위법을 보완하는 것으로 족하고, ④ ‘사상의 자유’를 신설
하는 데에는 한국의 여건상 신중을 기해야 하며, ⑤ 유신헌법 이래로 헌법상
‘신문 등의 발행시설기준’이 삭제되었음에도 현행 언론기본법에서 등록(제20

조), 등록취소(제21조)를 규정한 데에는 위헌소지가 있으니 해당 규정을 헌
법에 둘 필요가 있고, ⑥ 생활권적(사회권적) 기본권은 사회주의적 속성을 가
지고 있으므로 하위법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입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주장하였다.57)
제3차 회의(7.9)에서는 주요 개별 쟁점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 (a) 기본권
의 일반적 법률유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표현이 기본권제한의 남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보다 한정하기로
하고, (b) 단체행동권을 개별유보로서 제한 또는 부인할 수 있는 근로자 중에
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의 근로자를 제외하며, (c) 형
사보상청구권을 무죄피고인뿐 아니라 무혐의처분을 받은 피의자에게도 인정
하기로 하였다. 반면 (d) 저항권은 전문에라도 신설하지 않기로 하고, 총강
명기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보고하였다(1986.7.25.자 중앙일보 1면). 이
중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8월에 들어 4.19만은 전문에 넣기로 방침이 변경되었다.
56) 이후 1986.8.13. 노태우에게 보고된 시안要綱案에 따르면 이 ‘미래지향적인’ 개념은 결국 “제5공화
국에서 이루어진 국민적 합의에 의해 헌법을 개정한다”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1986.8.14.
자 서울신문 3면), 이는 본문의 회의에서 김현욱이 주장하였던 안과 결과적으로 일치한다. 다만
이는 최종적인 요강이나 시안에는 반영되지 않았고, 종전의 “제5민주공화국”이라는 표현은 그대로
존치되었다.
57) 1986.6.5.자 경인일보, 대전일보 각 3면(연합통신 인용); 동일자 동아일보 4면; 경향신문 4면, 5면;
동일자 한국일보 3면. 현경대의 술회에 따르면 이러한 장석권의 주장이 민정당의 입장결정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2017.10. 필자 면담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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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정하지 않기로 하였다.58) 그리고 7.25. 헌특 전체회의에 분과위 활동
상황을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① 단체행동권에 대한 개별적 법률유보조항을
삭제하고, ②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요건을 삭제하기로 하였는바, 이는 ‘지역간담회’의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보
인다.59)
② 제2분과위원회(권력구조)

제1분과위에서의 논의가 일종의 백지상태에서 헌법에 채워넣을 것들을 점
차 추가하는 양상으로 나아간 것과 달리, 제2분과위에서는 ‘직선제는 안 된
다’는 기본전제에서 출발하여60) 의원내각제와 국회간선 방식의 대통령제 사
이에서 전자로 입장을 점차 굳혀가는 양상을 띠었다. 그러나 이는 외견상의
양상이었을 뿐 전술하였듯이 전두환은 적어도 1986.2. 이전부터 이미 의원내
각제로의 개헌을 구상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제2분과위의 역할은 이미 정해
진 의원내각제라는 방침을 구체적으로 설계해 나가는 데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행정부가 ‘의원내각제가 진정한 민주화’임을 대대적으
로 선전하는 가운데61) 지역간담회를 전국의 언론에서 전폭적으로 홍보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다.62)
제2분과위는 첫 회의에서 위원별 세부분담 과제를 배분한 뒤 제2차 회의
58) 1986.7.9.자 중앙일보 1면; 1986.7.10.자 한국일보 1면; 동일자 광주일보, 대전일보, 전북일보 각
1면(연합통신 인용). 그 밖에도 ① 구속영장의 적법여부를 법관으로부터 사전심사받도록 하는 제도
로서 ‘적법절차’를 신설할지의 여부, ② 선거권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인하할지의 여부, ③ 표현
의 자유 조항을 종전보다 구체화할지의 여부, ④ ‘알 권리’를 명문화할지의 여부, ⑤ 보안처분 조항
을 보완할지의 여부가 논의되었으나, 이들에 대하여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고 한다.
59) 1986.7.26.자 동아일보 3면; 동일자 경인일보, 광주일보, 대전일보 각 3면(연합통신 인용).
60) 이는 1986.4.30. 4당 대표회담에서 전두환이 “직선제만이 민주고, 간선제는 비민주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언급한(1986.5.9.자 중앙일보 3면) 데서 암시되었지만, 당 대표위원인 노태우는
1986.5.21. 외신기자회견에서 “민정당은 대통령직선제 개헌에는 반대하고 있다”고 함으로써 이를
공식화하였다(1986.5.21.자 중앙일보 1면).
61)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1986년도 생산 뺷개헌관련홍보교육철(1),(2)뺸(관리번호 : BA0884030,
BA088403, 생산기관 : 국무조정실)을 보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지방행정조직․각급학교․예비군

조직 등을 총동원하여 이러한 교육․홍보가 전국적으로 막대한 인력을 투입한 가운데 이루어졌음
을 알 수 있다.
62) 당시 중앙․지방을 불문한 모든 일간지가 지역간담회를 매일 1면 톱기사로 보도한 비중에 비추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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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에서부터 초청연사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그들은 대부분 의원내각

제를 지지하는 입장에 서 있었다. 이 회의에서 허경(연세대 교수), 최대권(서
울대 교수)은 대통령중심제가 특정한 정치적 조건을 갖춘 미국 이외의 나라
에서는 대부분 독재체제로 전락했음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중심제가 의원내각
제에 비해 독재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였다.63) 다만 제3차 회의(6.17.)에서
구종서(중앙일보 논설위원)는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겠다는 국민적 열망, 그
리고 제도에 대한 국민의 친숙성을 고려할 때 정통성 확보를 위해서는 대통
령직선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고, 반면 양동안(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지역
감정과 보나파르티즘(Bonapartism) 방지를 위해 대통령을 간접선거하되 선
거인이 그 지지후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등록하게 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64) 또한 제4차 회의(6.30.)에서 신도성(전 국회의원)은 과거 헌정사에
서 대통령중심제가 빚은 폐해에 비추어 의원내각제를 지지한다는, 강문용(전
국회의원)은 대통령을 국회에서 간선하되 이원정부제를 운용하는 것도 바람
직하다는 견해를 각각 밝혔다.65)
그러나 이와 같이 일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듯한 외양과 달리 제2분
과위의 결론이 의원내각제로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점은, 1986.7.5.부터
7.18.부터 실시된 지역간담회가 끝나기도 전인 7.13. ‘중간결산’ 명목의 비공

개회의를 통해 의원내각제를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이에 따
라 국회의원선거법상의 1구 2인제(중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에 대한 일부수
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데서 확인된다.66) 이후 7.25. 헌특 전체회의
에서 김종호 분과위원장은 이러한 내용을 보고하면서, 다만 선거제도에 관하
여는 의원내각제가 정식으로 당론화하고서 재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보
고했다.67)
63) 1986.6.12.자 경향신문 2면, 3면; 1986.6.13.자 중앙일보 5면; 동일자 동아일보, 광주일보(연합통신
인용) 각 2면; 동일자 서울신문 및 경인일보, 광주일보 각 3면.
64) 1986.6.17.자 경향신문, 동아일보 각 3면; 1986.6.18.자 조선일보 4면.
65) 1986.6.30.자 매일경제, 경향신문 각 2면; 동일자 동아일보 3면; 1986.7.1.자 경인일보 2면(연합통
신 인용); 서울신문, 한국일보 각 3면; 동일자 한국일보 5면.
66) 1986.7.14.자 경인일보, 광주일보, 대전일보 각 1면, 2면(각 연합통신 인용).
67) 1986.7.26.자 한국일보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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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담회가 끝난 뒤인 1986.8.4. 제2분과위는 다시 비공개모임을 가져
그간 검토해 온 의원내각제 요강안을 최종 검토했는데, 그 요지는 ① 1960년
헌법을 기본모델로 하되 동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부여했던 국군통수권․총
리지명권․계엄선포권을 모두 총리(또는 수상, 이하 이 절에서 같음)에게 부
여함으로써 ‘순수’ 의원내각제로서의 성격을 강화하여, ② 국회에서 선출하
는 행정수반인 총리가 일반행정권, 국무위원 기타 공무원 임면권, 국군통수
권, 비상조치권, 법률안제출권 등을 모두 행사하도록 하고, ③ 역시 국회에서
간선하는 대통령을 두되 그 임기는 5년 단임 또는 4년(1차 중임 허용)의 복
수안으로 남겨두되 정파를 초월한 국가상징으로서 의례적 권한만 부여하며,

④ 서독 헌법이 규정한 건설적 불신임제를 채택하되 일정기간(이후 2년으로
확정) 국회의 내각불신임권과 총리의 국회해산을 모두 금지토록 하고, ⑤ 일
본 헌법을 따라 국무위원의 과반수는 국회의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며, ⑥
그 밖에 국정감사권은 부활하지 않도록 하되 국정조사권의 발동요건을 완화
하고 국회의원의 定數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68)
그 밖에 역시 제2분과위의 관장사항이던 사법제도와 관련해서는 (i) 지역
간담회에서의 의견수렴 결과 위헌심사권은 사법부로 환원함으로써 사법부의
독립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압도적인 지지가 있었던 것으로 인식하는
한편,69) (ii)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는 법관추천회의 또는 대법원판사회의에
서 선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세웠으며 헌법재판소 신설방안을 긍정적으로 검
토하였다.70)

③ 제3분과위원회(재정․경제)
제3분과위의 최대 쟁점은 대기업 내지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에 대한 규제
조항을 헌법에 명문화할지의 여부였고, 이를 주도적으로 주장한 것은 분과위
원장인 김종인이었다. 그는 제1차 회의(1986.5.26)에서 (i) 분배구조 왜곡에
68) 1986.8.5.자 경인일보, 광주일보 각 1면, 3면(연합통신 인용). 다만 위 ⑥항의 방침은 모두 헌법규정
을 개정하지 않고 하위법률로써 이를 정해 나간다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69) 1986.7.25.자 중앙일보 1면.
70) 1986.8.5.자 경인일보, 광주일보 각 1면, 3면(연합통신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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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소득격차의 심화, (ii) 독과점의 폐해, (iii) 중소기업 및 나아가 중산층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방지장치를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
을 피력하였다.71)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 대하여 대기업집단들은 반발의 움
직임을 보이기 시작했고,72) 분과위 내에서도 이견이 제기되었다. 제2차 회의
(6.24)에서 초청연사인 김진현(동아일보 논설위원실장)은 경제의 민주화가

비록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으나 이들에 대하여는 헌법보다 정책의 문제로
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조항의 신설보다는 1980년 헌법상
의 비상조치권 등 기존의 장치를 활용하면 된다는 이견을 제시했고,73) 분과
위원인 조남조는 헌법 제120조 제3항(“독과점의 폐단은 적절히 규제․조정
한다”)의 ‘독과점’에 ‘경제력 집중’을 추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하였
다.74) 이에 김종인은 1986.7.2. 헌특 전체회의에서 자신의 헌법 경제조항에
대한 의견을 다시 피력했으나,75) 제3차 회의(7.4)에서도 경제력 집중은 산업
사회 발전과정에서의 과도기현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혹은 경제력집중의 방
지문제에 대하여는 기업의 단순한 대소보다는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소
71) 1986.5.27.자 한국일보 1면. 기사에서는 김종인이 ‘이날 회의에서 위와 같은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
다’고 밝힌 것으로 인용하고 있으나, 아래 인용하는 이후 기사 내용들과 교차하여 살펴보면 위 의
견을 주장한 (유일하지는 않더라도) 가장 주된 인물은 바로 김종인 자신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72) 1986.6.17.자 매일경제 2면; 1986.7.4.자 서울신문 3면.
73) 현경대 기증문서 중 뺷헌법특별위원회 운영보고뺸, 13면. 당시의 언론에는 초청연사가 비공개되었으
나 위 문서에 김진현으로 기재되어 있다.
74) (주 73)의 문서, 14면.
75) 여러 차례에 걸친 그의 주장요지는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이윤창출이라는 기업의 목적과

국가․국민의 이해가 상충하는 경우 공권력에 의한 규제를 통해 경제적 불균형상태를 해소하고
자유경제체제의 존립에 대한 위협을 막을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향후 도입되는 규제에 대한
대기업들의 위헌시비를 방지함으로써 ｢룰(rule) 속의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것이고, 또한 종래에는
생각지 못했던 장래의 정경유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는 1986.7.25. 헌특 전체회의에
서의 경과보고로써도 같은 입장을 재천명했다.
1986.5.27.자 한국일보 1면; 1986.6.17.자 매일경제 2면; 1986.7.2.자 경향신문 4면; 1986.7.3.자
서울신문 1면, 3면; 1986.7.5.자 한국일보 1면, 3면; 1986.7.25.자 경향신문 3면; 1986.7.26.자 동아
일보 3면.
김종인은 근자에도 위와 같은 자신의 견해가 현행 헌법의 ‘경제의 민주화’를 낳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는 (i) 후술하듯이 김종인이 헌특에서 주장한 노선이 1987년에 들어 일부 수정된 점,
(ii) 그리고 (주 121)에서 보듯이 민정당의 1987년 시안에 반영된 ‘산업의 민주화’가 김종인의 위
구상과는 무관한(특히 김종인은 근로자의 경영참여권을 명시적으로 부정하였다. 이에 관하여는
1987.7.23.자 중앙일보․한국일보 각 3면 등 참조) 산업민주주의적 관점에서 입안되었다고 볼 여지
가 있는 점에 비추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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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불균형의 차원에서, 그리고 제도의 신설보다는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접근
해야 한다는 이견(기우식 박사)에 재차 부딪쳐, 위원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76)
제3분과위 제3차 회의에서는 그밖에 ① 한국은행의 독립을 헌법조항으로
신설하는 한편, 감사원의 기능 중 회계감사기능을 국회로 이관할 필요성과
토지공개념의 도입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77) ③ 아울러 경제력 집중방지 논
의와 같은 분배정의의 실현이라는 맥락에서 최저임금제를 기본권으로 명시
하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78)
(4) 요강작성소위원회의 요강안 성안 및 헌특 전체회의에서의 조정

위 분과위들은 1986.7.25. 헌특 제4차 전체회의에서 그 각 활동경과를 보
고하였고, 이날 동 회의에서는 3개 분과위의 위원장(허청일, 김종호, 김종인)
에 법률가 출신인 이치호․현경대와 정치학자 출신인 배성동을 추가한 6인
으로 요강작성소위원회를 구성하여 ① 8.5.~8.6. 전문․총강․기본권조항 및
부칙 검토, ② 8.7. 재정․경제조항 검토, ③ 8.8.~8.10. 권력구조 조항 검토,

④ 8.11.~8.12. 소위 요강시안 작성이라는 일정으로 소위를 운영하도록 결정
했다.79)
위 운영계획에 따라 요강작성소위는 요강안을 작성하여 8.13. 민정당 대표
위원인 노태우에게 보고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확정 내지 조정한 사항은 다음
과 같다. 제1분과위에서 결정한 대로 (i) 전문에 4.19는 규정하지 않는 한편
‘제5민주공화국’은 ‘제5공화국에서 이루어진 국민적 합의에 의해 헌법을 개

정한다’는 문안으로 개정하고,80) (ii) 기본권 부문에서는 구속적부심의 ‘법률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라는 요건을 삭제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를 도입하
76) 1986.7.4.자 경향신문 4면.
77) 1986.7.4.자 경향신문 1면. 다만 이에 대하여 김종인은 반대한 것으로 전해진다. 1986.7.5.자 서울
신문 3면.
78) 1986.7.5.자 한국일보, 전북일보(연합통신 인용) 각 1면.
79) 1986.7.25.자 중앙일보, 경향신문, 경인일보, 대전일보, 광주일보(각 연합통신 인용) 각 1면;
1986.7.26.자 한국일보 1면.
80) 1986.8.14.자 서울신문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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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편 단체행동권에 대한 개별적 법률유보조항을 삭제하기로 하고, (iii) 경
제에 관하여는 (a) 재벌의 경제력집중에 대한 규제를 직접 규정하지는 않되
‘경제력남용에 대한 규제’를 선언적으로 규정하여 공권력 발동의 근거로 삼

는 한편(제120조 제1항) 보다 일반적인 규제․조정에 있어 종전의 “필요한
범위 안에서”라는 제한을 삭제함으로써 이에 대한 위헌시비를 차단(동조 제2
항)하기로 하고, (b) 그 대신 독점자본의 시장지배 금지와 재벌의 유통구조
참여제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요강작성소위는 또한 ① 행정수반의 명칭을 수상, 국무총리 등 중에서 어
느 것으로 할지, ② 국회의원의 임기(4년 또는 5년), ③ 대법원장과 대법원판
사를 종전과 같이 행정수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
록 할지, 혹은 법관추천회의를 부활시켜 선출제로 할지, ④ 위헌법률심판권
의 소재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를 신설할지,81) 이를 대법원으로 환원할지의
여하는 ‘고위층의 결심’을 요하는 복수안으로 남겨두었다.82)
이는 다음날인 8.14. 헌특위원 간담회에서 다음과 같이 다시 일부 조정되
었다. (i) 총강에서 기존의 재외국민 보호조항을 국가의 ‘보호의무’ 조항으로
강화하고, (ii) 행정수반의 임명절차에 관하여 원내 다수당의 대표자 등 헌법
에 미리 정해져 있는 자를 대통령이 ‘형식상’ 후보로 지명하도록 하며, 권력
구조에 관하여는 국회의 총 회기일수를 종전의 150일에서 180일(국회가 따
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210일)까지로 늘리는 한편 국정자문회의를 헌법기관
에서 제외하기로 하였고, (iii) 사법권에 관하여는 ‘사법부의 요청에 따라’ 법
관추천회의를 부활하지 않기로 하는 한편, 일반법관은 대법원장이 직접 임명
하도록 하며, 위헌법률심판권은 대법원에 환원하기로 하였다.83)

81) 요강작성소위는 ‘헌법재판소’와 ‘헌법위원회’의 근본적 차이는 이를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로써 구
성할지의 여부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 한편 소위는 이 당시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으로 ‘권한쟁의’
를 추가하고 있었다.
82) 1986.8.13.자 한국일보 1면; 동일자 광주일보, 대전일보(연합통신 인용) 각 1면, 3면 및 전북일보,
제주신문(연합통신 인용) 각 2면; 1986.8.14.자 서울신문 3면.
83) 1986.8.15.자 서울신문, 한국일보, 광주일보, 대전일보, 전북일보(각 연합통신 인용) 각 1면; 동일자
경인일보, 광주일보 각 2면; 동일자 서울신문 4면; 동일자 한국일보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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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위당정협의’를 통한 전두환의 개입과 요강․시안의 확정

헌특에서는 위 잠정안을 1986.8.16. 총재인 전두환에게 보고하여 검토를
받았는데, 당시 논의에는 민정당 당직자인 노태우 대표위원, 채문식 헌특 위
원장, 정순덕 사무총장, 이세기 원내총무, 이치호 헌특 간사뿐만 아니라, 黨
外의 행정부 인사인 노신영 국무총리, 장세동 국가안전기획부장, 김성기 법

무부장관, 이양우 법제처장, 박철언 법률특별보좌관, 박영수 대통령비서실장,
안현태 대통령경호실장, 허문도 정무1 수석비서관, 이중근 법무수석비서관,
김병훈 의전수석비서관 등이 함께 참여하였다.84)
이 ‘고위당정협의’ 모임에서 전두환은 직접 (i) 국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
기만 하면 그 회기일수를 180일로 연장할 필요는 전혀 없고, (ii) 사법부는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운영되어야 하는데 법관추천회의 제도

를 도입하면 사법부가 여론의 눈치를 보게 되며, (iii) 내각이 비상조치를 제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형식상의 실행권자인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에는 내각수반(수상)이 이를 직접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지침을 주었으며, (iv) 특히 대기업에 대한 국민감정을 반영한다는 명
목으로 대기업을 무조건 견제하는 내용을 헌법에 넣어서는 아니되고, 대기업
의 경제력집중이 국가적 문제라 하더라도 이는 정부의 정책으로 풀어야 하
며, 이를 직접 규제하는 조항을 헌법에 넣을 경우 대기업의 사기저하로 인해
경제 전체가 침체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고,85) 이로써 경제력집중에 관하
여 이전까지의 전술한 바와 같이 이루어지고 있던 성안 내용은 “경제력남용
에 의한 폐단”을 적절히 규제․조정할 수 있다는 문구가 추가된 것을 제외하
고는 모두 백지화하였다. 그 밖에도 이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v) 국회의원의
임기는 5년으로 확정되었으며, (vi) 과학기술자의 권리, 그리고 여자․노인․

84) 김성익, (주 34)의 책, 131~139면. 이 책 131면에는 일자를 “8월 6일”로 기재하고 있으나, 당시
시안요강 작업의 진행경과나 당시의 신문보도 모두를 종합해 보면 이는 “8월 16일”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한편 본문에 열거한 이외에, 과학기술자의 권리 및 여권신장을 규정한 신설조항들에 관
하여 헌특을 치하하는 대목도 발견된다.
85) 이에 덧붙여 ‘지금의 헌법에도 중소기업 육성조항(제124조 제2항)이 들어있으니’ 그런 이유에서도
대기업 견제를 명문화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위의 책, 132~1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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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국가의 노력․정책실시 의무조항 신설도 확정되
었다.86)
이와 같이 조정된 요강안을 돌려받은 헌특은 1986.8.18. 오전 전체회의에
서 (a) 논의 끝에 4.19 이념의 계승을 전문에 추가하고, (b) 계엄선포를 형식
상 대통령이 하도록 하였던 것을 수정하여 내각회의의 의결에 따라 수상이
직접 하도록 하였다. (c) 한편 존재의의가 미약한 헌법위원회를 대신하여 헌
법재판소를 설치할지의 여부와 임시정부의 법통계승 여부가 재론되기는 하
였으나 모두 반영되지 않았다.87) 이로써 헌특은 시안작성에 관한 역할을 마
쳤다.
이어 같은 날 오후에 열린 민정당 의원총회에서는 헌특의 요강안에 대한
최종논의가 이루어졌는데 근로자의 이익균점권 신설(이찬혁), 중학 의무교육
확대 및 교육자치(홍종욱), 재벌기업에 대한 ‘규제’의 명문화 再論(정남), 여
성(김현자) 및 농민(전종천)에 대한 권익신장 등 주장이 의원들로부터 제기
되었으나 요강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고,88) 8.19. 중집위에서 이를 최종 확
정하면서 요강작성소위원들로써 ‘조문화작업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요강을
조문화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조문화가 완료된 시안은 8.22. 중앙위 운영위에
서 최종 확정되고89) 8.25. 국회 개헌특위에 당 개헌시안으로서 제출되었다.

2. 신한민주당 개헌시안의 제1차 형성
1985년의 신한민주당 시안이 전술한 바와 같이 민추계가 비민추계(특히

이철승)의 의원내각제 주장을 배척하는 과정 속에서 성안되었다면, 1986년
86) 1986.8.17.자 한국일보, 서울신문 각 1면; 동일자 한국일보 3면; 1986.8.18.자 경인일보, 광주일보,
대전일보(연합통신 인용) 각 3면.
87) 1986.8.19.자 경인일보, 제주신문 각 1면(연합통신 인용); 동일자 경인일보, 대전일보 각 3면; 동일
자 한국일보 3면.
88) 1987.7.23.자 조선일보, 서울신문, 경향신문, 중앙일보 각 3면.
89) 국가는 농민․어민의 “자조를 기반으로 하는 농어촌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는 내
용의 1980년 헌법 제124조 제1항의 내용은 이 조문화 과정에서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농어촌개
발과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으로 개정시안에 포함되었다. 1986.8.23.자 한국일보
1면; 1986.8.24.자 한국일보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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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한민주당 시안은 비민주계가 ‘제압’된 이후 표면화하기 시작한 민추계
내부의 상도동계․동교동계의 견해차이, 그리고 이를 배경으로 한 각축 속에
서 성안되었다고 할 수 있다.
김영삼은 전두환의 ‘합의조건부 개헌불반대’가 대통령직선제 개헌의 가능
성을 시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면서도 우선은 가급적 전제조건 없이 원내에
서 개헌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반면,90) 김대중은 전두환이 직
선제 개헌을 받아들인다는 약속을 할 때까지는 개헌특위에 참여해서는 아니
되며 오히려 양심수 석방, 구속자 사면복권을 조건으로 고수하면서 민정당을
압박하는 한편 재야와 연대하여 장외투쟁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
렇기 때문에 ‘양김’은 국회 개헌특위에 참여하기로 1986.5.27,91) 1986.6.1
792) 두 차례에 걸쳐서 합의하고 나서야 이를 신민당의 방침으로 삼을 수 있

었고, 그리하여 국회 개헌특위에 대한 구성결의안은 1986.6.24에야 여야 합
의로 가결되었고, 이후로도 특위 위원 인선의 계파별 배분에 관한 이견조정
으로 인해 1986.7.23에야 개헌특위 위원 17명을 선정하여 국회에 제출하였
다.93) 그러는 동안 신한민주당은 민정당의 ‘직선제 반박’에 대한 반론만을
책자 등으로 발간하면서94) 정작 自黨의 직선제 개헌시안 보완을 위한 논의
는 진행하지 못하였고, 다만 1986.7에 ‘개헌공청회’ 내지 ‘개헌추진 범국민회
의’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은 수차례 발표하였으나,95) 실행에는 옮기지 못하
였다.
90) 이는 개헌특위 위원명단을 제출하면서 김영삼이 한 “개헌은 서울운동장이나 여의도광장에서 할 수
없고 국회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헌특(필자 주 : 국회 개헌특위)에 참여키로 했다”는 말로써 요약
된다. 1986.7.24.자 경인일보 2면(연합통신 인용).
91) 1986.5.27.자 동아일보 1면.
92) 1986.6.18.자 한국일보 1면.
93) 17명의 위원의 계파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1986.7.24.자 한국일보 1면.

동교동계(6)

상도동계(6)

이중재, 이용희, 허경만,
조순형, 허경구, 장기욱

박용만, 박찬종, 권오태,
목요상, 이영준, 김정길

이민우 추천(2)

비민추계(3)

김태룡, 이철

김수한, 김영배,
반형식

94) 1986.7.1.자 중앙일보 3면. 書名은 뺷국민이 원하는 헌법뺸이었다.
95) 1986.6.30.자 대전일보 1면(연합통신 인용); 1986.7.2.자 중앙일보 1면; 1986.7.8.자 중앙일보 3면;
1986.7.14.자 경인일보, 광주일보 각 2면(연합통신 인용); 1986.7.20.자 한국일보 1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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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1986.7.31. 종전의 시안을 일부 수정하여 국회 개헌특위에 제출
할 계획이라는 발표가 있고,96) ‘개헌안 심사소위’(위원장 허경구, 위원 허경
만․박찬종․목요상․장기욱)에서 8.2. 1985년 시안을 아래와 같이 일부 수
정한 시안을 마련하였다.97) 그 외에 위 수정소위에서는 당초 비상계엄 선포
의 요건 강화, 대법관 연임제 폐지, 상해 임시정부 법통계승 등 22개 항목을
검토․수정할 계획이었으나 이는 ‘최소한의 수정만 한다’는 원칙에 밀려서
국회 개헌특위 활동과정에서 추후 반영하기로 하는 데 그쳤다.98) 이 시안을
1986.8.5. 신한민주당 정무회의에서는 그대로 확정하고, 8.8. 국회 개헌특위

에 제출하였는데, 1985년도 시안과의 차이는 <표 4>와 같다.
<표 4> 1985년 → 1986년 시안의 차이점

전
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 ‘자유․민주․정의’
－저항권 추가(“이 헌법이 파괴되고 헌법에 확립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명백하게 침해될
경우 국민 스스로 저항할 권리”)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철저히 보장하고 평화적 정권교체를 위하여” 삭제

기
본
권

－구류․연금에 대한 보호 강화(제11조) →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음(①),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④)
－보안처분은 ‘형의 선고’에 의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①)
－민간인에 대한 군사재판을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 외에 일체 불허(제25조 ②)

기
타

－부통령 관련조항 정비 → 대통령 궐위․사고시 부통령의 승계조항 정비(제69조), 대통령
취임식에 부통령 참석(제70조 ②)
－독과점과 “경제력 집중”의 폐단을 적절히 규제․조정(제113조 ②)

부
칙

－새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시기
1985년 시안 : 헌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내 대통령선거, 3개월 후 4개월 내 국회의원선거
⇨1986년 시안 : 양자 모두 현 대통령 임기만료 전 6개월 이내

96) 1986.8.1.자 서울신문 2면.
97) 1986.8.3.자 서울신문 2면; 1986.8.4.자 전북일보, 제주신문 각 1면(연합통신 인용).
이 중 저항권을 전문에 추가한 것에 관하여는 (i) 이를 전문이 아닌 본문의 독립조항으로 신설할지
가 논의되었으나, 저항권을 본문에 신설할 경우 부수입법이 필요하게 되는 문제가 있을뿐더러 저항

권의 삽입은 정치적 선언이라는 데 그 의미가 있다는 박찬종 위원의 의견에 따라 이를 전문에 넣게
되었고, (ii) 그 문안은 본래 대한변호사협회에서 1986.6.에 제시한 개헌시안의 전문 문안을 그대로
옮겨오되 개념규정․발동요건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보충성(“달리 구제수단이 없을 때에는”)
만 삭제한 것이다. 1986.8.4.자 경인일보 2면(연합통신 인용); 1986.8.5.자 한국일보 3면.
98) 1986.8.4.자 전북일보, 제주신문 각 1면(연합통신 인용); 동일자 광주일보, 전북일보 각 2면(연합통
신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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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회 개헌특위의 파탄과 4.13 호헌조치까지의 정치상황 변화
1) 국회 개헌특위의 무기한 공전

위와 같이 민정당과 신한민주당이 개헌시안을 완성하고 국회 개헌특위 위
원도 모두 선정한 후 국회 개헌특위는 1986.7.30. 첫 회의를 열었으나, 이날
부터 전국 7대 도시(부산․대구․광주․전주․대전․춘천․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개헌공청회의 개최장소와 중계방식을 두고 여야간에 입장충돌이 계
속되었다. 민정당은 (i) 지방공청회도 개헌특위의 연장인데 국회 경위의 숫자
가 적다는 이유로, 개최장소로 각 도시의 시민회관 소강당 등 500명 이내의
청중만을 수용할 수 있는 소규모 옥내시설로 하고, (ii) 중계는 방송시간을 고
려하여 녹화중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신한민주당은 (i) 널리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옥외장소 또는 적어도 시민회관 대강당 등 대규모의
장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ii) 중계는 발언내용이 편파적으로 편집되지
않을 수 있는 생중계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99)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이로 인한 대립이 계속되는 동안 여야 3당(민정․
신한민주․국민)은 각자의 시안에 대한 제안설명만을 8.25. 할 수 있었고, 시
안의 내용에 대한 토의는 전혀 하지 못한 가운데 1986.8.26을 끝으로 신한민
주당이 개헌특위에 사실상 계속 불참하다가 9.29. 정식으로 ‘당분간 개헌특
위에 불참할 것임’을 선언하였다.100)
추측컨대 신한민주당으로서는 민정당이 막대한 비용과 인력을 들여 의원
내각제를 홍보하고 있는 데다, 언론매체가 모두 정부․여당의 강한 영향 하
에 있는 당시의 상황에서 개헌논의를 대중에 널리 전파할 수 있는 가장 강력
한 수단이라 할 수 있는 TV 중계마저 여당에 유리한 방식과 내용으로 편집
되어 이루어진다면 결국 신한민주당이 자칫 수많은 대중 앞에서 여당의 ‘정
99) 1986.8.26.자 서울신문 2면. 이는 1986.8.12. 여야 3당(민정․신한민주․국민) 간사회의문에서 공
청회의 “실황을 중계토록 공영방송국에 요청”하기로 한 것과 관련된다. 1986.8.13.자 서울신문 1
면. 민정당은 녹화중계도 실황중계에 포함된다는 입장이었고, 신한민주당은 실황중계는 곧 생중계
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100) 1986.9.29.자 동아일보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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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한 논리’ 앞에 굴복하는 듯한 모습으로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
고, 그보다는 장외투쟁에 호소하여 야당으로서의 선명성을 과시하는 것이 보
다 타당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2) 국회 개헌특위 이후 4.13 호헌조치까지의 정치상황 변화

원내의 최대 현안인 개헌논의를 절차적으로나마 원내로 수렴할 場인 국회
개헌특위가 무기한 공전되면서 국회 자체도 파행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민정당의 상임위원회 강행에 반발한 신한민주당의 1986.12.11. 국회 불
참선언으로 이어졌다.101) 신한민주당이 이러한 원내․외 투쟁의 한계에 봉
착하면서 상도동계는 “경색된 개헌정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김영삼을 총재
로 추대, 실세화를 이룬 뒤 실세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내놓았고, 12.22. 김영삼․김대중의 회동에서도 “당 체체정비 문제는 내년
(1987) 정초쯤 강력한 대여투쟁과 개헌투쟁을 전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매듭

지어질 것”이라고 밝혀 당권의 ‘실세화’를 사실상 공식화했다.102) 이에 이민
우는 12.24. ‘민주화 7개항’을 민정당이 수용할 경우 “야당은 물론 국민들도
내각제 개헌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
는 ‘이민우 구상’을 전격 발표하였다.103) 이에 김영삼․김대중은 위 선언이
7개항을 통해 정부․여당에 구체적인 민주화조치를 촉구하는 취지에 불과하

며 개헌방향에 관한 당론은 불변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무마하려 했으나, 민
정당과 언론은 이를 ‘의원내각제 협상가능성 시사’로 일관되게 해석하면서
혼란이 계속되었다. 그러는 가운데 1987.1.10. 당내에 ‘비주류연합’을 결성한
비민추계에는 이택돈, 이택희 등 민추계 일부까지 합세하여 “두 김씨의 분수
를 모르는 월권적 간섭 때문에 당이 파산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하면서 이민
우를 지원할 것임을 공표하였고, 2.19.에는 이철승이 의원내각제 지지성명을
101) 1986.12.11.자 동아일보 1면.
10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편, (주 47)의 책, 702면.
103) ① 지방자치제 실시, ② 언론 및 집회․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 ③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④ ‘국민에게 뿌리내린 2개 이상 정당’의 제도적 정착, ⑤ 공정한 국회의원선거법, ⑥ ‘용공분자’를
제외한 구속자석방, ⑦ 사면․복권이었다. (주 102)의 책, 같은 면.

1987년 헌법으로의 개정논의 과정

219

발표하고 2.23. 당기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이에 더하여 4.4.에는 이택희의 지
구당원 200여명이 당기위원회가 열리는 당사를 점거하는 사태가 벌어졌
고,104) 이에 민추계 소속의원 68명이 1987.4.10경부터 연쇄적으로 탈당하여
신한민주당의 의석수는 4월말 31석까지 줄어들었다. 비민추계, 그리고 이민
우를 비롯하여 이들을 지지하는 일부 민추계 의원들만이 신한민주당에 잔류
하였다.
이민우 구상 이후 신한민주당의 내분을 관망하던 전두환은 1987.4.13. (i)
더 이상은 합의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ii)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력
을 낭비하는 소모적인 개헌논의’를 지양하고, (iii) 현 헌법(1980년 헌법)에
따라 ‘평화적 정권이양’을 하겠다는 내용의 4.13 호헌조치를 발표하였고,105)
뒤이어 5.1. 신한민주당 탈당의원들이 김영삼을 총재로, 김대중을 상임고문
으로 하는 통일민주당을 창당하였다. 통일민주당은 창당과 동시에 제1야당
이 되었을 뿐 아니라, 민추계(즉 상도동계․동교동계)로만 구성된 야당이 된
것이다. 이는 아래에서 보듯이 1987.7.부터 본격화할 개헌논의에 있어 민정
당의 상대정당이 통일민주당으로 바뀜을 뜻하는바, 이는 (i) 신한민주당도 교
섭단체의 지위는 유지하고 있어서 개헌논의에서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통일민주당의 입장에서 개헌시안을 종전의 신한민주당 시안과 조금
이라도 다른 내용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당위를 부여하기도 했으나, (ii) 급작
스러운 창당과정을 거친 통일민주당으로서는 민정당에 비해 시안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더 적을 수밖에 없게 되는 요인이기도 하였다.

Ⅳ. 여야 개헌시안의 제2차 형성과 헌법개정안으로의 수렴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전두환 4.13 호헌조치는 박종철 고문치사(1987.1.14)
사건의 전모가 뒤늦게 밝혀지는 등 일련의 사태와 결합하여 ‘6월 항쟁’의 도
104) (주 47)의 책, 712면 및 714~715면.
105) 全文은 1987.4.13.자 매일경제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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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선이 되었고, 이는 민정당의 대표위원이자 6.10. 대통령후보로 지명된 노태
우의 명의로 발표된 6.29 선언으로 이어졌다. 전두환이 동 선언을 1987.7.1.
추인하면서, 그에 포함된 8개항 중에서도 가장 핵심을 이루는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여야가 촉박하게 성사시켜야 한다는 과제가 부과되었다.
이러한 촉박성의 주된 원인으로, 우선 민정당과 통일민주당만 놓고 보더라
도 이들 양당 모두는 구체적인 개헌시안을 미처 준비해 놓지 못했다. 1986년
의 의원내각제 시안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했던 민정당은 말할 것도 없거니
와, 신한민주당으로부터 分黨한 통일민주당의 입장에서도 별도 교섭단체로
남아있는 신한민주당의 1986년 시안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를 갖는 시안을
마련해야 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애당초 ‘대통령직선제’ 개헌이 1988.2.24.
로 그 임기가 만료되는 전두환의 후임자부터 직선해야 한다는 動機에서 추진
되는 것이었던 이상, 최소한 ① 헌법개정안의 여야 합의에 의한 확정,106) ②

－1972년부터 15년간 폐지되어 있었던－대통령선거법의 여야 합의에 의한
제정, ③ 그리고 그에 따른 대통령선거의 실시가 모두 위 임기만료일 이전까
지 마쳐져야 했다. 여기에 대통령직 인수를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감안하여
대통령선거를 11월 초(김영삼 주장)107) 내지 12월 중순경(민정당 주장)108)
에 실시(여기에는 다시 대통령 후보등록기간과 선거운동기간을 감안해야 한
다)하기 위해서는, 결국 헌법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9월 초․중순까지는
완료되어야만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정당과 통일민주당은 1986년의 각
파 시안수정에 돌입했다.

106) 1980년 헌법 제131조는 헌법개정에 (i) 개정의 제안, (ii) 개정안의 공고(최소 20일), (iii) 국회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공고 후 60일 이내), (iv) 국민투표 부의(의결 후 30일 이내)를
요하고 있었고, 이는 현행 헌법에서도 같다. 다만 2019년 현재와의 법률상 차이점으로, 1987년
당시의 국민투표법은 국민투표를 위한 최소 공고기간으로 7일을 규정했던 반면(1973.3.3. 폐지제
정 법률 제2559호, 제29조), 이 논문의 작성시점 현재까지의 국민투표법은 18일을 규정하고 있다
(1989.3.25. 전부개정 법률 제4086호, 제49조).
107) 1987.6.30.자 서울신문 1면; 동일자 한국일보 1면; 7.2.자 서울신문 5면. 한편 김대중의 경우 6.29
선언 직후까지는 1986.11.5.의 불출마선언을 유효하게 취급하면서 “대통령 후보에는 관심이 없
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었고, 따라서 대통령선거의 시기에 대하여도 7월 초까지 의견을 표명하
지 않았다.
108) 1987.7.1.자 경인일보(연합통신 인용) 1면; 7.2.자 서울신문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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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정당 개헌시안의 제2차 형성
6.29 선언이 이루어지자마자 여야는 직선제 합의개헌을 위한 준비에 돌입

했다. 먼저 민정당은 7.1. 헌특 산하기구로 ‘5인 실무위원회’(이치호․남재
희․현경대․현홍주 의원, 장명근 민정당 법사전문위원, ‘실무위’)을 구성하
였다.109) 대통령직선제를 구체적으로 대비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개헌시안
의 출발점은 1962년 헌법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110) 실무위는 당초 동 헌법
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임기를 4년(1차 중임 허용)으로 하고 그의 국회해산
권을 삭제하며 법관추천회의를 부활하는 등의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국정감사권은 부활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인정 여부를
검토하며, 기본권의 경우 1986년 시안의 내용을 그대로 채택하기로 하는 등
의 내용으로 골격안을 7.4. 마련하여 노태우 총재권한대행에게 보고하였
고,111) 7.9. 노태우는 헌특을 다음의 <표 5>와 같이 재편하였다.112)
<표 5> 1987년 민정당 헌법특별위원회(7.9. 再編)의 구성

위원장 : 김숙현 (간사 : 현경대, 남재희)
분과
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총괄․기본권)

제2분과위원회
(권력구조)

제3분과위원회
(재정․경제)

분과
위원장

허청일(留任)

류상호(新任)

김종인(留任)

분과
위원

곽정출, 김중권(이상 남재희, 박경석, 배성동, 우병규, 김영구,
윤길중, 현경대, 현홍주(이상 留任),
留任), 임두빈, 심명보,
김중위(이상 新任)
남재두, 류경현, 이자헌(이상 新任)

이치호, 정창화,
조남조(이상 留任)

이어 7.15. 중앙당사에서 공청회를 열어 외부의견을 수렴하였는데,113) 대
109) 1987.7.1.자 경인일보, 광주일보, 대전일보 각 1면; 1987.7.2.자 한국일보 1면.
110) 1987.7.1.자 서울신문 및 한국일보 각 1면.
111) 1987.7.1.자 서울신문 1면; 1987.7.2.자 서울신문 1면; 1987.7.3.자 한국일보 1면; 1987.7.4.자 대
전일보, 충청일보 각 1면.
112) 1987.7.10.자 서울신문 1면.
113) 공청회 공술인은 이강혁(한국외대 교수), 장석권(단국대 교수), 임종철(서울대 교수), 윤능성(경총
상임부회장), 이용준(한국노총 부위원장), 김천주(주부클럽연합 회장), 이병호(변호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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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공술인은 (i) 부통령제 신설, (ii) 대통령의 국회해산권․비상조치권
삭제, (iii) 국무회의의 의결권 부여, (iv) 법관추천회의 부활에 모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민정당은 이들 쟁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던 당초의 방향으로부
터 선회하였고,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경영참가권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노
총․경총측 공술인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였다.114) 이러한 공청회 의
견에 따라 실무위는 1987.7.20. 새로운 요강안을 헌특에 제출하였고, 헌특은
7인(김종인․남재희․류상호․이치호, 허청일․현경대․현홍주)으로 개헌

안 요강작성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115)
7.22. 위 요강안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산업민주주의 실현

을 위한 근로자의 경영참여․이익균점권 주장116)을 비롯하여 각종 쟁점에 대
한 찬반논쟁이 벌어졌으며, 그 결과로서 일단락된 ‘요강안’을 7.24.에는 헌특
위원장 김숙현, 동 간사인 현경대․남재희 등이 청주 소재 청남대로 휴가중이
던 전두환을 찾아가 복수안으로 남겨져 있던 사항들에 대한 ‘결심’을 구하였
다.117) 전두환은 6.29 선언 이후인 7.10. 민정당 총재직을 사퇴하여 그 날부터
노태우가 총재권한을 대행하고 있었고, 8.5.에야 당 명예총재로 추대되었다는
점에서,118) 이는 전두환이 총재직과는 관련 없이 민정당의 개헌시안 성안과
정에 개입한 것으로서 특기된다. 현경대가 소장하던 뺷헌법개정요강안 주요쟁
점검토보고(1987.7)뺸 문건에 현경대가 표기한 바에 따르면, 헌특에서 複數案
으로 올린 사항으로서 전두환이 선택하여 ‘결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119)
114) 1987.7.14.자 경인일보, 광주일보, 대전일보 각 1면(연합통신 인용); 1987.7.15.자 서울신문 1면;
1987.7.16.자 경인일보, 전북일보, 제주신문 각 1면(연합통신 인용); 1987.7.16.자 서울신문 2면.
115) 1987.7.21.자 한국일보, 경향신문 및 경인일보, 광주일보, 대전일보 각 1면; 동일자 서울신문 2면.
116) 찬성 : 이찬혁, 반대 : 김종인. 1987.7.23.자 한국일보, 경향신문, 서울신문, 경인일보, 광주일보 각
3면; 동일자 동아일보 4면.
117) ‘기울어진 헌재, 전두환 작품이었다’, 2016.12.29.자 한겨레 기사; ‘1987년 개헌안, 1노 2김 합의
전에 전두환이 첨삭했다’, 2018.3.17.자 중앙일보 기사. 아래 본문의 뺷헌법개정요강안 주요쟁점검
토보고(1987.7.)뺸는 총 43쪽(목차포함)의 소책자로서, 표지에는 현경대 전 의원의 성명 첫글자인
대문자 “H”자와 함께 “7/24” “<청주, 보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1987.7.24. 청남대가 소재
한 청주로 그가 보고하기 위해 지참했던 문건이라는 것이 현경대 전 의원의 설명이다(2017.8. 필
자와 면담).
118) 1987.7.10.자 광주일보 3면(연합통신 인용); 1987.7.11.자 서울신문 1면; 1987.8.5.자 경향신문,
동아일보 각 1면.
119) (주 117)의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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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체행동권의 규제
－제1안 : 단체행동권 행사를 법률로 정하도록 함과 아울러 국가․방위산업체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제한규정도 유지(현행 헌법과 비교하여 공익사업체 등 제한대상만 일
부 축소) → “｢법률이 정하는 중요한 방위산업체｣”
－제2안 : 단체행동권 행사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규정만 존치
－제3안 : 단체행동권에 대한 별도의 제한규정을 모두 삭제하고 일반적인 기본권 제한조항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한 제한)으로 대처
5. 대통령의 비상조치권
－제1안 : 헌법적 효력을 가진 비상조치권을 존치하되 그 발동요건을 전시 등으로 엄격히 제한
－제2안 : 법률적 효력만을 가진 긴급명령권, 긴급명령․경제명령만 인정 → ○
6. 대통령의 국회해산권
－제1안 : 인정(현행헌법) → ○
－제2안 : 불인정
7.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의결권
－제1안 : 해임의결권 인정, 대통령은 이에 따라야 함(현행헌법) → ○
－제2안 : 해임건의권 인정,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12. 국정감사권
－제1안 : 국정조사권만 인정하고 발동요건도 종전대로 유지(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제2안 : 국정조사권만 인정하되 발동요건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완화
－제3안 : 국정감사권을 인정하되 감사대상․범위․절차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여 법률에서

제한 → ○

13. 대법원장․대법관의 선임방법
－제1안 :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동의 얻어 임명,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현행헌법) → ○
－제2안 :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법관추천회의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형식상 임명
14. 위헌법률심사권은 대법원에 부여, 헌법위원회 폐지 → “헌법재판소 신설 검토(대법원)”로

선회

이후 헌특 전체회의에서의 추인을 거쳐 노태우는 1987.7.29. 중집위에서
여야 협상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는 명목으로 ① 대통령의 비상조치권 폐
지, ② 국회의 국정감사권 부활, ③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확대를 ‘전격 지시’
한 것처럼 발표했다.120) 이는 모두 위 전두환의 지시내용을 그대로 되풀이한
것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으나, 이로써 민정당의 개헌요강이 확정되었다. 이
후 헌특 전체회의에서는 종전의 헌법 제118조 제2항의 문언을 일부 수정하
120) 1987.7.30자 한국일보 1면, 3면; 동일자 서울신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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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21) 조문화를 마친 뒤, 8.3. 헌특과 중집위를 거쳐 개헌시안을 확정하여
국회 개헌특위에 제출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성안된 1987년 개헌시안이 1986년 시안에 대해 가지
는 차이점은 아래의 <표 6>과 같다.
<표 6> 민정당의 1986년 → 1987년 개헌시안의 차이점
전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숭고한 독립정신”
－“제5민주공화국”→“제5공화국”

기본권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에 대한 ‘정당한 보상’(제22조 ③)
－민간인에 대한 군사재판 대상범죄 축소(유해음식물공급․군용물에 관한 죄 삭제,
제26조 ②)
－여자(연소자 조항으로부터 분리)의 근로에 대한 차별금지(제31조 ④)
－우선취업 대상에서 ‘전몰군경’유가족 삭제(제31조 ⑥)
－단체행동권의 제한․불인정특례 대상을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만 존
치(제32조 ③)

국회

－국회의원 임기를 4년으로 환원(제41조)
－임시회 소집요구 정족수를 재적 1/3 → 1/4로 완화(제46조 ①)
－총 회기일수 제한 및 대통령요구로 소집된 임시회의 의안․회기제한 폐지(제46조)
－법률안 의결․확정 절차를 종전으로 환원(제52조)
－국정조사권 폐지, 국정감사권 신설(제60조)

대통령․
행정부
(1962년
헌법과의
차이점)

－궐위시 잔임기간이 2년 미만인 때의
국회 간선 폐지
－대통령 취임선서 문안은 1980년 헌법
과 같음
－임기 6년 단임(개정하더라도 제안당
시의 대통령에게 효력없음)
－궐위시 후임자는 새로 임기개시(1962
년 헌법은 잔임기간)

－계엄제도
－① 영장제도 등에 대한 특별조치는
“비상계엄”시에만 가능
－② 국회의 해제요구 정족수 : 일반정
족수 → 재적 과반수
－국회해산권(1980년 헌법과 동일)
－전직대통령 예우조항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함

121) 수정된 문구는 아래와 같다. 1987.7.30.자 경향신문 1면.

1980년 헌법 제120조

1987년 민정당 시안 제118조

②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
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한다.
③ 독과점의 폐단은 적절히 규제․조정한다.

② 국가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의 집중․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
를 통한 산업의 민주화를 위하여 필요한 규제
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후술하는 8인 정치회담에서 본문협상이 완료된 직후 국회사무처에서 개헌특위에
제출하기 위해 제작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편, 뺷개헌시안대비표 및 협상내용(현행헌법 : 민
주정의당 : 통일민주당 : 신한민주당 : 한국국민당)뺸(1987), 73면에서는 다음과 같이 부기하고 있
다. ｢민정 : 민정 118조 2항의 “적정한 소득분배”, “경제주체간의 조화” 등을 규정한 것은 민주 33
조(기업경영참여권), 34조(이익균점권) 등의 대안으로 민정에서 넣은 것이라는 입장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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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지위 추가
① 국가원수, 국가의 독립 등 수호책무
② 조국의 평화적 통일 의무
－중요정책 국민투표부의권

－국무회의의 심의대상
－① 대통령의 긴급명령등 추가
－② 人事 중 합참의장 추가, 해병대사
령관․公使 삭제
－국정자문회의․평통정책자문회의
－감사원장 궐위시 후임자 임기 새로
시작(1962년 헌법은 잔임기간)

법원

대법원장 등 법관 임명절차는 1980년 헌법으로 회귀
대법원장․대법관 임기 5년 → 6년(대법관은 연임가능)

헌법
재판

－헌법위원회를 헌법재판소로 개편
① 위헌법률심판권 추가
② 재판관은 법관자격을 가진 자로 함
③ 長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
④ 임기 5년 → 6년

경제

경제상 규제․조정규정 개편
지역경제 육성의무 신설

헌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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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일민주당 개헌시안의 성안
통일민주당은 6.30. 오전에 정무회의를 열어 6.29 선언을 환영하며 그 즉
각적인 실천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당내에 헌법개정안작성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중재 부총재, 위원 김봉호․김완태․목요상․박찬종․허경만(이

상 의원)․홍영기(민추협 부의장, 원외)를 구성하고122) 그 산하에 前文, 기본
권, 권력구조, 사법부, 경제․사회복지, 지자제․선거관리, 부칙을 각각 분담
하는 7개의 분과위를 설치하여,123) (i) 1986년의 민정당․신한민주당․국민
당 개헌시안과 (ii) 1986년의 대한변호사협회 개헌시안, (iii) 그리고 1962년
헌법을 참고자료로 삼아 조문별 쟁점을 추출하는 작업을 벌였다.124)
한편 당 내외로부터 개헌의견 수렴요구도 접수되었다. 민주헌법쟁취국민
운동본부(‘국본’)에서도 같은 날 노동자․농민․빈민․여성․문화․언론․
학생․법조․종교계의 각 1인씩으로 구성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국본 내
122) 1987.6.30.자 경인일보(연합통신 인용) 1면.
123) 1987.7.2.자 서울신문 1면.
124) 1987.7.2.자 경인일보 3면(연합통신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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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구성하기로 하면서,125) 동 특위의 개헌의견을 추후 통일민주당의 개헌시
안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126) 또한 당내 초선의원 모임인 정민회에서
는 7.2. (a) 저항권을 규정하되, (b) 12.12․5.18의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과 아울러 정치보복 금지실천의 차원에서 그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을 불문에 붙이고, (c) 통일의지를 천명하는 의미에서 헌법 제3조(영토조항)
을 삭제하는 한편 개정헌법이 통일시까지의 잠정헌법임을 선언하며, (d) 대
통령의 정기적인 국회 출석․답변의무 및 국회에서의 취임선서 의무를 규정
하고, (e)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범죄수사를 위한 특별검사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개헌의견을 작성특위에 제출하였다.127)
작성특위에서는 1986년 신한민주당 시안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i)
대한변호사협회 시안 중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불인정조항을 채택하고,
(ii) 위 정민회 건의내용 중 특별검사제도와 대통령의 국회에서의 취임선서조

항을 채택하였으며,128) (iii) 1986년 신한민주당의 시안 내용 중 신문․통
신․방송의 시설기준 조항과 옥외집회에 대한 시간․장소 제한(각각 1962년
헌법 규정을 답습한 것이다)을 삭제하는 한편129) 위 시안에서 삭제했던 대
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는 다시 추가하는 내용으로 7.3. 요강안을 제시하
고,130) 7.6.에는 다시 근로자의 이익균점권을 추가하고 1986년 민정당의 시
안마련 과정에서 문제되었던 최저임금제, 경제력남용에 의한 소득불균형의
시정 및 분배구조 왜곡에 대한 규제․조정, 한국은행의 중립성보장 조항도
신설하며 영화․연예에 대한 검열조항(1962년 헌법)을 삭제하는 등의 조정
을 한 뒤 7.10. 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는바,131) 여기에서는 대통령의 국
125) 1987.7.3.자 한국일보 1면.
126) 1987.7.2.자 경인일보, 전북일보, 충청일보 각 1면(연합통신 인용); 1987.7.3.자 광주일보 3면; 동
일자 전북일보 2면.
127) 1987.7.2.자 광주일보, 충청일보 각 1면(연합통신 인용); 1987.7.3.자 한국일보 1면; 동일자 서울
신문 2면.
128) 1987.7.4.자 광주일보, 대전일보 각 3면(연합통신 인용). 그 밖에 근로자의 경영참여권도 이 무렵
추가되었는데(1987.7.4.자 경인일보, 광주일보 각 1면), 이 역시 대한변호사협회 시안의 내용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129) 1987.7.4.자 한국일보 1면.
130) 1987.7.6.자 경인일보, 광주일보 각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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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수 지위 삭제․경찰중립화 및 자치경찰제(이돈명), 토지공개념 강화(김
윤환), 노동3권에 대한 유보조항의 철폐(유동우) 등의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
후 7.11. 작성특위에서는 (i)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사항을 “국가안위에 대
한” 중요정책으로 한정한 부분을 삭제하고 종전 시안에 있던 국회의 국무위
원(총리포함) 해임결의권을 해임건의권으로 축소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상대
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ii) 대통령후보의 5년 이상 국내거주 요건을 삭제하
고 대통령후보가 반드시 정당추천을 받도록 하고, (iii) 국무회의에 심의뿐 아
니라 의결권도 부여하는 한편 부통령을 그 부의장으로 하고, (iv)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발언 등에 ‘부수된 행위’에도 확대하는 한편 국회 임시회의 소집
요구 정족수를 재적의원 1/3에서 1/4로 완화하는 등의 조정을 가하였다.132)
한편 이 시안을 두고 7.15. 열린 통일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a) 저항권 및
‘5.18 광주의거’ 또는 ‘동학혁명’의 전문 삽입여부, (b) 근로자의 경영참여

권․이익균점권의 신설여부, (c) 국회의원 선거시기 등에 관하여 상도동계와
동교동계가 서로 이견대립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일단은 부칙만은 보류한 채
이를 그대로 확정시켰다.133)

3. 8인 정치회담을 통한 헌법개정안의 수렴
1) 8인 정치회담의 개막과 논의방식

위와 같이 개헌시안을 각자 약 1개월에 걸쳐 마련하면서, 민정당과 통일민
주당은 개헌‘협상’의 절차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다. 그리하여 1987.7.20. 민
정당(이대순)과 통일민주당(김현규)의 각 원내총무가 만나 노태우․김영삼
회담에 이르기까지의 실무협상 절차를 논의한 것을 비롯하여134) 7.24. 열린
131) 공청회 공술인은 이돈명(변호사), 김윤환(단국대 교수), 김계수(한국외대 교수), 김성훈(중앙대 교
수), 유동우(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 회장), 정성헌(한국가톨릭농민회 사무국장)이었다. 1987.7.11.
자 한국일보 1면, 3면.
132) 1987.7.12.자 한국일보 1면; 동일자 서울신문 2면.
133) 1987.7.16.자 조선일보, 서울신문, 한국일보 각 1면; 동일자 한국일보, 서울신문 각 3면; 동일자
경인일보, 광주일보, 대전일보 각 3면.
134) 1987.7.21.자 조선일보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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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의 사무총장․원내총무 4인(양당 각 2인) 회담에서 실무협상을 중진회
담인 ‘8인 정치회담’으로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135) 그리하여 통일민주당
에서는 7.27. 상도동계 대표로 박용만․김동영, 동교동계 대표로 이중재․이
용희(모두 부총재)를,136) 그리고 민정당에서는 7.28. 권익현(전 대표위원)․
윤길중(전 제헌국회 전문위원․제2대 국회의원)․최영철(전 국회부의장)․
이한동(전 원내총무)를137) 각각 선임하였다.
당초 8인 정치회담은 7.30. 첫 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양당만의 개헌협
상에서 배제된 데 강력하게 반발한 신한민주당․국민당이 회의장을 당일 실
력점거하여 위 날 회의는 불발되었고,138) 민정당이 신한민주당․국민당과는
별도로 각 양당이 2인씩의 대표로 구성하는 ‘4인 정치회담’을 각각 열기로
함에 따라139) 이튿날인 1987.7.31. 8인 정치회담이 처음으로 열리게 되었다.
다만 첫날에는 상견례만 하였고, 개헌시안 협상은 제2차 회의(8.3.)부터 시작
되었다.140)
전술한 바와 같이 개헌협상을 마무리짓는 데까지는 주어진 시간이 매우
짧았고, 여야 모두가 적어도 8월 중으로는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데 견
해를 같이했다.141) 따라서 회담의 운영은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이루
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회담의 시작과 함께 국회사무처에서는 양당
개헌시안의 대비표142)를 만들어 8인 정치회담 협상진에 제공하였고, 양당은
이를 토대로 (i) 양당 시안 사이에 차이가 없는 조항은 처음부터 논의의 대상
으로 삼지 않고, (ii) 이견이 있는 부분만을 추출하여 약 110개의 쟁점으로

135) 1987.7.25.자 중앙일보 1면. 이 과정에서 민정당은 신한민주당․국민당도 함께 참여시키는 4당 회
담을 제안했으나, 그리할 경우 민정당과의 관계에서 수적 열세에 놓이게 될 것을 우려한 통일민주
당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민정당과 통일민주당만의 8인 정치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1987.7.29.자
동아일보 1면)
136) 1987.7.26.자 서울신문 2면.
137) 1987.7.29.자 한국일보 1면.
138) 1987.7.30.자 동아일보 1면; 1987.7.31.자 조선일보 1면.
139) 1987.8.1.자 동아일보, 경향신문 각 1면.
140) 1987.8.1.자 조선일보 1면.
141) 1987.7.30.자 중앙일보 1면.
142) 국회사무처 편, 뺷헌법개정시안 대비표 : 현행헌법 : 민주정의당시안 : 통일민주당시안뺸(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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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았다. 그리고 이들 쟁점에 대한 논의방식과 관련하여, 협상 초기에 양당은
각 쟁점별로 매 회의에서 논의결과를 ① 합의도달, ② 의견접근(8인 간에 원
칙적인 異論은 없으나 당내 이견조정이 필요한 경우의 유보), ③ 전향적 검토
(피차 일리가 있음은 인정하나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④ 계속검토(양당의 의견이 맞서는 경우)로 나누어, ‘합의도달’의 경우 그것
으로써 논의를 완결하고, 순차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는 방식을 취했다.143)
또한 8인 정치회담은－대부분의 경우 국회 524호실에서－비공개로 이루어
졌고 매회의 회담결과만 최영철(민정당)․박용만(통일민주당)이 기자들에게
발표하였고, 회의록은 작성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144)
쟁점들에 대한 논의순서와 관련하여 양당은 초기에 축조식으로, 즉 매 회
의의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조문 순서에 따라, 타결되지 않는 쟁점은
건너뛰면서 쟁점을 협상하고, 맨 마지막 조문위치에 있는 쟁점에 도달하면
그것으로써 한 ‘독회’을 마친 것으로 하였는데, 각 쟁점에 대한 최종 협상결
과는 (i) 양당 중 어느 한 쪽의 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ii) 양당 시안의 취
지를 절충하여 文句를 추후 정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나뉘었다. 그리하여
8인 정치회담의 제1독회는 8.14.까지, 제2독회는 8.20.까지, 그리고 제3독회

는 8.25.까지 이루어졌다. 그러나 제3독회 이후 남은 쟁점들에 대하여는 無
順으로 논의하였고 더 이상의 ‘독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2) 8인 정치회담에서의 전반적 논의경과

8인 정치회담은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회의를 열지 않고, 주중에 원칙적으

로 매일 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 조문 순서에 따라 행정부․법원 관련
조항들을 논의한 제5차 회의(8.7), 신문․통신 등의 시설기준과 선거연령 등
에 관한 협상을 벌인 제12차 회의(8.24)에서 한 건의 합의사항도 도출하지
143) 1987.8.7.자 한국일보 2면.
144) 따라서 8인 정치회담의 협상경과는 (i) 당시의 일부 회차에 관하여 남아있는 회담결과 발표자료,
(ii) 민정당 헌특에서 내부보고를 위하여 작성한 문건들, (iii) 협상이 모두 마쳐진 뒤 국회 개헌특위
에서 이를 정리한 책자, (iv)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해당 일자의 신문기사들을 종합하여 재구성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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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것을 비롯하여, (ii) 회담 종반인 제15, 16, 17차 회의(8.27, 28, 29)에서
는 연 3차에 걸쳐 아무런 합의도 이루지 못하고 치열한 대치상태를 이어갔
다. 그에 따라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토요일, 일요일(8.29, 30)에도 회의를 연
일 이어가게 되었다.
아래에서는 헌법의 각 부문별로, 8인 정치회담의 주요 논의경과를 살펴
본다.145)
(1) 전문․총강

헌법 前文과 총강(헌법 제1장)은 국민의 기본권이나 국가기관의 권한을
규정하는 이후의 조항들에 비해 이념적․선언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공
통점을 지니지만, 1987년의 개헌논의 과정에서 양자에 대한 견해대립의 양
상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대한민국의 구성요소와 국내적․국제적 기본입
장을 천명하는 총강에 관한 쟁점들에 대하여는 8인 정치회담 초기에－후술
하는 ‘군의 정치개입 금지’ 조항을 제외하고－모두 타결이 이루어졌고, 이해
대립이 없었던 만큼 협상의 양상도 민정당․통일민주당의 안이 서로 교호적
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이와 달리 헌법개정의 기본정신과 의미를 담는 前文은, 개헌에 곧
바로 뒤이을 대통령선거와 총선에 대비해야 할 양당의 利害가 헌법전에서도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場이었다. 1980년 헌법과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
해 前文에 최소한의 변경만 가한 민정당과 달리 통일민주당이 제시한 ‘5.18
광주의거’, 군의 정치개입 금지, 저항권 등은 모두 민정당의 탄생기반 그 자
체인 ‘제5공화국’의 정통성(혹은 정당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전제 하에서
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8인 정치회담 종반에
이르기까지 의견접근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통일민주당의 양보
로 1987년 헌법의 전문은 1980년 헌법과 비교할 때 (i)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계승을 명시하고, (ii) 4.19 민주이념의 저항권적 의미를 일부 반영(‘불의
145) 1987년 헌법 부칙으로의 논의는 1987.9 중반까지 계속되었으나, 이 글에서는 일단 부칙을 제외한
본문만을 그 서술대상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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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한 외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이 되었고, (iii) 군
의 정치개입 금지는 완화된 표현으로 총강(현행 헌법 제5조 제2항 후단)에
삽입되었다.
(2) 기본권

기본권조항에 관한 쟁점 중 약 2/3는 협상 초반인 제1독회 과정에서 모두
협상이 타결되었고, 그 내용 또한 민정당과 통일민주당이 서로의 안을 어렵
지 않게 받아들이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특히 각종의 사회권적 기본권에 대
한 협상이 아무런 지체없이 신속하게 타결된 점은, 여야 모두가 이들 기본권
에 일종의 정치강령적 성격 이상을 부여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고 하겠다.
반면 (i) 체포․구속시의 절차나 영장주의 등 형사절차와 관련된 기본권들
의 인정범위에 관하여 협상 중반까지 논의가 계속되었던 것을 필두로 하여,
(ii) 근로자의 경영참여권, 이익균점권 및 단체행동권의 ‘예외적 불인정․제한’

범위가 협상 막바지까지 이견의 대상이 되었다.146) 그러나 양당 간에 최후까
지 다투어졌던 쟁점은 ① 보안처분을 ‘형의 선고’에 의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의 여부와, ② 선거권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인하할지의 여부
였다. 특히 후자의 경우 18세~20세의 잠재 유권자가 약 178만명으로 추산되
고 있었고147) 이들은 주로 ‘야권성향’을 가질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에
목전의 선거를 염두에 둔 여야 어느 쪽도 끝까지 양보할 수가 없었고, 이에
대하여는 종래 “20세”를 명기되었던 선거권연령을 하위법에 위임하고 그 구
체적 연령을 ‘추후 계속 논의’하기로 하는 것으로 일단 협상이 타결되었다.
한편 전자에 대하여는 보안처분을 포함한 각종의 형사제재를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쟁점을 봉합하였다.148)
146) 다만 근로자의 경영참여권과 이익균점권은 그 논의양상을 다소 달리하여, 전자에 관하여는 통일
민주당이 협상 중반에 해당하는 제9차 회의(8.18)에 이미 이를 신설치 않기로 하는 민정당 안에
수긍하는 반면, 후자에 관하여는 협상의 거의 마지막까지 여야가 평행선을 이루었다. 이는 (i) 근
로자의 이익균점권이 경영참여권과 달리 제헌헌법에 규정되어 있었다는 점, (ii) 근로자의 이익균
점권을 헌법안에 포함시키고 있었던 ‘국본’ 등 재야세력과의 관계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147) 1987.7.31자 경향신문 3면.
148) 그 밖에 특기할 것으로, 군인․경찰 등의 ‘보상 후 배상’ 조항(현행 헌법 제29조 제2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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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회․행정부(대통령 포함)

국회와 행정부의 각 권한에 관한 협상결과는 앞서까지와 달리 양측 모두
가 서로의 안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끝까지 고수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결국
은 민정당의 안이 대부분 관철되었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다만 국정감사
권에 더하여 국정조사권149)까지 국회가 가지도록 한 것은 1962년 이래의 헌
법사상 특유한 예라고 할 것이고, 이는 여당의 소재를 떠나 국회 자체의 권
한을 강화하였다는 의미를 가진다.
한편 대통령의 임기에 관하여는 6년 단임안(민정당)과 4년 1차 중임 허용
안(통일민주당)이 협상 최종반까지 당론이 좁혀지지 않았으나, 협상타결의
실마리를 준 것은 김영삼이었다. 김영삼은 동교동계와의 사전소통 없이
8.12. 민추협 운영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장기집권은 막아야 하니 6년

은 너무 길고, 5년 단임 정도면 조정이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언급을 하였
고,150) 협상 종반에 가까워질수록 민정당은 ‘5년 단임이라도 수용할 것’을
강하게 압박하였고,151) 결국 8월말까지 협상을 마쳐야 했기 때문에 김대중
이 4년 중임을 고수하기를 단념하였고,152) 그리하여 제18차 회의(8.30.)에
5년 단임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민정당은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면서도 (i) 대통령의 국회해산권과

149)
150)

151)
152)

(i) 통일민주당은 이를 전면 삭제하는 시안을 작성하였고, (ii) 민정당 역시 ‘보상액을 받은 뒤의
차액’만을 법률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안을 준비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
도 (ii)로의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할 여지가 컸으나, 제3차 회의(8.4)에서 통일민주당 측에
서 “현행 헌법대로 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1987.8.8.자 조선일보 3면(1987.8.5.자
중앙일보 1면도 대체로 같은 취지). 이에 대하여 조선일보는 기자들이 ‘민주당 측이 조문을 잘못
이해한 것 아니냐’고 묻는 데 대해 통일민주당 측에서 “만족할 만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고 보도
하면서 “종래의 여․야 입장이 역전됐다는 지적”을 하고 있고, 8인 정치회담에서 이러한 평가를
한 예는 이 사안에서가 유일하다. 통일민주당이 ‘현행 유지’를 주장한 구체적인 원인은 확인되지
않는다.
국정감사권을 부활하도록 하는 것은 여야 양당의 공통점이었고, 그 외에 국정조사권까지 존치할
지(통일민주당) 그러지 않을지(민정당)가 협상의 쟁점이었다.
1987.8.13.자 서울신문 1면; 동일자 조선일보 1면, 2면. 이와 함께 김영삼은 “대통령직선제가 실현
되는 마당에 임기 등 나머지 소소한 문제는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동일자 동아일보 1면.
1987.8.26.자 중앙일보 1면.
1987.8.31.자 조선일보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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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그에 대응한 국회의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의결권’(구속력 있음)을 유

지하고자 최후까지 시도하였으나, 이는 결국 (i) 국회의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권’만을 두되 그에 일정한 구속력을 부여하려 했던 통일민주당이
이를 아무런 구속력을 갖지 않는 것으로 하도록 노선을 수정하고, (ii) 그에
따라 대통령의 국회해산권도 삭제하는 것으로써 타결이 이루어졌다.
또한 대통령의 자문기관 중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본래 양당의 개헌시안에
없던 것이나 통일민주당이 협상 도중에 주장하여 신설된 것인데, 이는 ‘국본’
이 1987.8.4. 발표한 헌법개정요강에 포함된 ‘국민경제평의회’에서 유래한
것으로서,153) 후술하는 헌법재판소와 더불어 국본이 1987년 헌법내용에 미
친 영향이라 하겠다.
(4) 법원․헌법재판기관

헌법재판소의 설치 그 자체를 포함하여, 법원 및 헌법재판기관에 관한 조
항 역시 거의 모두 민정당의 시안대로 타결되었으며, 가장 늦게까지 논의가
계속되었던 것은 대법원장 이하 법관의 ‘임명방법’이었다. 통일민주당의 시
안이 반영된 것은 (i) 행정․조세 등을 전담하는 대법원의 部에 대한 설치근
거를 삭제하고, (ii) 비상계엄시 군사법원에서 민간인에 대한 단심제로 형을
과할 수 있는 범죄의 대상을 일부 축소하며, (iii) 대법관의 임명에 있어서도
대법원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점, 그리고 (iv) 헌
법소원심판권을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에 추가한 것이다.
헌법재판 제도에 헌법소원심판이 들어오게 된 것은 전술한 ‘국본’ 헌법개
정요강에 들어있던 다음과 같은 제도 안에서 유래한다. 8인 정치회담이 계속
되던 8.20. ‘국본’ 헌법개정특위에 속해 있던 김상철․박용일 등이 통일민주
당을 찾아가 ‘국본’의 요구사항 반영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당시 민정당이 제
안하던 헌법재판소 신설을 수락하는 조건으로 “국민이 법률이나 명령, 규칙,
153) 국민운동본부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편, 뺷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헌법개정요강(1987.8)뺸. 이 문
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홈페이지((http://archives.kdemo.or.kr)의 뺷오픈아카이브뺸에서 열
람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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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등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를 법원에 소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를154) 도입토록 할 것을 제안하고, 이를 통일민주당 측이 제안하여 민정당이
‘법률이 정하는’이라는 유보 하에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된다.155)

(5) 선거관리(지방자치에 관하여는 여야 쟁점이 없었음)

선거관리에 관한 주된 쟁점은 국민투표에 관하여, 통일민주당이 (i) 선거운
동과 마찬가지로 국민투표에 대한 찬반운동을 법률로써 보장하도록 하고 (ii)
이에 관한 사무에 있어 선거관리위원회가 행정기관에 대한 지시권을 가지도
록 한 데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헌법개정에 관한 국민투표운동을 허
용할 경우 헌법개정안의 내용에 불만을 품는 경우의 야당이 이를 ‘대중운동
화’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한 민정당에 의해 협상 종반까지 합의가 이루어지
지 않았고, 결국은 통일민주당이 이를 양보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한편 지방자치제도에 관하여는 이를 별도의 지방자치법 협상에서 다루기
로 했기 때문에 제도의 형성을 법률에 위임한 1980년 헌법의 조항을 그대로
두는 데 양당의 의견이 일치하였고, 따라서 1987.8.의 8인 정치회담에서는
아무런 관련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6) 경제

경제에 관한 헌법조항들에 관한 협상경과의 특징은 여타 장․절의 경우와
달리 대부분 한쪽 당사자의 시안내용이 일방적으로 관철되지 않고, 양자의
시안을 절충하여 최종문안이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경제헌법’에 관한
한 여야가 진정한 의미에서 ‘공동작업’을 통해 헌법안을 만들었다고 볼 여지
를 주는 것이다.

154) (주 153)의 문서, 9면.
155) 이에 관한 상세는 최호동, (주 20)의 글, 151~219면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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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회 개헌특위 헌법개정안 기초소위원회에서의 최종 성안
전술하였듯이 1986.8. 공전되기 시작한 국회 개헌특위는 1987.8.까지 계
속하여 ‘개점휴업’과 같은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8인 정치회담은 黨對黨의
회의절차였을 뿐 회담결과를 개헌안으로 만들어 발의하는 주체는 어디까지
나 국회여야 했고, 특히 앞서 보았듯이 文句를 추후 정리하도록 하여 정당간
협상을 일단락한 쟁점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
회 개헌특위는 8인 정치회담이 중반에 다다른 시점부터 다시 활동을 이어가
게 되었다. 개헌특위는 특히 위 문구정리를 포함하여 헌법개정안의 조문화를
전담하도록 8.31. 헌법개정안 기초소위원회(소위원장 현경대, 이하 ‘기초소
위’)를 구성하였다.156) 기초소위에서의 논의내용을 상세히 밝혀줄 회의록은
남아있지 않으나, 각 일자 회의의 안건과 그에 대한 토의결과의 대체를 개조
식으로 기재한 국회의 뺷회의예정보고뺸, 뺷회의결과보고뺸 문서들을 통해 그 활
동내역을 대체로 알 수 있고,157) 또한 기초소위가 9.3.부터 9.9.까지 각 회의
156) 기초소위의 위원은 현경대(기초소위원장, 민정당)․김종인․류상호․이치호․허청일(이상 민정
당), 김봉호․박관용․허경만(이상 통일민주당), 신경설(신한민주당), 신철균(국민당)이었고, 소위
회의에는 이들 이외에 국회에서 이기곤(전문위원), 황상원․윤수남․조재석․고명윤(이상 입법심
의관)이 배석하였다.
157) 이들은 모두 ‘제13○회 제○차 ○○○위원회(내지 소위원회) 회의예정보고(또는 회의결과보고)’라
는 표제로 이루어져 있고, 이들 문건을 통해 1987.8.~9.의 국회 개헌특위 활동상황을 圖示하면
다음과 같다.

일자

회의 차수

개회시간 폐회시간

1987.8.17. 개헌특위(전체회의) 제6차 15 : 00

미상

1987.8.31. 개헌특위(전체회의) 제7차 14 : 12

14 : 55

논의사항
(각 당) 간사 선임

소위원회 구성(민정 5/통민 3/신민,
국민 각 1)

1987.9.1.

기초소위원회 제1차

14 : 24

14 : 58

기초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

1987.9.2.

기초소위원회 제2차

14 : 30

16 : 04

‘시안대비표/협상내용’ 관련 보고 등

1987.9.3.

기초소위원회 제3차

14 : 23

15 : 39

제2장－제4장 축조심사

1987.9.4.

기초소위원회 제4차

15 : 13

18 : 00

제5장－제10장 축조심사

1987.9.7.

기초소위원회 제5차

14 : 35

23 : 10

미합의조항(18개조) 합의

1987.9.9.

기초소위원회 제6차

18 : 30

19 : 44

체계․자구확인, 본문 조문정리 종결

1987.9.17.

기초소위원회 제7차

11 : 20

12 : 00

부칙 완전합의

1987.9.17. 개헌특위(전체회의) 제8차 15 : 25

17 : 50

기초소위 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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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뺷헌법개정안 대비표뺸라는 표제하에 사용한 회의자료가 남아있어서 각 회
의에서 헌법개정안 문구가 변동된 내역을 추적할 수 있다. 8인 정치회담에서
격렬한 논쟁 끝에 문구까지 타결된 前文을 제외한 본문이 논의의 대상이 되
었는데, 그 결과 특기할 만한 것으로는 ① 신체의 자유에 관한 條(현행 제12
조)의 각 項에서 종래 “구금”으로 규정했던 부분들을 모두 구금․구인을 포
괄하는 “구속”으로 바꾼 점,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규칙제정권 조항
을 신설한 예에 따라－8인 정치회담에서 예정하지 않았던－헌법재판소의 내
부규칙제정권도 신설한 점,158) ③ 경제조항(현행 제119조 제2항)과 관련하
여 “산업의 민주화”를 규정한 민정당 시안과 달리 기초소위에 이르러 해당
문구가 “경제의 민주화”로 변경된 점을 들 수 있다.
한편 부칙의 경우, 당초 기초소위는 이 역시 소위 차원에서 무난히 타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헌법개정 이후 총선과 대통령선거의 선후․시
기 등 ‘정치일정’을 규정하는 부칙은 여야간의(그리고 통일민주당 안에서도
동교․상도동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이 되었고, 그 결과 이 문
제는 9.9. 다시 8인 정치회담에 맡겨졌다. 8인 정치회담은 9.17. 오전에 이르
러서야 부칙에 대한 협상을 타결하여 기초소위에 돌려주었고, 같은 날 오후
에 기초소위와 개헌특위(전체회의)는 각각 이를 포함한 전체 헌법개정안의
내용을 확정하였다.

Ⅴ. 1987년 헌법개정 논의 과정에 대한 일응의 평가
이상으로 1987년 헌법개정안의 내용이 확정되기까지 일련의 논의과정을
살펴보았는바 이 연구로써 그 실체적 내용 전체에 대한, 혹은 보다 거시적․
158) 기초소위는 1987.9.8. 김도창, 박윤흔에게 같은 날까지 소위가 성안한 문구들이 담긴 뺷헌법개정안
대비표(1987.9.8)뺸를 각각 보내서 조문의 체계․자구정리에 관한 자문의견을 가필․송부하도록
요청하여 이를 받았는데, 박윤흔이 보내온 위 책자 44면에 “※ 헌법재판소의 경우는 내부규칙제
정권 명시하지 않을 것인지?”라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었고 그 이후(9.17) 개정안 문구의 최종발표
단계에서 헌법재판소의 규칙제정권 조항신설이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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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적인 평가를 내리기는 벅차므로 그에 관하여는 차후 보완연구를 기약하
되, 여기서는 정당정치의 측면에 국한하여 볼 때 개헌논의의 과정 그 자체에
대한, 즉 과정론 차원에서의 평가만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1987년 헌법개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일응 다음과 같이 평가해 본다.
1980년 정치체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i) 민주적 정통성 없이 집권한 정

치집단이 비상입법으로써 선거에 의한 집권정파의 교체를 사실상 불가능하
게 하였고, (ii) 그랬기 때문에 선거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집권자의 광범위
한 침해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기능조차 수행하지 못한 점에 있다고 할 때,
그러한 정치체제로부터의 탈피는 헌법개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었고
1987년 헌법개정은 결과적으로 그러한 1차적인 당위를 실현하였다. 그 과정

에서 신한민주당은 비록 1985년의 2.12 총선 결과로 위성정당체제는 붕괴시
켰을지언정 ‘민주화’의 방식과 내용에 대한 관념을 근본적으로 달리하는 여
러 계파(동교동계․상도동계․나아가 비민추계)가 ‘한 지붕’ 아래 결속하지
않으면 거대여당을 대적할 수 없었고, 신한민주당(1986년까지)과 통일민주
당(1987) 모두 한편으로는 이들 계파간의 갈등을 돌파 내지 유보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거대한 정부․여당을 상대로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쟁취해야만
했다. 당시에도 헌법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에 따른 의결을
요건으로 했다는 점에서(현행 헌법 제130조 제1항), 이들 야당이 악조건 속
에서 비타협적 자세를 견지한 것은 그 자체로서 헌법개정의 성사에 불가결한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이를 모두 인정하더라도 정작 국민의 항쟁과 희생으로 대통령직선
제의 채택이라는 궁극적 목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 이루어진 1987
년의 개헌논의와 협상의 과정은, 장래 언젠가 개헌논의가 다시 이루어진다면
그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면에서 반면교사가 된다.
첫째로, 1986년의 헌법개정 논의과정은 여야 모두에게 있어서 ‘실질의 은
폐’로 점철되었다. 먼저 민정당의 경우 처음부터 (i) 민정당의 집권유지에 유
리한 ‘의원내각제 합의개헌’을 달성하고, (ii) 만약 그럴 수 없다면 현행(1980)
헌법을 유지한다는 구상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으면서도 논의 초기에는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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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선제를 포함한 ‘백지 위에서’ 아무런 전제 없이 논의할 것처럼 가장
하였고, 이후에는 정부의 행정력과 금력을 총동원하여 의원내각제를 선전하
면서 그것이 직선제에 비해 ‘진정한 민주화’라는 도식을 표방하다가, 의원내
각제를 야당이 수용하도록 하는 ‘공작’이 통하지 않게 되자 종전까지의 모든
논의를 일방적으로 백지화하였다(4.13 호헌조치). 또한 신한민주당의 경우,
신민당이 존속하던 1980년부터 일관되게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유지했기
때문에 시안을 준비할 수 있는 오랜 시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시안
의 내용을 마련함에 있어 공청회 등으로 국민의 구체적인 요구를 수렴하고자
하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채 여당이 직선제를 수용하도록 하기 위한
‘투쟁수단’으로서 1980년 개헌시안을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서 급히 개조

하였을 뿐이다(대표적인 예로 1985년 개헌시안을 들 수 있는바, 전술한 바와
같이 기본권적 내용상 발전은 거의 없었다). 이러한 내용적 부실성은 신한민
주당이 ‘직선제가 곧 민주화’라는 등식만을 강변한 점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둘째로, 1987년 헌법개정 논의과정은 그 전체가 거의 전적으로 ‘일정 시한
내의 대통령직선제 개헌안 완성’이라는 목표에 의해 좌우되었다.159) 그리하여
여야는 自派의 내부집단(예컨대 통일민주당 내 ‘정민회’)이나 인접집단의 요
구사항을 즉각 받아들이는 한편, 곧 다가올 대통령선거와 총선에 대비하기 위
해 이전에 별다른 논의도 거치지 않은 요소들을 무비판적으로 개헌논의에 포
함시켰다.160) 이와 같은 급조성은, 8인 정치회담의 논의과정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리하여 (i) ‘조항 단위로 볼 때’ 양당간에 차이가 없는 부분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쟁점이 되는 조항들과 되지
않는 조항들 간의 유기적인 연관성이 철저히 무시되었다. (ii) 그리고 ‘직선제
개헌’이라는 목표를 신속하게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되는, 여타 야당들과의 합의
159) 이와 관련하여 우선 지적할 점으로, 1987년에 6.29로부터 기산할 때 3개월 만에 각 정당의 개헌시
안 마련과 협상, 그리고 개헌안 기초가 모두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1986년에 이들이
만들어 놓은 시안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것이 없었다면, 여야 정당들이 1개월 만에 시안을
만들어 8인 정치회담과 같은 협상을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160) 급속한 사회권적 기본권의 흡수나, 예컨대 근로자의 이익균점권․경영참여권 등을 들 수 있다.
그 명제로서의 자체 당부와 관계없이, 기존에 自黨 내에서 전혀 논의해 본 적이 없는 요소들이라
는 점이 비판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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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도 철저하게 무시되었다.161) (iii) 또한 개헌논의가 오롯이 ‘가장 큰 두 정
당’ 사이의 黨對黨 협상으로서 이루어짐으로 인해, 국회의 역할은－이후 국회
개헌특위 기초소위원회의 자구수정 활동을 제외한다면－완전히 배제되었다.
또한 여당과 제1야당이 각자의 당내 논의도 정당간의 협상과정도 공개하
지 않고 밀실에서 하는 것이 민주적인지, 혹은 개개 쟁점별로 어느 쪽의 주
장이 국민의 이해에 보다 부합하는지에 관한 의문의 여지는 모두 成案을 성
공적․효율적으로 해내야 한다는 당위에 밀려 고려대상이 되지 않았다. 특히
통일민주당은 1980년(뺷개헌대강뺸부터 기산한다면 1974년)부터 대통령직선
제 개헌을 일관되게 주창했음에도, 1987.7.에 들어서야 당 내부와 재야의 여
러 제안을 준비없이 시안에 반영했고, 그 결과 8인 정치회담에서 110여개
쟁점 중 단 10여개밖에 스스로의 안을 그대로 관철하지 못하였다.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에 따른 의결이 헌법개정의 요건이라는 점
과 관련하여 1987년 헌법은 兩價的인 두 가지의 시사점을 우리에게 준다.
첫째는 여야가 타협을 이룰 수 없는 대척점에 서 있더라도 국민의 힘으로
결국은 민의에 따른 합의가 관철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러한 국민의
힘에 대한 자신감으로 인해 잊지 말아야 할 두 번째의 시사점은, 헌법개정안
의 구체적인 성안은 정권획득을 존립목표로 삼는 정당의 代議的인 기능에
사실상 일임되어 있고 헌법개정의 시점에서 그 기능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은

－개헌안 전체에 대하여만 이루어지는－국민투표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1987년 헌법개정의 경우 그 논의과정도 협상과정도 모두 비공
개적으로 이루어진 결과 지금까지도 어떠한 문제점이 어떠한 경과를 거쳐 생
겨났는지 베일에 가려진 면이 많다. 이 글은 매우 부족하다. 그러나 32년이
지난 시점에서 ‘현행의’ 헌법이 대략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를 초보
적인 수준에서나마 추적하는 이 글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언젠가
헌법을 다시 개정한다면 그 30여년 뒤에는 지금과 같은 글이 필요치 않아야
한다’는 뜻도 포함하는 것이기를 바란다.
161) 헌법개정안의 국회 의결 과정에서 否票 4표가 모두 신한민주당의 것이었던 데에는 이러한 이유가
작용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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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ow the Discussion Culminating in the 1987
Constitutional Revision Proceeded
－In the Context of Party Politics－

Choi, Ho Dong*
162)

32 years since the current constitution (often considered to be the prime
monument of the 1987 Civil Uprising) has come into existence, inquiries into
how the revision was accomplished in the context of party politics are scarce.
This article attempts to uncover the process as an entirety as detailed as
possible, and to make an assessment thereon.
With this in mind, the author first overviews the political and institutional
backgrounds that prevented discussions on constitutional revision until April
1986, and proceeds to describe the processes in which ruling and opposing
parties prepared their constitutional drafts after Chun Government had chosen
to inaugurate a parliamentary system instead of maintaining the existing
constitution, and in which the actual interparty ‘discussion’ failed nonetheless,
contrasting them with the process following the 1987 Civil Uprising in which
the parties, through negotiation in the Eight-men Political Talks and National
Assembly Special Committee for Constitutional Revision, formulated the single
final draft.
* SNU Asia-Pacific Law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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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conclusion, the author assesses the above discussing process
culminating in the 1987 Constitution as something worth avoiding to repeat
in the future, in spite of its significance as an achievement of the imperative
that the previous political system had to be abolished. He points out that no
ingenuous discussion was possible when both the ruling and the opposing
parties had concealed their true political intent in 1986, which in turn made
them have to make a debate focusing hastily on the chance of regime change
but otherwise meager, sacrificing all values of consistency, openness, and
universality of consent. This precedent, he argues, gives us a lesson that any
future discussion ought to be more open to extensive public participation.

[Key Words] Constitution, 1987, Democratic Justice Party, Unification
Democratic Party, the Eight-men Political Talks, National
Assembly Special Committee for Constitutional Re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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