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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18일에 헌법개정국민투표법이 시행된다. 이 때에 맞춰 자민당은 헌법개정
원안을 이번 국회의 회기 중에라도 제출할 방침이라고 전해진다. 우선 먼저 96조 개
정절차조항에 대하여 국회에 의한 헌법 개정안의 발의 요건을 중,참의원 각각 전체
의원의 “3분의 2”에서 “2분의 1”로 완화하는 헌법개정 원안을 낼 것이라 한다. 개정
하기 쉽도록 개정 요건을 완화하는 헌법개정을 하려는 것이다. 참으로 일시적인 방
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수의 찬성을 얻으려 생각하지 않고 적은 수의 찬성
으로도 헌법개정을 성립시키려는 것은 잘못 생각해도 한참 잘못 생각한 것이다. 헌
법개정의 ‘작법’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는 국민투표법의 심의 단계에서도 문제가 된 것이다. 국민투표에 대해서 최저투
표율의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민당도 민주당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라면 예를 들어 30% 정도의 투
표율에 개정 찬성이 간신히 과반수를 넘긴다면, 전체 유권자의 15% 정도라는 극히
소수의 찬성으로도 헌법개정은 성립하는 것이다. 헌법개정이라는 것은 문제에 따라
그 정도의 크고 작음은 있을지라도, 이 나라의 기본적인 틀이나 나아갈 길에 직접적
으로 관련되는 일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소수의 찬성만으로 헌법개정을 결정해버리
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 많은 국민이(70~80% 정도의 사람이) 찬성할 만한 헌법개
정이 되어야만 한다. 국회에서 헌법개정 원안을 제안하려면, 국민 70~80%의 찬성은
얻을 수 있다는 전망을 바탕으로 해야 하며, 그 정도의 찬성을 얻을 자신이 없다면
제안해서는 안된다. 이것이 헌법개정의 “작법”이다. 그럴 자신이 없으니 국민투표에
최저투표율의 제한도 두지 않고, 게다가 국회 발의요건마저 완화하려는 것일게다.
헌법개정에 국민 70~80%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딱히 어디에도 쓰여있지는
않다. 헌법은 국민투표에서 그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투
표자의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헌법개정은 성립한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예를 들면
투표율 30%에 찬성이 과반수를 겨우 넘어도 헌법개정을 성립시키는 일이 불가능하

지는 않다. 그러나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과 그것이 바람직한가 또는 좋은 것인가
는 다른 문제이다. 헌법개정이라는 것의 의미에 비추어볼 때, 나는 국민의 70~80%
가 찬성할 정도의 헌법개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평소에 유권자 전원이 투표한
다는 것을 현실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투표에서의 수치로 국민
70~80%의 찬성이라는 숫자는 70~80%의 투표율에 70~80%의 찬성 정도가 될까.
요컨대 헌법개정은 그 정도의 수치를 목표로 노력해야만 하는 것이며, 이것이 헌법
개정의 “작법”이다. “작법”이라고 말한 이유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
켜야만 하는 것이라는 뜻에서 이다.
또 하나 헌법개정의 “작법”에 대해 말한다면, 헌법개정은 무릇 국회의원들이 주도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헌법은 국민이 권력담당자를 향하여 내리는 지시,
명령이다. 국회의원은 그 지시, 명령을 받는 쪽에 있다. 지시, 명령을 받는 쪽이 그 지
시, 명령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므로 바꾸자는 말을 꺼내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다.
국민 쪽에서 현행 헌법으로는 잘 돌아가지 않으니 바꾸자는 목소리가 높아졌을 때에
이를 받아 국회의원들이 개정원안을 논의하는 것이 본래의 도리이다. 그런 헌법개정
이라면 국민의 70~80%의 찬성이라는 숫자도 결코 무리한 숫자는 아닐 것이다. 지금
현재가 국민 쪽에서 이것을 이렇게 바꾸고 싶다는 구체적인 개정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원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것도 “작법”을 모
르는 행위이다.
자민당이 생각하고 있다고 전해지는 헌법96조의 개정절차조항의 개정에 대해서
말하면, 학설상으로는 경성헌법(헌법개정에 대해 통상의 법률보다 엄격한 요건, 절차
를 정해 놓은 헌법)을 연성헌법(통상의 법률과 같은 요건, 절차로 개정 가능한 헌법)
으로 바꾸는 개정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 유력하다. 국회에 의한 발의 요건을 “3
분의 2”에서 “2분의 1”로 바꾼다는 자민당의 주장은 국민투표까지 폐지하려는 것은
아니므로 연성헌법으로 바꾸려는 것은 아니라 하겠다. 따라서 이것도 법적으로는 허
용될 수 없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하게 “작법”에는 어긋난다. 모든 일
에 있어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무엇을 해도 좋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며, 이는 헌법
개정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