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 헌법」
[법률, 1946.12.25., 제정]

□ 개요
대만의 헌법은 중화민국 국민대회가 전국민의 위탁을 받아 손중산
선생의 정신을 받들어 국권을 수호하고 민권을 보장하며 사회의 안녕
을 수호하고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1946년 12월 25일에 제
정하였다. 제정과 동시에 시행하였으며 다음해인 1947년 1월 1일에
공포하였다. 머리말을 제외하고 전문은 14장 175조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 본문의 주요 특징은 주권이 인민에게 있다는 이념이다. 인민
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명확히 하고 5권 분립의 중앙정부체제 및 지
방자치제도를 규정하고 중앙과 지방분권의 구분을 명확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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