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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이승만은 상해 임시정부의 통령이었고 한민국 제헌국회 의장

제1,2,3 통령으로서 한민국 헌정사의 심 치에 있었으나,

그에 한 평가는 극단 인 찬양론에서 극단 인 비난론에 이르기까지 크

게 엇갈리고 있다.특히 오랜 기간 미국에서 생활한 이승만의 통령직에

한 권력욕과 집착 때문에 제헌헌법에서 통령제가 채택되었다는 비

이 있었다.

그런데 이승만은 『독립정신』에서 미국식 통령제 정부형태,즉 ‘민주

정체’가 가장 뛰어난 정치제도라고 평가하 다.청년기 이승만의 사상이

집 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서에서 그러한 평가가 이루어졌고,이승

만이 해방 이후 제헌국회의장으로서 헌법제정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 다

는 을 상기해 볼 때,청년기 이승만의 정치제도론이 제헌헌법의 통령

제 정부형태로 이어진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최근 학계에서는 이와 같은 이유로 이승만이 구한말 이미 공화주의자

다고 보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제헌국회가 어떠한 이유 어

떠한 경 로 통령제 정부형태를 채택하게 되었는지에 한 정치학 분

석도 활발하게 진행된 바 있다.그러나 청년기 이승만의 정치제도론과 제

헌헌법 사이의 규범 연속성에 한 헌법학 분석은 아직 제 로 이루

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종래 학계의 견해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첫째,이승만의

정치제도론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는지가 충실하게 규명되지 아

니하 고,둘째,이승만의 『독립정신』에 한 정치한 분석이 결여되어

있으며,셋째,이승만의 『독립정신』 술 이후 그의 정치제도론이 어떻

게 유지 혹은 변화되어 갔는지에 한 고찰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이 논문은 제2장에서 먼 『독립정신』 술

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체험하고 돌아온 서재필,윤치호의 향 이승

만의 정치·언론활동을 조명함으로써 이승만이 『독립정신』을 술하게

된 경 와 그의 정치제도론이 형성된 배경을 살펴본다.특히 이승만이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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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기고하 던 『제국신문』에는 『독립정신』 술 직 이승만의 근

국가 수립 구상이 담겨 있어 『독립정신』을 분석하는데 큰 도움을

것이다.

제3장에서는 『독립정신』에 드러난 정치제도론의 특징을 분석한다.이

승만의 정치제도론은 구한말을 배경으로 개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정치제도론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며,동시 를 살았던 다른 개 가들의

사상과도 구별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이러한 이승만의 정치제도론을 제

로 이해하기 해서는 그의 견해를 오늘날 헌법학 에서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이승만이 사용하고 있는 ‘민주정체’라는 개념이 오늘날의

‘통령제 정부형태’혹은 ‘공화제’에 정확하게 응하는 것인지,민주정체

가 가장 선미하다고 평가한 근거가 무엇인지 등을 분석하여 그의 정치제

도론 체를 일 되게 악한 후에야 그의 정치제도론이 가지고 있는 특

징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승만은 정치제도를 평가함에 있어 국민주권의 원리를 주된 기 으로

삼으면서도 정책 인 에서는 국제정세 조선의 실을 기 로 어떠

한 정치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선택한다.이 논문에서는 미국식 정치제도

를 궁극 인 개 의 목표로 세워 놓고도 실 인 난 을 감안하여 탄력

이고 진 으로 민주정체 입헌을 주장하는 그의 정치제도론을 가리켜

‘조건부 민주정체 개 론’이라고 평가하고,이것을 심으로 이승만의 정

치제도론이 갖는 특징 요소들을 순차 으로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독립정신』 술 이후 이승만의 정치제도론이 어떻게 유

지 혹은 변화되어 가는지를 추 해 본다.이승만은 3·1독립운동 이후 탄

생한 여러 임시정부로부터 지도자로 추 받는데,그는 어느 정부의 제의

를 수락할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정부의 통치구조가 자신의 정치제도론

에 잘 부합하는지를 요하게 고려하고 있다.그 후에도 이승만은 임시

통령 직함 사용문제 등 수 많은 정치 논쟁에서 자신의 정치제도론을 반

복 으로 언 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와 련된 문서를 분석하여 세 가지의 잠정 결론을 도출하

고자 한다.우선 이승만이 국제정세의 변화를 의주시하며 『독립정신』

술 이후 자신의 정치제도론이 옳았는지를 계속 검증하여 왔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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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음으로 그러한 검증작업을 통해 그러한 정치제도론을 정치 논쟁

에서 상 방을 설득하는 이론 근거 내지 도구로 사용하 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논쟁 과정에서 이승만의 정치 주장을 살펴보면,제3

장에서 추출했던 특징 요소들이 일 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이

러한 세 가지의 잠정 결론 내지 가설을 논증함으로써 구한말 『독립정

신』에 드러난 이승만의 정치제도론이 제헌국회에 이르기까지 계속 유지

되고 있었다는 잠정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는 이승만의 정치제도론이 어떠한 경 로 제헌헌법에 반 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본다.이승만과 한국민주당은 정부형태 정부운 방

식을 놓고 첨 하게 립하 으므로 이승만과 한국민주당의 공생과 견제

계 제헌국회 내에서의 권력경쟁 과정을 조명함으로써 통령제 정부

형태의 헌법을 제정함에 있어 이승만이 제헌국회에 얼마나 많은 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다.

최종 으로 이 논문에서는 와 같은 분석과 고찰을 통해 이승만의

『독립정신』에 담긴 정치제도론이 제헌헌법의 통령제 정부형태에 반

되었고,양자 사이에 규범 연속성 내지 동일성이 있었다는 을 근거로

이승만의 『독립정신』이 통령제 제헌헌법의 맹아 단계 내지 기원

형태 다는 평가를 내리고자 한다.

주요어 :이승만,독립정신,정치제도론,민주정치,헌법정치,조건부

민주정체 개 론, 통령제,정부형태,제헌헌법

학 번 :2007-2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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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제1 연구의 목

이승만은 상해 임시정부의 통령으로서 민족의 독립운동 지도자

고,해방 이후 제헌국회의장, 한민국 제1,2,3 통령으로 취임하

다.그는 한민국 건국을 후한 헌정사에 심 역할을 담당하 으나,

그의 통령 장기집권 독재 야욕에 항한 4·19 명으로 인해 통령

직을 하야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이승만에 한 평가는 다양하다.이승만을 독재자라고 지탄

하는 입장에 서서 제헌헌법에 통령제가 채택된 것은 오랜 시간 미국에

서 생활한 이승만의 고집 때문이라거나 혹은 그가 통령병 환자 기 때

문이라고 보는 견해1)가 있으며,이와는 정반 되는 입장에서 이승만을 뛰

어난 지도자로 극찬하는 견해까지 격한 입장 차이를 보여 왔다.특히,

이승만은 해방 이후 제헌국회의장으로서 헌법제정 과정을 주도하 고,

통령제 제헌헌법에 따라 통령으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통령제 채

택과 련하여 많은 비 을 받아왔다.

최근에는 『독립정신』을 비롯한 이승만 사료의 공개로 그의 사상과

업 을 재평가하는 움직임이 활발하 고,이승만의 청년기 정치제도론이

문헌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에 한 평가 역시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이다.가령,이승만은 청년기에 이미 공화주의자 고 그의 서인 『독립

정신』에서 정립된 정치철학에 따라 훗날 일 된 항일운동과 정치활동을

해왔다는 견해,2)혹은 제헌의회 의장 이승만은 헌법제정 과정에서 자신의

평소 소신에 따라 통령제 헌법을 주장하 다고 보는 견해3)등이 그러

1)김철수,“유진오의 헌법 안에 나타난 국가형태와 정부형태”,『한국사시민강좌』

제17집,1995.

2)이한우,『 한민국을 세운 독립운동가 이승만』,서울:역사공간,2010,p.44.

3)유 익,“이승만 국회의장과 한민국 헌법 제정”,『역사학보』제189집,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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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이승만의 생애나 정치 업 을 다시 평가하는 작업은 해당 분야의

문가들에게 맡겨두기로 하고,이 논문에서는 제헌헌법과 련된 규범

역에 을 두고자 한다.우리의 제헌헌법은 통령제 정부형태를 취

하 고,그러한 정부형태는 지난 60여년의 세월 동안 몇 차례 변화를 겪

으면서도 통령제의 큰 틀은 체로 유지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

다.지 도 우리 헌법의 정부형태는 제왕 통령제라는 비 을 받으며

수많은 논란을 낳고 있으며 개헌논의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학계에서는 앞서 살펴본 이승만과 통령제 제헌헌법의 계

에 한 연구 이외에도 제헌국회가 어떠한 이유 어떠한 경 로 통령

제 정부형태를 채택하게 되었는지에 하여 정치학 분석이 활발하게 진

행된 바 있다.그러나 청년기 이승만의 정치제도론과 제헌헌법 사이의 규

범 연속성에 한 헌법 분석은 아직 제 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승만은 만 29세의 나이로 옥 집필한 서 『독립정신』에서 국

과 일본의 정치제도인 헌법정체가 오늘날에 합당한 제도이나,미국의 정

치제도인 민주정체가 가장 선미한 제도라고 평가하여,당시에 이미 미국

식 정치제도의 우월성을 인정하 다.특히 그러한 정치제도론이 청년기

이승만의 사상이 집 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독립정신』에 담겨있다

는 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이승만이 해방 이후 제헌국회의장으로서 헌

법제정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 다는 을 고려할 때,청년기 이승만의 정

치제도론이 훗날 제헌국회의 정치제도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다.

물론 통령제의 연 은 미국의 독립 과정에서 탄생한 미국식 통령

제로부터 기인한다고 보아야 하겠지만,그러한 통령제가 우리의 제헌헌

법에 뿌리내릴 수 있었던 씨앗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

을 수 없다.이승만의 정치제도론은 이 의 개화사상과 달리 구한말 세계

의 정치제도에 한 유기 이고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통령제에

하여 최선의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통령제 실시를 한 구체 이고

실천 인 방법론까지 제시하고 있다는 에서 제헌헌법의 통령제 정부

형태의 원형 내지 기원 형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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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논문의 목 은 그러한 이승만의 정치제도론을 상세하게 분

석함으로써 이승만이 추구한 개 의 내용과 목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승만이 제헌의회 의장으로서 헌법제정에 여할 때 까지 그의 정치제도

론이 계속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었는지,그러한 정치제도론이 제헌헌법의

정부형태로 반 되었는지를 살펴 으로써 이승만의 정치제도론과 제헌헌

법 사이의 헌법 규범 연속성을 논증하는데 있다.

제2 연구의 방법 범

이승만이 제헌헌법에 미친 향에 한 종래의 견해들에는 몇 가지 문

제가 있다.첫째,이승만의 정치제도론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는

지에 한 연구를 찾아볼 수 없고,둘째,이승만의 『독립정신』에 한

정치한 분석이 결여되어 있고,셋째,이승만의 『독립정신』 술 이후 그

의 정치제도론이 어떻게 유지 혹은 변화되어 갔는지에 한 고찰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4)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첫째로 이승만이 『독립정신』에서 주장한 정치

제도론을 면 하게 분석하고자 한다.그는 민주정체가 가장 선미한 정치

제도라고 하면서도 조선에서는 헌법정체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미

국과 랑스의 명에 하여 극찬하고 조선 백성이 이를 본받기를 호소

하면서도 조선 백성들이 일으킨 동학난에 하여는 부정 인 입장을 취하

고 있다.이승만의 정치제도론이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을 알 수 있는

부분이며,이승만이 사용한 일부 지엽 표 에 집착한다면 그의 체

인 사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의 사고를 오해하기 쉽다는 것을 의

미한다.

4)우리가 이승만의 『독립정신』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드는 견해

가 있다.첫째,이승만의 청년기 생각을 정확이 이해하는데 결정 자료가 된다는

,둘 째,이 책에서 정립된 이승만의 정치철학이 그 후 이승만의 항일운동과 정

치활동에 비추어 얼마나 일 된 것인지를 살펴볼 수 있다는 ,셋째,이 책은 정

치·사상 으로 근 민족주의로의 환 을 이룬 서로서 그 이 의 소박한 개화

론과는 차별화되는 을 들고 있다(이한우,『 한민국을 세운 독립운동가 이승

만』,서울:역사공간,2010,pp.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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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그의 정치제도론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이승만은 청년기 배재학당에서 서구식 교육을 받았고 갑신

정변 실패로 미국에 망명한 후 돌아온 서재필로부터 미국의 공화제에

하여 배우게 된다. 한 윤치호 역시 미국에서 민주주의를 체험하고 돌아

왔으며 서재필 이후 그가 독립 회를 이끌었다는 에서 윤치호가 이승만

에게 미친 향 한 주목할 만하다.그 외에도 이승만은 구한말 국제정

세를 주시하며 세계 인 입헌주의의 흐름을 악하 고 언론활동을 통하

여 자신의 정치 주장을 백성들에게 피력하 다.

다음으로 이승만의 정치제도론을 제 로 이해하기 해서는 오늘날 헌

법학 에서 그의 견해를 재조명해볼 필요가 있다.이승만이 사용하

고 있는 민주정체라는 개념이 오늘날의 통령제 혹은 공화제에 정확하게

응하는 것인지,헌법정체라는 것이 오늘날의 입헌군주제에 응하는 것

인지,민주정체를 선미하다고 평가한 근거는 무엇인지,그가 이해하고 있

는 통령의 지 혹은 민주주의란 어떤 것인지를 분석 으로 고찰해야

할 것이다.이와 같은 작업을 통하여 이승만의 정치제도론이 가진 특징

요소들을 추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세 가지 정치제도에 한 이승만의 평가와 련해서는 이승만이 단순

한 공화제 추종자 는지 혹은 공화제에 한 평가와는 별개로 입헌군주제

개 론자 는지에 한 정리가 필요하다.이승만에 한 각종 논문이나

서 에서 그의 생애에 해 기술하면서 그가 언제부터 공화제를 실시하고

자 하 는지에 하여 혼선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5)만약 이승만이 민

주정체의 실시를 유보하 다면 이승만이 언제부터 민주정체 시행을 주장

한 것인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특히 이 논문에서는 역사 ·지정학

실을 고려하여 민주정체개 을 탄력 으로 용하는 이승만의 개 론을

‘조건부 민주정체개 론’이라는 이름하에 심층분석할 것이다.

이승만의 정치제도론을 분석한 후에는 제헌헌법의 정부형태에 이르기

까지 그 연속성을 추 하고자 한다.즉 그의 정치제도론이 제헌헌법의 성

5)별다른 의문 없이 『독립정신』 술당시부터 이미 공화주의자 다는 견해가 주류

를 이루며,『독립정신』 술 이후의 어느 시 이라는 견해,1차 종 시 에

이승만이 공화제에 확신을 가졌다고 보는 견해 등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으

나,자세한 것은 뒤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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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시 까지 어떻게 유지·변화되어 갔는지를 고찰하게 될 것이다.이승만

은 3․1독립운동 이후 탄생한 임시정부들 가운데 어느 곳에 정당성을 부

여할 것인지를 비롯하여, 통령의 행정권 보유문제, 통령 직함 사용문

제,해방 이후 남한 단정수립운동 제헌헌법제정 과정에 있어서도 자신

의 정치제도론에 따라 정치 결단을 내리고 정치 상 방이나 민 을

설득하는 도구 내지 이론 근거로 자신의 정치제도론을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독립정신』 술 이후로부터 제헌헌법의 제정에 이르기까지

그의 행 을 추 하여 조건부 민주정체 개 론을 비롯한 종래 이승만의

정치제도론이 여 히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승만의 정치제도론이 제헌국회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진 것이라면,

제헌국회에서 통령제 헌법이 채택된 경 와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

다.이를 해서는 해방 이후 이승만과 한국민주당 사이의 의존 계를 먼

이해해야 한다.아울러 이승만의 정치제도론이 제헌헌법에 미친 향

을 분석하기 해서는 제헌헌법이 가진 복합 성격에 한 기존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그리고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이승만의 정치제도론

과 제헌헌법의 정부형태 사이에 규범 연속성을 논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범 와 련하여,『독립정신』은 조선 백성에게 독립정

신을 고취하기 한 의도로 술한 책이므로,정치제도론과 련된 부분

은 책 곳곳에 산재되어 있다.그 분석을 해서는 자칫 모순 이라고 느

끼기 쉬운 이승만의 주장을 체 이고 체계 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조선의 내·외 상황 이승만에게 향을 주었을 법한 다른 국가들의

상황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그의 사상이 가진 특징을 보다 선명하게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공간 으로는 구한말부터 한민국의 건국에 이르기까지 세계 각국의

의 정치제도가 이승만의 정치제도론과 련이 있다.국제정세에 한 분

석을 기 로 정치개 론을 개한 이승만이 『독립정신』에서 직 언

하고 있는 나라만 해도 여럿이다.그러나 이 에서는 이승만이 『독립정

신』에서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소개하고 있는 근 입헌주의 국가들을

심으로 범 를 한정하 고,특히 이승만이 정치제도개 론을 펼치는데

많은 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미국,일본을 심으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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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으로는 이승만이 자신의 작인 『독립정신』에서 정치제도론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1904년부터 고찰을 시작하여 통령제 정부형태

의 제헌헌법이 성립되는 1948년까지,총 40여년의 기간 사이에 있었던 이

승만의 행 을 토 로 이승만의 정치제도론이 연속성을 갖고 있는지를 살

펴보아야 한다.다만,이승만의 정치제도론을 이해하기 해 필요한 범

내에서,특히 그의 정치제도론이 형성된 배경을 연구하기 해서는 구한

말 시 상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승만의 정치제도론이 가진 특징들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통시 연구

와 공시 연구 방법이 함께 사용되어야 한다.특히 이승만의 정치제도론

이 어떠한 과정으로 형성되었는지,그러한 정치제도론이 어떠한 형태로

변화·유지되는지 그 변경 추이를 추 함에 있어서는 이승만이 『독립정

신』 술을 후하여 작성한 문서나 그가 여한 문서를 분석하는 통시

연구방법이 주를 이루게 된다.

이와 같은 문서로는 이승만이 주고받은 간찰, 보, 각종 선언문,논

설,결의문 등이 있으며,이러한 문서를 시기별로,시간 순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이승만의 정치제도론이 형성된 배경을 연구함에 있어서는

이승만이 청년기에 주필로 활동한 『 성회회보』,『매일신문』,『제국

신문』의 논설·기사 이승만이 옥 에서도 읽었던 『독립신문』의 기사

가 주된 1차사료가 될 것이다.이러한 고신문은 부분 한 고어로 작성

되어 있는데,일부 기사는 고어 형태를 그 로 기재하 고,필요에 따라서

는 어에 가깝게 일부 수정하 다.

이승만의 도미 이후로부터 이승만이 제헌국회 의장에 취임하기까지의

정치제도론의 변경 추이를 살펴보기 해서는 이승만이 작성한 문서 혹은

그가 여한 문건을 모아 놓은 雩南李承晩文書編纂委員 의 『(梨花莊 所

藏)雩南 李承晩文書 東文篇』第1-18卷을 주된 1차 자료로 분석하 다.이

들 문서 에는 한자로 작성된 것들이 많고 특히 이승만이 서로 작성한

문서가 많다.이러한 문서들은 부분 국어로 옮겼고 이해를 돕기 해

일부 한자를 병기하 다.

제헌국회 의장에 취임한 이후 그의 정치제도론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

었는지,그리고 제헌국회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그의 정치제도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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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한민국국회의 『제헌국회속기

록』을 주된 1차 자료로 활용하 다.

제 2장 『독립정신』 술의 배경

제1 국가와 정치제도에 한 사상의 형성

1.배제학당에서의 서구식 교육

이승만은 1875년 황해도 평산군 마산면에서 청빈한 왕족인 아버지 이경

선6)의 3남2녀 막내아들로 태어났다.형이 둘 있었으나 그가 태어나기

에 모두 홍역으로 죽었기 때문에 사실상의 외아들이 되었다.이승만을

둘러싼 주이씨 일족은 태조 이성계(李成桂)의 후 로서 이승만 자신은

세종 왕의 형님인 양녕 군의 16 손,즉 이성계의 18 손이었다.7)반면

조선사회에서 으뜸가는 왕족의 후 로 태어났으나,그의 조상들은 오랫동

안 벼슬에 오르지 못하여 몰락 양반이나 다름없었다.8)

소년기의 이승만은 통 인 유교식 교육을 받았다.이승만은 여섯 살

때 천자문을 완 히 외웠고 과거 등과를 목표로 곧 서울의 낙동과 도동

에 있는 서당을 다녔다.특히 열 살 때부터 열아홉 살 때까지는 일가 종

친인 이근수(李根秀)가 세운 도동서당에 다녔는데,이근수는 1864년 과거

에 제한 후 사헌부 사헌9)까지 오른 인물이었다.이승만은 자신의 어

린 시 빼어난 서 실력을 회고하곤 하 는데 그는 서당에서 치르는 도

6)李敬善,1837-1912

7)로버트 올리버,『 한민국 건국 통령 이승만』,서울:단석연구권,2010.,p.28.

;유 익,『이승만의 삶과 꿈 : 통령이 되기까지』,서울: 앙일보사,1996,

p.20.;최연식,“개 사회진화론의 수용과 청년기 이승만의 독립정신”,『한국

정치외교사논총』,2010.pp.135-166참조

8)유 익,『이승만의 삶과 꿈 : 통령이 되기까지』,서울: 앙일보사,1996,p.14.

이하 참조

9)司憲府 大司憲,종2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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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都講)10)에서 항상 장원을 차지했다.그와 가깝게 지냈던 신흥우에 의

하더라도 이승만의 학업수 은 으뜸이었고,이승만은 열세 살 때부터 나

이를 속여 ‘해마다’과거에 응시하 다.11)

그러나 조선 말엽 과거제도는 이미 부패하 고 권문세가의 자제가 아닌

이승만은 11차례나 과거에 낙방하 다.12)그는 1894년 청일 쟁을 계기로

서당공부를 지하고 서양의 신학문에 을 돌리게 되었다. 쟁 에 단

행된 갑오개 13)의 일환으로 과거제도가 폐지된 데다,서양문물을 극

으로 받아들인 일본이 청일 쟁에서 통 국이었던 청국을 제압·승리

한 사실은 이승만이 서양문물과 일본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14)결국 이승만은 1895.2.신 우15)의 권유로 서울 정동에

있는 미국인 선교학교 배제학당에 입학하 다.

미국인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Henry G. Appenzeller,

1858.2.6.-1902.6.11.)가 1885년 설립한 배제학당은 한국인,서양인,일본인,

청국인이 두루 섞여 배우고 가르치는 국제 분 기의 학교 고,1895년

당시 학생 수는 100여명을 넘어서고 있었다.아펜젤러는 미국 펜실베니아

주의 랭클린 앤드 마샬 학과 드류 신학교를 우수한 성 으로 졸업한

선교사 고 그 외에도 배제학당에는 뛰어난 강사가 많았다.16)특히 김옥

10) 방에서 여러 날에 걸쳐 배운 을 선생 앞에서 외는 일

11)유 익,『이승만의 삶과 꿈 : 통령이 되기까지』,서울: 앙일보사,1996,p.20.

;이정식,『이승만의 구한말 개 운동 : 진주의에서 기독교 입국론으로』,

:배제 학교 출 부,2005,p.29.이하 참조

12)유 익,『이승만의 삶과 꿈 : 통령이 되기까지』,서울: 앙일보사,1996,p.20.

;이정식,『이승만의 구한말 개 운동 : 진주의에서 기독교 입국론으로』,

:배제 학교 출 부,2005,p.29.이하 참조

13)‘갑오경장’,‘갑오개 ’ 어떤 용어가 타당한지에 하여 논란이 있다. 건 왕

조체제에서 벗어나 근 국가체제로 환시켜 나가던 과정임을 강조하기 해 이

논문에서는 ‘근 개 ’의 의미를 담고 있는 ‘갑오개 ’이라는 용어만을 사용하기로

한다(왕 종,『한국 근 국가의 형성과 갑오개 』,서울:역사비평사,2003,p.

23.참조).다만,구한말 당시에는 ‘경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으므로 1차사료에서

는 ‘경장’이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14)유 익,『이승만의 삶과 꿈 : 통령이 되기까지』,서울: 앙일보사,1996,p.26.

;이정식,『이승만의 구한말 개 운동 : 진주의에서 기독교 입국론으로』,

:배제 학교 출 부,2005,p.40.이하 참조

15)申肯雨,이승만과 함께 감옥살이를 했던 신흥우의 형

16)유 익,『이승만의 삶과 꿈 : 통령이 되기까지』,서울: 앙일보사,1996,p.26.

;이정식,『이승만의 구한말 개 운동 : 진주의에서 기독교 입국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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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이 이끄는 갑신정변에 동참했다가 망명생활을 하던 서재필(Philip

Jaisohn,1864.1.7.-1951.1.5.)이 미국시민으로서 귀국하 는데,그 동안 서

재필은 미국에서 의학사 학 를 받아 미국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최 의

조선인이 되어 있었고,이후 추원 고문으로 임명된 개 정치가 다.그

는 1896.5.후반기부터 1주일에 한 번 세계역사와 지리 그리고 민주주의

와 국제정세 등에 한 특강을 하고 있었다.17)당시 『독립신문』의 기사

를 보면 이러한 서재필의 강의는 배재학당 학생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많

았던 것으로 보인다.

배재학당 학도들이 근 백여명이 되는데 목요일 날이면 독립신문사장이

가르치는 학문을 잘 배운다더라18)

훗날 이승만의 정치 스승으로 불리게 되는 서재필이 이승만에게 어떠

한 향을 미쳤는지에 하여는 아래에서 다시 살펴본다.

2.공화제에 한 학습

가.서재필의 향

(1)서재필의 정치제도 개 론

서재필이 귀국하기 조선은 갑오개 을 거치면서 의정부와 8아문을

심으로 한 앙 제 개 이 이루어졌다.19)이로 인해 소 료의 인사

를 비롯한 범사에 해 주무 신이나 담당 원이 개별 으로 군주를 알

하고 재가를 받던 방식에서 계 신이 주무하는 것을 제로 사안

:배제 학교 출 부,2005,p.40.이하 참조

17)독립신문사장이 일주일 간 목요일 오후 삼시에 배재학당에 가서 만국지리와 다른

학문상 일을 학도들에게 연설한다더라(1896.5.23.자 『독립신문』 기사)

18)1896.6.6.자 『독립신문』 기사

19) 종익,『開化期 中樞院의 機能과 性格에 한 硏究』,서울:서울 학교 학원,

1998,pp.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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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내각회의에서 신들이 합석하여 토의·결정하고 군주에 해서는 사실

상 형식 재가를 거치는 근 입헌군주제로 바 었다.그리하여 군주

는 뒷 으로 려나서 궁내부의 시 아래 주로 왕실 계 업무에 치 하

고 내각의 정무에는 형식 재가권 외에는 직 간여를 못하게 됨이 원

칙이 되었다.20)

서재필은 1895.12.25.조국으로 돌아왔지만,그는 여 히 후진 인 조

선의 정치풍토에 크게 실망하 다.21)고종과 내각은 반목하고 일본공사는

권력을 휘둘 으며 각료들은 암살의 에 시달리고 있었다.22)

일본 공사는 서재필에게 조선에 미국식 민주주의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주었고23)신문을 발행할 경우 련자들을 암살할 것이라

고 박하여 서재필은 한 때 독립신문의 발간을 포기한 도 있었다.24)

그 지 않더라도 자신의 섣부른 개 운동으로 인해 역죄인이 되어 처자

식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경험이 있는 서재필은 정치개 의 험성을 잘

알고 있었다.청일 쟁 후 친일내각을 구성한 박 효조차 조선에 한 일

본의 보호국화 정책에 반발하다가 역죄인으로 몰려 미국으로 망명하

다.서재필은 직에 한 욕심이 없었고,당시 내각을 구성하고 있던 김

홍집·유길 으로부터 외부 신 제의를 받고도 이를 거 하 다.25)

서재필은 로부터의 진 개 인 갑오개 에 하여 비 하 다.수

백년 동안 내려오던 법과 행이 단숨에 일소되어 버렸는데,백성들은 ‘아

름다운 개 ’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그 결과를 보지

도 못했으며,개 이 가져온 소요와 폭동 등은 그들의 생업을 빼앗기도

했고 생명을 빼앗기도 했다는 것이다.26) 로부터의 개 에 한계를 느

20)서재필기념회,『개화 독립 민주』,서울:서재필기념회,2001,pp.291-293

21)서재필의 귀국 당시 정황에 하여는 이정식,『구한말의 개 ·독립투사 서재

필』,서울:서울 학교 출 부,2003.pp.144-148참조

22)서재필,『체미(滯美)50년』(이정식,『구한말의 개 ·독립투사 서재필』,서울:

서울 학교 출 부,2003.p.147.에서 재인용)

23)송건호,“서재필과 이승만”,『송건호 집』13권,서울:한길사,2002.pp.

107-110참조

24)이정식,『구한말의 개 ·독립투사 서재필』,서울:서울 학교 출 부,2003.pp.

173-176참조

25)이정식,『구한말의 개 ·독립투사 서재필』,서울:서울 학교 출 부,2003.pp.

139-144,17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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낀 서재필은 민 의 계몽사업을 추진하고자 하 고,궁지에 몰려 『아

천』을 단행한 고종을 자극하지 않기 해 정치개 에 하여는 유독

신 을 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정치제도의 형태와 련하여 서재필은 갑오개 에 의한 정치개

을 고종의 덕이라 칭송하고 그러한 정치개 이 훗날 장정27)이 될 것이

라고 보아 기본 으로 갑오개 의 입헌군주제와 같은 입장을 갖고 있다.

나라에 졍부샹 졍치를 경쟝 야 나라를 리 고 셩을 편  무

야 엇지 다시 말리요 우리 나라이 군쥬 폐하셔 어지신 덕으로

텬하 만국과 치 교졔 시며 쥬 독립 시 권리로 녯법과 새법을 침

쟉 샤 로날 일만 긔틀를 친히 가 샤 나라를 부코져 시며 군를

강 고져 시며 셩을 편안 코져 시바 그아래 신 이야 엇지 일호

라도 츙심을 다 야 셩의를 밧드러 졍치를 힘 쓰지 아니 리오 오날

우리 나라 신법 경쟝 바에 조고마 일이라도  바 후일에 쟝

졍이 될지니 엇지 삼가지 아니 리오 ( 간생략)우리 라건 각부

원이 합심 야 지혜와 각을 니여 셩들도 구습에 물드리던 구폐

를 명 야 근일에 새로 닥근 길과 치 일신 고 샹활 을 라노

라28)

그 논리 귀결로서 서재필은 군주 개인과 국가 혹은 군주 개인과 정부

를 구분하여 생각하고 있다.이러한 입장에서 내각의 명령·결정과 모순되

는 고종의 칙령이 법치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 하 다.29)

나라라 거슨 크던지 젹던지  디면에 여러 사이 모하 살면셔 여

러 사들이 졍부가 업시 살슈가 업 고로 졍부를 셜 고 졍부와 셩

을 모도 거나리 직무 님군 듸려 님군을 머리를 삼아 가지고( 간생

략)그 졍부와 그 성들이 모도 합심 야 긔들을 통활30)님군을 법

26)PhilipJaisohn,M.D.,"WhatKoreaNeedsMost,"KoreaRepsitory(March1896)

(이정식,『구한말의 개 ·독립투사 서재필』,서울:서울 학교 출 부,2003.p.

192.에서 재인용)

27)당시 장정은 헌법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었다(1902.11.1.자 『제국신문』논설)

28)1896.11.19.자 『독립신문』논설

29)서재필기념회,『개화 독립 민주』,서울:서재필기념회,2001,pp.29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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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과 쟝졍과 규칙을 가지고 셤기거시 나라를 보존 쟈 졍부요 셩

이라 구던지 인이고 셩이고 이 톄를 모로고 로라도 잇거슨

그 나라에 죠곰치 유죠 인도 아니요 셩도 아니라31)

1896.2.11.고종이 러시아 공사 으로 거처를 옮겼고,이러한 아 천

후 고종은 왕권을 강화하고 이 의 제를 회복하기 하여 내각을 폐지

하고 다시 의정부를 복설하면서 제개편을 단행하 고 1897.2.20.경운

궁으로 환궁하면서 일제에 의하여 개편된 제도를 폐지하고,구제도를 기

본으로 하는 국정지표를 선언하 다.이로써 갑오개 이후 의정부·총리

신 심의 권력구조는 국왕·의정부 심의 권력구조로 회귀하 다.32)

1896.11.12.자 『독립신문』은 이러한 수구 움직임에 하여 아래와

같이 반 의 의사를 표시하 다.

춍호 죠병셰씨가 군쥬 폐하 알외고 졔를 복구 며 연좌 법을

다시 시쟉 며 국문을 폐 자고 엿단 말이 엇던 신문에 잇스니 우리

이런 말을 당쵸에 지도 안커니와 만일 이말이  말일진 죠병셰씨가

죠션 군쥬 폐하를 롭게 자 시요 죠션 젼국 명례를 졈졈 손샹

자 시니 셜마 이를 당 야 죠션 민신이 되야 가지고 이런 말을

아 엇지 알외야스리요 그런 고로 우리 이런 말을 지 앗노라 33)

(2)서재필에 의한 공화제 학습

이처럼 서재필은 조선에서 ‘군민동치’의 입헌군주제에 찬성하 지만,동

시에 미국의 공화제를 소개하는 것 한 잊지 않았다.서재필의 귀국 후

윤치호 등 개화사상의 선구자들은 배재학당 안에 있는 배당에서 ‘서재

필 귀국환 회’를 개최하 다.서재필은 그 자리에서 국·미국의 개성이

30)통할(統轄),모두 거느려 다스림(국립국어원 『표 국어 사 』 참조)

31)1897.4.17.자 『독립신문』논설

32) 종익,『開化期 中樞院의 機能과 性格에 한 硏究』,서울:서울 학교 학원,

1998.pp.32-33참조

33) 1896. 11. 12.자 『독립신문』 논설(한국언론진흥재단 홈페이지:

http://www.kinds.or.kr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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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민주주의가 발달된 내력을 설명하고 통령을 국민이 직 선출하는

미국식 정치제도를 소개하 다.34)

물론 조선 사회에서도 미국의 공화제에 하여 이미 수차 소개된 바 있

다.19세기 후반 청의 원(魏源)이 지은 『해국도지(海國圖志)』와 서계

여(徐繼畬)의 『 환지략(瀛環志略)』등에서 서구의 정치제도가 소개된

바 있고,최한기(崔漢綺)가 이를 수용하고 정리하여 1857년에 완성한 『지

구 요(地球典要)』에서도 서구의 정치제도를 간략하게 언 했다.청의 정

응(鄭觀應)이 1871.내놓은 『이언(易 )』에서는 태서각국(泰西各國)의

정치제도를 ‘군주지국(君主之國)’,‘민주지국(民主之國)’,‘군민공주지국(君

民共主之國)’이라고 간략하게 설명하 다.더 구체 인 근 제도가 소

개된 것은 1883.부터 발간된 한성순보(漢城旬報)에서 다.한성순보는 구

미의 입헌정체에 많은 심을 보이고 미국의 정치제도에 하여 비교

객 으로 소개하고 있는데,한성순보에 실린 공화제에 한 기사는 아

래와 같다.

歐美 兩洲는 建國은 비록 많아도 治國의 욧 은 다만 2端이 있을 뿐이

니,즉 「君民同治」와 「合衆共和」인데,모두가 이를 「立憲政體」라 일

컫는다. 체로 입헌정체는 3大權이 있으니,첫째는 立法權으로서 法律을

제정하여 立法府로 하여 이를 장하도록 한다.둘째는 行政權으로서

立法官이 제정한 법률에 의거하여 政治를 행하는 것인데,이는 行政府로

하여 장하도록 한다.셋째는 司法權으로서 입법 이 제정한 법률에

의거하여 刑法을 시행하고 訟獄을 처결하는 일을 司法府로 하여 장하

도록 한다.그러나 3大府의 조직이 나라마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槪論하여 採擇에 이바지 할까 한다.( 간생략)

3大府의 권리를 확정하고,3大官의 조직을 담당하여 國典으로 삼

는 것이 곧 헌법이다. 체로 헌법은 혹 군주가 정하기도 하고,혹 君과 民

이 함께 정하기도 하는데, 국 같은 경우는 일 이 헌법을 설치한 이

없었고,開國 이후로 慣行한 法度가 오랜 세월에 되어 마침내 하나의

헌법이 되어 버렸다.35)

34)송건호,“서재필과 이승만”,『송건호 집』13권,서울:한길사,2002.pp.

136-139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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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소 合衆共和이다. 국민이 합동으로 의하여 정치를 하고

世襲主君을 세우지 않으며 官民의 기강이 엄하지 않고,오직 통령이 萬

機를 총재하는데, 통령은 국민이 공동으로 선출한다.임기는 4년으로

한정했고, 통령이 혹 직무를 비우게 되면 부통령으로 신하는데,부통

령 한 국민이 공동으로 선출한다. 개 통령은 海軍·陸軍의 軍務를

總理하며 上院과 의하여 외교조약을 정한다.그리고 文武官吏의 선임,

면직 행정 인 일은 모두 그의 리에 속한다.36)

한성순보의 편집자는 헌법 제정의 모범 사례로 국을 들고 있으며,

헌법을 제정하는데 군주나 민의 주도로 인 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

라 그 사회,국가의 습법에 의해 규정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을 강조하

고 있다.이러한 표 에 비추어 보아 당시 한성순보의 편찬자들은 서구와

같은 헌법의 제정과 운 방식이 조선의 실에 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에 의구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37)

『해국도지(海國圖志)』,『 환지략(瀛環志略)』,『지구 요(地球典要)』

역시 서구의 제도를 아직 인재를 등용하기 한 선거와 용인의 안으로

서 제기하는 수 이었지 반 인 정체개 의 안으로 간주한 것은 아니

었다.『이언(易 )』 역시 서구의 정치제도를 다른 부국강병책에 비해 매

우 간단하게 언 하면서 그것이 국 삼 의 정치와 크게 다를 바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38)

이승만에게 민주주의를 알려 것은 이후 이루어진 서재필의 수업이었

다.서재필은 배재학당에서 세계지리,역사,정치학을 가르쳤다.39)미국의

35) 1984. 1. 30.자 『한성순보』 기사(한국언론진흥재단 홈페이지: http://ww

w.kinds.or.kr)참조

36) 1984. 2. 17.자 『한성순보』 기사(한국언론진흥재단 홈페이지: http://ww

w.kinds.or.kr)참조

37)왕 종,『한국 근 국가의 형성과 갑오개 』,서울:역사비평사,2003,pp.

68-69참조

38)왕 종,『한국 근 국가의 형성과 갑오개 』,서울:역사비평사,2003,pp.

66-67참조

39)1896.4.7.『독립신문』에 실린 배재학당 개학 고를 보면 배제학당에서 가르

친 주요 과목을 알 수 있고,정치학도 그 하나 음을 알 수 있다.“배재학당 개

학 고 본 학당이 십륙일 (음력 팔월 십일)에 개학하고 한문 어 지리 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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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가르치면서 서재필은 자연스럽게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1732.2.22.-1799.12.14.)과 미국의 독립 쟁,에이 러햄 링컨

(Abraham Lincoln,1809.2.12.-1865.4.15.)과 미국의 남북 쟁을 언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며, 랑스 역사를 가르치면서 랑스 명에 하여 설

명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실제로 서재필의 비서 던 임창

(1909.10.30.-1996.1.25.)은 서재필이 주로 미국 독립선언문에서 추출한 ‘인

간의 권리와 의무’,‘정부의 기원’을 소개했으며 제퍼슨,로크,루소,몽테

스키외의 사상을 소개했다고 밝힌 바 있다.40)

이러한 서재필의 수업을 통해 이승만을 비롯한 배재학당 학생들은 근

입헌주의 정치제도를 배울 수 있었다.이승만의 어린 시 벗이며,배제

학당 동문 그리고 옥 동지 던 신흥우(申 雨,1883.3.26.-1959.3.15.)에

의하면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라는 낱말을 처음 소개한 것은 서재필이었다

고 한다.이승만 역시 1912년 자신의 회고록을 통하여 이 시기의 충격

인 경험을 회고하고 있다.41)

내가 배재학당에 가기로 하면서 가졌던 포부는 어를,단지 어만을

배우고자 하는 것이었다.그러나 나는 그곳에서 어보다 훨씬 더 요한

것을 배웠는데 그것은 정치 자유에 한 사상이었다.한국 사람들이 정

치 으로 어떻게 억압받고 있었는지 조 이라도 하는 사람이라면 기독교

국가 시민들은 그들의 통치자들의 억압으로부터 법 으로 보호받고 있다

는 사실을 생 처음 들은 나의 가슴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던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무나 명 인 것이었다.나는 「우리나라에서도 그와 같

은 정치 원칙을 따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

다.42)

사기 정치학과 모든 긴요한 공부들을 가르칠 터이니 구 학원은 일제히 귀학 하려

니와 새로 입학고자 하는 이도 오시기를 바라오”

40)손혜정,『서재필의 개화사상』,이화여자 학교 학원,1991,p.32(김지혜,『독

립정신에 나타난 한독립방안 연구』,서울:이화여 학원,2005,p,45.에서 재

인용)

41)이정식,『( 통령)이승만의 청년시 』,서울:동아일보사,2002,pp.47-48

참조

42)“AutobiographicalNotes,1912"(이정식,『( 통령)이승만의 청년시 』,서

울:동아일보사,2002,p.4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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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필은 1896.4.7.순수 한 로 제작된 『독립신문』을 창간하 는

데43)창간 기에는 사장,주필,기자,직공,배달부 노릇까지 도맡아 하

고 이후로도 요 논설은 서재필이 직 집필하 다.44)그러한 독립신문

기사를 보면,서재필이 배제학당에서 이승만에게 조지 워싱턴과 미국의

공화제에 하여 어떠한 내용을 지도하 을지 좀더 구체 으로 짐작할 수

있다.아래는 미국 독립기념일을 소개하는 논설과 조지 워싱턴의 업 을

소개하는 논설이다.

이달 나흔 날은 미국 독립 하던 날 환갑인데 독립되기는 일백 이십년

칠월 나흔 날 독립하자는 의론서를 미국 정부에서 세계에 반포한 날이라

그 날을 미국 백성들이 알기를 개국하던 날로 하는 고로 국 에 제일가는

명일이라 오늘날 우리가 미국 사기를 강 이야기하여 조선 인민들에게

미국이 어떠한 나란 을 알게 하노라45)

필경 국 장 콘월늬씨를 사로잡고 국 본 을 욕타운이란데서 항복

받은 고로 국 정부에서 어 할 수 없어 미국 자주 독립을 승인하여 주

고 미국이 세계에 동등국이 되었는지라 난리가 평정된 후에 국 군사와

인민이 와승돈더러 황제가 되라 하여도 와승돈이 사양하야 가라데 우리가

국을 배반하고 오늘날 자주독립 된 것은 나 혼자 그 사업을 한 것이 아

니라 정부에 높은 원들과 내 에 있는 장 들과 국 인민의 승벽과 충

심으로 이 게 되었거늘 어 나 혼자 황제라던지 임군이 되야 평생을 우

리 나라 사람들보다 더 귀하게 지내리요 그런 고로 임군 같이 높은 권리를

다만 나 혼자 차지할 것이 아니라 국 인민에게 이 권리를 다 주어 구

던지 백성이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뽑아 통령을 만들

어 사년 동안을 임군의 권리를 주어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사년 후면 그

사람은 다시 물러가 다른 백성과 같이 살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여 그

43)신용하,『독립 회연구』상·하,서울:일조각,2006.;이정식,『이승만의 구한말

개 운동 : 진주의에서 기독교 입국론으로』, :배제 학교 출 부,2005,pp.

43-46참조.

44)송건호,“서재필과 이승만”,『송건호 집』13권,서울:한길사,2002.p.142.참

조

45)1896.7.7.자 『독립신문』 논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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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미국 법률을 만들어 사년에 한번씩 통령을 갈게 하 으니 미국 사

람 쳐 놓고 구던지 국 인민에게 믿음을 보이고 명망만 있으면 이 지극

히 높은 에 올라 가는 권리를 다 가졌는지라 이런 공평하고 성인스러운

생각은 동서양 고 사기에 다시 없는지라46)

국의 압제로부터 독립을 쟁취한 미국 독립사,모든 인민이 나라의 주

인되는 공화제를 수립한 조지 워싱턴의 업 등 근 입헌주의 명에

한 서재필의 수업은 부패한 조선의 정치구조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던 이

승만의 뇌리에 깊이 새겨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나.윤치호의 향

이승만이 공화제에 뜨게 만든 한사람의 요한 인물이 바로 윤치

호이다.이승만은 배제학당에서 서재필의 특강을 들으면서 새로운 정치형

태를 도입하는데 열의를 가진 일군의 은이들과 어울렸다.그 은이들

을 지도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윤치호 다.윤치호는 국과 미국에서 유

학을 마치고 청일 쟁이 끝난 후인 1895.2.12.귀국하 다.47)

서울에서 나는 새로운 정치형태(new form ofgovernment)를 도입하는

데 열의를 가진 일군의 은이들과 어울렸다.그들은 군부 신의 아들로

서 지체가 꽤 높은 한 청년에 의해 지도되고 있었다.1884년의 정변에 조

간여하 다가 정변이 실패하자 해외로 빠져나갔던 인물이다.그는 미

국에서 선교사들 에서 공부하 다.청일 쟁 에 그는 고국에 소환되

었고 정부의 요직에 기용되었다.그는 국 유학기간에 기독교인이 되었

는데,선교사들의 선의를 확신할 뿐 아니라 그 보다 더 입헌정체

(constitutionalform ofgovernment)48)의 수립에 열의를 갖고 있었다.그

지만 그는 국민들을 교육하고 동시에 국왕과 내각 신들에게 호감을 일

46)1898.4.7.자 『독립신문』 논설

47)F유 익,『 은 날의 이승만 :한성감옥생활과(1899-1904)과 옥 잡기 연구 :국

역 「옥 잡기」』,서울:연세 학교 출 부,2002,p.7.

48)유 익 교수는 ‘입헌정치’로 번역하 으나,‘입헌정체’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하

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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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킴으로써 유 없이 실 하려 하 다.49)

1898.8.독립 회의 회장이 되어 서재필 이후 독립 회를 이끌었던 윤

치호50)는 5년 동안의 미국유학을 통하여 미국사회를 직 체험하 고,미

국을 당 최고의 문명국으로 인식하 으며,미국을 최선의 민주주의 제

도를 갖춘 나라로 인식하 다. 학 강의와 서 을 통하여 민주주의의 역

사와 그 본질을 체계 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윤치호는 세계에 국의 입

헌군주제로부터 조선의 지독한 독재정치에 이르는 여러 형태의 정치체제

가 존재한다고 제하고,미국식의 민주주의 즉 공화제가 당시에 존하

는 최선의 정체라고 생각했다.그는 미국유학 기간에 지식과 체험을 통하

여 철 한 민주주의 신 자가 되었던 것이다.51)

YetnoonewilldenythatthedemocracyofAmericaisafterallthe

bestfrom ofgovernmentinspiteofitsdefects(어느 구도 미국의 민주

주의가 그 결함에도 불구하고,결국 가장 좋은 정부형태임을 부인치는 않

을 것이다).52)

그런데 이승만은 당시 윤치호를 입헌정체 수립에 열의를 가진 자로 기

억하고 있다.윤치호는 공화제를 당시의 조선사회에 실 할 수 있는 정치

형태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윤치호는 독립 회운동 당시 사회변 을

하여 명보다는 개 에 역 을 두었고, 민 력에 의한 군민공치를

가장 역설했던 으로 보아 일단 입헌군주제 정부형태를 구상하 다고 볼

49)유 익,『 은 날의 이승만 :한성감옥생활과(1899-1904)과 옥 잡기 연구 :국

역 「옥 잡기」』,서울:연세 학교 출 부,2002,p.8. p.171.각주 12)에서

소개된 “Mr.Rhee'sStoryofHisImprisonment,"O.R.Avison,"Memoirsof

LifeinKorea,"pp.273-274.

50)유 열,『한국사회연구총서:개화기의 윤치호 연구』,서울:한길사,1985,pp.

143-145참조 ;유 익,『 은 날의 이승만 :한성감옥생활과(1899-1904)과 옥

잡기 연구 :국역 「옥 잡기」』,서울:연세 학교 출 부,2002,p.10.

51)유 열,『한국사회연구총서:개화기의 윤치호 연구』,서울:한길사,1985,pp.

75-78참조

52)윤치호,『日記』,1893.9.24.일조(유 열,『한국사회연구총서:개화기의 윤치

호 연구』,서울:한길사,1985,p.78.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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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53)

윤치호나 서재필 이 조선사회에 이미 공화제가 소개되었다는 은 앞

서 본 바와 같다.특히 서재필이 1898.5.13.미국으로 돌아간 이후,54)윤

치호가 독립 회의 회장이 되어 독립 회의 국권·민권운동 참정·개

운동을 추진하던 시기에는 지식인 층을 심으로 이미 공화제가 리 알

려져 있었다.1898.2.27.자 자신의 일기에서 “Thewaveofdemocracy

arefaintlybeatingontherockyshoresofKoreanpolitics"라 하여 당시

조선 정계에 민주주의의 물결이 서서히 일고 있다고 보았다.55)

특히 이 때는 독립신문에서 일부러 아래와 같이 해명을 한 논설을 내

야 할 정도로 독립 회가 공화제를 추진한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던

시기 고,실제로 후술하는 바와 같이 그러한 의혹에 따라 독립 회가 일

시 해산되기도 하 다.당시 독립 회나 만민공동회 내에는 민주주의나

공화정치에 한 지지자가 지 않았기 때문에,윤치호는 1898.10.말

민공동회의 회장으로서 민주주의와 공화정치를 옹호하는 연설을 회 에

서 하도록 지시해야만 했다.56)

첫째 우리 나라는 단군 이래로 제정치하는 나라이라 구미 각국 에

인민 공화정치니 민주정치니 한다는 나라의 정형과는 단히 다르니 우리

들은 남의 나라의 정치 어떻게 하는 것은 말할 것 없고 다만 우리는 모두

한 백성이니 한 백성의 직분만 지키어 우리 나라 제 정치 하시는

황제 폐하를 만세 무강하시도록 갈충 보호하여 드리며57)

그러나 당시 윤치호,남궁억 계열의 독립 회 지도부는 군주를 심으

53)유 열,『한국사회연구총서:개화기의 윤치호 연구』,서울:한길사,1985,pp.

199-200참조 ;특히 유 열 교수는 국형 입헌군주제와 러시아형 입헌군주제

윤치호가 추구한 것은 국형 입헌군주제 다고 본다(같은 책,pp.200-209).

54)송건호,“서재필과 이승만”,『송건호 집』13권,서울:한길사,2002.pp.

184-188참조

55)유 열,『한국사회연구총서:개화기의 윤치호 연구』,서울:한길사,1985,pp.

199-200참조

56)유 열,『한국사회연구총서:개화기의 윤치호 연구』,서울:한길사,1985,pp.

199-200참조

57)1898.10.29.자 『독립신문』 논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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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일반민이 결합하는 형태로 근 국가를 수립하려 하 고 군주권을 인정

한 상태에서 독립 회가 정권에 참여하고자 하 지,국왕을 몰아내거나

군주제를 폐지하고 공화제를 실시할 계획은 없었다.58)조선에서 이들이

당면한 실 하에서는 입헌군주제를 실시하여 고종이 다른 나라의 군주와

등한 지 를 갖도록 하는 것이 목표 다.59)

다만,윤치호 아래에서 새로운 정치제도 형태를 모색하던 이승만으로서

는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높은 수 의 민주주의에 하여 간 으로

해들을 수 있었을 것이며,미국의 공화제를 가장 최선의 정치제도로 바

라보는 윤치호의 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3.국제정세에 한 찰(미서 쟁과 쿠바 독립)

서재필은 1896.11.30.배재학당에 ‘성회’라는 이름의 토론회를 조직

하 고60)그 성회는 『 성회 회보』를 발간하여 그 창간호가 1898.1.

1.발간되었는데 이승만도 주필(主筆)로서 그 출간에 주도 인 역할을 담

당하 다.그 후 이승만과 다른 동지들은 정치 으로 비 인 기사를 싣

기 해 1898.4.9.조선 최 의 일간신문인 『매일신문』을 발간하여 그

주필이 되었다.

특히 『제국신문』은 국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한제국의 미래를 놓

고 상호간 격렬한 토론 정치 투쟁을 벌여나가던 시기에 이승만,이

종일,류 석이 자신들의 주장을 에게 설 하기 하여 매일신문사에

서 이탈하여 1898.8.10.창간한 것이었다.61)이승만은『제국신문』의 주

58)로버트 올리버,건국 통령,p.49.;다만,독립 회에는 고종을 폐 시킨 후 명목

상의 군주로 내세우고 개화 료들이 정권을 장악하려는 박 효-안경수 계열의 노

선이 있었다는 에 하여는 주진오,『19세기 후반 개화 개 론의 구조와 개-

독립 회를 심으로』,연세 학교 사학과 박사학 논문,1995( 종익,『開化期

中樞院의 機能과 性格에 한 硏究』,서울:서울 학교 학원,1998.p.37.에서

재인용)참조

59)신용하,『독립 회연구』상·하,서울:일조각,2006.참조

60)로버트 올리버,『 한민국 건국 통령 이승만』,서울:단석연구권,2010.p.49.;

이정식,『이승만의 구한말 개 운동 : 진주의에서 기독교 입국론으로』, :

배제 학교 출 부,2005,p.49.;신용하,『독립 회연구』상·하,서울:일조각,

2006,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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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내지 논설자로 활약하 고,62)투옥된 이후에도 계속 논설을 기고하

다.

당시의 표 인 신문인 『독립신문』과 『 성회회보』,『매일신문』

에서는 조선을 둘러싼 열강의 외신 련 기사를 지속 으로 보도하고 있었

기 때문에 이승만은 항시 국제정세의 변화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건

속에 있었다.특히 그 에는 미서 쟁(1898)과 쿠바 독립에 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고 『독립신문』에는 그와 련한 논설63)이 실리기도 하

다.이승만이 주도한 『 성회회보』나 『매일신문』 역시 그에 한

보 등 련된 소식을 꾸 히 소개하 고,64)특히 이승만이 옥 에서도 논

설을 기고하 던 『제국신문』은 『독립정신』 술 당시 이승만의 정치·

외교 시각을 악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 성회회보>

려송65)셔 내란이  이러나 셔반아 인들을 내여 고 셩들이 졍부를

셰웟 셔반아 군들과 려송셔울 잇든 군들이 밧비 란 난로 갓다

더라66)

<독립신문>

여송군도와 규바등디에 셔반아 원의 탐학이 심 야 셩이 견슈

업고 압뎨 슝샹 야 인민을 도탄에 넛지라 토민들이 분을 익이지

못 야 규바와 여송군도에셔 독립 의병이 일어나셔 셔반아와 여러 해를

호더니 작년에 미국이 토민들의 원동 을 칙은히 이고  규바에 잇

61) 병욱,『제국신문:1903년 1월 5일-1903년 5월 30일』,서울:청운,2011,p.2.

62)이승만은 서재필과 마찬가지로 근 국가 건설과 문명개화의 과제들이 여론과 언

론의 힘을 통해 실 이 가능하다고 보았다.그는 신문이 부강의 근원이며 공평한

말을 퍼뜨리는 힘을 통해 문명개화로 나아가는 주된 도구라고 보았다(『매일신

문』,1898.4.12.(김용직,“이승만의 「독립정신」과 후기 개화기 정치외교 담

론”,『한국 학연구소 학술총서:( 서를 통해 본)이승만의 정치사상과 실인

식』 15권,서울:연세 학교 출 부,2011.에서 재인용)

63)가령,1899.11.21.자 『독립신문』논설

64)가령,1898.8.17.자 『매일신문』기사,1898.10.26.자 『매일신문』기사 등

65)여송도의 약칭.여송도(呂宋島)는 ‘루손섬’의 음역어(국립국어원 『표 국어 사

』 참조).‘여송군도’라고 하면 필리핀 제도를 의미한다.

66)1898.4.2.자 『 성회회보』 기사



-22-

 미국 무역을 보호 기를 야 셔반아와 젼 야 불과 三四삭에

셔반아 함들을 동 셔양에셔 함몰 고 작년 十월에 법국 리셩에셔 화

평 됴약을 뎡  규바 독립 게 고 포토릿코 미국이 차지 고

여송군도 미국이 젼 二千万원을 주고사셔 미국 쇽디를 들엇더라 여

송군도가 미국 이된 후에 미국 졍부가 춍독을 보여 미국 법령을 실시

랴 즉 여송 토민들이 불 야 여송 민쥬국을 창립 고 쟝 아귀날

도씨로 통령을 삼고 어 지던지 쥬 독립  야 미국에 쇽국이 아니

되겟노라 즉 미국과 필경 젼이 될듯 도다 미국은 문명 고 부강

나라오 인의를 쥬쟝 즉 여송군도를 졈령 면 졍가 공평 고 교육을

확쟝 야 여송 인민의게 단히 죠흘터이나 여송 사의 경계로 말 면

루百년 남의 쇽국으로 압뎨를 밧다가 千 一시로 그 압뎨를 면 고 안져

셔 다시 미국의 쇽국되기 실 것도 인졍이 그러터이라 아모죠록

미국과 담 이 잘 되야 여송 독립당이 그 국  목젹을 셩공 기를

노라67)

<독립신문>

규바 민쥬 졍부)론돈 칠월 이십 칠일 발 규바 셩들이 민쥬 졍부를 셜

시 기로 칭 엿다더라68)

여기에는 미서 쟁 과정에서 스페인의 식민지 던 필리핀에 공화정부가

수립된 사실 쿠바가 미국의 개입을 통해 독립을 얻고 공화국을 수립하

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스페인의 악명 높은 통치로 쿠바인들은

주기 으로 독립이나 자치를 요구하는 무장폭동을 일으켰고 1895.2.스페

인 통치에 항하는 무장 기를 일으켜 쿠바 동부지방에 소 ‘쿠바공화

국’을 수립하 다.비참한 쿠바인들의 상황은 소 ‘황색신문(Yellow

Paper)’에 의하여 나라하게 미국인들에게 해져 미국 내에서는 쿠바에

개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고,1895.2.15.하바나 항에 있던 미국

의 함 메인(Maine)호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 직 원인이

되어 미서 쟁이 발발하게 된다.69)

67)1899.1.30.자 『독립신문』기사

68)1896.4.7.자 『독립신문』기사

69)김행자,『美·西戰爭으로 因한 美國의 帝國主義 出現』,서울:이화여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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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의 독립에 한 미국의 개입과 스페인에 한 미국의 승 그리고

쿠바 공화정부의 수립은 이승만에게 많은 생각을 가능 하 을 것이다.

조선의 독립이 풍 등화와 같은 상황에서 스페인과 같은 강 국의 식민지

에서 벗어나 독립을 이룬 쿠바의 사례는 조선의 언론인들에게 주목할 수

밖에 없는 사건이었고,쿠바 독립운동가들의 미국 내 동정여론 형성과 미

국의 개입 결정은 미국과 쿠바의 외교정책에 한 심을 불러일으켰을

법 하다. 한 쿠바 정부는 통 인 왕조나 스페인과 달리 미국의 공화

제를 뒤따랐다는 에서 조선의 독립을 해 새로운 정치제도를 모색하고

있던 이승만에게 공화제를 떠올릴 수 있는 흥미로운 사건이었음이 분명하

다.

남미 국가들의 독립과 공화국 수립이 시작된 것은 19세기 반으로 거

슬러 올라간다.처음 남미에 있는 식민지들이 독립하게 된 배경에는 제국

주의 유럽국가의 남미 식민지건설에 항하기 한 미국의 외교정책,소

먼로주의(MonroeDoctrine)가 있었고 이러한 미국의 외교 략은 뒤에

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승만의 박사학 논문 『미국의 향을 받은

립(NeutralityAsInfluencedbytheUnitedStates)』 연구범 에 포함되

었다. 한 스페인의 압제가 미국인들의 동정여론을 일으켜 미국의 개입

을 래한 것처럼 이승만의 외교독립론 역시 일본 군국주의의 실상을 미

국의 여론에 호소함으로써 먼로주의를 아시아에 확장해 것을 요청하는

작업이었다.70)

19세기 반 국 식민지들이 자유를 획득한 이후부터 자유사상이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을 뒤흔들었다.1808년 랑스가 스페인을 정복하자 이를

계기로 라틴아메리카에 폭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1822.시몬 볼리바르,

란시스코 미란다,호세 드 산 마르틴,미구엘 이달고,베르나르도 오긴

스 같은 지도자들은 남쪽으로는 아르헨티나와 칠 에서부터 북쪽으로 멕

시코와 캘리포니아에 이르는 지역에서 식민 모국과 싸워 독립을 쟁취하고

신생 공화국을 탄생시켰다.71)

1972.pp.30-45참조

70)최정수,“이승만의 「미국의 향 하에 성립된 립론」과 외교독립론”,『한국

학연구소 학술총서』 15권,서울:연세 학교 출 부,2011.pp.115-136

71) 란시스휘트니 外,『미국의 역사』,이경식 옮김,미국 국무부 발행,서울: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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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들은 유럽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해내는 이들의 투쟁 과정을 깊은

심을 가지고 지켜보았고 자치정부에 한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다질

수 있었다.1822.제임스 먼로 통령은 강력한 여론의 압력을 받아들여,

이 에 포르투갈의 식민지 던 라질을 포함해서 새로 독립한 여러 나라

들을 독립국가로 인정하고 외교 을 상호 견하는 계를 맺었다.1822.

미국이 독립 공화국으로 인정한 나라는 멕시코, 라질,칠 ,아르헨티나,

라 라타(오늘날의 콜롬비아,에콰도르,베네수엘라, 나마)에 이르게 되

었다.72)미국의 이런 조치로 새로 탄생한 국가들은 유럽과 맺은 종속 인

계를 완 히 끊고 진정한 독립국가의 면모를 갖출 수 있었다.73)

바로 이 시기에 군주제를 하는 인 운동이 일어나는 국가에

개입함으로써 자국 토 안에서 명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한 목 으

로 러시아와 러시아 그리고 오스트리아가 신성동맹을 결성하 다.신성

동맹의 이러한 정책은 미국의 자결주의 원칙과 배치되는 것이었다.

신성동맹이 한 때 스페인의 식민지 던 토를 회복시킬 의도가 있다고

발표하자, 국은 스페인이 옛 식민지 토를 회복하려는 시도를 할 경우

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으로서는 라틴아메리카와의 무역이

상업 으로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주었기 때문에 이를 놓칠 수 없었던 것

이다. 국은 라틴아메리카에 해 국과 미국이 나서서 후견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미국 국무장 이던 존 퀸시 애덤스(John

Quincy Adams,1767.7.11.-1848.2.23.)는 먼로 통령(James Monroe,

1758.4.28.-1831.7.4.)에게 독자 으로 행동할 것을 설득하 고,먼로 통

령은 1823. 12. 의회에서 밝힌 연두교서를 통해 먼로주의(Monroe

Doctrine)라 일컬어지는 외교 입장을 천명하 다.

유럽의 그 어떤 국가라도 아메리카 륙을 더 이상 식민지의 상으로

미국 사 공보과,2004.pp.164-166

72) 네스 데이비스,『미국에 해 알아야 할 모든 것,미국사』,이순호 옮김,서

울:책과함께,2004.pp.190-192

73) 정 으로 보면 이러한 먼로주의는 미국 독립의 장정을 완결 지은 것이지만,

다른 에서 보면 미국이 남이 일에 끼어들면서 남아메리카 문제에 한 미국

의 고압 간섭의 토 를 제공해 것이기도 하다(데이비스,p.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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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겨서는 안될 것이다.아메리카 륙에 유럽의 정치 체제를 심으려는 그

어떤 시도에 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평화와 안 을 해치는 험

한 도발이라 규정할 것이다.유럽 열강의 식민지로 존재하는 정치 체제나

속국들에 해서도 우리는 일 간섭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한 열강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독립국가를 꾸려가는 정부 그리고 우

리가 그들의 독립을 인정한 정부에 해서,우리는 결코 그들을 억합하거

나 그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통제할 목 으로 간섭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태도와 달리 아메리카 륙에 개입하려는 유럽 국가에

해서는 우리 합 국에 비우호 인 태도를 표명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

다.74)

먼로주의는 라틴아메리카의 신생 독립국과 강력하게 연 하겠다는 의지

의 표명이었고,어떤 의미에서는 복잡한 유럽 정치에서 손을 떼려는 고립

주의 행동이었으며,한편으로는 변화하는 세계질서에 한 인식이기도

하 다.이후 신생 독립국들은 미국이 자기들과 정치 으로 친근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미국을 범으로 삼아 각각 자국의 헌법을 제정하

다.75)

그러나 19세기 말이 되면서 미국의 제국주의 팽창이 본격화되었다.

국,독일, 랑스,벨기에 등 유럽 열강은 아 리카를 경쟁 으로 잠식

했고,아시아에서 독 인 무역권을 따내고 향력을 행사하기 해 다

투었다.이 다툼에는 신흥 제국주의국가인 일본도 가세하 다.이러한 제

국주의 팽창의 움직임에 자극받은 미국에서도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해서는 다른 열강들처럼 경제 향력을 확보하는 경쟁의 열에 뛰어들

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사실,기업인과 선교인, 쟁의 열기를

고조시킨 신문사 등 미국 내 다양한 집단이 이 쟁을 원하 다.그리고

1898년 발발한 미서 쟁은 미국이 카리 해와 태평양의 폴리네시아 그리

고 아시아 륙까지 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역사 환 이 되었다.

74) 란시스휘트니 外,『미국의 역사』,이경식 옮김,미국 국무부 발행,서울:주한

미국 사 공보과,2004.pp.165-166

75) 네스 데이비스,『미국에 해 알아야 할 모든 것,미국사』,이순호 옮김,서

울:책과함께,2004.pp.191-192; 란시스휘트니 外,『미국의 역사』,이경식

옮김,미국 국무부 발행,서울:주한 미국 사 공보과,2004.p.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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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이 쓴 것으로 추측되는 『제국신문』논설에서도 미서 쟁을 언

하고 있는데,이승만은 터키와 이슬람 사이의 쟁 혹은 미서 쟁은 압제

로부터 자유를 찾기 한 몸부림이며 이는 세계에 공통된 것이라고 설

명함으로써 쿠바의 독립에 을 맞추어 미서 쟁을 바라보고 있다.

국 압제를 면한 날이 미국 사람들의 제일 크게 여기는 명일이오 구라

각국으로 볼지라도 몇 십년식 두고 백성이 일어나 정부를 뒤집기도 하

고 백성을 몰수히 멸망시킨 일도 있어 이로 말로 다 할수 없으며 근년에도

토이기와 회랍이 서로 병기를 가지고 시비함과 년 미국과 서반아 쟁

이며 년 일청 교 도 다 궁구하여 보면 무비 자유와 압제를 말미암아 일

어난 일이니 이것을 보면 이 두가지 목 이 세계에 크게 계되는 바이어

늘76)

이승만은 당시 세계 각국의 독립 명을 여겨 보면서 그러한 사태의

추이를 설명할 수 있는 정치·외교 이론 내지 을 형성하고 있었고,

19세기 말 미국의 제국주의 움직임 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

이상에 연일 말한 바는 다 유롭주 사람들이 당 에 정치와 교화를 변

하야 문명에 이르매 인종이 번성하야 땅이 좁은지라 세상에 퍼져 동양에

까지 벗어온 근인과 개척 식민하는 법의 몇가지를 기록 함이어니와 한

법이 있어 약한 나라와 통상 교섭하다가 그 나라 내란을 타서 취하는 법이

라 개 정사가 확실히 개화못된 나라에는 내란이 자주 나는 법이오 내란

이 잦음은 이웃나라에 해되는 고로 이웃나라가 항상 간 하나니

( 간생략)

칠년 에는 미국이 큐바를 하야 쟁하고 멘엘라[여송]와 필립빈셤을

차지하 는지라 각국이 자 로 이런 법을 쓰되 미국은 홀로 불가하다 하

야 남에 토지를 엿보지 않더니 통령 매킨리씨에 창론함을 인연하야

토지 리기를 주의하니 이역 시세에 끌림이로다77)

76)1898.8.17.자 『제국신문』논설.무기명 논설이므로 이승만이 쓴 논설이라고 단

정짓기는 어렵다.다만,제국신문 논설이 이승만의 사상에 가깝다는 은 앞서 살

펴본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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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로도 국제정치·외교에 한 이승만의 심과 통찰은 서재필,윤치

호와 같은 선배 개화사상가들의 시각에서 독립하여 이승만 스스로 국제정

치의 입헌주의 흐름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게 만들었을 것이며,

그러한 시각에 입각하여 술한 것이 이승만의 최 서 『독립정신』이

라는 은 두말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4.민권운동 참여

한편 서재필과 기성 개화세력은 1896.7.2.독립 회를 창립하 다.이

승만은 1897.7.배제학당을 졸업한 직후부터 개화 의 본거지가 된 독립

회에서 활동하 고 열성 웅변가 던 이승만은 독립 회 총 원이

되어 차츰 지도력을 발휘하기 시작하 다.78)

독립 회는 외 으로 러시아의 이권침탈을 막는 일에서부터 정치운동

을 시작하 다.독립 회는 러시아의 도 조차와 아한은행 설치에 반

하는 서한을 보내는 한편,1898.3.10.종로에서 최 의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여 러시아인 탁지부고문 과 군부교련사 빙을 철회할 것을 결

의하 다.그리고 차 러시아 반 요구가 거세짐에 따라 마침내 러시아

고문 ·교 견과 아한은행 설립, 도 조차를 모두 막아낼 수 있었

다. 만민공동회에서 연사로 나타난 이승만은 만여 명의 군 들 앞에서

연설을 하 고,79)만민공동회 표자 자격으로 외부(外部)에 항의 서한을

보내었던 이승만은 『독립정신』에서도 이 시기에 개화의 기 가 뿌리박

히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다.80)

77)1902.11.17.자 『제국신문』논설

78)김용직,“이승만의 「독립정신」과 후기 개화기 정치외교 담론”,『한국 학연

구소 학술총서』 15권,서울:연세 학교 출 부,2011.p.76.;로버트 올리버,

『 한민국 건국 통령 이승만』,서울:단석연구권,2010.,p.49.;신용하,『독

립 회연구』상·하,서울:일조각,2006,p.112;이한우,『 한민국을 세운 독립

운동가 이승만』,서울:역사공간,2010,p.22.

79)이정식,『구한말의 개 ·독립투사 서재필』,서울:서울 학교 출 부,2003.pp.

230-231; 종익,『開化期 中樞院의 機能과 性格에 한 硏究』,서울:서울 학

교 학원,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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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음휼한 권력이 만리장풍에 흑운같이 물러가 개명의 새기운이

날마다 들어와서 개화의 기 가 이 때부터 뿌리가 박히니 이 후로 은문

을 헐어내고 독립문을 지으며 남별궁을 변하여 원구단을 만들며,‘조선’을

고쳐 ‘한’이 되며 청 연호를 없이하고 개국 건양 무 등 다년호를 자

의로 변 하며 군주 황제의 존호를 받들어 세계 제왕등과 상등지 를

회복하시매.81)

러시아의 도 조차를 막아낸 것에 해 이승만은 “신민이 새로 배운

것도 많고 정부 시세와 국 소문과 외국형편을 소상히 알아 상하 흩어진

마음이 합심”하 기 때문이라고 보고 앞으로도 백성들이 공론을 형성하고

정부 정책에 심을 갖고 시비를 따져 물을 것을 구하고 있다.82)이 시

기에 윤치호 등 독립 회 지도부가 공화제를 실시할 뜻이 없었다는 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그런데 여기서 이승만이 강조하고 있는 백성들의

공론은 훗날 이승만이 미국식 정치제도인 민주정치 실시를 한 백성들의

직책이라고 본 것이기도 하다.

우리 동포들은 무론 모사하고 한일이라 하거든 다만 내나라 일로만

알것이 아니라 내집안 일로 아시고 각히 생각가는 로 서로 모여 쓸데없

는 공론과 시비라도 좀 하여보시오(니승만)83)

그 다면 서재필과 윤치호의 향을 받은 이승만은 공화제를 주장하

는가?이러한 물음은 이 논문에서 몇 차례 반복될 것이다.갑오개 에

하여 “ 군주 황제의 존호를 받들어 세계 제왕등과 상등지 를 회복하

시매”라는 이승만의 평가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이승만은 조선이 청

80)이승만은 조선에서의 본격 독립국가의 출발 시기를 청일 쟁 이후 한제국의

무개 시기로 간주하고 있다(김용직,“이승만의 「독립정신」과 후기 개화기 정

치외교 담론”,『한국 학연구소 학술총서』 15권,서울:연세 학교 출 부,

2011.).

81)이승만,“독립정신”,編 ,雩南李承晩文書編纂委員 ,『(梨花莊 所藏)雩南 李承晩

文書 東文篇』第1卷,서울: 앙일보사: 한국학연구소,1998,p.171

82)1898.3.19.자 『 성회회보』논설

83)1898.3.19.자 『 성회회보』논설.이승만의 기명논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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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의 종속 계에서 벗어난 것을 환 하고 고종이 세계의 제황들과 동등

한 지 에 오르기를 바라면서 군주제를 정하고 있다.동시에 조선이 청

국을 능가하는 힘의 원천은 고종의 제 통치권이 아니라 백성과 정부

의 일치된 공론이라고 하여 독립 회와 마찬가지로 입헌군주제를 옹호하

다.84)

독립 회는 이와 같은 정치 성공을 기반으로 다음 단계로 국내정치개

운동을 개해 나가기로 하고 의회의 설립과 같은 정치 쟁 에 한

토론을 활성화하는 등 그 비에 들어갔다.그리고 1898.7.3.국가 사

에 백성들의 의사를 반 해 것을 요청하는 첫 번째 상소문을 올렸고,

이러한 국민의회 설치 요구가 차 거세지자 고종은 독립 회의 요구에

따라 수구 신 7인을 퇴진시키고 개 조치를 해 1898.10.12.박정

양·민 환 내각을 단행하 다.박정양 내각과 독립 회의 타 으로 10.

29.개최된 민공동회에서는 추원 제 개편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헌의6

조’를85)결의하여 고종에게 상주하 고 고종은 시무5개조를 더하여 공포

하 다.86)

그러나 수구 의 조병식 등은 1898.11.4.길거리의 벽보 한 장을 증거

로 독립 회가 공화국을 수립하려 한다고 무고하 다.그 벽보에서는 공

화국의 장 을 찬양하고 내각수반인 박정양을 통령으로,독립 회의 회

장인 윤치호를 부통령으로 지명했다는 것이다.87)이로 인해 고종은 이상

재를 비롯한 독립 회 간부 17명을 체포하고 독립 회를 강제해산시켰

다.88)

84)1898.4.26.자 『매일신문』논설은 다음과 같다.“ 황제 폐하 께서는 독립을 창

업하샤 세계 제황들과 동등이 되시니 실로 개벽한 후 처음일이라 공독이 진실로

하늘 같으시니 어 당당한 황제국이 아니리오 ( 간생략)우리 한서는 조그마

한 도를 아라샤에서 잠시 빌리라 하다가 백성과 정부가 일심으로 반 하여 감

히 착수치 못하게 하 으니 이것만 보아도 한이 청국에 몇배를 지나는지라”

85)獻議6條,자세한 내용은 신용하,『독립 회연구』상·하,서울:일조각,2006.을 참

조

86)이정식,『이승만의 구한말 개 운동 : 진주의에서 기독교 입국론으로』, :

배제 학교 출 부,2005,p.69.; 종익,『開化期 中樞院의 機能과 性格에 한

硏究』,서울:서울 학교 학원,1998.pp.40-44

87)이정식,『이승만의 구한말 개 운동 : 진주의에서 기독교 입국론으로』, :

배제 학교 출 부,2005,p.69.

88)이한우,『 한민국을 세운 독립운동가 이승만』,서울:역사공간,2010,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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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승만은 배재학당 학생들과 수천 명의 백성들을 규합해 독립 회

간부들의 석방과 개 약속 이행을 구하는 규모 집회를 주동하 고,농

성 5일 째인 11.10.궁지에 몰린 고종은 수구 조병식,민종묵을 내각에

서 해임하고 구 된 자들을 석방하 다.89)이승만을 선두로 한 군 은 개

조치의 실천을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갔고,11.26.고종은 마침내 타

안을 제시함으로써 민 의 요구를 수락하기에 이르 다.90)그러나 『매일

신문』과 『제국신문』 등을 통해 고종 황제의 보수정권을 신랄히 비 함

과 동시에 독립 회의 규모 민 집회를 조직·선동하 던 이승만은 고종

의 노여움을 사기에 충분했다.91)

5.투옥

독립 회와 수구세력의 립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고종이 제시한 타

안에는 독립 회를 인정한다는 것 외에 추원을 소집하여 정부의 주요

자문기구로 삼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의회수립을 꿈꾸던 독립

회 회원들은 그 타 안에 만족하고 집회를 해산하 다.이승만 역시 1898.

11.29. 추원 의 92)에 임명됨으로써93)조선 왕조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이 될 직을 받았다.이승만이 투옥된 직 인 계기는 그 이후인 12.

16.오 11명의 신 후보자를 천거하기 한 추원 회의로부터 시작되

었다.그 명단에는 역의 죄명을 쓰고 일본에 망명 인 박 효의 이름

이 포함되어 있었고, 추원 부의장 윤치호 독립 회 출신 의원 일부

는 박 효의 이름을 제외할 것을 주장하 으나 박 효에게 공개재 을 거

치도록 한다는 단서 하에 박 효가 천거 명단에 그 로 포함되었다.이승

89)자세한 경 에 하여는 신용하,『독립 회연구』상·하,서울:일조각,2006.참

조

90)이정식,『이승만의 구한말 개 운동 : 진주의에서 기독교 입국론으로』, :

배제 학교 출 부,2005,p.71.;이한우,『 한민국을 세운 독립운동가 이승

만』,서울:역사공간,2010,p.25.;로버트 올리버,『 한민국 건국 통령 이승

만』,서울:단석연구권,2010.,p.49.

91)유 익,『이승만의 삶과 꿈 : 통령이 되기까지』,서울: 앙일보사,1996,p.30.

92)議官,종9품

93)1898.3.8.자 『황성신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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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역시 이를 동의하 다.94)

그러나 추원이 박 효의 송환을 통과시키자 이에 분노한 고종은 민회

압령을 내려 독립 회와 만민공동회를 해산하 고 민심도 반역자를 소

환하려는 독립 회와 만민공동회에 반기를 들었다.당시 발간되던 『황성

신문』,『독립신문』,『매일신문』은 인민들에게 정부를 믿고 자숙할 것

을 당부하는 기사를 실었고,『제국신문』만이 정부가 만민공동회를 탄압

한 것을 강하게 비 하 다.95)

바라건 정부 제공은 비록 각국 정부처럼 애민하고 보민은 못할지언정

백성을 속이고 백성을 잔학하지나 말았으면 나라 일이 좀 되어 각국 수모

를 면할 듯하오96)

이승만 역시 추원 의 직을 박탈당하 으며,고종을 폐 시키고 박

효를 입하여 새로운 신 내각을 조직, 진 인 정치개 을 추진하려

는 음모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97)98) 이승만이 체포된 것은

1899.1.이었고 이후 1904.8.까지 만 5년 7개월간 서울 종로 서린동에 있

던 한성감옥에서 옥살이를 했다.99)체포되었을 당시 그의 나이 만 23세

고,그가 감옥을 나올 때는 이미 29세 다.

94)1899.1.26.자 『매일신문』 ;자세한 경 에 하여는 신용하,『독립 회연구』

상·하,서울:일조각,2006,p.616.이하 참조

95) 병욱,『제국신문:1903년 1월 5일-1903년 5월 30일』,서울:청운,2011,pp.2-3

참조

96)1899.1.24.자 『제국신문』논설

97)이정식,『이승만의 구한말 개 운동 : 진주의에서 기독교 입국론으로』, :

배제 학교 출 부,2005,p.85.;이한우,『 한민국을 세운 독립운동가 이승

만』,서울:역사공간,2010,p.

98)유 익,『이승만의 삶과 꿈 : 통령이 되기까지』,서울: 앙일보사,1996,p.30.

;로버트 올리버,『 한민국 건국 통령 이승만』,서울:단석연구권,2010.,p.

55.

99)배제학당에 피해 있던 그가 조심성 없게 체포된 경 성 한 탈옥에 의하여

무기형을 받게 된 경 에 하여는 이정식,『이승만의 구한말 개 운동 : 진주

의에서 기독교 입국론으로』, :배제 학교 출 부,2005,pp.87-98.등을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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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독립정신』의 술

1.옥 학습

이승만은 옥 에서 어와 일본어를 자습하 고 많은 양의 독서를 하

다.100)신흥우에 의하면 “우남은 화 사 101)을 가지고 있었고 아펜젤러와

벙커씨는 옥 으로 『뉴욕 아웃룩(New YorkOutlook)』과 『독립신문』

을 들여보내 주었다”고 한다.그 외에도 이승만이 옥 에서 집필하 던

잡다한 을 모아놓은 『옥 잡기』에 실려 있는 ‘읽은 책들의 목록(所覽

書 )’102)과 『감옥서도서 출부』를 통하여 이승만이 읽은 서 의 일부를

짐작할 수 있다.103)그는 동문(東文)자료보다는 서문(西文)자료들을 많

이 읽되,특히 그 당시 국· 국·일본 등지에서 발간되던 주요 신문과 잡

지를 애독하고 있었던 것이다.104)이 때 이승만은 어와 한자는 물론이

고 일본어도 읽을 수 있는 수 이었다.105)

그 에서도 기독교 신앙서 을 제외하면,이승만이 읽은 책은 역사,법

률·외교 시사 련 서 에 집 되어 있었다.이승만은 그 에서 미국

100)이승만 투옥 당시 한성감옥의 열악한 사정 그 가운데에서도 이승만이 학습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던 경 에 하여는 이정식,이정식,『( 통령)이승만의

청년시 』,서울:동아일보사,2002,pp.96-105참조

101)일 사

102)『 동 기』,『서유견문』,『공법회통』등의 동문(東文)단행본과 『(한문)만

국공보』 등의 동문(東文)잡지 『만국사략』,『조선사기』등의 서문(西文)단

행본과 『TheIndependent』,『LondonTimes,NorthChineseHerald』,『Japan

Tribune/Times』등의 서문(西文)신문과 『 문월보』,『 문잡지』등의 서문(西

文)잡지가 있다 ;자세한 것은 유 익,『 은 날의 이승만 :한성감옥생활과

(1899-1904)과 옥 잡기 연구 :국역 「옥 잡기」』,서울:연세 학교 출 부,

2002,pp.66-68참조

103)유 익,『 은 날의 이승만 :한성감옥생활과(1899-1904)과 옥 잡기 연구 :국

역 「옥 잡기」』,서울:연세 학교 출 부,2002,p.69.

104)유 익,『 은 날의 이승만 :한성감옥생활과(1899-1904)과 옥 잡기 연구 :국

역 「옥 잡기」』,서울:연세 학교 출 부,2002,pp.65-69

105)유 익,『 은 날의 이승만 :한성감옥생활과(1899-1904)과 옥 잡기 연구 :국

역 「옥 잡기」』,서울:연세 학교 출 부,2002,pp.13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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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감리교 선교사 알 (YoungJ.Allen,1836-1907)과 국인 채이강

(蔡爾康)이 함께 한문으로 쓴 청일 쟁사인 『 동 기본말(中東戰紀本

末)』을 한 로 번역하여 『청일 기』를 술하 고,스 턴(Swinton)의

『OutlineoftheWorld'sHistory』를 한문으로 번역하여 『만국사략』

을 술하 으며,『조선사기』를 정독하여 『독립정신』집필 때 원용하

다.

특히 『옥 잡기』를 보면 『 동 기본말』에서 베낀 것으로 보이는

‘러시아 피터 제의 유언’이 있는데,이는 러시아의 토욕을 증명

하는 자료로서 러시아의 침탈을 경계하는 『독립정신』의 내용에 반 되

었다.106)

『공법회통』,『약장합편』 등 국제법 련 서 들을 탐독한 것을 보면

이승만이 국제외교·정치에 심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옥 잡기』에

있는 “아법덕 내약(我法德內約)”도 이승만이 1902.열강 간의 외교흥

정에 리한 심을 기울이고 있었던 을 짐작 한다. 한 감옥에는

유길 의 동생 유성 도 들어와 있었는데 그의 추천으로 1895년에 나온

유길 의 『서유견문(西遊見聞)』도 독 했는데 유길 의 개 사상은 이

승만이 『독립정신』을 술할 때 거름이 되었다.107)

『 성회회보』,『매일신문』,『제국신문』에서 언론활동을 하고,만민

공동회를 통해 참정·개 운동을 추진하면서 국제외교·정치에 한 심을

갖고 국제정세를 여겨 보던 이승만은 투옥된 이후에도 국사,세계사,

국제법 련 서 을 탐독하고 열강에 한 신문,잡지를 하면서 정치제

도의 변화의 세계 ·역사 흐름을 악하고 이를 토 로 조선의 자주·독

106)이 인군이 평생에 각국을 병탄할 욕심이 있어 사방으로 토지를 리 확장하고

마침내 장생할 계책이 없어 욕심을 채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 먼 생각한지

라 미리 열네조목 유언을 지어 깊이 간수하고 그 후 자손으로 하여 로 유

하며 비 히 감추고 형편을 따라 본떠 행하라 하 나니 그 지가 강한 나라와

먼 합하여 은 나라를 나 어 없이하고 그 후에는 틈을 타서 그 나라를 마

쳐 없이하며 자유하는 나라에는 혼인을 통하거나 달리 결련하여 먼 내정을 간섭

하여 권리를 주장하라 하며 모든 이런 궤휼간교한 계책의 뜻이 가장 음험한지라

(이승만,“독립정신”,編 ,雩南李承晩文書編纂委員 ,『(梨花莊 所藏)雩南 李承晩

文書 東文篇』第1卷,서울: 앙일보사: 한국학연구소,1998p.136.)

107)유 익,『 은 날의 이승만 :한성감옥생활과(1899-1904)과 옥 잡기 연구 :국

역 「옥 잡기」』,서울:연세 학교 출 부,2002,pp.71-7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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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을 태롭게 만드는 낡은 정치제도를 어느 방향으로 개 해 나갈지를

고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옥 에 지리한 세월이 거연히 칠년이 된지라 천 음을 허송하기 애석

하여 내외국 친구들이 때로 빌려주는 각색 서책을 잠심하야 고 와 근심

을 이 잊고자 하나 있다 세상 형편을 따라 어리석은 창자에 울분한 피

가 북받침을 억제할 수 없어 여간한 책권을 번역하여 놓은 것이 몇가지 있

으나 하나도 발간치 못하매 마음에 더욱 울 함을 이기지 못하다가 수년

동안을 신문논설짓기로 이 회포를 말하더니108)

2.『제국신문』 논설

이승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회 활동을 하면서부터 언론활동을

해왔는데,투옥될 당시에도 『제국신문』의 편집인으로서 일본인들을 비

난하는 을 서슴지 않고 발표하여 서울에서 발간되는 일본 신문인 한성

신보(漢城新報)와 공개 논쟁을 벌일 정도로 왕성한 언론활동을 펼쳤다.

이승만은 제국신문 사장 이종일(李鍾一,1858.-1925.)의 요청에 따라 옥

에서도 이 신문에 기명 혹은 무기명으로 논설을 투고하 는데,신흥우는

『제국신문』에 실렸던 이승만의 논설이 그 신문의 매부수에 직 향

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고 증언하 다.109)

그는 수감되기 에 『뎨국신문』을 편집하 고 감옥속에서도 그 신문

의 논설을 쓰기 시작했는데,엄비(嚴妃)가 그 신문의 충실한 독자 다.이

승만이 정규 으로 을 쓸 때면 그 신문의 독자가 늘었고 정치 압력으

로 그의 이 나가지 못할 때는 독자가 곤 했다.110)

108)이승만,“독립정신”,編 ,雩南李承晩文書編纂委員 ,『(梨花莊 所藏)雩南 李承

晩文書 東文篇』第1卷,서울: 앙일보사: 한국학연구소,1998,p.1.

109)유 익,『 은 날의 이승만 :한성감옥생활과(1899-1904)과 옥 잡기 연구 :국

역 「옥 잡기」』,서울:연세 학교 출 부,2002,p.77.;이정식,『( 통

령)이승만의 청년시 』,서울:동아일보사,2002,pp.61-62참조

110)이정식,『청년 이승만 자서 』(유 익,『 은 날의 이승만 :한성감옥생활과

(1899-1904)과 옥 잡기 연구 :국역 「옥 잡기」』,서울:연세 학교 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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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이 옥 에서 미국의 인문·지리·정치·교육·재정에 하여 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한 흔 은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111)『옥 잡기』

에 미국의 ‘통령직 승계 순 ’에 해 메모를 해둔 것으로 보아 미국의

정치제도,특히 통령제가 어떻게 운 되고 있는지에 해서도 특별히

조사를 하 던 것으로 보인다.112)미국의 정치제도에 한 그의 심은

『제국신문』논설로 이어지는데,그 에서도 이승만의 정치제도론이 담

긴 『미국 백성의 권리론』과 『정치약론』 두 개의 논설은 뒤에 『독립

정신』의 골격을 이루게 된다는 에서 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두 개의 논설은 이승만의 기명논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승만의 기

작에 한 종 의 연구에서 락되어 있었지만,아래에서 살펴보는 바

와 같이 그 내용은 『독립정신』에서 소개된 정치제도론과 동일하여 이승

만의 무기명 논설이라고 볼 수 있다.그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본

다.

가.미국 백성의 권리

이 논설은 1902.10.30.부터 5회에 걸쳐 제국신문에 연재되었는데,그

내용은 빼어난 권리의식을 가진 미국인들이 국의 압제를 거부하고 백성

2002,p.77.에서 재인용)

111)『옥 잡기』에는 이승만이 미국의 교육제도에 한 『문학흥국책(文學 國

策)』에서 베낀 국흥학신법(美國 學新法)의 내용이 있고,이승만이 미국의 미

국의 민주주의 정치제도,교육제도,미국 학들에 한 정보에 심이 많았다는

을 알 수 있다. 한 이승만이 세계 인들의 이름을 어 놓은 “ 인명록(Great

names)"등을 보면 이승만이 미국의 헤이 국무장 이나 미국 통령 태 트 등 미

국 정치인들을 악하고 있었다는 을 알 수 있다.그 외에도 이승만은 미국의

인구와 지리에 하여도 심이 많았는데,『옥 잡기』에는 세계 각국의 인구통

계가 있는데,미국과 미국의 식민지 기타 남미 각국이 포함되어 있고,미·일

양국의 세입·세출에 한 내용도 자세히 조사되어 있다.(유 익,『 은 날의 이승

만 :한성감옥생활과(1899-1904)과 옥 잡기 연구 :국역 「옥 잡기」』,서울:연

세 학교 출 부,2002,pp.123-130)1902.10.30.자 『제국신문』에도 미국의 인

구와 지리 세입·세출에 한 자세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112)유 익,『 은 날의 이승만 :한성감옥생활과(1899-1904)과 옥 잡기 연구 :국

역 「옥 잡기」』,서울:연세 학교 출 부,2002,p.129.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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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해 정부를 수립하 다는 것으로서,『독립정신』

에서 소개되고 있는 미국 헌정사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여 이 시기에 이승

만이 미국을 심으로 한 자신의 정치제도론을 구상하기 시작하 음을 짐

작할 수 있다.

먼 이승만은 1902.10.30.자 논설에서 미국인들에 한 국의 압제

에 하여 상술함으로써 미국의 정치제도가 탄생한 경 를 설명한다.

인민이 많아지며 원이 한 따라오매 탐학압제가 옮겨와 국 속지에

학 가 날로 심하여 그 공평치 못한 사정을 이루 다 말하기 없는지라 미주

인민이 참다못하여 일천칠백칠십육년에 비로소 독립할 의론이 생겨 격서

를 만들어 사방에 하여 왈 하나님이 온세상 사람을 다 동등권리로 내셨

다 하여 인민이 도처에 벌 일 듯 하매 국과 칠팔년을 쟁하여 인명이

무수히 상하고 비로소 국을 몰아내치고 독립자주국의 기 를 새울 새

새로 고에 없던 정치를 창립하니 이것이 곳 지 미국의 행하는 정치라

이후로 유롭에서도 모본하여 변 한 나라이 여럿이더라 하회를 보라113)

이승만은 이처럼 미국이 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정치

제도가 고에 없는 정치이고,그러한 정치제도가 탄생한 이후로 다른 유

럽의 여러 나라들이 본받고 있다고 말함으로써,미국의 정치제도가 가장

진보된 정치제도라는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그리고 그러한 정치제

도가 바로 이승만이 말하는 ‘민주정체’이다.다만,『독립정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정치제도가 ‘민주정체’라거나 가장 ‘선미하다’는 등의 명시

평가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그 다면 이승만이 말하는 민주정체는 고에 없는 정치가 된다.‘민주

정체’의 개념이 오늘날의 통령제 정부형태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화제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하여 이승만이 그 개념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는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이승만이 ‘민주정체’를 인지하기 시

작한 단계에서는 미국의 통령제 정부형태를 염두에 두었다고 볼 수 있

다.공화정을 고에 없는 정치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113)1902.10.30.자 『제국신문』논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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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이승만이 사용하는 ‘민주’라는 용어는 당시 『독립신문』등에서

사용하는 개념과는 차이를 보인다.당시 『독립신문』에서 종종 언 되고

있던 ‘민주국’이란 통령제 국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군주제를 취하지

않은 나라인 공화국을 의미하기 때문이다.미국식 통령제 국가라면 응

당 공화국이 될 것이나,미국 통령제 탄생 이 에도 공화국은 있었다.

『독립신문』은 아래와 같이 기원 로마 공화국을 ‘민주국’이라 칭하고

있다.

녯젹 나 긔를 보거드면 시셔라  사이 나 민쥬국에 데일 가

 샹이요 명쟝이라 구라 각국을 쳐셔 항복을 밧고  리가를 죵으

로 부렷스며 아셰아 셔편을 쇽국으로 두어 시셔의 명망과 공덕을 나 젼

국 인민이 모도 칭송 더니 나라이 강 고 인민이 부요 야 셰계가 태

평 게 되거 시셔의 권리가 굉쟝 을 시긔  샹들이 잇서 시셔의

 잇던 쟝슈 루트스가 뎨일 긔의 쟝슈 권력이 셩 걸 시긔 야

의졍부에셔 의론 에 루트스가 칼을 여 말 되 시셔의 명암과 공

덕이 쟝 나 그 권리를 가지고 우리 민쥬국을 변 야 군쥬국을 들고

시셔가 황뎨가 되랴 을 내가 아 고로 시셔 내 친구나 나라을

야 내가 이 사을 쥭이노라 고 긔의 쟝슈를 칼노 지르고 의졍부 밧

긔 나와 인민을 야 긔가 엇지 여 시셔를 쥭엿노라 즉114)

이승만은 미국정부가 국의 압제로부터 독립을 쟁취해 나간 과정을 부

각시킴으로써 외세로부터 독립을 지켜내야 하는 조선정부가 나아갈 방향

을 제시하고,미국의 독립과 정부 수립이 백성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

기 한 것임을 밝힘으로써 압제에 시달리는 백성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자각하고 개화되기를 원하고 있다.이러한 이승만의 태도는 종래 공화제

의 소개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이 에 『한성순보』,『독립신문』등에

서 미국의 정치제도가 공화제라거나 미국에서는 백성들이 통령을 선출

하여 다스리게 한다고 소개한 바 있으나,이들은 미국의 백성과 정부가

조선의 백성·정부와 같은 입장에 처해 있었다고 분석하지도 않았고 양자

114)1896.4.7.자 『독립신문』논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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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비교하지도 않았다.다만 동양에서 부국강병책으로 참작할 만한 것으

로 미국의 정치제도를 소개하 을 뿐이다.

그 다음회인 1902.10.31.자 논설에서 이승만은 미국의 정치제도에

하여 설명하기 시작한다.

합 국의 서울은 와쉉돈이라 상의원과 하의원이 있어 국을 표하

으며 ( 간 생략)정부 제는 법 정하는 원과 법 행하는 원과 법 맡은

원의 세 가지로 권리를 나 어 각국 각성에 여일히 설립하여 조 도 다

른 곳이 없으며 기 에 한 사람이 두가지 권리는 맡지 못하는 법이니 (

간 생략)그 정부의 세가지 본의가 있나니 일은 백성이 세운 정부요 이는

백성을 하여 세운 정부요 삼은 백성이 행하는 정부라 통령 이하로 지

어순검병졍 까지라도 다 백성의 권리를 보호하는 직책에 메 고115)

여기서 이승만은 입법부를 ‘법 정하는 원’,행정부를 ‘법 행하는 원’,

사법부를 ‘법 맡은 원’이라는 하여 종래 한성순보에서 사용한 ‘입법부’,

‘사법부’,‘행정부’와는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그리고 미국 정부수립

의 ‘세 가지 본의’로 에이 러햄 링컨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는 『독

립정신』에서 미국정부의 ‘세 가지 주의’를 소개한 내용과 동일하다.

그리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의 독립 명을 세계 입헌주의 흐

름의 시 로 악하는 에서도 『독립정신』과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

다.미국,법국, 국,일본이 별개의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발달시킨 것이

아니라 미국의 향을 받은 이들 나라들이 백성들의 권리를 보장하여

으로써 국가의 발 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후로 구미각국에 정체 풍속이 날로 변하야 법국 국이 차례로 흥왕

하 으며 동양에 일본도 이 법을 의방한 후로 흥하 고 아라사는 아직 곳

치지 못하 으나 황제 알 산더 제이 페하가 졍치를 고치려다가 못되

었고 지 니콜라스 제이 폐하께서 힘써 고치려 하시니 내란이 자조

생김이 다 변 에 시 더라116)

115)1902.10.30.자 『제국신문』논설

116)1902.10.30.자 『제국신문』논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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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1.1.자 세 번째 논설에서는 정치의 근본으로서 헌법에 하여

설명하고 있다.이승만은 헌법이 곧 장정이라 하여 국가의 통치구조를 정

하고 인민의 권리를 기록한 장정이 곧 헌법이라고 보았으며,자신의 정치

제도론을 헌법으로 정하여 실정치의 근본으로 삼고자 한다.그러한 헌

법에 따라 권력을 잡은 자가 헌법의 규범력을 부정하면 헌법을 만드는 것

이 무슨 소용인가?이에 하여 이승만은 미국의 경우 ‘여럿이’모여 헌법

을 제정하고 그 집행을 사법부와 행정부에 ‘나 어 맡겼기 때문에’권력을

장악한 세력도 헌법을 마음 로 바꿀 수 없고 헌법은 높은 권 를 가진다

고 보았다.

아울러 여기서는 입법을 ‘정법’,행정을 ‘행법’이라 표 하여 1902.10.

31.자 논설과는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이는 이승만이 아직 권력분

립과 련된 한 용어를 정립하지 못하 기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무론 어느 나라이던지 무론 무삼 정치던지 그 근본인즉 다 헌법으로

주하여 되나니 이는 곳 장정이라 미국의 설립하던 처음 정치 본의가 한 총

장정이 엇셔셔 앙 정부에서 주장하고 기하 각 고을에는 나 어 장정을

정하되 총장정의 본의를 따라 정하며 매 장정 한 조목에 에 주를 내어

그 장정의 뜻과 인민의 권리의 방한을 말하고 한 정법,사법,행법의 세

가지 원을 분별하여 기록하고 그 다음은 원을 선정하며 돈을 수합하

여 공회를 설시하고 교육을 흥왕시키는 모든 계의 조목을 다 자세히 장

정하여 놋나니 이 모든 일을 다 장정에 실어 그 장정이 심히 권세가 있나

니 그 장정 잡은 이가 임의로 가감을 못함은 여럿이 만들어 사법 행법 에

게 나 어 맡겼은즉 그 맡은 원이 임의로 문란치 못하는 연고이라 미국

장정 에 기록한 바 그 인민의 권리를 분별하여 번역할진 ,117)

이승만은 다음으로 “그 인민의 권리를 분별하야 번역할진 ”라고 하여

미국 인민의 헌법상 권리를 설명하기 시작하고 그 내용은 네 번째 논설까

지 이어진다.제1 에서 제9 에 이르는 내용은 『독립정신』에서 설명하

117)1902.11.1.자 『제국신문』논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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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형식과 동일하며 그 내용도 체로 같다.

이처럼 미국 인민의 권리를 설명한 후,다섯 번째 논설에서 미국의 자

주독립이 세계에 빛난 사 이라고 높이 평가하고 “백성의 권리가 있는 날

은 우헤 권리는 업셔지는 법이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있음을 안

타까워 하며 정작 우리가 비교해야 할 나라로는 군주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과 일본을 제시하고 있다.

이승만은 이 때부터 『독립정신』과 마찬가지로 미국을 최고로 하는 헌

법이론 평가와 국과 일본을 모방하려는 헌법정책 방향이 엇갈리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며,우리의 경우 미국의 정치제도 도입을 포기한 것

인지 여부에 하여는 밝히지 않고 있다.

이상 일 논설에 아홉가지 권리 표한 것은 다 장정에 낫낫이 실어서 인

민이 모두 행하는 바이니 ( 간생략)미국이 국을 면하고 자주독립 한

것이 세계에 빛난 사 이라 그 귀 히 여김을 말할진 한갓 인민에 권리

한가지니 양력 칠월 사일이 미국에 독립명일이라 ( 간생략)청컨 일

본과 국을 보라 이 두 나라가 다 백성의 권리 있는 나라으로 황실에

험과 화가 더욱 드러나 그 나라 신민된 자는 황실 보호하기를 제몸보다

몇층 히 여기는 고로 타국인이 혹 인이나 일인을 하야 그 황실에 실

례되는 말을 할진 어린아이라도 반드시 변색하고 셜분하기를 생각하야

제 몸에 안 와 이해를 도라보지 안나니 백성의 권리가 없어가지고 황실

이 외국에 보호를 받는 나라와 비교하면 어느 나라 황실이 참 태평 만만세

에 부강안락하다 하겠나뇨 나라에 신민된 자 일체로 생각할 일이라 하노

라118)

나.정치약론

이승만은 1902.12.22.『정치약론』이라는 제목의 논설을 기고하 다.

이 논설 역시 무기명 논설이지만 세계의 정치를 ① 제정치 ② 헌법정치

③ 백성이 주장하는 정치(『독립정신』의 ‘민주정치’에 해당함)세 가지로

118)1902.11.4.자 『제국신문』논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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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하고,이승만의 『독립정신』에 나온 정치제도론과 거의 동일한 내용

을 담고 있는 에서 이승만이 작성한 논설로 볼 수 있다.

『정치약론』은 미국의 정치제도에 국한되지 않은 세계의 정치제도

반에 한 약론이라는 에서 『독립정신』 ‘세 가지 정치제도 분류’에

가깝게 작성되어 있는데,『독립정신』에 비하여 민주정체 개 론을 좀

더 자유롭게 서술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아마도 이 논설은 무기명으로

작성되었다는 에서 이승만 자신의 이름으로 발간된 『독립정신』에 비

하여 민주정체 개 이라는 과격한 정치 주장을 좀 더 자유롭게 서술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차이 때문에 『정치약론』은 헌법정

치와 민주정치에 한 이승만의 입장을 정확하게 악할 수 있는 요한

자료가 된다.

이승만은 종래 다른 개화사상가들이 조선과는 무 한 정치제도로 치부

하여 크게 심을 두지 않았던 미국의 정치제도에 가장 많은 비 을 두어

설명하고 있으며,이 은 이승만이 『미국 백성의 권리』라는 논설을 연

재하기 시작한 1902.10.30.로부터 2개월이 조 안된 시 에 기고되었다

는 에서,이승만이 정치제도론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헌정사에

집 인 심을 갖고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지 세계에 정치가 통히 세가지에 주의가 다 같지 아니하야 자고로 행

하던 제정치니 일국에 흥망과 만민의 화복이 다 한 사람에게 달렸다 함

이오 둘째는 헌법정치니 님군과 백성이 합하여 다스림이라 일정한 법률이

있어 그 법률외에는 님군도 임의로 못하며 백성도 임의로 못하며 상하 국

회에서 의론하야 법 로 경정하야 군민이 상합한 후에야 행함이오 셋째는

백성이 주장함이니 국이 일제히 의론하야 다 가라 가하다 한 후에야

우어 님군을 세우고 오히려 폐가 생길가 염려하야 혹 팔구년 혹 사오

년을 한하고 한될때마다 추천하야 님군을 세우고 나라를 다스리나니 이는

백성에게 달린 정치라 곳 옛 요순의 하시던 일이니 지 이상 세가

지로 볼진 민주하는 나라는 날마다 부강문명에 나가 세상이 그 정

치 으로 들어가는 고로 미국에 형세가 국보다 지나가며 유롭주

각국사람들이 매일 미국에 입 하는 자가 불가승수라

제일 공평하고 옳은 법이라 하나 이는 백성이 다 열려서 자유를 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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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지식이 능히 자주할만치 된 후에야 행할 것이오 그 지 못하야 백성이

어두은 나라에서 혹 망령되히 행하려 하다가는 일국이 크게 어지러운 법

이니 지 남아미리가 에 있는 여러 민주국이 해마다 난리 없고 된 된 곳

이 은지라 마땅히 백성을 개명시킨 후에 상하가 다 화합이 귀순할 것이

라 어 힘으로 할 바리요

간생략

그러므로 군민 헌법정치를 세계 가국이 가장 좋다 하나니 이는 상하에

공평도 하거니와 백성이 여간 어두워도 가히 낭패가 없고 님군이 설령 성

이 아니라도 일정한 법률만 행하면 나라에 태할 염려도 없으며 겸

하야 이 완고한 법에 젖은 백성과 지 새법률에 화하는 인민을 일체로

다스리기에 심히 합당한지라 지 세계에 가장 많이 행하며 가장 리익이

상하에 공평하게 되는 바이라 이것이 강 정치의 분간이더라

그러나 개명한 정치와 공평한 법률은 에서만 밝고 아래서는 어두워도

아니될 것이오 아래만 열리고 에서 어두워도 되기는 곳 되나 자연 다투

는 분경이 있을 것이니 아래가 다 열려 일심하여 할진 일도 순하고 공

효가 심히 넓은 법이라 오늘날 목 에 안 를 교계치 말고 어서 학식들이

늘어야 장차 사람에 공동한 리익을 릴 라 119)

『미국 백성의 권리』라는 논설에서 사용했던 ‘민주국’이라는 용어는 이

논설에서도 사용되고 있지만,‘민주정치’라는 용어는 여 히 등장하지 않

고 있으며, 신 ‘백성이 주장함’혹은 ‘민주하는 나라’라는 용어만 이 논

설에서 사용되고 있다.여기서 이승만이 미국의 정치제도를 한 로 옮기

면서 『미국 백성의 권리론』을 쓸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만의 용어를 정

립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한 여기서는 헌법정치를 ‘님군과 백성이 합하여 다스림이라’고 정의하

고 있는데,이는 갑오개 당시 많은 개화사상가들이 목표로 삼았던 ‘군민

공치(君民共治)’와 같은 표 이라는 에서 헌법정치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독립정신』에서는 헌법정치가 곧 군민공치라는 식의 직

표 을 찾아보기 어렵다.

『정치약론』은 세계 각국의 정치제도 악 수 에 있어서도 『독립정

119)1902.12.22.자 『제국신문』논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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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과 차이를 보인다.『정치약론』에서 이승만은 제정치를 행하는 나

라로 러시아를 꼽았고 헌법정치를 하는 나라로 국을 (미국과의 조에

서 우회 으로)꼽았으며 민주정치를 하는 나라로는 미국만을 들고 있다.

반면,『독립정신』에서는 덕국을 헌법국가의 로 들었고 법국을 민주국

가의 로 들었으며 제국가로 수많은 나라를 언 하고 있다.이러한 차

이 에 비추어 보면,이승만은 이 시기에 아직 세계 각국의 정치제도를

자신의 정치제도론에 따라 분류하는 작업을 마치지 못했을 것이라고 추측

할 수 있다.

그 외에 민주정치를 ‘요순의 정치’에 비유하 다는 ,민주정치가 세

가지 정치 에서 가장 공평하고 옳은 법이라고 평가한 ,민주정치는

백성이 어두운 나라에서는 망령되이 행하다가 일국이 크게 어지러울 수

있는 법이라고 경계한 ,헌법정치가 구한말 세계에 가장 좋은 법이고

가장 많이 행하는 법이라고 평가한 등은 『독립정신』 상의 정치제도

론과 동일하다.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 『정치약론』이 가치 있는 이유는,이승만이 구

상하고 있는 근 국가의 형태가 ‘헌법국가’인지 ‘민주국가’인지를 이 논설

에서 직 으로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즉,이승만은 앞서 본 『미국 백

성의 권리』라는 논설뿐 아니라 뒤에서 살펴볼 『독립정신』에서도 조선

의 실을 감안하여 조선의 정치제도를 헌법정체로 개 하자고 제안할뿐,

헌법정체 개 을 이룬 후에 다시 ‘최선의 정치인 민주정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구한말 상황에서는 ‘민주정치까지 고려한 것은 아닌지’에 하여

더 이상의 논의를 진 시키지 않고 있다.

그런데 논설에서 이승만은 지 당장에는 백성이 어두워도 낭패가

없는 헌법정치를 시행해야 하지만,목 의 안 를 교계치 말고 학식을 늘

려 개명한 정치인 민주정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어떠한 이

유로 헌법정치는 백성이 어두워도 낭패가 없는 것인지,헌법정치를 실시

하는 것이 왜 목 의 안 를 교계하는 것인지 등에 하여는 차근차근 살

펴볼 것이며,특히 이승만의 근 국가 구상이 헌법정체 개 인지 민주정

체 개 인지에 하여는 제3장 제2 에서 다시 한 번 자세히 살펴볼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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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독립정신』의 술

이승만은 1903년 한국 역사상 최 로 한사 편찬에 도 하 는데 애

비슨과 아펜젤러가 넣어 『웹스터 어사 』과 신흥우가 언 했던

『화 사 』을 바탕으로 이승만은 이듬해 2.19.까지 사 편찬 작업에

몰두해 알 벳 A부터 F까지 총 8,233개의 어 단어에 한 발음기호와

한문·한 뜻풀이를 정리했다.120)그러나 이승만은 1904.2.러일 쟁이

발발했다는 소식을 듣고 조선의 독립을 지키기 한 근 국가 개 을 우

선 으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이승만은 2.19.『독립정신』을 술하기 시작하여 6.29.탈

고하 다.집필에 착수한 지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300쪽에 가까운

방 한 양의 서를 탈고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책 내용의 부분이 그가

옥 에서 꾸 히 『제국신문』에 투고했던 논설을 원용한 것이기 때문이

다.앞서 살펴본 “미국백성의 권리” “정치약론”이라는『제국신문』 논

설이 『독립정신』에서 정치제도론의 핵심 내용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이 책에 드러난 이승만의 정치·외교 은 이승만이 옥에 갇힌

1899년부터 1905년까지 갖고 있던 실인식에 기 하고 있다.

일아 쟁이 버려지는지라 비록 세상에 나서서 한가지 유조한 일을 이룰

만한 경륜이 없으나 이 어 남아의 무심히 들어앉았을 때리요 강개격분

한 물을 치 못하여 그동안에 만들던 한 자 을 정지하고 양력 이월

십구일에 이 만들기를 시작하니 당 에는 한 장 종이에 장서를 기록하

여 몇만장을 발간하려 하 더니 기 시작하고 본 즉 끊을 수 없는 말이

연속하는지라 마지 못하여 계있는 사건을 강 강 기록할 새

( 간생략)그 강령을 상고하면 맥락이 서로 연락하여 다 독립 두 자의

주의한 것이라 지명과 인명을 많이 쓰지 않고 항용쓰는 쉬운 말로 길게 늘

여 설명함은 고담소설 같이 보기좋게 만듦이요 국문으로 기록함은

120)유 익,『 은 날의 이승만 :한성감옥생활과(1899-1904)과 옥 잡기 연구 :국

역 「옥 잡기」』,서울:연세 학교 출 부,2002,p.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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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 수효만은 인민이 보기 쉽게 만듦이오 특별히 백성변을 향하여 많

이 의론함은 한의 장래가 아래 인민들에게 달림이라121)

러일 쟁이 발발하여 조국의 운명이 풍 등화(風前燈火)와 같은 상황에

서 옥 에 갇 있었던 이승만의 머릿속은 조국의 독립에 한 염원으로

가득 차 있었다.그는 서재필과 마찬가지로 이제 조국의 장래가 무능한

조정이 아닌 백성들에게 달려 있다고 보았고,122)백성들을 개화하고 독립

정신을 고취시킴으로써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으로부터 민족의 독립을 지

켜내고자 하는 『독립정신』 술의 취지를 밝히고 있다.123)다만,이승만

이 『독립정신』을 쓴 데는 같은 감방에 있던 유성 의 권고도 실 으

로 작용하 다.

유성 이 나더러 책을 쓰라고 권했다.우리나라에서 지 까지 모든 개

운동이 실패한 원인은 독립 회를 제하고는 그 모든 운동의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교육 계몽하려는 생각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그는 그때 일본에 망명 이던 형(유길 )이 돌아오게 되

면 독립운동에 한 여론을 일으킬 목 으로 나의 책을 발간하기 해 정

부 산을 책정하도록 권할 것이라고 했다.그래서 나는 비 리에 『독립

정신』이라는 책을 썼다.책 원고도 끝났고 유길 도 돌아왔으나 일본은

그들에게 아무 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나의 원고는 감옥에

서 비 리에 밖으로 나왔다.그 후에 박용만이 그것을 해외로 가져왔는데

그때 큰 트 크의 바닥에 그 원고를 숨겨서 내와야 했다.왜냐하면 일본

은 독립운동을 제압하겠다고 공표했기 때문이다.124)

121)이승만,독립정신,p.1.

122)서재필의 향에 하여는 이미 기술하 으나,그 외에 서재필의 향을 받은

독립론에 하여는 김용직,“이승만의 「독립정신」과 후기 개화기 정치외교 담

론”,“한국 학연구소 학술총소 15권,서울:연세 학교 출 부,2011.참조

123)이승만의 생애를 ‘민족주의’라는 에서 분석하는 견해가 있다.청국의 조선에

한 내정간섭을 비 하면서 시작된 이승만의 민족주의 정치의식이 도미 이후

독립투쟁,해방 이후 반탁운동 남한 단정수립운동 등으로 일 되게 이어졌다고

본다.이에 하여는 김한교,“이승만 통령의 정치사상”,『 한국학연구소 학

술총서』10권,서울:연세 학교 출 부,2006.참조

124)이정식,『청년 이승만 자서 』(유 익,『 은 날의 이승만 :한성감옥생활과

(1899-1904)과 옥 잡기 연구 :국역 「옥 잡기」』,서울:연세 학교 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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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 옥 에서 탈고된 이승만의 서 『독립정신』은 비 리에 지인

들을 심으로 읽히기는 했지만,당시 조선에서 이 책을 출 하는 것은

불가능했다.동료 박용만이 비 리에 들고 나갔지만 미국에서도 출 이

여의치 않았다.그리하여 이승만이 도미해 박사학 를 받은 1910.2.10.에

야 『독립정신』은 미국 로스앤젤 스 동신서 (大同新書館)에서 국문

으로 출 될 수 있었다.125)이승만은 그 내용을 미국 사람들에게 홍보할

목 으로 한국출 회 회장 문양목 명의로 된 서평을 만들어 배포하 는

데 그 을 보면 『독립정신』에서 이승만의 정치제도론이 가진 비 을

알 수 있다.

이 책의 주요 목 은 동포들에게 서양세계에서 강하게 발달한 민족주의

의 원칙을 가르치고 그들의 마음속에 미국 독립 쟁을 특징지었던 류의

독립정신을 발시키는 것이었다. 자는 주의는 민족의 독립에 치명

인 해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다.그는 당시 자행되고 있는 류의

폭군 탄압은 자연히 민란을 래하며 이러한 민란은 기야 외세의 개

입을 자 하기 마련이라고 주장한다.따라서 그는 민족의 멸망을 방하

기 해 낡아빠진 제군주제(absolutemonarchy)126) 신 인민들에게 일

정한 정치 자유를 허용하는 헌법정부(constitutionalgovernment)127)를

도입할 필요성을 간 하 다.

즉,이승만은 조선 내지 한제국이 독립을 잃게 만든 가장 심각한 문

제 으로 제군주제를 지 하고,백성들에게 정치 자유를 주고 백성들

의 개화를 통해 달성하고 싶은 개 의 핵심이 정치제도론에 있음을 밝히

2002,p.76.에서 재인용)

125)유 익,『이승만의 삶과 꿈 : 통령이 되기까지』,서울: 앙일보사,1996.;

이승만,“독립정신”,編 ,雩南李承晩文書編纂委員 ,『(梨花莊 所藏)雩南 李承晩

文書 東文篇』第1卷,서울: 앙일보사: 한국학연구소,1998.pp.60-63.;이한

우,『 한민국을 세운 독립운동가 이승만』,서울:역사공간,2010,p.46.

126)유 익 교수는 군주제로 번역하 으나,이승만의 정치제도론에 의할 때 ‘

제군주제’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다.

127)유 익 교수는 입헌주의 정부라고 번역하 으나,이승만의 정치제도론에 의할

때 ‘헌법정부’라고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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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이승만이 청년 시 의 정치참여 언론활동과 오랜 학습·

술활동을 통해 정립한 정치사상이 『독립정신』에 집약되어 있다는 을

알 수 있다.

제 3장 『독립정신』상의 정치제도론

제1 정치제도의 분류

1.세 가지 정치제도

이승만은 『독립정신』의 제15장 “세 가지 정치구별”에서 정치를 아래와

같이 제,헌법,민주 세 가지로 나 어 분석하고 있으며,유길 의 『서

유견문』과 유사한 분류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그에 비하여 서술되는 내용

은 보다 구체 임을 알 수 있다.128)

이것이 곧 나라의 등불 생긴 구별이라.이 구별의 세 가지 명목이 있으

니 제와 헌법과 민주라.이 세 가지를 분석하여 말할진 ,129)

국가권력을 가 보유하고 있는가를 기 으로 분류되는 국가형태에는

군주주권론에 입각한 군주국가와 국민주권에 입각한 공화국가가 있다.130)

군주국가에는 제군주국가와 입헌군주국가가 존재한다.

이승만은 『독립정신』에서 주로 “정치제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

다.오늘날에도 정치제도(politicalsystem)라는 용어는 국가의 권력을 입

법부와 집행부에 어떻게 기능 으로 배분하고 구성하며,작동하게 하는가

128)김용직,“이승만의 「독립정신」과 후기 개화기 정치외교 담론”,“한국 학연

구소 학술총소 15권,서울:연세 학교 출 부,2011.

129)이승만,“독립정신”,編 ,雩南李承晩文書編纂委員 ,『(梨花莊 所藏)雩南 李承

晩文書 東文篇』第1卷,서울: 앙일보사: 한국학연구소,1998.pp.60-63.

130)정종섭,『헌법과 정치제도』,서울:박 사,2010.p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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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국가권력의 구조와 작동형태,즉 정부형태(governmentregime)를 분

석하고 설명하기 해 사용되는 용어이다.131)

정부형태는 역사 으로 군주정,귀족정에 합한 형태로도 구상되어 시

행되었고,각 나라마다 채택한 정부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났지만,오늘날

헌법학에서 논의되는 정부형태는 체로 의원내각제, 통령제,이원정부

제132)의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다.이승만이 사용하고 있는 정치제도라는

용어는 오늘날의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데,세계 으로 군주제가 유

지되고 있던 당시의 상황에서 군주의 지 는 권한에 따라 정치제도의

유형이 달라지고 있는 이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승만은 세계의 정치제도를 제정체,헌법정체,민주정체 3가지로 분

류하고 있는데,133)헌법정체를 오늘날의 용어로 번역하자면 입헌군주제에

가장 가까울 것이다.그리고 민주정체는 공화제,특히 그 에서도 미국의

통령제 정부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134)이에 하여는 뒤에서

각각의 개념을 살펴보면서 좀 더 정치한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이들 정치제도가 탄생한 시기 선후 계를 보면, 제정치로부터 민주

정치까지 역사 ,순차 으로 발생한 것일 뿐 아니라,제도 평가에 있어

서도 제정치가 가장 구태의연한 정치라면 민주정치가 가장 선미한 정치

라는 에서 세 개의 정치제도는 진 ·발 계에 놓여 있다.135)특

히 헌법정치와 민주정치는 질 으로 다른 제도라기보다는 개 의 정도에

있어 양 인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이해된다.

131)정종섭,『헌법학 원론』,제5 ,서울:박 사,2010.

132)바이마르 공화국이 이원정부제를 취하 던 것으로 평가되나,구한말 이와 같은

개념은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

133)이승만은 정치와 정체를 별하지 않고 있으나,민주‘정체’를 공화제로 옮기는

것이 정확한 용어사용일 것이다.

134)이승만이 사용하는 ‘헌법정치’를 ‘입헌군주정치’로,‘민주정치’를 오늘날의 ‘민주정

치’로 번역하기도 한다(김충남·김효선,『독립정신:조선민족이여 깨어나라!』,서

울:동서문화사,2010.,p.68.).그러나 이승만이 사용하는 ‘민주정치’라는 용어는

미국식 정치를 가리키는 것으로 오늘날 통상 으로 사용하는 ‘민주정치’와는 개념

상 차이가 있다.;헌법정치는 입헌군주제와,민주정치는 공화정과 동일한 용어라

고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정상우,“개화기 군민동치 제도화 과정 입헌군주제 수

용 유형 연구”,『헌법학연구』제18권 제2호,한국헌법학회,2012.pp.471-472).

135)김지혜,『독립정신에 나타난 한독립방안 연구』,서울:이화여 학원,

2005,p,59.참조



-49-

2. 제정치

제라 하는 것은 인군이 홀로 마음 로 하신다는 뜻이라. 한과 청국

과 아라사가 다 이 정치를 쓰는 나라들이라 이는 한 자고로 나라 생길

때 먼 열린 제도이니 태고 시 에 인심이 양순하고 풍속이 순후할 때에

무 이치하던 법도라.‘요’,‘순’,‘우’,‘탕’,같으신 성군이 에 계시고 ‘주

공’,‘이윤’,‘부열’같은 어진 재상이 아래서 받들매 스스로 덕화가 사해에

덥 하는 일 없이 천하가 태평하여 강구연월에 격양가를 부르며 각각 그

업을 즐거이 행하여 뉘 힘인지 알지못하 나니 이것이 곧 치국평천하하는

아름다운 정치어니와 기 인심이 날로 거악하여지며 풍속이 괴패하

여 악한 재주가 천만가지로 늘어 사람의 덕화로 어 할 수 없을 지경에 이

른 세상에는 단히 부족하다 할지라.136)

제란 인군(人君)이 홀로 마음 로 다스리는 것으로서,군주제 국가의

정치이며 입헌주의에 이르지 못한 국가의 정치이다.이승만은 제정치를

하는 나라로 한과 청국,아라사를 들고 있다.국가의 탄생과 함께 제

정치가 생겨났으며,태고 시 인심이 양순하고 풍속이 순후할 때에는 치

국평천하 하는 아름다운 정치 으나,인심이 거악해지고 풍속이 괴패(乖

敗)하여 더 이상 사람의 덕화만으로 어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세상을

통치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제도임을 지 하고 있다.이승만의 『제국신

문』 논설은 제정치에 하여 보다 분명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제정치는 가장 주의도 공평치 못하야 이치에 합하지도 못하며 한

이 부귀를 다투는 세계에서 독립을 유지하기에 크게 험도 하거니와137)

제정치는 조선의 국력을 쇠약하게 만들어 구한 말 조선의 독립을

태롭게 만든 원인으로 지 된다.이승만이 조선의 정치제도를 제정치로

136)이승만,“독립정신”,編 ,雩南李承晩文書編纂委員 ,『(梨花莊 所藏)雩南 李承

晩文書 東文篇』第1卷,서울: 앙일보사: 한국학연구소,1998.p.98.

137)1902.12.2.자 『제국신문』논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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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것은 갑오개 이 결국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이다.독립 회 해제 이

후에 선언된 고종의 군제안에 하여 그는 제군주제의 조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이승만은 정치개 이 국가의 흥망이 달린 한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제정치를 버리고 정치개 을 단행하지 않을 경우 조선이 쇠

퇴와 와해의 길을 가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138)

지 우리나라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이 근본은 다 정치를 변 지 못한 연

고라.청국 같이 강 하던 나라으로도 오늘날 강토와 국권을 보 키 어려

울 지경에 이르 거든 하물며 우리는 십여 갑 이 은 에 남의 힘을 받

고 있으매 따로 서볼 날이 있을까 말까 질정키 어려운지라 이 땅에 앉아서

어 종시 변 하기를 히 경 치 아니하리오 이는 유지한 자의 깊이

깊이 연구할 바라.그 에 합당한 정치를 택할지니 강 다시 설명하기를

마지못하리로다.139)

이처럼 제정치가 국력을 쇠퇴시키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인가?이에

하여 이승만은 첫째로 백성의 불평,불만,원 이 자라나기 때문이고,

둘째로 외세가 개입하는 것을 막지 못하기 때문이고,셋째로 백성이 국가

의 쇠퇴를 방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140)

개 제정치 에는 나라가 쇠패하고 다른 정치 에는 흥

왕하여가는 연고를 에도 수차 말한 바이어니와 제정치는 첫째 백성의

마음을 압제로 결박하여 시비곡직을 드러내어 말하지 못하게 하매 불평함

이 맺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며 원 이 자라서 피차 잔해하는

에서 스스로 없어지며 둘째는 생각을 발달치 못하여 사람마다 남과 같이

흥황하기를 도모하지 않고 각각 웃사람의 결박하는 것을 앉아 받으려 하

매 타국사람이 들어와서 나의 이익을 임의로 취한 즉 자연히 진액이 말라

부지치 못하며 셋째는 백성은 나라일에 상 이 없다 하매 백성이 나라를

138)김용직,“이승만의 「독립정신」과 후기 개화기 정치외교 담론”.『 한국학연

구소 학술총서』15권,서울:연세 학교 출 부,2011.

139)이승만,“독립정신”,編 ,雩南李承晩文書編纂委員 ,『(梨花莊 所藏)雩南 李承

晩文書 東文篇』第1卷,서울: 앙일보사: 한국학연구소,1998.p.98.

140)김용직,“이승만의 「독립정신」과 후기 개화기 정치외교 담론”.『 한국학연

구소 학술총서』15권,서울:연세 학교 출 부,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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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것으로 알아 보호코져 아니하매 남이 와서 그 에 있는 몇몇 집권한

이를 혹 뇌물로 꾀이거나 력으로 핍박하여 신 장악에 잡으면 모든 백

성은 총 한방을 아니 놓아도 스스로 딸려 들어올지니 제국의 가장 태

한 근본이라141)

3.헌법정치

가.개념 특성

헌법정치는 임 과 백성이 합하여 다스리는 정치,즉 군민공치(君民共

治)의 정치이고 국,독일,일본에서 시행되고 정치이다.142)헌법정치는

지 (구한 말)세 에 가장 합당한 제도이며,이승만은 조선의 간제도라

는 통을 소개하며 조선에서도 개명성 에는 헌법정치의 본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본다.

제국가와 헌법국가에서 군주의 역할이 거의 동일한데,헌법정치가

제정치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권리의 방한이 있다는 것이다.143)방

한은 방안(方案),즉 일을 처리하거나 해결하여 나갈 방법이나 계획을 의

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권리의 방한이 있다고 함은 통치권자로부터 국민

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그리고 아

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방안이란 의회제도를 일컫는 것이다.

헌법정치라 하는 것은 인군이 에 계셔 만사를 통활하시며 신하가 받

들어 섬기기는 별로 제정치와 다름이 없으되 다만 권리의 방한이 있어

141)이승만,“독립정신”,編 ,雩南李承晩文書編纂委員 ,『(梨花莊 所藏)雩南 李承

晩文書 東文篇』第1卷,서울: 앙일보사: 한국학연구소,1998.p.98.

142)1902.12.22.자 『제국신문』논설

143)기본권 보장과 국가권력의 분립을 통한 자의의 배제를 내용으로 하는 입헌주의

와 같은 의미로 헌법주의(憲法主義)라고도 하며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정치를

입헌정치(立憲政治),그리고 이때의 국가를 헌법국가(憲法國家)라고 한다(권 설,

“이승만과 한민국 헌법”,『이승만 연구』,서울:연세 출 부,2000.p.488.).

반면,이승만은 헌법정치를 하는 국가를 헌법국가라고 하는데,이는 뒤에서 설명하

는 바와 같이,불완 한 국민주권을 제로 하는 개념이므로 와 같은 의미의 ‘헌

법국가’와 용어 사용상의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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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의회원을 설시하고 백성이 투표하여 명망있는 사람을 천거하여 의회

원이 되어 백성의 권리를 표하여 크게 계되는 일을 의논하여 결처하

나니...( 간생략)...이는 ‘’국,‘덕’국과 기타 황제국이나 군주국이며 동양

에 ‘일본’이 다 이 정치로 다스려 종사와 황실이 태산반석같이 편안한 복

을 리며 일국신민이 무궁한 정치로 다스려 종사와 황실이 태산반석같이

편안한 복을 리며 일국신민이 무궁한 덕화를 입는 바라.이런 나라일수

록 내란이 없으매 이군이 편안하사 민간에 유람하기를 거리끼지 않나니

지 세 에 가장 합당히 여기는 법이라.인군의 권리를 감한다던지 백성

의 기습을 기른다는 편벽된 말로써 고집할 수 없는 바로다.144)

의회제도의 존재는 헌법정치의 요한 요소가 되지만,의회제도가 존재

한다고 해서 제정치에서 벗어나 헌법정치로 나아갔다고 볼 수는 없다.

이승만은 국이 오랜 의회주의 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독립 명

이 의 국 정치를 제정치로 규정하고 있다.설사 의회제도가 존재하

고 있다 하더라도 헌법이 백성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 이는 제정치에 불과한 것이다.145)

서양각국도 에는 혹 의회원 규칙이 있었으나 헌법이 서지 못하여 거

의 다 제정치로 나라를 다스렸으매 처음에는 세상이 다 이익을 많이 얻

었으나 인심이 변하는데로 법의 흔단이 차차생겨 일이백년 동안에 이르러

는 천백가지 흔단이 층층이 나서 백성을 도탄에 들게 하매

이승만이 헌법정치의 요건 내지 요소로 들고 있는 것들을 구체 으로

보면 ① 군신 계의 존재 ② 민선의회의 존재 ③ 투표에 의한 의원 선출

④ 의원이 백성의 권리를 표하고 ⑤ 의회의 재정에 한 권한146) 의

144)이승만,“독립정신”,編 ,雩南李承晩文書編纂委員 ,『(梨花莊 所藏)雩南 李承

晩文書 東文篇』第1卷,서울: 앙일보사: 한국학연구소,1998.p.62.

145)이에 하여 이승만이 헌법정치를 택한 이유는 국왕의 권한 제약에 있다기 보다

헌법에 의한 근 국가 건설에 있었다는 지 이 있다(정상우,“개화기 군민동치 제

도화 과정 입헌군주제 수용 유형 연구”,『헌법학연구』제18권 제2호,한국헌법

학회,2012.pp.471-472)

146)이승만,“독립정신”,編 ,雩南李承晩文書編纂委員 ,『(梨花莊 所藏)雩南 李承

晩文書 東文篇』第1卷,서울: 앙일보사: 한국학연구소,1998.pp.61-62;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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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백성의 권리와 크게 계되는 일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백성들이 선출하는 것은 의원일 뿐 백성들이 별도로 집행부를 구성하지

는 않는다는 에서 헌법정치는 군주에 의해 임명된 각료가 내각을 구성

하는 료내각제147)혹은 의회가 내각을 구성하는 의원내각제148)정부형

태로 연결된다.

다만,오늘날 정부형태에 한 논의는 국민주권을 제로 의제의 구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나,이승만은 헌법정치가 군주주권을 제로 한

다고 보고 있어 오늘날의 논의와는 차이를 보인다.오늘날 의원내각제는

“국왕은 지배할 뿐 통치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법언이 말해주듯 국의

의회정치 제도에 기원을 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 이고, 통령이나

국왕은 상징 인 지 에 있으며 의례 인 권한만 가지고 있을 뿐 실질

권한을 갖지 않는다. 국에서는 19세기 말경 이미 이러한 의원내각제가

제도 으로 확립되었다.

이승만은 헌법정치에 하여 군주가 에서 만사를 통활하고 신하가 받

들어 섬기는 것은 제정치와 다를 바 없으나,다만 의회제도라는 권리의

방안이 있다고 하여 군주에게 여 히 실질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다만

의회제도를 마련하여 군주가 자의 인 제권력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제

한을 가하고 있다고 설명한다.이는 오히려 러시아식 입헌주의 혹은 군

주의 권에 기반한 료내각제에 가까운 것이다.역사상 입헌군주제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는데 이승만이 국을 헌법국가로 보면서도 헌

법정치의 개념은 독일이나 일본의 입헌군주제에 가깝게 서술한 것은 후술

하는 바와 같이 이승만이 미국 독립 명 당시의 국정치에 을 맞추

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149)헌법정치에 한 이승만 특유의 개념

우,“개화기 군민동치 제도화 과정 입헌군주제 수용 유형 연구”,『헌법학연

구』제18권 제2호,한국헌법학회,2012.pp.471-472

147)독일의 입헌군주제는 내각이 의회의 신임에 종속되는 의원내각제로 발 하지 못

하 고,내각이 정치인이 아닌 료에 의해 구성됨으로써 국민 표체와 정부를 인

으로 분리하는 구조가 심화되었다(송석윤,“군민공치와 입헌군주제 헌법:비교헌

정사 연구”,『서울 학교 법학』제53권 제1호,서울 학교 법학연구소,2012.

pp.516-517).

148) 국의 의원내각제 하에서 행정부는 의회에 의하여 구성되고 수상을 그 수반으

로 하여 일원화되어 있다.

149) 국형 입헌군주제와 러시아형 입헌군주제의 특징에 하여는 유 열,『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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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의 후기문서에까지 일 되게 이어져 민주정치와의 차이를 부각시키

게 된다.

나. 충 ·불완 한 개

이승만이 바라본 헌법정체는 미국· 랑스 등 가장 먼 근 입헌 명

에 성공한 공화국에 의해 발된 것이며,상하 타 에 의한 충 개

이고,과격한 명 없이도 도입할 수 있는 안정 인 정치형태라는 성격을

지닌다.이러한 헌법정체의 특성은 이승만의 정치제도 개 론의 성격을

악함에 있어 매우 요하다.

정치상 변 하는 생각이 이때150)부터 더욱 성행하여 ‘구라 ’주에 여러

나라가 변하여 공화국이 되었으며 기외에 여러나라들은 에 있는 이들이

차차 풍기의 변함을 보고 그 정치제도의 공평치 못한 로도 깨달으며 백

성을 압제하여 못일어나게 하는 것은 웃사람들의 크게 두려운 화단이 생

길 도 알아 자기네끼리 정치제도를 변하여 백성의 권리를 얼마쯤 허락

하여 피차 충돌이 나지 않게 하매 인하여 상하가 다 평안무사하고 나라가

날로 흥왕하는지라 이것이 곧 헌법이니 ‘구라 ’주에 각국이 거의 다 이법

으로 다스리는 바라.151)

이승만은 『독립정신』에서 미국독립 쟁 이 의 국 정치를 헌법정치

가 아닌 제정치로 보고 있다.유럽 각국 간의 식민지 쟁탈 이 한창이

던 18세기, 국 정부는 랑스와의 7년 쟁(1756,SevenYears'War)을

어렵게 승리로 이끌면서 북아메리카에 한 독 지배권을 얻어 내었으

나,군비부담으로 인한 막 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었다. 국정부는 재정

기여가 낮은 식민지에 세를 부과하고자 하 고,식민지에서 상당한

독립을 려온 300만 식민지인들은 이에 항하기 시작하 다.

사회연구총서:개화기의 윤치호 연구』,서울:한길사,1985,pp.200-201참조

150) 랑스 명기를 말한다.

151)이승만,“독립정신”,編 ,雩南李承晩文書編纂委員 ,『(梨花莊 所藏)雩南 李承

晩文書 東文篇』第1卷,서울: 앙일보사: 한국학연구소,1998,p.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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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보스톤 차 사건(1773,BostonTeaParty)을 계기로 국 정부가

온건 정책에서 강압 정책으로 돌아서자,식민지 표들은 1774.9.13.필

라델피아 륙회의(ContinentalCongress)를 개최하여 국 정부의 강압

인 식민정책의 철회를 요구하 고,1776.7.4.제2차 륙회의에서는 독

립선언문(DeclarationofIndependence)을 채택하기에 이르 다.152)

미국 독립 쟁에서 국이 패 하자 그에 한 실망과 분노로 인하여

1779년 국에서는 의회 안 에서 민 을 표하지 못하는 의회와 부패한

선거제도에 한 개 운동이 시작되었다.과격한 개 와 그에 한 공

포와 반감에 사로잡힌 반개 사이의 충돌은 극심한 사회 혼란을 보

여주었고,153)곧이어 랑스 명(1789-1794)까지 일어남에 따라 국민 표

성을 갖추지 못한 국 의회제도에 한 비 은 한층 더 강해져 갔다.

비록 이러한 개 의 요구가 당장에는 결실을 걷지 못하 으나,154) 국

의 귀족정치를 오하는 벤담(J.Bentham)이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강조

함으로써 새로운 의사상을 제시하 고,155) 랑스에서 다시 군주권에

반발한 7월 명(1830)이 일어남에 따라 국에서도 명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었다.그 결과 국 의회는 개 을 지지하는 휘그

당이 집권하 다.50년 토리당의 시 는 이로써 막을 내리고 휘그당은 개

에 한 국왕과 상원의 반 를 극복함으로써 1832.6.선거법 개정을 이

루어 내었다.156)이후 국에서도 차 권력의 공화(共和) 경향이 나타

나기 시작하여 몇 차례 선거법 개정을 거치면서 국의회는 차 국민의

표기 으로 자리매김하 다.157)

새법을 참용하여 상하의회원의 규모를 다시 정하여 백성의 권리를 얼마

152)나종일·송규범,『 국의 역사』상-하, 주:한울,2005.

153) 표 인 것이 고든 폭동(1778,Gordonriots)이다.이에 한 자세한 내용은 나

종일·송규범,『 국의 역사』상-하, 주:한울,2005,p.548.참조

154) 랑스 명은 1793년과 1793년을 거치면서 공포정치와 국왕의 처형,그리고

명 쟁으로 치달았다.이로 인해 명에 한 기의 열 은 냉각되고,오히려 반

명의 기운이 열기를 더하여 국에서는 오히려 개 을 탄압하는 형태의 공포정

치가 자행되었다(나종일·송규범,『 국의 역사』상-하, 주:한울,2005,p.579.).

155)정종섭,『헌법연구』제1권,서울:철학과 실사,1994,p.92.

156)나종일·송규범,『 국의 역사』상-하, 주:한울,2005,p.611

157)헌법연구1.p.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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쯤 허락하고...다만,황실을 존 히 받들어 특별히 높일 뿐이오 그 외에는

상하반상의 등분이 없이 법률 에 일체 백성으로 하나니...황실과 나

라와 백성의게 두로 구히 평강한 복이라.이 어 정치의 가장 아름다운

제도가 아니리오.미국이 일어나 따로난 후로 포학한 정사의 태함을 깨

닫고 어진 정사를 행하여 인민을 자유하게 하메 인민이 다 그 덕화에 화하

여 한 백성도 나라의 을 하여 죽고자 아니하는 자 없다고 한다.

빅토리아 여왕158)을 끝으로 정치에 한 국왕의 극 개입은 사라졌

고 에드워드 7세159)당시,실질 으로는 군주의 통치 없는 민주국가로 운

되었는바,이승만은 이러한 국의 정치에 하여도 ‘강구연월(康衢煙

月)’에 비유하며,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한편,황실과 백성 상하가 함께 안 한 법이라는 헌법정치의 장 은 일

본의 에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이승만은 일본이 성공 으로 개화

할 수 있었던 요인에 하여 첫째,실권을 황실에 돌려 둘째,헌법제

정 이 에 선비들에 의한 개화운동이 선행되었던 셋째,황실과 개화당

이 력하여 서구 정치제도를 실시한 을 들고 있다.

무사들의 민 탄압 통치인 막번체제160)의 모순을 깨닫게 되면서,에도

막부 말기 일본에서는 존왕양이론이 일어난다.1853.6.미국 동인도 함

사령 페리161)의 개항요구에 따른 ‘미일화친조약(1854.3.31.)’과 ‘미일수

호통상조약(1858.6.19.)’등 국가 과제162)를 제 로 수행해 낼 만한 역

량을 갖지 못한 막부가 쇼군 후계 문제에서도 취약함을 드러내자,국정으

로터 소외되어 있던 천황가 조정은 국정에 하여 새로운 권 를 인정받

은 반면,서구에 문호를 개방한 막부는 존왕양이를 내세운 토막(討幕)163)

158)QueenVictoria,1819.5.24.-1901.1.22,재 1837.-1901.

159)EdwardⅦ,1841.11.9.-1910.5.6,재 1901.-1910.

160)쇼군이 거느리는 에도의 앙집권인 막부(幕府)와 막부가 일본 국 각지에 설

치해서 쇼군이 통솔하는 주(領主)인 각 번(藩)다이묘(번주,무장)들의 제번의 체

제를 말한다(홍윤기,『메이지유신의 해부』,서울:인북스,2003.)

161)Matthew C.Perry,1794.-1858.)

162)막부 노 수석인 아베 마사히로가 심외 되어 1854년부터 1859년 사이에 이루

어진 정치 개 운동을 ‘안세이(安政)의 개 ’이라 한다(홍윤기,『메이지유신의

해부』,서울:인북스,2003.)

163)임 을 받들며 서양 오랑캐를 몰아내는 동시에 막부도 무 르겠다는 세력(홍윤

기,『메이지유신의 해부』,서울:인북스,2003,p.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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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세력이 성장함에 따라 기를 맞게 되었다.소 삿 동맹(薩長同盟)은

그러한 막부 타도의 움직임이 결실을 맺은 것이었다.

그리고 무진 쟁(戊辰戰爭,보신 쟁,1868.)과 환(版籍奉還,1869.

1.23.)164)을 거쳐 오랜 세월 일본을 지배해온 막번체제가 막을 내리고 일

본에는 천황을 옹립한 사쓰마,조슈 등 4개 번의 인사를 심으로 앙정

부,소 메이지 정부가 수립되었다.

이와 같은 경 로 수립된 메이지 정부는 성립 기부터 에도 막부가 서

양 각국과 체결한 불평등 조약을 개정해야 한다는 국가 과제를 안고 있

었고,조약 개정에 앞서 구미 각국의 제도와 문물 조사를 해 1871.11.

12.정권의 수뇌 태반이 참여한 견외사 단(遣外使節團),소 ‘이와쿠라

사 단’이 미국으로 출발하 다.당시 이와쿠라 사 단의 일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 등 메이지 유신의 주역을 심으로 한 일본 료들은 훗날 1880

년 반의 자유민권운동을 제압하며,1889년 천황제 국가의 탄생을 알리

는 일본 제국헌법을 제정·공포하기에 이른다.165)

일본의 종 정치제도를 볼진 땅을 버 나 어 한 제후가 있어서

각각 권세를 잡고 정사를 주장하며 그 에 백이 있어 인군의 권리를

신하매 인군은 다만 헛이름만 있을 뿐이오 실상 권력은 없었나니166)

나라를 유지하려면 서양제도를 모본하여야 될 을 알지라 이에 총명지

혜한 선비를 택하여 분분히 보내어 서양에 가서 공부하게 하매,그 학도들

이 각국에 가서 공부를 시작한 후 기한이 차지 못하여 각각 돌아오고자 하

는지라 그 연고를 물은즉 서로 의론하는 말이 우리가 본국에 있을 때에 세

164)이에 하여는 홍윤기,『메이지유신의 해부』,서울:인북스,2003,p.266.참

조

165)방 석,『근 일본의 국가체제 확립과정 :이토 히로부미와 ‘제국헌법체제’』,

서울:혜안,2008.;장인성,『메이지 유신: 일본의 출발 』,경기:(주)살림

출 사,2007.;홍윤기,『메이지유신의 해부』,서울:인북스,2003.;Takii

Kazuhiro,TheMeijiconstitution:theJapaneseexperienceofwestandthe

shapingofthemodernstate,trans.DavidNoble,Tokyo:InternationalHouseof

Japan,2007.

166)이승만,“독립정신”,編 ,雩南李承晩文書編纂委員 ,『(梨花莊 所藏)雩南 李承

晩文書 東文篇』第1卷,서울: 앙일보사: 한국학연구소,1998p.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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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형편이 어떠한지 모르다가 여기 와서 공부하며 살펴본 즉 동양 형

편이 이 듯 한지라 한 에 앉아서도 어떠한 시세를 알지 못

하니 우리가 홀로 태함을 보고 어 공부만 하고 앉아 세월을 허비하리

요 마땅히 곧 돌아가 내나라 민을 다 흔들어 깨워서 함께 동양을 보 하

는 것이 옳다하고 곧 돌아와서 혹 정부에 들어가 권리도 잡으며 혹 민간에

나서서 도 지어 하며 연설도 하여 민심을 고동하며 습견을 벽 하

여 상하가 합심하여 건제도를 하고 권리를 정부에 돌려 보내고 황

실을 높여 실권을 회복하며 정사를 고쳐 폐단을 제하고 새로 개명한

제도를 차례로 모본할 새 모든 완고 세가들이 극력 반 하매 개화변에서

잡 죽은 자도 무수하며 상을 당하고 간신히 면하여 병신된 자도 여러

명이라 다행이 지 명치황제의 총명과단함으로 형편을 먼 깨닫고 어려

움을 무릅쓰고 반역을 용서하여 임을 맡기며 수구당을 차례로 몰아내고

개화당을 붙들어 새법을 실시할 새 헌법을 세워 상하의원을 설시하고 백

성을 허락하여 나라 일을 의론하는 권리를 얻게 하매,이삼십된 자들은 남

녀를 물론하고 그 성질과 모양이 다 서양 사람같이 되매 후 사십년 동안

에 국에 하나도 변치 않은 것이 없다하나니 이 듯 속히 변 함은 세계

사기에 드믄 일이라 나라에 신민된 자들로 하여 족히 부러운 마음을 이

기지 못하리로다.167)

국의 근 입헌개 은 오랜 국의 통과 다양한 국내외 요인이

복잡하게 얽 이루어진 것이다.천황주권 아래 국가기구가 다원화되어

있던 일본의 ‘제국헌법체제’역시 마찬가지이다.이승만이 헌법정치라고

본 국과 일본은 실질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존재하 다. 국식 의회주

의 입헌제와 독일식 군주주의 입헌제 모두 정치제도의 분류상으로 입헌군

주제의 범주에 들어가지만,입헌군주제라는 용어는 매우 의의 개념으로

서 특히 양자 사이에 권력의 분배와 정부의 작동 방식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 으며,실제로 일본은 국식 의회주의를 배격하고 러시아

헌법에 가까운 제국헌법을 만들었다.168)

167)이승만,“독립정신”,編 ,雩南李承晩文書編纂委員 ,『(梨花莊 所藏)雩南 李承

晩文書 東文篇』第1卷,서울: 앙일보사: 한국학연구소,1998p.133.

168)이러한 이유로 ‘제국헌법체제’의 특징을 나타내는 개념어로 ‘군주입헌체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견해가 있다.방 석,『근 일본의 국가체제 확립과정 :이토

히로부미와 ‘제국헌법체제’』,서울:혜안,2008,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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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은 이러한 입헌개 을 미국· 랑스에 의한 향 개 의 충

이고 불완 한 속성에 을 맞추어 상당히 간결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는 헌법정치 민주정치를 소개하려는 이승만의 의도와 련된 것으

로,당장 조선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첫째로 세계 인 수 의 정치제도 구

이라기보다는 일단 이상 인 제도 혹은 그 기 가 되는 이상 인 백성

의 상(像,model)을 백성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이었고,둘째로 그러한 이상

인 방향을 향해 조선의 제도를 개 해 나가기 해서는 왕실 기득권

세력과의 실 타 이 필요하다고 단했기 때문이다.

민주정치가 백성들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자의 역할을 담당

하고 있다면,당장 조선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를 알려주는 후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헌법정체이다.

이러한 은 이승만이 주장하는 정치제도 개 론의 성격을 이해함에 있

어 매우 요하다.이승만이 당장에는 헌법정체를 실시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그가 주장하는 헌법정체는 오늘날 의원내각제와 통령제의 계

처럼 두 개의 립되는 형태가 아니다.헌법정체는 민주정체와 제정체

사이의 간 단계에 치한 과도 정치제도에 불과하다.비유하자면,오

늘날 의원내각제와 통령제는 양 갈래길과 같아서 어느 한쪽으로 가면

다른 쪽과는 멀어지게 된다.그러나 이승만의 헌법정체는 양 갈래길이 아

니라 경유지에 불과하고,최종 종착지 은 민주정체인 것이다.

물론 제정체를 하여 헌법정체를 도입한 후 다시 최종 목 지인

민주정체로 나아갈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국과 같이 헌법정체를

도입하고 부국강병을 이루었을 뿐 아니라 백성의 권리의식 한 상당히

높아진 후에도 여 히 민주정체로 진보하지 않을 수 있다.따라서 헌법정

체를 도입하자는 것은 그 자체로 민주정체를 배척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민주정체를 유보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4.민주정치

가.개념 특성



-60-

이승만은 민주정치를 “백성이 주장한다는 뜻”이라고 정의하고 “백성이

백성을 하여 백성으로 조직한 정부”라는 링컨의 표 을 직 소개하

다.그리고 미국의 독립사례와 랑스 명사례를 소개하면서 민주주의

발 상을 정 으로 소개하고 있다.169)

민주정치라 하는 것은 백성이 주장한다는 뜻이라.인군을 인군이라 칭

호하지 않고 통령이라 하며 국 백성이 받들어 천거하여 다 즐거히 추

승(推昇)170)한 후에야 비로소 그 에 나가며 그리하고도 오히려 염려가

있어 혹 사오년이나 팔구년씩 연한을 정하여 한이 찬 후에는 한 기한을 다

시 인임도 하고 혹 다른 이로 선거하기도 하여 일국을 다스리게 하며 모든

원의 권한을 구별하여 한두 사람이 임의로 못하게 하니 이런 정부의 주

의가 세가지니 일은 백성이 하는 것이오 이는 백성으로 된 것이오 삼은 백

성을 하여 세운 것이라.이 세가지 주의로 정부를 세우매 백성은 그 정

부를 자기네 집으로 알며 원은 백성을 자기 상 으로 알아 서로 보호하

고 받치기를 일신의 사지백태가 머리 받치는 것 같이 하는지라.지 ‘미’

국과 ‘법’국과 ‘구라 ’주 안에 몇몇 부강한 나라들의 행하는 정치이니 171)

한 민주정체를 통령으로 하여 다스리도록 하는 체제라고 하여 민

주정치의 표 인 특징으로 의회정치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통령제를

들고 있으며 임 과 통령은 유사한 지 와 권한을 갖는 것으로 보았

다.172)민주정체의 구체 인 요건 내지 요소로는 ① 군주에 갈음한 통

령 ② 백성들의 선거에 의한 통령 선출 ③ 통령직 임기의 제한을 언

하고 있다.173)이러한 민주정체의 개념은 5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 그

169)김용직,“이승만의 「독립정신」과 후기 개화기 정치외교 담론”.『 한국학연

구소 학술총서』15권,서울:연세 학교 출 부,2011.

170)천거하여 높은 지 에 올림

171)이승만,“독립정신”,編 ,雩南李承晩文書編纂委員 ,『(梨花莊 所藏)雩南 李承

晩文書 東文篇』第1卷,서울: 앙일보사: 한국학연구소,1998.p.63.

172)정상우,“개화기 군민동치 제도화 과정 입헌군주제 수용 유형 연구”,『헌법

학연구』제18권 제2호,한국헌법학회,2012.p.472.

173)민주정체와 헌법정체의 계 민주정체의 시 인 미국의 정부형태에 비추어

보았을 때,의회가 백성의 권리를 표한다는 은 당연히 제가 된 것으로 이해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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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통령이 된 후에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민주국의 법 요소는 백성이 다스린다는 제도이므로 군주나 제의 제

도와 반 되는 것입니다.나라를 다스리는 법은 개인이 군주나 독재자의

권리를 사용해서 나랏일을 한다는 것이며,상당한 인물을 자기들이 마음

로 투표로 선정해서 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선출하여 그들이 민

족의 표로 법을 정하고 법을 해아려 법을 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174)

민주정체는 미국의 정치제도로서 오늘날 의원내각제와 비되는 통령

제 정부형태에 응하는 개념이다.혹은 민주정체를 단순히 공화제로 이

해하는 견해도 많고 그 게 보더라도 구한말을 기 으로 별 무리는 없으

며,이승만 역시 그러한 의미로 민주정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한다.그러

나 민주정치는 통령에 의한 통치를 요건으로 하고 미국 독립 명에 의

하여 비로소 탄생한 정치이며, 통령제와 공화제라는 두 가지 제도는 개

념뿐 아니라 논의의 평면이 동일하지 않다는 에서 민주정체를 단순히

공화제로 이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제4장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임시 통령으로 재임하던 이승만이 총

리에게 행정권을 부여한 임시헌법상의 통령제에 하여 비 한 것이나

해방 후 건국기에 이르러 군주제와 분리된 내각제 헌법에 하여도 반

입장을 표명한 것을 보면 그가 말한 민주정체란 정확하게는 공화제에서

나아가 미국식 통령제 정부형태를 포함한 개념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군주국과 공화국의 개념에 하여 오랫동안 여러 가지 견해가 주장되어

왔지만,종래 학설에 의하면 군주국이란 주권이 군주 1인에게 있는 국가,

공화국이란 주권이 다수 국민에게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그 지만 오늘

날에는 주권이 군주 1인에게 있는 군주국이란 거의 없고 주권은 부분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군주국이란 군주제도를 가진 나라를 말하고,반면

군주제도가 없는 국가를 공화국이라 한다.175)군주국이라 하더라도 군주

174)최종고,『우남 이승만: 한민국 건국 통령의 사상록』, 주:청아,2011,p.

278.

175)김철수,『헌법학신론』,서울:박 사,2009.;허 ,『헌법이론과 헌법』,서울:

박 사,2010.;양건,『헌법강의』 제3 ,경기도:법문사,2012.pp.1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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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징 존재로서 군림하고,실질 통치 권한이 없다면 그러한 군주국

은 민주 이므로176),민주 이냐에 있어서는 군주의 존재에 따른 양자의

구별만으로는 차이가 없어졌다.

이승만은 미국의 독립 명 이후로 국의 정치 풍속도 흥왕하 다고 하

는데, 국은 여 히 군주제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이승만이 비 으

로 바라본 군주제는 실질 권력을 가진 군주를 상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그러한 측면에서는 주권이 군주에게 있는지 여부를 기 으로

보는 종래 학설과 유사한 이 있다.

그러나 이승만의 주장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군주국에 한 이승

만의 견해는 오늘날 사용되는 군주국의 개념에 더 가까운 것을 알 수 있

다.그는 미국의 향을 받아 국·일본의 정치풍속이 흥왕하 다고 보면

서도 그것은 여 히 헌법정치로서 불완 한 개 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그

러한 정치제도를 미국의 정치제도와 같은 수 으로 올려놓지는 않는다.

의원내각제는 군주국에서 이루어지는 정부형태이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러한 제도와 념은 이미 없어지고 40여 년 에 민주정부를 수립할 것을

세계에 공포한 이상 우리는 민주정체로서 민주정치를 실 해야 한다177)

이승만이 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서 의원내각제를 비 하 던 발

언을 보더라도 곧 입헌군주제와 제군주제를 가리지 않고,나아가 군

주의 권이 인정되지 않고 의원내각제 정부형태를 취한 국형 입헌군주

제이건 군주에게 강력한 권한이 인정되는 러시아형 입헌군주제이건 모

두 군주주권에 입각한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178)이승만은 의원

내각제,즉 헌법정치가 이러한 군주국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제도라고 하

176)정종섭,『헌법과 정치제도』,서울:박 사,2010.pp.14-15;양건,『헌법강

의』 제3 ,경기도:법문사,2012.pp.112-113

177)유 익,“이승만 국회의장과 한민국 헌법 제정”,『역사학보』제189집,2006,

p.125.

178)유럽의 입헌군주제 헌법을 국민주권형 헌법과 군주주권형 헌법으로 구별하는 견

해도 있으며,이 경우 일본의 메이지 헌법은 군주주권형 헌법으로 분류된다(송석

윤,“군민공치와 입헌군주제 헌법:비교헌정사 연구”,『서울 학교 법학』제53

권 제1호,서울 학교 법학연구소,2012.pp.51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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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러한 에서 군주제는 국민주권원리에 보다 철 한 정치제도인 민

주정체( 통령제 정부형태,공화제)와는 립하는 개념으로 이해하 다.

한편 오늘날 의원내각제는 과거 군주제에서 입헌군주제로 변경되는

과정 에 생성되어 지 과 같은 의원내각제로 정착된 것이다.즉 입헌군

주제의 제도 확립을 가능하게 한 것이 의원내각제이며 그 입헌군주제에

응한 구체 권력장치 내지 정치기구의 발 이 곧 의원내각제이며,역

사 으로 양자는 불가분의 표리일체를 이루고 있다.이러한 에서 의

원내각제는 군주제원리와 의회제원리라는 배치되는 두 가지 원리를 내포

하고 있는 것이다.

통령이 국가 원수로서의 지 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이 지 를

갖는 미국식 통령제 하에서는 필연 으로 세습 군주제를 부정하게 되는

반면 의원내각제는 군주제와 가까운 것이다.그 다고 의원내각제가 반드

시 군주제와 결합해야 할 이유는 없다.정부형태는 역사 ·정치 경험의

산물이며 선험 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오늘날 독일과 같이 공화제를

취하면서,실질 국정운 은 총리가 담당하고 국가원수로서 통령을 선

출하는 경우처럼 의원내각제가 통령제와 결합하여 공화정을 이룰 수 있

는 것이다.

그럼에도 내각제와 군주제를 분리시킬 수 없고 상징 인 존재로서의 군

주조차 국민주권에 반한다는 입장은179)그의 고집스러운 성격과 같이 좀

처럼 변하지 않았다.구한말을 기 으로 보면,군주에게 주어져 있던 주권

이 구미를 심으로 차 국민에게 이양되던 시기 으나,공화국은 찾아

보기 어렵고 군주국이 오히려 일반 이었다.군주제를 체하면서 등장한

통령제가 내각제와 결합한 정부형태가 등장한 것도 오랜 세월이 지난

후라는 에서 공화제와 통령제를 분리할 실익이 큰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해방 이후에는 이미 바이마르 공화국과 같이 통령제를 취하지

아니한 공화제 국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용어사용은 부정확한 것이었

다.그럼에도 이승만은 이러한 개념 틀을 해방 이후에도 유지함으로써 헌

179)갑오개 직후의 고종은 내각의 정무에 한 실질 결정권이 없었고,상징 인

군주의 지 에 있었지만,이승만은 그러한 내각제 역시 민주정체보다는 뒤떨어진

정치제도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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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실과 동떨어진 측면이 있었고,공화제를 제로 의원내각제를 주장했

던 제헌의원들로부터 많은 비 을 받게 된다.

다만,여기서 그가 사용한 개념을 이해하는 작업은 그의 정치제도론을

제 로 분석하기 함이며 민주정체라는 개념 사용상 드러나는 괴리는 그

의 고집스러운 성격 덕분인지 오히려 그의 후기 정치제도론까지 이어진

하나의 특징으로 찰할 수 있는 지표가 되었다.

나.완 한 개

제1장 제1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승만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친 서재

필이나 서재필 이후 독립 회를 이끌었던 윤치호는 모두 미국의 민주주의

를 경험하고 돌아온 인물이었다.서재필로부터 미국의 민주주의에 하여

배웠던 이승만은 그 제도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응당 궁 증을 가

졌을 법하다.

『독립정신』에서 소개하고 있는 미국 독립사는 국의 압제에 한 미

국인들의 항에 을 맞추어 서술되고 있으며,그 논조는 종 의 한성

순보 등에서 공화제에 하여 소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조선의 개 론

에 가깝다는 은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미국의 독립 명사를 배

우고 미국의 외 활동을 지켜보던 이승만에게 미국의 정치제도는 더 이

상 조선과는 무 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이승만이 『독립정신』에서 많은 지면을 미국 독립사에 할애한 은 이

승만이 가장 심을 갖는 정치제도가 미국식 민주정체 다는 을 추측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180)혹자는 미국 백성들이 권리를 얻기까지 미국의

‘독립사 ’이나 미국 ‘남북방 쟁 사 ’등을 이승만이 상세하게 소개하는

것은 조선 백성들도 미국 백성들처럼 이러한 권리를 얻기까지 피흘려 싸

울 것을 구하는 의미라고 해석하기도 한다.181)『독립정신』이 조선의

독립을 쟁취하기 한 실천론을 담고 있는 것은 맞지만,아래에서 살펴보

180)이한우

181)김지혜,『독립정신에 나타난 한독립방안 연구』,서울:이화여 학원,

2005,pp.60-65.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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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바와 같이 이 견해는 이승만의 개 론에 해 다소 섣부른 추측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의 정치제도,미국 백성의 권리,미국 독립 명사 등에 하여 이승

만이 유독 상세하게 설명하는 이유에 하여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겠

지만,우선은 이승만이 『독립정신』에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으므로 먼

이를 살펴보자.이승만은 세 가지 정치 에 민주정치가 제일 선미한

제도이지만 굳이 당장에 미국식 민주정치를 시행하자는 것은 아니고,어

떠한 정부이던지 ‘정부를 세우는 본의’를 알기 해서는 미국의 정치제도

에 하여 알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민주정체를 소개하고 있다.

세가지 정치 에 이것(민주정치)이 제일 선미한 제도라 하는 바이라 그

러나 동양천지에서는 결단코 합지도 못하려니와 되려 극히 험한 생각이

라 그 험함은 아래 다시 설명하려니와 무삼 정치를 행하던지 정부 세우

는 본의는 잃지 말아야 정부나 백성이나 능히 부지할 도리가 있을지라

히 알아볼지어다182)

이승만은 『미국 백성의 권리 구별』이라는 주제로 미국 정치제도에

한 이야기를 시작한다.우선 미국의 정치제도를 략 소개하고 그러한 정

치제도 하에서 백성들은 평등한 권리를 얻는다는 설명을 통해 정부를 세

우고 정치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곧 백성의 권리를 보장하기 함이라는

을 밝히고 있다. 한 그와 같은 정치제도가 운 되는 근본(즉,정치제

도를 보장하는 방법)은 이러한 제도를 통치자의 자의에 맡겨두지 않고 헌

법으로 만들어 국에 반포하고 백성들이 모두 헌법을 알아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이라고 한다.183)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이승만이 미국에 한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사뭇

자명하다.모든 백성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한 정부를 세우고,그러한 정

치제도를 헌법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즉,자유를 향한 백성들의 열

182)이승만,“독립정신”,編 ,雩南李承晩文書編纂委員 ,『(梨花莊 所藏)雩南 李承

晩文書 東文篇』第1卷,서울: 앙일보사: 한국학연구소,1998.p.64.

183)이승만,“독립정신”,編 ,雩南李承晩文書編纂委員 ,『(梨花莊 所藏)雩南 李承

晩文書 東文篇』第1卷,서울: 앙일보사: 한국학연구소,1998.pp.64-65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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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으로부터 통 인 군주통치체제를 지켜내기 해 백성들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는 헌법정체와는 달리,민주정체의 성립은 백성들의 자유·

권리를 보장하기 한 완 한 개 의 성과물이었다.

미국의 식민지 이주자들은 정치 자유를 해 투쟁해온 국인들의

통을 계승한 사람들이었고,이들은 식민지를 국처럼 독립된 주권을 가

진 정치단 로 생각했지 외부에 종속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식민

지 이주자들 사이에는 자신의 정부를 구성할 수 있고 그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는 사실은 상식으로 인정되었다.1620년 ‘메이 라워 맹약’

은 이러한 자치의식을 보여주는 표 인 이다.184)

식민지시 특히 총독통치의 시기에 있어서 통치형태는 총독과 양원제

를 기 로 한 의회,그리고 사법부라는 통치형태로 나타났고 실제 주민들

의 생활방식은 마을을 단 로 한 자치형태(township) 으며 이는 그 이후

미합 국의 민주주의 형성에 기 를 다져 것이기도 하다.185)

그런데 이른바 보스톤 차 사건(1773,BostonTeaParty)을 계기로 국

정부가 식민지에 하여 강압 조치를 입법하자,식민지 표들은 1774.

9.5.필라델피아 륙회의(ContinentalCongress)를 개최하여 국 정부

의 강압 인 식민정책에 항의하고 식민지인들과 신민지 의회의 권리를 결

의하 다.186)소 ‘ 세계에 울린 총성’으로 불리는 싱턴 유 사태 이

후인 1775.5.10.소집된 제2차 륙회의에서는 국과의 쟁을 결정하

고 조지 워싱턴을 미국군 총사령 으로 임명하 다.187)그리고 제2차

륙회의가 시작된 날로부터 1년 후인 1776.5.10.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고, 1776. 7. 4. 『독립선언문(Declaration of

Independence)』을 채택하기에 이르 다.188)

184) 란시스휘트니 外,『미국의 역사』,이경식 옮김,미국 국무부 발행,서울:주

한 미국 사 공보과,2004.pp.49-52

185)정종섭,『헌법연구』제1권,제3 ,서울:박 사,2005,pp.173-177

186) 란시스휘트니 外,『미국의 역사』,이경식 옮김,미국 국무부 발행,서울:주

한 미국 사 공보과,2004.pp.88-90, 네스 데이비스,『미국에 해 알아야

할 모든 것,미국사』,이순호 옮김,서울:책과함께,2004.118-119

187) 란시스휘트니 外,『미국의 역사』,이경식 옮김,미국 국무부 발행,서울:주

한 미국 사 공보과,2004.pp.91-93, 네스 데이비스,『미국에 해 알아야

할 모든 것,미국사』,이순호 옮김,서울:책과함께,2004.120-122

188)나종일·송규범,『 국의 역사』상-하, 주:한울,2005.;미국의 역사 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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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왕의 사기를 볼진 여일히 백성을 살해하며 침탈하는 사 뿐이

니 주의가 우리 모든 거류지를 순 한 포학과 압제 에 넣고자 함이

라 이 뜻을 거하기 하여 실상 행 을 공평한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노니

그 사 말을 할진 ( 간생략)백성의 표자들이 법 로 의론하여 허락

하는 것이 없으되 임의로 법 외에 세를 물리며189)

독립선언문의 안 작업은 부분 제퍼슨(T.Jefferson)이 했는데,독립

선언서는 새로운 국가의 탄생을 선언했을 뿐만 아니라,이후 세계 민

주주의 국가의 동력이 될 인간의 자유의 철학을 담고 있었다.이 선언서

는 랑스와 국의 계몽 정치철학에 기 했는데,특히 존 로크(J.

Locke)의 『통치에 한 두 개의 논문(TwotreatisesofGovernment)』

두 번째 논문인 『시민 통치의 참된 기원과 범 목 에 한 소

론(AnEssayConcerningtheTrueOriginal,Extend,andEndofCivil

Government)』의 향이 두드러진다.190)

독립선언서의 도입부는 정부에 한 로크의 사회계약설의 향을 엿볼

수 있다.독립선언서에서 제퍼슨은 로크의 원칙을 곧바로 식민지가 처한

상황에 연결시켰다.미국의 독립을 해 싸우는 것은 국왕의 정부 신

민 의 자유와 행복을 지켜 수 있는 민 의 정부를 해 싸우는 것이었

다.191)

이승만이 미국 헌정사에서 민주정부 수립의 경험을 얻고자 했다는 에

비추어 보면,이승만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역사 사건은 바로 미국의

‘독립선언’이며,『독립선언문』은 『독립정신』의 모티 가 되었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니다.

189)이승만,“독립정신”,編 ,雩南李承晩文書編纂委員 ,『(梨花莊 所藏)雩南 李承

晩文書 東文篇』第1卷,서울: 앙일보사: 한국학연구소,1998pp.78-80

190)로크의 의사상에 하여는 정종섭,『헌법연구』제5권,제2 ,서울:박 사,

2005,pp.126-131참조

191) 란시스휘트니 外,『미국의 역사』,이경식 옮김,미국 국무부 발행,서울:주

한 미국 사 공보과,2004.pp.94-95; 네스 데이비스,『미국에 해 알아야

할 모든 것,미국사』,이순호 옮김,서울:책과함께,2004.12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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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독립선고한 을 아래 기록하노니 이는 일천칠백칠십륙년칠월

사일에 ‘아메리카’합 국 안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표한 자들이 모여

‘국’을 거 하고 독립하는 보의를 세상에 반포한 이라 오늘날 세상사

람들의 간담에 새기며 입술에 배어 있는바이니 이는 사람마다 ‘미국’에 독

립한 충의를 미루어 각각 자기나라의 독립할 충의를 배양하는 본의라 우

리 ‘한’동포들의 가장 깊이 주의할 바이로다

이승만이 소개하고 있는 미국 『독립선언문』의 내용 로크의 사회계

약설의 향을 받았다고 보이는 도입부만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져 온 세계 사람이 다 동등으로 생겼나니 이는 고 에 바꾸지 못할 참

이치라 조물주께서 일체로 권리를 품부하 으매 생명과 자유와 안락한 복

을 구하는 것이 다 남이 빼앗지 못할 권리라 이 권리를 안 하기 하

여 나라를 설치하고 정부를 세웠은 즉 정부는 곧 백성의 공번된192)권세를

합하여 된 것이니 언제든지 정부의 제도가 민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본의

를 손해할진 백성이 마땅히 그 제도를 변하던지 없이하던지 하고 새로

이 정부를 세워 기 를 무삼주의로 잡던지 권세를 무삼제도로 조직하던지

그 백성의 생각에 가장 합당하여 희들의 태평하고 안락한 복을 유지하

도록 만드는 것이 곧 그 백성의 합당한 권리라.

이승만은 『독립선언문』에 내포되어 있는 로크의 사상을 상당부분 잘

반 하여 국문으로 옮기고 있다.193)이를 통해 이승만이 로크의 근

사상 ‘신임(trust)에 의한 자연상태(state ofnature)에서 정치사회

(politicalsociety)로의 이행’혹은 신임 목 에 반된 ‘정부의 해체 내지

해소(dissolutionofgovernment)’에 하여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을 알 수 있다.

반면 이승만이 사회계약론을 제 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지 도 있

192)행동이나 일 처리가 사사롭거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다(국립국어원

『표 국어 사 』 참조)

193)이승만이 독립선언문을 직 번역하 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당시 이승만의

어실력에 비추어 충분히 가능하 을 것이다(김지혜,『독립정신에 나타난 한

독립방안 연구』,서울:이화여 학원,2005,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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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94)이 견해는 이승만의 『독립정신』을 홉스 로크의 사회계약론과

비교하면서 이승만의 사상이 구의 사회계약론과 더 비슷한지를 탐구하

고 있다.로크,홉스와 이승만을 비교함으로써 이승만이 홉스와는 달리 강

력한 군주제에 반 하 다거나,이승만이 로크의 시민사회에 하여 제

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을 밝히는 것은 이승만의 정치제도론이 가진 특

징을 부각시킬 수 있는 흥미로운 작업이다.

그러나 이승만은 로크나 홉스의 사상이 아닌 미국의 『독립선언문』의

내용을 받아들여 『독립정신』을 술하 고,로크나 홉스의 사회계약론

보다는 미국 정부수립의 기본 원리가 무엇인지를 소개하고자 하 다.따

라서 이승만의 『독립정신』에도 『독립선언문』의 사상 기 가 되었던

로크의 사회계약론이 담겨있을 수밖에 없지만,로크와 이승만의 정치제도

론 사이에 직 연결성을 찾는 것은 그 게 간단한 작업이 아닐 것이

다.가령,로크는 국가내의 최고권력을 입법권에 신임하 지만,이승만은

이러한 로크의 사상에 구애받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행정부와 통령을

심으로 민주정체를 악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와 같은 연결고리를 심층 으로 연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승만은 왜 하필 미국으로부터 정부수립의 정신을 배우고자 하 던 것

인가?넓게 보면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재필,윤치호 등이 미친

향이 지 않을 것이다.그의 정치제도론 속에서 이에 한 답을 찾고

자 한다면 미국 이 의 정치 명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한 완

한 개 으로 볼 수 없다는 이승만의 언 에 하여 고찰해볼 필요가 있

다.

세계 정치사의 흐름 속에서 본다면,미국이 국에 한 종속을 거부하

고 민 의 손으로 정부를 수립하고 근 국가의 범이 되는 성문헌법을

제정한 것은 유래가 없는 일이다.이승만의 에서 보면 미국 독립 명

이 에 있었던 국의 명 명 역시 제정치의 폐단을 근 하지 못했다

는 에서, 국의 압제를 거부하며 일어난 미국의 독립 명과 목 ,방식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가령,명 명으로 국은 의회우 의 원칙 혹은

194)김지혜,『독립정신에 나타난 한독립방안 연구』,서울:이화여 학원,

2005,pp.46-55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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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주권의 원칙을 확립하 지만,국왕은 실질 인 권한을 상실하지 않았

고 국왕친정의 여지는 여 히 남아 있었다.심지어 미국 독립 명 당시

재 했던 국의 조지3세는 내각을 국왕의 도구로 이용하여 국왕친정의

회복을 꾀하기도 하 다.개 이후에 나타나는 구체제의 잔재들은 국

의 정치개 이 불완 한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다.이와 유사한 것

으로 조선에서 탐 오리의 압제에 항하여 일어난 동학난 역시 정치제도

의 개 을 추구한 온 한 명에 이르지 못하 음은 마찬가지이다.

듯 지리한 쟁이 일어나 허다한 생령의 상한 것이 다 포학한

제정치의 압제하는 폐단을 인연하야 만고사기에 처음으로 생긴 일이라

자고로 각국에 이런 폐단을 인연하야 민요나 군요의 큰 난리가 생긴 것이

거의 없는 때 없었으되 다 일시 격분한 기운을 부려 한번 보복하거나 설치

하기를 시험하야 잠시 세상을 소동할 뿐이오 한둘 공평한 사람들이 에

서 잘 무마하거나 잘 진압하면 인하여 평정하고 말 뿐이니 그 폐단의 근원

은 일호도 막힌 것이 못되는지라 이 ‘미국’쟁은 이 압제를 받지 않

으려는 주의로 인연하여 목숨들을 버리고 필경 남의 포학을 면하야 따로

나매 일후에 원히 이 폐단이 생기지 못하게 할 주의가 생겨 정치폐단의

근본을 바로 잡으려하매

이러한 이승만의 태도를 비 하는 견해가 있다.이승만이 동학농민운동

이나 국의 의화단운동이 교화되지 않은 피지배층의 운동이므로 용인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명을 바라면서도 명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는 모

순 태도라는 것이다.195)이 견해는 기본 으로 이승만이 조건부 명론

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즉 백성들이 개화된 후에는 제정치를 뒤

엎고 백성들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독립의 권리를 지켜주기 바라는 것이

이승만의 생각이라는 것이다.그런데 이승만은 동일한 압제 속에 항거하

는 백성이라도 랑스 백성은 정 으로 보는 반면,미신 행 를 숭배

하고 반외세 특징을 갖고 있는 동학은 부정 으로 평가하 다고 지 한

다.

195)김지혜,『독립정신에 나타난 한독립방안 연구』,서울:이화여 학원,

2005,pp.63-65,89-9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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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이 백성들이 개화되어 제정치를 뒤엎어 주기를 바랐는지 여부

는 제2 에서 이승만의 근 국가 구상과 련하여 서술하겠지만,이승만

이 바라보는 동학과 랑스 명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동일한 성

격의 항거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승만이 동학은 미신 이고 반외세 이

라는 이유로 부정 평가를 내렸다고 쉽게 결론지을 수는 없다.이승만의

정치제도론에 의하면 랑스 명 역시 미국 독립 명과 마찬가지로 제

정치의 폐단을 근본 으로 제거하기 한 명이었다.반면 동학은 고종

을 부정하거나 조선왕조를 복할 의도는 없었다.196)동학이 내세운 네

가지 명목을 이승만이 소개하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일은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고 재산을 손상치 않을 것이며,이는 충성과

의리를 으로 온 하야 세상을 건지고 백성을 편안 할 일이오,삼은

왜와 양을 몰아내고 성인의 도를 밝힐 것이오,사는 군사를 몰아 성 에

들어가 권문세가를 다 멸하고 법강을 세우며 명분을 밝힐 일이라.

동학이 근 하고자 한 상은 백성을 수탈하는 ‘권문세가’일 뿐 백성들

을 보살피지 못하는 고종이 아니었다.오히려 충성을 강조하고 반외세를

주장함으로써 동학은 조선왕조 체제에 반 하는 것이 아님을 확고하게 보

여주었다.이러한 동학은 설사 미신을 숭상하고 반외세 성향이 없었다

하더라도 여 히 이승만이 비 으로 바라보는 ‘민요’의 형에 해당한

다.

다만,이승만이 민주정체를 지향했다는 이유로 민주정체를 지향한 정치

개 이기만 하면 무조건 이를 정 으로 바라본 것은 아니다. 에서 살

펴본 바와 같이 그가 미국 명에 하여는 매우 정 인 입장을 견지하

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민주정체로의 격한 환에 하여 비 인 경

우도 있기 때문이다.바로 랑스 명이 그러하다.

천지간에 가득히 쌓인 만민의 공분을 이런 때를 타서 한번 설치하리라

196)진순신,『(한 권으로 보는 하실록)청일 쟁』,조양욱 번역,서울:세경,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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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 일에 모든 왕권당이라 세도변이라 하던 각색당류를 소유무죄를

물론하고 낱낱이 살해할세,심지어 사부가 무죄한 부녀들과 어린아해까지

남기지 아니하려 하야 일에 유덕군자라던 자도 무수히 해를 당하 던

즉 기외에 정경은 다 가히 짐작할지라 만고에 이 듯 참혹한 사 이 없었

나니 차마 더 말할 수 없도다 이는 다 거의 일백십여년 에 된 사 이라

지 껏 ‘법국’ 명 사기를 보는 자 다 ‘법’국 백성의 잔포함을 책망하여 일

변으로 당시 집정하던 이를 더욱이 경계하야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로 하

여 거울로 삼게 하는지라 이후로 국 이 오래 요란하여 정치를 여러 번

번복하다가 인민의 지식이 차차 늘어 마침내 ‘미국’제도를 모본하여 민주

국이 되어 지 세계에 강 한 나라가 되었으니 그 참담한 화를 지내고 비

로소 이 게 된 것인즉 다 웃사람들이 밖에 시세를 알지 못하고 백성을 압

제하면 되는 로만 알아 밖에서 들어오는 새기운을 억제하지 못하는

에서 필경 충돌이 생김이라197)

구체제,소 ‘앙시아 짐(ancienrégime)’에 항한 랑스 명은 얼

마 지나지 않아 과격한 조짐을 보 고,이승만은 민주정체의 성과와는 별

개로 그러한 명 가운데 자행된 반 명 세력에 한 무차별 처형의 잔

혹함에 하여 비 인 시각을 갖고 있다.성 한 개 에 한 그의 부

정 시각은 조선의 근 국가 구상에도 향을 미쳤다.

제2 근 국가와 정치제도의 개

1.국제정세에 기 한 개 론

이승만은 입헌주의 개 을 통해 근 국가체제로 진입하는데 성공한 서

구 근 국가들을 이상형으로 간주하고,198)육 주 에서 토가 가장 작

은 유럽이 정치를 개 하고 민심을 발달시킨 이후로 문명부강에 있어서

197)이승만,“독립정신”,編 ,雩南李承晩文書編纂委員 ,『(梨花莊 所藏)雩南 李承

晩文書 東文篇』第1卷,서울: 앙일보사: 한국학연구소,1998.p.93.

198)김용직,“이승만의 「독립정신」과 후기 개화기 정치외교 담론”,『한국 학연

구소 학술총서』 15권,서울:연세 학교 출 부,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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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이 된 반면 한 때 강성하던 나라들도 정치개 을 하지 아니하여 지

은 존망이 태로운 지경에 이르 다고 본다.따라서 우리도 “각국의 여

러 가지를 비교하여 제일 좋은 것으로 택하고 더 정긴히 만들어 통용”하

자고 주장한다.199)

근 입헌주의 명에 성공한 서구 열강으로부터 받은 충격에 의해 동

양 각국에서도 정치제도를 개 하자는 움직임이 활발하 다.이승만은 터

키,이집트,인도,태국,미얀마,베트남,청국이 모두 정치개 에 실패하

기 때문에 타국의 지배를 당하는 신세가 되었다고 본다.동시에 로부터

의 개 역시 정치개 의 실패만큼이나 부정 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200)

이승만의 동아시아 은 동양의 정치사상뿐 아니라 서양 외교사와 정치

사 등 당시로서는 상당히 뛰어난 지식수 에서 개되고 있었던 것으

로 보인다.201)이승만이 이처럼 세계 각국의 범 한 정치 실을 비교

정확하게 악할 수 있었던 것은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배제학당에

서 근 교육을 받았고 옥 시 알 의 『 동 기본말』을 번역하는

등 세계사에 하여 방 한 양의 독서를 한데 기 한 것으로 보인다.

제왕권에 항한 부르주아 계층을 심으로 권력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진행한 서구 근 입헌 명과는 달리 박한 사정에 처한 동양에

서는 서구를 모방하는 형식의 정치개 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이승

만도 기본 으로 서구 문명의 우월성과 힘의 논리에 따른 약육강식(弱肉

强食)내지 우승열패(優勝劣敗)의 국제질서를 인정하고 있었다.202)

199)이승만,“독립정신”,編 ,雩南李承晩文書編纂委員 ,『(梨花莊 所藏)雩南 李承

晩文書 東文篇』第1卷,서울: 앙일보사: 한국학연구소,1998,p.263.

200)이승만은 ‘정치를 변치 아니하는 손해’의 항목에서 셤나국(태국)왕과 왕자들이

심이 되어 인재를 교육시키고 낡은 제도를 고치고자 력하여도 백성이 어두워

개 이 어렵다는 사정을 설명하고 있으며,마찬가지로 러시아의 피득(표도르

제)의 개 역시 신하와 백성이 개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에 비 이

다.국내의 갑신난리(갑신정변)에 하여도 일본에 의지한 것이라는 이유로 비

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이승만,“독립정신”,編 ,雩南李承晩文書編纂委員 ,

『(梨花莊 所藏)雩南 李承晩文書 東文篇』第1卷,서울: 앙일보사: 한국학연구

소,1998.).

201)김용직,“이승만의 「독립정신」과 후기 개화기 정치외교 담론”,『한국 학연

구소 학술총서』 15권,서울:연세 학교 출 부,2011.참조

202)최연식,“개 사회진화론의 수용과 청년기 이승만의 독립정신”,『한국정치외

교사논총』,2010.pp.135-166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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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승만은 국제 계를 단순히 힘의 논리만으로 악하지도 않았

다.그는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1835.1.10.-1901.2.3.) 유길 의 견

해와 같이 동아시아 문제를 문명의 문제로 이해하고203)서양 정치의 본의

가 원래 동양에 있던 것이므로,204)문명의 진보가 서구의 유물이 아니

며 문명개화를 통해 조선을 비롯한 동양의 나라들도 장차 국권을 수호할

수 있으리라 망하 다.205)이승만이 서구화를 기본으로 한 개화의 방향

을 제시한 것은 이와 같은 국제정세에 한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백성을 개화시킴으로써 국력을 키우고 나라의 독립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는 그의 기 내지 확신은 가장 직 으로는 이웃 나라 일본의 성

공을 찰한데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일본 역시 막번이라는 근

체제 하에서 미일화친의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 으나,왕정을 복고하

고 메이지 유신을 단행한 후 제국주의 침략의 시 에 일본인들이 직면한

기감을 국가 개 의 원동력으로 삼아 서구 문명을 극 수용하 고,그

하나가 서구식 군 양성 군비 증강이었다.206)

이승만은 일본이 청일 쟁과 러일 쟁에서 각각 승리할 수 있었던 근본

원인을 단순한 군비증강이 아닌 서구식 입헌개 에서 찾았고,그가 『독

립정신』에서 청국을 무능한 나라로 비 하고 러시아의 침략 야욕을 경계

하면서도,207)정작 훗날 조선을 병탄하게 될 일본의 군사 팽창이나 조

203)김용직,“이승만의 「독립정신」과 후기 개화기 정치외교 담론”.『 한국학연

구소 학술총서』15권,서울:연세 학교 출 부,2011.

204)서구의 입헌주의 통과 유사한 사론(士論)이나 간(臺諫)등 공론정치의 통

을 들고 있다(김용직,“이승만의 「독립정신」과 후기 개화기 정치외교 담론”.

『 한국학연구소 학술총서』15권,서울:연세 학교 출 부,2011.

205)이러한 이승만의 세계 은 Outlook의 편집인이었던 라이먼 애보트(Lyman

Abbot,1835-1922)목사의 개 사회진화론으로부터 향을 받은 것이라고 분석

하는 견해가 있다.자세한 내용은 최연식,“개 사회진화론의 수용과 청년기 이

승만의 독립정신”,『한국정치외교사논총』,2010.pp.135-166참조

206)구한말 아시아 제1의 해군국가는 청국,제2의 해군국가는 일본이었다.그러나

1888.을 분기 으로 이러한 해군력의 우열은 역 되었다.자세한 사항은 진순신,

『(한 권으로 보는 하실록)청일 쟁』,조양욱 번역,서울:세경,2006.참조

207)이승만은 청국에 하여 화주의라는 세계 에 갇 문명개화에 실패한 표

인 로 보고 있으며,러시아 표드르 제의 서방화 정책은 피상 인 군사기술의

도입만을 추구한 서구 모방화에 그친 것으로 러시아의 침략 남하정책은 경계

와 공포심의 상이 되었다.이에 하여는 김용직,“이승만의 「독립정신」과 후

기 개화기 정치외교 담론”.『 한국학연구소 학술총서』15권,서울:연세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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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에 한 개입에 하여 부분 우호 인 입장에서 기술하고 있는 것도

정치개 과 국제정세에 기 한 것이다.즉,입헌개 에 성공한 일본이 근

국제 계와 서구 외교술에 잘 응하고 정치 으로 러시아보다 강

하며 자국에 유리한 여론 형성의 기술이 뛰어나다는 고려에서 비롯된 것

이다.208)

동양에 일본도 거의 사십년 에는 세상에서 이름도 별로 알지 못하던

조그마한 섬 나라로 정치를 변하여 서양 규모를 행하면서 곧 날마다

흥왕하여 오늘날 열강국과 군세를 다투기에 이르 으니 이것도 한 다른

연고 없고 다 헌법정치를 모본하여 민이 함께 정사를 의논하는 연고이

라.이 세상에 처하여 종사와 국가를 보 하고 백성이 안락고자 할진 마

땅히 정치제도를 고쳐 상하가 함께 안 한 법을 행한 후에 가히 유지하기

를 바랄지라.209)

청일 쟁의 결과는 이승만이 묘사한 바와 같이 천하가 놀랄 만한 일이

었다.이승만은 승 국인 일국과 패 국인 청국의 차이는 ‘부강한 근본을

연구하여 행하 는지 여부’에 있다고 보았다.210)부강의 근본이란 앞서 말

한 개화와 이를 바탕으로 한 정치개 을 의미하는 것이며,정치개 의 효

과로서 국가의 부강함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국가 간의 부강함을 비

교함에 있어서는 쟁에서의 승패를 요하게 보았다.이승만은 자신의

정치제도론이 타당한지를 검하고 그것이 옳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

기 해 이후로도 군주국과 공화국 상호간에 발발한 쟁에서의 승패 결

과를 의주시하고 있다.

출 부,2011.참조.

208)이승만은 만국공법을 국제사회에서 정의구 을 보장해 주는 것이나,실정법 인

구속력을 마땅히 가지는 것으로 인식한 나머지 일본이 공법의 가치나 목 으로 포

장하여 조선에 개입할 때 그것의 기만 측면을 제 로 이해하지 못하 다.자세

한 것은 김용직,“이승만의 「독립정신」과 후기 개화기 정치외교 담론”.『 한

국학연구소 학술총서』15권,서울:연세 학교 출 부,2011.참조.

209)이승만,“독립정신”,編 ,雩南李承晩文書編纂委員 ,『(梨花莊 所藏)雩南 李承

晩文書 東文篇』第1卷,서울: 앙일보사: 한국학연구소,1998p.95.

210)이승만,“독립정신”,編 ,雩南李承晩文書編纂委員 ,『(梨花莊 所藏)雩南 李承

晩文書 東文篇』第1卷,서울: 앙일보사: 한국학연구소,1998,p.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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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표 인 가 미국이다.보스톤 차 사건(BostonTeaParty)이후

미국인들은 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선포한 뒤 공화제를 선언하 고, 국

과의 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211)이승만은 미국인들의 빼어난 권리의

식이 공화제라는 형태로 제도화되었고 미국 독립 이후 미국의 번 이 이

러한 정치개 의 기 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정치제도론과 제국주의

정복 쟁은 국력의 신장을 매개로 하게 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기 를 세운지가 지 겨우 일백삼십년 동안에 그 자손들이 이 권리

를 다만 지켜 잃지만 않을 뿐 아니라 날마다 해마다 이 권리의 본의를 확

장하여 정미한 정도에 이르는지라.자기조상들의 독립하던 사 을

기념하여 서울 이름을 ‘와싱턴’이라 하나니212)

2.개 에 한 신 론

이승만은 앞서본 바와 같이 세 가지 정치제도 민주정체를 가장 선미

한 정치제도라고 평가하여,기존의 개 론에 비하여 진 인 태도를 취

한 것으로 비추어 진다.그러나 그의 정치제도론을 잘 들여다 보면 이승

만은 갑작스러운 변화를 지양하고, 진 인 개 을 이루기 해 그의 개

론 속에 두겹,세겹 이론 제동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첫 번째 제동장치는 헌법제정에 한 근방법에 하여 진 인 입장

을 취하는 것이고,두 번째 제동장치는 어떠한 정치제도를 선택할 것인가

에 있어 민주정체 개 을 해 선행조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이유로 조선

에서는 먼 헌법정체를 실시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세 번째 제동장치

는 민주정체 개 을 한 조건이 성취된다 하더라도 조국의 실정에 비추

어 민주정치에는 한계가 설정되어야 한다는 이다.

그 에서도 어떠한 정치제도를 개 의 목표로 삼을 것인지는 이승만의

정치제도론 에서도 핵심이 되는 것이므로 이에 하여는 다음 에서

211)한국공법학회,『미국헌법과 한국헌법』,서울: 학출 사,1989.

212)이승만,“독립정신”,編 ,雩南李承晩文書編纂委員 ,『(梨花莊 所藏)雩南 李承

晩文書 東文篇』第1卷,서울: 앙일보사: 한국학연구소,1998,p.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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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그 출발 이 되는 헌법제정에 한 진 입

장을 심으로 살펴본다.

가.헌법 제정에 한 진 근

헌법은 국가와 공동체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활의 근본과 그 질서를

형성하는 근본법(fundamentallaw)이다.헌법은 공동체를 존속·유지할 수

있게 하고,그 공동체 내에 살고 있는 구성원이 행복을 추구하고 개개인

의 개성과 자율성에 기 하여 자기결정에 따라 자기의 삶을 할 수 있

도록 하기 하여 구성원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국가의 형태,종류,

성질,작용에 하여 기본 인 사항을 정한다.213)

앞서 제2장 제2 에서 헌법을 정치의 근본을 정한 법으로 바라보는 이

승만의 제국신문 논설에 하여 언 하 다.이승만은 『독립정신』에서

도 헌법이란 군주가 백성의 권리를 일정 부분 허락하여,의회를 설치하고

백성들이 선출한 의원으로 하여 백성들을 표하게 만드는 법으로 이해

한다.

정치상 변 하는 생각이 이때부터 더욱 성행하여 ‘구라 ’주에 여러나라

가 변하여 공화국이 되었으며 기외에 여러나라들은 에 있는 이들이 차

차 풍기의 변함을 보고 그 정치제도의 공평치 못한 로도 깨달으며 백성

을 압제하여 못일어나게하는 것은 웃사람들의 크게 두려운 화단이 생길

도 알아 자기네끼리 정치제도를 변하여 백성의 권리를 얼마쯤 허락하여

피차 충돌이 나지 않게 하매 인하여 상하가 다 평안무사하고 나라가 날로

흥왕하는지라 이것이 곧 헌법이니 ‘구라 ’주에 각국이 거의 다 이법으로

다스리는 바라.214)

제정치 하에서는 오로지 왕에게 모든 권력이 집 되어 있으므로 굳이

헌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지만,의회를 설치하여 민의를 반 하는 헌법정

213)정종섭,『헌법학 원론』,제5 ,서울:박 사,2010.

214)이승만,“독립정신”,編 ,雩南李承晩文書編纂委員 ,『(梨花莊 所藏)雩南 李承

晩文書 東文篇』第1卷,서울: 앙일보사: 한국학연구소,1998.p.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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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내지 민주정체로 정치제도를 개 하기 해서는 헌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게 된다.

법 내지 정치제도를 바꿀 것인지 아니면 그 에 먼 백성을 개화시킬

것인지의 고민은 구한말 개화 지식인들 사이의 립으로 거슬러 올라간

다.구한말 박규수의 학문 향을 받았던 개화 는 온건한 시무개화

(時務開化派)와 진 인 변법개화 (變法開化派)로 나뉘었다.이승만의

정치 스승이라 할 수 있는 서재필이 갑오개 이래 등장하는 후기개화

계몽운동의 주역이었고 그의 향을 받은 이승만 한 후기개화

열에 속한다.215)이들은 기본 으로 정치 경장,즉 헌법의 도입을 시

하 는데,이승만 역시 유교체제의 구조 개 인 입헌주의를 추구했으며

변법개화사상을 받아들 다고 할 수 있다.216)

이승만은 구한말 조선에서 당장에 헌법을 제정하여 개 을 단행할 것

( 진론)인지,아니면 그러한 개 에 앞서 백성들을 개화하는 비작업을

먼 밟을 것( 진론)인지에 하여,헌법을 제정하고 정치제도를 개 하

는 일이 시 함을 인정하고 있다.다만 그는 이러한 개 에 앞서 학문과

교육으로 백성을 먼 교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갑신정변을 주도

한 변법개화 와는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그는 백성들이 자유·

권리를 인식하고 스스로 옳고 그름을 단할 수 있는 정도를 개화된 상태

라고 보면서,백성을 개화하는 것이 무척 어려운 일이지만 그 게 백성이

개화된 후에 헌법을 쓰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한다.이러한 그의 태

도는 개 에 한 진론의 입장으로도 볼 수 있다.

헌법을 쓰는 것이 그리 어렵지도 아니하고 한 그 긴 함이 이 듯

박하나 이것도 우리 한인민들의 지 정도를 가지고는 결단코 히 하

지 못할지라 서양 여러나라들은 설립된지가 다 동양같이 오래지 않

215)서재필의 사상 활동은 유길 과는 달리 민권론에 그치지 않고 기존 정치제도

를 개 하는 경장개 론과 민주주의 제도의 도입을 추구하는 민주 개 론으로

개되었는데 바로 그 연장선에서 이승만도 진개 활동을 한 것이다(김용직,“이

승만의 「독립정신」과 후기 개화기 정치외교 담론”,“한국 학연구소 학술총소

15권,서울:연세 학교 출 부,2011.)

216)김용직,“이승만의 「독립정신」과 후기 개화기 정치외교 담론”,“한국 학연

구소 학술총소 15권,서울:연세 학교 출 부,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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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고로 사람의 마음이 악한 풍속의 물든 것이 과히 깊지 않았으되 동양

사람은 여러 천년을 하여 내려오며 병들고 썩은 것이 속속들이 배여들

어 여간 학문이나 교육의 힘으로 졸연히 근인을 제하기 어려운지라 마땅

히 새교화의 자유하는 도로써 오랜 풍속의 결박받은 민심을 풀어 주어야

비로소 고질된 구습을 벽 하고 차차 제 생각으로 좋고 언잖은 것을 택할

아는 방향이 생길지라217)

나. 진론의 배경

(1)메이지 정부의 진 입헌론

조선보다 한 발 앞서 입헌주의 개 에 성공한 일본 메이지 정부의 경우

에도 헌법제정에 한 진론과 진론이 립하 다.일본의 개 은 조

선의 개화 지식인들에게도 많은 향을 미쳤으므로 이를 잠시 짚고 넘

어가는 것이 조선의 상황과 이승만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

다.

서구 문명과의 충돌 이후 메이지 유신을 단행한 일본정부는 구미 각국

의 정치와 제도,풍속,교육,산업 등이 모두 동양보다 뛰어나므로,개명의

풍을 일본에 받아들여 일본국민으로 하여 속히 동등한 치로 진보시키

는 것을 목표로 구미에 이와쿠라 사 단을 견하 다.218)메이지 정부의

료들 사이에 헌법을 제정하고 서구식 정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에

하여는 의견이 일치되었으나,그 시기를 놓고 당장 헌법 제정작업을 서

두를 것인가,백성의 정도가 성장하기를 기다릴 것인가에 하여는 이들

도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하여 1873.9.13.구미시찰의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이와쿠라

217)이승만,“독립정신”,編 ,雩南李承晩文書編纂委員 ,『(梨花莊 所藏)雩南 李承

晩文書 東文篇』第1卷,서울: 앙일보사: 한국학연구소,1998.

218)사 단 단장이자 권 사(全權大使)는 이와쿠라 토모미, 권부사에는 참의(參

議)키도 타가요시, 장경(大藏經)오쿠보 토시미치,공부 보(工部大輔)이토 히

로부미,외무(外務 輔)야마구치 나오요시 등 모두 46인으로 구성된 규모 사

단이었다.출방 당시 사 단 구성에 하여는 다나카 아키라,『메이지 유신과 서

양 문명』, 명철 옮김,서울:도서출 소화,2006.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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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단의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1830.8.10.-1878.5.14.),기도 다카요

시(木戶孝允,1833.8.11.-1877.5.26.)두 요인은 성 한 개화를 경개하면서

진 입헌제 도입론을 주장하 고,이와쿠라 사 단 출발 당시만 해도

면 서구화를 주장하고 있었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1841.10.16.-1909.10.26.)역시 사 단의 경험을 통하여 이들의 진주의

입장에 찬성하게 되었다.이와 같이 메이지 정부 지도자들은 ‘민도’,즉 국

민의 개화 정도에 따른 진 입헌론을 지향하고 있었던 것이다.

(2)조선에서의 진 개 론

이승만이 개 의 시기와 방법을 단함에 있어 이러한 일본의 선례와

다른 주요 국가들의 선례를 조심스럽게 찰하고 있음은 물론이다.우선

그는 일본 제국헌법 성립 이 에 서구에서 공부한 많은 일본 유학생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개화운동을 펼쳤고,재야에서 일어난 자유민권운동과의

사이에 긴장과 견제의 계 속에서 흔들림 없이 개 을 향해 박차를 가할

수 있었던 메이지 정부의 사례를 언 하고 있다.그리고 미국의 독립운동

을 지켜본 랑스 지식인들이 신문을 써서 이를 소개하는 등 먼 백성들

을 계몽하 고 그로 인해 구체제 개 을 탄압하는 왕실에 하여 랑스

백성들이 일제히 항할 수 있었던 사례를 언 하고 있다.219)그가 백성

들이 개화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로부터의 개 을 추진했다가 실패한

‘셤나국(태국)’,‘피득(표도르 제)’에 하여도 심을 갖고 지켜보았음

은 앞서 지 한 바와 같다.

이승만의 이러한 진 입헌론은 백성의 개화된 정도에 따라 정치제도

수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유길 ,서재필 등 이승만 이 의 개화기 사상

가들과 큰 맥락에서 입장을 같이한다.220)

시무개화 이며 한말 최 의 국비유학생인 유길 은 일본에서 개화사상

가 후쿠자와 유기치의 문하에서 사숙하고 미국유학을 가서 서양세계를 직

219)이승만,“독립정신”,編 ,雩南李承晩文書編纂委員 ,『(梨花莊 所藏)雩南 李承

晩文書 東文篇』第1卷,서울: 앙일보사: 한국학연구소,1998.

220)유길 ,『서유견문』,허경진 옮김,서울:신원문화사,2005.;김지혜,『독립정

신에 나타난 한독립방안 연구』,서울:이화여 학원,2005,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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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본 후 1885년 귀국한 뒤 연 생활을 하며 서양세계의 사정을 소개

할 목 으로 『서유견문』을 집필하 다.221)유길 은 신사유람단에 참가

하여 1881년 일본으로 간 후 일본에서 유학할 당시 이미 서유견문을 비

하고 있었고,222)당시 일본은 이와쿠라 사 단 귀환 이후 한창 정체에

한 논쟁을 하고 있는 시 이었다.223)국민의 개화 정도에 따라 진 으

로 헌법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메이지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었던 것을 감

안하면 이보다 더 서구문명과 단 되어 있었던 조선에서 유길 이 진

변 에 따른 험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로 인해 기 개화 의 가인 유길 은 경장에 한 입장을 분명하

게 제시하지 않았고 기본 으로 시무개화 로 분류되고 있다.“지나친 자

는 자기 나라를 빨리 태롭게 하고,모자라는 자는 자기 나라를 더디게

태롭게 한다”며 갑신정변과 같은 격한 개 에 반 하 고,공화제에

하여 반 하 을 뿐 아니라 당시 백성의 개화된 정도로는 입헌정체로의

개 도 무리라고 단하 다.224)

이에 비하여 의회설립을 통한 입헌주의 개 이 조선사회가 당면한 정치

개 의 핵심 과제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독립 회 하에서 직 실정치에

뛰어들었던 이승만은 조선의 국권을 수호하기 하여 그러한 개 이 시

하고 박하다고 보았다.이러한 에서도 이승만은 유길 과 인식의 차

이를 보인다.225)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은 백성들의 개화가 정치개 에 선행되어야

한다는 에서 유길 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백성들을 개화 시키

는 데에는 오랜 시일이 걸린다.그럼에도 시 한 정치개 을 앞두고 백성

221)서유견문은 기 개화 의 사상을 집 성한 것으로,조선에서 최 로 서구 문물

의 소개와 함께 개 사상,민권론을 직 경험을 토 로 체계 으로 소개한 책

이다(김용직,“이승만의 「독립정신」과 후기 개화기 정치외교 담론”,“한국 학

연구소 학술총소 15권,서울:연세 학교 출 부,2011.)

222)유길 ,『서유견문』,허경진 옮김,서울:신원문화사,2005.

223)방 석,『근 일본의 국가체제 확립과정 :이토 히로부미와 ‘제국헌법체제’』,

서울:혜안,2008.

224)김용직,“이승만의 「독립정신」과 후기 개화기 정치외교 담론”,“한국 학연

구소 학술총소 15권,서울:연세 학교 출 부,2011.

225)김용직,“이승만의 「독립정신」과 후기 개화기 정치외교 담론”,“한국 학연

구소 학술총소 15권,서울:연세 학교 출 부,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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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개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우선 이승만 자신이 주도

으로 추진했던 개 의 요구가 수구세력의 반 로 좌 된 경험 그리고 서

구 개 이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던 조선의 실 때문인 것으로 보

인다.일본에서 진 이고 신 한 개 이 성공했던 것과 조 으로 조

선에서는 개화 에 의한 진 개 의 실패라는 아 경험이 있었다.

바로 갑신정변과 갑오개 의 실패이다.226)

김옥균과 박 효 등은 치 한 계획 없이 일본군에 의지하여 정변을 일

으켰다가,원세개가 이끄는 청나라 군 에 의해 진압되어 갑신정변은 3일

천하로 끝나고 말았다.227)갑오개 은 청일 쟁 이후 일본이라는 외세의

힘을 빌려 로부터 시작된 개 이었고 이러한 특성상 삼국 간섭에 의하

여 일본의 세력이 축되자 개 은 추진력을 잃게 되었고,을미사변,단발

령에 한 민 의 반발과 항에 부딪히게 되었다.228)이러한 진 개

의 실패라는 경험은 이승만이 진 개 의 필요성을 실히 깨닫는데

일조하 을 것이다.

물론 이승만이 진 개 을 주장한 가장 큰 동기는 가장 선미한 정치

제도인 민주정체로의 개 을 이루기 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다만,

이러한 논의는 조선의 근 국가를 어떠한 정부형태로 구성할 것인지에

한 문제로 이어지므로 아래에서 다시 살펴본다.

3.조건부 민주정체 개 론

가.민주정체 유보에 한 논의

226)서재필은 진 정치운동인 갑신정변의 실패를 리게 경험한 후 도미하여

민국의 민주주의 정치사상을 체계 으로 체득한 후 갑오개 기에 귀국하 다.민

의 계몽을 한 신문발간에 힘쓰고 서구 인 담론으로 자유와 민권의 개념을 소

개하고 하는데 앞장섰다.이승만의 문명개화론은 그러한 서재필과 큰 차이가

없다.자세한 내용은 김용직,“이승만의 「독립정신」과 후기 개화기 정치외교 담

론”,“한국 학연구소 학술총소 15권,서울:연세 학교 출 부,2011.참조

227)진순신,『(한 권으로 보는 하실록)청일 쟁』,조양욱 번역,서울:세경,2006.

228)김신재,“국가형태로 본 한제국의 성격”,『경주사학』제26집,2007;김신재,

“제2차 갑오개 기의 국가형태 개 ”,『경주사학』 제21집,2002.;이정식,『구

한말의 개 ·독립투사 서재필』,서울:서울 학교 출 부,2003.pp.179-18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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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제2장에서 본 바와 같이 서재필,윤치호 등 이승만의 스승이자 선

배 격인 개화 인사들은 조선에서 공화제는 시기상조라고 보았으며,특

히 유길 의 경우 미국의 합 정체에 하여 “사세에 미달하고 풍속에도

어두워 어린아이의 우스갯소리에도 미치지 못할뿐더러,정부를 시작한 유

래가 피차간에 차이가 많다”라고 하 고, 랑스 명에 하여도 “사회의

기 를 복시키며 정치의 조직을 인멸 하여 미문의 명을 야기

하고 귀신이 곡읍할 참상을 출”이라며 임 이 다스리는 정부에서 이를

주장하는 것은 죄인이라고 맹렬히 비 하 다.229)이승만 한 이들과 마

찬가지로 이러한 민주정체의 험성을 경계하고 있다.230)

이는 곳 상고 요순 에 부자상 하지 아니하고 어진 이를 택하여 받들

며 온 나라 사람이 다 가라 어질다 한 후에 인재를 쓰며 다 가라 죽일

만하다 한 후에야 죄인을 죽이던 옛법이니 지극히 공번되고(사사롭지 않

고 공평한)바른 제도라.요,순 세상을 고서에 말만 들었더니 지 시 에

곧 행함을 볼 가 짐작하 으리오.세상에서 들은 세가지 정치 에

이것이 제일 선미한 제도라 하는바라.그러나 동양천지에서는 결단코 합

지도 못하려니와 도리어 극히 험한 생각이라.231)

『독립정신』에서 이승만의 실 개 목표는 입헌군주제 실시에 있

었던 것이다.독립 회의 민권운동에 참여하 을 때 그의 정치 목표도

입헌군주제 실시 다는 에서 입헌군주제 개 방침은 그 사이에 변함이

없었다.이승만은 헌법정체와 민주정체의 두 가지 정체를 비교한 후,헌법

정체는 오늘날에 합당한 법이고,민주정체는 동양에서 극히 험한 제도

라는 이유로 조선은 헌법정체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여기까지만

229)김용직,“이승만의 「독립정신」과 후기 개화기 정치외교 담론”.『 한국학연

구소 학술총서』15권,서울:연세 학교 출 부,2011.;유길 ,『서유견문』,허

경진 옮김,서울:신원문화사,2005.;김지혜,『독립정신에 나타난 한독립방안

연구』,서울:이화여 학원,2005.

230)김용직,“이승만의 「독립정신」과 후기 개화기 정치외교 담론”.『 한국학연

구소 학술총서』15권,서울:연세 학교 출 부,2011.

231)이승만,“독립정신”,編 ,雩南李承晩文書編纂委員 ,『(梨花莊 所藏)雩南 李承

晩文書 東文篇』第1卷,서울: 앙일보사: 한국학연구소,1998.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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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면 이승만의 개 론은 헌법정체 개 론으로 보일 여지도 있다.

이상에 말한 바는 각국의 흥망성쇠가 다 그 정치제도를 따라서 되는 연

고를 설명함이라 이것을 보면 정치를 불가불 변 하여야 될 은 사람마다

짐작하려니와 모든 정치의 제도가 매양 그 나라 백성의 정도에 달린 은

먼 알아야 할지라 만일 백성 정도는 보지 않고 다만 남의 정치 구별만

보아 망령되이 헤아리되 지 새 세상에는 아무 것을 하여도 계치 않다

할진 ,이는 다만 국법에만 득죄할 뿐 아니라 동양천지에 용납지 못할 죄

인이라.232)

그럼에도 이승만은 국식 군주제나 다른 어떤 국가의 군주제보다 먼

미국과 랑스의 정치제도와 운 그리고 자유주의 통을 소개하고 있으

며,『독립정신』에서 가장 많은 지면을 이 부분에 할애하고 있다.그는

‘포학과 침탈’에 항하여 ‘정부의 번복’을 달성한 신생국가 미국의 독립을

상세히 기술하 고,‘제정치의 폐단이 가장 심한’ 랑스에서의 명 발

생에 하여 상술하 다.233)

이승만이 이처럼 미국과 랑스 헌법사에 깊은 심을 갖고 소개한 이

유는 세 가지 정치제도에 한 그의 평가 속에 잘 드러난다.민주정치가

제일 선미한 정치제도라는 것이다.이를 토 로 이승만의 개 론이 헌법

정체개 이 아닌 민주정체개 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인가? 와 같은

이승만의 태도를 기 로 이승만이 장래에 조국에 이식할 정치제도로 입헌

군주제보다는 공화제를 더 심각하게 고려해보았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견

해도 있다.234)

사실,이승만은 『독립정신』에서 상당히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사례를 하는 이승만의 태도는 개

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그리고 문명개화론의 에서는 국·일본 등

232)이승만,“독립정신”,編 ,雩南李承晩文書編纂委員 ,『(梨花莊 所藏)雩南 李承

晩文書 東文篇』第1卷,서울: 앙일보사: 한국학연구소,1998.p.99.

233)이승만은 제16장부터 제20장까지 미국과 랑스의 정치제도와 역사에 하여 소

개하고 있다.

234)김용직,“이승만의 「독립정신」과 후기 개화기 정치외교 담론”.『 한국학연

구소 학술총서』15권,서울:연세 학교 출 부,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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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헌법국가와 미국· 랑스 등의 민주국가에 한 근이 비교 일 되

고 매끄럽다.그런데 정치제도 개 론에 이르러서는 민주국가를 향하던

방향을 하게 틀어서 헌법정체 개 이라는 결론을 맺고 있다.이로 인해

이승만이 민주정체를 조선의 정치제도 개 론의 일환으로 주장한 것인지

아니면 문명개화론의 차원에서 미국인들의 빼어난 권리의식만을 본받고자

한 것인지를 두고 혼란스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의문은 결국 『독립정신』을 술한 이승만을 공화주의자로 볼

것인가에 한 것인데,이에 하여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으며,각각

의 견해가 세부 으로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기본 으로 이승만이 미

국식 공화제에 찬성한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일반 인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 ,이승만이 정치제도 개 론에서 민주정체를 배제한 것으로 보

이지는 않는다.제3장 제1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승만이 『독립정

신』에서 미국 헌정사에 한 논의를 도입한 이유는 정부수립의 본의 내

지 정부수립의 원리를 설명하기 함이었다. 국에 한 독립을 선포한

미국의 『독립선언문』에서는 백성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한 정부를 수

립하고자 하 고,그 내용은 이승만의 『독립정신』에서 핵심을 이루는

부분이다.그런데 정작 정치제도 개 론에서 민주정체 개 론을 포기하고

헌법정체 개 론을 선택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승만은 미국 독립 이 의 국 정치를 제정치로 보고 『미국독립선

언문』을 번역하면서 의도 으로 원문에 비해 국 왕이 백성을 더 가혹

하게 다룬 것으로 번역함으로써 포학한 정치에 희생되는 백성의 실을

부각시켰다.이러한 미국인들의 상황은 제정치 하에서 압제를 받고 있

는 조선 백성들의 상황을 연상시키기 한 의도에서 상세하게 소개된 것

으로 분석되고,235)이 역시 이승만이 미국의 정치제도를 지향하고 있었

다는 을 뒷받침해 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이승만을 공화주의자로 보면서 헌법정체를 실

시하자는 그의 주장을 민주정체 개 론으로 선해하는 견해도 있다.236)이

235)김지혜,『독립정신에 나타난 한독립방안 연구』,서울:이화여 학원,

2005.pp,.45-46.

236)가령,김용직,“이승만의 「독립정신」과 후기 개화기 정치외교 담론”,“한국

학연구소 학술총소 15권,서울:연세 학교 출 부,2011.이 표 이다.나머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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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는 『독립정신』을 집필할 당시 이승만이 고종을 폐 하려는 음모에

가담하 다는 의를 받고 투옥되었고,생사의 기로에 서서 고종의

한 사면조치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던 이승만이 고종을 부정하고 자신

의 정치 소신을 밝히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문제에 한 답을 제 로 규명하기 해서는 먼 이승만이 민

주정체에 주목한 이유를 헌법정책 에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그

는 미국 식민지인들이 국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신들의 정부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백성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한 완 한 정치개 ,즉 민주정체

개 을 달성했다고 보았고,이러한 이유로 헌법국가보다는 민주국가에 우

선 인 심을 가지고 있었다.그 다면 이승만이 어떠한 헌법정책 요

소에 주안 을 두고 미국의 정치제도에 하여 와 같은 평가를 내린 것

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이승만이 조선에 민주정체를 도입할 수 없다고 본 이유 역시

같은 에서 분석해 보아야 한다.이승만이 고려한 민주정체의 정

요소에 비하여 부정 요소가 히 작을 경우,민주정체의 험성에

한 주장은 허황된 것이거나 고종을 의식한 명목상의 변명에 불과할 수 있

다.반면,민주정체를 실시할 수 없다는 에 하여 실질 이고 설득력

있는 논거가 제시된다면 『독립정신』을 문면 그 로 이해하지 않을 수

없다.즉,민주정체의 실시는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유보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민주정체에 한 평가의 근거

21세기를 살아가는 인들의 시각에서는 미국식 정치제도를 가장 선

미하다고 평가하는 이승만의 태도가 다소 의아하게 보일 수 있다.근 화

과정에서 미국 제도를 모방한 수많은 나라들이 통령제를 채택하 지만

그 결과는 통령 독재로 락하여 민주화에 실패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

다.세계 각국의 정부형태 분포를 살펴보더라도 의원내각제 국가가 더

사한 견해들에 하여는 뒤에서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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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분포되어 있다.

정부형태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를 정하는 헌법정책에 있어서는 보

편 으로 고려되어야 할 원리 요소와 그 나라가 구체 으로 처해 있는

실 요소가 있다.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요한 원리 고려요소이며,국가운 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 역

시 그러한 원리 요소에 포함된다.그 외에도 공동체의 구체 인 발 상

태,직면하고 있는 공동체 인 문제,공동체를 둘러싸고 있는 여건과 환

경,그 나라의 정치문화와 사회의 수 등과 같은 실 요소도 고려해

야 한다.237)

이승만에 의하면 군주제의 잔재가 남아 있는 의원내각제는 불완 한 개

인 반면 백성들의 손으로 임군을 선출하는 민주정체는 공번되고 바른

제도이다.즉,민주정체는 세습 군주에게 독 인 권력을 허용하지 아니

하고 국민이 선출한 통령이 통치권을 행사하게 함으로써 공권력이 국민

주권에 기 하게 된다.이승만은 이처럼 민주정체에서 통치권이 백성들의

선택에 의해 정당화되는 측면을 높게 평가하 다.국민주권이라는 원리

요소를 요시한 셈이다.

미국 정치제도에 한 『독립정신』의 상세한 설명을 보면 이러한 세습

군주의 잔재 청산 이외에 이승만이 주목하고 있는 다른 제도 요소를 발

견할 수 있다.그는 미국의 정치제도가 일부 세력이 국권을 장악하는

제정치에 한 항의 과정에서 탄생한 에서 권력을 군주나 통령뿐

아니라 구에게도 집 시키지 않는다는 권력분립의 원리를 미국 정치제

도의 가장 핵심 인 특징이라고 본다.미국 랑스 명사에 한 이

승만의 소개에서 잘 드러나 있듯이,정부형태는 권력분립의 구조 실

형태이고,권력분립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해 군주의 권력

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형성,정착되어 온 헌법원리이다.238)

듯 지리한 쟁이 일어나 허다한 생령의 상한 것이 다 포학한

237)정종섭,『헌법학 원론』,제5 ,서울:박 사,2010.

238)정종섭,『헌법학 원론』,제5 ,서울:박 사,2010.;성낙인,『헌법학』,제9

, 주:법문사,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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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치의 압제하는 폐단을 인연하여 만고사기에 처음으로 생긴 일이라

자고로 각국에 이런 폐단을 인연하여 민요나 군요의 큰 난리가 생긴 것이

거의 없는 때 없었으되 다 일시 격분한 기운을 부려 한번 보복하거나 설치

하기를 시험하여 잠시 세상을 소동할 뿐이오 한둘 공평한 사람들이 에

서 잘 무마하거나 잘 진압하면 인하여 평정하고 말뿐이니 그 페단의 근원

은 일호도 막힌 것이 못되는지라 이 ‘미’국 쟁은 이 압제를 받지 않

으려는 주의로 인연하여 목숨들을 버리고 필경 남의 포학을 면하여 따로

나매 일후에 원히 이 폐단이 생기지 못하게 할 주의가 생겨 정치폐단의

근본을 바로잡으려하매 국권을 도로 한두 사람의 장악에 맡기는 것이 다

시 험하게 될 염려를 깨달은지라 이럼으로 정치제도를 에 기록한 바

와 같이 마련하여 만민에게 일체로 맡겨 주장하게 하나니239)

미국 독립과 랑스 명으로 태동된 입헌주의의 세계사 흐름 속에서

세계의 정치제도는 제군주정으로부터 입헌군주정으로 변경되는 과도기

에 놓여 있었고,권력분립은 군주의 권력을 쪼개어 이를 의회와 정부로

분배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을 하고 있었다.240)이

러한 변화의 흐름을 인식하고 있었던 이승만이 군주의 자의 권력행사를

억제하기 한 법을 ‘헌법’으로 보았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랑스

인권선언 역시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지 아니하고,권력의 분립이 규정되

지 아니한 모든 사회는 헌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표 하고 있는 에

서 권력분립은 입헌주의의 핵심 구성요소로 작용하 다.241)

뿐만 아니라 군주에게 집 된 권력을 분산시킴으로써 의회는 입법 기능

239)이승만,“독립정신”,編 ,雩南李承晩文書編纂委員 ,『(梨花莊 所藏)雩南 李承

晩文書 東文篇』第1卷,서울: 앙일보사: 한국학연구소,1998.p.76.

240)권 설,“이승만과 한민국 헌법”,『이승만 연구』,서울:연세 출 부,2000,

pp.488-489참조

241)성낙인,『헌법학』,제9 , 주:법문사,2009.;입헌주의의 구체 인 내용에

하여는 학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한태연교수는 기본권의 확인,권력분립,

국민 표에 의한 국민의 입법에의 참가,헌법의 성문화,의회주의(한태연,『헌법

학』,법문사,1985.p.21.)로,김철수 교수는 기본권보장주의,국민주권의 원칙,권

력분립의 원칙,성문헌법의 원칙,경성헌법의 원칙으로(김철수,『헌법학개론』,박

사,1998.pp.8-10),권 성 교수는 주권재민의 원리,기본권의 보장,법치주의,

의제의 원리,권력분립의 원리,성문헌법의 원리로(권 성,『헌법학원론』,법문

사,1998,p.7.)로 본다(권 설,“이승만과 한민국 헌법”,『이승만 연구』,서울:

연세 출 부,2000.p.48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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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정부는 집행 기능에 념하고,각자 맡은 바 권한의 수행에 책임을 지

는 책임 정치를 가능하게 하 다.이러한 에서,권력분립의 원리는 공권

력이 문 이고 효율 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만드는 장치로 기능하

다.242) 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사이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삼권분립이

며,지 도 정부형태가 권력분립의 헌법 기능들을 얼마나 제 로 달성

하고 있는지를 기 으로 정부형태의 우열을 평가하기도 한다.243)244)

미국의 정치제도를 략 의논하건 상하의회원이 있어 국을 표하

나니 제를 입법 행정 사법 세가지에 구별하여 권리를 나 어 맡게 하되

입법 은 법률정하는 권리에만 주 하고 다른 권리에는 간여치 못하며 행

정 은 법을 행하기만 하고 사법 은 법을 맡기만 하여 피차에 두가지 권

리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평균히 분배하여 서로 엇갈려 폐단이

생기지 않도록 함이라.245)

의원내각제에 권력분립의 원칙이 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의원내각

제 하에서도 국왕과 의회 사이에 그리고 특히 여당과 야당 사이에 권력분

립의 원칙은 기능하고 있다.메이지 정부가 구상한 일본 제국헌법도 내각

과 의회 사이의 견제가 존재하고 이를 아우르는 황제가 그 사이의 갈등을

재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권력분립의 원리는 메이지 헌법을 디자인하는

242)강승식,“정부형태 평가기 으로서의 권력분립”,『법학논총』제23권 제2호,

2011.p.96.;반면 오늘날에는 엄격한 권력분립이 통령제의 단 으로 부각되기

도 한다.입법부와 집행부를 이원화하여 권력분립이 심화되면 상 으로 국정 운

의 효율성이 낮아진다는 것이다.미국식 통령제에 있어서 의회와 정부 사이의

립으로 입법과정에 정체가 발생하는 것이 표 이며,여소야 상황하에서 의

회와 정부가 극한의 립으로 치닫는 경우에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243)강승식,“정부형태 평가기 으로서의 권력분립”,『법학논총』제23권 제2호,

2011.p.96.;권력분립에 얼마나 충실한가를 기 으로 정치제도의 우열을 논할 수

있다면 그것은 비교 명쾌한 기 이 될 수 있겠지만,오늘날 정치 실을 돌아봤

을 때 많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244)이처럼 권력분립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가져오는 듯 하지만 오늘날에는

엄격한 삼권분립이 없는 가운데 권력의 집 이 강화되면서 오히려 민주 헌정체

제가 안정 으로 유지되는 상도 발견된다. 에서 언 한 국 의회제도를 보더

라도 권력이 내각에 집 되고 있으나 수상의 자제와 야당에 한 존 으로 인하여

세계에서 가장 민주 인 헌정체제를 운 하고 있다.

245)이승만,“독립정신”,編 ,雩南李承晩文書編纂委員 ,『(梨花莊 所藏)雩南 李承

晩文書 東文篇』第1卷,서울: 앙일보사: 한국학연구소,1998.p.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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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로서도 요하게 고려되었다.246)

그러나 국 의회 다수당은 내각을 구성하게 되고 행정부 수반인 수상

은 의회의원 에 선출되며,내각의 각료도 의원직을 겸하고 있다.내각은

집행부에 해당하나 의회 다수당의 신임을 얻고 있으므로 의회에서 내각이

원하는 입법을 특별한 견제 없이 처리할 수 있게 된다.이처럼 국 의원

내각제 하에서는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에 권력 융합으로 인해 권력분립원

칙이 엄격하게 용되지 않는다.247)그리하여 이른바 의회독재가 가능하

게 된다.이러한 의회독재 가능성은 메이지 천황의 권 에 의존하던 메이

지 정부가 국식 의원내각제를 모방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248)이에

따라 메이지 헌법은 천황의 권을 심으로 정부를 수립하여 권내각주

의·천황친재주의를 표방하 다.249)

반면 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엄격한 권력분립을 기 로 하는 통령

제는 권력분립 원칙에 충실하다고 볼 수 있다.특히 입법부와 행정부 사

이의 권력 분배인 수평 권력분립에 주안 을 둔다면 두 가지 정부형태

의 제도 차이는 확연해진다.입법부와 행정부가 그 성립과 존속에 있어

서 상호독립하는 통령제가 양자가 상호의존하는 의원내각제보다 권력분

립이론에 충실하다는 것이다.250)

이처럼 세 가지 정치제도에 한 이승만의 평가는 국민주권과 권력분립

이라는 헌법원리 요소에 을 둔 것이며,헌법정책 문제와 분리하

여 그러한 결론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마치 미국이나 국의 정치제

도는 그 나라의 역사와 통의 산물이지만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는 이들

246)메이지 헌법이 권력분립에 충실한 헌법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247)성낙인,『헌법학』,제9 , 주:법문사,2009.

248)방 석,『근 일본의 국가체제 확립과정 :이토 히로부미와 ‘제국헌법체제’』,

서울:혜안,2008,pp.36.-59.

249)메이지 헌법에서도 제한된 범 내에서 삼권분립이 이루어졌으나,그 통치형태

는 천황과 메이지 료를 심으로 한 입헌 과두제(Constitutionaloligarchy)로

평가된다(신우철,“일본 입헌주의의 기 형성:그 서구 원형과 동아시아 변

형”,『 앙법학회』 제9집 제1호,2007.p.71.;오시환,“의원내각제의 헌정사

고찰:A StudyontheHistoryofConstitutionalGovernmentoftheParliament

Government",『진주 문 학논문집』제13집,1990.pp.12-13)

250)강승식,“정부형태 평가기 으로서의 권력분립”,『법학논총』제23권 제2호,

2011.p.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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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정치제도를 높게 평가하고 이를 본받고자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

다.

다.백성의 정도에 따른 개

조선의 근 국가를 어떠한 정치제도로 구조화시킬 것인가?이승만이 헌

법국가와 민주국가 어느 나라에서 백성들의 권리를 더 잘 보장하는지

를 비교하고 그 결과 근본 인 개 을 이룩한 민주국가의 우월성에 주목

하 다면,그러한 서구의 정치제도를 조선에 도입함에 있어서는 어느 제

도를 도입했을 때 가장 성공 으로 운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설사 근 헌법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헌법이 백성들의 권리를

보장해주지 못한다면 그 국가는 근 국가라 할 수 없고 제국가에 불과

하다는 것이 이승만의 생각이었다.그리고 그는 국내의 정치 실로 을

돌렸다.

세가지 정치 에 이것이 제일 선미한 제도라 하는 바이라 그러나 동양

천지에서는 결단코 합지도 못하려니와 되려 극히 험한 생각이라 그

험함은 아래 다시 설명하려니와 무삼 정치를 행하던지 정부 세우는 본의

는 잃지 말아야 정부나 백성이나 능히 부지할 도리가 있을지라

이승만이 민주정체를 동양에서 용납받지 못할 험한 제도로 보고 있다

는 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제정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공화주

의는 동양뿐 아니라 서양에서도 험한 사상으로 치부된 은 당연하

다.251)그런데 에서 이승만은 민주정체가 험한 이유를 아래에서

다시 설명한다고 하 다.그가 어떠한 설명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251)명 명으로 입헌군주정이 발달하고 있던 국에서도 과격한 랑스 명에

한 비난 여론이 일어났으며, 국의 개 론자 버크(EdmundBurke)는 『 랑스

명에 한 성찰(ReflectionsontheRevolutioninFrance(1790)』에서 랑스 명

을 비 하 다(나종일·송규범,『 국의 역사』상-하, 주:한울,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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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 말한 바는 각국의 흥망성쇠가 다 그 정치제도를 따라서 되는 연

고를 설명함이라 이것을 보면 정치를 불가불 변 하여야 될 은 사람마다

짐작하려니와 모든 정치의 제도가 매양 그 나라 백성의 정도에 달린 은

먼 알아야 할지라 만일 백성 정도는 보지 않고 다만 남의 정치 구별만

보아 망령되이 헤아리되 지 새 세상에는 아무 것을 하여도 계치 않다

할진 ,이는 다만 국법에만 득죄할 뿐 아니라 동양천지에 용납지 못할 죄

인이라.252)

이승만은 서구의 근 정치제도를 도입하기 해 감안해야 할 국내

여러 정치 여건 에서 우리의 선택을 결정짓는 건이 무엇인지를 밝

히고 있다.새로운 세상이 왔지만,남의 정치제도가 좋다고 아무 것이나

시행할 수 없는 이유는 ‘백성의 정도’이다.이승만은 제정치-헌법정치-

민주정치에 이르는 정치제도의 발 개념을 갖고 있으며,세 가지 정치

근 국가의 정치로 헌법정치와 민주정치를 꼽고 있지만 헌법정치는 민

주정치로 나아가는 과도 인 형태로 보고 있으며,백성의 정도에 따라 정

치제도의 형태가 결정된다고 보았다.이승만에 의하면 정치제도 선택의

기 성패의 건은 백성의 정도이다.따라서 국,일본의 백성들도

개화되었지만,미국, 랑스 백성들이 개화된 정도가 더 높고 그 에서도

최 의 민주정체 개 을 성공 으로 이루어낸 미국 백성들의 정도가 가장

높은 것이 된다.

그(어리석은)백성을 하야 이런(미국 독립선언문)격문을 억만장을

발간하야 이런 말을 억만마디 하기로 무삼 효험이 있었으리요 그런즉 이

의 본의도 장하거니와 그(미국)백성의 개명함도 한 어디까지 이른 것

을 가히 짐작할지라253)

이승만이 백성들의 수 이 낮은 가운데 민주정치를 행하려다 큰 혼란을

겪은 것으로 직 언 하고 있는 것은 남미의 여러 나라들이다.

252)이승만,“독립정신”,編 ,雩南李承晩文書編纂委員 ,『(梨花莊 所藏)雩南 李承

晩文書 東文篇』第1卷,서울: 앙일보사: 한국학연구소,1998.p.99.

253)이승만,“독립정신”,編 ,雩南李承晩文書編纂委員 ,『(梨花莊 所藏)雩南 李承

晩文書 東文篇』第1卷,서울: 앙일보사: 한국학연구소,1998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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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이 어두은 나라에서 혹 망령되히 행하려 하다가는 일국이 크게 어

지러운 법이니 지 남아미리카 에 있는 여러 민주국이 해마다 난리 없

고 된 곳이 은지라254)

그리고 이승만은 랑스 명에 하여 상세하게 알고 있었다.왕정을

타도하여 공화국을 세우고 헌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사

회 혼란,즉 왕권을 지지하는 세력과 공화정을 지지하는 세력 상호간의

충돌과 그로 인한 학살을 알고 있었다. 랑스보다 인권에 한 인식 수

이 터무니없이 낮은 조선에서 공화정을 실시한다면 그러한 혼란의 수

은 랑스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고 조선인들의 수 에 비추어

공화제 도입은 매우 험한 발상이었다.

반면 개화된 정도가 가장 높은 미국의 민주정체 수립은 어떠한가.미국

인들은 국과의 독립 쟁에서 승리한 후 국에 한 보복을 해

다른 살육과 압제로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남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제

도리로 알았고 나아가 타국 백성이나 타국정부의 자주권리를 하여 싸웠

다.

이 듯 힘들이고 벌어엇은 독립권리를 로 유 하며 지켜 사람마다

제 권리를 일호도 잃지 않이하며 놈의 권리를 조 도 빼앗지 못하고 인하

여 남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한 제 도리로 아는 고로 타국 백성이나

타국 정부의 자주권리를 하여 행한 일이 사기에 많이 드러난지라 그

에 가장 빛난 사 을 들어 강 말하겠노라255)

이승만은 그와 같은 표 인 사례로 흑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해

미국 북방사람들과 남방사람들 사이에 일어난 남북 쟁을 들고 있다.256)

미국은 이외에도 미국인들의 빛나는 사 이 여럿이라고 하는데,제2장에

254)1902.12.22.자 『제국신문』논설

255)이승만,“독립정신”,編 ,雩南李承晩文書編纂委員 ,『(梨花莊 所藏)雩南 李承

晩文書 東文篇』第1卷,서울: 앙일보사: 한국학연구소,1998,p.83.

256)이승만,“독립정신”,編 ,雩南李承晩文書編纂委員 ,『(梨花莊 所藏)雩南 李承

晩文書 東文篇』第1卷,서울: 앙일보사: 한국학연구소,1998,pp.8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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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살펴본 미·서 쟁과 쿠바의 독립 한 그러한 빛나는 사 의 일례가

될 것이다.

이승만은 자신의 권리를 목숨보다 하게 여기면서도 남의 권리를 평등

하게 할 아는 미국인들과 비교할 때 자기의 권리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당시 조선인들이 미국식 정치제도를 수용하기에는 개화 수 이

무 낮다는 일 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그 때문에 이승만은

조선 백성들을 독자층으로 염두에 두고 그들을 개화시키기 한 목 에서

『독립정신』을 집필한 것이다.

자유권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나라에서들은 곳 이런 사 을 보면 도리어

미친 사람이라 이를지라 어 인애와 의리가 지극하여 사람의 생각 밖에

뛰어나는 일이 아니리오257)

반면 장식헌법과 같이 문구만 아름답고 아무런 기능을 못하는 헌법도

있으므로,실제로 헌법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법 의 귀가 요한 것이

아니라,백성들의 규범의식이나 문화, 통과 조화를 이루고 그 나라의 토

양에 맞는 헌법을 제정하는 것이 요하다.그에 따라 제정된 헌법은 각

나라가 가진 통, 습 등을 반 하므로 그에 따른 특색을 갖게 마련이

다.가령,미국의 통령제는 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가운데 생긴 고유의

제도이다.일본의 추 원도 행정으로부터 독립된 황제의 지 를 보장하고

의회와 정부 사이의 립을 조정하기 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국의 의

회주의 역시 왕권에 한 제한과 법의 지배를 통해 만들어진 국 고유의

정치제도이다.

각국의 헌법이 갖는 이러한 개별 특성 한 백성들이 형성하는 것이

므로 일견 백성의 정도와 무 하지 않다.그러나 이승만이 고려하고 있는

실 요소가 백성의 정도밖에 없는 것은 아니다.공동체의 구체 인 발

상태,직면하고 있는 공동체 인 문제,공동체를 둘러싸고 있는 여건과

환경,그 나라의 정치문화와 사회의 수 등과 같은 다양한 실 요소

257)이승만,“독립정신”,編 ,雩南李承晩文書編纂委員 ,『(梨花莊 所藏)雩南 李承

晩文書 東文篇』第1卷,서울: 앙일보사: 한국학연구소,1998,p.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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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을 수 있는데258)이승만이 말하는 백성의 정도가 백성들의 권리의식

에 을 맞춘 것이라면 이러한 문제들은 『독립정신』에서 백성의 정도

라는 기 밖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라.일본의 입헌군주제 채택

(1)일본 정치제도 개 의 배경

메이지 유신 이후 민도에 따른 진 개 의 노선을 걷고 있던 일본은

이승만이 『독립정신』을 쓸 당시 이미 서구 열강과 함께 제국주의 국가

열에 들어서려 하고 있었다.그들은 조선보다 한 발 앞서 서구문명을

수용하기 시작하 고,정치개 의 격변기를 맞아 메이지정부 안 에서는

장차 어떠한 정부형태를 취할 것인지를 놓고 열띤 논쟁이 벌어진 바 있

다.이웃나라인 일본에서 어떠한 기 혹은 어떠한 동기와 목표에 따라

정치제도를 선택하 는지 살펴본다면 이승만의 『독립정신』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앞선 언 했던 이와쿠라 사 단의 심 인물이었던 기도 타카요시와

오쿠보 도시미치는 헌법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서구식 정치제도

의 면 도입에는 반 하 다.오히려 메이지 정부 지도자들의 박한

심사는 헌법 정부를 지탱해 정도로 강한 국가를 만들 수 있는 정치제

도를 설계하는 것이었고 헌법은 그러한 정치제도의 상징으로 이해되었다.

메이지 정부의 참의 오쿠보 도시미치는 이와쿠라 사 단으로서 서구 정

치제도를 경험한 뒤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기 해 민주 정치제도 보다

는 애군우국(愛君憂國)하는 국민을 늘리는 것이 요하다고 보았고,민선

의회설립건백서(民選議院設立建白書)에서는 메이지 정부 료들에 의한

료정치의 폐단을 ‘유사 제’라고 지 하면서 료의 권력을 제한하고 인

민을 개명화하기 해 민선의회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 다.

건 계 제도 하에서는 무사와 서민이 분리되고 피지배층인 서민들은 국

가의 존망에 무 심해지지만,민선의회를 설립한다면 정부와 인민이 일체

258)정종섭,『헌법학 원론』,제5 ,서울:박 사,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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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어 나라와 정부도 강해진다는 주장이다.259)

인민의 자유에 한 기운을 북돋기보다는 국내의 일체화를 꾀하는 것이

불가결하며 이를 해 의회제도를 창설하여 인민의 정치참여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에 하여는 건백서에 한 지지자이건 반 자이건 공

감하고 있었다.260)

일본 개화기에 서구 정치제도의 도입은 목표가 되었다기보다는

모든 인민의 정치 참여를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어 국력을 신장시키는

것이 당면한 과제 고,서구식 정치제도는 이를 이루기 해 필요한 수단

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서구의 정치제도를 바라보는 메이지 정부의 이

러한 상 시각은 입헌주의에 한 진론과 국식 의회주의 수용에

한 거부로 귀결되었던 것이다.261)

일본은 동인도 함 사령 페리 제독의 개항 요구에 따른 미일화친조

약(1854)을 시작으로 세 자주권의 상실,치외법권의 설정,상 국에

한 일방 최혜국 우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게 된

다.조슈 번을 비롯하여 존황양이( 皇攘夷)를 주장한 세력은 서구와의 불

평등 조약을 체결한 막부에 반 하여 메이지 유신을 이루어 냈다.262)

폐번치 (1871)이후 메이지 정부의 정치목표는 구미열강과 같은 부강

259)민선의회설립건백서를 통하여 민선의회 논쟁을 주도하 던 이타가키 다이스 는

무진 쟁 당시 아이즈번 붕괴의 경험을 토 로, 건 계 제도 하에서 무사와

서민은 분리되어 힘을 합칠 수 없다.일본이 강국이 되기 해 상하일체로 맞설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는 사상이 건백서 주장의 기 가 되었다고 하 다.방

석,『근 일본의 국가체제 확립과정 :이토 히로부미와 ‘제국헌법체제’』,서울:

혜안,2008,pp.36.-59.

260)방 석,『근 일본의 국가체제 확립과정 :이토 히로부미와 ‘제국헌법체제’』,

서울:혜안,2008.

261)방 석,『근 일본의 국가체제 확립과정 :이토 히로부미와 ‘제국헌법체제’』,

서울:혜안,2008.;TakiiKazuhiro,The Meijiconstitution :the Japanese

experienceofwestandtheshapingofthemodernstate,trans.DavidNoble,

Tokyo:InternationalHouseofJapan,2007.

262)방 석,『근 일본의 국가체제 확립과정 :이토 히로부미와 ‘제국헌법체제’』,

서울:혜안,2008.;장인성,『메이지 유신: 일본의 출발 』,경기:(주)살림

출 사,2007.;홍윤기,『메이지유신의 해부』,서울:인북스,2003.;Takii

Kazuhiro,TheMeijiconstitution:theJapaneseexperienceofwestandthe

shapingofthemodernstate,trans.DavidNoble,Tokyo:InternationalHouseof

Japan,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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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건설,즉 부국강병이었고 이를 한 최우선 과제는 불평등조약 개

정이었다.이와쿠라 사 단은 조약개정의 비교섭을 첫 번째 목 으로

견되었던 것이다.이와쿠라 사 단의 견 취지가 나타나 있는 『사유

서(事由書)』에는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기 해서는 구미의 만국공법을

기 으로 일본의 국체와 정속(政俗)을 변 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세자주권 회복을 한 1878조약개정 교섭이 국·독일· 랑

스의 반 로 무산되면서,민간에서는 그 실패 원인을 일본에는 국회가 없

어 국민의 여론을 결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국회를 개설하자는

주장 일어났고,이는 앞서 본 건백서에서 나타난 메이지 료들의 유사

제에 한 비 과 맞물리면서 국회개설운동으로 발 해 나갔다.이로 인

해 메이지 정부는 국회설립을 차일피일 미룰 수만은 없는 입장에 처하

다.

천황의 궁정세력이 추진했던 입헌제 구상은 군주친재 입헌정체 다.이

들은 천황제를 국체로 보고 삼권의 분별이나 의회의 설립을 정체로 보아

자는 원 불변한 것이고 후자는 변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물론

이러한 군주친재 입헌론은 진 의회개설운동에 한 반발로 제시된 것

이고 메이지 정부의 호응을 얻지도 못하는 것이었으나,유신 료들은 막

부를 타도하고 세운 신정권의 취약한 기반을 보완하기 해 신정부가 천

황정부라는 것을 면에 내세워야 하는 형편이었으므로, 국식 정치제도

와 같이 천황의 지 를 떨어뜨리는 것은 사쓰마,조슈를 심으로 한 번

벌정권의 존립에도 이 되는 것이라는 에서는 메이지 료들 역시

같은 입장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263)

(2)일본의 다양한 정치제도 구상

263)방 석,『근 일본의 국가체제 확립과정 :이토 히로부미와 ‘제국헌법체제’』,

서울:혜안,2008.;장인성,『메이지 유신: 일본의 출발 』,경기:(주)살림

출 사,2007.;홍윤기,『메이지유신의 해부』,서울:인북스,2003.;Takii

Kazuhiro,TheMeijiconstitution:theJapaneseexperienceofwestandthe

shapingofthemodernstate,trans.DavidNoble,Tokyo:InternationalHouseof

Japan,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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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실 배경 하에서 일본에서는 정치제도에 한 다양한 구상이

제시되었다.특히, 진 입헌론에 빠져 있던 메이지 료들에게 충격을

것은 오쿠마 시게노부의 국식 정당내각제 구상이었다.오쿠마가 제

출한 입헌정체 의견서(국회개설주의서)에서 그는 조속히 헌법을 제정한

후 국회를 개설하고, 국식 의원내각제를 채용하여 의원 과반수를 하

는 정당의 당수에게 내각을 조직하게 하여,다수당이 입법부를 지배하는

권한과 행정의 실권을 아울러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강하고 능률 시

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264)

그러나 이러한 국식 의원내각제는 에서 본 바와 같이 천황의 제

성을 제한하고,사쓰마,조슈 번벌정권 존립에 이 되었다.궁 과 원

로원을 심으로 한 궁 그룹은 이에 반발하여 군주친재 입헌론을 제시하

다.원로원 부의장 사사키 다카유키는 참의를 폐지하고,원로원의 권한

을 강화하고,세론의 동향을 참작하여 천황이 친재를 실시해야 한다고 보

았다.

우 신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1825.10.26.-1883.7.20.)역시 기감

을 느끼고 이노우에 카오루(井上馨,1836.1.16.-1915.9.1.)에게 이러한 입헌

정체 의견서에 응할 수 있는 자신의 헌법의견을 기 하도록 지시하

다.265) 이노우에는 러시아 헌법론에 기 한 헌법의견을 제시하여,

1981.7.경 이와쿠라 “헌법의견서”를 상주하 다.이와쿠라의 “헌법의견서”

에 의하면 내각과 의회에 하여,내각의 국무 신은 천황에 해 책임을

지고 법률과 명령에는 신이 서명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입법권은 원

로원과 민선원을 통해 행사되고 산안이 의원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년도 산에 따라 집행한다고 정하 다.즉,입법권은 왕이 의회와 나

264)방 석,『근 일본의 국가체제 확립과정 :이토 히로부미와 ‘제국헌법체제’』,

서울:혜안,2008.;장인성,『메이지 유신: 일본의 출발 』,경기:(주)살림

출 사,2007.;TakiiKazuhiro,TheMeijiconstitution:theJapaneseexperience

ofwestand theshaping ofthemodern state,trans.David Noble,Tokyo:

InternationalHouseofJapan,2007.

265)방 석,『근 일본의 국가체제 확립과정 :이토 히로부미와 ‘제국헌법체제’』,

서울:혜안,2008.;TakiiKazuhiro,The Meijiconstitution :the Japanese

experienceofwestandtheshapingofthemodernstate,trans.DavidNoble,

Tokyo:InternationalHouseofJapan,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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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가지지만,행정권은 국왕이 스스로 장악하고 의회와 정당의 지지여부

와 상 없이 재상을 임명하는 러시아를 모범으로 삼은 것이다.

이노우에는 국식 정당내각제를 불신하 다.일본의 경우 국과 달리

정당 경험이 없어 양당제 정착이 어렵고 군소정당이 난립할 것이 우려되

었다.반면 러시아 헌법은 료 심의 권내각제로서,앞서 본 진주

의를 통한 일본의 안정에 기여한다고 단한 것이다.

(3)이토 히로부미에 의한 헌법 안

이러한 논의에 구보다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이토 히로부미 다.그는

이와쿠라 사 단과 오사카회의 시기를 거치면서 일본의 론이 된 진

입헌론을 따르고 있었고,메이지 기 매우 가까운 사이 던 오쿠마 시게

노부는 그런 이토와 오래 부터 뜻을 같이 해오고 있었다.이토는 갑작

스러운 오쿠마의 국식 개 안이나 이를 반박하는 이와쿠라의 러시아

식 개 안을 그 로 일본에 도입하는 방식에 반 하 으나,그들과 달리

헌법에 한 구체 인 구상을 갖고 있지 못하 다.이로 인해 이와쿠라

사 단 10년 후 이토는 러시아를 모델로 한 헌법 연구를 해 다시 독

일을 향한 여정을 떠나게 되었다.266)

이토는 베를린 학 헌법학 교수인 그나이스트(Rudolfvon Gneist,

1816.8.13.-1895.7.22.)교수로부터 개인지도를 받았지만,일본의 입헌주의

성공에 비 이고 의회의 권한 강화에 회의 인 그의 견해는 제정치를

극복하고 근 입헌국가를 수립하고자 하는 이토를 혼란에 빠뜨렸다.

이토가 일본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희망을 발견한 것은 오스트리아 빈

학의 쉬타인(LorenzvonStein,1815.-1890.)을 만난 이후 다.이토는

쉬타인의 강의에서 국,독일, 랑스의 다양한 입헌정체를 하고 헌법

정부의 작동원리를 이해할 수 있었고, 국·미국· 랑스의 자유과격론자에

266)방 석,『근 일본의 국가체제 확립과정 :이토 히로부미와 ‘제국헌법체제’』,

서울:혜안,2008.;장인성,『메이지 유신: 일본의 출발 』,경기:(주)살림

출 사,2007.;홍윤기,『메이지유신의 해부』,서울:인북스,2003.;Takii

Kazuhiro,TheMeijiconstitution:theJapaneseexperienceofwestandthe

shapingofthemodernstate,trans.DavidNoble,Tokyo:InternationalHouseof

Japan,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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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항할 수 있는 입헌제 수립론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면서 천황제를

심으로 입헌체제를 수립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그는 군주와

의회가 립하는 입헌제가 아니라 군주제 아래에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균

형을 취하는 입헌제 수립을 구상하게 되었던 것이다.267)

그리고 이토는 천황을 해 추 원을 고안하 다.이토에 의하면 유럽

에는 입헌정치의 통이 있고 종교가 국가의 기축을 이루고 있으나 일본

에서 종교의 힘은 쓸모가 없고 기축이라 할 만한 것은 황실이었다. 국

의 의회정치나 러시아의 권정치를 그 로 채택할 수 없는 일본에서는

정부와 의회가 립하는 극단 인 상황에는 천황이 단을 내리고,이를

해 천황에게 선량한 권고를 하기 한 고문으로 추 원이 필요하게 되

었던 것이다.

마. 실 요소의 고려

이와 같이 성립된 일본 제국헌법은 러시아 헌법을 모방하여,268)황제

에게 강력하고 폭넓은 권한을 인정함으로써 권 주의 이지만, 체로 일

본 고유의 제도와 조화를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았다.269)일본 고유의 제

도란 주로 천황제를 말하는 것으로 제국헌법 성립 과정에서는 일본 백성

들이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 심축으로서 천황의 지 와 역할이 강조되

었고,천황제와 근 입헌주의 헌법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정치제도로서 의

267)방 석,『근 일본의 국가체제 확립과정 :이토 히로부미와 ‘제국헌법체제’』,

서울:혜안,2008.;TakiiKazuhiro,The Meijiconstitution :the Japanese

experienceofwestandtheshapingofthemodernstate,trans.DavidNoble,

Tokyo:InternationalHouseofJapan,2007.

268)일본의 메이지 헌법은 러시아헌법의 제정 이후 성공 인 부국강병 정책에

향을 받아서 제정되었고 특히 의회의 권한과 련하여 러시아 헌법과 유사 이

발견되지만 군주제원리를 명문화하여 헌법을 단지 통치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해

했다는 에서 바이에른 1818년 헌법에 가깝다고 평가가 있다(송석윤,“군민공치와

입헌군주제 헌법:비교헌정사 연구”,『서울 학교 법학』제53권 제1호,서울

학교 법학연구소,2012.pp.511-512).

269)TakiiKazuhiro,TheMeijiconstitution:theJapaneseexperienceofwestand

theshaping ofthemodern state,trans.David Noble,Tokyo:International

HouseofJapan,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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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각제가 부각되었다.당시 일본의 논의는 오늘날 정부형태가 의제를

제로 하는 것과는 사뭇 조 이며,정부형태의 선택에 있어 국민의 자

유와 권리의 보호보다는 민간의 자유주의 욕구를 무마하고 천황을 심으

로 한 강력한 일본을 건설한다는 메이지 정부의 실 목표가 크게 작용

한 것이다.270)

이승만은 일본의 입헌주의에 하여 높이 평가하면서도 이와 같이 탄생

한 일본 헌법을 두고 충 인 개 이라고 평가하 다.이승만은 백성들

의 자유·권리보장 국민주권의 실 이라는 헌법원리 요소를 심으로

국민들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민주정치가 최선의 정치라는 이론을 개함

으로써 메이지 료들과는 상반된 시각을 보여주었다.271)

반면 결론에 있어서는 메이지 정부와 동일한 길을 택하 다.메이지 정

부가 부국강병을 통한 외세의 극복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았다면 이승만

역시 백성들의 개화를 통해 근 국가를 수립하고 외세의 침략을 막아 독

립을 지켜야 한다는 목 의식이 있었다.이를 해서는 그 한 메이지정

부에서 그랬던 것처럼 실 문제에 하여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이다.

이런 나라272)에서는 국백성이 가령 만명이 될 것 같으면 만명이 다 살

아 활동하는 기계가 되어 나라를 받들고 보호하나니 그 힘이 어 강 치

않으며 남이 어 무인지경으로 보리요 만은 그 지 못한 나라는 층층이

270)송석윤,“군민공치와 입헌군주제 헌법:비교헌정사 연구”,『서울 학교 법

학』제53권 제1호,서울 학교 법학연구소,2012.p.512,;정상우,“개화기 군민동

치 제도화 과정 입헌군주제 수용 유형 연구”,『헌법학연구』제18권 제2호,한

국헌법학회,2012.pp.447-448

271)입헌군주제를 지지한 조선의 개화 들은 의회의 설립과 사법부의 역할에 해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으며 국민이나 국민의 인권에 한 이해도 미진하 기 때문

에 개화기 입헌주의 수용의 목표는 국민국가의 수립이었으나,헌법은 국민국가 수

립을 한 도구에 불과했고 입헌군주제의 수용은 헌법의 우 가 아닌 부국강병의

수단 개념이 되었다는 지 이 있다(정상우,“개화기 군민동치 제도화 과정 입

헌군주제 수용 유형 연구”,『헌법학연구』제18권 제2호,한국헌법학회,2012.pp.

447-448참조).

그러나 이승만은 국민주권을 실 할 수 있는 민주정체를 원칙 개 의 목표로 삼고,

부국강병이라는 실 요소는 그러한 개 의 성공 실천을 한 수단으로 고려

하고 있다는 에서 와 같은 입헌군주제 지지자들과 동일시할 수 없다.

272)노 제를 폐지한 미국과 같은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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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을 분별하여 차례로 남에게 메이다가 필경은 에 한두 사람에게 메

여 그 웃사람의 손과 발이 될 뿐이니 그 나라 안에 백만명이 있을지라도

실상은 한 사람 뿐이라 백만명을 결박지어 한두 사람이 르고 앉은 나라

에 자유활동하는 일이만명 백성이 합하여 침로하면 어 무인지경 같지

아니하리오273)

이와 같이 백성들의 권리보장은 제국주의 시 에 국민국가 수립 부

국강병을 도모하기 한 수단으로 제시되었고,이승만 한 헌법원리

요소를 심으로 세계의 정치제도를 고찰하여 얻어낸 이론 평가에 조선

이 처한 실 인 요소를 가미하여 개 의 방향을 일정 부분 조정할 수밖

에 없었다.이승만이 어떠한 실 요소를 수집하여 이러한 조정 작업을

진행하 는지는 『독립정신』에서 조선의 근 사를 기술한 부분을 살펴보

면 알 수 있을 것이다.당시 조선의 상황은 “서양형세가 동으로 벗어옴”

이라는 장에서부터 본격 으로 시작되는데,이 부분은 단순히 조선의 역

사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다.조선의 실상황에 한 그의 진단이 사실

『독립정신』 반을 통하는 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조건부 민주정체 개 론

(1)조선의 정치제도 개 의 배경

미국의 정치제도에 을 맞추고 써진 『독립정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뜻을 납득하기 어려운 몇 마디 이유만을 제시하고 헌법정체의 실

시를 주장한다.이러한 변화는 『독립정신』을 읽는 이로 하여 이승만

의 진의가 무엇인지 의심하게 만든다.이처럼 헌법정체 개 의 주장이 갑

작스러운 이유는 이승만이 서술하고 있는 조선의 역사와 구한말 국제정세

에 한 기술 부분을 간과하고,세 가지 정치제도에 한 이승만의 평가

부분으로 시야를 좁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그러나 이승만이 당시 조

273)이승만,“독립정신”,編 ,雩南李承晩文書編纂委員 ,『(梨花莊 所藏)雩南 李承

晩文書 東文篇』第1卷,서울: 앙일보사: 한국학연구소,1998,pp.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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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상황에 하여 기술하고 있는 부분이 그가 헌법정체 실시를 주장하

는 이유라고 본다면 우리는 비로소 근 국가 수립에 한 그의 구상을 추

할 수 있는 단서들을 발견하게 된다.

조선이 구한말 풍 등화와 같은 처지에 놓인 원인으로 이승만은 제정

치의 폐단을 들고 있었다.임 이 아무리 성군이라 해도 혼자 나라를 다

스릴 수 없으니 항상 정사에 괴로운 폐단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다.갑오개 당시 독립 회는 이를 개 하기 해 입헌군주제를 추진하

고 어느 정도 그 성공을 앞에 두고 있었다.이승만 역시 입헌군주제

개 에 동참하 는데,이는 조선이 당면한 목표는 당장에 정치 으로 완

한 개 을 이루어내는 것 보다는 일본의 개 성공 사례를 본받아 부국

강병책을 실시함으로써 태로운 조선 왕실을 높이고 신하된 본분을 다하

여 백성들의 충심을 얻을 수 있으리라 보았기 때문이다.

민주정체 개 론에서 백성들의 직책,즉 의무가 강조된다면 그보다 낮

은 백성의 정도를 제로 한 헌법정체 개 론에서는 신하들의 의무가 강

조되는 이 특색이다.신하들은 더 이상 수동 인 피지배자가 아니라

각자 일정한 직책을 맡고 새로운 학문을 배우며 정치제도를 개 하여 백

성들을 해 국정을 운 할 사명을 갖게 된다.이는 정권을 장악하여 개

을 추진하고자 한 독립 회의 정치 입장이 반 된 것이고,왕에게 집

된 권력을 오늘날의 집행부에 상응하는 신하들에게 맡겨 그들이 학술을

닦고 백성들을 한 정책을 펼친다는 권력분립 사고에 기반한 것이다.

아무리 성인이라도 신하가 아니면 천만가지 일을 홀로 다스릴 수 없으

니 신하의 직책이 하건만,신하가 이러한 한 직책을 모르고 다만

의 뜻만 아당하여 노 와 우마같이 부리는바 되고자 하는 것은 천하에

둘도 없이 험한 일이라274)

벼슬아치들이 학술을 포부하고 나라를 받들어 상등국이 되게 한다면 그

이름과 험이 각국의 추앙을 받고 세계의 공론을 번복할 수 있다

27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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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한 나라에서는 신하들이 각기 맡은 직책의 방한이 있어서 그 방한

안에 있는 일은 의례히 자기가 행하는 고로 인군이 항상 정사에 괴로우신

폐단이 없고 백성들이 모두 감복하여 불쾌한 무리가 있어도 법을 두려워

함이 아니라 곧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감히 반심을 꽤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 은 이를 허울뿐인 왕을 세우려는 음모로 이해한 고

종의 반 와 진 개화에 반발한 백성들의 항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그리고 개 의 실패는 단지 제정치로 회귀하는데 멈추지 않고 아 천

이라는 상 밖의 결과를 낳고 말았다.이른바 명성황후 시해사건을 계기

로 고종은 러시아 공 으로 피하 고,이를 계기로 조선의 수많은 이권

이 러시아에 이양되었다.275)즉,러시아에 의한 국권침탈의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이후 러시아의 도 조차 요구에 하여 독립 회가 만민공동회를 개

최하여 이를 지하 던 것은 독립 회가 거둔 표 인 정치 성과인데

이승만이 왕성한 실정치 참여운동을 개한 것도 이 시 이다.276)아래

는 1898.3.19.자 『 성회회보』에 실린 이승만의 기명논설 내용이다.

시무를 의론쟈 혹 말기를 임의 일본에 허락여 졀 도안에 셕탄

고를 짓게 엿슨즉 지 아라사가 그 졀례로 요구 허락지 아니

은 올치 안타니 그는 각지못고 말이라 뎌 한 졍부에셔 한

흘 가지고 임의로 권리가 잇슨즉 구 주고 구 아니주것이

졍의게 고로지 못다고 지언뎡 경계에 틀이다고 수 업지라 

 젼에 엇지여 일본에 흘죰 빌엿다고 동졔국을 다치 졉자면

미 법 덕 아 오 의 일 졔국을 다공평이 빌녀주어야 터이니 삼쳔리 강

산이 몃죠각이나 겟스며 겸여 그후에 셰계각국이 다 토디를 고

한과 통샹약됴를 쳥터이니 구와 약됴고 구와 아니면 

공평치 못다 터인즉 동셔 칠십여국을 무엇슬 가지고 고로 졍답게 

졉리오

275) 종익,『開化期 中樞院의 機能과 性格에 한 硏究』,서울:서울 학교 학

원,1998,pp.35-36

276)이정식,『이승만의 구한말 개 운동 : 진주의에서 기독교 입국론으로』, :

배제 학교 출 부,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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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은 러시아를 형 인 제국주의 침략국으로 규정하 고,아

천이란 조공체제 하에서 이루어진 청국의 지배가 종결된 이후 다시 맞는

치욕 인 주권침탈의 상황이라고 보았다.

옥 에서 망해가는 조국을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승만은 일본

의 신들을 부러운 으로 바라보면서277)신하된 자들이 충심으로 정치

제도를 개 하여 일정한 직책을 맡고 백성들에게 이롭게 국가를 경 한다

면,백성들은 국가에 충성을 다할 것이므로 내우외환을 막을 수 있고 부

국강병을 이루어 신들의 명성과 엄이 높아져 세계의 공론을 주도할

수 있다고 한다.반면 그 지 못한 조선과 같은 경우에는 반역하는 무리

가 내란을 일으키고 인 국이 만국공법에 따라 간섭하게 되는 결과를

래한다는 것이다.이승만의 『제국신문』논설을 보면 이처럼 나라의 독립

을 태롭게 만드는 경 가 좀 더 직 으로 표 되고 있다.

제정치는 가장 주의도 공평치 못하야 이치에 합하지도 못하며 한

이 부귀를 다투는 세계에서 독립을 유지하기에 크게 험도 하거니와278)

이상에 연일 말한 바는 다 유롭주 사람들이 당 에 정치와 교화를 변

하야 문명에 이르매 인종이 번성하야 땅이 좁은지라 세상에 퍼져 동양에

까지 벗어온 근인과 개척 식민하는 법의 몇가지를 기록 함이어니와 한

법이 있어 약한 나라와 통상 교섭하다가 그 나라 내란을 타서 취하는 법이

라 개 정사가 확실히 개화못된 나라에는 내란이 자주 나는 법이오 내란

이 잦음은 이웃나라에 해되는 고로 이웃나라가 항상 간 하나니279)

자주독립을 침탈하는 인 국이란 종래에는 청국,당시로서는 러시아를

말한다.조선에서는 동학난280)의 진압 과정에 청국이 개입함으로써 청일

277)이승만,“독립정신”,編 ,雩南李承晩文書編纂委員 ,『(梨花莊 所藏)雩南 李承

晩文書 東文篇』第1卷,서울: 앙일보사: 한국학연구소,1998,p.12.

278)1902.12.22.자 『제국신문』

279)1902.11.17.자 『제국신문』논설

280)이승만의 정치제도론에 비추어 보면 동학난을 정 으로 바라보기는 어렵다.

첫째로,동학난은 결과 으로 청일 쟁이라는 외세의 간섭을 래하 고 둘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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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이 일어났었고,이제 아 천 이후 러일 쟁이 발발하려하고 있었다.

제정치에 한 반발로 인해 내정이 소란해지면 이를 틈탄 외세의 간섭

을 래한다는 메커니즘이 바로 이승만이 말하는 자주독립 권리를 보 하

지 못하는 연고의 개이다.

(2)정치개 을 한 실 요소

백성의 정도를 넓게 이해하더라도 이승만이 백성의 정도만을 가지고 정

치제도 수용 여부를 단한 것은 아니다.민주정치는 가장 선미한 제도,

가장 민주화된 제도라고 볼 수 있지만,이승만이 민주정치를 실시하고 있

는 나라로 손꼽고 있는 미국, 랑스 모두 백성들이 내란과 쟁으로 피

를 흘리며 민주화의 가를 치러야 했다. 랑스의 과격한 공화 명이 가

져온 참상은 랑스인들의 정도,즉 권리의식이 낮아서 생긴 결과라 하더

라도,미국인들은 가장 높은 정도에 이르 음에도 동일한 결과를 래하

다.반면, 국,일본 등 헌법정치의 효험을 본 나라들은 왕실과 정부에

서 먼 백성들의 권리를 일정 부분 허용함으로써 상 으로 이러한 충

돌 없이 개화된 정치제도를 세울 수 있었다.

이승만은 『 성회회보』논설을 쓸 때부터 백성들에게 권리를 부여할수

록 황실의 권리도 많아진다고 주장하여 개 에 한 황실의 탄압을 막으

려 하 는데,독립이 태로운 상황에서 공화제를 도모한다면 필경 조선

은 내란과 외환으로 독립을 잃게 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이승

만이 ‘백성의 정도’와 함께 요한 실 요소로 고려했던 ‘상하간의 충

돌’과 ‘독립의 침해’를 단지 고종을 의식하여 한발 물러선 입장으로 보기

는 어렵다.이승만이 『독립정신』을 술할 당시에는 민주정치뿐 아니라

헌법정치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도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는

이미 그러한 이유로 투옥되어 죽을 기를 여러 번 맞았기 때문이다.

마땅히 헌법제도를 연구하여 시 히 시작하여 조 씩 캐어 쓸진 가히

동학난의 반외세 성격은 서구 정치제도의 수용을 통한 민주화에 반하기 때문

이다.이에 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로는 김지혜,『독립정신에 나타난 한독

립방안 연구』,서울:이화여 학원,2005.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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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도 없을 것이오 황실과 백성이 일체로 원무궁히 태산반석의 편안함

을 얻을지라 이 을 지어 헌법을 쓰고져 한다고 벌을 더할진 이는 나

의 일신이 가루가 될지라도 두렵지 아니하며 사양치 않을 바이로되

그 시 에 황실을 높인다는 언론이 성행하여 어핍지존(語逼至 )하는

자는 역 이라 하는 터에 이 에 공화,헌법, 제 등 정체 구별을 말한

것이다.그러므로 이런 이유로 이 이 발각되면 지은 자나 간수한 자나

일체로 벌을 받을 것이며 이만한 도 세상에 알려 볼 희망이 없을 것이

다.281)

(3)종래 견해의 검토

이승만의 정치제도 개 론을 민주정체 개 론으로 볼 것인가,아니면

헌법정체 개 론으로 볼 것인가?만약 민주정체 개 론으로 본다면 어느

시기에 어떠한 계기로 헌법정치를 버리고 민주정치를 도입하겠다는 것인

가?이에 하여 종 에 이승만의 『독립정신』에 하여 평가한 들을

보면 체로 이승만은 민주정치를 가장 선미한 제도로 보고 있었기에 그

를 민주정체 개 론자로 평가하는 견해가 부분이었다.

그러나 지 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승만은 당시 조선의 왕조체제 하

에서는 공화정을 시행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그가 공화제 신

입헌군주제를 실시하고자 한 것은 단지 그가 공화제 주장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다.거기에는 공화제를 실시할 수 없다

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따라서 이승만을 시종일 공화주의자로 보는

단순한 평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령,이승만을 임마뉴엘 칸트와 비교하면서 이승만이 국,일본과 같

은 입헌정치를 정치변 의 목표로 삼은 것은 군주제를 유지하고 있던

한제국의 실에서 불가피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282)이러한 견해는 임

281)최종고,『우남 이승만: 한민국 건국 통령의 사상록』,주:청아,2011,p.

268.

282)오 달,“ 한제국기 이승만의 서구 인권 주권론 수용 :그의 「독립정신」에

나타난 정치사상을 심으로”,『 한민족문화』 31,부산:부산 학교 한국민족문

화연구원,2008,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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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뉴엘 칸트가 러시아의 리드리히 제 하에서 자유주의 정치론을 논

의하면서도 군주제를 정면으로 부정할 수 없었던 상황과 구한말 이승만이

처한 상황이 유사하고,이 때문에 이승만이 군주제를 배격하고 공화제를

옹호하게 된 것은 미국으로 건 간 뒤의 일이라고 한다.

『독립정신』을 조선에서 간행할 뜻을 품고 있었던 이승만이 옥 에서

공화주의라는 진 주장을 선뜻 내세우기는 어려웠을 것이다.그러나

가족을 두고 미국으로 떠난 후에라도 공화제를 주장했다가는 서재필이 그

랬던 것처럼 일족이 멸하는 화를 당할 수도 있는 일이므로,이승만이 미

국으로 건 갔다 하여 공화제를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쉽게 단정하기

는 어렵다.이승만이 국외에 있다 해도 구한말 조선왕조가 건재한 이상

공화제 주장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고,조선이 개화되어 공화제를

시행하더라도 독립을 지켜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승만이 국내에 있다

해도 공화제를 주장해볼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승만은 미국식 공화제에 찬성 지만,고종의 한 사면조

치만을 애타게 기다리며 옥 에서 『독립정신』을 집필하 던 상황을 고

려할 때 이승만은 헌법정체가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주장할 수밖에 없었

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283)이 견해에 의하면 이승만이 출옥 후 미국으

로 건 간 후에도 조선왕조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주정치를

주장할 수 없었다고 본다.

그러나 이 견해에 의하면 조선왕조가 멸망한 후에는 이승만이 공화제를

주장해야 할 것이다.늦어도 고종이 사망한 1919.1.20.이후에는 이승만

이 공화제를 마다할 이유가 없어졌다.그러나 이승만은 3·1독립운동이 일

어난 이후에도 공화제 시행은 자신의 정치제도론에 비추어 시기상조임을

지 한 바 있다.이에 한 자세한 내용은 제4장에서 살펴볼 것이다.결국

이 견해 한 이승만의 정치 행보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데는 실패하

다.이 견해가 구한말의 이승만을 이상주의 공화주의자로 잘못 본 것은

283)김용직,“이승만의 「독립정신」과 후기 개화기 정치외교 담론”,“한국 학연

구소 학술총소 15권,서울:연세 학교 출 부,2011.;군주제라는 정치 실이

공화제를 용인할 수 없는 상황과 련이 깊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견해(정상우,“개

화기 군민동치 제도화 과정 입헌군주제 수용 유형 연구”,『헌법학연구』제18

권 제2호,한국헌법학회,2012.pp.472-473)도 이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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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이 민주정체를 도입하지 못한다고 한 이유를 면 히 분석하지 않고

이를 허황된 변명으로 잘못 악했기 때문이다.

그 다고 이승만이 유길 ,서재필,윤치호와 같이 입헌군주제 개 론만

을 주장하 다고 볼 수도 없다.이승만의 머릿속에 공화제 구상이 그려져

있었다는 을 부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구한 말 가장 합당한 제도가

헌법정체라면 반 로 장차 시행하게 될 가장 선미한 정치제도는 민주정체

라고 보아야 한다.지 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승만이 지향한 정치

입장은 역시 민주정체 개 론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같은 취지에서 조선

백성의 의식이 성장하기만 하면 이승만은 민주정체를 시행하고자 했을 것

이라는 견해가 있다.284)

이 견해는 이승만이 『독립정신』에서 국의 정치보다 미국의 정치제

도를 더 많이 소개하고,나아가 미국과 랑스 명을 소개하면서 이 나

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민주정치를 성취했는지를 보여주는 이승만의 시각

을 근거로 이승만이 궁극 으로 추구하는 것은 민주정치라고 보고,이승

만이 민주정치를 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백성의 의식이 문제이므로 조선

에서도 백성의 의식이 성장하기만 하면 세 가지 정치 제일 선미한 민

주정치를 시행하고자 하 을 것이라고 한다.

이승만이 구한말 조선에서는 헌법정체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헌법정체 개 론을 표방한 것인지 아니면 민주정체 개 론을 주장하면서

과도 정부형태인 헌법정체를 먼 실시하자는 것인지는 이승만이 구한

말 조선에서 민주정체를 실시할 수 없다고 본 이유를 분석함으로써 구별

할 수 있다.이러한 에서 이러한 견해는 일응 수 할 수 있다.그러나

이승만에게 가장 긴 한 목표는 우수한 정치제도의 시행이 아닌 조선의

‘자주독립’이었으므로 백성들이 개화되는 것만으로 이승만이 조선에서 외

세의 간섭을 래할 수 있는 공화제를 실시하 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설사 조선 백성들의 권리의식이 향상된다 하더라도 당시 조선의 실을

고려할 때(이에 하여는 ‘조선의 정치제도 개 의 배경’에서 살펴보았다)

284)김지혜,『독립정신에 나타난 한독립방안 연구』,서울:이화여 학원,

2005,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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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치를 하기 해서는,조선왕실과 백성이 정치 으로 충돌하는 상황

이 해소되거나,혹은 조선이 그러한 충돌로 인한 내외 혼란을 감당하고

자주국권을 수호할 수 있을 정도로 국력이 강해져야만 할 것이다.그 방

법은 결국 서구식 학문교육을 통한 개화일 것이지만,설사 백성들이 개화

되어 스스로 표를 선출하고자 해도 왕실과의 충돌로 다시 외세의 개

입을 래한다면 공화정을 시행해볼 기회조차 상실할 수 있다.이승만은

남미를 비롯한 수많은 나라들의 실제 사례를 통해 그러한 험성을 실

으로 악하고 있었다.

(4)조건부 민주정체 개 론

이러한 에서 이승만은 백성들의 낮은 주권의식을 민주정치 실 에

한 첫 번째 장애요인 내지 소극 요소로 보았고,공화제를 반 하는 왕

실의 존재를 두 번째 장애요인으로 본 것임을 알 수 있다.이승만이 조선

의 근 사를 통해 설명한 ‘자주독립 권리를 보 하지 못하는 연고의 개’

에 비추어 이러한 장애요인은 구한말 민주정체를 실시할 수 없는 실질

인 이유이다.이승만은 고종이 지켜보고 있어서 ‘공화제’라는 말을 못꺼낸

것이 아니라 조선의 독립을 해 고종이라도 있어야 하기에 ‘공화제’라는

말을 꺼내지 않은 것이다.285)

그 다면 이승만의 정치제도론이 담고 있는 제정치·헌법정치·민주정

치 상호간의 진 ·발 계에 비추어 볼 때,오늘날 가장 합당한 헌

법정체도 이러한 소극 요소들이 해소된 후,즉 그가 민주정체 시행에

하여 경계하고 있는 실 조건들이 성취된 후에는 제정치와 마찬가

지로 과거에 합당한 법으로 락하고,가장 선미한 정치제도인 민주정체

를 도입하여 시행하는 것이 논리 귀결이다.그러한 에서 그의 개 론

285)개화기 입헌군주제의 수용은 헌법의 우 가 아닌 부국강병의 수단 개념이 되

었고,헌법을 통한 국가건설이 아니라 국가유지를 한 헌법이 필요하 던 것이라

는 견해(정상우,“개화기 군민동치 제도화 과정 입헌군주제 수용 유형 연구”,

『헌법학연구』제18권 제2호,한국헌법학회,2012.p.474)는 이승만의 개 론에 있

어서도 일부 타당한 측면이 있다.다만,국민,의회,인권의 개념에 한 이해가 미

진하여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는 평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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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궁극 으로는 민주정체 개 론이다.반면 그러한 조건이 성취되지 못

한 지 당장에는 민주정체 개 론은 유보되고 실 인 상황을 고려하는

헌법정체개 론이 표면으로 부상하는 것이다.

이승만의 『제국신문』논설에서는 이승만이 조선에서도 민주정체 도입

을 고려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표 하고 있다.다만,구한말 공화주의자들

이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었던 시 상황에서 ‘입헌군주제 개 이후에

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공화제를 실시하자’는 주장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

도로 험스러운 말이었고,이승만은 그처럼 험한 사상을 담하게 신

문에 기고하면서 ‘공화제’라던가 ‘민주정체’라는 용어를 피하고 ‘개명한 정

치와 공평한 법률’이라는 우회 이고 추상 인 표 을 사용하고 있다.물

론 이러한 표 을 사용한 데에는 그가 아직 ‘민주정체’라는 용어를 사용하

기 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그나마 『독립정신』에 비하여 담한 주

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옥 에서 무기명으로 논설을 기고하 던 덕

분인 것으로 보인다.

헌법정치는 백성이 여간 어두워도 가히 낭패가 없는 정치이다.그러나

민주정치는 상하가 다 화합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정치이다.그리고 이승

만이 목표로 삼은 개명한 정치 한 아래가 모두 개화되어야 시행할 수

있는 정치이다.이승만이 ‘강 정치 분간’이후에 말하는 개명한 정치는

바로 민주정체를 의미하고,그 속에는 공화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으로 해석된다.

제일 공평하고 옳은 법이라 하나 이는 백성이 다 열려서 자유를 보 하

며 지식이 능히 자주할 만치 된 후에야 행할 것이오

( 간생략)

마땅히 백성을 개명시킨 후에 상하가 다 화합이 귀순할 것이라 어 힘

으로 할 바리요

( 간생략)

그러므로 군민 헌법정치를 세계 가국이 가장 좋다 하나니 이는 상하에

공평도 하거니와 백성이 여간 어두워도 가히 낭패가 없고 님군이 설령 성

이 아니라도 일정한 법률만 행하면 나라에 태할 염려도 없으며 겸

하야 이 완고한 법에 젖은 백성과 지 새법률에 화하는 인민을 일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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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리기에 심히 합당한지라 지 세계에 가장 많이 행하며 가장 리익이

상하에 공평하게 되는 바이라 이것이 강 정치의 분간이더라

개명한 정치와 공평한 법률은 에서만 밝고 아래서는 어두워도 아니될

것이오 아래만 열리고 에서 어두워도 되기는 곳 되나 자연 다투는 분경

이 있을 것이니 아래가 다 열려 일심하여 할진 일도 순하고 공효가 심

히 넓은 법이라 오늘날 목 에 안 를 교계치 말고 어서 학식들이 늘어야

장차 사람에 공동한 리익을 릴 라 286)

즉,이승만에 의할 때 헌법정치는 조선 백성이 여간 어두워도 낭패가

없어 낡은 정치에 젖어있는 백성과 새 법률을 익힌 인민을 함께 다스릴

수 있는 정치이다.독립 회도 같은 이유로 근 국가 건설을 해 군민공

치의 입헌군주제를 시행하여 개화된 지식인들이 정부 혹은 내각을 구성하

고 다수의 어리석은 백성을 이끌고자 하 던 것이다.군민공치 하에서

는 내각이 법에 따라 통치하므로 임 이 성 이 아니더라도 압제의 우려

는 없다.

그러나 개명한 정치와 공평한 법률,즉 민주정체는 인민의 손으로 정부

를 수립하고 정부는 인민의 뜻에 따라 통치하므로 통치자만 개화되고 백

성이 미개한 상태에서는 성공 으로 운 될 수가 없다.반 로 통치자가

미개하고 인민만이 개화된 상황에서라면 인민들이 새로운 민주정부를 수

립하고 민주정체를 시행할 수는 있으나,양자 간의 권력분쟁이 생겨 외세

의 간섭을 불러들이게 된다.따라서 민주정체를 시행하기 해서는 정부

와 인민이 모두 개화되어야 하므로 목 에 안 를 교계치 말고 어서 학식

이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다.정부와 인민이 모두 개화된 상태에서는 공화

제를 실시한다 해도 외세의 간섭을 불러들일 염려가 없으므로 민주정체

실시를 한 조건은 성취된다.

정부도 인민도 개화되어야 하므로 목 에 안 만 하여 교계치287)

말라는 말은 의미심장하기까지 하다.독립 회의 참정·개 운동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선에서도 개화된 지배층이 부재하지는 않았다.국가의 상층

286)1902.12.22.자 『제국신문』논설

287)요리조리 헤아려 보고 생각해 낸 꾀(국립국어원 『표 국어 사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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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만 개화된 상태에서도 헌법정체 시행은 가능하다.그런데도 이승만은

아래가 다 열려야 개명한 정치가 가능하므로 학식을 닦으라고 구하

고 있다.이는 구한말 망국의 기를 생각하면 당장에는 헌법정체를 실시

해야겠지만 헌법정체는 과도 이고 충 인 미 책에 불과하므로 종국에

는 민주정체 실시를 비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승만이 국민주권원리라는 원리 요소를

심으로 세계의 정치제도를 평가한 것과는 달리,정치제도 개 의 방향

을 결정짓는 것은 실 요소이며,288)이 논문에서는 이승만의 실

요소에 한 고려를 종래의 논의에 비해 부각시키기 해 그의 정치제도

론을 ‘조건부 민주정체 개 론’이라 부르고,제4장에서는 조선 내외의 상

황 변화에 따라 이승만의 개 방향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추 하는 통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이승만이 어느 시 에 민주정체 도입을 한 조

건이 성취되었다고 보는지를 밝 낼 것이다.

이론 으로는 민주정치를 가장 선미하다고 보면서도 조선의 제정치에

한 안으로는 헌법정치를 주장하게 되는 조건부 민주정체 개 론은 이

승만이 가진 정치인으로서의 실 지향 성격이 반 된 것이다.이러한

을 도외시한 채 구한말 이승만이 미국식 정치제도에 사로잡 군주제

를 폐지하고 공화제를 실시하려 했다거나,조선 백성들의 의식이 성장하

기만 하면 공화제를 시행하 을 것이라고 이해한다면 이는 자주독립의 권

리를 정치제도 개 이나 민주화보다 아래에 두는 것이 되므로 실정치인

으로서 이승만의 사상을 제 로 악하지 못한 것이다.

다만,이승만 도미 이후 한일 약의 체결이 있었고,얼마 지나지 않아

한일병합이 이루어져 조선의 왕실은 무 지고 말았다.이후로 상하 충돌

로 인한 내란의 우려보다는 온 백성이 하나로 단결하여 독립을 되찾는 것

만이 민족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민주정체 혹은 공화제를 주장하기

가 수월해진 것은 사실이다.

288)이처럼 정치제도론에서 ‘민주정치’와 ‘그 외’라는 틀을 만들어 놓고 실상황에

따라 탄력 으로 용하는 방식은 제4장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헌법제정과정까

지 일 되게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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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민주정치의 한계

이승만은 정치제도 개 에 하여 매우 신 한 입장을 취하 다.그러

한 기본 입장에 따라 헌법제정에 하여 진 입헌주의를 따르고,정

치제도의 선택에 있어서는 민주정체를 지향하면서도 민주정체 시행을

한 제조건이 충족되기 이 에는 헌법정체를 목표로 하는 조건부 민주정

체 개 론을 주장하 다.이러한 신 론은 민주정체 성립 후에는 논리

으로 민주정치의 한계 설정으로 이어진다.

물론 이승만을 공화주의자로 볼 것인지에 하여 다양한 견해들이 있다

는 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이승만의 견해를 조건부 민주정체 개 론

으로 이해한다면 『독립정신』 술 이후에 이승만이 취하게 되는 정치

입장을 일 되게 해석하는데 도움이 되고,그 에 하나가 바로 민주정치

의 한계를 설정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승만은 민주정체가 성립하기 이 에는 민주정체 성립을 한 제조

건을 제시함으로써 민주정치 개 이 과격화되어 국정에 혼란을 래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다.그 다면 민주정체 개 을 추진하거나 민주정체가

성립된 이후에는 그러한 제조건은 그 의미를 상실할 것인가.국가의 존

립이 다른 모든 헌법 가치에 비하여 우월한 것인가는 오늘날에도 헌법

논쟁의 상이 된다.특히,이승만이 조국의 독립을 민주정치 개 보다

우선시하고 정치개 을 자주독립을 한 수단으로 이해하고 있는 에 비

추어 볼 때,민주정체로 개 하거나 민주정체가 성립된 이후에도 그 제

조건이 되었던 독립의 문제를 끌고와 민주정치보다 상 에 놓고 민주정치

의 한계로 설정하게 될 것임을 미리 짐작할 수 있다.

실제 임시정부 성립 이후로부터 우리 민족은 동포들 사이의 이념·노선

을 둘러싼 분열, 립을 겪게 되고,해방 이후로도 수많은 정치단체의 난

립으로 인해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그 때마다 이승만은 정치 립을

경계하고 정부 심의 강력한 리더쉽을 추구한다.이승만이 『독립정신』

에서 권리의 방한에 하여 서술한 것은 이 시기에 와서야 헌법 실의 문

제로 다가오는데,이승만이 극렬한 분열과 립을 억제하기 해 권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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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 내지 그 기 으로 내세웠던 것이 바로 자주독립이며,뒤에서 본격

으로 고찰하게 될 내용이다.

이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 개진을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민주주의의

기반을 침해할 때 이를 배제해야 한다는 방어 민주주의를 연상시킨다.

방어 민주주의는 서독 연방헌법재 소 례에 의하여 발달한 것이므로

분명 이승만의 사고와 구별되는 것이다.그러나 냉 상황 속에서 이승만

은 조국의 독립을 해 민주주의와 공존할 수 없는 세력을 배제할 수 있

는 논리의 필요성을 인식하 다.그는 백성들이 민주주의 내지 자유·인권

사상을 서구의 것이라고 하여 배척하거나,민간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

하는 공산주의 논리를 받아들이려 할 때,이러한 주의·세력은 조선의 자

주독립을 해하는 것이라 하여 엄 히 경고하고 있다.

제3 미국식 통령의 구상

1.백성들의 직책

이승만이 백성들의 자유와 권리를 심으로 세계의 정치제도를 평가한

것은 다른 개화기 사상가들이나 일본 메이지 지도자들과 구별되는 특징이

다.그는 민주정치를 하기 해서는 백성의 정도가 높아져야 하고 이를

해 가장 먼 백성의 마음이 자유로워져야 함을 강조하 다.여기서 이

승만을 단순한 공화주의자 내지 통령제에 한 맹목 추종자로 이해한

다면,이승만 역시 유길 이나 메이지 정부가 비 한 자유과격론자로 비

춰질 수 있다.

이승만은 배재학당 시 선교사들로부터 민주주의가 성공하기 해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제되어야 한다는 교육을 받았다.조선에서도 독립

회와 같은 근 시민운동이 싹트고 있었으나,극단 자유주의는 건

사고에 빠져있는 조선의 실과는 다소 동떨어진 우려 던 것이 사실

이다.그래서인지 『독립정신』에서는 백성들의 주권의식이 향상되고 공

론이 일어나기를 호소하는 부분이 주를 이루고 극단 자유주의에 한

경계는 비교 은 비 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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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승만이 이처럼 백성들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한 이면에는 그

의무를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다.고질 인 구습을 벽 하기 해

서는 결박받은 민심을 풀어야 하는데,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289)

스스로 생각하여 사리를 분별하고,벼슬아치에게 복종하는 노 의 사상이

나 자신만을 하는 사사로운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무 인 성격을

지닌 것들이다.

이러한 백성들의 직책을 강조하는 것은 서재필의 향을 받은 것이기도

하다.서재필은 조선의 자주독립이 침해된 데에는 백성들의 책임이 크다

고 보면서 입헌군주제 하에서도 백성들의 직책을 강조하 다.이승만 역

시 『 성회회보』에서 『독립정신』에 이르기까지 곧 백성들의 직책을

강조하고 있다.

백성이 아무리 직책을 행하고도 싶으며 한 직책을 행치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해되는 로 모르믄안이로되 에 있는 이들이 자기들도 아니행

하며 백성들도 행치 못하게 한즉 백성이 무삼 힘으로 능히 할 수 있나냐

할지라 ( 간생략)가장 한 것인 즉 사람마다 할 수 없다는 마음을 버리

고 일심으로 일하는 일군이 되도록 만들 뿐이라 백성의 생각이 이에 미치

기 에는 아무 일도 다 헛것이라 하노니 이것이 곧 나라를 보 하는 씨

뿌림이라 씨만 잘 뿌려놓으면 추수가 자연히 풍비하리로다290)

특히,이승만은 권한과 권리라는 용어를 별하여 사용하지 않는데,직

책에 따른 권리 그리고 권리에 따른 직책을 주장함으로써 권한과 의무의

일체성 내지 비례성을 강조하 다.여 히 군주가 존재하는 헌법정체 하

289)이승만은 백성의 마음에 결박 받은 것으로,①반상의 등분을 벽 하지 못하는

것,②생각을 제 뜻 로 못하는 것,③사람이 벼슬에 복종하는 노 의 사상을 면치

못하는 것,④사람의 마음이 세력을 의뢰하기 좋아하는 것,⑤사람이 사사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⑥사람의 생각이 구습을 버리지 못하는 것,⑦사람의 마음이

거짓하는 악습에 물들어 있는 것,⑧사람이 만물을 다스리는 권리가 있음을 알지

못하는 폐단을 들고 있다(이승만,“독립정신”,編 ,雩南李承晩文書編纂委員 ,

『(梨花莊 所藏)雩南 李承晩文書 東文篇』第1卷,서울: 앙일보사: 한국학연구

소,1998.)

290)이승만,“독립정신”,編 ,雩南李承晩文書編纂委員 ,『(梨花莊 所藏)雩南 李承

晩文書 東文篇』第1卷,서울: 앙일보사: 한국학연구소,1998.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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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백성들이 온 한 나라의 주인이라 할 수 없고,국정은 내각을

심으로 운 되므로 상 으로 신하들의 의무가 보다 강조된다.뒤에서

살펴볼 이승만의 ‘독립강령’6가지 역시 내각을 주체로 한 개 과제를 상

정한 것이다.

권리있던 자들을 보라 당시에 험과 이 곧 천지를 진동하며 천

만년을 꺼지지 않을 듯하야 어리석은 세상이 모두 그 채에 취하야 부러

워도하며 추앙도 하더니 일조에 그 세력이 다 어디갔으며 그 이 다 어

디 있나뇨 아라사 공사 을 태산같이 의지하고 세상을 반 하여 천하에

두려운 것이 없는 로 알고 못된 돈을 한없이 지어 백성이 살 수 없고 각

국 상업이 손해되게 하메 이 경고하되 나의 권리라 하여 듣지 아니하

며291)

한 법치국가원리에 따라 나라의 리라 하더라도 무한정한 권한을 지

니는 것이 아니라 직책에 따라서 법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만 권한을 갖는

것이라고 본다.

사람은 소를 물론하고 각각 그 직책에 따라 권리가 자재하고,권리를

지키면 직책이 자재하니 옛 야만시 에는 각각 힘이 강하여 남을 이기

는 것으로 권리라 하 으매 한정이 없었거니와 시 가 차차 개명하여 오

며 교화가 더욱 밝아져서 세력으로 다투던 권리를 감하고 법률을 만들어

한정하매,

반면,백성들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민주정체에서는 백성들의 권리가

그 만큼 많아졌으므로 백성들의 의무가 더욱 강조된다. 표 인 것이 ‘공

론을 형성할 의무’인데,이승만은 백성들이 나라의 일을 나의 일처럼 심

을 갖고 공론을 형성하고 정부 정책에 하여 시비를 따져 물을 것을

구하고 있다.292)민주정치를 실시하기 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민

291)이승만,“독립정신”,編 ,雩南李承晩文書編纂委員 ,『(梨花莊 所藏)雩南 李承

晩文書 東文篇』第1卷,서울: 앙일보사: 한국학연구소,1998,pp.9-10

292)1898.3.19.자 『 성회회보』논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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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론이며,정부에 한 민 의 비 과 감시가 없으면 민주정치가 망하

여 제정치로 락한다고 한다.293)

2. 통령의 직책

민주정체 하에서 최고 통치권자인 통령은 가장 큰 권한을 가지고 있

으므로 가장 큰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통령은 국가를 해 그 만큼

요한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 수 없다.정치제도 개 과 부국강병에 있어서

도 마찬가지이다.이승만이 조선의 롤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 국,일본

의 정치제도를 소개하면서,백성들의 정도와 함께 공통 으로 높이 평가

하고 있는 것이 이들 나라의 군주와 통령의 업 이다.그 업 은 백성

들의 권리를 보장하 다는 내용이다.신성한 군주에게는 이러한 업 이

어진 정치가 되지만,백성들 가운데 선출된 통령에게는 직책이 된다.

로 조상이 유 하는 강가귀한 유업으로 알매 이 기 를 세운지가

지 겨우 일백삼십년 동안에 그 자손들이 이 권리를 다만 지켜 잃지만 않

을 뿐 아니라 날마다 해마다 이 권리의 본의를 확장하여 정미한 정도

에 이르는지라.자기 조상들의 독립하던 사 을 기념하여 서울 이름을 와

싱톤이라 하나니 이는 독립 기 에 첫째 유공한 처음 통령 와싱톤의 빛

난 이름이니 세계 정치개 하는 근본의 기 자가 되어 만국의 추앙하는

바라.294)

미국이 일어나 따로 난 후로 포학한 정사의 태함을 깨닫고 어진 정사

를 행하여 인민을 자유하게 하매 인민이 다 그 덕화에 화하여 한 백성도

나라의 을 하여 죽고자 아니하는 자가 없는고로 국권이 스스로 강

하여 복종하여 들어오는 토지가 온 지구상에 편만히 된지라.그 속지

백성을 한 보다 후히 하여 지 국 황제의 모친 빅토리아 여황

폐하가 붕서하시기 에 환갑경사를 잔치할 새 본국 신민의 즐겨 경축함

은 이르지도 말고 각 속국지에 모든 백성이 심지어 야만토종 까지라도 다

293)雩南李承晩文書編纂委員 ,『(梨花莊 所藏)雩南 李承晩文書 東文篇』第15卷,서

울: 앙일보사: 한국학연구소,1998,p.21.

294)이승만,“독립정신”,編 ,雩南李承晩文書編纂委員 ,『(梨花莊 所藏)雩南 李承

晩文書 東文篇』第1卷,서울: 앙일보사: 한국학연구소,1998.p.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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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로 경축하며 돈을 모아 병원과 학교를 크게 설시하여 빅토리아 여왕

의 성덕을 기념하 나니 당시 지낸 것을 기록하여 볼진 희호세계에 강

구연월이 어 이에 지내리오.295)

다행히 지 명치황제의 총명과단함으로 형편을 먼 깨닫고 어려움을

무릅쓰고 반역을 용서하여 임을 맡기며 수구당을 차례로 몰아내고 개화

당을 붙들어 새법을 실시할 새 헌법을 세워 상하의 원을 설시하고 백성을

허락하여 나라일을 의론하는 권리를 얻게 하매

특히 미국의 통령 조지 워싱턴은 이승만의 지도자상을 정립하는

데 큰 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이승만은 도미 이 부터 치 하게

미국 유학을 계획함으로써,미국으로 출항했던 1904.11.4.로부터 얼마 지

나지 않은 1905.2.바로 조지 워싱턴 학에 입학할 수 있었는데 그는 처

음부터 조지 워싱턴의 이름을 가진 학에 진학할 계획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조지 워싱턴 학은 서재필이 다녔던 학교이기도 하다.서재필은 의학

박물 에서 일하면서 군의총감부 빌링스 령의 권고에 따라 1889.가을

학기부터 야간 의학부에 등록하고 3년간의 정규 과정을 마치고 1892.3.에

한국인 최 의 의학사(M.D.)학 를 받았다.296)이러한 서재필로부터 조

지 워싱턴의 한 업 을 들었던 이승만에게 조지 워싱턴 학은 특별

한 환상을 보여주었을지 모른다.

미국 외교사의 측면에서도 이승만은 조지 워싱턴을 주목하고 있었다.

· 쟁 발발 당시 랑스 명은 미국 내에서도 호응을 얻고 있었고,

미 국무장 제퍼슨을 비롯한 부분의 미국인들이 랑스를 응원하고 있

음에도 조지 워싱턴은 열강들의 다툼 속에서 미국의 독립과 번 을 유지

하기 하여 일방 인 립을 선언하 다.이후 미국에 의하여 시 립

제도가 발달하게 되었고 이승만이 린스턴에서 발표한 박사학 논문의

주제가 미국 외교의 핵심 개념인 시 립론을 다룬 ‘미국의 향을 받은

295)이승만,“독립정신”,編 ,雩南李承晩文書編纂委員 ,『(梨花莊 所藏)雩南 李承

晩文書 東文篇』第1卷,서울: 앙일보사: 한국학연구소,1998.p.94.

296)이정식,『서재필:미국망명시 』,서울:정음사,1984,pp.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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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이었다.297)

한 1919.미국 독립 에서 한인국민회가 열렸는데,이 회를 마치

고 이승만이 독립 장의 양해를 구하여 1787.미국 헌법 선포 당시 조

지 워싱턴이 사용했던 의자에 앉아 기념촬 을 하기도 하 다.이러한 사

실들에 비추어 본다면,이승만이 조지 워싱턴을 얼마나 동경하고 있었는

지 알 수 있다.298)미국인들이 내부 분열과 외교 난 속에서도 조지

워싱턴의 뛰어난 지도력을 심으로 단합하여 세계 최강의 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할 수 있었던 것이 미국 독립사 의 주요 내용이다.미국 독

립사 에 큰 향을 받은 이승만은 통령의 최고 권 이면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직책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승만은 이러한 역사 인 뿐 아니라 개화된 정도가 낮은 조선 백

성들을 이끌고 민주주의를 실 하기 해서는 통령이 심이 되어 강력

한 리더쉽을 발휘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그것이 민주정

체의 특징이자 장 이라고 이해하 다.299)이러한 을 통해 이승만이 이

해하고 있던 ‘통령’이란 무엇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통령이 어떠한 직책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하여 『독립정신』에서

좀 더 구체 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이승만은 『독립정

신』의 ‘후록’에서 장차 독립을 완 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여섯 가지를 제

시하고 있다.

다만 이 사 만 알고 어 하면 장차 독립을 완 할는지 방향이 나서

지 아니하면 한 효험이 없을 터이기로 ( 간생략)그 긴 한 강령을 여

297)김형곤,『조지 워싱턴,미국의 기틀을 만든 불멸의 리더쉽』, 주:살림출 사,

2009.;이승만의 논문에 한 분석은 최정수,“이승만의 「미국의 향 하에 성립

된 립론」과 외교독립론”,『한국 학연구소 학술총서』 15권,서울:연세 학

교 출 부,2011.참조

298)유 익,“3.1.운동 후 서재필과 이승만의 신 한 건국 구상 :필라델피아 한인

총 표회의 의사록 한민국임시정부 요인들에게 보낸 공한 분석”,『한국논

단』제166호,2003.;이승만의 롤모델은 조지 워싱턴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조지

워싱턴이 임 제한 규정에 따라 스스로 통령직에서 물러난 반면,이승만은

1954.11.사사오입 개헌에 의하여 『독립정신』 술 이후 자신의 오랜 원칙인

임제한을 자기 손으로 무 뜨린 에서 아이러니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99)이에 하여는 제4장에서 ‘3·1독립운동 이후의 변화’라는 주제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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섯 조목에 나 어 구별하노니300)

첫째는 세계와 마땅히 통하여야 할 로 알 것,둘째는 새법으로써 각

각 몸과 집안과 나라를 보 하는 근본을 삼을 것,셋째는 외교를 잘할

알아야 할 것,넷째는 국권을 히 여길 것,다섯째는 의리를 히 여길

것,여섯째는 자유·권리를 히 여길 것이다.이승만이 제시한 독립강령은

제국주의 시 의 부국강병책을 제시한 것인데,새법으로 나라를 보 하는

근본을 삼는다는 것은 곧 새로운 정치제도의 도입을 주장한 것으로 해석

되며 자유·권리를 히 여기는 것도 넓게 보면 그러한 주장에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강령과 여섯 번째 강령을 제외하면 모두 외교에 한

강령에 해당하므로,이승만이 구한말 부국강병책으로 정치제도 개 과 함

께 외교통상의 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이러한 독립강

령은 입헌군주제 하에서는 나라의 리들,특히 내각의 직책에 해당하므

로 내각의 구성원들은 과거 화체제 하의 낡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열

강과 동등한 지 에서 외교를 수행하고,황제 고종이 다른 나라의 제황들

과 등한 지 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무를 집행해야 한다.

민주정체를 제로 이러한 독립강령을 읽게 되면 이러한 정무집행의 목

표는 통령의 직책과 연결된다.물론 이승만이 『독립정신』을 술할

당시에는 와 같이 입헌군주제의 내각을 상정한 것이겠지만,헌법정체는

민주정체를 실시하기 한 과도 정부형태이고 내각의 직책은 통령 아

래 행정부의 직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실제 조선왕조가 멸망하고 공화제

형태의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임시 통령 이승만은 이러한 직책의 강조

를 근거로 ‘상징 통령직’에 반 하고 외교 독립노선의 구심 으로서

통령의 역할 수행을 강조하 다.

특히 외교 독립노선은 독립운동의 길을 걸었던 이승만이 일생 동안

수많은 논란과 비 속에서도 고수하 던 원칙이었다.일제에게 국권을

상실한 후 한국인들은 다양한 노선의 독립운동을 개했다.신채호의 무

300)이승만,“독립정신”,編 ,雩南李承晩文書編纂委員 ,『(梨花莊 所藏)雩南 李承

晩文書 東文篇』第1卷,서울: 앙일보사: 한국학연구소,1998,p.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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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독립투쟁론,안창호의 독립 비론 사회주의계열의 계 해방을 목표

로 한 독립운동이 있었다.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인들의 독립정신과

정치제도를 본받고자 했던 이승만은 린스턴 학에서 미국의 시 립

론에 한 박사논문을 작성하 고 국권침탈 이후에는 독립을 해 미국의

지원을 얻는다는 외교독립론을 개하 다.301)그의 외교독립론이 드러난

몇 가지 만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이승만은 서양에서 통상의 자유를 보장받기 해 유럽과 쟁을 불사

했던 미국의 력을 고려해 볼 때,미국이 일본의 침략행 를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단하 고 그러한 논리에 따라 태평양 쟁을 견하

는 『JapanInsideOut』을 술하 다.이러한 미일 쟁 기 론이 이승

만 외교독립노선의 첫 번째 요소 다.302)

외교독립노선의 두 번째 요소는 시 립론의 다른 이론인 국가승인

문제 다.이승만은 미국이 스페인에게 반란을 일으킨 남미 국가들을

교 단체로 승인했던 례를 염두에 두고,장차 실제로 미일 쟁이 임박

하거나 발발했을 때 한국 망명정부가 일본에 해 선 포고할 경우 미국

이 한국을 교 단체로 인정하거나 독립을 승인해 것이라 기 한 것이

다.303)

이승만은 1908.3.23.샌 란시스코 역에서 보국회 소속 장인환과 공립

회원 명운이 조선의 외교고문이었던 친일 인사 D.W.Stevens를 사

살한 일로 재 을 받을 때,이들을 한 통역을 거부하 다.이는 서방의

향력 있는 인사를 암살하는 것이 국제여론을 악화시켜 조국의 독립을

쟁취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304)이처럼 그의 외교

독립노선은 융통성이 없을 정도로 완고한 것이었다.

301)최정수,“이승만의 「미국의 향 하에 성립된 립론」과 외교독립론”,『한국

학연구소 학술총서』 15권,서울:연세 학교 출 부,2011.

302)최정수,“이승만의 「미국의 향 하에 성립된 립론」과 외교독립론”,『한국

학연구소 학술총서』 15권,서울:연세 학교 출 부,2011.

303)최정수,“이승만의 「미국의 향 하에 성립된 립론」과 외교독립론”,『한국

학연구소 학술총서』 15권,서울:연세 학교 출 부,2011.

304)이한우,『 한민국을 세운 독립운동가 이승만』,서울:역사공간,2010.;최정

수,“이승만의 「미국의 향 하에 성립된 립론」과 외교독립론”,『한국 학

연구소 학술총서』 15권,서울:연세 학교 출 부,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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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승만이 분석한 당시 미국의 국가승인 지침에 비추어 볼 때 최종

으로 독립을 승인받기 해서는 독립을 유지할 능력,즉 통상교역

조약체결 능력이 있어야 했고,이승만의 입장에서 국권을 상실한 임시정

부의 통령에게 가장 핵심 직책은 외교 다.실제 이승만이 임시 통

령 집권 이후 주된 활약은 일제를 상 로 한 무장투쟁의 지휘가 아니라

미국을 상 로 한 여론조성 선 업무 다.305)

제 4장 이승만의 정치제도론과 통령제

제헌헌법의 연속성

제1 민주정체 실천론으로의 환

1.이승만의 구국외교 활동

가.루즈벨트에 한 청원

『독립정신』 술 이후 이승만 련 문서를 분석함으로써 이승만의

정치제도론이 어떻게 유지,혹은 변경되었는지 고찰할 수 있다.이승만의

도미 이후에 으로 살펴볼 것은 우선 이승만이 자신의 조건부 민주

정체 개 론을 유지하고 있는가이다.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승만은 민

주정체 개 을 조선의 독립을 조건으로 유보하 는데,도미 이후 그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와 무 하게 민주정체 개 을 부르짖는다면 이승만이 내

세운 조건은 민주정치를 실시하기 한 실질 조건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옥 에 있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여 입헌군주제 개 으로 자신의

305)최정수,“이승만의 「미국의 향 하에 성립된 립론」과 외교독립론”,『한국

학연구소 학술총서』 15권,서울:연세 학교 출 부,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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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신을 굽혔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다음으로 조건부 민주정체 개 론에 의할 때 이승만이 어느 시 에 민

주정체 시행을 한 제조건이 충족되었다고 단한 것인지에 하여 살

펴보아야 한다.이승만이 군주를 제로 한 헌법정치를 주장하는 것은 아

직 『독립정신』에서 지 했던 장애요인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

한다.반 로 이승만이 민주정치의 실시를 주장한다면 그것이 독립을

해하지 않는다는 변화된 실 요소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승만은 민 환 한규설로부터 명을 받고 조미수호통상조약(1882)제

12조의 ‘거 조항’306)에 따라 한국의 독립을 도와 것을 요청하기 해

미국으로 간다.망해가는 동양의 조그만 나라에서 온 이승만이 미국의

통령인 루즈벨트를 면담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외교 경험이 무한

을 고려할 때 큰 성과라 볼 수 있다.

하와이의 유력자인 감리교 감독 존 와드먼(JohnWadman)이 미국 육군

장 (SecretaryofWar) 리엄 태 트(William Taft)에게 윤병구(尹炳求)

목사를 소개해 주었고,태 트가 그에게 루즈벨트를 만날 수 있는 소개장

을 써주었으며,윤병구는 워싱턴 학에 입학한 이승만에게 보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림으로써,이승만과 윤병구는 루즈벨트 통령에게 청원

서를 제출하기에 이른다.307)

루즈벨트와의 면담 내용을 담은 이승만의 간찰을 통하여 당시 이승만이

어떠한 내용의 청원을 하 는지 짐작할 수 있다.

통령이 구석방에서 밖으로 향하여 밖에서 기다리는 사신들에게 잠깐 기

다리라고 친히 이르고 빨리 걸어 우리 있는 방으로 들어오며 손은 내어

고 와서 흔들며 하는 말이 Gentleman,Iamverypleasedtoreceiveyou.

이 말을 마치며 에 곧 않으니 어 총망히 구는지 말할 겨를이 별로 없

는지라.우리가 머리 숙이고 읍하니 무릎 앞에 교 를 놓고 앉으라 하는지

라.셋이 마주 않아 윤이 말하기를 우리는 하와이 우리 인민의 을 가지

306)당사자가 외침을 받는 등 국가안 를 보장하기 힘든 상황에 놓 을 때 상 국이

지원해 다는 것

307)이정식,『이승만의 구한말 개 운동 : 진주의에서 기독교 입국론으로』, :

배제 학교 출 부,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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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받치려 왔노라 하고 내어 즉 곧 받아들고 보는 동안에 우리는 가만

히 앉았더니 다 보고 말이 Gentleman,Iwantyoutounderstand.내가 일

아(日我)를 청하여 평화 의논하기만 권함이오 다른 간 는 못하겠는데 이

일이 하여 내가 사사로이 받을 수 없고 사실인즉 내가 다 보았으며 손

님을 다 맞았은즉 나의 권리가 방한 있는 을 알기 바라노라 하는지라.

내 말이 우리 먼 지방에서 각하의 공평한 을 구하러 왔노라 한즉 웃

으며 고개를 치고 꼭 그런 을 아노라고 답하기로 내 말이 우리 온

것은 통령을 권하여 이 담 에 구태어 간섭하소서 함이 아니오.다만 언제

든지 기회 있는 로 한미약조를 인연하여 불 한 나라의 태함을 건 주

기 바람이로라308)

이승만이 고종의 명을 받고 루즈벨트를 견하기에 이른 것임을 감안

한다면 비록 윤병구의 입에서 나온 말이기는 하나 하와이 인민의 을 받

치러 왔다는 은 주목할 만하다.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직 으

로 고종의 칙사 자격으로 왔다고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물론 그

만으로 이승만이 한제국에서 고종의 통치를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는 없다.외교에는 차상·형식상 복잡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이승만의 화 부분을 보면 그가 고종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

고 있음을 알 수 있다.정확하게는 고종의 신하로서,고종에 한 충심에

서 루즈벨트를 방문한 것은 아닐지라도 조선의 자주독립 수호를 해 자

신의 처녀외교를 수행해 나간 것이다.이러한 그의 외교활동이 공화제와

립 에 있는 고종에 한 구원의 의미가 있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이승만의 첫 번째 외교활동은 일제에 매수된 워싱턴 주재 한국

공사 의 참사로 있던 김윤정의 비 조로 인해 좌 되었다. 국의 신하

도 아니고 자기 나라 정부 료에 의해 구국외교가 좌 된 것에 하여

이승만은 분개하 고,민 환에게 쓴 그의 편지에서 그러한 심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이승만 문서 에 이와 같이 격분한 어조는 찾아보

기 힘들다는 에서 그가 느낀 비통함을 짐작할 수 있다.물론,이승만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것은 비단 김윤정의 배신행 때문만은 아니었다.

308)이승만이 민 환에게 보낸 1905.8.5.자 편지(柳永益 外,『李承晩 同文 書翰集

:淨書·飜譯·校註本』上,中,下,서울:연세 학교 출 부,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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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쓰라-태 트 약으로 표되는 미일 공조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

황이었던 것이다.309)

님군과 신하와 백성이 다 하고 싶어도 못하고 앉은 것을 우리 이 백성들

이 사탕수수 밭에 농사하여서 먹고사는 돈을 사오백원씩 모아 외국 민

이 일례로 찬조하여 이만치 만들어 놓은 일인바 우리나라 독립을 보 하

자는 일인데 소우 공사는 독립 없어지기를 원하는 일이오닛까.통령의 말

이 청국도 행한 일이니 하라 하는 것을 세상에다 나타내었는데 어 하여

정부에서 말린다 하겠소.이 일 하는 백성이 비록 역 이나 강도라도 이

일에 아무 말 없고 아무 뜻 없고 나라 보 하자 하는 뜻이면 일본이나 아

라사 놈 아니고는 다 도울 바이어늘 하물며 이 놈이 어 하여 독립보 한

다는 일에 이 듯 원수로 여깁니까.실로 우리나라의 원수는 일인이나 아

인(俄人)이 아니오 실로 월 에 팔려다니는 놈들이 우리의 제일 원수라 합

니다.이는 우리의 말이 아니오 이 나라 사람들이 땅을 치며 하는 말이고

한 남들의 말이 이러하므로 의 나라는 일본이 와서 마음 로 하여야

참 복이라 합니다.김가를 시각으로 갈거나 소환이라도 시킬 수 없으면 내

가 물고 띁기라도 할 터이며 긔가 올으면 에 보이는 것이 없소이다.310)

나.군주제에 한 정 태도

이승만은 고종에 하여 무능한 왕이라는 부정 시각을 갖고 있었고

미국을 떠나오는 길에 고종의 알 을 사 할 만큼 강한 반감을 갖고 있었

다.311)루즈벨트에게 제출한 청원서에도 이승만과 윤병구는 자신들이 고

종황제의 사신이 아니라 ‘8,000명’하와이 교포들의 표라고 자처하고 자

기들은 조국에 있는 ‘1,200만’백성의 민의를 변한다고 주장하 다.312)

309)이에 하여는 이정식,『이승만의 구한말 개 운동 : 진주의에서 기독교 입국

론으로』, :배제 학교 출 부,2005.

310)이승만이 민 환에게 보낸 1905.8.5.자 편지(柳永益 外,『李承晩 同文 書翰集

:淨書·飜譯·校註本』上,中,下,서울:연세 학교 출 부,2009.)

311)유 익,『이승만의 삶과 꿈 : 통령이 되기까지』,서울: 앙일보사,1996,

p.40.;최연식,“개 사회진화론의 수용과 청년기 이승만의 독립정신”,『한국

정치외교사논총』,2010.pp.135-166참조

312)유 익,『이승만의 삶과 꿈 : 통령이 되기까지』,서울: 앙일보사,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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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그는 한제국의 황제 고종을 구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구국외교 활

동에 열정 이었던 에서,제국과 립한 공화주의자들과는 구별된다.313)

이러한 은 이승만이 1906.여름방학 때 매사추세츠 주 노스필드

(Northfield)에서 열린 ‘만국 기독학도공회’에 한국 총 (總代)로 참석하여,

강단에 올라 독립가를 창하고 ‘한제국 만만세’와 ‘아메리카 만만세’를 세

차례씩 창(昌)하 다는 에서도 드러난다.314)여기서 제국(帝國)은 문의

상 군주가 황제인 나라를 의미하고, 한제국은 고종을 황제로 하는 군주

국이므로,이승만이 한제국 만만세를 창하 다는 것은 그가 아직 군주

정 자체를 부정하 다거나,고종 황제의 폐 를 제로 한 공화정을 주장

하고 있지는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외에 이승만이 도미 직후에 군주제를 부정한 것으로 해석할 만한 자

료는 발견되지 않는다.그 다면 『독립정신』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당시

로서는 고종을 군주로 하는 입헌군주정이 조선에 합당한 제도라는 입장에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그의 구국외교는 이러한 그의 제도

단에 따른 행동이었다고 볼 수 있다.이승만이 고종의 치를 보거나

고종의 노여움을 살 것이 두려워 그의 서인 『독립정신』에서 불가피하

게 입헌군주제를 주장하 다거나 자신의 소신을 굽힌 것으로 보기는 어렵

다. 한 도미하여 고종의 수 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로 ( 제군주가 아닌

입헌군주로서의)고종을 정하던 종 견해를 변경하고 공화제를 추구하

다고 볼 수도 없다.315)

p.40.

313)가령,공화정으로 돌아섰던 터키의 말 샤나 국의 손문이 오스만 제국과

청국 황실에 항하여 투쟁했던 것과 달리 이승만은 한제국을 구하기 하여 움

직이고 있었다.이승만과 같은 시 를 살았던 터키의 아버지 무스타 말은

1920.4.23.터키 국민의회를 소집하 고 1921.1.국민의회에서는 공화정을 표방

하는 헌법을 제정한 후 1922.11.1.술탄제를 폐지하 고 오스만 제국의 마지막

술탄 메흐메트 6세가 망명함으로써 실제 공화국이 되었다( 국역사교사모임,『처

음 읽는 터키사 :동서양 문명의 교차로,터키』,서울:휴머니스트,2010.). 국의

손문 역시 청조 타도를 목표로 수차례 무장 기 하 고,마침내 신해 명을 통하

여 1912.1.1.아시아 최 의 공화국인 화민국을 성립시켰다.반면,이승만은 고

종으로부터,더 정확하게는 고종의 신하인 한규설,민 환으로부터 명을 받고 구

국운동에 앞장서고 있었으며,상당히 열정을 가지고 이를 추진하 던 에서 분명

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314)1906.8.8.자 『제국신문』;이승만이 제국신문사에 보낸 서찰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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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독립운동을 후한 공화제로의 환

가.제1차 세계 종결까지

(1)공화제 경향의 국제정세

이승만이 한국에 민주정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단을 한 것은 언제일

까?뒤에 상술하겠지만,이승만이 임시정부 통령이 된 이후 공화정을

지향했다는 에 하여는 의문이 없다.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도미 직

후로부터 3․1독립운동까지 공화정을 표방했던 흔 은 발견할 수 없었다.

그 다면 그 사이 어느 시 에 이승만의 정책방향이 바 것이다.

에서 본 것처럼 미국을 통한 구국외교의 시도가 좌 된 이후로 이승

만은 학업에 매진하게 되었다.그는 조지워싱턴 학에서 학사를,하버드

에서 석사를, 린스턴에서 박사 과정을 각각 마쳤다.그리고『미국의

향을 받은 립(NeutralityAsInfluencedbytheUnitedStates)』이라는

주제로 박사논문을 작성함으로써,한국 최 로 만국공법에 정통한 정치외

교가가 되었다.316)장기간의 학업은 이승만의 사상에 향을 주었을 법하

다.이승만은 이 게 학생활을 하는 에도 조선에 한 강연과 연설을

계속하는 등 조국의 독립을 한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미국의 시 립

제도에 한 박사논문 작성 한 조국의 독립을 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그 동안에 조선의 정치제도에 하여 특별히 자신의 변경된

견해를 표방하는 행동은 하지 아니하 다.

315)이승만이 추원 의 에 임명된 후 고종을 퇴 시키고 신내각을 구성하기

한 반정부운동에 가담하여 투옥되기까지의 사실만으로는 이승만이 왕조주의자로부

터 공화주의자로 곧바로 환하 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할 것이며,그 이유는 군

주제 그 자체의 폐지를 주장하 다기 보다는 군주제 하의 비교 진 인 정치개

을 추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고,그의 민주주의 공화주의자로의

변신은 그 뒤에야 비로소 이루어졌다고 보는 견해(권 설,“이승만과 한민국 헌

법”,『이승만 연구』,서울:연세 출 부,2000,pp.491-492)도 유사하다.이러한

사정은 이승만 도미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316)유 익,『이승만의 삶과 꿈 : 통령이 되기까지』,서울: 앙일보사,1996.



-129-

박사학 를 취득한 1910.6.이후 이승만은 공화제를 향한 역사 변화

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었다.이 시기의 이승만에 하여 1910년 한제국

이 멸망하고 뒤이어 1912년에 국에서 신해 명을 거쳐 화민국이 탄생

하자 공화제에 한 그의 생각도 달라졌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317)이

견해는 제1차 세계 에서 민주주의 연합국이 군국주의 독일을 제패하고

승리한 사실에 하여 이승만이 이를 민주주의의 개가로 간주하고 앞으로

민주공화제가 세계 으로 보편화될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한다.

동경과 선망의 시선으로 일본을 바라보던 이승만도 러일 쟁 이후로는

일본의 제국주의 성격을 인지하 다.이승만의 분류에 따르면 2차 세계

의 승 국인 미국과 랑스는 민주국가이지만, 국과 일본은 헌법국

가에 속하 다.다만,헌법국가라 하더라도 국과 독일·일본의 정치제도

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 국의 의회정

치는 사실상 공화제와 큰 차이가 없었다.그러나 일본의 입헌군주제는 천

황에게 강한 권한을 인정하고 있어 독일식 정치제도와 상당히 흡사한 것

이었다.이승만은 이러한 독일과 일본의 군주정을 군국주의라고 싸잡아

비 하면서 유럽의 군국주의 국가인 독일이 공화제 국가에 패하여 물러났

으므로 일본의 세력도 아시아에서 더 이상 횡포를 부리지 못하게 될 것이

라고 단언하 다.318)

(2)이승만의 태도변화 여부

이승만은 구한말 민주정체가 동양천지에서 용납받을 수 없는 험한 제

도라고 보았지만 이 시기에 이르러 국에서도 통령제 개 이 일어났고

세계 정치사의 흐름은 동양에서도 공화제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다.국

제정세에 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던 이승만이 이러한 변화를 간과했을 리

없으므로 민주정치를 유보했던 이승만이 견해에서 지 한 바와 같이

이 시기에 생각을 달리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317)유 익,『이승만의 삶과 꿈 : 통령이 되기까지』,서울: 앙일보사,1996,p.

219.

318)雩南李承晩文書編纂委員 ,『(梨花莊 所藏)雩南 李承晩文書 東文篇』第6卷,서

울: 앙일보사: 한국학연구소,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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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모방했던 독일(정확하게는 러시아 헌법을 모방하 음)의 패망

과 뒤따른 바이마르 공화국의 성립 그리고 청조의 멸망과 화민국의 성

립,이러한 역사 사건이 이 시기에 일어났다.별도의 자세한 연구가 필

요하겠지만 특히 손문의 사상은 이승만이 『독립정신』에서 내세운 독립

강령과 유사한 이 많다.손문 역시 열강과의 외교를 시하고 입헌군주

제 개 에 항하여 통령제 정부를 추진하 다.공화제야말로 민주화를

한 최선의 정치제도라고 생각한 이승만에게 이러한 사건들이 고무 이

었을 것이라는 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견해 역시 이승만이 왜 민주정체를 시행할 수 없다고 보았는

지,그러한 이유는 이 시기에 이르러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것인지를 고

찰하지 않았다는 에서 이승만의 견해를 정확하게 분석하 다고 보기 어

렵다.민주정체가 가장 선미한 제도라는 은 미국의 1차 승 이

부터 이미 이승만이 주장해오던 바이며, 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로 인하

여 이승만이 민주정체의 우수성에 하여 보다 확신을 가졌을 수는 있다.

이승만은 쟁의 승패를 토 로 어느 정치제도가 국력 신장에 도움이 되

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제도론이 옳았는지 여부를 검증해 왔다.

다만,이러한 정치제도의 평가 문제와는 별개로 이승만이 민주정체 도입

에 하여 우려하던 것은 조선의 실,조선의 문제이며 1910년 이후의

세계 정치사의 변화를 계기로 조선에서 민주정체를 시행하기는 어렵다던

종래의 단을 변경하 다고 보기는 어렵다.

1876년,터키의 오트만 제국(OttomanEmpire)은 유럽 문화권이 아닌

곳에서 최 의 헌법을 제정하 지만,그 헌법은 제 로 기능하지 못하다

가 일년이 지난 뒤에는 아 정지하고 말았으며,319)술탄의 지배하에 1차

에 참가하 다가 패 국이 되고 말았다.일본 제국헌법 제정(1889)당

시에도 일본이 터키와 같은 입헌주의 실패의 흔 을 따르게 될 것이라는

서구의 냉소 평가가 세를 이루었다.320) 국의 손문을 심으로 한

319)TakiiKazuhiro,TheMeijiconstitution:theJapaneseexperienceofwestand

theshaping ofthemodern state,trans.David Noble,Tokyo:International

HouseofJapan,2007.;,p.134

320)TakiiKazuhiro,TheMeijiconstitution:theJapaneseexperienceofwestand

theshaping ofthemodern state,trans.David Noble,Tokyo: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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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 명은 황제 등극을 원했던 원세개의 독재로 인해 성공을 거두지 못

하 고, 화민국은 얼마가지 않아 사실상 붕괴되었다.

이처럼 1차 종결 당시(1918.11.11.)아시아 민 의 의식수 은 공

화제는 커녕 입헌군주제를 수용하기에도 버거운 상태 다.이승만이 고집

스러운 자신의 단을 쉽사리 고치는 인물이 아니었던 을 고려하면 이

러한 상황에서 조국에 공화제를 이식해야 한다고 섣불리 단하지는 않았

을 것이다.

나.3·1독립운동 이후의 변화

(1) 한인총 표회의 결의

1919.미국 슨 통령의 민족자결론은 한국민에게도 독립의 희망을

안겨주었고,같은 해 3.1.국내에서 평화 독립운동이 일어났다.321)이승

만이 민주정체 시행과 련된 첫 번째 행보를 보인 것은 이 시기에 서재

필이 주도한 필라델피아 ‘한인총 표회의’에서이다.조국에서 3.1.운동

이 발발한 사실을 알게 된 서재필,이승만,정한경이 함께 이 회를 개최

하 고,이승만은 서재필을 이 회의 의장으로 추 하 다.322)

이 회는 1919.4.15.『한국인의 목표와 열망』이라는 결의문을 채

택·공포하기에 이르 다.이 문건의 기 자는 ‘유일한’이었다.그런데 이승

만은 유일한이 작성한 안을 면 히 검토한 다음 4.15.회의석상에서 그

안에 찬동한다고 발언하고 그것을 한인총 표회의 결의안으로 채택할

것을 동의하 다.따라서 이 문건은 3·1운동 후 민주공화국의 건국에 착

수했던 이승만과 그의 동지들이 처음으로 머릿속에 그렸던 새 나라의 청

사진 내지 헌법 강이었다고 볼 수 있다.323)

HouseofJapan,2007.;,p.134.

321)김철수,『한국헌법사』,서울: 학출 사,1992,p.18.

322)유 익,“이승만 국회의장과 한민국 헌법 제정”,『역사학보』제189집,2006,

p.108.이하 참조

323)유 익,“이승만 국회의장과 한민국 헌법 제정”,『역사학보』제189집,2006,

p.108.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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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이승만은 그것을 『[건국]종지(宗旨)』라고 번역하여 홍보한 바

있는데,324)그 내용은 3·1운동을 계기로 기독교 교육자에서 독립운동가

내지 정치가로 변신한 이승만이 품고 있던 국가건설에 한 심을 반

하는 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로 의역한 결의문은 아래와 같

다.325)

1.우리는 정부의 정당한 권력이 통치를 받는 자로부터 나온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정부의 통치는 피치자의 이익을 해 행해져야 한다.

2.우리는 백성의 교육 수 을 감안하되 가 으로 미국의 정체를 본딴

정부를 갖기를 제안한다.앞으로 10년간 정부에 권력을 집 시키는 것

이 필요할 것이다.그러나 백성의 교육 수 이 향상되고 그들의 자치

경험이 축 되면 그들을 정부의 제반 업무에 참여시켜야 한다.

(이하 생략)326)

한인총 표회의는 이 결의문을 통하여 국민주권을 표방함과 아울러

한독립 이후에는 미국의 정체를 본 딴 정부를 구성하여 10년 정도 정부

에 권력을 집 시킬 것을 제안한다.비록 한인 회 의장은 서재필이었으

나,이승만이 회에 주도 으로 참여한 ,이승만도 결의 내용에

동의하 던 ,서재필이 이승만을 장차 한의 정치지도자로 생각하고

있었던 ,이승만이 결의문을 번역하여 홍보한 327)등에 비추어 본

다면 이승만의 구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특히,이승

만이 결의문에서 민주정체 시행의 장애요인으로 보았던 백성들의 의식

수 에 해 언 하고 있는 은 이승만의 사고 내지 주장이 결의문에

324)김 우 편,『 한獨立血戰記』(호놀루루:한인긔독학원,1919),27-28쪽(유 익,

“이승만 통령의 업 ”,『 한국학연구소학술총서:이승만 통령 재평가』

10권,서울:연세 학교 출 부,2006.p.486.에서 재인용)

325)유 익,“이승만 통령의 업 ”,『 한국학연구소학술총서:이승만 통령

재평가』10권,서울:연세 학교 출 부,2006.pp.486-488참조

326)유 익,“이승만 통령의 업 ”,『 한국학연구소학술총서:이승만 통령

재평가』10권,서울:연세 학교 출 부,2006.pp.486-488참조

327)유 익,“3.1.운동 후 서재필과 이승만의 신 한 건국 구상 :필라델피아 한인

총 표회의 의사록 한민국임시정부 요인들에게 보낸 공한 분석”,『한국논

단』제166호,2003.;유 익,“이승만 통령의 업 ”,『 한국학연구소학술총

서:이승만 통령 재평가』10권,서울:연세 학교 출 부,2006.p.486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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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되었을 것이라는 을 뒷받침해 다.

결의문을 보고 이승만이 신 한 건국을 구상함에 있어 미국식 통

령제 정부를 수립할 것을 희망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328)이 견해에 의

하면 한성임시정부가 이승만을 집정 총재로 추 했다는 소식을 들은 다

음 이승만이 한공화국 통령을 자처한 것,혹은 워싱턴에 구미 원부

를 개설하고 원장으로 임명한 김규식과 공동 명의로 국체를 공화제

로 하는 헌법요강을 발표한 것을 추가 논거로 들면서 3·1운동 이후 이승

만이 구상한 국가가 미국식 통령제를 모방한 공화국임을 확인할 수 있

다고 결론짓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은 이승만이 민주정체를 시행할 수 없다는 이유를

면 하게 분석하지 못하 고 그로 인해 이승만에게 한성정부수립이 갖는

정치제도론 의의를 간과한 나머지 3·1운동 이후 이승만의 민주정체 개

론의 변화를 정치하게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

결의문을 살펴보면 이승만이 공화사상을 주장함에 있어 매우 신 을

기한 흔 이 문구에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이승만은 공화제를 시행함

에 있어 백성의 수 이 아직 공화제를 받아들이기에 부족하고,공화주의

자들과 왕실 상호간의 충돌이 우려된다는 을 조선에서 공화제를 시행할

수 없는 주된 이유로 보고 있었다.그런데 결의문이 채택되었을 때는

이미 한제국이 붕괴되었고 마지막 황제 던 고종이 조 앞선 1919.1.

20.사망하 으므로,왕실과 공화정부 상호간의 충돌을 우려할 필요는 없

었다.그러나 백성들의 의식은 여 히 제정치의 수 에 머물러 있었고,

이는 이승만이 공화사상을 취함에 있어 껄끄러운 요소가 되었음이 분명하

다.

결의문에는 이러한 이승만의 고심이 잘 반 되어 있다. 결의문은

국민주권선언으로부터 시작하여 시종일 장래 헌법의 기본 원칙에 하

여 단정 으로 선언하고 있음에도,유독 공화제에 해서 만큼은 우회

인 표 을 사용하고 유보 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백성의 교육을 강조하

고 진 개 을 경계한 에 있어서 이승만과 서재필 사이에 차이는 없

328)유 익,“이승만 국회의장과 한민국 헌법 제정”,『역사학보』제189집,2006,

p.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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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나,백성의 교육수 을 공화제와 결부시켜 그 소극 요건으로 보기

시작한 것은 이승만이고,정부형태에 한 결의문에서 우회 이고 유

보 인 표 이 채택된 것은 이승만의 향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일병합 이후 더 이상 백성들의 민주화 요구를 억지할 만한 왕조는 조

선에 존재하지 않았고,장래 한의 독립 쟁취와 건국을 이끌어갈 구심

으로서의 지도자는 필요한 상황이었다.이러한 필요에 따라 이승만은 이

시 에 공화제를 향한 정치 행보를 걷기 시작하 으나 그의 주안 은

역시 장애요인의 해소 여부에 있었고 이 시 에 민주정체 시행은 이론

으로 문제가 있음을 지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승만은 공화제로의 격한 환 내지 변화에 해 제동을 거

는 역할을 담당하 을 것이다.정부 수립에 있어 ‘백성의 교육 수 ’을 감

안하되 ‘가 ’으로 ‘미국의 정체를 본 딴’정부를 수립하겠다는 문구가

이를 보여 다.이승만의 『독립정신』을 떠오르게 하는 이 문구를 통해

시종일 주장이 강하고 명쾌한 이승만이 여 히 백성들의 수 을 우려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은 한공화국 통령을 자처하던 이승만과 구미 원부 원

장 김규식이 1919.8.27.공동으로 작성·공표한 『 한공화국 헌법요강

(themainprinciplesoftheConstitutionoftheKoreanRepublic)』을 보

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이 헌법요강은 뒤에서 서술하는 바와 같이

한성정부 수립에 의하여 백성들의 의식수 부족이라는 장애요소가 사라

진 후에 작성된 것인데,이 시기에 이르러는 이승만 특유의 강하고 흔들

림 없는 주장을 다시 발견할 수 있다.

1.국체는 공화제로 한다.

2.정체는 의회주의 형식을 따른다.

(이하 생략)329)

서재필이 『한국민의 목표와 열망』을 나름 로 보완하여 작성한 『[임

329)유 익,“이승만 통령의 업 ”,『 한국학연구소학술총서:이승만 통령

재평가』10권,서울:연세 학교 출 부,2006.pp.486-488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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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부의 정책 조직 강(Outline ofPolicy and Organizaion of

Government)』을 보면,배재학당 시 은사이자 3·1운동 이후 이승만의

사실상 정치고문이었던 서재필 한 와 같은 이승만의 태도형성에 향

을 미쳤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330)

1.우리는 형식 으로나 정신 으로 의 이면서 동시에 간소하게 잘

짜여진 정부를 가져야 한다.그러나 향후 10년 간 강력한,거의 제 인

앙집권 정부가 필요하다.우리나라에는 [아직]권 를 나 어 민주주

의 정부의 책임을 맡길 수 있는 교육받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 간생략)

5.우리는 양원으로 구성된 의회가 [국정] 반에 해 최고의 권 를 가

진 국 랑스의 정치제도를 채택해야 한다.어떤 법안이 양원에서 다

수결로 통과된 다음 이를 통령이 서명하면 그 법안은 국법으로 확정되

며,다음 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호소하는 방법 이외에 이 법을 바꿀

수 없다. 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의회에서 3분의 2이상의 투표로써 무효

화시킬 수 있다.

(이하생략)331)

서재필과 이승만은 모두 우리 백성들의 교육 수 이 낮아서 미국식 민

주주의를 시행함에 무리가 있을 수 있고,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앙집

권 정부가 필요하다는 에 공감하고 있다.다만,서재필의 경우 의회가

최고의 권 를 가진 국 랑스의 정치제도를 선택해야 한다는 방침

을 갖고 있었지만,이승만이 주도한 문건에서는 이러한 입장을 발견할 수

없다. 국의 정치제도를 미국 랑스의 정치제도와 구별되는 ‘헌법정

체’로 이해한 이승만은 이러한 서재필의 주장을 그 로 받아들이기 어려

웠을 것이다. 통령 심의 정치제도를 구상하고 있었던 이승만에게 의

회가 최고의 권 를 갖는 통치구조 한 마땅치 않게 보 을 것이다.

이러한 에서 이승만이 번역·홍보한 『한국인의 목표와 열망』에는 서

330)유 익,“이승만 통령의 업 ”,『 한국학연구소학술총서:이승만 통령

재평가』10권,서울:연세 학교 출 부,2006.pp.489-492참조

331)유 익,“이승만 통령의 업 ”,『 한국학연구소학술총서:이승만 통령

재평가』10권,서울:연세 학교 출 부,2006.pp.486-487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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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필보다는 이승만 개인의 정치제도론이 더 극 으로 반 되었을 것이

라고 짐작할 수 있다.

(2)한성정부 수립과 민주정체 개 론

3·1독립운동 이후에도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다면 그것은 백성의 정도

내지 정치개 에 한 국민 합의의 문제 다.즉,백성의 정도가 과연

공화제를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는지 여부이다.이 문제에 하여

이승만이 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1919.4.23.한성정부의 설립 당시이

다.『한성정부 국민 회 취지서』에 따르면 국 13개도 표가 모여 한

성정부를 수립하고 이승만을 집정 총재로 임명하 다는 것이다.332)

한성임시정부에 한 종래 연구결과에 의하면,한성임시정부는 3·1독립

운동을 완 자주독립의 복정부로 마무리 짓기 해 서울에서 민간인들

이 모여 수립하 다.다른 임시정부와 달리 주권·국토·국민을 모두 구비한

상태에서 13도 표가 모여 조직하 다.333)그리고 3·1독립운동 이후 상

당한 비를 거쳐 국민 회를 개최하고 민족의 명인사를 정부의 각료로

추 하 을 뿐 아니라 선포문이나 취지서,약법 등 정부 수립의 형식을

갖추고 있어 규모와 체제 면에서 내실 있는 정부가 수립되었다.이러한

에서 한성정부는 민의를 변하는 표성과 민족의 맥을 잊는 정통성을

가장 잘 갖춘 정부로 평가되기도 한다.334)

한성정부는 『국민 회 취지서』를 통하여 정부를 조직하고 약법 6조를

선포하 는데,약법의 제정 선포는 헌법 수 에 이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335)국체를 민주제로,정체를 의제로 각각 규정하여 장래 조국

332)한시 ,“이승만과 임시정부”,『이승만 연구』,서울:연세 학교 출 부,2000.

333)13도의 표는 25명은 부분 그 분담지역 내에서 3·1독립운동을 직·간 으로

인도하여 성과를 거둔 민족지사들이었기 때문에 이들 표들이 국민을 표한다

는 표성의 문제는 해결되었다(이 희,『 한민국임시정부사연구』,서울:혜안,

2001.)

334)반병률,“이승만과 이동휘”,『이승만 연구』,서울:연세 학교 출 부,2000.;

이 희,『 한민국임시정부사연구』,서울:혜안,2001.

335)약법은 노령의 한국민의회정부의 결의문이나 그 체제·내용보다 사실상 훨씬

진보되고 세련된 헌법조문으로 인 감각의 정치의식이 표출되고 있다고 본

다.그러나 상해 임시정부의 임시헌장 10개조나 단일통합정부로의 제1차 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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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헌법이 취해야 할 기본 인 방향을 제시하 다.국체를 민주제로 한다

는 것은 조선조의 군주제를 청산하고 민주공화제로 환한다는 의미이다.

정체를 의제로 규정하고 정식 국회를 소집하여 헌법을 발포할 때까지

약법을 용한다고만 규정되어 있고,국회에 한 규정을 마련하지는 못

하 다.336)

이러한 약법의 태도는 이승만이 『독립정신』에서 주장해왔던 사상 기

조와 입장을 같이하 다.약법의 내용을 포함한 『국민 회 취지서』의

략은 별지1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러한 한성정부 결의는 이승만이 지향하던 민주정체,즉 공화제를 국

체로 채택하 다.이승만은 오랜 구습에 얽매여 자유·권리를 인식하지 못

하는 조선 백성이 공화제를 시행함에 있어 걸림돌이라고 보았다.그러나

조선 백성 개개인의 실제 교육 의식수 은 별론으로 하더라도,최소한

일제의 억압과 감시 속에 국내에서 와 같은 결의문이 채택되었다는

만으로 조선 사회에서도 마침내 공화제에 한 정치 공감 가 형성되었

고 공화제를 시행하고자 하는 민족 합의가 표출되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337)

이러한 기본 원칙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통령의 권한과 직책의 부

담이라는 에서도 한성정부 결의는 이승만의 정치제도론에 잘 들어맞는

다.이승만의 정치제도론에서 민주정체가 갖는 가장 큰 특징은 통령에

의한 통치이다.최고 권력자인 통령이 가장 큰 권한을 가짐과 동시에

가장 무거운 직책을 부담한다.이승만은 이처럼 권한에 따른 직책의 수행

을 강조하 다.특히 이승만이 통령의 핵심 직책으로 본 것이 외교상

의 직책이다.이승만이 한성정부 집정 총재임을 내외 으로 선포한

『 한민주국임시집정 총재선언서』에서 그는 ‘경제상의 공무’와 ‘외교문

제’에 한 일은 주권 행사자인 자신의 고유 권한임을 분명히 하 다.338)

이후에도 이승만은 일 되게 외교 재정에 한 사무는 자신이 직

에 비해서는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완 한 모습을 구비하 다고 볼 수는 없다(이

희,『 한민국임시정부사연구』,서울:혜안,2001.)

336)이 희,『 한민국임시정부사연구』,서울:혜안,2001.

337)이 희,『 한민국임시정부사연구』,서울:혜안,2001.p.64.

338)반병률,“이승만과 이동휘”,『이승만 연구』,서울:연세 학교 출 부,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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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고자 하 다.

그런데 마침 국민 회 취지서에는 국민 표를 선정하여 시 하게 한성

정부를 수립하는 취지가 리 강화회의에서 독립외교를 수행하도록 하기

함이라고 밝혔으며,339) 리강화회의에 참석할 표 7명은 모두 정치·

외교 식견이 뛰어난 인물이었고,이승만의 이름은 그 첫 번째로 열

거되어 있었다.340)

한 이승만은 통령이 민의를 변한다는 에서 오로지 백성들에 의

해서 선출될 수 있고 그러한 차에 의해서만 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정

당화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 다.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성

정부는 국내 백성들에 의해 성립된 유일무이한 임시정부 다.

이처럼 선출된 방식이나 권한 직책에 비추어 보면 집정 총재는 이

승만이 구상하던 통령과 유사한 직 로 해석할 수 있었고,한성정부는

이승만이 구상하고 있었던 민주정부의 성격에 체 으로 잘 부합하는 것

이었다.이승만이 1919.8.16.자 『신한민보』에서 국내 13도 표들이 모

여 국민 회를 통하여 한성정부가 성립함으로써 법통성과 정통성을 가졌

다는 이유로 한성정부 집정 총재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한 것

은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341)

결과 으로 이러한 국민 회는 이승만을 민족의 최고 지도자로 부상

시켰을 뿐 아니라,이승만이 민주정체의 소극 요건으로 보았던 실

인 문제에 답을 던져 으로써 민주정체 시행을 가로막는 이론 장애요인

을 해소시켜 의미심장한 사건이었던 것이다.

제2 임시정부의 정부형태와 통령

1.임시정부의 정부형태

339)김 수,『 한민국임시정부헌법론』,서울:삼 ,1980.

340)이 희,『 한민국임시정부사연구』,서울:혜안,2001.p.64.

341)반병률,“이승만과 이동휘”,『이승만 연구』,서울:연세 학교 출 부,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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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한성정부 집정 총재 수용

3·1독립운동을 후하여 국내외에 6개의 임시정부가 성립되었고342)그

노령의 한국민의회정부,상해의 임시정부,서울의 한성정부 3개회가

실제로 존재하 다고 한다. 어도 미국에서 망명생활을 하고 있던 이승

만은 자신이 노령정부에서 국무경으로,상해 임시정부에서 국무총리로,한

성정부에서 집정 총재로 각각 추 되었다는 소식을 한 것으로 보인

다.343)

다만 실제 수립된 각 임시정부의 실체에 하여는 논의가 분분한데,가

령 노령정부는 통령을 손병희,국무경을 이승만으로 하는 통령제 정

부를 수립하 다는 것이 종래 학계의 통설이었으나,이승만이 받은 순

의 보 내용에 의하면 노령정부의 성립은 잘못된 정보를 토 로 한 것으

로 보이며,344)실제로는 한성정부의 집정 총재,상해 임시정부의 총리로

각각 선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345)

이승만은 상해 임시정부에서 국무총리로 선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19.5.31.까지는 『신한민보』를 통해 한 바와 같이 국무경으로 활

동한다.그리고 배재학당 교장이던 옛 친구 신흥우를 통해 자신이 한성정

342)지상(紙上)정부 혹은 단(傳單)정부를 포함하여 8-9개의 임시정부가 수립되었

다고 한다(이 희, 한민국임시정부사,p.48.;김철수,『한국헌법사』,서울:

학출 사,1992,p.18.참조)

343)한시 ,“이승만과 임시정부”,반병률,“이승만과 이동휘”,『이승만 연구』,서

울:연세 학교 출 부,2000.

344)연세 학교 외 2인,『TheSyngmanRheetelegram』Ⅳ,ed.theInstitutefor

Modern Korean Studies,Seoul:JoongAang Ilbo:the Institute forModern

KoreanStudies:YonseiUniversity,2000.참조

345) 순이 3.29.국민회 앙총회에 노령정부 수립사실을 알렸고, 앙총회는 기

지인 『신한민보』에 이러한 내용을 소개하 으나 그러한 내용은 잘못 해진 것

이다.(반병률,“이승만과 이동휘”,『이승만 연구』,서울:연세 학교 출 부,2000.

;연세 학교 외 2인,『TheSyngmanRheetelegram』Ⅳ,ed.theInstitutefor

Modern Korean Studies,Seoul:JoongAang Ilbo:the Institute forModern

KoreanStudies:YonseiUniversity,2000.);재미 한인들은 주로 『신한민보』를

통해 임시정부 련 소식을 했기 때문에 이승만은 우선 국무경으로 처신해야 했

다(이한우,『 한민국을 세운 독립운동가 이승만』,서울:역사공간,2010,p.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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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집정 총재로 추 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한성정부 집

정 총재로 활동하 는데,이승만은 와 같은 한성정부의 정통성,즉 정

당성을 높게 평가하고 추후 이를 자신의 집권에 한 정당성과 정통성을

확보하는 기반으로 삼았다.346)

AMERICAN HEADQUARTERS OF THE REPUBLIC OF KOREA

OFFICEOFTHESECRETARYOFSTATE

( 간생략)

그이들을 만나서 의논할 것은 첫째 국채 500만원 증서를 발행하여 미국

에 발매하려는데 우리 국회에서 집정총재에게 권을 맡기고 한 총재로

임시 탁지 신서리를 택정하여 그 일을 맡게 하는 권리를 주어야 될지니

먼 보로 어를 소상히 말 만들어 500만원 증서를 한민주국 이름으

로 오(五)개(個)년(年)한(限)하고 백(百)의 6분(分)변(邊)리(利)를 정하여

증권을 내라고 나에게 보하고 그 보 뒤에는 총리 신 리동휘라던지

탁지 신 리시 이라던지 국회에서 의결한 로 만들어 내게로 보내고 그

뒤에는 곳 공식으로 을 써서 인장을 던지 렬명347)하던지 하여 우편으

로 보낼 수 있으면 하고 그 지 않으면 인편으로라도 보내오348)

이승만은 그 후 곧바로 한성정부를 배경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는데,

1919.6.12.‘한민주국 통령 겸 집정 총재’라는 명의를 사용하여

리강화회의에 견되어 있던 김규식을 ‘한민주국 표 겸 권 사’로

임명하 고 1919.6.14.구미 각국에 임시정부 수립과 자신의 통령 선

출 사실을 알렸고,1919.7.4.‘한민주국임시집정 총재선언서’를 발표하

346)이에 한 이론 배경으로 이승만의 정치제도론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

다.그 외에도 3개의 임시정부 한성정부만이 이승만을 명실상부 최고 지도자의

지 에 올려놓았고,의회에 한 규정이 없으며,정식 헌법의 반포시까지 약법에

따른 이승만의 항구독재를 보장하고 있었기에,권력욕이 강한 이승만은 그러한 한

성정부에 특별한 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김 수,『

한민국임시정부헌법론』,서울:삼 ,1980.;반병률,“이승만과 이동휘”,『이승만

연구』,서울:연세 학교 출 부,2000.;이한우,『 한민국을 세운 독립운동가

이승만』,서울:역사공간,2010.).

347)열명,列名

348)이승만이 안 경에게 보낸 1919.7.11.자 편지(柳永益 外,『李承晩 同文 書翰集

:淨書·飜譯·校註本』上,中,下,서울:연세 학교 출 부,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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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한성정부의 『국민 회 취지서』를 인용하고 자신이 한성정부의 집

정 총재 내지 통령으로서 한민주국의 통치권자임을 내외 으로

선포하고 공식활동을 시작하 다.349)

다만,한성정부 선포문에는 국호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한성

정부 내지 조선공화국이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고 ‘한민주국’,혹은

‘RepublicofKorea'라는 국호를 사용하 다.350)이승만은 선배 개화사상

가들과 달리 공화제가 아닌 민주정체를 가진 나라를 민주국이라 하 는

데,당시로서는 민주국을 공화국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더라도 용어 사용에

있어 큰 문제가 없었다는 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승만이 한성정부 집정 총재로 활동한 이 시기는 공교롭게도 상해

임시정부와 노령 국민의회정부 사이에 통합이 추진되던 때인데,두 임시

정부 사이에서 한성정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두고 상이 개되고

있었다.그러나 당해 정부로부터 표자로 추 받은 이승만은 이러한 상

황을 아랑곳 하지 않고 독자 으로 한성정부를 승인하고,이에 항의하는

상해 임시정부에 하여 오히려 한성정부와 상해 임시정부를 통합할 것을

요구하 다.351)

나.‘ 통령’직함을 둘러싼 논쟁

(1)‘ 통령’칭호의 사용

이승만이 한성정부를 승인하면서 상해 임시정부와 가장 큰 충돌을 일으

킨 것은 그의 직함 사용을 둘러싼 문제 다.이승만은 미주 동포들 특히

이승만을 지지하는 한인들과의 사이에서는 국문으로 ‘집정 총재’와 함께

‘통령’이라는 칭호도 사용했고, 외국에 보낸 국서와 신문발표에는

349)이 희,『 한민국임시정부사연구』,서울:혜안,2001.

350)고정휴,『이승만과 구미 원부』,『이승만 연구』,서울:연세 학교 출 부,

2000.

351)이승만이 한성정부와 상해 임시정부를 모두 인정하는 모순은 한성정부에 입법

부,국회에 한 규정이 없었던 사실에서 비롯된 것이다.즉,이승만은 삼권분립하

의 미국 정부에 국채를 요청하기 해서는 임시의정원의 존재가 필요했던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반병률,“이승만과 이동휘”,『이승만 연구』,200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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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즉 통령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이로 인해 그는 상해 임시

정부로터 '잠칭 통령'이라는 비 도 받게 되었다.352)

상해 임시정부에서 이승만에 한 반 운동의 도화선이 된 것은 3·1독

립운동 이 에 열린 리강화회의에서 이승만이 국제연맹에 임통치 청

원서를 제출한 사건이었다. 임통치 청원은 이승만의 외교 독립노선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데,353)이승만이 상해 임시정부의 국무총리로 선

출되자 신채호를 비롯한 민족주의계 의 (節義派)의 인사들은 이를 비

하며 이승만 반 운동을 벌 고,이러한 분규는 미국에서 넘어온 안창

호의 조정으로 정리되는 양상을 보 다.354)

그러던 와 에 이승만은 상해 임시정부와 연락을 취하면서도 국무총리

라는 상해임시정부 명을 사용하지 않고,안으로는 ‘집정 총재’밖으로

는 ‘president'라는 한성정부 명을 사용하 을 뿐만 아니라,독자 으로

구미 원부를 설립하고 공채표를 발행하 는데,이러한 것들이 다시 문

제가 되어 이승만 반 운동이 고조되었던 것이다.특히 통령 호칭은 상

해 임시정부 헌법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헌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게 되

었던 것이다.355)

(2)임시정부와의 헌논쟁

이러한 상해 임시정부와 이승만 사이의 입장 차이는 미국에 있던 안창

호가 5.25.상해에 도착하여 상해임시정부의 수석 국무 원의 자격으로

각지에 흩어져 있던 임시정부를 통합하고 9.6. 통령제 헌법개정안을 통

과시켜 President라는 호칭을 고집하던 이승만을 통령으로 선출함으로

352)김 수,『 한민국임시정부헌법론:헌법제정의 배경 개헌과정을 심으로』,

서울:삼 사,1980.;한시 ,“이승만과 한민국임시정부”,『이승만 연구』,서

울:연세 학교 출 부,2000.

353)이승만의 박사논문과 임통치 청원의 연 성에 하여는 최정수,“이승만의

「미국의 향 하에 성립된 립론」과 외교독립론”,『한국 학연구소 학술총

서』 15권,서울:연세 학교 출 부,2011.참조.

354)김철수,『한국헌법사』,서울: 학출 사,1992,p.19.

355)반병률,“이승만과 이동휘”,한시 ,“이승만과 한민국임시정부”,『이승만 연

구』,서울:연세 학교 출 부,2000.;김철수,『한국헌법사』,서울: 학출 사,

1992,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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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일단락되었다.

그 과정에서 안창호는 “처음에 임시정부는 국무총리제도이고,한성정부

는 집정 총재제도이며,어느 정부에나 통령직명이 없으므로 각하가

통령이 아닙니다.지 은 각하가 집정 총재직명을 가지고 정부를 표할

것이요,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통령행사를 하시면 헌법 반이며,정부를

통일하던 신조를 배반하는 것이니, 통령행사를 하지 마십시오”라고 수

차 경고하 다.356)

이에 하여 이승만 역시 수차례 안창호에게 보를 보내어 안창호의

요청을 거부하는데,1919.8.7.안창호에게 보낸 보 내용을 보면 이승만

은 한성정부 명을 사용한 경 에 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하고 있다.

3월부터 나는 국무경 는 총리로서 증서를 요구하 으나 받을 수 없었

다.서울 성명서 증서가 연합신문에 의해 확인되어 내가 통령으로서 공

식 서류를 보낼 수 있게 되었다.우리는 미국인심과 국회를 통한 승인을

해 일한다.국채표는 비되었다.이는 손상되어서는 안된다.당신들은

서울 의회 표들과 결합할 수 없는가?나는 명칭에 상 하지 않으나 이

제 바꿀 수는 없다.안정과 단합된 선이 으로 필요하다.

이승만은 통령이라는 직함을 망연히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그

는 임시정부에 국채를 발행하고 열강의 독립승인을 청원하기 해 필요한

증명공패나 임서 등의 정식문빙을 요청하 으나 상해 측으로부터 공식

문빙을 하나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그러던 이승만은 한성정부 수립

소식을 하면서 외교상 자신의 지 를 증빙할 한성정부의 완 한 공문을

입수하여 한성정부를 행하기로 작정하게 되었다는 것이다.357)

이승만을 집정 총재에 임명한 한성정부는 국내에 아무런 실체를 갖지

못했다.그럼에도 자신을 국무경이나 총리로 추 한 임시정부와 상의도

356)한시 ,“이승만과 한민국임시정부”,『이승만 연구』,서울:연세 학교 출

부,2000.

357)자세한 경 에 하여는 반병률,“이승만과 이동휘”,『이승만 연구』,서울:연

세 학교 출 부,2000.;이한우,『 한민국을 세운 독립운동가 이승만』,서울:

역사공간,2010,p.114.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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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은 채 함부로 통령 직함을 사용한 그의 행동은 임시정부로부터

비 을 자 한 셈이다.이에 하여 안창호는 헌법개정 없이 통령 행세

를 하는 것은 헌법 반임을 지 하고 있으며,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입장

에서 이승만을 헌독선 인 인물이라고 평가하는 견해가 있다.358)

반면,얼마 뒤 이승만이 순에게 보낸 서한을 보면 이승만 역시 통

령 호칭을 둘러싼 임시정부와의 분쟁 때문에 불만이 많았던 것을 알 수

있다.

(初)359)에는 국무경(國務卿)이라더니 후에 국무총리라더니 그 후에 집

정 총재(執政官總裁)라더니 편(便)히 통령(大統領)이오 즉(卽)집정

이라더니 (今)에는 집정 은 아니오 통령이라 하며 권한은 취임(就任)

치360)아니하 으니 평민무권리자와 같다더니 궐후(厥后)361)는 구미외교

(歐美外交)만 주장(主掌)362)하라 하더니 지 에는 외교사무도 못하게 만들

어 놓으며 공채표(公債票)를 발행하라 하여 기 발행한 후 공채표 기십만

원(幾十萬元)363)어치를 만들어 상해로 보내라 하더니 근자에는 공채표를

물시(勿施)364)하라 하며 통령이 권리가 없다 하면서 정부행정되는 발령

안을 보면 다 통령 이승만에 이름으로 발령되는 모양이라.365)

임시정부의 처사에 하여 이승만이 지 하는 문제 을 단지 헌독선

주장으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와 같은 이승만의 비 은 『독립

정신』의 정치제도론과 논리 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3·1독립운동 이후

358)자신을 국무경 는 총리로 임명한 임시정부와 상의하지 않은 채 임의로 통령

직함을 사용한 이승만은 통령 행세를 단하라는 요청에 하여 도리어 지 에

와서 통령 명칭을 변경하지 못하고 이처럼 행동이 일치하지 못한 소문이 세상에

되면 독립운동에 방해된 책임이 당신들에게 있다고 답하여 헌독선 인 면모

를 보 다는 것이다(김철수,『한국헌법사』,서울: 학출 사,1992,P.21.)

359)처음

360)새로운 직무를 수행하기 하여 맡은 자리에 처음으로 나아감

361)그 후

362)책임지고 맡아서 함

363)몇십만원

364)그만둠,혹은 해온 일을 무효로 함

365)이승만이 순에게 보낸 1920.2.28.자 편지(柳永益 外,『李承晩 同文 書翰集 :

淨書·飜譯·校註本』上,中,下,서울:연세 학교 출 부,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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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경,총리,집정 총재로 추 된 이승만은 민족의 지도자로 부상하

고,그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집정 총재를 통령으로 이해하고 있었

다.『독립정신』에서 밝힌 바와 같이 통령의 권한은 그에 상응한 직책

을 수행할 때에만 부여되는 것이고,이승만이 생각한 통령의 핵심 이

고 박한 직책은 바로 독립외교의 수행이었다.

그런데 이승만을 최고 지도자로 임명한 독립단체들은 공채표를 발행하

여 독립자 을 마련하고 시 하게 구미외교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승

만에게 직책과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고 오히려 이승만이 사용하는 명을

두고 혼선을 보 으며,이승만과 논쟁을 하며 임시정부에서 내세운 주장

역시 이론 으로 명쾌하게 정리된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승만은 자신의 이론에 따라 통령으로서 국민을

표하여 독립외교활동을 직 수행한 것이다.반면,상해 임시정부는 의회

에서의 숙의를 시하고 강한 권한을 1인에게 집 시키기를 원하지 않았

기에 이승만을 행정부의 수반인 국무총리로 선출하 으나 통령이라는

막강한 지 를 부여할 것인지에 하여는 부정 이었다.366)

이승만이 임시정부와 이러한 에 하여 의하지 않고 임의로 자기

생각에 기 한 국호와 직함을 사용한 것은 차 으로 비 받아 마땅하

다.자신의 이론만을 내세워 외 직함을 임의로 택한 것을 독선 이라

고 비 할 수도 있을 것이다.그러나 그의 행동이 헌 이라는 지 에

하여는 의문이 남는다.당시 상해 임시정부의 임시헌장을 헌법으로 볼

수 있는지도 문제이거니와 어느 하나의 정부형태에 한 확고한 공감 가

형성되어 있었는지도 의문이기 때문이다.이에 하여는 아래에서 차근차

근 살펴본다.

366) 한민국임시헌장은 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통치하

며(제2조),국무총리 외에 별도로 통령을 두고 있지 않다. 한 한민국임시헌

장을 선포함에 있어 국무총리인 이승만보다 의정원장인 이동녕의 이름이 먼 서

명되어 있다.임시의정원이 총리를 선출하고 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임시정부가

한민국을 통치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어 내각제 원리에 기 한 정부형태라고 볼 수

있고,총리에게 권한을 집 하기 보다는 합의체인 의정원이 실질 권한을 보유하

려 하 다.마찬가지로 임시의정원이 국정의 최고정책결정기 의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견해로,김 수,『 한민국임시정부헌법론:헌법제정의 배경 개헌과정을

심으로』,서울:삼 사,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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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부형태에 한 구상의 차이

(1)임시헌법 제정 경

상해 독립지사들은 3·1독립운동 이후인 1919.3.하순부터 임시정부 수

립계획을 갖고 논의한 끝에 1919.4.11.이승만을 수반으로 하고,국호를

한민국으로 하는 한민국임시헌장을 공포하고 4.13.정부 수립을 선포

하 다.367)

그 후 상해 임시정부는 27년 동안 5차례의 개헌을 거쳤고 그 과정에서

권력구조 역시 함께 변경되어 다양한 정치제도를 선택하 으나,그 순

수한 의원내각제나 순수한 통령제는 찾아보기 어렵고 두 가지 제도가

혼합된 정부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상해 임시정부가 처음 수립되었을 때도 마찬가지 다.1919.4.상해 임

시정부 수립을 선포한 임시헌장을 살펴보면,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

의에 의해 통치한다(임시헌장 제2조)고 하여 의회와 행정부 사이에 구별

을 두고 있다.비록 임시헌장에서 직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1919.4.

25.제정된 『 한민국임시정부장정』을 살펴보면 국무총리는 행정부의

수반이며 국무총리와 각부 총장으로 구성되는 국무회의의 의장이다.이러

한 행정부 수반과 내각이 의회에서 구성되는 에 비추어 보아 민주 정

당성이 임시의정원에 집 된 일원 구조를 갖고 있으며,국무총리와 각

부총장 외에 별도로 통령을 두고 있지 않다.368)

이러한 정부형태는 임시의정원이 총리를 선출하고 총리를 수반으로 하

는 임시정부가 한민국을 통치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어 의정원이 심이

된 의원내각제라 할 수 있다.369)임시의정원이 최고정책결정기 으로서

367)김 수,『 한민국임시정부헌법론:헌법제정의 배경 개헌과정을 심으로』,

삼 사,1980,p.83.

368)진 재·최선,“‘한국 권력구조’의 기원 형태: 한민국임시정부(1919년-1945

년)의 헌법개정과 권력구조 변천사 분석”,『한국정치학회보』제43집 제2보,서울:

한국정치학회,2009.p.33.

369)같은 견해로 김 수,『 한민국임시정부헌법론:헌법제정의 배경 개헌과정을

심으로』,삼 사,1980,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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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의 심이 되는 구조를 취한 것은 상해에 모인 여러 독립운동가들이

특정 개인이나 정 에게 모든 권한을 집 시키기보다는 합의에 의해 정부

를 운 하고자 하 기 때문이다.370) 한민국임시헌장(그 개략 인 내용

은 별지2로 첨부하 다)을 선포함에 있어 국무총리 이승만보다 의정원장

이동녕의 서명이 먼 나오는 것 한 이러한 권력구조를 반 한 것으로

보인다.371)

이승만의 통령 직함 사용을 두고 논란이 빚어진 후,안창호는 노령

임시정부와 상의하여 두 개의 임시정부를 없애고 한성정부를 계승한 한

민국 임시정부를 상해에 설치하는 한편,국무총리제를 규정한 임시헌장을

통령제 임시헌법으로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하 다.372)그 결과 ‘임시정

부 개조 임시헌법 제정’에 한 정부안이 의정원의 토의를 거쳐 통과

되었고,1919.9.11. 한민국임시헌법이 제정되었다.373)

이에 하여 반론이 있다(진 재·최선,“‘한국 권력구조’의 기원 형태: 한민국

임시정부(1919년-1945년)의 헌법개정과 권력구조 변천사 분석”,『한국정치학회

보』제43집 제2보,서울:한국정치학회,2009.p.33.).이 견해는 임시헌장의 권력

구조는 민주 정통성(democraticLegitimacy)과 국가·행정수반(headofstate&

headofgovernment)이 모두 일원 (unitary)이라는 이유로 임시헌장의 정부형태

는 의원내각제가 아닌 일원정부제에 해당한다고 본다.

그러나 임시헌장 하에서 국무총리 이승만에게 국가수반으로서의 지 도 부여되

었다고 보는 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이다.임시헌장은 국가수반에 하여 어떻게 규

정하고 있는지 자체가 불분명하데 굳이 집행부가 일원 이라는 제 하에 그 정부

형태를 일원정부제로 분류할 실익이 없고,이와 같이 통령제나 의원내각제가 아

닌 제3의 정부형태로 분류하는 것은 임시정부와 이승만 사이의 입장차이를 분석하

는데도 도움을 주지 못한다.

370)김 수,『 한민국임시정부헌법론:헌법제정의 배경 개헌과정을 심으로』,

삼 사,1980,p.85.;진 재·최선,“‘한국 권력구조’의 기원 형태: 한민국임

시정부(1919년-1945년)의 헌법개정과 권력구조 변천사 분석”,『한국정치학회보』

제43집 제2보,서울:한국정치학회,2009.

371)雩南李承晩文書編纂委員 ,『(梨花莊 所藏)雩南 李承晩文書 東文篇』第 6卷,서

울: 앙일보사: 한국학연구소,1998.p.122.

372)안창호가 한성정부를 승인하면서 상해 임시정부의 개조작업을 추진한 배경에

하여는 반병률,“이승만과 이동휘”,『이승만 연구』,서울:연세 학교 출 부,

2000,p.261.

373)자세한 경 에 하여는 김 수,『 한민국임시정부헌법론:헌법제정의 배경

개헌과정을 심으로』,삼 사,1980.;한시 ,“이승만과 한민국임시정부”,

『이승만 연구』,서울:연세 학교 출 부,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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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집정 총재의 해석

임시정부의 통령제 개헌과 이승만의 통령 선출 이후에도 이승만의

호칭 사용 문제는 정리되지 않았다.이승만이 오히려 통령 칭호 채택

정부개조에 반 하고 다시 집정 총재라는 명칭을 사용하 기 때문이

다.374)상해 임시정부는 다시 이를 문제 삼아 앞으로는 통령 직함 외

에 집정 총재라는 직함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 다.

이에 하여 이승만은 상해 임시정부 인사들에게 여러 차례 보와 우

편으로 사후 설명의 노력을 기울 는데,앞으로는 통령이라는 직함을

사용하겠지만,기왕에 집정 총재 명의로 발행된 국채표를 수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이 과정에서 이승만이 보낸 서신을 보면 집정 총재직

에 한 상해 임시정부와의 입장 차이가 좀 더 복잡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 (自今)375)나의 유 (猶豫)376)하는 바는 집정 (執政官)이니 통령

(統領)이니 하는 명호(名号)377)일사(一事)378)인데,각원(閣員)379)제씨(諸

氏)380)는 거개(擧皆)381)왈(曰)통령(統領)으로 행(行)하고 집정(執政)으로

행(行)치 말라 하는지라.당 사실로 말하면 내지(內地)에서 조직한 바 집

정 (執政官)이라 한 것이 즉 통령(統領)이라 함인데,상해에서 일부분이

고집(固執)하여 왈 집정 이라 함은 즉 총무(總務)라 함인데,이박사가 자

칭 통령(大統領)하 으니 기(基)형편을 하여 통령으로 개선(改

選)382)하자 하여서 개조(改造)383)등설(等說)로 설거설래(設去設來)가 빈

374)이승만이 정부개조에 반 한 이유에 하여는 한시 ,“이승만과 한민국임시

정부”,『이승만 연구』,서울:연세 학교 출 부,2000,p.181.참조

375)지 을 기 으로 하여

376)망설여 일을 결행하지 아니함.

377)이름

378)한가지 일

379)각료(閣僚),한 나라의 내각을 구성하는 각 장

380)여러 사람을 높여 이르는 말.

381) 부분

382)바꾸어 선출함

383)좋아지게 고쳐 만들거나 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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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頻繁)히 됨이라.

아(我)내지동포(內地同胞)가 이 게 선정하고 공포까지 하 은 즉 그

피수자384)와 재도자385)가 다 아(我)재외인(在外人)들의 합심으로 이를 집

행키를 망(傳望)386)한지라.

재호(在扈)제씨(諸氏)는 피차(彼此)합일하여 이를 표로 국민 회를

설하고 내지에서 피선된 평정 (評政官)제씨(諸氏) 참석(參席)할 수

있는 인원은 거개(擧皆)387)청래(請來)388)하 다가 평정(評政)하는 권한을

임(任)하고 상해 의정원(議政院)은 곳 국민 회(國民大 )로 개칭(改稱)하

던지 혹(或)여 히 두던지 입법부 자격으로 내지 국민 회를 표한 양으

로 만들면 각지 각인이 무비합일되어 질서가 정돈(整 )될 듯한데 무단(無

端)389)문제를 제출하여 집정 이니 통령이니 아니니 하므로 이와 같이 장

황(張皇)함은 밖으로 우리의 조직력의 불완함을 보이며 안으로 우리 충의

지사를 낙심 할 려(廬)가 없지 않으니 이것이 심히 민박(悶迫)390)일이

외다.

만고(萬苦)지 에 아(我)가 선언하되 아(我)는 통령이오,집정 이 아

니라 할진 ,내지에 충의지사의 희생(犧牲)한 목 을 배반하는 뜻도 없지

않거니와,혹인(惑人)은 응당 평론하기를 아(我)가 통령의 명호(名号)를

집정 보다 낫게 여긴다 사실보다 명칭을 히 여기는 자가 될 것이오.만

약 집정 으로 행(行)할 것이오 통령은 아니라 할진 이는 당 에 선거

한 이원들의 실정도 아니오 겸(兼)하여 각국에 통첩(通牒)391)한 바와도 모

순(矛盾)이 됨이라.

고로 아(我)의 망(切望)392)하는 바는 상해와 내지(內地)와 해삼 등

지 각처인원(各處人願)을 의(依)하여393)거개(擧皆)394)합동(合同)한 양으

384)감옥에 갇힌 죄인

385)아직 잡히지 않은 죄인

386)바라는 바를 하다.

387) 부분

388)손님을 청하여 오게 함

389)까닭 없는

390)답답하고 옹졸한

391)1.문서로 알림. 는 그 문서.2.<법률>국제법에서,국가의 일방 의사 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국가의 태도나 정책...

392)간 히 바라다

393)의지하여

394) 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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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집정 이라 통령이라 하는 것을 통용(通用)하여 행(遵行)함이 사호지

(似好之)395)외다.차(且)396)아(我)는 당 부터 집정 이 통령으로 알았고

한 이것이 사실인바 증거도 자재(自在)397)하니 어 자기이기인(自欺以

欺人)398)이리요.국한문으로는 집정 이라 하 고 문으로는 President라

하 으니 이는 곳 통령이라는 뜻이외다.이것을 재미(在美)모지(某地)399)

소부분( 部分)은 평왈(評曰)이박사는 명호(名号)를 혹차(或此)혹피(或

彼)400)로 불일기단(不一其端)401)이라 하나 사실은 아니외다.상해에 각원

(閣員)402)제씨(諸氏)403)와 의정원(議政院)첨원(僉員)404)이 동일히 원하시

면 나는 어차(於此)어피(於彼)에 고집지 않고 응종(應從)할405)터이나 여

허(如許)한406)사정은 상지(詳知) 하고자 함이외다.407)

즉,이승만과 상해 임시정부 사이에 집정 총재라는 직명을 두고 벌어

진 논쟁이 단순히 용어상의 다툼이 아니라 정부형태에 한 기본 인 구

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이승만은 집정 이나 통령이

나 공히 어로는 President로 같은 말이라고 보는 반면,상해 임시정부

인사들은 집정 이란 총무(總務),즉 디 터(Director)를 가리키는 말이고,

통령이 아니라고 한다.408)

상해 임시정부에서 말하는 총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지

만,집정 총재 ‘총재'부분에 방 을 두고 의원내각제 하의 총리에 가

까운 용어를 선택하여 사용한 것으로 짐작된다.총리와 통령 사이에는

395)모두 좋아함

396) 한

397) 로 있음

398)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다

399)어느 지역

400)혹은 이것,혹은 것

401)일의 실마리가 한둘이 아님.

402)각료(閣僚),한 나라의 내각을 구성하는 각 장

403)여러 사람을 높여 이르는 말.

404)여러분

405)명령이나 요구 따 에 응하여 그 로 따르다.

406)이와 같은

407)이승만이 안 경에게 보낸 1920.1.22.자 편지(柳永益 外,『李承晩 同文 書翰集

:淨書·飜譯·校註本』上,中,下,서울:연세 학교 출 부,2009.)

408)반병률,“이승만과 이동휘”,『이승만 연구』,서울:연세 학교 출 부,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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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차이가 있겠지만,의원내각제와 통령제라는 서로 다른 정부형태의

수반이라는 에서 근본 인 차이가 있다.의원내각제 정부를 수립한 임

시정부 인사들은 집정 총재란 자신들이 임명한 국무총리에는 해당될지언

정 강력한 권한을 가진 미국식 통령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3)헌법 반 주장에 한 검토

한성정부와 상해 임시정부 모두 군주정이 아닌 공화정을 지향하 다는

에는 이견이 없고,상해 임시정부 역시 한성정부를 수립한 국민들의 의

사를 무시할 수 없었다는 은 분명해 보인다.그 다면 집정 총재 호칭

사용의 문제는 첫째,국체를 민주제,정체를 의제로 규정하고 있는 한성

정부가 ‘미국식 통령제와 국식 의원내각제 어느 정부형태를 의도

한 것인지’의 해석문제로,둘째,상해 임시정부에 이와 상반된 헌법이 있

었는지 여부로 귀결된다.

한성정부 수립 과정을 돌이켜 보면,한성정부를 수립한 민족지사들은

3·1독립운동 이후 일제의 감시와 탄압을 받는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임시정부의 통치기구와 법제 명칭을 비교해 볼 기회가 없었다.이 때문에

정부의 장 각료의 이름을 붙이면서 용어 선택에 어려움을 겪었고,이

들은 고심 끝에 통령제 정부조직 보다는 멸망한 한제국과 같은 제국

식의 이름을 사용하기로 합의하여 각부의 장 을 ‘총장’이라고 확정지었

다.409)이와 같은 한성정부 수립 주체의 단을 감안하면 집정 총재를

입헌군주제 정부에서 내각의 수반을 가리키는 총리로 보는 것도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성정부 상해 임시정부가 군주제를 포기하고 공화제를 선택

하 다는 에서 한성정부 수립자들이 입헌군주제 수립까지 염두에 두고

명을 선택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신설 정부의 구성원을 임명함에

있어 박한 여건 속에 정부를 수립한 후 그 지 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

록 의미가 분명하고 친숙한 용어를 사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409)이 희,『 한민국임시정부사연구』,서울:혜안,2001,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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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한성정부에는 집정 총재 외에 그 아래 직 으로 국무총리가

별도로 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집정 총재를 내각제의 국무총리로 해석

하기는 어렵다.

이승만은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한성정부를 민주정체 정부로 보았던 것

일까?이승만은 『독립정신』 술 당시부터 통령의 개념에 하여 백

성들이 선출한 최고 지도자이며 민족을 표하여 외교상의 권한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다름 아닌 President에 해당한다고 보아 미국식 통령제

를 모델로 삼고 있었다.그리하여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국가의 원수이

자 행정부 수반인 통령을 집정 총재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 다.

이러한 그의 결론은 비교 합리 으로 도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오

늘날 공화국 에는 내각제를 취한 나라도 있고 통령제를 취한 나라도

있다.하지만 의원내각제는 연 상 입헌군주제와 함께 탄생한 제도 던

반면,1차 세계 당시까지만 해도 통령제가 공화제 국가의 표

정부형태 다.동·서양의 정치외교사에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던 이승만

은 이러한 정치상황을 토 로 『독립정신』에서 세계의 정치제도를 분류

한 바 있고,410)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의 민주정체 개념은 한편으로는

공화제이고 동시에 미국식 통령제 정부형태를 의미하기도 하 다.이러

한 에서 공화국을 표방한 한성정부의 정부형태 한 미국식 통령제로

해석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한성정부는 국체로 공화제를 표방하며 ‘민주제’라는 표

을 사용하 다.공화제라는 의미를 갖는 ‘민주’라는 용어는 통령제 국가

를 민주국으로,(입헌)군주국을 헌법국가로 나타내는 이승만의 정치제도론

에서 사용된 바 있다.이승만이 『독립정신』을 술할 당시 옥 에서 함

께 생활한 동지들이 한성정부 수립을 결의한 국민 회에 동참하 던 을

감안하면411)한성정부의 민주제가 미국식 공화제를 염두에 두고 채택된

것으로 이해하는 편이 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412)

410)김용직,“이승만의 「독립정신」과 후기 개화기 정치외교 담론”,『한국 학연

구소 학술총서』 15권,서울:연세 학교 출 부,2011.참조

411)이승만이 한성정부의 집정 총재로 추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옥 동지 이상

재의 도움이 있었던 바,그 상세한 내용은 이한우,『 한민국을 세운 독립운동가

이승만』,서울:역사공간,2010,p.115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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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 한성정부의 집정 총재라는 직명이 무엇인지를 해석함에 있어서

이승만은 자신의 정치제도론에 기 하여 논리 인 해석을 한 것으로 보이

는데,이러한 그의 입장을 헌독선 이라고 평가한다면,413)이는 상해 임

시정부의 헌법을 기 로 할 수밖에 없다.그러나 상해 임시정부 성립 선

포문에는 헌법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한민국임시헌장선포문’으로

되어 있다(별지2참조).그 내용도 주요 통치기구로 임시정부 임시의정

원을 설치할 것만을 개략 으로 밝히고(제2조),이어서 인민의 자유·권리

(제3조 내지 제5조)와 의무(제6조)에 하여 짤막하게 언 하고 있을 뿐

이어서 헌법의 수 에 이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414)

한 해외 독립투사들은 곳곳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하 고,상해 임시정

부는 3·1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국민들의 신임에 따른 정부를 조직

하고자 하 으나,415)이미 한성에서는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기 이 부

터 백성들의 민의를 수렴한 정부수립을 한 움직임이 상당히 구체화되어

있었다.416)그 결실로 탄생한 것이 한성 임시정부 수립이었고,상해 임시

412)노령정부가 통령제를 택하 으며,한성정부도 통령제와 유사한 집정 총재

제를 택하 고,상해임시정부만이 의정원 심의 일원정부제에 가까운 형태를 취

하 다는 견해로,진 재·최선,“‘한국 권력구조’의 기원 형태: 한민국임시정

부(1919년-1945년)의 헌법개정과 권력구조 변천사 분석”,『한국정치학회보』제43

집 제2보,서울:한국정치학회,2009,p.33.;한성 부의 형태는 통령제에 가까

운 집행 총재제라는 견해로 김 수,『 한민국임시정부헌법론』,서울:삼 ,

1980,p.90.참조

413)이동휘,안창호 등 임시정부 요인들은 집정 통령 호칭사용을 헌법 반이

라 비 하 다.오늘날에도 그러한 이승만을 헌독선 이라 비 하는 견해가 있

다는 은 앞서 본 바와 같다.

414) 한민국임시헌장은 우리 민족 최 의 독립을 한 조직 항운동단체의 기본

법이지만 임시정부의 임시헌법으로는 그 헌법체제상 미비하다는 견해로 김 수,

『 한민국임시정부헌법론:헌법제정의 배경 개헌과정을 심으로』,서울:삼

사,1980,p.87.; 한민국임시헌장은 우리 헌정사에서 등장하는 최 의 근

헌법문서라는 견해로 진 재·최선,“‘한국 권력구조’의 기원 형태: 한민국임

시정부(1919년-1945년)의 헌법개정과 권력구조 변천사 분석”,『한국정치학회보』

제43집 제2보,서울:한국정치학회,2009.참조

415) 한민국임시헌장선포문

신인(神人)일치(一致)로 외(中外) 응(協應)하야 한성(漢城)에 기의(起義)한지 삼

십(三十)유일(有日)에 평화 독립을 삼백(三百)여주(餘州)에 복하고 국민의 신임

으로 완 히 다시 조직한 임시정부는 항구 완 한 자주독립의 복리(福利)로 아(我)

자손(子孫)여민(黎民)에 세 (世傳)키 하야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임시헌장(臨時

憲章)을 선포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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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역시 한성정부의 정통성은 인정하고 있었다.417)그러한 한성정부 결

의문의 내용과 상반된 정부형태를 주장하는 것이 과연 헌법 인 것인지는

의문이다.이승만이 “헌법을 보지 않았다”는 말로 임시정부 인사들의

헌비 을 일축한 은 그러한 에서 이해할 만하다.418)

임시 통령이 된 이승만은 상해로 와서 일해 달라는 임시정부의 요청

에 하여 일단 거부하면서,자신의 정치제도 사상이 비단 지 의 일시

방편이 아니라 오래 부터 생각해 오던 것임을 밝히고 있는데,여기서

이승만이 말하는 사료(思料)란 『독립정신』에 기술된 정치제도론을 말하

는 것으로 짐작된다.즉,이승만이 임시정부와 논쟁을 함에 있어서도 사안

에 따라 임시방편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정신』의 정치제도론에

입각하여 일 된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즉(然則,그런즉)지 에 상해에서나 해삼 에서는 정부를 설립하고

헌법통일 등 입법 행정 각사로 토론 쟁변이나 하거나 소 단체가 호상 분

립하여 권한 명 등(等) (節)로 설거설래함이 사에 교익은 은

로 인(認)하나이다.타인의 조계내에서 행호 시령하려는 것이 그다지

이 아니오.피차 논변(論辯)하는 에서 각국인이 오(吾)의 단합되지 못함

을 지소(指笑)419)헐지라.고로 유형무 (有形無跡)420)한 정부기 (政府機

關)을 상해에 치(置)하여 동서와 내외에 연락 통보하는데 력하여 앙

(中央点)을 삼고 모든 부분의 일을 피차 소개(紹介)하여 신(身)이 비(

臂)421)를 사(使)함과 비(臂)가 지(指)를 사(使)함과 같이 하면 이것이 즉

정부(政府)요 이것이 곧 민국사회(民國社 )아니오닛가.

이상 소진422)은 제(弟)사료(思料)423)에 있은지 오래되 혹 이론을 기(起)

한다는 오해를 래할까 두려워 고불발설(姑不發說)이나 형은 내지와 원

416)임시정부 수립을 한 비 원회의 20여 명의 동지가 첫 회합을 가진 것은 3.

17.오 이었다.이들은 만장일치로 국 13도 민족 표 회합의 국민 회를 개최하

기로 합의하 다(이 희,『 한민국임시정부사연구』,서울:혜안,2001.)

417)이 희,『 한민국임시정부사연구』,서울:혜안,2001.

418)반병률,“이승만과 이동휘”,『이승만 연구』,서울:연세 학교 출 부,2000.

419)손가락질 하며 비웃음

420)형태는 있으나 자취는 없는

421)팔

422)진술한 바

423)깊이 생각하여 헤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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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형편을 잘 아시니 이에 하여 불연(不然)한 것이 있으면 직언무

(直 無違)로 상시하시오.종종 서자로 녹시하시오.424)

이승만의 집정 총재 통령 호칭 사용문제는 이승만이 1920.1.말

경 임시정부의 요구를 수용하여 통령 호칭을 사용하겠다고 답하면서 끝

을 맺었다.이는 이승만의 측근인 안 경, 순의 권고를 따른 것으로 보

인다.그 다고 해서 이승만이 한성정부를 부인했다고 볼 수는 없으며,임

시정부의 개조 취지나 의도와는 별개로 집정 총재를 통령과 같은 뜻으

로 이해한 자신의 이론에 따라 그 통령 직함 하나만을 사용하겠다는

뜻으로 짐작할 수 있다.425)

2.임시 통령의 권한

가.정부의 권한분배와 마찰

임시정부에서 개헌 차를 통해 이승만을 통령으로 임명하는 등 노력

을 기울 으나,이승만은 이후로도 상해에 부임하라는 임시정부의 요청을

수차례 거 하 다.426)그의 서신427)을 보면 “지휘·명령 계통만 잘 작동하

면 이는 민주사회의 정부로 볼 수 있다”고 말하는데,이승만은 굳이 상해

로 가지 않고 하와이에서 임시정부를 원격조종하고자 하 던 것이다.주

된 연락수단은 보 고,상해에 견한 통신원을 통하여 임시정부의 사

정을 악할 수 있었다.428)

424)이승만이 김병조에게 보낸 1920.3.6.자 편지(柳永益 外,『李承晩 同文 書翰集

:淨書·飜譯·校註本』上,中,下,서울:연세 학교 출 부,2009.)

425)반병률,“이승만과 이동휘”,『이승만 연구』,서울:연세 학교 출 부,2000,p.

274.참조

426)이승만 외에 박용만,김규식 등의 임시정부 요인들도 미국에 근거지를 두고 활

동하 기 때문에 임시정부는 행정부로서의 제 기능을 다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한시 ,“이승만과 한민국임시정부”,반병률,“이승만과 이동휘”,『이승만 연

구』,서울:연세 학교 출 부,2000.)

427)이승만이 김병조에게 보낸 1920.3.6.자 편지(柳永益 外,『李承晩 同文 書翰集

:淨書·飜譯·校註本』上,中,下,서울:연세 학교 출 부,2009.)

428)이승만은 임정보다는 미국에 있는 자신의 기반을 더 시한 측면이 있고,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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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이 국무총리에 취임한 이동휘에게 보낸 1919.11.19.자 보에는

“원동(遠東)의 일은 총리가 주장하여 하고 한 사(事)만 여(余)와 문의

하여 하시오.구미의 일은 여(余)에게 임시로 임하시오. 한 사(事)는

정부와 문의하겠오.정부와 이곳은 으로 력할 필요가 있소”라고

하여 이승만은 기본 으로 상해의 일은 국무총리가,미주의 일은 통령

인 자신이 담당하되 한 일은 서로 상의해서 처리하고자 하 다.429)

권력의 배분과 효율 국정운 을 시한 이승만에게 이러한 역할분담

은 일응 자연스러운 것이었다.상해와 미주의 일을 나 것은 지역에 따

른 업무분담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미주의 사무란 주로 구미를 상 로

한 외교활동을 의미하므로 그는 통령으로서 독립외교수행 업무를 직

담당하고자 한 것이다.430)돌이켜 보면 이승만이 한성정부 집정 총재로

서 행한 첫 번째 업무도 리강화회의에 견되어 있던 김규식을 ‘한민

주국 표 겸 권 사’로 임명한 것이었다.431)

이승만은 임시정부의 통령과 한성정부의 집정 총재 명칭을 둘 다 활

용하면서 민족의 최고지도자라는 상을 유지하려 하 고,외교권 외에도

국무원이 내리는 요한 결정사항에 하여는 통령으로서의 권한을 갖

고자 함으로써432) 통령에게 요한 권한과 직책이 집 되어야 한다는

종래 『독립정신』의 이론을 고수하 다.

이승만은 이러한 일 된 원칙에 따라 통령의 직무를 수행하 으나,

그러한 원칙이 임시정부와 의된 것은 아니었다.이승만이 통령의 핵

심 권한 내지 사무라고 본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외교권이며 두 번째가

재정권이었다.433)이승만은 이 두 가지 권한은 결코 임시정부에 양보하려

에 부임하지 않고 미국에서 원격정부를 구상한 것도 그러한 의도와 련 있다(한

시 ,“이승만과 한민국임시정부”,『이승만 연구』,서울:연세 학교 출 부,

2000.).

429)한시 ,“이승만과 한민국임시정부”,『이승만 연구』,서울:연세 학교 출

부,2000.

430)김철수,“미국헌법이 한국헌법에 미친 향 서설”,『미국헌법과 한국헌법』,서

울: 학출 사,1989.

431)한시 ,“이승만과 한민국임시정부”,『이승만 연구』,서울:연세 학교 출

부,2000.

432)한시 ,“이승만과 한민국임시정부”,반병률,“이승만과 이동휘”,『이승만 연

구』,서울:연세 학교 출 부,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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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았고,그 에서도 재정권이 구에게 귀속하는지의 문제는 임시

정부와 심각한 권력분쟁을 래하 다.

이승만은 통령으로서 외교활동을 펼치고 자신의 지지기반을 쌓기

해 재정의 확보가 무엇보다 요하다는 을 알고 있었고,미국은 미주교

포들을 기반으로 한 ‘재정의 보고’다.이승만은 자신의 독자 조직인

구미 원부를 임시정부와 의 없이 임의로 설립하고 임시정부를 표하

게 하 는데 임시정부의 권한 구미 원부가 행하게 될 주요 권한이

재정 수입과 지출에 한 권한이었다.434)이승만은 구미 원부를 통해

한민국 공채표를 발행하고 기왕의 애국 모집령을 폐지함으로써 미주 한

인사회에서 임시정부의 권한을 행사하고 재정권을 장악하고자 하 던 것

이다.435)

이는 임시정부 재무부의 임에 따라 애국 을 모집하고 있던 국민회

앙총회와 충돌을 낳았다.애국 은 3·1독립선언 당시 국민회 앙총회

장이었던 안창호의 주도로 모집하기 시작한 것이므로 이승만이 애국 을

부정한 것은 결국 안창호와의 립을 넘어 임시정부와의 마찰을 빚게 된

것이다.436)이 문제에 하여 국무총리 이동휘는 안창호의 입장을 지지하

면서 이승만과 시정방침에 한 논쟁을 벌 으나,437)이승만과 이동휘 사

433)고정휴,“이승만과 구미 원부”,한시 ,“이승만과 임시정부”,『이승만 연구』,

서울:연세 학교 출 부,2000.;집정 총재선언서에서 재정권과 외교권을 주권

행사자인 자신의 고유 권한임을 밝혔다는 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434)구미 원부는 교민들로부터 독립운동자 을 거두어들이기 한 통로로서 설립

직후부터 ‘지방 원부’의 조직에 착수하 다(고정휴,“이승만과 구미 원부”,『이

승만 연구』,서울:연세 학교 출 부,2000,p.119.)

435)고정휴,“이승만과 구미 원부”,반병률,“이승만과 이동휘”,『이승만 연구』,서

울:연세 학교 출 부,2000.

436)이와 같은 분쟁은 최종 으로 자신의 심복을 구미의 재무 으로 임명하려던 안

창호의 의견이 배척되고 구미 원부가 구미지역의 사실상 정부 표기 으로 확정

되면서 끝을 맺는다.즉 국무원이 1920.2.26.서재필을 미주의 재무 으로 확정한

후 통령 이승만의 승인을 얻고,구미 원부가 미주지역 재무 서의 기능을 임

받아 서재필을 재무 으로 공식 임명함으로써 애국 과 국공채를 둘러싼 갈등은

이승만의 승리로 끝났던 것이다(반병률,“이승만과 이동휘”,『이승만 연구』,서

울:연세 학교 출 부,2000.;이 희,『 한민국임시정부사연구』,서울:혜안,

2001.)

437)시정방침에 한 논쟁은 독립노선에 한 것으로 통령 호칭 문제와 함께 이승

만-이동휘 사이에 의견 립을 보인 부분이다.첫째는 무장투쟁을 통한 철 주의

독립노선과 국제연맹을 통한 외교독립노선의 립이며 둘째는 애국 과 공채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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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견해 차이는 좁 지지 않았고,이들 사이의 불화로 인하여 통령과

임시정부 사이의 역할분담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438)

사건을 의 단행하기에 지(至)하여는 이것이 당 제의 발론인데

궐후(厥後)439)상해서 행한 각 사를 보건데 헌장이라는 것을 반포( )하

면서도 그 두령자에게 알리지도 아니하 고 그 외 범사를 통령의 이름으

로 발포하되 제는 듣지도 못하 다가 문자상에 번(前番)된 것을 보고 수

인이 그 이유를 내문하기에 지(至)한 후(後)에 시(始知)440)하 으되 제는

일언(一 半辭)의 문제를 제기치 아니한지라.차 구미외교사는 통령이 주

장하여 행하라고 문자와 신으로 왕복된 것이 비일비재인데 자기들은 로

(露)정부(政府)와 교섭한다 하여 인원을 송하며 아(我)에게 문의한

도 무(無)하더니 궐후에 아(我)가 이희경을 송하여 상해로 가서 상의

왕하라 한 것을 어떻게 알았던지 보로 질문하여 불평한 의사를 발표한

지라.제는 이러한 일에 소욕 론( 欲關論)441)이고 함묵(含黙)442)하고 지

내나 각원의 지 에 처하여 이와 같이 행동을 하면 민국 사에 내하(奈

何)443)오.

이처럼 이승만과 임시정부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승

만은 상해에 있던 통신원들의 건의에 따라 1920.11.16.상해로 항하여

통령으로서의 정무를 시작하게 되었다.444)이승만의 상해 부임을 계기

로 임시정부의 조직은 정상화되는 듯하 으나,이승만은 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면서 임시정부가 당면하고 있던 안에 한 책이나 독립

사이의 립이었다(한시 ,“이승만과 한민국임시정부”,반병률,“이승만과 이동

희”,『이승만 연구』,서울:연세 학교 출 부,2000.

438)김철수,“미국헌법이 한국헌법에 미친 향 서설”,『미국헌법과 한국헌법』,서

울: 학출 사,1989.;한시 ,“이승만과 한민국임시정부”,반병률,“이승만과

이동휘”,『이승만 연구』,서울:연세 학교 출 부,2000.

439)그 후

440)처음으로 알다

441) 계된 논의를 다소 하고자 함

442)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잠히 있음

443)어 함

444)이동휘가 주도한 임시 통령 불신임운동이 직 계기가 되었다는 견해로 반병

률,“이승만과 이동휘”,『이승만 연구』,서울:연세 학교 출 부,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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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에 한 방안에 하여 임시정부 요인들과 머리를 맞 기 보다는 자

신의 노선을 고집하 고,특히 통령 이승만과 국무총리 이동휘 사이에

는 이념과 노선 상에 엄청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좀처럼 의견의

일치를 보기 어려웠다.

임시정부 각원들과의 립과 갈등 속에 이승만의 정치제도론은 특유의

뚜렷한 색채를 드러낼 수 있었지만,자신의 이론을 고집하던 이승만으로

인해 통령과 각원들 사이의 갈등은 증폭되었고 임시정부는 차 기를

맞게 되었다.445)

나.임시헌법에 의한 정부형태의 해석

한성정부 집정 총재로 추 된 이후 한민주국 통령을 자처하던 이

승만은 1919.8.25.구미 원부 원장 김규식과 공동 명의로 ‘한

공화국 헌법요강’446)을 작성·발표하 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헌법요

강에서는 국체를 공화제,정체를 의회주의로 규정하고 있었다.그런데 이

시기에 통합·개조된 상해 임시정부는 1919.11.19. 통령제 임시헌법을

제정하고 이승만을 통령으로 임명하 다.이승만은 이로 인해 구미 원

부를 심으로 한 헌법제정 작업을 잠정 단한 채 임시 통령의 직책을

수행하 다.447)

임시헌법은 필라델피아 한인 표자 회 결의안에 향을 받아 미국식

기본권보장제도와 국민주권주의,공화제,권력분립주의,입헌주의, 통령

제를 도입하 다.임시헌장에서 통령에 한 규정이 아 없었던 것에

비하면 임시헌법에서는 임시 통령이 국가를 표하게 하고 주권행사를

헌법범 내에서 통령에게 임하는 등 통령에게 상당한 지 를 부여

하 다.이러한 임시헌법은 이승만의 임시 통령 면직 이후 몇 차례 개정

445)한시 ,“이승만과 한민국임시정부”,반병률,“이승만과 이동휘”,『이승만 연

구』,서울:연세 학교 출 부,2000.

446)1.국체는 공화제로 한다.

2.정체는 의회주의 형식을 따른다.

(이하 생략)

447)유 익,“이승만 국회의장과 한민국 헌법 제정”,『역사학보』제189집,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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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만들어진 임시정부 헌법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통령제 특성이

가장 강하다.448)449)

그런데 국무총리제 임시헌장에 통령제를 추가로 규정한 임시헌법이

의원내각제 정부형태를 취한 것인지 (미국식) 통령제 정부형태를 취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다.이에 하여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는데,임

시정부가 이승만으로 인해 부득이 통령제를 택하 으나,국무원이 행정

사무를 일체 처변하고 그 책임을 지도록 한 에서 실제로는 내각책임제

의 요소를 가미한 충형태 다고 보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통령제 형부형태 는 제3의 정부형태450)로 보는 견해도 있다.451)

살피건 ,만약 임시정부가 의회로부터 독립하고 의회에 해서 정치

책임을 지지 않는 임시 통령을 심으로 운 되었다면 설사 내각제 요

소가 일부 가미되어 있다 하더라도 임시정부를 통령제 정부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448)김철수,“미국헌법이 한국헌법에 미친 향 서설”,『미국헌법과 한국헌법』,서

울: 학출 사,1989.;진 재·최선,“‘한국 권력구조’의 기원 형태: 한민국

임시정부(1919년-1945년)의 헌법개정과 권력구조 변천사 분석”,『한국정치학회

보』제43집 제2보,서울:한국정치학회,2009,p.34.

449)그 외에 미국과 랑스의 정부형태를 혼합한 충식인 임시총통제를 채용하고

있는 1912년 화민국임시약법의 향을 받았다는 에 하여는 김 수,『 한

민국임시정부헌법론:헌법제정의 배경 개헌과정을 심으로』,서울:삼 사,

1980.

450)진 재·최선,“‘한국 권력구조’의 기원 형태: 한민국임시정부(1919년-1945

년)의 헌법개정과 권력구조 변천사 분석”,『한국정치학회보』제43집 제2보,서울:

한국정치학회,2009.pp.34-35;다만,이러한 정부형태를 일원정부제라는 제3의 유

형으로 분류하는 견해에는 문제가 있다.이 견해는 임시의정원에서 통령이 선출

되므로 일원 정당성을 갖고 있으며, 통령이 국가·행정의 수반으로 일원화되어

있다는 을 근거로 들고 있지만,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임시헌법은 국가수

반인 통령과 행정수반인 국무총리로 이원화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이

견해의 ‘권력구조형태 분류’에 의하면 국가수반과 행정수반이 이원 이고 민주

정통성이 일원 인 임시헌법의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에 해당한다.

451)김철수,『한국헌법사』,서울: 학출 사,1992,p.21.;형식상 통령제 정부형

태를 취하면서도 실제로는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많이 내포하고 있는 충식 정부

형태라는 견해로 김 수( 한민국임시정부헌법론:헌법제정의 배경 개헌과정을

심으로』,서울:삼 사,1980.);반 로, 통령제로 보는 견해로 신우철(“ 국의

제헌운동이 상해 임시정부 헌법제정에 미친 향:임시헌장(1919.4.11.)과 임시헌

법(1919.9.11.)을 심으로”,『법학사연구』29집,2005.김철수,같은 책에서 재인

용)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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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임시 통령이 의회로부터 독립된 지 를 보장받고 있는지 살펴보

자.임시 통령은 임시의정원에서 선출되며(동법 제12조,제21조 제5호)

임시 통령에 한 임기의 보장이 없다.임시 통령의 임기를 규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한성정부가 임시정부는 국토 회복(恢復)후 만일개

년내에 국회를 소집함이라고 하여 국회가 소집될 때까지 집정 총재가 유

임하는 것을 정한 것과는 달리,임시헌법은 오히려 통령의 임기가 짧

을 것을 정하고 통령의 임기를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다.452)임시

의정원이 임시 통령을 불신임할 수 있는 명문의 근거는 없지만 1920년

이승만에 한 불신임운동이 개된 에 비추어 보면,453) 통령에

한 불신임에 하여도 명문의 근거를 요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임시 통령에 한 임시의정원의 통제가 강하다는 에서도 임시 통령

이 임시의정원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임시

통령의 법행 만 존재하는 경우에도 임시의정원은 임시 통령을 탄핵할

수 있고(동법 제21조 제14호),임시 통령은 임시의정원의 승낙 없이는 마

음 로 임시정부를 이탈하지 못하며(동법 제16조),임시 통령의 유고시에

국무총리가 리하도록 하여(동법 제17조)임시의정원에 비하여 임시 통

령의 지 는 상당히 불안정하게 규정되어 있다.실제 임시헌법의 운 을

보더라도 임시 통령에 한 불만을 이유로 불신임안이 수차례 제출되는

등 임시 통령이 의회로부터 독립된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454)

다음으로 임시 통령을 심으로 집행부가 운 되는지 살펴보자.임시

정부의 행정권은 국무원에 속한다(동법 제5조).국무원은 오늘날 내각에

응하는 것인데,임시헌법은 통령이 어디까지 행정권을 보유하는지에

하여 뚜렷하게 언 하지 않고 단지 이를 국무원에 귀속시키고 있다.만

약 통령이 국무원의 수장이 된다면, 통령은 행정사무의 최고 책임자

로서 행정권을 장악할 수 있게 된다.그런데 임시헌법은 국무원이 임시

통령을 보좌하여 주 행정사무를 집행하고(제37조)임시 통령은 국가를

452)김 수,『 한민국임시정부헌법론:헌법제정의 배경 개헌과정을 심으로』,

서울:삼 사,1980.

453)반병률,“이승만과 이동휘”,한시 ,“이승만과 한민국임시정부”,『이승만 연

구』,서울:연세 학교 출 부,2000.

454)반병률,“이승만과 이동휘”,『이승만 연구』,서울:연세 학교 출 부,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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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하여 정무를 총람하도록 되어 있어(제11조)형식상으로는 마치 통

령을 행정부의 수반으로 보는 듯하다.455)

그러나 임시헌법은 국무원의 료로 국무총리,각부총장,노동국총변을

들면서 정작 통령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동법 제37조).그리고 이러한

국무원이 행정사무 일 을 처변하고 그에 한 책임을 으로 부담함으

로써(동법 제35조) 통령은 행정에 한 책임을 질 근거가 없다.즉 통

령은 행정권과 그로 인한 정치 책임에서 배제되어 있어 행정부 수반으

로 보기 어렵다.456)

이처럼 임시헌법 하에서 임시 통령은 임시의정원으로부터 독립된 지

를 보장받지도 못하고 임시 통령을 정 으로 집행부가 운 되는 것도 아

니었다.오히려 임시 통령의 권한으로 규정된 것들(동법 제15조)이 임시

의정원과 국무원으로부터 통제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가령,국무원의 임명은 통령의 권한으로 되어 있지만,임시의정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고(동법 제21조), 통령의 직권에는 명령 발포권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법률의 임 내지 집행을 한 것으로 제한되어 있

다.긴 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법률을 신한 명령을 발할 수 있으나 이

역시 국무회의와 의정원의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다.조약에 한 사항은

통령이 의정원의 동의를 얻어 조약을 체결할 권한은 있으나 그에 한

사항은 통령이 배제된 국무원의 의정사항으로 정해져 있다.

임시 통령은 선언 으로는 주권의 행사자로서 최고 지도자인 듯하나,

행정에 한 권한은 국무원의 결의를 통과한 안건의 형식 인 결재권 정

도 으며,실질 으로는 미국식 통령제와 비교할 때 행정부 수반으로서

455)이를 토 로 행정수반의 궁극 인 권한은 임시 통령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견해

로,진 재·최선,“‘한국 권력구조’의 기원 형태: 한민국임시정부(1919년

-1945년)의 헌법개정과 권력구조 변천사 분석”,『한국정치학회보』제43집 제2보,

서울:한국정치학회,2009,p.34.

456)1919.8.28.임시헌법개정안이 정부로부터 임시의정원에 제출되었고,1919.9.3.

에는 임시 통령의 임기가 없다는 것과 내각조직의 책임소재 등의 논쟁이 있었다.

이에 하여 내무차장 신익희는 “ 통령의 임기는 임시이기 때문에 정하지 않는

다.”,“내각조직은 국무총리가 책임내각을 조직한다”라고 각각 답변하 다.이에 비

추어 보면 임시정부는 내각제 형태의 행정부 구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

로 보인다.임시헌법 제정과정에 하여는 김 수,『 한민국임시정부헌법론:헌

법제정의 배경 개헌과정을 심으로』,서울:삼 사,1980.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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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지 를 갖고 있지 못하다.이승만은 임시 통령으로 상해에 부임

한 이후에야 ‘국무총리가 국무원의 수반’457)이며 ‘행정권은 국무총리에게

부여’458)되어 있는 임시헌법의 실상을 알게 되었다.

<임시 통령 유고(諭告)>459)

정부의 행제도로 논의하면 국무총리가 국무원수반(首班)이요.국무회

의에 총리가 주석하야 안건을 결의한 뒤에 통령의 결재를 경유하야 집

행하나니 총리의 직무가 일일이라도 공석이 되게 하기는 어려운지라.

그는 임시정부에서 원하는 데로,460)국가의 상징 수반으로서 통령

의 지 에 앉아 있었던 것이다.그리고 실권에서 배제된 ‘뒷방 감’과도

같은461)자신의 지 에 하여 불만을 토로하며,임시헌법이 가진 문제

을 아래와 같이 지 하고 있다.

행정부에 련하여,행정권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국무총리에게 부여

되어 있기 때문에 임시 통령은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의정원

에서 통과된 법률안은 모두 국무회의를 거친 다음에 통령에게 제출되어

재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이 에서 국무회의는 의회의 상원과 같습니

다.462)

457)雩南李承晩文書編纂委員 ,『(梨花莊 所藏)雩南 李承晩文書 東文篇』第8卷,서

울: 앙일보사: 한국학연구소,1998.

458)이승만이 서재필에게 보낸 1921.1.18.자 편지(유 익,“이승만 국회의장과 한

민국 헌법 제정”,『역사학보』제189집,2006.)

459)雩南李承晩文書編纂委員 ,『(梨花莊 所藏)雩南 李承晩文書 東文篇』第6卷,서

울: 앙일보사: 한국학연구소,1998.

460)정부형태에 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 만큼은 의문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김 수,『 한민국임시정부헌법론:헌법제정의 배경 개헌과정을 심으로』,

서울:삼 사,1980,p.108.;진 재·최선,“‘한국 권력구조’의 기원 형태:

한민국임시정부(1919년-1945년)의 헌법개정과 권력구조 변천사 분석”,『한국정치

학회보』제43집 제2보,서울:한국정치학회,2009,p.35.

461)유 익,“이승만 국회의장과 한민국 헌법 제정”,『역사학보』제189집,2006,

p.111.

462)유 익,“이승만 국회의장과 한민국 헌법 제정”,『역사학보』제189집,2006.



-164-

다.미국으로 귀환한 배경

이승만과 이동휘 사이의 갈등은 결국 국무총리 이동휘를 비롯하여 김규

식,안창호 등 각원의 사임으로 이어졌고,이승만에 한 통령직 사임

요구도 일어났다.이승만은 안창호의 권유에 따라 일시 사직을 결심하

으나 곧 이를 번복하고 임시정부 조직정비를 추진하여 국무총리는 법무총

장 신규식이 겸임토록 하고 그 외에 사퇴한 각원을 새로이 임명하 다.

463)

그러나 각지의 반이승만 세력이 집결하는 가운데 상해에서도 안창호를

비롯하여 임정에서 사퇴한 인사들이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기 해 국민

표회의 소집을 요구하면서,임시정부를 옹호·유지하던 이승만의 입지는

약화되었다.결국 이승만은 도미에 한 통지문을 남기고 1921.5.28.상

해를 떠나온다.이승만이 임시의정원에 남긴 교서를 보면 각원 사퇴로 인

한 그간의 혼란이 수습되었고 외교상 긴 과 재정상의 박을 이유로 상

해를 떠난 것으로 보인다.464)

<임시의정원에 보내는 교서(敎書)>465)

본통령(本統領)이 임시의정원의 (電招)를 하고 미국으로부터 동

으로 건 온바 객랍(客臘)466)에 겨우 호(滬)467)에 이르 고 국무원의 내부

결속을 기도하다가 의외에 각원(閣員)의 사퇴문제로 시일(時日)을 많이 소

비한지라.오늘에 다행히 각원(閣員)제공의 질서가 정돈되었으며, 체된

서무(庶務)를 차 집행하기를 바라는 바 본통령은 외교상 긴 과 재정상

의 박함을 인하야 오늘에 다시 도미(渡美)하기를 결정한지라.각원(閣

463)한시 ,“이승만과 한민국임시정부”,반병률,“이승만과 이동휘”,『이승만 연

구』,서울:연세 학교 출 부,2000.

464)한시 ,“이승만과 한민국임시정부”,반병률,“이승만과 이동휘”,『이승만 연

구』,서울:연세 학교 출 부,2000.

465)雩南李承晩文書編纂委員 ,『(梨花莊 所藏)雩南 李承晩文書 東文篇』第6卷,서

울: 앙일보사: 한국학연구소,1998.

466)지난해의 설날

467)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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員)제공과 의하여 내정한지라.귀원(貴院)제 (諸位)께서는 더욱 분발

해서 정부의 진행방침을 찬하며 복사업을 진할 믿고 바라노라.

우리의 독립 사업(獨立大事業)의 외의 형편은 나가면 갈수록 더욱 희

망이 있어서 로 큰 호기회(好機 )가 조만간 내도(來到)할지라.우리

는 만사가 미비한 에 처(處)하 으니,마땅히 합심단결에 더욱 주의해서

원근(遠近)과 내외에 성기(聲氣)와 맥락을 상통(相通)하게 하므로 조직범

내에 더욱 주의하야 능히 업을 속성할지라.본통령은 이에 제해 극

력(極力)할지니 제군도 한 이에 동하기를 일언(一 )으로 경고하노라.

< 통령의 도미(渡美)에 한 통지>468)

본통령(本統領)이 기왕에 국무회의 석상에서 도미(渡美)할 이유와 잠행

(潛行)469)할 사정을 설명하 거니와 외교와 재정의 무(急務)를 인하야

발정(發程)470)하는 바 모든 일은 유고(諭告)471)로 상술하고 본통령의 결재

권은 유고(諭告)에 진술함에 미친 이외에는 과 같이 국무회의에 임

하오니 국무원 제 는 이를 좇아서 시행할 것을 상요(相要)함

그러나 이승만이 직 언 하지는 않고 있으나,이승만은 자신을 공격

하는 강경세력으로부터 신변의 을 받고 있었고 이러한 사정이 도미를

결정함에 있어 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472)

당시 북경에서는 신철(申哲),김약산(金若山)등이 모험단원(冒險團員)

10여명과 함께 상해로 왔고,상해에 있던 정구단(正求團)과 합세하여 재호

한인임시국민 회(在濠韓人臨時國民大 )명의로 이승만을 비 하기 시작

하 는데,이들은 이승만에게 무력을 사용할 비까지 되어 있었던 것으

로 보인다.이로 인해 이승만은 1921.5.19.일본첩자를 따돌리기 해 상

해 근처의 오송항으로 떠났다는 오보를 낸 후 다른 경로로 상해를 떠났

468)雩南李承晩文書編纂委員 ,『(梨花莊 所藏)雩南 李承晩文書 東文篇』第6卷,서

울: 앙일보사: 한국학연구소,1998.

469)남몰래 숨어서 오고 감

470)길을 떠남

471)유고(諭告):나라에서 결행할 어떤 일을 여러 사람에게 알려 . 는 그런 알림.

472)한시 ,“이승만과 한민국임시정부”,반병률,“이승만과 이동휘”,『이승만 연

구』,서울:연세 학교 출 부,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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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73)아래 이승만이 보낸 서한의 내용에서도 당시 이승만이 처하 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상해에서는 통령이 도주하 다 혹 로에서 청년에 욕(逢辱)474)하

다 하는 모든 와언(訛 )475)은 임의 료(豫料)한 바이니 불수경괴(不 驚

怪)이476)며 단(但)내지에 이와 같은 풍설이 유행함은 감인심(眩感人心)

할 려(慮)가 불무(不無)하니 귀처에 있는 23청년동지로 의(密議)하여

내지에 통신을 빈수(頻數)히 송( )하시오477)

이승만은 자신에 한 반 운동에도 불구하고 “국민 회나 국무원이나

의정원에서 탄핵을 하면 그 후에야 출하겠다”며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원

들의 사퇴요구를 거부하 다.478)이처럼 정치 으로 궁지에 몰리는 상황

속에서도 이승만이 통령직을 유지한 채 도미하기에 ‘합당한 이유’라고

생각한 것이 외교 재정상의 무 다.이승만은 상해에 부임하기 부

터 외교와 재정은 통령의 요한 직책이라고 보아 하와이에서 직 담

당하려 했다가 많은 분란을 래한 바 있다.

이승만이 외교상의 긴 을 들어 하와이로 돌아간 후,실제로 임시정부

는 워싱턴에서 열리는 태평양회의를 비하면서 한때나마 활기를 찾기도

하 다.임시의정원에서는 1921.9.이승만과 서재필을 태평양회의에 견

할 표와 부 표로 선출하 고,국민 표회의를 추진하던 인사들도 여기

에 참여하 다.그러나 아무런 수확 없이 태평양회의가 종결되면서 임시

정부는 더욱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479)

473)한시 ,“이승만과 한민국임시정부”,『이승만 연구』,서울:연세 학교 출

부,2000,p.195.

474)욕을 보다

475)잘못된 말

476)마땅히 놀라 의심하지 말 것

477)이승만이 장붕에게 보낸 1921.7.16.자 편지(柳永益 外,『李承晩 同文 書翰集 :

淨書·飜譯·校註本』上,中,下,서울:연세 학교 출 부,2009.)

478)한시 ,“이승만과 임시정부”,『이승만 연구』,서울:연세 학교 출 부,2000.

479)한시 ,“이승만과 임시정부”,『이승만 연구』,서울:연세 학교 출 부,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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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임시 통령 면직

가.임시 통령 탄핵의 배경

상해에서 확고한 지지기반을 갖지 못하여 도주하다시피 상해를 떠나온

이승만은 1921.7.14.하와이에서 임시정부를 옹호하기 한 단체인 ‘동지

회’를 결성하 다.그리고 동지회와 구미 원부를 배경으로 미주지역에 지

지기반을 마련해 가는 한편,임시 통령직도 그 로 수행하 다.원동의

일은 국무원이,미주의 일은 임시 통령이 수행한다는 종래 원칙도 그

로 지켜졌으며, 문과 통신원을 매개로한 통치도 계속되었다.480)

그러나 앞서 본 태평양회의 직후인 1922.2.하순,정국을 수습할 수 없

다는 이유로 임시정부의 각원이 총사퇴하 고,1922.8.노백린을 국무총

리로 한 새로운 내각도 다수 각료가 취임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부조직을

구성하지 못했다.게다가 임시정부는 정부 청사를 유지할 수 없어 재무총

장 이시 의 집을 청사로 사용해야 할 정도의 재정난까지 겹쳐 사실상 무

정부 상태 하에서 그 명칭만을 유지하는 실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481)

그럼에도 이승만은 이에 한 아무런 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동지회

의 조직을 확 하고 구미 원부를 유지시키는 일에만 열 하고 임시정부

의 곤궁에 하여 방 자 입장을 취하 다.1923.1.3.상해에서 국민

표회의가 개최되어 임시정부 폐지 개조 문제가 거론되자 내무총장 김

구가 국민 표회의의 해산을 명령하는 내무부령 제1호를 발표하 지만,

정작 임시 통령인 이승만은 이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482)

이러한 상황에서 이승만이 이동녕을 국무총리로 추천하여 ‘이동녕 내각’

이 성립함으로써 1922년 이래 지속되어 온 무정부상태를 수습할 수 있었

다.그러나 임시정부 내에서는 이미 임시정부의 무정부사태를 수습하지

못하고 방 만 하고 있던 이승만을 두고 불신임의 수 을 넘어 통령제

480)한시 ,“이승만과 임시정부”,『이승만 연구』,서울:연세 학교 출 부,2000.

481)한시 ,“이승만과 임시정부”,『이승만 연구』,서울:연세 학교 출 부,2000.

482)한시 ,“이승만과 임시정부”,『이승만 연구』,서울:연세 학교 출 부,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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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에 한 회의론이 지배 이었고,이동녕 내각이 출범하면서 통령

탄핵과 헌법개정의 움직임이 본격 으로 나타나게 되었다.483)

그 첫 번째가 1924.6.16.자 임시 통령 직무 리 제안이었다.이승만을

유고로 처리하고 국무총리로 하여 통령 직무를 리하게 하자는 것이

었다.국무총리 이동녕은 이러한 의정원의 요구를 정 으로 받아들 고,

이승만은 이에 해 강력히 반발하 다.484)

이승만은 1924.6.21.자 보를 통하여 난데없이 “이동 의 총리 취임

후 의정원에서는 통령이 유고(有故)이므로 총리가 리한다는 내용의

의결이 있었다”는 연락을 받는다.이어서 의정원 의장 최창식이 같은달

23.자 보를 통하여 “속히 오시오,각하 오시기까지 유고로 결정,국무총

리가 리 공포하기로 하 고”라고 알린다.485)

이에 이승만은 다음날인 24.바로 상해 임시정부로 “필요하면 가리오,

통령 리 하지 마시오”,“ 통령 리 불가”라는 2통의 보를 보내어

이에 한 반 의사를 표시하는 한편,국민회 하와이 지방총회로 보하

여 “상해서 모분자가 다시 풍 시국 태 돈 있어야 일하겠소”라고 알린

다.486)

나.이승만 탄핵을 둘러싼 헌논쟁

이승만 도미 후의 행 에 비추어 보았을 때 마지막까지 통령직에 연

연하는 이승만의 태도는 매우 자기 심 이고 모순 임을 알 수 있다.그

러나 이를 단순히 이승만의 독선 인 성격 탓으로만 돌릴 것인가는 그의

행 을 바라보는 우리의 과제인 것이다.이승만은 통령 직무 리가 법

리상 합당하지 못한 을 지 하고 있는데,그의 비 논리가 무엇인지

483)한시 ,“이승만과 임시정부”,『이승만 연구』,서울:연세 학교 출 부,2000.

484)한시 ,“이승만과 임시정부”,『이승만 연구』,서울:연세 학교 출 부,2000.

485)연세 학교 외 2인,『TheSyngmanRheetelegram』Ⅰ.-Ⅳ,ed.theInstitute

forModernKoreanStudies,Seoul:JoongAangIlbo:theInstituteforModern

KoreanStudies:YonseiUniversity,2000.

486)연세 학교 외 2인,『TheSyngmanRheetelegram』Ⅰ.-Ⅳ,ed.theInstitute

forModernKoreanStudies,Seoul:JoongAangIlbo:theInstituteforModern

KoreanStudies:YonseiUniversity,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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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정치제도론에 비추어 엿볼 수 있다.

의정원에서 무슨 권리로 통령 리를 내고 하나뇨.당 에 통령은

13도 표가 한성에 모여서 정부를 조직할 때에 선정하고 내지에서 세상

에 발포한 터이며 의정원은 상해에 다소정당들이 임시 입법명의로 세워놓

은 것이라.그 기 이 무슨 권리로 통령을 출척하난 의안을 통과하리요

( 략) 통령이 국무총리를 내어 그 국무총리가 모든 정무를 집행 하

슨즉 정부의 정령을 집행하기에 장애가 조곰도 업거날 통령 리의 새로

낼 필요가 무엇이냐487)

이승만이 임시정부를 비 하는 첫 번째 근거는 통령이 국무총리를 임

명하고 국무총리가 모든 정무를 집행하게 하 으므로 행정상 장애가 없다

는데 있다.임시정부의 행정권은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국무원에 귀

속된다.이승만은 도미할 당시 국무총리 공석으로 인한 행정상의 공백을

우려하여 서둘러 국무총리를 임명하 는데,488)내각제에 가까운 임시헌법

의 정부형태에 따를 때 임시 통령이 부재하더라도 국무총리가 선임되어

있는 이상 임시정부의 행정사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그런데 통령

이 상해에 없다고 해서 그 리를 선출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통령이 재타(在他)하여 정부행정상 장애가 됩니까.과거 오륙년에 제

(弟)는 통령의 직권을 국무원에 임(任)하여 요 안건에 하여 통령의 결

재를 요한 외에는 다 편의행사 하 고 겸하여 형이 수규(首揆)489)에 임

(任)을 수(受)하시기 에 제가 공(公牘)으로 상유지책 하에서 서무(庶

務)를 국원 공결로 진행하시라고 형께 탁하 은즉 통령 리의 명의가

아니라고 구애처(拘碍處)이 없었던지라.490)

487)윤치 ,「상해 우리 림시졍부 소식과 자국에 젼쟁」(『태평양잡지』10월호,

1924년 10월,p.14.),한시 ,“이승만과 임시정부”,『이승만 연구』,서울:연세

학교 출 부,2000,p.207.에서 재인용

488)임시 통령 유고

489) 의정

490)이승만이 이동 (석오)에게 보낸 1924.9.5.자 편지(柳永益 外,『李承晩 同文

書翰集 :淨書·飜譯·校註本』上,中,下,서울:연세 학교 출 부,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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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이 임시정부를 비 하는 두 번째 근거는 임시의정원이 임시 통

령을 탄핵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즉, 통령의 정당성은 한성정부,최

종 으로는 백성들로부터 나온 것이지만,의정원은 상해에 몇몇 독립당이

세운 것이라 아무런 정당성이 없는데,그러한 의정원이 통령을 탄핵함

은 모순이라는 비 이다.임시의정원을 부정하는 논리이다.491)이에 하

여 임시정부는 “임시헌법에 의하여 의정원의 선거를 받아 취임한 통령

이 자기 지 에 불리한 결의라 하여 의정원의 결의를 부인하고 심지어 한

성조직의 계통 운운함과 여함은 한민국임시헌법을 근본 으로 부인하는

행 ”라고 비 하 고 이승만은 다시 헌논란에 휩싸이게 되었다.492)

임시의정원에 한 이승만의 태도가 종 과 달라진 것인가?삼권분립을

강조하는 이승만의 정치제도론에 의하면 통령은 의회를 존 해야 하고

의회의 권한을 임의로 행사할 수 없다.이승만은 한성정부 수립을 국민들

의 의사로 간주하며 몇몇 독립당이 세운 것에 불과한 임시의정원의 권

를 부정하려 하지만,정작 한성정부는 의회를 구성하는데 실패하여493)

이승만으로서는 민주정부 운 을 하여 임시의정원을 필요로 하는 상황

이었다.이승만이 국채발행의 주체를 의회로 설정하고 임시의정원으로부

터 국채발행의 권을 부여하는 증서를 요청하 던 에 비추어 보더라

도,그는 임시의정원이 갖는 의회로서의 권한과 역할을 인정하 던 것으

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승만은 상해 임시 통령 부임 당시 자신의 정치제도론에

맞지 않는 임시헌법의 행정권 귀속 문제에 하여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그러한 임시헌법을 존 하 고,국무총리 이동휘를 비롯한 각원이 이승만

집권을 반 하여 사퇴했을 때도,이승만은 소수 각원들의 압력 때문에

통령직을 사퇴할 수는 없다면서 사직 의사를 번복하 지만 의정원에서 다

수 의사에 의해 탄핵을 결의하면 물러나겠다는 여지를 남긴 바 있다.

그런데 의정원에서 실제 이승만에 한 탄핵이 이루어지자 이승만은 한

491)한시 ,“이승만과 임시정부”,『이승만 연구』,서울:연세 학교 출 부,2000.

492)『독립신문』1925년 3월 23일 ,「심 서」 ;한시 ,“이승만과 임시정부”,『이

승만 연구』,서울:연세 학교 출 부,2000,p.210.에서 재인용

493)이승만을 집정 총재로 임명한 한성정부는 후일 국회의 설립을 정하고 있었으

나,실제로 의회를 구성하는데는 실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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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부의 표성과 정통성을 근거로 임시의정원의 지 와 권한을 부정하

고 있는 것이다.물론 이러한 모순된 거동을 이승만이 갖고 있던 권력욕

의 소산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자신의 노선에 해 언제나 이론 근

거를 제시하는 소 학자형 지도자로서,494)이승만이 탄핵을 결의한 의정

원을 부정하기에 이른 이유가 무엇인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승만이 추구하던 민주정치의 모습은 백성들이 정부에 맹목 으로 복

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표 하며 정부를 비 하는 것이다.특

히 임시의정원은 민의를 반 하여 임시 통령의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각자가 맡은 직책을 수행할 때 국가는 더욱 부강해질 수

있다.495)이처럼 다양한 정치 노선과 사상을 존 하고 국가에 한 민

의 비 을 장려하는 것은 구한말부터 이승만이 견지해온 민주정체 개

론의 한 내용이다.

반면 이승만은 국가의 독립 내지 존립을 해하는 노선이나 세력은

외 으로 민주정치의 장에서 배제하는데,이와 같이 독립을 기 으로 민

주정체의 한계를 설정하는 그의 조건부 민주정체 개 론에 하여 제3장

에서 살펴보았다.이승만이 탄핵정국에 이르러 임시의정원을 부정한 것

역시 이러한 조건부 민주정체 개 론의 입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승만이 임시의정원에 하여 민주정치의 한계에 한 논리를 용하

는데 단 를 제공한 것은 앞서 본 국민 표회의이다.이승만은 의정원에

서 이루어진 임시 통령 탄핵의 움직임이 국민 표회의에서 뜻을 이루지

못한 개조 ,창조 분자들이 의정원에 끼어들어 꾸민 일이라고 규정하

다.앞서 임시정부에 반발하여 개최된 국민 표회의에서는 임시정부를

폐지하고 새로운 독립운동 기구를 설립하자는 ‘창조 (創造派)’와,임시정

부를 개조하여 유지하자는 ‘개조 (改造派)’가 립하 고,두 개의 노선이

끝내 합의 을 도출하는데 실패함으로써 국민 표회의는 임시정부를 체

하는 정부를 구성하지 못하고 결렬되었다.

이러한 국민 표회의에 한 이승만의 입장을 잘 살펴볼 수 있는 것이

494)반병률,“이승만과 이동휘”,『이승만 연구』,서울:연세 학교 출 부,2000.;

이 희,『 한민국임시정부사연구』,서울:혜안,2001,p.310.

495)이승만,“독립정신”,編 ,雩南李承晩文書編纂委員 ,『(梨花莊 所藏)雩南 李承

晩文書 東文篇』第1卷,서울: 앙일보사: 한국학연구소,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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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잡지』에 실린 아래의 이다.

공연히 민심을 선동하야 귀한 재정으로 독립운동에는 쓰지 아니하고 내

지에서 피흘리며 조직으로 세상에 공포한 정부만 괴하고 충애동포들로

하여 낙심낙망 하며 세계 사람들로 하여 한인은 독립자주할 자격이

못된다는 념을 가지게 하여 놓아서 우리 복 사에 손해만 끼치게 할

진 그 죄상은 돌아갈 곳이 있을지라.496)

‘내지에서 피흘리며 조직으로 세상에 공포한 정부’는 한성정부를 말하

고,‘세계 사람들로 하여 한인은 독립할 자격이 없다는 념을 갖게 만

들었다’는 것은 국민 표회의가 소집되어 한성정부를 승계한 상해 임시정

부를 부정하고 새로운 표기구를 모색한 것이 임시정부의 일치되고 단합

된 독립외교활동에 장애를 래하 다는 것이다.여기에 사용된 ‘귀한 재

정’은 한형권이 소련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국민 표회의 개회자 으로 활

용된 20만 루블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497)

결국 이승만은 국민 표회의가 한성정부,혹은 이를 계승한 상해 임시

정부를 괴하고 독립외교활동을 해하 다는 비 을 가하고 있는 것이

다.498)이러한 에서 국민 표회의는 이승만이 허용하는 민주정치의 범

를 벗어나 민족의 독립을 해하고 괴멸을 래하는 세력이며,이승만이

배척하는 형 인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이승만이 미국으로 돌아

와 임시정부의 운 난을 방 하고 있던 사이에 이러한 국민 표회의 일당

이 임시의정원에 들어가 이승만에 한 탄핵 정국을 조장하 으므로 이승

만은 임시의정원을 부정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496)『태평양잡지』31호(1923.3.1.),「국민 표회」,p.13.;한시 ,“이승만과 임

시정부”,『이승만 연구』,서울:연세 학교 출 부,2000,p.201.에서 재인용

497)이동휘는 상해 임시정부의 국무총리 시 한형권을 견하여 소련정부로부터

200만 루블의 차 을 약속받았고,이승만의 상해 임시정부와 이동휘의 고려공산당

등이 차 을 확보하기 해 각축 을 벌인 사실에 하여는 반병률,“이승만과 이

동휘”,『이승만 연구』,서울:연세 학교 출 부,2000,p.317.참조

498)한시 ,“이승만과 임시정부”,『이승만 연구』,서울:연세 학교 출 부,2000,

p.201.



-173-

지 국원 공 (公電)을 거(據)하건데499) 소 국민 표회 여 (餘

派)500)가 의정원에 삽입(揷入)하여 편히 상변동을 주지(住持)하는 모양

이며 차(且)이동 이 총리로 통령 리하자는 의견을 찬하는 모양이니

제는 아감난해할 이 불무하외다.501)

오인(吾人)이 자 (自初)로 한성정부를 집수(執守)하여 온 것은 계통을

물실(勿失)하여 상을 유지하려 함이라.만일 재호(在扈)각 분자로 변개

할 문(門)을 한번 열면 번복(飜覆)이 무상(無常)하며 분쟁이 우열(尤烈)

할502) 을 형은 심찰(深察)하셨을 터인데 지 에 통령 리 일사에 하여

해(該)분자(分子)503)와 동의하신다면 이는 성시의외(誠是意外)라 합니

다.504)

이승만은 임시 통령 면직 이후 자신에 한 탄핵 결의가 임시헌법

차상 한 하자를 갖고 있음을 지 하고 있다.이러한 주장도 임시헌법

을 인정하는 것을 제로 한 것이다.즉,임시헌법에도 재 의원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개회할 수 있다는 의사정족수 조항이 있는데 ‘통령 리 결의’

가 이와 같은 헌법 규정에 반하 다는 것이다.상세한 사정에 하여는

구미 원부에서 발표한 『임시 통령 리 선정,구미 원부 폐지에 한

성토문』을 통해 알 수 있다.

민국 6년 12월 11일에 상해에서 13인의 불과하는 인사가 모여 의정원이

라 자칭하고 임시정부 통령이 유고라는 구실하에서 임시 통령

리를 박은식으로 선거 발표하고 내각을 조직하 으니 한민국 임시헌법

제20조에 의하면 임시 의정원 원 정수를 57인으로 하 고 동29조에 총

499)의거하다

500)남은 무리

501)이승만이 조소앙에게 보낸 1924.6.28.자 편지(柳永益 外,『李承晩 同文 書翰集

:淨書·飜譯·校註本』上,中,下,서울:연세 학교 출 부,2009.)

502)더욱 세차다

503)부정 의미로 개인

504)이승만이 조소앙에게 보낸 1924.6.28.자 편지(柳永益 外,『李承晩 同文 書翰集

:淨書·飜譯·校註本』上,中,下,서울:연세 학교 출 부,2009.)



-174-

의원 반수 (29인)이상이 출석지 않으면 개회치 못하는 명문이 있다.그러

면 13인으로 개회한 의정원은 정수 미만인 연고로 헌이고 차 헌인 의

석에서 선정된 임시 통령 리는 무효에 귀할 것이다. 임시 통령이

유고라는 이유가 성립지 못할 것은 아 임시정부 통령 이승만 각하는

포와에 체류하여 독립운동 진행 계획에 노력 인즉 비록 정부 소재

지인 상해에 취(就)치 못하나 차는 복 사업에 실제운동을 하여 미령

체류하는 것이니 더라도 당분간은 불가피의 형편인 까닭이다.여차한

경우와 사실을 불고하고 무리 비법한 동행을 감히 휘하여 임시 통령

리니 내각 조직이니 하여 자기 끼리 총장도 되고 차장도 내는 것은 고

리란 허 으로 갑오 썩은 사상이 피등의 뇌수 신경을 마비시킴이 아

니면 독립운동을 조해(阻害)하려는 그 무슨 흑막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505)

이승만 역시 이러한 원부의 주장을 인용하며,그 결의가 가진 헌법

문제 을 지 하고 있다.

의원의 불법이 원부에서 논한 바와 같다면 아마 주효하지 못할 것입

니다.지난 5년(1923년)소앙(조소앙)이 의장으로 있을 때에 13의원의 의

안을 번복했는데 이 때 원내에 있는 자는 10여 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이로우면 묵과하고 나에게 불리하면 성토한다면 사람이 승복하지

않습니다.506)

즉,조소앙이 의정원 의장으로 있을 때에도 이와 같이 의사정족수가 충

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의된 안건이 있었고,그러한 차상의 하자로 인

해 결의의 효력을 번복한 례가 있다는 것이다.

임시의정원에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분자들이 들어왔다는 임시의정원 구

성상의 헌성이나 임시의정원 의사정족수 미달로 인한 결의 차상의

헌성에 한 주장은 헌법해석에 한 다툼이고 임시헌법의 헌법 효력을

505)雩南李承晩文書編纂委員 ,『(梨花莊 所藏)雩南 李承晩文書 東文篇』第12卷,서

울: 앙일보사: 한국학연구소,1998.p.377.

506)이승만이 이시 에게 보낸 1925.4.22.자 편지(柳永益 外,『李承晩 同文 書翰集

:淨書·飜譯·校註本』上,中,下,서울:연세 학교 출 부,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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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그 임시의정원 구성상의 헌성과

련하여서는 자신의 조건부 민주정체 개 론에 따라 임시의정원 결의의 효

력을 부정하고자 하 던 것이다.

다.이승만의 임시 통령 면직 이후의 침체기

임시정부에서는 이승만에게 1924.8.31.자 보를 통하여 리안을 부

득이 반포하니 곧 오라는 요청을 보내고,이승만은 1924.9.2.자 보를

통해 “ 상변개 동포가 불원 리 반포 못하오”라고 반 하며 임시의정원

에 재의를 요구하 지만,결국 ‘통령 유고 국무총리의 통령직무

리안’은 아래 『 한민국임시정부공보』를 통해 공포되었다.507)

본 임시 통령은 본년 8월 21일에 임시의정원에서 본 임시 통령이 직

소(職所)에 귀환하기까지는 유고로 결정하고 임시헌법 제17조508)에 의하

여 기 기간은 임 국무총리 이동 으로 그 직권을 리 하기로 결의되

었기 임시헌법 제26조에 의하여 자(玆)에 차(此)를 공포함

임시 통령 이승만

한민국 6년509)9월 1일510)

이후 이동녕 내각은 물러나고 박은식을 통령 리 국무총리로 하

는 새로운 내각이 조직되었다.511)박은식은 1921.2.국민 표회의 소집을

요구했던 자로 이승만이 ‘분자(分子)’라고 보았던 반정부세력이다.이승만

의 불신임을 주도했던 인사들을 심으로 박은식 내각이 출범하면서 내각

507)한시 ,“이승만과 임시정부”,『이승만 연구』,서울:연세 학교 출 부,2000.

;雩南李承晩文書編纂委員 ,『(梨花莊 所藏)雩南 李承晩文書 東文篇』第8卷,서

울: 앙일보사: 한국학연구소,1998.

508) 한민국임시헌법

제17조 임시 통령이 유고한 시는 국무총리가 리하고 국무총리가 유고한 시는

임시의정원에서 임시 통령 리 일인을 선거하여 리 함

509)1924년

510)雩南李承晩文書編纂委員 ,『(梨花莊 所藏)雩南 李承晩文書 東文篇』第8卷,서

울: 앙일보사: 한국학연구소,1998.

511)임시정부가 이승만에게 보낸 1924.12.14.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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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통령 이승만 탄핵을 한 헌법개정이 논의되었고 1925.3.14.

‘임시 통령이승만탄핵안’과 함께 국무령제를 핵심으로 한 한민국임시헌

법개정안이 의정원에 제출되었다.곧 이어 1925.3.18.탄핵안이 통과되었

으나,이승만 탄핵을 한 심 원회의 심리 과정에서 탄핵이 면직으로

바 었고 1925.3.23.이승만의 통령 면직안이 의정원의 결의로 통과되

었다.512)이로써 이승만의 임시 통령 재임도 끝을 맺는다.

이승만의 통령 면직과 더불어 임시정부는 1925.3.10.임시 통령령

제1호로 이승만이 설립한 구미 원부의 폐지를 명하 고,이어 재무총장

이규홍과 국무총리 박은식 명의로 구미 원부의 재정과 사무를 한인국

민회에 인수하도록 조치하 다.이승만은 1925.3.30자 『구미 원부통

신』을 통해 그 동안의 미 외교업 을 거론하면서,“제군의 피와 땀으

로 이룬 원부가 존폐의 기에 도달하 다.이것을 죽이는 것도 살리는

것도 다만 제씨의 노력 여하에 있다”고 하여,임시정부의 조치와 상 없

이 구미 원부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임을 강력하게 천명하 다.513)

한성정부 계통 문제도 다시 다투어진다.이승만은 한성정부의 결의로

부터 구미 원부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이를 통해 한성정부의 계통을 이어

가려 하 다.이러한 이승만에 하여 임시정부는 두정부라고 비 하

고,이승만은 이에 반발하며 와 같은 임시정부는 오히려 무두정부라고

주장한다.

두정부라는 설은 사실을 부지하는 자의 일시 화병(話柄)뿐이라.제는

자 로 정부의 시정 등 을 재호인사들에게 ( 委)하고 단 구미에 외

교 선 등무에만 담하여 여시히 구분을 작하 으매 상해에서도 차를

동의하여 지 껏 행하여 온지라. 에는 더욱이 통령 명의로 권 를

요함이 무하니 혹 무두정부라는 평은 유할지언정 두정부라는 것은 근

사치도 않은 말입니다.

512) 한민국 앙선거 리 원회,『 한민국정당사 제1집(1945년-1972년)』,서울:

앙선거 리 원회,1973,p.115.;임시정부가 이승만에게 보낸 1925.4.10.자

보

513)고정휴,『이승만과 구미 원부』,한시 ,“이승만과 임시정부”,『이승만 연

구』,서울:연세 학교 출 부,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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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에 제가 태평양 동서를 구획(區劃)하여 노은 이유인 즉 육해상조(陸

海相阻)하여 군무처리도 직 집행키 난(難)하거니와 병(並)히 상해는 지

방열과 당 으로 간과불식(干戈不息)의 세(勢)를 성(成)한지라.서부를

혼동(渾同)하여 놓고는 원동 풍 가 워싱턴에 (波及)하리니 도이목

(大都耳目)에 추성 태(醜聲陋態)를 수능엄폐(誰能掩蔽)리오.고로 상해서

는 원동사를 주( 主)하고 화성(워싱턴)에서는 구서 책임을 주장하여 주

요사항은 호상 의처하라 하 으니 차 정책을 계행(繼行)하는 것이 극히 지

혜로은 것으로 신(信)합니다.514)

이승만의 면직 이후 5년여 기간은 지 까지 살펴온 그의 행 에 비하여

상당히 무기력한 시기로 보이고,이승만과 결별한 임시정부 한 1925.3.

30.단행된 국무령제 개헌의 실패와 재정난으로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무정부상태를 겪어야 했다.이승만은 교육·선교사업으로 돌아가 무료한

세월을 보내었고,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떠나버린 임시정부는 거지소굴

에 비유되기도 하 다.515)

비유컨 이름났던 가(大家)가 몰락하여 거지의 소굴이 된 것과 마찬

가지 다.일 이 이승만이 통령으로 시무할 때에는 국인은 물론이요,

푸르고 코 높은 ·미·법국 등 외국인도 정청에 찾아오는 일이 있었으

나,지 은 서양 사람이라고는 랑스 순경이 왜 경 을 동하고 사람을

잡으러 오거나 린 집세 채근을 오는 것밖에는 없다.그리고 한창 에는

천여 명이나 되던 독립운동가가 이제는 수십명도 못되는 형편이었다.516)

이승만은 국제정치에 한 문가 다.이승만이 임시 통령으로 선출

되어 일약 민족의 최고지도자로 올라선 배경에는 1차 이후 박하게

돌아가던 국제정세가 있었다.이승만이 임시 통령에서 면직된 후 다시

514)이승만이 조소앙에게 보낸 1927.1.20.자 편지(柳永益 外,『李承晩 同文 書翰集

:淨書·飜譯·校註本』上,中,下,서울:연세 학교 출 부,2009.)

515)이한우,『 한민국을 세운 독립운동가 이승만』,서울:역사공간,2010.;신용

하,『백범 김구의 사상과 독립운동』,서울:서울 학교출 부,2003.

516)『白凡逸志』,敎文社版,pp.229-231;신용하,『백범 김구의 사상과 독립운

동』,서울:서울 학교출 부,2003,p.18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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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의 외교 표로 활약하게 된 것도 태평양 쟁으로 인해 미일간의

긴장감이 극에 달한 시기 으며,2차 직후에는 미·소 냉 상황 속

에서 소련을 견제하며 건국을 주도하고 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었다.

517)

사실,이승만의 외교독립노선은 이승만이 1921.여름 외교상의 이유를

들어 미국으로 향할 때부터 이미 심각한 기를 맞고 있었다.이승만이

도미의 명분으로 내세운 이유에 걸맞게 워싱턴에서는 태평양회의가 열렸

고 여기에 기 를 걸었던 독립운동가들은 임시정부와 국민 표회의 세력

을 가리지 않고 민족 표를 견하는데 참여· 조하 다.그러나 태평양

회의가 한국문제는 거론조차 하지 않은 채 종결되자 이승만의 완고한 외

교 독립노선은 한국인들에게 더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고 임시정부는 민

족의 독립운동을 이끌어가기 한 역할을 찾지 못했다.518)이승만을 필두

로 한 임시정부의 역할 부재는 임시정부에 한 부정 국민 표회의의

요구로 이어졌다.

이승만 탄핵 이후에도 안정된 국제정세 속에서 이승만의 계속된 미

외교·선 활동은 별다른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이승만이 “지 은 더욱

이 통령 명의로 권 를 요함이 무하니 혹 무두정부라는 평은 유할 지언

정 두정부라는 것은 근사치도 않은 말입니다”라고 한 것은 이러한 맥락

에서 이해된다.이승만 하야 이후 임시정부는 정부로서 기능을 상실하

고,기왕 자신이 통령에서 면직되기도 하 거니와 그 이후 미국인들을

상 로 한 이승만의 여론호소 역시 통령의 권 로 추진할 만한 외교활

동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519)520)

실제로 1926.12.임시정부 3 국무령으로 선출된 김구는 1927.3.개헌

을 단행하여 국무령제 마 폐지하고 집단지도방식인 국무 원제를 채택

하 다.이승만의 말처럼 우두머리 없는 정부가 된 셈이다.그러나 이처럼

517)이한우,『 한민국을 세운 독립운동가 이승만』,서울:역사공간,2010,p.136.

518)한시 ,“이승만과 임시정부”,『이승만 연구』,서울:연세 학교 출 부,2000.

519)이한우,『 한민국을 세운 독립운동가 이승만』,서울:역사공간,2010,p.136.

520) 동단결을 시할 수밖에 없는 독립운동의 실에서 이승만의 확고함은 융통성

을 상실한 행 로서 독립진 의 내부분열을 래하 다는 비 을 받았다(최정

수,“이승만의 「미국의 향 하에 성립된 립론」과 외교독립론”,『한국

학연구소 학술총서』 15권,서울:연세 학교 출 부,201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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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상황에 한 타개책을 찾아낸 것은 우두머리에 연연하지 않는 김

구 다.김구는 임시정부로부터 ‘특무 (特務隊)’조직과 활동에 한 권

을 임받아 한인애국단을 조직하여 임시정부 독립운동 체의 국면을

환시켰다.521)이승만이 외교 수완을 발휘하여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도 이 때문이다.

제3 독립운동기 민주정부의 구상

1.임시정부 승인외교

가.외교활동의 재개-주미외교 원부 외교 원장

이승만은 1932.11.10.국제연맹에 한국독립을 탄원할 권 사로 임명

되었고 1934. 임정의 주미외무행서 원으로 선임되는 등 임시정부의

필요에 따라 외교 분야에서 임시정부에 력하 다.물론 그는 여 히 한

성정부 법통론에 근거한 구미 원부 유지 방안을 포기하지 않았고,1938

년 구미 원부 복설논의가 있었을 때 이승만과 동지회가 정당성의 근거로

내세운 것도 한성정부 법통론이었다.그러나 이제 재미 한인들에게 향

력을 행사하는 것은 한성정부가 아닌 임시정부의 권 와 정통성이었고,

이승만이 외교활동을 재개하기 해서는 임시정부와의 계 개선,나아가

이승만의 외교에 한 임시정부의 승인이 필요했다.522)

1939. 반 임시정부에 한 이승만의 구미 원부 부활 요청은 거부당

했다.그러나 태평양 쟁 발발 직 인 1941.4.하와이에서는 국민회,동지

회, 조선독립단 등 9개 한인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미한족연합 원

회를 발족시켰다.임시정부를 지지하고 워싱턴에 외교 원부를 설치하기

521)신용하,『백범 김구의 사상과 독립운동』,서울:서울 학교출 부,2003.

522)이정식,“해방 후의 이승만과 미국”,『이승만 연구』,서울:연세 학교출 부,

2000.;정병 ,“태평양 쟁기 이승만- 경임시정부의 계와 연 강화”,『한

국사연구』137,용인:한국사연구회,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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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결의한 이 발족 회에서 이승만이 외교 원장으로 선출되었고,임시정

부가 이승만의 임명을 추인함으로써 이승만은 ‘한민국임시정부 주미외

교 원회 원장’이 되었다.

물론 국민회를 심으로 이승만의 횡을 우려한 반 세력도 지 않았

으나,1930년 후반부터 군사 인 측면에서 미 외교·선 활동의 필요

성을 느낀 김구는 과거 이승만의 활약을 높이 평가하고 그에 한 신임이

두터웠다.이승만 역시 독립운동을 한 공식 인 지 가 필요한 상황이

었다.523)

임시정부의 구미 원부 폐지 이후에도 구미 원부를 유지하겠다는 입장

을 밝혔던 이승만은 1939.워싱턴으로 거처를 옮긴 후 구미 원부(Korean

Commission)라는 명칭 신 한국민 원부(KoreanNationalistMission)

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임시정부와의 마찰을 피해 왔으나,외교 원장으

로 선출되면서는 주미외교 원부의 문명을 한국 원회(Korean

Commission)로 사용하 다.이는 이승만이 주미외교 원부를 구미 원부

의 연장·계승으로 악하 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524)

구미 원부는 임시정부를 표하는 이승만의 독자 기 이었기 때문

에,재미한인연합 원회는 1942. 반부터 이승만에게 구미 원부를 해산

하고 연합 원회 산하 외교 원장의 자격으로만 활동해 것을 요구했

다.그러나 이승만은 구미 원부는 임시정부의 산하기 이므로 연합 원

회가 구미 원부의 산하기 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하 다.이승만으

로 인해 임시 통령 집권 당시의 계통 논쟁과 흡사한 갈등이 재미한인사

회에 다시 등장하 고,이러한 갈등으로 인해 1943.9.이승만을 지지

하던 동지회가 연합 원회를 탈퇴하게 되었다.

523)이한우,『 한민국을 세운 독립운동가 이승만』,서울:역사공간,2010.;정병

,“태평양 쟁기 이승만- 경임시정부의 계와 연 강화”,『한국사연구』

137,용인:한국사연구회,2007.

524)고정휴,“제2차 세계 기 재미한인사회의 동향과 주미외교 원부의 활동”,

『국사 논총』49,1993,p.238.(정병 ,“태평양 쟁기 이승만- 경임시정부의

계와 연 강화”,『한국사연구』137,용인:한국사연구회,2007.에서 재인용)

이한우,『 한민국을 세운 독립운동가 이승만』,서울:역사공간,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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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임정 승인외교

이승만은 비록 불명 스럽게 임시정부로부터 면직되었고 임시정부의 실

권으로부터 배제되어 있었으나,종래 자신의 외교 독립노선을 계속 고

수하여 미국에 의한 임시정부의 승인과 미국의 개입에 의한 독립 쟁

그에 의한 민주정부의 수립을 구상하고 있었다.따라서 다시 시작된 태평

양 쟁기 이승만의 외교활동은 미국의 임시정부 승인과 그에 기 한 무기

여를 요청하는데 을 두었다.이승만은 미국내 한국 청년들을 비

리에 미군 특공 OSS(OfficeofStrategicService; 략정보국)에 참여

시켜 임정승인을 받아내고 이를 국·노령 지역의 항일무장투쟁에 한

지원으로 연결시키려 하 고,일단 그러한 군사합작에서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525)

그러나 이승만의 임정승인외교에는 걸림돌이 많았다.이승만은 1942.1.

2.미 국무부를 방문하여 임시정부 승인과 일 쟁 참가를 한 무기원

조를 요청하 는데 국무부에서는 이를 거 하 고 이후 이승만과 국무부

사이에서는 임정승인을 두고 힘겨운 다리기가 계속되었다.국무부의 혼

벡(StanleyHornbeck)은 한국인들이 아직 자치할 능력이 없다고 보았다.

국무 장 헐(CordellHull)역시 소련이 친소정부를 따로 만들어 임시정

부와 항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하 고 한국 독립운동가들은 계속 립한

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한국문제에 한 언 을 자제하 다.

루즈벨트 통령은 1943.3.한국에 한 신탁통치안을 미국의 정책으로

채택하 고 그 결정이 1943.4.7.『시카고 썬(ChicagoSun』지에 보도

되자 이승만은 4.15.미국 통령에게 항의문을 보냈다.이승만은 소련이

소비에트 조선 공화국(theSovietRepublicofKorea)를 설립하여 한반도

를 지배할 야욕을 갖고 있다는 을 상기시키며 미국이 임시정부를 승인

해야 할 것이라 주장하 다.그러나 미국정부는 일본 패 이후 소련이

525)이한우,『 한민국을 세운 독립운동가 이승만』,서울:역사공간,2010.;정병

,“태평양 쟁기 이승만- 경임시정부의 계와 연 강화”,『한국사연구』

137,용인:한국사연구회,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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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를 장악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로 보고 있었고,소련과 력하여 일

본을 패배시키기 해서는 한반도 문제로 소련을 자극하고 싶지 않은 상

황이었다.526)

2.반공노선의 형성

미국정부는 한국 사람들이 단합하지 않는 것을 들어 임시정부의 승인을

거부하 는데,국무성에서 이승만에게 단합하라고 한 상 는 한길수라는

인물이었다.한길수는 태평양 쟁 시기 일본의 진주만 공격을 언하고

시킨 인물로 미국인들에게 알려졌다.이승만보다 지명도가 높아 미국

무부의 호감을 사고 있었던 한길수는 사사건건 이승만에 해 비난을 퍼

붓고 이승만의 임시정부 승인외교를 방해하 다는 에서 이승만의 정치

라이벌이었다. 한 한길수는 과거 이승만이 교장으로 있었던 학교의

학생이었기 때문에 이승만의 제자이기도 하 다.527)

한길수는 경에 있는 김규식이 여했던 한민 동맹단의 표라고

자처했으며,김규식,김원 등과 계하고 있었는데,이승만은 이들을 공

산분자라고 여겼고,미국 리들에게 한길수를 공산주의자 는 이 첩자

라고 매도하 다.

이승만이 공산주의를 싫어한 것은 그것이 러시아 명으로 탄생한 소련

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청년기에 러시아를 조선의 국권을 침

탈하려는 표 인 제국주의 국가로 지 하 던 이승만은 소련 역시 그들

의 오랜 숙원이던 태평양의 부동항을 확보하기 해 조선에 한 침략의

야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승만의 개인 경험이 이와 같은 그의 태도와 무 하지 않다.1931.

만주사변이 일어나면서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은 소련 만주 국경지 에서

소련군과 함께 일제에 항해 싸웠는데,이승만 역시 1933.생애 처음으로

소련과의 연 를 해 모스크바로 향한 바 있다.그러나 소련에 입국한

526)Oliver,RobertTarbell,『 한민국 건국 통령 이승만』,서정락 옮김,서울:단

석연구원,2010.

527)방선주,“한길수와 이승만”,『이승만 연구』,서울:연세 출 부,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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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은 당시 소련에 와 있던 일본인을 의식한 소련당국에 의해 당일 바

로 추방되었고 이후로 소련에 하여 곧 좋지 못한 인상을 지울 수 없

게 되었다.528)

한 미국식 민주정치를 수용하고자 했던 이승만은 공산주의 이념 자체

도 우호 으로 바라보지 않았다.이승만은 임시정부 통령 취임 당시 끊

임없이 이승만을 비 하고 불신임하려 했던 사회주의자 이동휘와 갈등을

겪은 바 있었기 때문에,사회주의 이념이 민족의 분열을 래하고 자유와

독립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시각을 갖고 있었다.1924.4.

23.『동아일보』에 기고한 그의 을 보면 아래와 같다.

공산당,사회당 등 명의로 의견을 나 지 말고,자유의 목 으로 한족당

을 이루라.오늘날 우리의 제일 한 것이 자유라.자유만 있으면 무엇이

든지 우리의 원 로 할 수 있으되 자유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할 수

없으리니 세계 주의가 비록 크고 좋으나 우리는 민족이 먼 살고야 볼

일이다.529)

그 후 이승만의 반공노선은 차 확고해져,이승만은 1939년 경 민족연

합세력을 구축하기 해 좌익세력을 포용하려던 김구를 강력하게 비 하

기에 이르 다.530)이승만은 공산당이나 공산분자와는 합작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합작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 다.이승만은 공산주의를 반 한

다는 것과 한국의 독립을 쟁취하는 것을 사실상 동일시하고 있었는데,공

산주의를 반 하는 이승만의 이러한 논리 근거는 이승만이 그리스 정부

군과 공산당 간의 내 (1944.-1945)을 보고 정세를 평가한 에서 분명하

게 드러나기 시작한다.531)

528)이한우,『 한민국을 세운 독립운동가 이승만』,서울:역사공간,2010,p.145.;

Oliver,RobertTarbell,『 한민국 건국 통령 이승만』,서정락 옮김,서울:단석

연구원,2010,p.204.

529)이한우,『 한민국을 세운 독립운동가 이승만』,서울:역사공간,2010,p.147.

530)좌익에 하여 비 이고 공산당을 독재정치로 보았던 에서 이승만과 김구는

사상기조를 같이 하 다.다만,김구는 조국의 독립을 해서 좌 의 포용이 실

하다고 보았던 반면,이승만은 공산당과의 조는 결국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신용하,『백범 김구의 사상과 독립운동』,서울:서울 학교출 부,2003,PP.

249-25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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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은 각국의 공산당들이 독자 인 주체성이 없는 소련의 도구이며

소련의 목 은 모든 나라들을 공산화하는데 있다고 보았다.그리고 공산

당의 목 은 수단을 가리지 않고 정권을 장악하거나 명을 일으키는데

있다고 보았고,그들은 정권을 장악할 때까지 선동과 교란작 을 계속하

므로 공산당에게 항복하기 에는 공산당을 만족시킬 수 없으므로 공산당

과는 력할 수 없다는 것이다.532)

민주정치에 있어 정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공산주의를 배격하는

그의 입장은 반공노선이 자신에게 결코 유리할 것이 없는,혹은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는 시 에 이미 확립되었고 강하게 표 되었다는

에서 주목할 만하다.

오늘날에 이르러 이승만의 반공노선이 자신의 통치를 안정시키기 한

정치이데올로기로 활용되었다는 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그러나 와

같은 임정승인외교 과정에서 이승만은 철 한 반공·반소노선에 입각하여

소련을 자극하는 언행을 서슴지 않았고 그 결과 오히려 미국무부를 곤혹

하게 만들었다.흔히 친미사 주의자로 알려진 이승만은 미 국무부 입장

에서는 ‘독립에 미친 골칫거리 노인네’정도의 기피인물이 되었고,국무부

와의 악화된 계로 인하여 1947.3.트루먼 독트린이 발표될 때까지 이승

만은 수많은 곤욕을 치러야 했다.533)

결국 이승만의 반공노선은 러시아에 한 악감정을 떠나 그의 독립론에

기 하여 확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공산당은 결국 민주정부를 복하고

공산 명을 기도할 것이므로 공산주의는 다양성을 존 하는 공론의 장에

531)신용하,『백범 김구의 사상과 독립운동』,서울:서울 학교출 부,2003.;이정

식,“해방 후의 이승만과 미국”,『이승만 연구』,서울:연세 출 부,2000.;이

한우,『 한민국을 세운 독립운동가 이승만』,서울:역사공간,2010.;Oliver,

RobertTarbell,『 한민국 건국 통령 이승만』,서정락 옮김,서울:단석연구원,

2010.

532)이정식,“해방 후의 이승만과 미국”,『이승만 연구』,서울:연세 학교출 부,

2000,p.421.

533)이정식,“해방 후의 이승만과 미국”,『이승만 연구』,서울:연세 학교출 부,

2000.;이한우,『 한민국을 세운 독립운동가 이승만』,서울:역사공간,2010.;

정호기,“이승만 시 의 기 담론과 궐기 회”,『사회와 역사』 제84집,서울:한

국사회사학회,2009.;Oliver,RobertTarbell,『 한민국 건국 통령 이승만』,서

정락 옮김,서울:단석연구원,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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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공존할 수 없고 이는 민주정치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배척된 것이

다.이승만의 조건부 민주정체 개 론에 의할 때 다양한 공론의 배척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조국의 독립이므로 이승만은 반공노선을 조

국의 독립과 결부시킨 것이다.그리고 실제로 소련의 북한 령은 우리

민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분단의 상처를 남기고 말았다.

제4 제헌 과정에서의 통령제 제안

1.남한단독정부 수립운동과 통령제 구상

가.정당통합운동과 좌익진 과의 력

이승만의 반공주의에 하여는 제3 에서 이미 살펴본 바 있다.이와

련하여 주의할 은 이승만의 반소주의와 반공주의를 구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이승만이 소련,그 이 의 러시아에 하여 시종일

태도를 견지하 다는 에는 의문이 없으나 이승만의 오랜 반

공노선에도 불구하고 그가 좌익 인사들을 항상 배척하기만 한 것은 아니

다.

이승만이 1945.10.16.환국하 고,임시정부 요인들도 같은 해 11.23.

12.1.환국한 후 이들을 심으로 정당통합 독립정부 수립운동이

활발하게 개되었다.해방 이후 민족의 지도자로서 이승만의 인기는 좌·

우익을 월해 압도 이었고 거의 부분의 정치단체들은 그를 표자로

추 하고자 하 다.534)이에 이승만 역시 처음 독 앙 의회를 발족하

면서 국내 제반 정당 사회단체의 표들을 포섭하 고,박헌 ,여운형

등의 좌익을 표하는 인물들과도 하여 좌익 세력의 참가도 이끌어냄

534)연시 ,『한국 정당정치 실록:항일 독립운동부터 김일성의 집권까지』1권,김

윤철 엮음,서울:지와 사랑,2001,p.135,151.;정병 ,“주한미군정의 ‘임시한국

행정부’수립 구상과 독립 성 앙 의회,『역사와 실』제19호,한국역사연구회,

1996,pp.13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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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해방 이후 최 의 좌우익진 을 포 한 통일 선체 조직을 구성하

다.535)결과 으로 좌익 진 의 이탈로 독 앙 의회는 우익 단체의

성격을 띠게 되었고 이승만과 좌익정당은 격하게 투쟁 계로 치닫고

말았지만,정 에 구애받지 않는 강력한 민족 통일단체를 구성하고자 했

던 이승만이 좌익인사들을 포용하고자 했던 은 분명하다.536)

여기서 공산주의에 한 이승만의 태도가 해방 이후 달라진 것인지 의

문이 들 수 있다.이에 하여 이승만의 반공주의는 시종일 계속된 것

으로 보면서 좌익을 포용하려 한 이승만의 시도는 다분히 정략 인 것으

로 분석하는 견해가 있다.537)이승만이 반공주의에 한 이데올로기 확

신을 갖고 있으면서도 당시 좌익이 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

문에 이승만이 강력한 반소,반공주의를 극 으로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이다.538)

이 견해는 1945.10.21. 앙방송국으로 발표된 『공산당에 한 나의

념』에서 이승만이 아래와 같이 정,부정의 양 측면을 모두 언 한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

나는 공산당에 해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그 주의에 하여도

찬성함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책을 세울 때 공산주의를 채용할 이 많이

있다.… 경제정책의 이해를 염두해 두지 않고 공산정부의 수립만을 해

각 방면으로 선동 소요를 일삼는 자는 한국의 독립에 방해를 가져오는 자

535)임시정부를 지지하 던 이승만의 독 앙 의회는 출발부터 우익보수세력에 기

울여져 있다는 비 을 받았으나,표면상으로는 정당통합운동이 분열되지는 않고

있었다(이호재,『한국외교정책의 이상과 실:이승만외교와 미국』,서울:법문

사,1972.pp.100-101)

536)연시 , 의 책,p.136.;이호재,『한국외교정책의 이상과 실:이승만외교와

미국』,서울:법문사,1972.pp.88-

537) 재호,“한국 민족주의의 반공 국가주의 성격에 한 연구:식민지 시기 ‘

루주아 우 ’와 국가형성 기 ‘이승만 세력’을 심으로”,『사회과학연구』제35집

2호, 주: 북 학교사회과학연구소,2011.pp.128-131;홍용표,"TheEvolution

ofSyngmanRhee'sAnti-CommunistPolicyandtheColdWarintheKorean

Peninsula",『통일연구』제14권 제1호,서울:연세 학교 통일연구원,2010.pp.

65-70

538) 재호,“한국 민족주의의 반공 국가주의 성격에 한 연구:식민지 시기 ‘

루주아 우 ’와 국가형성 기 ‘이승만 세력’을 심으로”,『사회과학연구』제35집

2호, 주: 북 학교사회과학연구소,2011.pp.128-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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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 국민 각자가 자각하여 선동에 유혹되지 말기를 바란다.539)

이 견해는 이승만이 1945.12.17.『공산당에 한 나의 입장』이라는

방송 연설에서도 공산당에 한 립 입장을 표명했다고 본다.

한국은 지 공산당을 원치 않는 것을 우리는 세계 각국에 하여 선언

합니다.우리가 공산주의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오,공산당 극렬 들의

괴주의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소 공화국이라는 명사를 조작하여 국

민 체에 분열 상태를 세인에게 선 하다가,지 은 민 이 차차 깨어나

서 공산에 한 반동이 일어나매 간계를 써서 각처에 선 하기를 희들

이 공산주의자가 아니요 민주주의자라 하여 민심을 혹시키고 있습니다.

이승만의 반공주의를 기 으로 보면 좌익진 과의 력 여부에 있어서

그의 태도는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엇갈리고 있다.기왕 그들과 힘을 모

으기로 한 후에도 공산당은 독립에 방해가 된다거나 국민을 분열시킨다고

폄하하는 이승만은 공산당이 못마땅함에도 마지못해 그들과 손을 잡고 있

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이승만의 일 된 반소주의 한 이러한 평가에 일조하 을 것이다.

견해는 이승만의 반소주의를 근거로 이승만의 사고에서 가장 심이 되는

가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반공주의라고 평가하 다.540)탁치논쟁을

계기로 우익세력에 의해 민족주의가 반공주의와 결합한 형태로 나타났고

이로 인해 좌익세력이 매국노로 몰리게 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541)이승

만에게 일 된 반공사상이 있어 좌익세력을 배척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

539) 재호,“한국 민족주의의 반공 국가주의 성격에 한 연구:식민지 시기 ‘

루주아 우 ’와 국가형성 기 ‘이승만 세력’을 심으로”,『사회과학연구』제35집

2호, 주: 북 학교사회과학연구소,2011.p.130.

540) 재호,“한국 민족주의의 반공 국가주의 성격에 한 연구:식민지 시기 ‘

루주아 우 ’와 국가형성 기 ‘이승만 세력’을 심으로”,『사회과학연구』제35집

2호, 주: 북 학교사회과학연구소,2011.p.129.

541) 재호,“한국 민족주의의 반공 국가주의 성격에 한 연구:식민지 시기 ‘

루주아 우 ’와 국가형성 기 ‘이승만 세력’을 심으로”,『사회과학연구』제35집

2호, 주: 북 학교사회과학연구소,2011.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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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오히려 탁치논쟁 이 그의 민족주의는 반공주의를 완화시키는 방향

으로 작용하게 되고 이러한 에서 민족주의와는 무 하게 유지된 반소주

의와는 구별된다.

해방 직후 이승만의 민족주의와 반제국주의 가치가 미묘하게 충돌을 일

으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혼선은 이승만의 정치제도론을 매개하

지 않고는 정확하게 해석하기 어렵다.이승만에게 민주주의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반공주의가 아니라 ‘독립’으로 표상된 민족주의라고 보는 것이 정

확한 지 일 것이다.이승만은 『독립정신』에서 이미 민족의 독립을 방

해하는 세력은 설사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자라 하더라도 배척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 기 때문이다.

이승만의 독립론이 『독립정신』 술 당시부터 민족주의 성향을 띠

고 있었다는 에 하여는 제2장 제2 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독립정

신』 술 당시부터 이승만에게 제1의 과제는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는 것

이었다.다양한 정치 공론을 인정하면서도 민족의 독립에 험을 래

하는 정치세력을 배척하는 이승만의 조건부 민주정체 개 론은 그러한 이

승만의 정치 색채가 강하게 반 된 것이기도 하다.이승만이 소련의 지

배를 받는 공산주의자들과 력을 거부하고 그들을 배척한 이유 역시 그

와 같은 자신의 정치제도론에 입각한 단이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이 소련의 지배를 벗어나 민주정치의 다양한 공론

하나로 편입되고, 체 민 이 하나로 뭉쳐 민족의 독립을 쟁취해 낼

수 있다면 이승만도 굳이 공산주의자들을 배척할 이유가 없다.이승만이

임시정부 기에 이동휘 등과 연합할 수 있었던 배경에도 3·1독립운동 이

후 자주 독립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민족주의 공감 를 형성하고 있

었기 때문이다.

해방 직후 인민공화국 지지 들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해방 직

후 한국민주당을 비롯한 보수세력에 우호 이었던 미군정은 사실상 미국

정책에 반 되는 공산주의자들의 활동까지도 언론의 자유에 포함시켜 허

용하고 있는 상황이었다.542)그러나 이승만의 정치노선과 주장이 공산주

542) 한민국 앙선거 리 원회, 의 책,p.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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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들과 연 다르다는 것은 해방 이후 인민공화국을 지지하는 공산주의

세력에게도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었다.그럼에도 그들은 귀국하는 이승만

을 인민공화국의 주석으로 추 하 고,543)이승만이 이를 거부하고 자신

은 경 임시정부의 일인임을 선언하 음에도 이들은 1945.11.6.다시

한번 이승만에게 인민공화국 주석에 취임해 것을 결의하 다.

와 같이 인민공화국 지지 들은 이승만을 지도자로 입하여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고자 하 으므로 민주정치를 한 다양한 공론에는 이들 공

산주의가 포함될 수 있었고,공산주의를 민주정치에 반 하는 방법으로

이승만은 장래 한국의 경제정책으로 공산주의를 반 할 필요성을 제시하

고 있다.

반면 민주정치에 편입되지 않고 공산정부의 수립을 해 소요선동하는

자들은 독립에 방해되는 자들이므로 이승만은 이들을 력의 상에서 제

외하 다.공산당 극렬 의 괴주의 역시 마찬가지이다.이승만은 공산주

의자들이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을 기만하는 에 하여도 경고하

고 있다.민주화 경험이 없는 국민들을 기만하고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행

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결과 으로 독립운동기와 달라진 것이 있다면 해방 직후에는 이승만을

추종하는 좌익인사들을 포용할 수 있는 정치 여건이 조성되었다는 것이

고,공산당과 력할 것인지 여부를 단하는 기 이 되었던 그의 정치제

도론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나.반탁운동의 개와 반공주의

이승만이 반공주의를 본격 으로 드러낸 것은 좌익이 신탁통치를 찬성

하면서부터 다.1945.11.16.조선공산당 표 박헌 이 독 앙 의회에

서의 탈퇴를 선언하 고,544)1945.12.27.모스크바에서는 미· ·소의 삼

543)이호재,『한국외교정책의 이상과 실:이승만외교와 미국』,서울:법문사,

1972.pp.88-1011

544)이호재,『한국외교정책의 이상과 실:이승만외교와 미국』,서울:법문사,

1972.p.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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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외상회의에서 한국에 한 최장 5년의 다국 신탁통치 결정을 발표하

다.545)당시 미국 트루먼 행정부의 기본 인 한국정책 역시 일정기간

동안 신탁통치를 실시한다는 것이었다.이러한 회의 결정에 입각하여 한

반도에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신탁통치의 실시 문제를 의하기 하여 미

소 양주둔군의 표들로 구성되는 이른바 ‘미소공동 원회’를 설치하 고,

미군정은 남한 내에 어떠한 사실상의 정부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

에 해방 직후 좌익 주도로 설립된 조선인민공화국뿐 아니라 한민국임시

정부도 합법 망명정부로 간주하지 않았다.546)

국내에도 모스크바 삼상회의 소식이 해지면서 국내 정당들은 임시정

부를 심으로 신탁통치 반 운동을 일으켰고 이승만은 ⅰ)신탁이 독립

과는 반 되는 것이고,ⅱ)강 국들은 그러한 결정을 함에 있어 한국인

들과 상의하지 않았고,ⅲ)신탁으로 연립정부가 출범하면 한국인들은 남

한의 공산화를 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탁통치에 반 하 다.547)

1946.1.경 북한 공산당이 모스크바결의를 지지하자 남한의 조선공산당을

비롯한 좌익세력도 반탁에서 찬탁으로 입장을 선회하 고,이승만은 조선

공산당을 ‘민족반역자 집단’으로 규정하면서 한국민주당,김구 등 우익세

력과 연 하여 반탁운동을 개하 다.548)

근자에 소 인공의 기치아래 망동하는 소수의 반동분자들은 기왕에도

545)『조선에 한 모스크바 삼국외상회의 결정서』.그 내용은 한국을 일본국의 지

배에서 해방시켜 민주주의원칙에 의하여 독립국가로 재건시킬 것,이를 달성하는

방법으로 조선에 주둔한 미합 국과 소련 양국의 군사령 은 2주 이내에 회담을

개최하여 공동 원회를 설치하고 임시정부의 수립을 지원할 것,한국이 완 독립

국가가 될 때까지 임시조치로서 미합 국,소련, 국, 국이 공동 리(신탁통치)

를 하되,최장 5년으로 이를 실시할 것 등이었다(정종섭,"1948년 국회의 법 성

격,『헌법연구』제5권,서울:박 사,2005.p.168.)

546)차상철,“이승만과 하지(John ReedHodge)", 상인,”이승만과 5·10총선거“,

『이승만 연구』,서울:연세 출 부,2000.;정종섭,“1948년 국회의 법 성격”,

『헌법연구』제5권,서울:박 사,2005.p.168.

547)雩南李承晩文書編纂委員 ,『(梨花莊 所藏)雩南 李承晩文書 東文篇』第15卷,서

울: 앙일보사: 한국학연구소,1998.p.4.

548) 상인,“이승만과 5·10총선거”,이승만 연구』,서울:연세 출 부,2000,p.

444.;홍용표,"TheEvolutionofSyngmanRhee'sAnti-CommunistPolicyand

theColdWarintheKoreanPeninsula",『통일연구』제14권 제1호,서울:연세

학교 통일연구원,2010.pp.6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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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을 조국이라 호칭하고 우리나라를 분열착란하여 그 연방으로 끌고 들

어가려고 하다가 거의 실패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한의 신탁문제가 3국

회담에서 나타나자 반역배들이 구세주 나온 듯이 환 하 습니다.… 우

리 민족이 분열하고 우리가 탁치반 하는 구실을 소 탁치를 주장하

는 나라에 제공하야 원히 우리반도와 국민을 팔아먹으려하는 가증한 행

동이다.549)

다.단정수립노선과 반공주의

신탁통치 결정 이후 좌·우익의 갈등과 립은 날로 심해져 갔고 미소공

동 원회 역시 미소공동 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정당과 사회단체의 자격

문제를 놓고 논란을 빚다가 결국 합의를 도출하지 못함으로써 1946.5.8.

무기한 정회에 들어갔다.이러한 상황에서 국 순회강연 이던 이승만

은 6.3.정읍에서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

여야 한다”는 연설을 통해 최 로 남한 단독정부 수립의 구상을 제시하

다.550)

국무성과 군정당국은 이러한 이승만의 단독정부 수립론을 용납지 않았

다.1946.6. 미국무성 령지역 담당차 보 힐드링(JohnH.Hilldring)

은 남조선 미군사령 하지 장에게 남한의 극우와 극좌를 배제한 도

통합세력 형성을 지시하 고,하지는 공식 회견에서 남조선 단독정부 수

립에 반 의사를 표명하여 이승만의 단정노선을 비난하고,김규식,

여운형 등 도 심의 좌우합작운동을 개하여 이승만을 남한의 정국

에서 배제하고자 하 다.551)

549) 재호,“한국 민족주의의 반공 국가주의 성격에 한 연구:식민지 시기 ‘

루주아 우 ’와 국가형성 기 ‘이승만 세력’을 심으로”,『사회과학연구』제35집

2호, 주: 북 학교사회과학연구소,2011.p.131.

550)연시 ,『한국 정당정치 실록:항일 독립운동부터 김일성의 집권까지』1권,김

윤철 엮음,서울:지와 사랑,2001,p.249.;정종섭,“1948년 국회의 법 성격”,

『헌법연구』제5권,서울:박 사,2005.p.168.;차상철,“이승만과 하지(John

ReedHodge)", 상인,”이승만과 5·10총선거“,『이승만 연구』,서울:연세 출

부,2000,pp.378-381

551) 상인,“이승만과 5·10총선거”,『이승만 연구』,서울:연세 출 부,2000,pp.

445-446;차상철,“이승만과 하지”,『이승만 연구』,서울:연세 출 부,200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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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6.경부터 이승만을 지하려는 군정당국의 지원을 받아 좌우합작

운동이 활기를 띠게 되었고 이승만 역시 이러한 좌우합작운동에 하여

기 감을 표명하기도 하 으나,1946.12.12.하지 장에 의해 이승만을

배제한 새로운 입법기 인 ‘조선과도입법의원(KoreanInterim Legislative

Assembly)’이 설치되면서 이승만은 정치 으로 잠정 은퇴를 강요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이러한 과정에서 이승만의 반공 단정노선은 더욱

확고해졌고,이승만은 1946.9.7.독 국민회 2차 국 회 연설에서 처음

으로 을 상 로 공산당을 시하는 태도를 보인다.552)

애국동포들에 한 경고553)

우리가 공산당(共産黨)과 싸운 것은 우리 독립(獨立)을 방해(妨害)하는

침략(侵略)임이라.그러면 하필(何必)공산당(共産黨)뿐이리요 구나 우

리 독립(獨立)을 방해하는 개인(個人)이나 단체(團體)는 다 이와 같이

우( 偶)해야만 우리 목 (目的)을 성취(成就)하는 첩경(捷徑)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국권(國權)을 회복(回復)한 후(後)에는 무슨 당( )을 세우

던지 다수 민의(民意)데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554)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이라는 당시로서는 격 인 주장은 좌익 세력

들뿐 아니라 임시정부의 통일정책과도 립하는 것이었고,남북한 통일정

부 수립을 기 하는 다수 국민들의 정서에 비추어 보더라도555)단독정

부 수립 반 와 민족의 통일을 강조한 좌우합작운동은 그의 정치 입

지에 커다란 기와 시련을 가져다 주었다.556)

그러나 1947.3.12.공산주의 확산에 한 쇄정책을 천명한 트루먼

383.

552) 한민국 앙선거 리 원회,『 한민국정당사 제1집(1945년-1972년)』,서울:

앙선거 리 원회,1973,p.181.

553)雩南李承晩文書編纂委員 ,『(梨花莊 所藏)雩南 李承晩文書 東文篇』第15卷,서

울: 앙일보사: 한국학연구소,1998,p.40.1947.11.7.자 국권회복에 한 성

명 참조

554)23혹은 45정당을 필요에 의(依)하여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555)김철수,『한국헌법사』,서울: 학출 사,1992,p.35.

556) 차상철, “이승만과 하지”, 『이승만 연구』, 서울: 연세 출 부, 2000,

pp.38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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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트린(Truman Doctrine)으로 미국의 소정책은 반 되었고,1947.5.

21.제2차 미·소공동 원회가 속개되었지만 미국과 소련은 입장 차이를

이지 못한 채 10.18.마지막 본회를 끝으로 결렬되었다.결국 트루먼

행정부는 1947.7.하순경 한국문제를 국제연합에 이양하기로 결정함으로

써 사실상 신탁통치안을 포기하 고,미국은 1947.9.17.유엔총회가 ‘한

국독립의 문제(Theproblem oftheIndependenceofKorea)'를 의제로 다

룰 것’을 유엔에서 정식으로 제의하 다.이에 하여 소련은 모스크바 삼

상회의 결정을 반한 것이라며 반발하 지만,1947.11.14.유엔 총회의

결의로 인구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 실시안과 선거 리를 한 유엔

한국임시 원단 설치안이 가결되었다.557)

해방이후 건국 이 남한의 정국이 혼란스러운 상황 하에서 자주독립을

제로 한 조건부 민주정체 이론은 반공노선으로 이어져 오늘날 민주주의

를 보호하기 한 방어 민주주의와 흡사한 기능을 수행하 다고도 볼

수 있겠다.558)

한 세계2차 이후 냉정체제를 향한 역사 ,이데올로기 상황 하

에서 이승만이 새삼 민주정체를 들먹이며 민 의 공론에 한 담화를

비한 것은 그가 단독정부 수립의 문제를 조선의 독립 문제로 바라보고,

민 의 공론을 토 로 한 민주정체의 실시가 그러한 독립의 방안이기 때

문이다.그는 여 히 조건부 민주정체론에 입각하여 독립과 민주정체를

연결지어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민 의 공론을 근간으로 하는 민주정체 역시 민족의 자주독립을 해하지

아니하는 목 범 내에서만 허용되므로,그는 공산주의를 민족의 독립을

557) 상인,“이승만과 5·10총선거”,『이승만 연구』,서울:연세 출 부,2000,pp.

450-453;정종섭,“1948년 국회의 법 성격”,『헌법연구』제5권,서울:박 사,

2005.p.169.;차상철,“이승만과 하지”,『이승만 연구』,서울:연세 출 부,

2000,pp.397-398

558)이승만의 조건부 민주정체개 론에서 발생한 반공주의 논리가 이승만의 통령

취임 이후 한민국 헌정사에 미친 향은 별론으로 한다.참고로 이승만이 자신

의 정치 반 세력에게 반공주의라는 합법 테러리즘을 동원하여 정 제거수단

으로 악용하 다는 에서 이승만이 ‘독재와 권 주의 통치의 선례’를 남겼다고

평가하는 견해(이철호,“한국 헌정사를 통해 본 이승만 국회 흉상 건립의 부당성과

역사의식의 부재:한국 헌정사의 공과문제를 심으로”,『민주사회를 한 변론』

제18호,서울:민주사회를 한 변호사모임,1998.p.8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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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는 침략세력으로 보아 다양한 공론에서 배제하 고,공산당이 아니라도

우리의 독립을 막는 세력은 공산당과 같이 취 해야 한다고 말한다.이승

만이 독립을 막는 기타의 세력으로 염두에 둔 것은 미소공동 원회를 재

개하려 했던 하지와 좌우합작을 추진했던 정치세력일 것이며,하지가 지

한 바와 같이 이승만은 이들을 모두 독립을 해하는 자들로 몰아간 것이

다.

좌우합작운동에 한 민 의 기 로 정치 궁지에 몰렸던 이승만은 조

건부 민주정체 개 론을 이용해 ‘통일에 한 민 의 염원’을 ‘민족의 독

립에 한 갈망’으로 체시켜 정국을 반 시키기 한 설득의 근거로 사

용하 던 것이다.559)

라.일 된 반소주의

이승만이 신탁통치에 격렬하게 반 한 데에는 과거 임통치 문제로 곤

욕을 치른 경험도 작용했겠지만,그보다는 신탁통치에 소련이 참여한다는

이 큰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이승만은 소련이 참여한 신탁통치에 반

하고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을 소련의 성국으로 만들려 한다고 경고하

던 것이다.560)그런데 애 신탁통치에 반 하 다가 찬탁으로 환한 남

한 내 공산당은 소련의 지배하에 놓여 있는 소련의 앞잡이들에 불과하

다.

반면 이승만은 “미국이 흘린 피 값과 소모한 막 한 비용의 가로 미

군만의 단독 령을 환 한다”라고 하여 미군의 남한주둔에 하여는 우호

559)이승만은 신탁통치에 한 한국인들의 반감을 이용하여 반공주의를 민족주의와

결합시켰고 그 결과 한국에서 좌우익의 치선은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에서 ‘한반도의 독립 한반도의 공산화’라는 민족주의 논리로 환

되었다.신탁통치 논쟁을 계기로 민족주의와 결합한 그의 반공주의는 한민국 정

부 수립 이후 일민주의를 통해 국가주의와 결합되었다( 재호,“한국 민족주의의

반공 국가주의 성격에 한 연구:식민지 시기 ‘루주아 우 ’와 국가형성 기

‘이승만 세력’을 심으로”,『사회과학연구』제35집 2호, 주: 북 학교사회과

학연구소,2011.p.131.)

560)차상철,“이승만과 하지(JohnReedHodge)",『이승만 연구』,서울:연세 출

부,2000,pp.373-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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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입장을 취하 다.561)이와 같은 친미 태도는 계속되어 제헌의회

의장으로 선출되었을 때도 이승만은 미군 주둔이 한 독립을 해하지 않

는다며 그 합리성을 설득한 바 있다.

미국은 어느나라에 해서던지 토나 정치상 야심이 없는 것은 세계가

다 아는 바입니다.오직 민주정권을 세워서 세계의 평화를 유지(維持)하고

국제상 통상과 우호로 공동이익이 될 것을 주장할 뿐이니 한국에 해서

도 기 하는 바는 오직 우려 민 의 호의뿐일 것임으로 설령 국제정세에

연인해서 주둔군이 얼마 동안 있을지라도 언제던지 우리가 원치 아니할

때에는 곧 거더갈 것이니 우리는 이에 해서 조 도 염려할 바가 없을 것

입니다.562)

민 들의 지지를 받고 있던 임시정부를 부정하고 미·소 양국의 분할통

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자체가 독립에 반 되는 것인데,미군의 남한

주둔에 하여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면서도 소련이 참여하는 신탁통치에

하여는 한의 자주독립을 해하는 것이라고 맹비난 하 던 이승만의 태

도는 제3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립운동기의 반공노선에서 이어진 것

이다.이승만에게 있어 ‘독립’은 결국 미국의 도움을 통해 민주정부를 수

립함으로써만 완수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은 남한단독정부수립운동에서 더 강하게 드러났는데,남한만

의 총선거를 주장하는 이승만의 담화 고에서 미국과 소련에 의해 분할통

치되고 있는 남한의 정세를 이승만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

담화 고563)

우리의 원(願)하는 독립(獨立)은 허명(虛名)이나 형식상(形式上)독립

561)차상철,“이승만과 하지(JohnReedHodge)",『이승만 연구』,서울:연세 출

부,2000,p.373.

562)雩南李承晩文書編纂委員 ,『(梨花莊 所藏)雩南 李承晩文書 東文篇』第15卷,서

울: 앙일보사: 한국학연구소,1998,p.90

563)雩南李承晩文書編纂委員 ,『(梨花莊 所藏)雩南 李承晩文書 東文篇』第15卷,서

울: 앙일보사: 한국학연구소,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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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立)을 요구(要求)하는 것이 아니오 실권(實權)을 세워서 우리가 우리

일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니 실권은 국회(國 )를 민의(民意) 로 세워

서 국회에서 헌법(憲法)을 정(定)하고 정부(政府)를 수립해야 신성불가침

(神聖不可侵)의 권 (權 )를 갖게 됨으로 실(實)로 독립 국권을 회복하는

것이다.이것이 없고는 아무런 정부를 세우더라도 타국(他國)에 간섭(干

涉)으로 괴뢰정부(傀儡政府)를 면치 못할 것이다.그러므로 남한(南韓)총

선거(總選擧)만 되어 국회를 민의 로 세우면 사실 (事實的)국권(國權)

이 완 히 성립되는 것이므로 독립만을 원하는 한인(韓人)들은 이 기회를

잃지 말고 총선거를 하루바삐 실행하는 것이 독립을 실성(實成)하는 것이

오

( 간생략)

남한선거(南韓選擧)의 필요(必要)한 이유(理由)

1.민 (民衆)의 투표(投票)로 국회를 세워서 타국의 세력이 침범(侵犯)

치 못할 신성(神聖)한 민주권(民主權)을 가져야 독립국(獨立國)이 되나니

독립을 원하는 한인들은 남한만에라도 총선거를 하루바삐 행하여 국회를

세우기로 력( 力)할 것이오.

2.친우국(親友國)들이 우리를 도와서 남북통일(南北統一)총선거를 거

행(擧行)하려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일을 먼져 해야 남들이 도와 수 있을

것이지 가만이 앉아 남이 잘해주기만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의 원하는 것

이 무엇인지 모르는 ...들은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일이 되려 우리의 원

치 않는 것을 결정(決定)하고 강제(强制)로 복종(服從)시키려하는 폐단(弊

端)이 없지 않을 것이니 지난 일이 거울 같이 밝게 보이는 것이오.

이승만은 자신의 담화에서 “우리의 원치 않는 것을 결정하고 강제로 복

종시키려하는 폐단이 없지 않을 것이니 지난 일이 거울 같이 밝게 보이는

것이오”라고 말한다.여기서 이승만이 바라보는 해방 이후의 정국은 마치

구한말 독립이 태로운 조선과도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지 비록 미

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령하고 우리를 돕겠다고 하지만 그들에게 의지하

는 것,즉 미소공동 원회를 통한 통일정부 수립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독립의 기회를 놓치고 자칫 미국이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을 강요하게 되는

폐단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독립정신』에서 이러한 상황을 연상

하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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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으로 말할지라도 삼십년 내로 ‘한’의 독립을 확실 하고져 하야

‘청국’과 교섭함과 우리와 약조한 것이 다 우리를 해할 뜻이 없음은 분명

하나 우리가 따로 서지 못하매 필경 갑오 쟁까지 있었은즉 이 쟁까지

도 한 우리를 얼마쯤 도와 이라 하겠으나 우리가 종시 따로서기를 힘

쓰지 아니하고 매양 의지하기를 도모하다가 마침내 아인의 간섭을 불러들

으니 이는 ‘일본’사람을 믿다가 해를 당한 것이오.564)

이승만은 구한말부터 러시아의 남하와 조선에 한 침략 야욕에 하여

경계하 다.구한말 일본 역시 제국주의 열에 참여하 고,결과 으로

러일 쟁에서 일본이 승리함으로써 조선은 일본에 병합되었으나,이승만

은 주로 아 천과 같은 러일 쟁 이 까지의 상황에 주목하여 일본보다

는 러시아의 제국주의 침략을 우려하고 있었다.565)그리고 해방이후 다

시 구 러시아를 심으로 성립된 소련이 한국의 38선 이북을 령하고 있

었다.

한 소련은 공산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이데올로기로 무장되어 있었고,

북한에서는 화통일국가 건설을 목표로 스탈린 헌법체계를 도입하여 소

련식 정치제도를 구축하고 있었다.남한의 미군정이 좌·우익에 걸친 정당

을 모두 인정한 반면,소련 군정은 신탁통치에 반 하는 민족진 과 우익

단체를 탄압하고 좌익 정당만을 정당으로 등록하 고,이를 통해 김일성

원장을 심으로한 북조선 임시인민 원회가 북한 지역을 장악할 수 있

도록 지원하 다.566)이는 뒤에 북한지역에서 유엔결의에 의한 남북총선

거 거부로 이어졌다.이승만은 이러한 상황을 소련에 의한 국권침탈로 보

면서 구한말 제국주의 열강에 의하여 국권을 침탈당하는 상황과 유사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564)이승만,“독립정신”,編 ,雩南李承晩文書編纂委員 ,『(梨花莊 所藏)雩南 李承

晩文書 東文篇』第1卷,서울: 앙일보사: 한국학연구소,1998,p.231.

565)이정식,『이승만의 구한말 개 운동 : 진주의에서 기독교 입국론으로』, :

배제 학교 출 부,2005.

566)연시 ,p.150, 한민국 앙선거 리 원회,『 한민국정당사 제1집(1945년

-1972년)』,서울: 앙선거 리 원회,1973,p.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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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소측( 側)은 최근( 近)남조선(南朝鮮)좌익분자(左翼分子)검

거(檢擧)에 하여 엄 항의(嚴重抗議)를 하는 등(等)마치 이 때문에 공

(共委)가 정돈(停 )567)된 듯이 미측(美側)에 그 책임(責任)을 가(轉

嫁)시키는 동시(同時) 남조선 과도정부(過渡政府)에 하여 이것을 힐

난(詰難)하여 내정간섭(內政干涉)에까지 이르 다.미소공 (美 共委)가

자주통일(自主統一)임시정부(臨時政府)를 수립하는데 그 목 이 있는 것

이오 남의 내정간섭에까지 이르는 데는 실로 언어도단( 語道斷)이다.568)

마.미국식 통령제 구상의 암시-민족통일 총본부 결성

정읍연설을 통해 단정 수립의 필요성을 역설한 이승만은 호남지방 강연

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와 1946.6.11.민족의 표 통일기 을 설치할

계획을 밝혔다.569)이에 따라 1946.6.29.이승만이 총재로,김구가 부총

재로 각각 취임하고 결성한 것이 민족통일총본부 다.570)이승만이 좌우

익의 정당·사회단체들을 포함하는 민족통일총본부를 설립하고자 했던

요 목 은 군정당국의 극 후원 아래 진행된 좌우합작운동에 항하여

자신이 주도권을 갖고 남한단독정부의 수립을 실 하기 해서 다.571)

한독립 성국민 표 회 회의록( 議 ) 요(摘要)572)

단기 4279년573)6월 11일 국민 표 회가 경성 정동(貞洞)제1 배당

(禮拜 )에서 개최(開催)하 는데 본 회에서 이승만 박사를 총재(總裁)로

김구선생,김규식박사를 부총재(副總裁)로 추 (推戴)하기로 제안이 있어

567)한 때 정지됨

568)雩南李承晩文書編纂委員 ,『(梨花莊 所藏)雩南 李承晩文書 東文篇』第15卷,서

울: 앙일보사: 한국학연구소,1998.

569)雩南李承晩文書編纂委員 ,『(梨花莊 所藏)雩南 李承晩文書 東文篇』第13卷,서

울: 앙일보사: 한국학연구소,1998.

570) 한민국 앙선거 리 원회,『 한민국정당사 제1집(1945년-1972년)』,서울:

앙선거 리 원회,1973,p.181.

571)차상철,“이승만과 하지”,『이승만 연구』,서울:연세 출 부,2000,pp.

381-382

572)雩南李承晩文書編纂委員 ,『(梨花莊 所藏)雩南 李承晩文書 東文篇』第14卷,서

울: 앙일보사: 한국학연구소,1998.

573)194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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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장일치로 가결하고 총재 이승만 박사와 부총재 김구선생의 각각 취임사

가 있었는데 그 요지(要旨)는 좌와 여(如)하다.

이승만박사 훈화(訓話)

( 간생략)

1.이번에 국민 표 회를 개최(開催)하고 나에게 총재(總裁)의 책임을

맡아 달라하니 만일 이것이 여러분의 원이라면 나는 피하고자 하지도 않

으나 다만 명의(名義)만 가지고 일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허락(許諾)할

수 없으며 직책(職責)을 맡아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야 내가 책임을 맡을

터이다.

( 간생략)

1.우리는 여러분이 개회한 후에 즉시 총본부를 조직 발표할 터인데 그

명칭은 『민족통일총본부』라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니 여러분의 의견은 여

하(만장거수可)574)

민족통일총본부 총재 취임사에서 이승만이 총재의 직 를 수용하면

서도,자신은 총재 명의만 가지고 일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허락할 수

없으며 자신이 직책을 맡아서 일을 할 때에만 그 책임을 맡을 것이라고

굳이 못 박아 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일까?

이승만은 『독립정신』에서 밝힌 바와 같이 권한은 직책에 비례하여 부

여되어야 하고 백성을 표하는 가장 큰 권한을 가진 통령이 행정상의

실권을 갖고 일을 해야 한다는 민주정체론에 입각해 있었다.그런데 이승

만은 임시 통령에 취임한 후 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민주정체론과는 상이한 입장을 견지한 임시정부와 충돌을 겪었다.임시정

부에서는 이승만을 국무총리 혹은 임시 통령으로 선출해 놓고 그의 이름

으로 갖가지 결의문을 반포하면서도 정작 그를 행정 실권에서 제외시켜

놓았던 것이다.

비록 명목상으로는 임시 통령으로 행세하 으나 실질 으로는 행정권

을 갖지 못했던 이승만의 직무수행은 미국식 통령제에 비추어 본다면

권한과 직책의 계에 있어서 행 인 것이었다.이승만은 민족통일총본

574)雩南李承晩文書編纂委員 ,『(梨花莊 所藏)雩南 李承晩文書 東文篇』第14卷,서

울: 앙일보사: 한국학연구소,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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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결성을 통하여 임정세력과 연합하고 자신의 정치 구상을 실천해 가

면서 새삼 이를 짚고 넘어간 것이다.575)일을 하는 ‘다른 사람’이란 김구

를 심으로 한 임시정부 요인들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승만이 장차 제헌 과정에서 통령제 헌법을 주장할 것이

며,그러한 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상 실권을 갖는 미국식

통령제에 의한 통령일 것이라고 미리 짐작할 수 있다.

2.이승만의 민주정체론과 통령제 제헌헌법의 연속성

가.제헌국회의장 취임과 민주정체 구상

(1)『독립정신』에서 밝힌 민주정체 입헌의 구상

미·소공동 원회가 결렬된 후 한국독립문제는 유엔에서 논의되었다.유

엔 감시하의 남북한 총선거 실시 유엔임시한국 원단 설치를 제안하는

미국 측 결의안이 채택되었고,이에 한 소련측의 방북거부 비 조로

남한만의 총선거가 실시되게 되었다.이에 해 이승만 등 남한만의 총선

거를 지지하는 세력과 선거를 반 하는 세력,선거에 불참하는 세력이

립한 가운데 5.10.총선거가 실시되었고,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어

제헌국회가 성립하 다.576)

이승만은 국회의 소집 날짜가 공고된 직후인 5.26.기자회견에서 앞으

로 제정될 헌법의 정부형태에 해 “국회에서 작성되는 헌법에 의해서 규

정될 것이나 나는 통령이 행정책임자가 되는 그러한 제도를 채택하겠

다”고 공언함으로써 다시 한 번 통령의 행정권 귀속을 강조하 다.577)

575)상해 임시정부에서 뒷방 감 노릇을 했던 쓰라린 경험이 이승만으로 하여

1948년 제헌헌법을 제정할 때 통령에게 국무회의 주재권을 포함한 강력한 권한

을 부여하게 만들었을 것이라는 에 하여는,유 익,“이승만 국회의장과 한

민국 헌법 제정”,『역사학보』제189집,2006,p.111.참조

576) 한민국 앙선거 리 원회,『 한민국정당사 제1집(1945년-1972년)』,서울:

앙선거 리 원회,1973,p.192.;서희경,『 한민국 건국기의 정부형태와 정부

운 에 한 논쟁 연구:제헌국회의 특별회기(1948.5.31.-12.19)를 심으로』,서

울:서울 학교 학원,2001,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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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승만은 5.31.개원한 제헌국회에서 188명의 지지 속에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었다.578)이승만은 개회식사에서도 제헌국회가 제정

할 헌법의 방향을 제시하 는데 그는 헌법제정 작업을 통하여 민주정부를

구성하게 된다는 을 강조함으로써 헌법제정 작업의 핵심이 새롭게 수립

될 한민국의 정부형태에 있음을 암시하 다.

이승만은 미군정 하에서 남한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하면서 정부를 비

하는 것이 민주시민의 직책이라고 강조한 바 있었다.그는 국회 개회사에

서도 같은 취지에서,군주정치시 에는 정부당국에 일을 맡겨 놓았지만,

민주정치 시 에는 시민들이 주권자임을 강조하고,시민들이 제 직책과

제 권리를 충분히 이행함으로써 국권을 공고하게 만들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연설하 다.이승만이 말하는 민주정체는 단순히 민주주의를

하는 정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통령제 국가를 말하는 것이다.

일반동포에게 충고할 것은 국회가 서고 정부가 생긴 후에는 아무 일도

아니하고 다 각각 개인의 원 로 될 것을 바라고 앉었으면 결코 될 수 없

는 정세입니다.군주정치시 에는 정부당국들에게 맡기고 일 없이 지냈지

만은 민주정체에는 민 이 주권자임으로 주권자가 잠자코 있으면 나라는

다시 험한 자리에 빠질 것이니 지 부터 시민된 남녀는 다 각각 제 직책

과 제 권리를 충분히 이행하며 사용해서 부즈런히 분투노력함으로 국권을

공고 하여 인권을 보호하야 만인공 을 도할지니 남녀노소를 물론하고

한 사람도 직책없이 노는 사람이 없어야 할 것이요579)

여기서 이승만이 민주정체와 비되는 개념으로 ‘제정치’가 아닌 ‘군

주정체’를 들고 있는 것은 흥미롭다.종 그의 정부 분류에 의하면 정치

제도에는 제정치,헌법정치,민주정치의 세 가지 제도가 있었고,그

제정치와 헌법정치가 군주정치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577)김철수,『한국헌법사』,서울: 학출 사,1992,p.59.;유 익,“이승만 국회

의장과 한민국 헌법 제정”,『역사학보』제189집,2006,p.125.

578)김홍우,“제헌국회에서의 정부형태론 논의”,『의정연구』4,한국의회발 연구회,

1997,p.206.

579)雩南李承晩文書編纂委員 ,『(梨花莊 所藏)雩南 李承晩文書 東文篇』第15卷,서

울: 앙일보사: 한국학연구소,1998,p.90.이하 ‘국회개회식 개회사’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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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승만이 와 같이 표 하지 않고 ‘제정치 시 에는 정부당국

에 맡기고 일없이 지냈지만 민주정치 시 에는 시민된 남녀는 모두 제 직

책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면,이승만이 민주정치와 제정치의 충 형

태인 헌법정치 하에서 시민들을 주권자로 보았을지 궁 증이 남았을 것이

다.그러나 이승만은 민주정치에서 시민들이 주권자이며 민주정치와 비

되는 개념으로 군주정치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군주의 존재가 남아 있

는 헌법정치 역시 제정치와 마찬가지로 국민주권에 충실하지 못한 제도

라고 보았다는 을 알 수 있다.이는 민주정치가 국민주권의 에서

헌법정치보다 더 선미한 정치라고 밝힌 『독립정신』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이다.

세계 2차 이후의 국제정세를 자신의 정치 주장을 뒷받침하기

한 근거로 내세우는 에 있어서도 이승만의 정치제도론 특성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을 발견할 수 있다.그는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이 군

국주의 국가인 일본에 승리함으로써 명실상부 세계 최강의 국가로 자리매

김하 다거나,아시아와 유럽에 미국식 정치제도가 확산되고 있다는 을

주장하며 장차 미국식 통령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자신의 정부형태 구상

을 뒷받침하고 있다.

지 미국 사람들이 민주주의로서 일본제국주의를 물리쳤습니다.소련

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공산당을 민주주의라고 이름 짓고 있습니다.이 각

나라들의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공산당은 자기네가 세계를 제패할 수가 없

고 지 미국 사람들이 구라 나 아세아이니 자기네의 민주주의라는 것을

펴자고 하는 것이 오늘의 정세입니다.그러한 까닭에 일본에 가서도 제

주의를 없애버리고 일본백성들에게 민주주의를 하고 그런 정부를 맨들

어서 다시 군벌정치를 세우지 못하게 하려하고 있는 것입니다.일본에 천

황폐하가 그 있는 것은 민주주의로 하는 것이 아니냐에 해서는 의혹

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그리고 조선에 와서도 미국은 민주주의 원칙

에 임하여 자기네가 세워주겠다고 하고 있는 터입니다.580)

580) 한민국국회,『제헌국회속기록』,서울:선인문화사,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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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이승만은 미국이 일본에 민주정치를 하면서도 천황제를 존치시

키고 있는 에 하여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이승만의 정치제도론에

의할 때 이러한 의문은 무척 당연한 것이다.천황제가 유지되는 이상 그

것은 군주정이고,설사 천황이 상징 인 존재로 남아있는 것이라 해도 이

러한 정치제도를 미국식 민주정치로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2)이승만의 정치제도론이 제헌국회 논의에 미친 향

이승만은 6.9.국회 본회의에서 의장 외 사 의견으로 헌법은 그 나라

의 토 로 되는 것이고,헌법에 의하여 공화제가 설 것이므로 헌법에

하여는 심의 차를 생략하지 말고 충분한 숙의를 거쳐 신 하게 통과시켜

야 한다고 주장하 다.

아무리 날짜가 하고 조 할지라도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유일한 국법으로 될 것이요 그 나라의 토 로 되는 것입니다.그 헌법을

가지고서 공화제도라는 것이 설 것이요 헌법을 가지고서 우리가 국을

다스리고 세계를 할 것이올시다.이것이 단히 요한 일이니까 다른

문제에 해서 국회법안에 해서는 독회니 심사니 생략해서 할 수 있는

데 헌법에 해서는 불가불 시간을 가지고서 많은 고려를 해서 상당하게

해서 통과해야 될 것을 나는 깊이 각오하는 바입니다.581)

이승만이 헌법제정을 매우 요하게 생각하 음은 물론이다.그런데 그

가 헌법제정이 요하다고 본 이유는 헌법을 통해 공화제를 실시할 것이

기 때문이다.시간이 해도 헌법에 한 심의는 신속하게 진행할 수 없

다는 이승만의 태도는 이후 통령제 헌법안에 한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는 정반 로 돌변한다.憲法及政府組織法起草委員 (헌법 정부조직법기

원회,이하 ‘헌법기 원회’라 함)에서 결정한 통령제 안에 한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의원들의 반론과 수정안이 터져 나오자,이승만은

지 우리에게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하다는 이유로, 통령제 헌법안

581) 한민국국회,『제헌국회속기록』,서울:선인문화사,1999,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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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신속히 통과시키자고 재 한다.

사실 이승만이 국회의장으로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 의원 자격으로 하는 발언들은 부분 자신의 민주정체론을 주창하거

나 혹은 제헌헌법의 통령제 정부형태 채택과 련된 안건에 집 되어

있다.582)해방 이후 한민국 건국기에 이미 왕정복고는 불가능한 상황이

었으므로 공화제는 의원내각제 혹은 통령제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인데,

이승만이 민주정체를 공화제와 통령제라는 의미로 분별없이 사용한 선

례들에 비추어 보면, 에서 말한 공화제는 민주정체를 일컫는 것이다.민

주정체 역시 단순히 오늘날의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식 통령제 정부형태를 말하는 것이다.

결국 이승만은 통령제 정부 수립을 한 헌법제정의 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통령제 정부를 수립하는 데 모든 심이 집 되어 있었던 그는

통령제 헌법안이 채택되자 국회의장으로서 신속하게 심의를 마쳐 것

을 재 하 다.우리 헌법제정은 심의기간이 무 짧았다는 비 한 이

승만의 이 같은 태도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583)

다만,그 게 박한 와 에도 이승만은 헌법 문에 자신이 요하게

생각해 오던 한성정부의 계통에 한 문구를 삽입해 것을 요청하 다.

이승만은 국회의장으로 선출되면서부터 장차 수립하게 될 정부의 기 가

한성정부임을 밝 왔다.

국회개회식 개회사584)

우리가 오늘 우리 민국 제1차 국회를 열기 하여 모인 것입니다....

우리는 민족의 공선에 의하여 신성한 사명을 띠고 국회의원 자격으로

이에 모여 우리의 직무와 권 를 행할 것이니 먼 헌법을 제정하고 한

독립민주정부를 재건설하려는 것입니다.나는 이 회를 표하여 오늘에

582) 한민국국회,같은 책,pp.346-348,p.377.p.440.이하 참조

583)제헌의회에서 헌법안을 기 하여 심의에 상정할 때까지의 기간은 미합 국의 경

우보다 길며,심의기간도 미합 국의 경우에 비하여 심하게 짧은 것도 아니므로

심의기간이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이로 인해 차 정당성의 확보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정종섭,『헌법연구』제5권,서울:박 사,2005,p.227.참조)

584)雩南李承晩文書編纂委員 ,『(梨花莊 所藏)雩南 李承晩文書 東文篇』第15卷,서

울: 앙일보사: 한국학연구소,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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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주국이 다시 탄생(誕生)된 것과 따라서 이 국회가 우리나라에 유일

한 민족 표 기 임을 세계만방에 공포합니다.

이 민국은 기미년 3월1일에 우리 13도 표들이 서울에 모여서 국민

회를 열고 한독립민주국임을 세계에 공포하고 임시정부를 건설하여 민

주주의에 기 를 세운 것입니다.불행히 세계 세에 인연해서 우리 명

이 그 때에 성공이 못되었으나 우리 애국남녀가 해내해외에서 열리는 국

회는 즉 국민 회의 계승이요 이 국회에서 건설되는 정부는 즉 기미년에

서울에서 수립된 민국의 임시정부의 계승에서 이 날이 29년만에 민국의

부화일임을 우리는 이에 공포하며 민국년호는 기미년에서 기산할 것이요

이 국회는 민족을 표한 국회이며 이 국회에서 탄생되는 민국정부는

완 한 한국 체를 표한 앙정부임을 공포하는 바입니다.

1919.3.1.기미독립선언이 있었고 한성정부가 수립된 것은 그 이후인

4월의 일이다.한성임시정부는 3.·1독립운동을 완 자주독립의 복정부

로 마무리 짓기 해 서울에서 민간인들이 모여 수립한 정부 다는 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그런데 이승만은 마치 기미독립선언 당시 조선의

민 이 민주정부 수립을 선포한 것처럼 표 하고 있어 오해의 소지를 만

들고 있다.

내 생각은 총강 의 문 이것이 긴요한 입니다.거기에 즉 우리의

국시 국체가 어떻다 하는 것이 표시될 것입니다.나는 여러분에게 간 히

요구하는 것은 지난번 개회식 할 때에도 그런 말한 일이 있습니다.그래서

「우리는 민주국공화체이다」하는 것을 쓰는 것이 있습니다.독립선포

문 기미년 때 선포한 것에도 있는 것입니다.그 후 정부가 상해로 갔던 남

경을 갔던 그 동안에도 이것은 독재제가 아니라 민주정권이다 하는 것을

쓴 것이 있습니다.이 정신은 벌써 35년 에 세계에 공포하고 내세운 것

입니다.( 간생략)우리는 우리의 정신을 우리 헌법에 작정할 생각이 있

어서 말 하는 것입니다.그런 까닭에 여기서 우리가 헌법벽두에 문에

더 써 것은 「우리들 한민국은 항구한 역사와 통에 빛나는 민족으

로서 기미년 3·1 명에 빛나는 민족으로서 기미년 3·1 명에 궐기하여 처

음으로 한민국 정부를 세계에 선포하 으므로 그 한 독립정신을 계

승하여 자주독립의 조국재건을 하기로 함」이 게 넣었으면 해서 여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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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는 것입니다.585)

이승만은 3·1독립운동에 이어 한성정부가 국체를 민주제로 선언(약법

제1조)하 던 사실을 기 로 한성정부가 민주정체를 표방하 고 그 시

을 한민국 민주정체의 시발 으로 보고 있다.한성정부 수립이 이승만

의 정치제도론에 갖는 헌법 의미에 하여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다.

한성정부 집정 총재 통령으로 활동하 던 이승만은 임시 통

령에 선출된 이후 수많은 비 을 받으며 불명 스럽게 물러났지만,제헌

헌법의 한성정부 승인으로 자신이 민족의 지도자로서 40년 가까이 민족을

표해 왔다는 정통성을 부여하려 한 것이다.이승만은 시 한 헌법안의

통과를 호소하면서도,헌법 문에 한성정부와 자신의 법통을 못박아두고

자 한 것이다.

헌법안의 통과를 재 하면서도 자신의 정통성만은 짚고 넘어가려는 이

승만의 헌정활동은 심히 자기 심 이다.제헌의원들이 통령 독재를 우

려하는데 하여 이승만은 헌법제정의 긴 함 그리고 한성정부 민주정체

계승의 당 성을 주장하고 있다.민주정체 헌법을 제정하면서 우리 민족

이 최 로 민주정체를 표방한 한성정부를 계승하 다고 그 법통을 밝 두

는 것도 요한 문제이다.그러나 모든 국민이 제 스스로 생각하고 그들

사상의 다양성을 존 하는 것이 이승만이 생각한 민주정치이므로 민주정

체에 한 비 한 민주정치 시행을 해서는 응당 수용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이승만은 민주정치 실시에 반 되는 비 은 자제해 것을 재

하고 있다.

미소냉 의 서막에서 미·소 분할통치가 장기화되어 가고 있었으며 좌익

과 도진 의 반 로 많은 논란과 반 속에 남한만의 총선을 치 는데

어렵게 잡은 독립정부 수립의 기회를 제헌국회에서 권력다툼 하느라 놓쳐

버린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헌법제정이 박한 상황이라는 은 유진오

를 비롯한 한국민주당 의원들도 공감하는 바이고 이를 토 로 이승만의

정세론이 제기되었으나 그 기 가 되는 논리,즉 독립을 해서는 민주정

치의 공론 역시 제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그의 조건부 민주정체 개 론

585) 한민국국회,『제헌국회속기록』,서울:선인문화사,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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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비롯된 것이다.

나.제헌헌법의 통령제 채택

(1)헌법제정 과정

헌법기 원회는 유진오 문 원이 기 한 헌법 안을 ‘원안(原案)’으

로,권승렬 문 원을 심으로 한 과도정부 법 편찬 원회의 헌법 안

을 ‘참고안(參 案)’으로 채택하여 1948.6.3.부터 6.22.까지 심의를 진행

하여 한민국 헌법 안을 결정하 다.이러한 안은 다음날인 6.23.본

회의에 상정되었고 1948.7.12.본회의에서 심의가 종결되었다.586)

(2)이승만에 의한 통령제로의 환

(가)헌법 안

정부형태에 한 헌법 안은 의원내각제 다.그 요지는 ① 통령이

행정권의 수반이기는 하지만,내각이 국무의 반에 한 의결권을 행사

한다.② 내각은 국무총리와 국무 원으로 조직된 합의체이다.③ 국무총

리는 내각회의의 의장이 되며, 통령이 임명하고 민의원의 승인을 받는

다.④ 국무총리가 국무 원을 제청하고, 통령이 국무 원을 임명한다는

것이다.이러한 정부형태는 국회가 수상을 선출하고,수상이 각료를 임명

하는 순수내각제와 차이가 있지만,587)형식 으로 통령을 두고 행정부

의 수반으로 삼으면서도,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내각회의에서 행정사무 일

반을 의결하는 에서 임시헌법에 의한 상해 임시정부 내각제 정부형태와

586)서희경,『 한민국 건국기의 정부형태와 정부운 에 한 논쟁 연구:제헌국회

의 특별회기(1948.5.31.-12.19)를 심으로』,서울:서울 학교 학원,2001,p.

47.;유진오,『헌법기 회고록』,서울;일조각,1980,pp.48-50;정종섭,『헌법

연구』제5권,제2 ,서울:박 사,2005.pp.173-183

587)서희경,『 한민국 건국기의 정부형태와 정부운 에 한 논쟁 연구:제헌국회

의 특별회기(1948.5.31.-12.19)를 심으로』,서울:서울 학교 학원,2001,p.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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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유사하다.

(나)이승만의 헌법기 원회 개입

이승만은 1948.6.7.기자회견에서 와 같은 내각제 원안에 하여 반

하는 입장을 밝혔다.

재 기 인 헌법의 내각제는 국무총리를 둘 책임내각으로 되어 있

으나 ( 간생략)나 개인으로는 미국식 삼권분립 통령책임내각제를 찬

성한다.지 국이나 일본에서 하고 있는 제도가 책임내각제라 할 것인

데 국이나 일본에서는 군주정체로 뿌리가 깊이 박힌 나라일 뿐만 아니

라 갑자기 왕 제도를 없앨 수 없는 계로 그러한 군주국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제도와 념은 이미 없어지고 40여

년 에 민주정부를 수립할 것을 세계에 공포한 이상 우리는 민주정체로

서 민주정치를 실 해야 할 것이다. 통령을 국왕과 같이 신성불가침하

게 앉 놓고 수상이 모든 일을 책임진다는 것은 비민주 제도일 것이다.

이와 같이 하면 히틀러,무솔리니,스탈린과 같은 독재정치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나는 찬성하지 않는 것이다.민 이 통령을 선출한 이상 모든

일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통령이 책임을 지고 일을 해나가야 할 것이지

그 지 않다면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588)

이승만은 내각책임제를 군주제 통이 강한 나라에서 부득이 채택하는

비민주 제도이며 한국은 일 이 군주제를 청산하고 3.1운동 후 민주주

의 정부를 수립하 으므로 내각책임제에 합하지 않다고 단하 다.589)

이러한 이승만의 논법에 하여 선동정치이며 억지라는 비 이 있다.590)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승만은 시종일 군주제,헌법정체,내각책임

제를 비민주 인 제도로 평가하고 있다.그 시작은 역시 『독립정신』이

588)김철수,『한국헌법사』,서울: 학출 사,1992,p.60.;양우정 편,『이승만

통령 독립노선의 승리』,서울:독립정신보 회,1949.

589)유 익,“이승만 국회의장과 한민국 헌법 제정”,『역사학보』제189집,2006,

p.126.

590)김철수,『한국헌법사』,서울: 학출 사,1992,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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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이와 같이 보는 근거는 신성불가침한 군주의 존재를 남겨놓은 정치제

도가 국민주권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이승만이 내세운 이러한 논

거가 오늘날 헌법이론에 비추어 본다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는 은

앞서 살펴보았다.그런 차원에서는 억지이며 선동이라는 제헌의원들의 비

한 이해가 간다.다만,이승만의 와 같은 주장은 구한말부터 계속

된 것이고, 어도 이승만이 자신의 정치제도론을 수정하지 않고 지켜왔

음을 알 수 있는 하나의 징표로 유용하다.

이승만의 이러한 견해표명에도 불구하고 헌법기 원회에서 내각책임

제 헌법안을 채택하자,이승만은 1948.6.15.헌법기 원회에 직 출석

하여 내각책임제에 한 반 를 호소하 다.

통령은 국회에서 간 선거하게 된다는 이유로 국무총리책임제로 기

원들은 결의한 모양이나 그것은 안 될 일이다. 통령은 간 선거이건

직 선거이건 인민이 선거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다시 말하면 국회에

서 간 선거를 한다 하더라도 의원은 역시 국민이 선출한 것이니 인민의

신임을 받은 표가 통령을 선거하는 것은 곧 인민이 직 선거로 선거

하는 것이나 다름 없는 것이다.그러므로 통령에게 행정책임을 직 지

우는 것이 옳은 일이지 통령을 왕처럼 불가침 존재로 한다는 것은 찬

성할 수 없다.591)

이승만은 국무총리제와 통령제를 함께 설정한다면 국무총리가 아니라

통령에게 행정의 실권을 맡겨야 한다는 을 강조함으로써 강력한 권한

을 가진 미국식 통령제를 주장하 다.592)이에 하여 이청천 독립

성국민회 일부 의원들은 찬성하 으나,다수의 한국민주당 의원들과 무

소속 의원들은 여 히 통령제에 반 하 기 때문에 헌법기 원회는

통령제를 채택하지 않았다.593)

591)김 수,『 한민국임시정부헌법론:헌법제정의 배경 개헌과정을 심으로』,

서울:삼 사,1980,p.25.;유 익, 의 논문,p.127.;서희경,『 한민국 건국

기의 정부형태와 정부운 에 한 논쟁 연구:제헌국회의 특별회기(1948.5.31.-

12.19)를 심으로』,서울:서울 학교 학원,2001,p.53.

592)유 익,“이승만 국회의장과 한민국 헌법 제정”,『역사학보』제189집,2006,

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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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안을 작성한 유진오 문 원은 헌법원안의 의원내각제 정부형태

에 하여 학문 소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기를 쓰고 내각제를 옹호하

다.미국헌법이 제정되었던 18세기에 미국은 국제 으로 고립정책을 쓸

수 있었고,19세기까지는 국내 으로도 국가의 세입이 풍부하여 산이

남아 돌아가는 형편이어서 정부와 국회가 립한 채로 장기간 국정이 교

착상태에 빠지더라도 별 지장이 없었지만,국토분단,경제 탄,공산주의

자들의 극렬한 괴활동 등 생사의 문제를 산더미같이 떠안고 있는 한

민국이 통령제를 채택하여 국회와 정부가 립하여 국정운 이 지체된

다면 나라를 망치거나 독재국가화되기 쉽다는 것이다.594)

이에 이승만은 1948.6.21.국회 본회의에서 비공개 원 원회를 열어

정부형태에 한 기본 원칙을 결정하자고 주장하 으나,이러한 제안 역

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595)이에 이승만은 같은 날 오후 다시 헌법기

원회에 출석하여,“우리가 국권을 찾기 해 40년 동안 싸워온 것은 백

성에게 권리를 주자는 것이며 정당에게 권리를 주어서는 정당끼리 싸우느

라 나라경 은 하기 어렵다.만일 이 안이 국회에서 그 로 헌법으로

채택된다면 나는 그러한 헌법 아래에서는 어떠한 지 에도 임하지 않고

민간에 남아서 국민운동이나 하겠다”고 선언하 다.596)그리고 “오늘날과

같은 혼란한 정치정세 속에서 내각책임제를 하면 권력의 안정이 안될 것

이며 아무도 통령이라는 자리를 맡기 어려울 것”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

하 다.597)

상황이 여기에 이르자,같은 날 밤 한국민주당 소속 기 원들과 한국

593)유진오 문 원에 의하면,헌법기 원회에서 헌법원안 심의가 개시되었을 때

허정의원을 비롯한 일부의원이 내각제에 반 의사를 표명하 으나 체로 내각제

를 지지하는 분 기 고,이승만이 헌법기 원회를 방문하여 통령제를 주장하

는 연설을 한 후에도 내각제를 지지하는 분 기에는 변화가 없었고,허정의원조차

자신의 견해를 바꾸어 내각제를 지지하 다고 한다(유진오,『헌법기 회고록』,

서울;일조각,1980,pp.52-60).

594)유진오,『헌법기 회고록』,서울;일조각,1980,pp.57-58

595)서희경,『 한민국 건국기의 정부형태와 정부운 에 한 논쟁 연구:제헌국회

의 특별회기(1948.5.31.-12.19)를 심으로』,서울:서울 학교 학원,2001,p.

56.;유진오,『헌법기 회고록』,서울;일조각,1980,pp.66-72

596)유진오,『헌법기 회고록』,서울;일조각,1980,p.62,

597)이종구,“ 한민국 헌법이 제정되기까지:20년의 과 비애”,『신동아』12,

1965.8.;유 익,국회의장,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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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간부들은 히 통령제 수정안을 다듬고 다음 날인 6.22.한국민

주당 의원들의 주도로 번안 동의가 가결되었다.

이러한 경 에 의한 내각제 원안의 번복에 하여,6.30.에 있었던 회

의에서 이문원(무소속)의원은 “이것을 어떠한 간부 진 에서 의식 으로

모순된 헌법을 만들어 가지고 자꾸만 이것을 통과시켜 가지고서 어떠한

자기의 의도를 달성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인민이 우리를 보낸 본의가 아니

고 극단으로 말하면 이것은 어떠한 자기의 개인주의에 흐르는 경향이 있

다고 비 을 받아도 변명할 재료가 없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598)라고

하여 불만을 제기하 다.

그 발언 이후 기 원이었던 이윤 의원은 간부의 말을 듣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민의,국내 실정,국리민복(國利民福)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부인하 고,이문원 의원의 발언 취소 징계 원회 회부까지 논의되었

다.이문원 의원의 발언은 질의응답 즉석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틀 발언신청 이후 충분히 검토된 것이었기 때문이다.599)이에 해

이문원 의원은 간부진 이란 기 원장이나 국회의장 진 을 의미한 것

이라고 답하 는데,실질 으로는 이승만600)과 그를 옹호했던 한국민주당

의원들의 막후 상을 문제 삼는 발언이었다고 볼 수 있다(그와 같은 타

의 배경에 하여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사태를 보더라도 이승만이 헌법기 원회의 결정에 얼마나 강

하게 개입하 는지 알 수 있다.

(다)한국민주당에 의한 번안 배경

와 같은 이승만의 정치 압력에 의하여,한국민주당 의원들은 종래

의 입장을 변경하여 헌법 안을 통령제로 번안하 고 이는 최종 으로

598)국회도서 입법조사국,『헌법제정회의록(제헌의회)』,서울:국회도서 입법조

사국,1967,p.312.

599)국회도서 입법조사국,『헌법제정회의록(제헌의회)』,서울:국회도서 입법조

사국,1967,p.315.

600)서희경,『 한민국 건국기의 정부형태와 정부운 에 한 논쟁 연구:제헌국회

의 특별회기(1948.5.31.-12.19)를 심으로』,서울:서울 학교 학원,2001,p.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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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제 헌법 안의 통과로 이어졌다.이승만과 한국민주당 사이에는 좀

더 복잡한 내막이 있으므로 이에 하여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1)한국민주당의 탄생배경 성격

해방 이후 국내에서는 일본 무단통치에 의해서 탈취 당하 던 독립을

되찾기 하여 많은 정당 사회단체가 탄생되었다.특히,좌익의 여운형

을 심으로 한 건국 비 원회에 항하여 우익 세력이 심이 되어 만

든 것이 ‘한국민주당’이다.1927.1.조직된 조선민족당의 김병로,백 수

등은 해방 직후인 1945.9.1.창당된 한국국민당을 비롯하여 국민 회

비 원회,고려사회민주당의 간부들과 하여 민족정당을 창당하기로

합의하고 1945.9.16.한국민주당을 발족시켰다.601)

한국민주당의 강령을 요약하면,완 한 민족독립국가를 건설하며 민주

주의의 정체를 확립하고 사회균등의 경제정책을 실시한다는 것이었다.그

리고 이를 실천하기 한 방안으로 국민 기본생활의 확보와 호혜평등주의

의 외교정책 수립,언론·출 ·집회·결사 보장 토지제도의 합리 인 형

성 등 여덟 가지 정책을 제시했다.그런데 당시 부분의 다른 정당들이

정강으로 표방하고 있었던 ‘친일 에 한 처리’에 하여는 언 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민주당은 친일 를 비호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602)

이처럼 정강을 토 로 한국민주당의 성격을 분석한다면 반공우익·보수성

향이 강하 다고 볼 수 있다.603)

정당의 성격은 그 정당이 표방하고 있는 이념을 통해서도 악할 수 있

지만,그 구성원의 경력이나 직업에 한 분석을 통해서도 일반 인 성격

을 추출해 낼 수 있다.604)건국 기 제반 정당들의 정강은 유사하 고,

601)韓國民主黨 宣傳部,『韓國民主黨 史』,서울:한국민주당 선 부,1948.,p.

12.

602)연시 ,『한국 정당정치 실록:항일 독립운동부터 김일성의 집권까지』1권,김

윤철 엮음,서울:지와 사랑,2001.;호 석,『한국 정당체계 분석:제헌국회부터

제14 국회까지 한국 정당체계의 환경과 구조』,서울:들녘,1996.

603)호 석, 의 책

604)심지연,“한국민주당의 구조 분석”,『한국정치학 회보』제17집,한국정치학회,

1983,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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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이고 포 인 정당의 정책으로 정당 상호간의 차별 을 악하기

는 어렵다.오히려 한국민주당 구성원들의 과거경력과 당시의 직업 등은

한국민주당이 취한 정치노선을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게 해 다.605)

한국 민주당의 주요 인맥은 송진우와 김성수를 정 으로 이루어졌고,

장덕수를 참모로606)이들 주 에 형성된 집단이었다.이들은 해방 후 ‘보

성그룹’ 는 ‘호남그룹’607)으로 알려졌는데,이는 김성수와 송진우 두 사

람이 호남지역 출신으로 비교 그들 주 에 호남출신 사람들이 결속해

있었으며,김성수가 운 한 보성 문학교 련자들이 한국민주당의 지주

역할을 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한국민주당의 주요 간부들 발기

인들은 김성수 소유의 동아일보사,보성 문학교,경성방직 가운데 한 군

데는 소속되어 있었다.608)

특히 김성수 소유의 동아일보사 임원·기자 직원들은 거 한국민주

당의 발기에 참여하 고,그 외에 조선일보사,다른 일본인 신문사 주

간 신문사에 련되었던 사람들도 상당수 한국민주당에 참가했는데,이처

럼 언론계 출신들이 거 한국민주당에 가담함으로써 한국민주당은 당시

최신 정보라 할 수 있는 국내외 정세에 어느 정당들보다 정통할 수 있었

다.

한국민주당에는 학이상의 교육을 받은 고학력자가 많았다.일제 식민

통치 하에서 한국인으로서는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가 극히 제한되어 있었

음에도 일본을 비롯하여 미국, 국 등에서 학교육을 마친 사람들이 상

당수 한국민주당에 참여하 다.609)지도 이사 가운데 46.8%는 일본에서

605)심지연,“한국민주당의 구조 분석”,『한국정치학 회보』제17집,한국정치학회,

1983,p.125.

606)심지연,“한국민주당의 구조 분석”,『한국정치학 회보』제17집,한국정치학회,

1983,p.123.

607)한국민주당 출신지역별로는 호남출신이 18.4%에 달했다.연시 , 의 책,p.

223.

608)연시 ,『한국 정당정치 실록:항일 독립운동부터 김일성의 집권까지』1권,김

윤철 엮음,서울:지와 사랑,2001,p.223.;심지연,“한국민주당의 구조 분석”,

『한국정치학 회보』제17집,한국정치학회,1983,p.127.

609)연시 ,『한국 정당정치 실록:항일 독립운동부터 김일성의 집권까지』1권,김

윤철 엮음,서울:지와 사랑,2001,p.223.;심지연,“한국민주당의 구조 분석”,

『한국정치학 회보』제17집,한국정치학회,1983,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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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했으며,27.1%는 미국에 유학했다.

직업별로 보더라도,해방 직 까지의 직업을 보면 농업 종사자가 13%

고,교사,변호사,의사, 리,언론인,작가, 술가 등이 75% 으며,지

주·사업가·군정청 리의 세 부류 인사들이 한국민주당의 주요 치에 앉

아 있었다.한국민주당 간부들은 해방 이 부터 지배계 을 형성하고 있

었고,해방후에는 조병옥이 한국민주당 당 을 보유한 채 군정청 경무부

장에 취임하 고, 라남도 군수 21명 16명이 한국민주당원이었을 정

도로 군정청 리로 종사하는 자들이 많았다.610)

이러한 에서 한국민주당은 정당(MassParty)이라기보다는 간부

정단(CadreParty)의 성격이 강하고,611)“지주 자본가들의 집단”혹은

“성공한 사업가들의 모임”이라는 평을 듣게 되었다.612)이데올로기 성

향은 일반 으로 보수우익 는 극우로 분류되고 철 한 반공정책을 지향

했다.613)

창당과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방 후 건국 비 원회의 활동을 못마

땅하게 생각하며 정세를 망하던 우익 세력들이 미군의 상륙을 계기로

정치일선에 나서 집결한 것이 바로 한국민주당이었고,장덕수 등 일제시

친일행 여부가 불명하다고 논란되는 상당수 인사가 한국민주당에 참

여하 다.따라서 한국민주당은 친일 숙청을 당내 정책으로 수용할 형

편이 되지 못하 다.614)정국의 주도권 장악을 해서 일제시 의 행 를

불문에 부쳤고,민족진 의 동단결을 부르짖으며 인민공화국 타도의 기

치 아래 구를 막론하고 받아들여 후일 임시정부 측으로부터 친일 집

단이라는 의혹을 사게 된 것이 한국민주당의 실정이었다.615)

610)연시 , 의 책,p.217.;심지연,“한국민주당의 구조 분석”,『한국정치학 회

보』제17집,한국정치학회,1983,p.129.

611)심지연,“한국민주당의 구조 분석”,『한국정치학 회보』제17집,한국정치학회,

1983,p.122.

612)연시 , 의 책,p.217.;심지연,“한국민주당의 구조 분석”,『한국정치학 회

보』제17집,한국정치학회,1983,p.129.

613)연시 , 의 책,p.223.

614)연시 , 의 책,p.214.

615)연시 ,『한국 정당정치 실록:항일 독립운동부터 김일성의 집권까지』1권,김

윤철 엮음,서울:지와 사랑,2001,p.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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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승만과의 제휴

한국민주당으로서는 이와 같은 이유로 당내에 뚜렷이 내세울 만한 인물

이 없었으므로 조직과 자 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승만과 김구 두 사람과

제휴하면 가장 강력한 정당이 되리라 확신하 고,정치 으로 두 사람을

필요로 하 다.그러나 이승만과 김구는 정치 으로 융합되지 못했고,두

지도자 사이에서 갈등하던 한국민주당은 이승만의 단독정부론을 계기로

이승만을 추종하기로 결의했으며,그 후로 김구와는 차 립하기 시작

했다.당시의 미·소 계에 비추어 남북통일정부의 수립은 어려운 상황이

었으므로,이승만의 단정론이 실 이라고 단했기 때문이다.616)

한국민주당의 도움이 필요하기는 이승만 역시 마찬가지 다.이승만의

귀국 당시 각 정당과 단체들은 독립 지도자로서의 명성과 국민 인기를

얻고 있는 이승만을 경쟁 으로 표에 추 하 다.한국민주당 역시 이

승만이 귀국하자 그의 귀국을 알리는 단을 만들어 시내에 배포했으며,

그가 국민의 단결을 호소했다는 을 강조했다.그리고 이승만이 경제력

을 가진 친척이 없다는 에 유의하여 그에게 숙소로 돈암장(敦岩

莊)을 제공했는데,돈암장은 돈암동에 있는 동고무상사 장진섭의 집으

로 그는 한국민주당의 재무부 부원이었다.그는 이승만에게 매월 15만원

씩의 정치자 을 제공하는 등 극 인 후원을 아끼지 않았으며,이승만

에게 한국민주당의 총재로 취임해 것을 요청하 다.617)

특정 정당의 취임 요청을 거 한 이승만은 정당을 월한 강력한 민족

통일기구를 만들기 해 독립 성 앙 의회를 발족시켰으나 처음 독립

성 앙 의회에 가담했던 좌익진 이 이탈하고,독립 성 앙 의회와 합

류한다면 임시정부의 기본정책이 변한다는 이유로 임시정부도 불참하면

서,남은 이승만의 지지세력은 한국민주당과 이갑성,강석 ,이종 등이

이끄는 우익 군소정당 그리고 미국 유학시 이승만의 추종자로 활동해온

사람들이었다.그 후 이승만을 심으로 국내 민족세력이 주축이 되어 독

616)연시 , 의 책,p.247.;심지연,『한국민주당의 연구:그 정치 성장과정과

정치이념을 심으로』,서울:서울 학교,1982,p.115.

617)연시 , 의 책,p.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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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성국민회의를 구성하지만,이는 통합된 정당단체가 아니라 각 단체의

정치연합체이기 때문에 산하 단체에 한 통제 내지는 구속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때문에 산하 정당 단체들은 그들의 당리당략에 따라 이합집산

을 거듭하 고 이승만은 국민 으로 높은 인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다른 지도자들에 비해서 확고한 정치기반을 갖지 못했다.618)

이러한 상황에서 이승만은 한국민주당 당원들 일부가 친일인사이거

나 항일투쟁을 하지 않은 인물들이라서 한국민주당과 력하는 것이 마음

에 들지는 않았지만,한국민주당이 미군정에 참여하여 여당의 지 를 갖

고 있는데다 국내 최 의 민족주의 세력의 결집체라는 에서 그들과 손

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그래서 이승만은 독립 성 앙 의회 간부진에

많은 한국민주당 인사들을 기용하 다.619)620)

3)헌법기 원회 번안결정

5.·10선거에서 당선된 의원들이 선거 당시 스스로 밝힌 바에 따라 당

선자 198명을 정당 단체별로 분류하면, 한독립 성국민회 54명,한국

민주당 29명, 동청년단 12명,조선민족청년단 6명, 한독립 성 농민총

연맹 2명,기타 단체 10명,무소속 85명 등으로 나타난다.621)

그러나 의원 각자의 선거등록표에 의한 이러한 구성비는 제헌국회의

정확한 정 별 구성을 밝 주지 못한다. 체 의원의 42.5%를 차지하는

무소속의 경우,한국민주당원이 공천탈락이나 한국민주당에 한 국민들

의 나쁜 이미지를 고려하여 무소속으로 등록한 가 지 않았고, 한

한독당이나 간 계열의 인사가 단선불참이라는 당명을 어기고 무소속으

로 출마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더욱이 5·10선거에 참여한 정당이나

618)연시 ,『한국 정당정치 실록:항일 독립운동부터 김일성의 집권까지』1권,김

윤철 엮음,서울:지와 사랑,2001,p.137,238.

619)연시 ,『한국 정당정치 실록:항일 독립운동부터 김일성의 집권까지』1권,김

윤철 엮음,서울:지와 사랑,2001,p.138.

620) 앙집행 원 선정을 한 형 원 7명 5명이 한국민주당원이었다,정병 ,

“주한미군정의 ‘임시한국행정부’수립 구상과 독립 성 앙 의회,『역사와

실』제19호,한국역사연구회,1996,p.157.

621)국회사무처,『제헌국회경과보고서』,서울:국회사무처,1986.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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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가 뚜렷한 조직 결집력을 가진 것은 아니었고,특히 이승만의 독

앙 의회 같은 범정당 조직에는 각종 정당과 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었다.622)

따라서 제헌국회의 정 별 구성은 당선 당시의 소속 정 를 기 으로

하기보다는,의정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성향이나 이후 원내구락부 원

내교섭단체 가입 등을 고려하여 단하여야 한다. 체로 제헌국회의 원

내세력은 한국민주당과 독 앙 의회 세력을 양 세력으로 하고,그 외

에 원내에 진출한 김구·김규식 추종세력인 간 세력과 여타 온건 우

세력들이 무소속으로서 제3의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보수 2 세력과

간 세력의 3자 정립구도라고 할 수 있다.제헌국회 기에 이 세 정

의 세력은,한국민주당이 약 70석 정도,독 앙 의회가 60석 정도,무

소속이 약 50석 정도로 추산된다.그리고 무소속 약 30여명 정도가 김

구·김규식 계의 간 세력으로 추산된다.623) 결과 으로 한국민주당은

국회 내에서 제1당으로서 입지를 굳히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

헌법기 원회에서도 한국민주당은 헌법제정 작업에 있어 주도권을 장

악할 수 있었다.1948.6.1.정부조직에 앞서 헌법기 원회가 구성되었

고, 원회 총원 30명 한국민주당 출신 국회의원이 5명624)포함되었으

며,서상일 의원은 원장으로 선출되어 헌법제정이나 정부조직에 해

한국민주당의 견해를 반 시킬 수 있었다.625)헌법기 원회에는 독립

622)박찬표,“제헌국회와 한국의 의회민주주의”『입법조사연구』248호,서울:국회도

서 입법조사분석실,1997,p.5.

623)정 별 수치는 분석 자료 방법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이에 하여는

서희경,『 한민국 건국기의 정부형태와 정부운 에 한 논쟁 연구:제헌국회의

특별회기(1948.5.31.-12.19)를 심으로』,서울:서울 학교 학원,2001,p.41.

참조.다만,그 수치가 동소이하므로 여기서는 박찬표, 논문,p.5.를 기 으로

기재하 다.

624)심지연은 헌법기 원회에 한국민주당 출신 국회의원으로 백 수,박해극,허

정,조헌 ,서상일,오룡국,김 연 7명이 있었다고 하지만(심지연,『한국민주당의

연구:그 정치 성장과정과 정치이념을 심으로』,서울:서울 학교,1982,p.

123.),박해극,오룡국은 무소속 의원이었으므로 당선시의 당 을 기 으로 하면 5

명의 한국민주당 의원이 있었다(국회사무처,『제헌국회경과보고서』,서울:국회

사무처,1986.p.8.).

625)서상일은 헌법기 원회 호선에 의하여 원장으로 선출되었음( 한민국국회,

『제헌국회속기록』,서울:선인문화사,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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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국민회 소속 의원이 7명이었고,의원의 당 에 구애받지 않고 그 활동

을 토 로 분류했을 때,한국민주당 혹은 독립 성국민회와 계가 있었

던 의원은 각각 10명씩이었으므로,626)한국민주당의 조가 있을 경우 이

승만을 지지하는 의원 수는 헌법기 원회의 의사결정을 좌우하는데 충

분하 다.627)

선출된 헌법기 원회는 헌법의 기 를 한 원칙이나 강을 미리 논

의하지 않고 유진오가 미리 비한 헌법 안을 직 심의하는 방법을 택

했다.628)기 원회의 안은 유진오가 작성한 안과 권승렬이 작성한

안을 참고로 했다.유진오의 안은 남조선 과도정부와 한국민주당의 김

성수와 독립 성국민회의 신익희 등의 요청으로 3월부터 작성된 것이었

고,권승렬의 안은 남조선과도정부 사법부 하에 설치되었던 법 편찬

원회가 작성한 것이었다.두 안은 모두 내각책임제를 채택하고 있었

다.629)

헌법기 원회는 두 개의 안 김성수의 측근이고 한국민주당 발기

인이었던 유진오의 안을 택했는데 그의 안은 내각책임제,양원제 등

한국민주당의 정강을 변하는 것이었다.630)특히, 통령은 국회에서 선

출하며 임기를 5년으로 하되 상징 인 권력만을 부여하고,내각 특히 국

무총리에게 실제 인 정치권력을 부여했으며,그 권력은 국회에 의해 통

626)서희경,『 한민국 건국기의 정부형태와 정부운 에 한 논쟁 연구:제헌국회

의 특별회기(1948.5.31.-12.19)를 심으로』,서울:서울 학교 학원,2001,p.

44.견해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의원이 한국민주당과 뜻을 같이 했다고 본다.

627)박찬표에 의하면,한국민주당은 헌법 정부조직법기 원회 에서 원장

서상일을 비롯하여 김 연,백 수,조헌 씨등이 참여하여 최 세력을 하고

있었다.미국 정보보고서는 헌법기 원회 원 45명 한국민주당이 11명,독

이 10으로 이들이 과 표가 되었다고 분석했다고 한다(박찬표,“제헌국회와 한국

의 의회민주주의”『입법조사연구』248호,서울:국회도서 입법조사분석실,1997,

p.8.).

628) 한민국국회,『제헌국회속기록』,서울:선인문화사,1999,p.108.

629)연시 ,『한국 정당정치 실록:항일 독립운동부터 김일성의 집권까지』1권,김

윤철 엮음,서울:지와 사랑,2001,p.293.; 한민국국회,『제헌국회속기록』,서

울:선인문화사,1999,p.108.;특히 유진오안(兪鎭午案)과 권승렬안(權承烈案)이

제출된 경 에 하여는 정종섭,『헌법연구』제5권,제2 ,서울:박 사,2005.

pp.177-180

630)연시 , 의 책,p.293.;박찬표,“제헌국회와 한국의 의회민주주의”『입법조사

연구』248호,서울:국회도서 입법조사분석실,1997,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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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되도록 하 다.

기 원회가 이러한 내각제 헌법안을 채택한 이유는 무엇인가?당시

이승만 국회의장은 헌법제정이 끝나고 통령 선거가 이루어지면 통령

으로 선출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인물이었다.631)한국민주당 의원들은

김성수가 이승만에 할 만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632)한국민

주당 내에 이승만에 항하여 통령에 나설만한 인물이 없었기 때문에

이승만을 통령으로 지지하는 신 국무총리의 직책을 담당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내각책임제 헌법을 철시키고자 하는 입장을 취하게 된 것이

다.633)634)

그러나 이승만 역시 내각책임제 헌법이 제정될 경우,제1당으로서 제헌

국회 내에 기반을 다져놓은 한국민주당의 김성수가 결국 국무총리로 선출

되어 실권을 장악하고,자신은 통령으로 선출되더라도 상징 인 존재로

락할 것이라는 정도는 상하고 있었다.635)이승만은 상해 임시정부에

서 임시 통령으로 집권하면서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한 바 있다.이승만에

게 통령 자리를 주기 해 개정된 당시의 임시헌법은 형식 으로 통

령제 정부형태를 취하고 있으나,실질 인 행정권은 국무총리에게 귀속되

는 것이었다.결과 으로 이승만은 임시정부가 매사 조선을 표한 정부

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이름만 빌려주고,실제 행정권에서는 배제

되었던 것이다.

이승만이 와 같이 내각제 헌법안에 하여 강력하게 반 하자,이승

만을 통해 집권 여당이 된다는 구상을 갖고 있던 한국민주당으로서는 당

631)유진오,『헌법기 회고록』,서울;일조각,1980.p.62.;1948.6. 순 서울의

한 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0.8%가 이승만이 통령이 될 것으로

상한다고 답했다(유 익,“이승만 국회의장과 한민국 헌법 제정”,『역사학

보』제189집,2006.,p.117.)

632)서희경,『 한민국 건국기의 정부형태와 정부운 에 한 논쟁 연구:제헌국회

의 특별회기(1948.5.31.-12.19)를 심으로』,서울:서울 학교 학원,2001,p.

104p

633)Oliver,RobertTarbell,『이승만 :신화에 가린 인물』,황정일 옮김,서울:건국

학교 출 부,2002.;서희경 논문,p.53.에서 재인용.

634)실제 한국민주당은 7.19.국무총리에 김성수를 추 하기로 합의했으나,이승만

은 김성수를 무임소장 으로 임명하려 하 다(서희경, 논문,p.114.)

635)연시 , 의 책,p.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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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스럽지 않을 수 없었다.이들 사이의 껄끄러운 계는 1948.6.21.자 헌

법기 원회의 보고에서 잘 드러난다.636)즉 서상일 기 원장은 당일

정되어 있었던 헌법 안의 배부가 시간의 부족으로 인해 지연되었다는

에 하여 의원들의 양해를 구하면서,당일과 다음 날 본회의를 휴회하

고 원회의에서 제헌헌법의 기본원칙에 하여 토의할 것을 제안하 다.

이러한 제안에 하여 이항발 의원,문시환 의원 등은 본회의 질의 응답

에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상되는데,아직 헌법기 원회에서 헌

법의 원칙론도 확정짓지 못한 에 하여 질타한다.637)서상일 의원은

이에 하여 “이틀 동안 놀기가 무얼하니 비공개회의에서 요한 원칙문

제를 서로 한번 의를 해보는 것도 무방하다고 하는 생각하시면은 그

게 진행하셔도 무방하다는 것을 말 드렸으니까 그것을 잘 알어주시고”

라고 궁색한 답변을 늘어놓고 있다.638)

이에 하여 이승만은 사실 서상일 의원의 원회의 제안은 의장인 자

신과 사 에 의된 것이었음을 밝힌다.

그 동안에 기 한 안건도 강 구경을 했었는데 단축한 일자에 기

원 여러분이 밤낮 노력해서 충분히 만든 것 같습니다.그 헌법의 지를

먼 생각해서 그 지만 만들었고 소 차는 이 다음에 쫓아 하드라도 남

겨두는 것도 괜찮을 것인데 이분들은 특별히 애들을 써서 모두 이 철차를

다 충분히 만들어 놔서 거기에 해서는 오히려 세목이 많이 들어갔다는

비평은 있을지라도 아마 락되는 말 은 없을 것 같습니다.그러므로 해

서 기 원들이 노력해온 것을 고맙게 여기는 것이올시다. 따라서 그

기 원들 노력하신 바로 지 그 양반들의 생각한 로 다 충분히 비

된 것 같습니다.그런데 한가지 작정이 못되었다는 것은 국회 체에서 책

임을 질는지 기 원들의 책임이라고 할는지는 우리가 모르겠지마는 여

기서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 그것을 말하는 것보다도 그 에 기 하실

에 원이 지만을 먼 주장해 가지고서 어도 이 국회 안의 몇몇 인도

자 되시는 이들과 당 되시는 몇몇분들은 이 지에 해서만은 의가

636) 한민국국회,『제헌국회속기록』,서울:선인문화사,1999,p.194.

637) 한민국국회, 의 책,p.195.

638) 한민국국회, 의 책,p.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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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고 의논이 되어 있었을 것 같으면 그 앞의 소 목에 들어서는 많은 이

의가 없을 것이요 여간 이의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게 한 문제가 아

니었는데 시방 볼것 같으면 이 양반이 시간이 박한 그것만 알고 하루바

삐 해오라하는데에 해서는 분들이 부지런히 속히하기 해서 충분한

재료를 얻지 못하고 자기들 생각하시는 로 작정이 된 것입니다.지 까

지 보면 다 의가 되어서 지 작정해 놓신 것은 기 원회에서는 동일

한 의사를 가지고 해논 모양입니다.그런데 어 께 헌법기 원회 원

장과 거기에 몇분하고 이 사람 의장하고 그래서 얘기를 한게 있는데 거기

에 볼 지경일 것 같으면 강령에 다소간 의견차이가 있으므로 인해서

강 의논하기를 지 이 안을 이모양 로 내놓으면 아직도 인쇄도 못되

었고 삼독회도 못될 염려도 있지마는 따라서 충분히 의가 못되고 국

회 속에 내놓으면 다 한 시일을 요할 염려가 있을 것이니까 지 이 안

을 가지고 이 안에 한 세 목은 다 충해 놓고 그 에서 제일

한 문제만 가지고 비공식으로 의를 해서 이 게 하든지 게 하든지

의를 얻어가진 뒤에 이 안을 완성해 만들어 가지고 제출하는 것이 며

칠 시간을 허비하드라도 그 게 해가지고서 의를 얻어가지고 진행해 나

가는 것이 의 못되고 체 여기에 내놓아서 국회 체에서 토론을 가지

고서 길게 세월가지고 같이 혼자하는 것 보다도 낫겠다 하는 의도를 가지

고서 기 원장과 이 국회의장과 의가 강 되어서 헌법 안을 아

까 기 원장이 설명하신 말 여러분이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639)

발언에 의하면,이승만 의장과 서상일 의원을 비롯한 몇몇 헌법기

원회 의원들은 날 만나 헌법의 기본 원칙인 정부형태에 하여 논의

하 고,이승만은 내각제 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면 국회 체에서

오랜 토론이 이어져 다 한 시일을 소요하고 혼잡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원회의를 개최하여 국회의원 원이 정부 형태에 하여 논의하자고 미

리 의하 다는 것이다.서상일 의원의 궁색한 답변 뒤에 이승만이 좀

더 의미심장한 내용의 해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원회의는

헌법기 원회의 내각제 안을 변경하고자 했던 이승만이 원했던 것으

로 보인다.

639) 한민국국회, 의 책,p.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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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원회의 제안은 부결되었고,앞서 본 바와 같이 이승만의 강경

한 태도에 종래 정당의 방침을 고집할 수 없게 된 한국민주당 의원들은

김성수의 집 사랑방에서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헌법 안의 번안 문제를 논

의하여 김 연 의원이 이를 통령제로 수정하게 된 것이다.640)

한국민주당으로서는 김구,김규식이 단독정부수립에 불참을 선언한 상

황에서 이승만 마 불참한다면,신생 정부수립이 불투명해지고,이미

계가 악화된 김구,김규식이 참여할 경우 한국민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

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우려되었던 것이다. 한 한국민주당은

이승만과의 타 을 통해 권력을 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하 다.한국

민주당에서 국무총리와 국무 원 과반수를 확보한 후 내각,즉 국무원을

합의체로 운 함으로써 통령의 요한 국책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겠다

고 나름의 구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641)

(3) 통령제 수정안의 본회의 통과

이러한 정부형태의 기본 원칙에 한 논쟁은 국회 본회의로 이어졌다.

수정안의 내용에 하여 서상일 의원은 통령책임 심제와 내각국무총리

심제 “ 하 조선정치정세에 비추어 모든 장래를 망해서 정치 안

정세력을 확보하는 의미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들이 여기서 통령 심제

로 채용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통령제를 채용한 이유에 하여 설명하

다.642)수정된 통령제 헌법안의 핵심은 국무총리와 국무 원의 임면

권을 통령에게 부여한 헌법안 제68조643)기타 통령의 권한 국무원

640)허도산,『건국의 원훈:낭산 김 연』,자유지성사,1998.;유 익,“이승만 국

회의장과 한민국 헌법 제정”,『역사학보』제189집,2006.,p.128.에서 재인용

641)서희경,『 한민국 건국기의 정부형태와 정부운 에 한 논쟁 연구:제헌국회

의 특별회기(1948.5.31.-12.19)를 심으로』,서울:서울 학교 학원,2001,p.

57,80.

642) 한민국국회,『제헌국회속기록』,서울:선인문화사,1999,p.209

643)헌법안 제68조 국무총리와 국무 원은 통령이 임면한다.국무 원의 총수는

국무총리를 합하여 8인 이상 15인 이내로 한다.군인은 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 는 국무 원에 임면될 수 없다.반면 유진오의 내각제 안에서는 “국

무총리는 국민의회의 제청으로,국무 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통령이 임명한

다.군인은 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 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제74조)하

다(송우,『한국헌법개정사』,서울:집문당,1980.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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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계에 한 몇몇 조문에 있었다.

내각제 헌법 안을 기 하 던 유진오는 통령제 헌법안이 확정된 후

행정부 각료 선임에 한 국회 국무총리의 권한을 증 시킴으로써 국

무총리의 권 를 향상시켜 실제 운 면에서 헌정을 내각책임제처럼 이끌

어 나가겠다는 구상을 하 으나, 통령이 국무 원 임면의 권을 가진

다면 설사 국회의 승인에 따라 국무총리를 선출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시

도는 무의미하게 되었다.따라서 김 연 의원을 비롯한 한국민주당 의원

들과 유진오는 헌법안 제68조를 “국무총리는 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국무 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통령이 임명한

다”로 수정하는 수정안을 제출·통과시키려 하 다.644)

이승만은 통령제 헌법안을 놓고 국회에서 다양한 논의가 나오자,645)

1948.7.1.헌법안 제2독회에서 민주정체의 당 성에 하여 설명하 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민주정체를 그러한 정치를 지나간

40년 동안 없어서 민주정체라는 것을 하면 혼란이 나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반 하는 외국의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해가지

고서 총선거까지도 지장이 있었던 것입니다.우리 민족은 지나간 40년 동

안 왜 의 압박 에서 지내면서 왜 의 제정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민

주정체를 흡수한 것이 실상은 미국사람 민주주의로부터 흡수하는 그런 경

향이 있으니까 우리가 총선거를 해가지고서 국회를 세워놓면 우리는 민주

정체를 발 해 나가는데 다른나라 사람보다 더 낫게 되리라는 것을 여기

생각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646)

이승만은 외국인들이 한국은 민주정체를 하면 혼란이 날 것이라고 말하

여 우리의 총선거 실시에 지장을 래하 다고 말하고 있다.이는 모스크

바 삼상회의에서 남북한 총선에 의한 과도정부 수립 조선에 한 신탁

644)유진오,『헌법기 회고록』,서울;일조각,1980,pp.85-92.;서희경, 논문,

pp.82-84.;유 익,“이승만 국회의장과 한민국 헌법 제정”,『역사학보』제189

집,2006,p.131.

645)질의·토론 과정에서 헌법 제 68조에 하여만 11개의 수정안이 제출되었다(송우,

『한국헌법개정사』,서울:집문당,1980.p.31)

646) 한민국국회,『제헌국회속기록』,서울:선인문화사,1999,p.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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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 결정에 하여 비 하고 있는 것이다.그리고 우리 민족은 40여년간

왜 의 제정치 하에 있었다고 하여,일본의 조선 통치의 성격을 제정

치로 규정한 다음,일본의 조선통치로 인해 우리 민족은 군주제의 일종인

헌법정체라는 간 형태의 정치제도를 취하지 않고 한성정부의 민주정

체 선포 이후 미국식 민주주의를 직 수용해 왔다고 한다.그로 인해 지

국회를 세워 미국식 민주정체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더 유리한

여건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이승만의 주장은 자신의 정치제도론을 제헌국회 의원들

에 한 설득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이승만은 단순히 자신의

집권야욕이나 고집을 제헌국회에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국회 토론의 과

정에서 어떠한 정부형태가 제도 으로 우월한지를 자신의 정치제도론을

활용하여 설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 후 이승만은 헌법을 통과하여 세계에 공포할 날이 얼마 남

지 않았으므로 더 이상 통령제 정부형태에 하여 긴 논의를 계속하여

시간을 지체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그러므로 간단히 앞으로는 연설 길게 마시고 지 헌법문제에 날자가

많이 지나갔는데 될 수 있도록 같은 조건에 해서 다시 들어가지 말고 우

리는 하루빨리 얼른 이것을 작정해서 맨들어 놀 것입니다.거기에 다소의

의도에 맞지 않는 것이 있다 하드라도 체로 한 것은 하게 해나가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그런즉 우

리가 정한 헌법 통과될 날이 단히 한 만큼 얼른 앞으로 일을 히

하시기를 바랍니다.647)

이후 거듭된 이승만의 재 에 의하여 헌법안에 한 본회의 심의는 신

속하게 진행되었고,1948.7.12. 통령제를 특징으로 하는 수정 헌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국무총리 임명에 해 국회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는 조항(제68조 제1항)은 수정안 로 통과되었지만,국무 원 임명

647) 한민국국회,『제헌국회속기록』,서울:선인문화사,1999,p.347.이승만의 헌

법안 통과 재 은 뒤에도 계속된다.같은책,p.377,440,447.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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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국무총리의 제청권(같은조 제2항)은 부결되었다.이와 함께 추후

국정을 사실상 내각제 형태로 이끌고 가려던 유진오와 한국민주당 세력의

기 도 좌 되고 말았다.648)

다.이승만의 정치제도론과 제헌헌법의 정부형태

(1)제헌헌법의 통령제에 한 종래의 평가

제헌헌법의 통령제에 하여는 크게,이승만이 통령제를 고집하여

통령제 제헌헌법이 채택되었다는 견해와 이승만 개인의 주장에 따라 채

택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존재한다.

이승만의 향력을 강조하는 견해도 이승만이 어떠한 이유로 통령제

헌법을 추진하 는지에 하여 의견이 나뉜다.우선 제헌헌법이 통령제

를 채택하게 된 것은 미국에서 생활했던 이승만의 고집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649)미국의 한인사회에서 공화제 내지 미국식 통령제가 보

편화되어 있었고,이승만이 오랜 기간 미국에 체류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지 않은 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은 짐작할 수 있다.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이승만이 미국으로 건 오기 에 이미 미국식 정치제도의 우수함

을 인정하고 이를 제로 한 정치제도 개 론을 주장하 다는 사실을 간

과하고 있다.

반면,이승만이 평소 소신에 따라 통령제 헌법을 주장하 다고 보는

견해650)가 있다.이 견해는 이승만이 은 시 부터 헌법제정에 많은

심을 기울여 왔고 평소 학문 ·정치 소신에 따라 통령제 헌법을 고수

한 것이며,이를 해 헌법제정 비작업을 착실히 해왔다는 것이다.

이 견해는 이승만이 배제학당 시 부터 외국인 선교사로부터 근

민주주의 교육을 받았고,청년기 표 작인 『독립정신』에서 이미

648)제헌헌법 제68조가 통과된 경 에 하여는 유진오,『헌법기 회고록』,서울;

일조각,1980,pp.99-101

649)김철수,『한국헌법사』,서울: 학출 사,1992,p.59.

650)유 익,“이승만 국회의장과 한민국 헌법 제정”,『역사학보』제189집,2006.,

p.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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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제 정부형태를 주장했다는 을 근거로 들고 있다.다만,이 에서

는 『독립정신』에서 드러난 이승만의 정치제도론을 정치하게 분석하고

그 정치제도론과 제헌헌법 사이의 규범 연속성을 검증하는 작업이 결여

되어 있다.

다음으로 제헌국회에서 통령제 의원내각제에 하여 이루어진 논

쟁과 숙의의 과정에 주목하면서 제헌헌법은 통령제에 하여 극 으

로 반 하지 않았던 한국민주당 이승만의 정세론에 경도된 다수 국회

의원들의 정치 선택의 결과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651)이 견해는 이승

만 국회의장이,그 이후의 헌법 개정 때와는 달리,제헌국회에서는 자신의

개인 의지를 철할 수 있는 세력 권력을 장악하지 못한 상태 다고

국회의 권력구조를 분석한 후, 통령제의 채택을 권력투쟁의 산물이 아

닌 이념경쟁의 산물로 보면서 이승만에 의하여 통령제가 채택되었다는

기존의 주장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것이라고 비 한다.

다만,이 견해에 의하더라도 제헌헌법 성립의 권력경쟁 성격을 부정

하거나 제헌헌법이 통령제 정부형태를 채택하게 된 것에 한 이승만의

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제헌국회에서 이루어진 헌법의 제정에는 권

력투쟁 성격과 정치 이념논쟁의 성격이 공존한다는 것에 불과하다.

(2)제헌헌법의 맹아,이승만의 정치제도론

이승만 한 사람의 향력으로 제헌헌법의 통령제 정부형태를 평가하

는 것은 제헌국회에서 이루어진 논의와 결정의 과정을 간과한 것임을 부

정할 수 없다. 한 제헌헌법이 권력 이념경쟁의 작용 속에서 제헌의

회의 결단으로 탄생하 다고 보더라도 그 과정에서 이승만이 제헌헌법에

미친 향력이 지 하다는 것 한 사실이다.제헌국회의원들을 경도시킨

정세론은 이승만의 조건부 민주정체개 론에서 비롯된 것이며,제헌국회

의원들은 이승만의 정치제도론에 경도된 것과 다름 아니다.

651)김홍우,“제헌국회에서의 정부형태론 논의”,『의정연구』4,한국의회발 연구회,

1997,p.237.;서희경 역시 이러한 견해와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서희경,『 한

민국 건국기의 정부형태와 정부운 에 한 논쟁 연구:제헌국회의 특별회기

(1948.5.31.-12.19)를 심으로』,서울:서울 학교 학원,2001,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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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제헌의회 내에서 내각제 주창자들을 몰아세우고 무마시키기

한 일시방편이 아니다.이 에서는 구한말부터 민주정체 시행을 두고 논

란이 있을 때마다 이승만이 그러한 개 을 실상황,특히 민족의 독립과

결부시켜 논쟁을 이끌어온 사상 기원을 추 해 보았다.특히 이승만을

배제하고 생각했을 때 우리 헌법상 통령제의 규범 기원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지에 한 답은 무척이나 공허하다.

지 까지 제4장에서는 1905.이승만의 도미로부터 시작하여 미국에서의

학업,상해 임시정부 임시 통령 집권과 하야, 통령직 하야 이후의 독립

외교,해방 이후 단독정부 수립운동,1948.국회의장으로서 헌법제정 작업

에 이르기 까지 이승만의 행 을 따라가며 그의 정치제도론이 어떻게 유

지 혹은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았고,그 결과 이승만이 국내외 정세의 변

화에 민감하게 응하면서 자신의 정치제도론을 실에 용시켜 나갔다

는 을 발견할 수 있었다.

조선왕조가 붕괴된 이후에도 민주정체 개 을 주 하고 있던 이승만은

세계 1차 에서 독일 군국주의의 패망과 미국 공화주의의 승리를 목격

하고 민주정체에 한 확신을 가졌으며,한성정부 결의를 기화로 그는 철

하게 민주정체에 입각한 실개 론에 따라 통령직을 수행하고자 하

다.외교의 요성을 강조하던 이승만은 무장투쟁에 한 독립운동가들

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외교 독립노선을 고수하 고 이 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외로운 독립운동의 길을 걸었고,결국 자신의 측 로

태평양 쟁이 발발하자 다시 한번 독립외교의 선에 나섰다.미국을 정

의로운 국가로 보고 러시아를 침략국으로 간주하던 국제정세의 인식은 한

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역학 계에도 이어져 철 한 친미·반소노선을 걸었

고 이를 토 로 반탁 남한의 단정수립을 주장하 다.

40여년의 긴 세월 속에서 이승만의 정치제도론은 자신의 독립노선을 결

정하는 이론 배경이 되었다.임시정부,미군정,좌우합작세력 등 자신과

상반된 견해를 가진 세력과 정치 충돌을 겪을 때는 자신의 정치노선을

정당화하는 무기가 되었고,여론을 선동하며 민 을 설득하는 도구가 되

기도 하 다.이러한 과정을 옥 에서 정립한 정치제도론의 실천이라고

볼 수도 있고,한걸음 나아가 이승만이 자신의 역동 삶을 통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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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을 검증해 왔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이승만의 통령 직함 사용과 련하여 임시정부와 오랜 논쟁의

과정에서 “이상 소진은 제(弟)사료(思料)에 있은지 오래되 혹 이론을 기

(起)한다는 오해를 래할까 두려워 고불발설(姑不發說)이나”라고 표 한

에서 알 수 있듯이,이승만은 일시 이익을 한 방편으로 말을 만들

어 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 를 통령으로 해석하는 것은 오래 에

이미 확립된 자신의 정치제도론에 기 한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해방 이후 좌우합작을 통한 남북통일정부수립을 외치던 군정당국 그리

고 김구를 심으로 통일정부 수립을 열망하던 임시정부 도세력으로

부터 수많은 비 을 받으며 남한만의 단독정부수립을 외쳤던 이승만은 그

들을 상 로 논쟁을 벌임에 있어서도 “우리의 원치 않는 것을 결정(決定)

하고 강제(强制)로 복종(服從)시키려하는 폐단(弊端)이 없지 않을 것이니

지난 일이 거울 같이 밝게 보이는 것이오”라고 하여 당시의 혼란스런 정

국이 구한말과 다르지 않고,해방 이후 미·소분할통치를 당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정치제도론에 따라 독립정부를 수립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

구한말 이승만 외에도 공화제의 타당성을 주장하 던 개화사상가들도

있었지만,그들의 이론은 왕실의 탄압,일제의 병탄 속에 사라져 갔다.1

인에게 강한 권력을 집 시키기를 원치 않았던 상해임시정부 한 의원내

각제 정부형태로 출발하 고, 행 헌법까지 그 법통을 계승하고 있는

한민국임시정부에서도 이승만을 제외하면 통령제의 사고는 발견할 수

없다.헌법제정 과정에서 한국민주당이 택한 내각책임제 개헌안 역시 한

국민주당이 권력을 장악하기 한 필요에서 끌어들인 이론일 뿐 규범

연속성을 추 할 수 없고,남한 단독정부 수립 과정에서 배제된 좌 세

력 기타 다른 독립노선은 더 말할 나 도 없다.

이처럼 우리의 역사 속에서 잠시 나타났다 사라진 정치제도에 한 논

의의 흔 들과 이승만의 정치제도론은 분명하게 구별되고 있다.이승만의

정치제도론은 민족의 해방을 맞이하여 자신의 통령 집권을 해 하게

꺼내놓은 일시 견해가 아니다.그것은 조국이 망해가는 암담한 시기에

권력과는 가장 먼 옥 에서 탄생한 미래지향 개 론이며,오랜 세월 독

립투쟁 정부수립운동 과정에서 끊임없이 꺼내고 다듬어진 이론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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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 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논쟁 과정에서 이승만의 정치 주장을 살펴보면,

제3장에서 추출했던 특징 요소들이 일 되게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이승만의 정치제도론이 가진 여러 가지의 특징 에서도 이 논문은

조건부 민주정체개 론에 주안 을 두었다.미국식 정치제도를 궁극 인

목표로 세워 놓고도 실 인 난 을 감안하여 탄력 이고 진 으로 민

주정체 입헌을 주장하는 조건부 민주정체 개 론은 국제정치의 흐름에

한 이승만의 수 높은 이해와 당시로서는 과격한 개화사상을 실정치에

목시킨 탁월한 감각이 조화를 이룬 작품이었다고 볼 수 있다.

민족의 독립 혹은 정부의 존립과 정치개 을 논리 으로 결부시키고 있

는 조건부 민주정체론은 일제에 의한 한일병합 이후 그의 독립운동에 실

천 지침으로 작용하 고 이승만에게 있어 독립이란 궁극 으로 민주정

체 독립정부를 수립하는 것이었다.그리하여 제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승만이 통령직함 사용, 통령직 탄핵의 당부를 놓고 논쟁을 벌이거

나 독립외교,반탁운동,남한 단독정부 수립운동을 개할 때 이승만은 정

치 상황 혹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조건부 민주정체론을 내세웠다.이론

과 실을 탄력 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조건부 민주정체론의 특징으로

인해 이승만은 오랜 세월 자신의 정치제도론을 고수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 외에도 입헌군주제와 통령제를 등한 정치제도로 보지 않고 통

령제가 헌법이론 으로 더 우월하다고 으로써 제정치이건 헌법정치이

건 군주정치는 모두 국민주권의 원리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이승만 특유의

정치제도분류라던가,직책과 권한의 비례 계를 근거로 통령의 직책 수

행을 강조하고 미국식 통령제가 아닌 명목상의 통령제를 반 하는

통령 개념 등 수많은 특징 요소들이 일 되게 녹아 있어,이승만이 자

신의 정치제도론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한걸음 나아가 이승만은 구한말 『독립정신』의 술을 통하여 장차 조

국에서 이루어질 헌법제정 정부수립을 목표로 통치구조의 핵심을 이루

는 정치제도론을 정립하 고,건국기까지 잘 갈고 다듬어 온 자신의 정치

제도론을 제헌국회의장으로서 한민국 제헌헌법의 기틀로 삼았다고 볼

수 있다.즉,이승만은 오랜 부터 꿈꾸어온 헌법제정의 마지막 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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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주당과의 정치 계를 이용하여 내각책임제 헌법 원안을 통령

제 헌법안으로 변경시키고,제헌국회에서 자신의 민주정체개 론을 설

하고 통령제 헌법의 채택을 호소함으로써 결국 통령제 정부형태를 가

진 제헌헌법을 탄생시켰던 것이다.

이승만은 독립정부 구성의 시 함을 내세워 통령의 독재를 우려하는

제헌의원들을 몰아세웠으나,그 자신도 제헌의회를 좌지우지할 권력기반

을 갖고 있지 못했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민주정체론을 설 함으로써

제헌의원들을 설득한 역시 제헌헌법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요한 요소

가 될 것이다.그 결과 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국무총리 국무

원에 한 임면권한을 가지며,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보

유하는 통령제 헌법안이 제헌국회 결의로 통과된 것이다.

이러한 에서 이승만의 정치제도론은 개화기의 다른 개화사상과 달리

항일 독립운동기를 거쳐 제헌헌법의 통령제 정부형태로 이어졌고,이는

제헌헌법의 통령제 정부형태와 규범 연속성을 갖고 있으며,그 기원

형태 혹은 맹아 형태로서 미국식 통령제가 우리 헌법에 도입된 출

발선에 치하 다고 볼 수 있다.

제 5장 결론

양녕 군의 16 손으로 태어났지만 통 과거제를 통한 입신양명의

길을 걸을 수 없었던 이승만은 배제학당에 입학하여 서구식 근 교육을

받았다.그 곳에서 이승만은 정치 스승이라 할 수 있는 서재필을 만나

처음으로 미국의 민주주의와 미국식 정치제도를 배웠다.독립 회의 정치

개 운동에 참여한 이승만은 서재필·윤치호와 마찬가지로 입헌군주제 개

을 부르짖었으나 독립 회의 추원 개 운동이 막 성과를 거두려던 시

에 공화제를 도모한다는 의로 투옥되고 말았다.

이후 5년 7개월간의 수감생활을 하는 동안 그는 방 한 양의 독서와

함께 집필활동을 하 는데,그가 투옥 『제국신문』에 기고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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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측되는 『미국백성의 권리론』 『정치약론』 두 개의 논설에서 이승

만은 미국의 정치제도를 유래 없이 좋은 제도로 평가하 고,조선도 과도

정부형태인 헌법정체 개 에 머물지 말고 민주정체로의 개 까지 나아

갈 것을 제안하 다.이러한 에서 이승만은 미국을 심으로 한 자신의

정치제도론을 당시에 이미 형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그리고 러일

쟁이 발발하자 이승만은 이러한 연구 성과를 토 로 자신의 정치철학을

집약한 서인 『독립정신』을 집필하게 되었다

이승만은 『독립정신』에서 구한말 세계의 정치제도를 평가하고,장차

한제국이 어떠한 방향으로 정치제도를 개 해야 할지에 하여 밝 두

었다.이승만은 구한말 국제정세를 의주시하면서 미국 랑스 명

이후 발된 근 입헌주의의 흐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토 로 미국식 민주정체가 세계에서 가장 선미한 정치제도라고 평가하

다.이승만이 정부수립의 원리를 설명하기 하여 미국 헌정사를 소개하

고 있으며,미국식 통령제를 우리의 최종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에

서 이승만의 정치제도론은 기본 으로 민주정체 개 론이라고 할 수 있

다.

다만,그는 민주정체 개 을 유보하고 있다.『독립정신』에서 세계 각

국의 정치제도를 소개하고 평가하는 부분을 살펴보면,정치제도 선택의

기 으로 ‘백성의 정도’만을 제시하고 있으나,『독립정신』에는 조선의

역사,특히 제국주의 침략 시기에 조선을 둘러싼 열강의 각축과 그 사이

에서 조선이 자주국권을 보 하지 못했던 경 가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조선이 당면한 실의 고찰 역시 이승만의 정치제도론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면,이승만은 조선 백성들의 낮은 권리의식뿐 아니라 독립이 태로

운 상황까지 고려하여 민주정체의 실시를 훗날로 유보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승만은 과도 인 정부형태라 할 수 있는 헌법정체를

먼 실시하고 조선의 실 상황 변화에 따라 탄력 이고 진 으로

민주정체 개헌으로 나아갈 것을 주장하고 있다.이 에서는 이러한 이승

만의 개 론을 ‘조건부 민주정체 개 론’이라 칭하 다.

이승만의 정치제도론은 조건부 민주정체 개 론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다는 외에도,세계의 정치를 제,헌법,민주 세 가지로 나 고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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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제에 해당하는 민주정체가 입헌군주제에 해당하는 헌법정체보다 헌법이

론 으로 더 우월하다고 보는 특유의 분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한 정

치제도 개 을 부르짖으면서도 헌법제정에 하여는 신 하게 근하는

방식,직책에 따른 권한의 부여와 권한에 상응한 직책수행의 강조,외교사

무 등 요 직책의 통령에 한 귀속 등도 이승만의 정치제도론이 갖는

특징 요소라 할 수 있다.즉,이승만의 정치제도론은 서구 헌법이론의

소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승만 특유의 사상을 담고 있으며,이러한

특징 요소를 추 함으로써 그의 정치제도론이 어떻게 유지·변화되어 가

고 있는지를 추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승만은 감옥에서 석방된 후 한규설,민 환의 명을 받고 구국외교

를 해 미국으로 향했다.이승만이 도미 이후 바로 조지워싱턴 학에

입학한 , 린스턴 학에서 미국의 시 립이론에 한 박사논문을

작성한 ,1차 세계 이후 일본 군국주의 패망과 공화주의의 승리를

견한 ,3·1독립운동 이후 공화제를 지향하는 민족결의에 동참한

등에 비추어 보면 그는 미국에서의 생활하는 동안 미국식 정치제도의 우

수성에 하여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하지만 한국인의

권리의식과 실상황이 민주정체를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변화되었다고

본 것은 3·1운동 이후 국내에서 한성정부 수립이 선포된 시 이다.

이승만은 한성정부의 표성과 법통성을 인정하고 자신의 정치제도론

에 잘 부합하는 한성정부의 집정 총재직을 수용한 후 통령으로서 외교

활동을 개하기 시작한다.그러나 이승만의 통령직 수행은 상해 임시

정부 인사들과 아무런 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승만의 독단

행동에 불만을 품은 임시정부 요인들로부터 헌법 반이라는 비 을

받게 되었다.의원내각제 정부를 수립한 상해 임시정부 요인들과 한성정

부를 통령제 정부로 이해하고 한성정부의 계승을 강조한 이승만 사이에

는 각자 추구하는 정부형태에 한 입장 차이가 컸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

은 쉽사리 정리되지 않았다.다만,이 당시 무엇이 헌법이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이승만의 행동이 헌 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

다.

이러한 갈등은 종국에 임시 통령 이승만의 면직이라는 결과를 가져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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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이승만은 한성정부 법통론 조건부 민주정체 개 론에 따라 임시

통령 탄핵을 주도한 임시의정원의 권 를 부정함으로써 다시 한 번

헌논쟁에 휩싸이게 된다.이승만의 탄핵을 주도한 임시의정원에는 임시정

부를 부정하고 국민 표회의 소집을 요구했던 분자들이 참여하고 있었고

이승만은 이 을 근거로 임시의정원 구성상의 헌성을 지 하 던 것이

다.훗날 이승만이 반공노선을 확립하고 소련이 참여하는 신탁통치를 거

부한 것,통일정부 수립을 한 좌·우합작에 반 한 것이 모두 조건부 민

주정체 개 론에 뿌리를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국민 표회의 분자들

은 임시정부를 부정하려 한 자들이었고,공산주의자들 역시 민주정부를

복하려는 자들이었다.이들은 모두 이승만의 조건부 민주정체 개 론에

의할 때 민주정치 혹은 민주정체와 공존할 수 없는 험세력으로 간주된

것이다.

이승만은 1905년 도미 이후 미국에서의 학업,임시 통령 재임과 하야,

하야 이후의 독립외교,해방 후 단독정부 수립운동,1948년 헌법제정에 이

르기까지 국내외 정세의 변화에 민감하게 응하면서 자신의 정치제도론

을 실에 용하고 실천 으로 검증해 왔음을 알 수 있다.40여년의 긴

세월 속에서 이승만의 정치제도론은 자신의 정치노선을 결정하는 이론

배경이 되었다. 한 임시정부,미군정,공산주의자 좌우합작세력 등

자신과 상반된 견해를 가진 세력과 정치 충돌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정

치노선을 이론 으로 정당화하고,여론을 선동하며 민 을 설득하는 도구

로 활용되었다.무엇보다 그러한 논쟁의 과정에서 이승만이 펼친 정치

주장을 살펴보면,우리가 『독립정신』에서 추출했던 특징 요소들이 일

되게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제헌국회에서의 헌법 제정 과정에서는 헌법기 원회에서

자신의 지론인 민주정체 개 론을 배척하고 의원내각제 헌법 안을 채택

하려 하 다.이에 이승만은 한국민주당과의 정치 계를 이용하여 내

각책임제 헌법 원안을 통령제로 변경시키고,제헌국회에서 자신의 민주

정체 개 론을 근거로 통령제 헌법의 채택을 호소함으로써 결국 통령

제 정부형태의 제헌헌법을 탄생시켰던 것이다.

구한말부터 한민국 정부가 출범하기까지의 반세기 동안 군주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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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론부터 공화제 개 론까지 수많은 정치사상이 등장하 다.항일운동

기 상해 임시정부의 내각제 입헌론이나 건국기 한국민주당의 내각제 입헌

론이 표 이다.이승만처럼 미국식 정치제도의 우수성에 공감하고 공화

제를 주장한 개화사상가들도 있었으나 오랜 민족의 시련기를 거치면서 제

헌헌법으로 연결되지는 못하 다.반면 이승만은 미국식 정치제도를 우리

의 실에 맞게 수용하려 하 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의 정치제도론

이 제헌헌법에 반 되었다.즉,그의 정치제도론은 제헌헌법의 통령제

정부형태와 규범 연속성 내지 동일성을 갖고 있다.이러한 에서 우리

가 미국식 통령제 정부형태를 수용함에 있어 이승만의 정치제도론은 제

헌헌법의 맹아 단계에 치한 이론 혹은 그 기원 형태라고 볼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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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지 1

한 성 정 부 국 민 회 취 지 서

선포문652)

자(玆,이)에 민족 회는 민의(民意)에 기 하여 임시정부를 조직

하고 국민 표로 리강화회의에 출석할 원을 선정하고 약법(約

法)을 제정하여 이를 선포하노라.

조선건국 4252년653)4월 일

국민 회

임시정부 각원(各員)

임시정부 각원

집정 총재 이승만

국무총리총재 이동휘

약법

제1조 국체는 민주제를 채용함

제2조 정체는 의제를 채용함

제3조 국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 하고 세계평화의 행운

(幸運)을 증진(增進) 함

제4조 임시정부는 좌의 권한이 유(有)함

1.일 내정

1.일정외교

제5조 조선민국은 좌의 의무가 유(有)함

652)雩南李承晩文書編纂委員 ,『(梨花莊 所藏)雩南 李承晩文書 東文篇』第4卷,서

울: 앙일보사: 한국학연구소,1998.

653)서기 19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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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납세(納稅)

1.병역(兵役)

제6조 본 약법은 정식국회를 소집하여 헌법을 반포( )하기까

지 차(此)를 용(適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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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지 2

한 민 국 임 시 헌 장 선 포 문

신인(神人)일치(一致)로 외(中外) 응(協應)하야 한성(漢城)에 기의(起

義)한지 삼십(三十)유일(有日)에 평화 독립을 삼백(三百)여주(餘州)에

복하고 국민의 신임으로 완 히 다시 조직한 임시정부는 항구 완 한 자

주독립의 복리(福利)로 아(我)자손(子孫)여민(黎民)654)에 세 (世傳)키

하야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임시헌장(臨時憲章)을 선포하노라

한민국임시헌장

제1조 한민국은 민주공화제(民主共和制)로 함

제2조 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차를 통치함

제3조 한민국의 인민은 남년귀천 빈부의 계 이 무하고 일 평등임

제4조 한민국의 인민은 신교·언론· 작·출 ·결사·집회·신서·주소·이

·신체 소유의 자유를 향유함

제5조 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자격이 유한 자는 선거권 피선거권이

유함

제6조 한민국의 인민은 교육납세 병역의 의무가 유함

제7조 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야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며

진하야 이류의 문화 평리에 공헌(貢獻)하기 하여 국제연맹에

가입함

제8조 한민국은 구황실을 우 함

제9조 생명형신체형 공창제를 폐함

제10조 임시정부는 국토 회복(恢復)후 만일개년내에 국회를 소집함

한민국원년 4월

654)일반 백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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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의정원장 이동녕

임시정부국무총리 이승만

내무총장 안창호

외무총장 김규식

법무총장 이시

재무총장 최재형

군무총장 이동휘

교통총장 문창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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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지 3

한 민 국 임 시 헌 법 655)

제1장 총령(總領)

제5조 한민국의 입법권은 의정원이 행정권은 국무원이 사법권은

법원이 행사함

제6조 한민국의 주권행사는 헌법범 내에서 임시 통령에게

임함

제3장 임시 통령

제11조 임시 통령은 국가를 표하고 정무를 총람하며 법률을 공

포함

제15조 임시 통령의 직권은 좌656)와 여(如)함

1.법률의 임에 기하거나 혹은 법률을 집행키 하여 명령

발포 는 발포 함

3. 제 규를 제장하되 임시의정원의 의결을 요함

5.임시의정원의 동의를 경하여 개 강화를 선고하고 조약을

체결함

7.임시의정원을 소집함

9.법률안을 임시의정원에 제출함

10.긴 필요가 유한 경우에 임시의정원이 개회된 시는 국무

회의의 동의를 득하여 법률에 (代)한 명령을 발하되 차

기의회에 승낙을 요함

단 승낙을 득치 못할 시는 장래에 향하여 기 효력을 실함

655)雩南李承晩文書編纂委員 ,『(梨花莊 所藏)雩南 李承晩文書 東文篇』第8卷,서

울: 앙일보사: 한국학연구소,1998.

656)원문과 달리 이 에서는 편집의 편의상 각호를 아래에 기재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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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공포함

제5장 국무원

제35조 국무원(國務院)은 국무원(國務員)으로 조직하여 행정사무

일 (一切)을 처변(處辨)하고 기 책임을 부(負)함

제36조 국무원에서 의정할 사항은 좌와 여(如)함

1.법률,명령, 제, 규에 한 사항

2. 산,결산 는 산외 지출에 한 사항

4.조약과 선 강화에 한 사항

제37조 국무총리와 각부총장과 노동국총변(勞働局總辨)을 국무원

(國務員)이라 칭하여 임시 통령을 보좌하여 법률 명령에

의하여 주 행정사무를 집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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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yngmanRhee’s『theSpiritofIndependence』and

thepresidentialsystem offirstConstitutionof

RepublicofKorea

Lee,Jinch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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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NationalUniversity

Syngman Rhee was the first President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oftheRepublicofKorea.AndhewastheSpeakerofthe

ConstitutionalAssemblyandalsoservedasthefirst,secondandthird

PresidentoftheRepublicofKorea.Heisasignificantfigureinthe

modern constitutionalhistory ofKorea,and hewrotein hisbook,

『theSpiritofIndependence』 thattheU.S.governmentsystem isthe

bestmodelofallpoliticalsystemsintheworld.Soitispossiblethat

SyngmanRheeinsistedonthepresidentialsystem asaSpeakerbased

ontheconvictionexpressedinthebook.

Therehasbeenconsiderablepoliticalcontroversyaboutthecharacter

ofthefirstConstitutionandavarietyofopinionsabouttheinfluence

ofSyngman Rheeon thefirstConstitution ofKorea.However,no

researchhasbeenconductedrelatedtonormativesimilaritybetween

『the Spirit of Independence』 and presidential system of first

Constitution.Thisthesisbeginswithsuchacriticalpointofview.

The background ofSyngman Rhee's politicalthoughts willbe

discussedinchapter2.Iwillresearchtheinfluenceofhispoli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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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orPhilipJaisohnandseniorpoliticianYounChihoonthepolitical

thoughtsofSyngmanRheeandlookintohisearlyview ofanation

byinvestigatingarticlesinoldnewspaperssuchas『theIndependen

t』 whichbegantobepublishedbyPhilipJaisohnand『theImperial

Post』 ofwhichSyngmanRheewroteeditorials.

Analysis of 『the Spirit of Independence』 in the view of

constitutionaltheorywillbecarriedoutinchapter3.Politicalthoughts

ofSyngmanRheewhichwasdevelopedinthelateperiodofChosun

Dynastyhasmanycharacteristics.Itisnotonlydifferentfrom current

politicaltheorybutalsodistinguishedfrom otherreformistthoughtsat

thattime.

Specifically,even though his goal of political reform was a

presidentialsystem(ademocraticsystem accordingto『theSpiritof

Independence』),heobjectedtoimmediateintroductionofpresidential

system andproposedconstitutionalmonarchism(aconstitutionalsystem

according to 『theSpiritofIndependence』)instead asa national

policy.Atthesametime,hesuggestedthatpresidentialsystem should

be introduced gradually and flexibly in step with people's

consciousnessofequalrightsbecauseofthevulnerablesituationof

Chosun Dynasty. This political view is named ‘Conditional

Republicanism’inthisthesis.

ThehistoricalevolutionofSyngmanRhee'spoliticalthoughtswill

bediscussedinchapter4.Iwillanalyzehistoricaldocumentsinthree

aspects.First,Syngman Rheehad been verifying hisconstitutional

theorypayingattentiontothechangingpoliticalsituationoftheworld.

Second,he utilized hispoliticalthoughtsin politicalargumentsas

theoreticalgroundtoconvincetheoppositepartiessuchasProvisional

GovernmentoftheRepublicofKorea.Last,characteristicsfoundin

chapter3arenoticeablein hispoliticalopinionsappeared in these

documentsas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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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afterIwillresearchpoliticalcircumstancesinwhichSyngman

Rhee'spoliticalthoughtscouldbereflectedinthefirstConstitutionof

1948focusingontherelationshipbetweenSyngmanRheeandKorea

DemocraticParty.Whiletheyheldcontraryviewsoverthepolitical

system,theyreliedoneachotherpolitically.

Finally,thisthesiscouldmakeaconclusionasfollows.First,『the

SpiritofIndependence』 isreflectedinthepresidentialsystem ofthe

firstConstitution oftheRepublicofKorea.Second,『theSpiritof

Independence』 could be evaluated as a prototype of the first

Constitution ofthe Republic ofKorea considering 『the Spiritof

Independence』 andthefirstConstitutionhavenormativesimilarity.

Key words:Syngman Rhee,the SpiritofIndependence,political

thoughts, democratic system, constitutional system, Conditional

Monarchism,presidentialsystem,politicalsystem,thefirstConstitution

ofRepublicof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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