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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논문은 제헌국회 시기의 반민특위와 관련된 행위자들의 발언

들을 분석하여, 이 행위자들의 발언을 ‘현실적 민족주의’와 ‘이상적 민족

주의’에 의한 것으로 나누어 정리한다. 현실적 민족주의자들은 치안의 공

백 및 민생과 법의 지배, 다시 말해 법치국가의 확립을 흔드는 일이라는

것을 이유로 반민특위의 활동을 반대하였고, 이상적 민족주의자들은 민

족정기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점, 역사의 반복을 막아야 한다는 점을 들

어 시급한 반민특위의 활동을 촉구하였다.

기존 연구의 반민특위를 둘러싼 주요한 분석은 반민특위의 활동

에 찬성하는 측을 ‘민족주의자’, 이를 반대했던 측을 ‘반민족주의자’ 혹은

‘엘리트 계층과 민중의 대립’으로 양분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이 논문은 반민특위의 활동에 대해 찬성, 혹은 반대를 했던 양측

의 진영 모두가 탈식민지라는 특수한 공간적 배경 내에서 민족주의와

‘민족’ 개념에 집중한 발언을 했으나, 어떠한 세계관으로 반민특위의 활

동을 바라보고 있었는지에 따라 그들의 입장이 나뉘었음을 설명한다.

그러한 현실 인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사람들이 역사

를 공유해 온 하나의 민족이며, 그 민족에게 하나의 국가가 필요 하다는

전제에는 양쪽 모두 동의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해방과 건국의 시기, 탈식민지라는 혼란 속에서도 제헌국회의 구

성원들은 민족주의의 실질적인 힘과 의미를 활용했을 뿐 아니라 그것에

의해 영향받아왔다.

주요어 : 민족주의,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 제헌국회, 국회

회의록, 반민족행위처벌법

학번 : 2017-26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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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및 문제 제기

민족(nation) 개념에 관하여서는1) 대표적으로 대립하는 두 가지

이론이 존재한다. 근대 이후 민족이라는 개념이 발명되었다는 근대주의

이론과(Anderson 2006; Gellner 1983; Hobsbawm 1990) 그 이전부터 존

재하던 ‘공유된 가치’가 연장되어 민족개념이 탄생했다는 원형주의 이론

(Geertz 1963; Smith 1986)이다.2) 이러한 대립하는 두 이론 사이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가트(Gat 2013)는 두 대립 되는 이론의 왜곡된 측면을 지

적하며, 전근대(premodern) 유럽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통해 근대적 의

미의 국가에도 친족 문화 공동체(kin-culture community)가 존재했으며,

그러므로 근대 국가 이전의 국가에서도 민족의식은 국가의 바탕이었고

다만 이 민족의식이 근대성과 결합하여 변형 및 발전했다고 결론지었다.

민족주의는 고정되어있는 개념이 아니라, 다른 개념과 결합하여

분화한다. 본 연구는 민족주의와 각각 다른 현실 인식의 결합을 통한 분

화를 설명하였다. 또 다른 결합의 예시로는 1960년대 이후 박정희 정권

을 들 수 있는데, 이때는 ‘반공적 민족주의와 결합한 경제적 민족주의’가

탄생하기도 한다. 장준하 또한 5.16 혁명을 공산주의를 타파하고 국가의

진로를 바로 잡으려는 민족주의적 군사혁명으로 평가하였다.3)

민족주의의 생성과 발전에 대해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그리

1) 이 글에서 사용되는 ‘민족’이라는 단어는 영어 단어 ‘nation’의 번역으로, 때에 따라
‘국민’으로 번역되기도 하나 이 글에서는 ‘민족’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국민’이라는 단
어가 국가(state)라는 존재를 선험적으로 가정하기 때문이다. 해방공간에서 국가의 건
설 과정(state-building)과 민족의 건설 과정(nation-building)이 동시에 이루어진 제삼
세계에 대한 논의의 경우 ‘nation’을 ‘국민’으로 번역하는 일은 적절하지 않다.

2) 다만 스미스(Smith 1986)는 족류-상징주의(Ethno-symbolism), 다시 말해 지속해서
상징적인 영향력이 어느 종족에게 지속할 때 그들이 민족이라는 지향성을 갖게 된다
고 설명하는, 다소 원형주의와 근대주의의 타협안으로 느껴지는 의견을 제시했다.

3) 홍태영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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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미국을 비교 분석한 리아 그린펠트는 민족주의를 개인-자유주의와

집단-권위주의로 나누고 또 민족성(nationality)이 생득적인지, 자원으로,

그리고 사후적으로 획득 가능한지에 따라 이를 각각 시민적(civic), 인종

적(ethnic)으로 분류하였다. 이에 따라 각각을 타입 1-3으로 분류한다.

이를 표로 정리한 것이 <표 1>이다.4)

제헌국회 시기의 한반도는 어떠한 ‘민족’ 개념의 공간이었는가?

조선이라는 중앙집권적인 국가체제에서 긴 세월을 지나온 만큼 이때 당

시 대중 혹은 지식인들에게 민족이란 원형주의 이론에서 주장하는 ‘공유

된 가치’ 혹은 ‘민족에 대한 상징적인 영향력’이 꾸준히 존재해왔던 것으

로 보인다.5) 그러나 이러한 가치나 영향력의 존재와는 별개로 이미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제헌국회 당시의 한반도는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태동한 이후였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당시 지식인들에게 민

족주의란 근대적 의미의 정치체(polity)를 형성하기 위한, 대중을 동원하

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서 근대주의의 입장을 갖춘 채로 이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6) 이를 정리하면, 대중과 지식인 양측 모두 한반도를 다른 국가

4) Greenfeld 1992, 10. 표의 내용은 번역하였다.
5) 조선조 당시의 ‘내 나라’ 인식에 대해서는 유불란의 연구(유불란 2019) 참조. 중화사상
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조정에서도 중국과는 다른 존재로서의 국가관이 엄연히 존
재했음을 알 수 있다.

6) 이미 당시 국회의원들에게 포츠담 선언이나 카이로 회담은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었
다. 다음은 제헌국회 회의록에서 북한 측에 보내기로 정한 결의문의 내용이다(제헌국
회 회의록 제1회 제9차).

“북한동포에게 고함

시민적 인종적

개인-자유주의 타입 1 (존재하지 않음)

집단-권위주의 타입 2 타입 3

<표 1> 그린펠트의 민족주의의 종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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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분리된 ‘하나의’ 민족의 공간으로 인식했으며, 나아가 지식인들은

국제 정세의 영향으로 이미 민족 자결주의와 민족개념의 정치적 상징성

에 대해 이해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그린펠트의 분류표

에 반영하여 생각하자면 한국의 당시 민족주의는 인종적이었음을 전제할

수 있다. 한민족, 혹은 조선 민족으로 인정받는 일은 혈통으로만 가능했

다. 개인-자유주의와 집단-권위주의의 사이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대상인 제헌국회 회의록을 중심으로 볼 때는 집단-권위주의적인 성격이

더 크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근간에 기초한 민족에 대한 인식의 차이보다

는 민족의 당면과제에 대한 인식이 본문의 분류 방식인 ‘현실적 민족주

의자’와 ‘이상적 민족주의자’를 나누는 근거가 되었다고 설명하려고 한다.

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7)에 초점을 맞추는가? 반민특위라

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반민특위의 처벌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서라도 ‘반민족행위’가 무엇인지 정리해야 한다. 그렇다면 ‘민족’이 무엇

인지 정의되어야 ‘반민족행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본 연구는 첫째로는 당시의 민족개념과 인식을 보여줄 수 있는 대

상이 반민특위이며, 둘째로는 당시 제헌국회라는 국가를 만들어가는 유

동성이 높은 특수한 상황 속에서 ‘민족’ 혹은 ‘민족주의’의 개념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더욱 자세하게는 다른 사상과 결합하는 방식으로 드러

나는 민족주의라는 개념이 당시 의원들에게는 어떻게 자신의 모습을 드

우리는 기미 독립운동 이래 여러 순국열사의 피와 애국지사의 힘으로 ｢카이로｣국제공약
과 ｢포쓰담선언｣을 보게 되였다. 그러나 그 업무가 우리 삼천만 민중의 의사에 배치되여
결국 결렬되고 말었다.
(중략)
북한 동포는 우리와 같이 ｢유엔｣결의에 의하야 자유 분위기속에서 속히 총선거를 실시
함으로써 진정한 민중대표를 선출하야 국회로 보내기를 바란다.
우 결의함
단기 4281년 6월12일
국회의원 일동”

7) 이하 약칭인 반민특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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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냈는지를 확인하려고 한다.

본 연구는 국가 건설 시기의 민족주의의 역할을 밝히고자 하는

데, 한 개인이 ‘마음속 깊이’ 민족주의를 받아들였는지, 혹은 민족주의를

주창했던 것이 단순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였는지는 사료를 통해서 온

전히 밝혀내기에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중요한 정치적 국면에서의 선

택들을 분석하며 무엇을 정치적 주장의 명분으로 삼았는지를 밝혀내는

과정은 적어도 민족주의가 가지고 있던 역할과 영향력을 알아내는 데에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한국의 정치사에서 어떠한 사건과 사

상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거시적 이해를 높이는 데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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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기존연구 분석

건국시기의 민족주의 연구

대한민국 건국 시기의 민족주의에 대한 주요 연구로 먼저, 한국

민족주의의 특수성을 이해하기 위한 이승만의 ‘일민주의’ 연구를 볼 수

있다. 홍태영은 이승만의 ‘일민주의’를 ‘제 3세계 파시즘 이데올로기’로

명명한다. 결국, 개인 및 개인주의 개념의 미발달과 식민지로의 경험에

의한 민족개념의 과잉이 한국적 파시즘의 토양이 되었고, 이는 이승만의

일민주의가 파시즘 성격을 갖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고 분석했다(홍태영

2015). 특히 근대화 과정에서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그간에 형성된

저항적 주체로서 네이션8)이 스스로 자신이 선택한 정치 사회적 제도를

통해 민주주의를 형성시키는 것이 차단되면서 외부에 의해 민주주의가

부과되었다는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남한에는 “미국식 민주주의가 부

과”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정치적인 맥락에서는 특정 방향성의 정치체제가 부

과되었을지 몰라도, 회의록에 드러난 제헌국회의 의사결정 방식은 일반

적인 파시즘에 대한 인식과는 그 궤를 달리한다. 후술할 박찬승의 연구

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반민특위법이라는 중대한 주제에 대해 식

민 독립 국가의 상황에서 법령의 취지에 대한 직접적인 반대는 없었지

만, 법령의 해석과 적용 범위에 대해, 또한 당면 상황의 우선순위에 대해

다양한 담론들이 경쟁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재와 일방

적 주체의 의견 통일을 전제하는 파시즘의 기본적인 양상과는 매우 다르

8) 홍태영은 민족이라는 단어의 어감이 가져올 수 있는 오해 때문에 이를 대체하기 위해
‘네이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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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물론 ‘민족개념의 과잉’ 상태는 많은 탈식민지 국가들이 그러했듯 대

한민국도 비슷한 상태였을 것이라는 추론은 매우 합리적임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어 사학계에서의 해방공간의 민족주의에 관한 연구로는 임종

명(2014)과 장규식(2010)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먼저 임종명은 해방 직후

의 한반도를 ‘인민’이라는 기표가 범람하던 ‘인민의 시·공간’으로 정의하

며, 민족주의 의제가 민주주의 담론과 결합하는 과정을 그린다. ‘인민’이

라는 키워드가 이승만, 윤치영 등의 엘리트들이 남한을 지배하는 정치기

구를 정당화하는데 “사역”했다는 것이다. 특히 결론부에서 반민특위에

대해 “찬성·반대했던 사람 모두 ‘인민’을 근거로 삼았음”을 언급한다. 그

러나 이 연구에서 ‘인민’과 ‘민족’의 차이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지 않았다

는 점이 이 두 개념이 어떻게 다르며, ‘인민’이라는 키워드의 활용이 곧

‘민족주의’로 이어지는지는 다소 불분명하게 서술되어있다. 또한, 당시 엘

리트들이 민족주의 이념을 “엘리트와 인민의 대립구조”에서 어쩔 수 없

이 선택했다고 지적하는데(임종명 2014, 239), 이는 본 연구가 지적하는

엘리트 내부의 다양한 사상적·정치적 견해의 차이를 엘리트 대 인민의

구조로 단순화시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장규식(2010)의 연구는 한국의 민족주의 사상이 형성되어온 궤적

을 맥락적으로 서술한다. 민족주의가 다양한 사상 및 사회이념과 결합하

여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드러날 수 있기에, 한국의 민족주의도 “다양한

그릇에” 담겨 다양한 모습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해방 이후의 민족주

의에 대해서는 오기영의 ‘새 자유주의’, 안재홍의 ‘신민족주의’, 배성룡의

‘신형민주주의’로 나누어 설명한다. 이 연구는 민족주의가 ‘2차 이데올로

기’로서 다양한 배경으로서의 사상과 결합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설

명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 민족주의 사상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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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인 정치 운동이나 사건들에 관해서는 서술하고 있지 못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서 제헌국회 회의록이라는 대화의 기록이자 곧 역사

적 사실 그 자체가 되는 사료를 활용하여 발화에서 드러난 사상과 이로

인한 사건의 흐름을 보다 실증적으로 규명하려 한다.

마지막으로 문지영의 연구는 한국의 근대 국가 형성과 자유주의

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다. 민주화를 권위주의 독재에서의 민주주의로의

이행과정뿐 아니라(일반적으로 이해하는 87년 체제의 형성), '민주주의가

형성되기까지의 과정'으로 이해한다면 1948년의 대한민국 수립과 민주화

에 영향을 미친 이념으로서의 자유주의의 역할에 대해 고찰한다. 해방

이후의 시공간에서는 여러 세력에게 민주주의적 민족국가를 건설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어떤' 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인가는 의견이 갈

렸고, 민족주의와 자유주의, 공산주의 등이 부분적으로 중첩 및 대립했다

는 설명이며 이 중 자유주의의 기원과 역할에 대해 제시하는 것이다(문

지영 2005).

특히 식민지 시기 이후의 한국의 근대 국가 수립을 " '제도형성

자'로서 미국이 구조화해 놓은 한계선 내에서 '해방이 몰고 온 민족사적

진보성'을 배경을 극우 반공세력과 자유주의적 민족주의 세력이 대립 갈

등하며 나름대로 타협해낸 결과"라고 정의한다(문지영 2005, 206). 자유

주의적 민족주의 세력은 해당 연구에서는 조소앙, 조봉암, 안재홍, 장준

하 등을 뜻하는데, 이들을 '통일을 위한 단정 참여' 세력으로 설정하고

이들이 해방정국의 자유주의를 대변한다는 것이다. “해방정국의 주된 이

념/세력 갈등을 ‘민족통일’과 ‘민주주의 국가 건설’이라는 이중 과제의 중

첩 구도로 조명”하므로(197) 단순히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이들이 단정에

찬성했기 때문에 ‘반민족적’이라고 비판받아온 기존의 시각을 ‘자유주의

적 관점’에서 ‘민주주의 국가 건설’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위한 어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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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선택으로 이해하는 해석이다.

본 연구는 해당 연구의 지적을 구체화하여 제헌국회 회의록 자

료를 통해 해방공간의 사상적 배경을 이해할 때, 단순한 이분법적인 성

격에서 벗어나 여러 사상의 중첩과 대립이 존재했다는 점을 더욱 구체화

하여 설명하려고 한다.

다만 이 연구는 '우파 민족주의'(199) 혹은 '자유주의적 민족주

의'로 명명하는 세력과 이승만·한민당 세력을 구분하고 있는데, 이 구분

의 기준은 "단정 수립에 소극적으로 동의하거나 혹은 침묵하는 길"(200)

을 택한 세력이 전자이며, 후자는 "기득 이익 보존의 논리와 극우 반공

노선에 입각"하였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후자의 이승만·한민당 세력이 이익 보존의 논리와 극우

반공 노선으로 분류된 구체적인 이유나 사료의 제시, 혹은 중요한 역사

적 선택이나 발언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특히 단정 수립에 대한 찬반이

본문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만큼, 오히려 '우파 민족주의' 세력과 이

승만·한민당 세력이 모두 단정 수립에 찬성했다는 점은 '민족주의인가

아닌가'의 논쟁에서 왜 이승만·한민당 세력이 민족주의 세력이 아닌지를

매우 모호하게 만든다.

본 연구는 이승만으로 대표되는 건국 세력의 한 갈래가 가지고

있었던 민족주의적 성격을 제헌국회 회의록 및 사료 분석을 통해 밝혀내

고, 극우 반공세력과 자유주의적 민족주의 세력의 갈등이라는 해당 연구

의 분류법의 문제점을 드러내고자 한다.

반민특위 관련 연구

이어 본격적으로 반민특위를 다룬 연구들에 대해 분석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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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박찬승은 제헌국회가 반민특위법을 통과시키기까지의 전후 과정과

쟁점에 대한 토론과정을 분석했다(박찬승 2007). 당시 의원들의 입장을

적극론자, 소극론자 그리고 중도론자로 나누었으며, ‘누가’ 반민족행위처

벌법9)의 적용 대상이 될 것인지,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과정을 정리했다. 본고에서는 이 ‘누가’ 처벌의 대상이며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의 다양성과 그에 따른 대립 과정이 ‘민족’에

대한 개념과 인식의 차이에서 왔음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강수는 반민특위를 둘러싼 싸움을 이승만과 한민당계의 ‘극우

파’가 ‘친일파까지 포함한 단결’을 주장하였으나 김구를 비롯한 임시정

부·한국독립당 계열의 의원들이 ‘친일파를 배제한 단결’을 주장하여 벌어

진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역시 본 연구에서 지적하는 반민특위 반대

세력이 주장한 민생 문제 등은 전혀 설명되어 있지 않고, 민족과 반민족

의 대립이라는 관점에서 반민특위 문제를 논의한다는 점이 행위자들이

가지고 있던 입체적이었던 입장을 다소 일률적으로 설명한다는 한계를

지닌다.10)

서희경은 이승만의 정치 리더십을 분석하기 위해 반민특위와 이

승만의 관계를 분석했다. 다만 기존연구들이 반민특위를 공격했던 이승

만의 행동들을 민족정기를 해쳤다고 비판적으로 판단했다면, 서희경의

연구는 이상과 대립하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측면을 강조한다. 국

가의 기능의 진공 상태가 우려되는 상태에서 일제에 복무했던 공무집행

자원을 모두 폐기하는 선택은 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다(서희경 2011).

실제로 이는 제 3세계의 식민 독립 국가들이 처해있던 주요한 딜레마 중

하나였다. 식민지에서 벗어났던 같은 경험을 한 인도의 경우(Chatterjee

1993), 식민 국가에서 벗어난 뒤 한국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치안 유지

9) 이하 약칭인 반민법 사용.
10) 이강수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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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이유로 식민지 시절의 조직 및 인물들을 청산하지 않은 상태로 국

가 운영을 이어나가게 되었다.

다만 기존연구들 모두 민족주의와 반민특위의 직접적인 상관관

계에 대해 다루거나, 어떠한 민족개념이 반민특위, 나아가 제헌 과정에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지는 않다. 이 점이 본 연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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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질문과 연구 방법

제 1 절 연구 질문

국가 건설 과정은 상당한 혼란을 전제한다. 1948년 2월 26일에서

의 UN 소총회의 의결 결과로 같은 해 5월 10일 남한 총선거가 시행되

었으며, 이 남한만의 총선거에 대한 찬성과 반대 여부 또한 매우 뜨거운

쟁점이었다. 이를 본 연구의 주제인 ‘민족’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할 때,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도달하게 된다. 남한과 북한의 영토에 사는 사람

들을 모두 하나의 민족으로 이해한다면, 더욱이 이 논문의 서론에서 다

루어졌던 것처럼, 조선 이래로 대중들에게도 하나의 국가에 속해있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탈-식민지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강조되는 ‘민

족’을 분열시키는 주장을 왜 주요 정치세력이 선택할 수 있었는가?

다시 말해, 민족주의와 반민족주의(친일)의 싸움에서 친일 세력

이 승리했다는 대립 항을 가지고 당시의 정치 현실을 분석하면 위 질문

이 지적하는 모순점이 드러나고 만다. 다시 말해, 식민지 해방공간은 행

정적으로는 진공을 낳았지만, 정치적으로는 ‘민족’, ‘우리 됨(we-ness)’을

온 국민의 사상에 가득 채우는 결과를 낳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허종(2015)은 춘원 이광수가 반민특위에 검거되고, 이어

종국에는 큰 처벌 없이 풀려나게 된 과정을 분석하며 이광수가 큰 처벌

을 면한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주장하는데, 첫째, 이광수를 처벌

하는 처벌 주체의 자격이 부족했으며 둘째, 이광수를 처벌해야 했던 공

직자들의 처벌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민특위 자체를 하나

의 의지로 가진 결사체로 보지 않아야 한다는 점은 반민특위 내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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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등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지만, 반민특위의 주축이라 할

수 있는 위원장 이하 국회의원들의 회의록 기록을 검토하면 반민특위의

공직자들이 처벌 의지가 없어서, 혹은 본인들의 친일 성격을 드러내서

반민특위의 활동이 실패에 이르렀다는 해석은 옳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

하게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가 주목하는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신문기사

및 사료들로 알 수 있는 당시의 사회상뿐만 아니라, 제헌국회 속기록에

등장하는 의원들의 발언 속에서도 끊임없이 민족주의가 강조되었는데 어

째서 반민특위는 금방 와해 되게 되었는가? 다시 말해, 반민법의 제정은

헌법 초안에 따로 부칙으로 서술될 만큼 강한 정당성을 지닌 것으로 보

였는데11) 과연 이를 ‘민족’과의 싸움에서 ‘반민족’세력이 승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반민특위를 담화 및

행정 조치를 통해 사실상 와해시킨 이승만 대통령은 ‘반민족적’ 세력을

대표하여 반민특위로 대표되는 ‘민족주의’ 세력과 싸움에서 승리한 것인

가?

11) 제1회 17차 회의록에서 조헌영 의원이 낭독한 헌법 초안 전문 제 10장 부칙에 반민
법 제정에 관한 조항이 삽입되었다. (제100조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이 특
별법의 결과물이 바로 반민특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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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방법으로의 분석 틀 - '현실적 민족

주의자'와 '이상적 민족주의자’

이 연구는 첫째로는 행정부와 국회의 대립구조에서의 민족주의

의 영향을 둘째로는 제헌국회 당시 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여, 반민특위

의 결성에 대해 단순히 민족주의와 반민족주의의 대립적 차원이 아닌,

민족의 당면과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반민특위에 대한 지지 혹은 반대

의 근원이 되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의원들을 ‘현실적

민족주의자’, ‘이상적 민족주의자’로 분류하고자 한다.

물론 현실적 민족주의자 사이에서도 왜 반민법과 반민특위를 반

대하는지에 대해서 다른 근거가 제시된다. 이는 크게는 민생과 법의 지

배의 두 가지 범주로 분류될 수 있다. 각각의 범주에 대해서는 후술하도

록 하겠다.

<그림 1> 반민특위를 둘러싼 두 개의 갈등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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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석 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헌 시기의 권력의 갈등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당시 대통령 이승만을 위시한 행정부와 제

헌국회는 권력과 그 행사에 있어서 협력하며 동시에 경쟁했다. 특히 반

민특위와 관련해서는 그 경쟁과 갈등이 가장 잘 드러나게 된다. 이는 제

헌국회 당시의 속기록 내부의 대통령을 향한 직접적이고 신랄한 비판`이

나, 국회의 비준과 동의보다는 대국민담화 발표를 통해 ‘담화 정치’를 펼

쳤던 이승만 대통령의 행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12)

<그림 1>은 반민특위를 둘러싼 두 개의 균열된 갈등구조를 설

명하고 있는데, 먼저 위의 상자는 상술한 이승만 행정부와 국회의 갈등

을 나타낸다. 이승만 대통령은 국회에서 공식적 발언을 하는 절차를 통

해 국회와 대립하지는 않았지만, 후술할 소위 6.6 반민특위 특경대 습격

사건과 이에 대한 처벌 절차, 여러 차례의 반민특위 관련 담화, 종래에는

국회프락치사건과 의원에 대한 처벌을 통해 반민특위의 활동을 무력화하

거나 와해시켰다.

이 양측 행위자 중 이승만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자. 지도

자 개인이 당시의 국가적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먼

미래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들의 발언이 드러나 있는

사료나 역사 인식에 대한 연구들을 통해 이를 합리적으로 추론하는 것은

가능하다. 예컨대, 김명섭과 김석원은 이승만과 김구의 지정인식(地政認

識)을 비교 분석하였다(김명섭·김석원 2009). 지정인식은 곧 그들의 세계

관과 지도자로서의 선택을 가늠케 하는 도구이다. 특히 당대에 활발한

저술 활동을 했던 이승만의 경우 그의 지정학적 인식과 국가관, 민족관

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사료에 대한 분석이 김명섭과 김석원의 연구에

나타나 있다. 그리고 그 핵심 중 하나는 이승만과 김구 모두 ‘독립의식’,

12) 이승만 대통령의 ‘담화’ 정치, 그리고 국회와의 대립에 대해서는 (서희경 20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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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주권’이라는 개념에 대해 일찍이 눈뜨고 있었다는 것이다.13)

특히 이승만의 초기작 중 하나인 독립정신은14) <총론>에서 나

라와 국민의 관계를 배와 선원의 관계로 묘사하고(30-33), 우리 나라가

위기에 처한 것을 병자년 이후로 따로 서지 못하였기 때문(340)으로 규

정하며, 독립주의를 요약하여 우리나라 사람이나 물건이 다른 나라 사람

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394), 맹세코 외국 국적을 취득

하지 말아야 한다(398)고 주장하는 등 현재의 기준으로도 매우 강한 민

족주의로 해석될 수 있는 요점이 풍부한 서술을 남겼다.

또한 이승만과 우드로 윌슨의 인연이 이승만의 유학 시절부터

이어졌다는 점(이승만의 유학 시절, 우드로 윌슨은 프린스턴 대학의 총

장이었고 이승만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한다)15), 그의 박사학위

논문 제목이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이었다는 점을 보더라도 그가 자

신이 자란 한반도의 국민들이 우드로 윌슨이 제창한 ‘민족 자결주의’에

의해 하나의 ‘민족국가’를 수립해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겼음은

틀림없는 사실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문에서는 국회와 대립하

였던 이승만 대통령의 행보를 ‘현실적 민족주의자’라는 틀로 규정하려고

한다.

물론 이 ‘현실적 민족주의자’ 혹은 ‘이상적 민족주의자’들이 모두

같은 주장과 사상을 바탕으로 했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본 연구의 목적이

13) “이승만과 김구의 지정인식을 비교 분석한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승만과 김구는 모두 청일전쟁과 대한제국 수립 시기에 중국 중심적인 지정인식으로부
터 벗어나 “독립의식”을 발전시켰고 개신교 입교와 국민주권 원리의 수용을 통해 이
를 강화시켰다. 두 인물은 대한제국이 담지했고, 후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대한민국
이 계승했던 대한주권(Korean Sovereignty)의 국제정치사적 의미를 선각했던 지도자
들이었다.“(김명섭·김석원 2009, 21.)

14) 우남이승만전집발간위원회,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 2019.
15) 조선일보 2010년 9월 13일 기사, [만물상] 프린스턴大 ‘이승만 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9/13/2010091301953.html 검색일
2020년 6월 18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9/13/201009130195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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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그러나, 대립이 존재했으며, 그 대립의 양쪽 편에 서 있던 사람

들이 가지고 있던 공통분모로서 이 개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어 국회 내에서의 대립은 그야말로 현실적-이상적 민족주의자

들의 것으로, 속기록을 통해 명백히 드러난다. 이 차이는 ‘민족’에게 무엇

이 당면과제인지에 대한 해석으로부터 발생하며 의원마다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현실적 이상주의자와 이상적 민족주의자

를 구분하고, 현실적 민족주의자들 사이에서도 각각 법의 지배와 민생이

라는 다른 이유로 반민특위의 활동에 대한 반대의도를 드러냈음을 밝히

고자 한다. 먼저, 제헌국회 중 헌법안 독회에서 의장 겸 의원 자격으로

참여했던 이승만 대통령의 발언을 살펴보자.16)

우리 민족은 지나간 40년 동안 왜적의 압박 밑에서 지내면서 왜적의 전제정치

하에 있었기 때문에 민주정체를 흡수한 것이 실상은 미국 사람이 민주주의로부

터 흡수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우리가 총선거를 해가지고서 국회를 세워놓

면 우리는 민주정체를 발전해 나가는 데 다른 나라 사람보다 더 났게 되리라는

것을 여기 생각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밖에 있는 우리 친구되는 사람, 외국 사람 중에서 한인들은 국호를 만들어

가지고서, 헌법을 만들어가지고 정부를 세운다니까 그 사람들은, 잘 해서 민주

주의 나라로 잘 발전되어 가게 마련할 것이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

다.17)

이러한 이승만 대통령의 속기록 내의 발언은 당시 국회의 한 축

을 이루고 있던 현실적 민족주의자의 한 갈래를 잘 보여준다. 민족의 지

위를 인정받는 것은 타국과의 관계에서 성립하는 것이며, ‘다른 나라 사

16) 이하 제헌국회 회의록의 인용 내용은 모두 한글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해당 자
료의 구술 특성상 존재하는 맞춤법 오류와 비문들의 존재를 수정하지 않는다.

17) 제1회 제22차 국회본회의 - 헌법안(제2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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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보다 더 났게(낫게)’ 되기 위해서라도 민주주의를 잘 정착시키는 것이

‘왜적’(일본)의 전제정치를 이겨내는 일인 것이다. 이는 국제 정세 인식을

기반으로 둔 민족주의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다.

‘현실적 민족주의’와 ‘정치적 현실주의’는 어떻게 다른가? 이승만

대통령의 행보를 후자가 아닌 전자로 평가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를

본 연구는 해당 선택을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의 차이로 정리하

려 한다. 양쪽 모두 현실적인 이익을 기반으로 한(interest-based) 선택

들을 하게 되지만, 그 이익을 갖게 되는 대상이 ‘민족’일 경우에 이를 ‘현

실적 민족주의’라 명명하게 되는 것이다.

본격적으로 반민특위와 관련해서는 국제 정세와 관련 없는 국가

내의 상황과 혼란을 이유로 드는 현실적 민족주의자의 갈래도 존재한다.

예컨대 제헌국회 제1회 40차 회의에서 이성득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발언

한다.

◯이성득 의원18)

말이 잘 나가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떻게 한마디 해 볼까 해서 등단하였읍

니다.

시급한 문제는 내 몸에 걸칠 의복이 없으며, 시급한 문제는 내 뱃속에 창자에

채울 물건이 없읍니다. 우리 민족이 반역행동을 하였다고 해서 친일파 민족반역

자로 규정지어 그 사람을 처벌하자는 그것이 우리의 시급한 문제가 아닌 것같

이 생각이 됩니다.

가두에서 우는 사람은 배고파 우는 사람이요, 가두에서 우는 사람은 옷이 없는

사람이요, 친일파 민족반역자, 친소파 친미파 민족반역자가 있음으로써 가두에

서 배고파 울고 헤매며 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18) 개성시 선거구, 무소속. 해방 이전에는 휘문의숙을 졸업하고 개성에서 신간회 간사,
동아일보 개성지국장으로 활동했다. 한국전쟁 이후 제4대 전북도지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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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두시요」 하는 이 있음)

보시요. 고려가 망하고 이조가 등극할 때에 73인의 두문동 충신이 있었읍니다마

는 그중의 한 사람인 황 정승은 도탄에 빠진 민중을 구하기 위하여는 오로지

당신 한 분이 나가서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도탄에 빠진 사람을 건저 달라고 하

는 간곡한 부탁을 이조에 벼슬하신 황희 황 정승도 계시었습니다.

그렇다면 시기 문제라 말씀이예요. 지금에 우리가 앉아서 배고파 창자를 채우며

더러운 옷을 다시 갈아입힌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문제가 시급한 것이 아니

고……

이성득 의원은 민족주의자가 아닌가? 대한민국의 상황을 설명하

기 위해 고려와 조선의 예화를 사용한다는 점(공유된 역사의 존재), 또한

발화의 내용을 미루어 보건데 하나의 공동체로서 대한민국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운명을 공유하는 공동체)을 보면 그의 견해가 원형주의 이론

을 기반으로 한 기준에서의 민족주의를 충족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다시

말해 이성득 의원을 비롯한 반민특위의 시급성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의

원들이 민족주의 자체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았음을 잘

보여준다. 그럼에도 당장의 반민특위의 활동에 대해 시급한 일이 아니라

고 주장하는 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이제 막 안정을 찾아가려는

사회 질서를 다시 어지럽힌다는 치안 중심의 견해, 둘째, 기존 조직 와해

에 의한 행정 공백 등을 이유로 반민법 제정을 반대했던 것이다. 이는

반민법이 목표로 삼고 있는 민족성의 회복이 우선인지, 아니면 당장의

행정 공백에 대한 두려움에 국가 기능을 잘 수행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지를 우선으로 보는지의 두 갈래의 의견으로 분리된다. 이성득 의원에

대해 민족성 회복을 근거로 김병회 의원19)은 직접적인 반박에 나선다.

19) 김병회 의원은 해방 이전에는 변호사로 활동하였고, 해방 이후에는 조선일보사 목포
지국장으로 활동하였다. 국회프락치사건과 관련하여 투옥되었다가 1950년 한국 전쟁
때 월북, 북한에서 조국통일인민전선 간부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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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어느 의원께서 지금 우리는 굶주리고 울고 헐벗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시였습니다.

물론 적절한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현실을 여기서 시인한다면 그

러한 현실이라는것이 어디서, 어떤 원인에서 나왔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굶고 헐벗고 또 30여 년이라는 긴 동안을 일제에

탄압을 받고 우리의 모든 권리를 빼기고 있었던 것도 그 친일파가 있었기 때문

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러

한 자들을 규정해야하고 숙청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요,

우리 앞으로서는 정부는 반석 우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20)

김병회 의원은 이성득 의원의 현실적 인식 자체를 비판하지는

않는다. 다만 그러한 비참한 현실을 가져온 것이 친일파이기에, 당장의

고통보다도 이 고통이 미래에 반복되지 않으려면 이를 감내해야 한다는,

다소 이상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헌국회 당시의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뜻을 같이하여

반민특위의 활동에 제동을 걸어야 했던 사람들을 ‘반민족주의자’라고 보

기보단 그들 또한 민족주의자였으나, 주변 정세와 국가의 상황에 대한

다른 인식이 유발한 ‘현실적 민족주의자’라는 개념으로 분류하고, 현실적

고통을 미래의 역사를 위해 감내해야 한다는 ‘이상적 민족주의자’라는 개

념으로 분류하는 것을 본 논문의 분석틀로 사용하려 한다.

20) 제1회 제40차, 김병회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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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반민특위와 민족주의

제 1 절 반민특위를 둘러싼 행정부와 국회의 갈등

구조 분석21)

헌법 초안을 만들 때부터, 국회는 ‘친일파를 처벌할 특별법을 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을 삽입하였다.22) 이 조항의 삽입을 논의 할

때부터 ‘과연 특별법이 필요한가?’ 혹은 ‘소급입법이 가능한가?’ 등의 논

의가 오갔으나 결국 헌법 부칙의 조항으로서(10장 부칙 제 100조) 삽입

하게 되었다.23)24) 이에 따라 제헌국회는 이 삽입된 조항을 근거로 법률

을 제정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이에 관한 현실적 민족주의자들의 비판에

대하여서는 후술하도록 하겠다. 결국 여러 차례의 수정안을 거쳐 반민족

행위처벌법은 1948년 9월 22일 공포되었으며,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는 1948년 10월 22일에 설치되었다.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제정과 관련한

논의는 다음 장의 제헌국회 회의록을 분석하여 서술할 것이다. 이어 각

지역에 지방사무분국을 설치하였고,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되

21) 반민특위의 시간 순서별 사건 정리에 있어서는 안진(1996)의 연구를 참조하였다.
22) 해당 법안 삽입에 관하여서는 제헌국회 제1차 26회 회의록 참조.
23) 해당 법안의 헌법 삽입에 대해 한 건의 사례여서 본문에서 깊게 다루고 있진 못하지
만, 이성학 의원은 분명히 필요한 법이지만 통일 이후에 다시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
는 것을 이유로 다음과 같이 발언하며 삽입에 반대했다. “이 법을 38 이북에 있어서
북한에 있어서도 반민족적 행동이 많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남북통일
후에 처리방법이 있읍니다. 그것은 다시 남북통일 후에 다시 법률을 만들어도 되겠으
므로 시방 이렇게 하는 것을 저는 반대하고 싶읍니다.” 이 또한 민족주의자의 반민법
조항 반대의 사례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제헌국회 제 1차 26회 회의록.

24) 각주 18에서 언급한 이성학 의원은 해남을 지역구로 하여 대동청년단 소속으로 당선
되었다. 이후 광주에서 꾸준히 YMCA 총무로 활동하였고,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지도부로 참여하여 수배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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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25) 이어 다음 해인 1949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취임식을 마친 반민

특위는 7,000여명의 친일파 일람표를 작성하고, 친일파의 체포 준비과정

에 돌입한다.

박흥식을 시작으로 이광수, 최남선 등 전국적으로 유명한 친일파

들이 속속 체포되면서, 반민특위의 활동은 순항하는 듯 했으나 이승만

대통령의 여러 차례의 반민특위를 향한 비판 담화가 이어졌다. 예컨대

가장 대표적인 담화 중 하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李承晩 대통령, 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의 친일파 검거활동을 제한할 것을 주

장하는 담화를 발표26)

민족정기에서 우러나온 반민특위의 그간 업적에 대하여 일반의 많은 관심을 집

중시키고 있거니와 작 2일, 李대통령은 동 반민법 실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반민법에 대하여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하고 적극적으로 진행하려는 고로 정부

에서 협조해서 속히 귀결되기를 기다렸으나 지금에 발전되는 것을 보건대 심히

우려되는 형편이므로 1월 27일에 국회 반민법에 관한 조사위원 제씨를 청하여

토의한 바 있었는데 그때 설명한 요지는 다음과 같으니 조사위원들이 법을 범

한 자를 비밀리에 조사해서 사법부에 넘기면 사법부가 행정부에서 각각 그 맡

은 책임을 진행하여 처단할 것인데, 이러하지 않고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의

일을 다 혼잡하여 행한다면 이것은 삼권 분립을 주장하는 헌법과 위반되는 것

이니, 설령 국회에서 특별법안을 만들고 또 그 법안에 대통령이 서명하였다 할

지라도 이것이 헌법과 위반되면 성립되지 못하는 것이 되므로, 지금이라도 조사

25) 특별재판부의 부장은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街人) 김병로였다. 김병로의 반민특
위 특별재판부 부장으로서의 행적에 관한 연구는 (한인섭 2016) 참조.

26) 한성일보 1949년 02월 03일 기사.
http://db.history.go.kr/item/level.do?setId=9&itemId=dh&synonym=off&chinessChar=o
n&page=1&pre_page=1&brokerPagingInfo=&position=0&levelId=dh_010_1949_02_02_0
170 검색일 2020년 06월 20일.

http://db.history.go.kr/item/level.do?setId=9&itemId=dh&synonym=off&chinessChar=on&page=1&pre_page=1&brokerPagingInfo=&position=0&levelId=dh_010_1949_02_02_0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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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들은 조사만에 그치고 검속하거나 재판하고 집행하는 것은 사법과 행정에

맡겨서 헌법 범위 내에서 진행시켜 정부와 국회의 위신을 보전하며 반민법안을

短速한 시일에 완료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조사할 책임을 속히 비밀리에 진행하여 범법자가 몇

명이 되는지 기록하여 검찰부로 넘긴 다음 재판을 행하여 歸正을 낼 것인데, 만

일 그렇지 못하고 며칠만에 한두 명씩 잡아넣어서 1년이나 2년을 끌고 나간다

면 이것은 치안에 관계되는 문제이므로 이를 교정하여 비밀리에 조사하고 일시

에 진행되도록 함이 가할 것이다.

다음 한 가지 더 말하고자 하는 바는 치안에 관계되는 문제를 중대히 보지 않

을 수 없으니 지금 반란분자와 파괴분자가 處處에서 살인방화하여 인명이 위태

하며 지하공작이 긴급한 이 때에 경관의 기술과 정력이 아니면 사태가 어려울

것인데, 기왕에 죄법이 있는 자라도 아직 보류하고 목하의 위기를 정돈시켜 인

명을 구제하며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정책이 아닐까 한다.

만일 왕사를 먼저 중재하기 위하여 목전의 난국을 만든다면 이것은 정부에서나

민중이 허락치 않을 것이므로 경찰의 기술자들을 아직 포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따라서 기왕에 반공투쟁이 격렬할 때에 경찰기술자들이 직책을 다하여 치안에

공효가 많을 때에는 將功 속죄한다는 성명이 여러 번 있었으므로, 정부의 위신

상으로 보나 인심수습책으로 보나 조사위원들은 이에 대하여 신중히 조처하기

를 권고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이상 몇 가지 조건에 대하여 국회에 많은 동의를

요청하는 바이니 국회의원 제씨는 이에 대하여 충분한 협력을 가지기 바라는

바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 담화에서 언급하고 있는 반민특위 활동 제

한의 근거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반민특위가 검거부터 재판까지를

모두 처리하는 과정이 가지고 있는 삼권 분립의 위반이며 둘째, 혼란한

현재의 시국에서 친일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체포하면 경찰

및 행정력에 공백이 생길 것이며 이로 이한 치안 문제를 우려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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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담화에 대해 반박을 담은 반민특위위원장 김상덕 등의 담화 또한 다

음과 같은 내용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 李承晩 대통령의 특위활동을 제한한다는 관련 담화

내용을 반박하는 담화를 발표27)

허다한 애로와 방해공작을 무릅쓰면서도 활기 있게 행동을 개시하고 있는 반민

특위의 사업에 대하여 3천만 민족은 쌍수를 들어 민족정기를 앙양하는 데 박차

를 가하고 있는데, 2월 15일 대통령은 반민법 실시의 일부 개정에 관한 담화를

발표하였는데, 동 발표에 의하면 특별조사위원 2, 3인이 특경을 데리고 다니며

사람을 잡아다가 구금·고문하는 처사가 있다는데 조사위원회 조직본의에 배치

되는 것으로 검찰청과 내무장관에게 지휘하여 특경대를 폐지하고 특별조사위원

회의 조사를 정지시키기로 되었다는데, 이에 대하여 반민특별위원회 위원장 金

尙德씨 및 조사관·검찰관은 각각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반민특위장 김상덕씨 談：나는 듣던 바 처음인 말이다. 대통령은 반민법을

아직 보통법으로 아는 것 같다. 사법부로 넘기느냐 하는 말로 보아 반민행위처

단법이 특별법인줄을 잘 인식치 못하는 것 같다. 더구나 고문이니 구타니 하는

것은 알 수 없는 말이다. 신문기자 여러분도 잘 아는 바와 같이 천만 뜻밖의 말

이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여하튼 긴급히 위원회를 열고 신중히 토

의하여 정식으로 발표하겠다.

◊ 반민특별검찰관 盧鎰煥씨 談：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피의자들은 고문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설사 그런 일이 있다고 가정한대도 그렇게 반민특

위의 단체적인 행동을 정지시키거나 특경대를 해산할 까닭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다. 만일 고문한 조사관이 있다면 그 사람만 정식 처분할 것이지 하여튼

자세한 것을 잘 조사하여 추후 또 말하겠다.

27) 조선일보 1949년 02월 16일 기사.
http://db.history.go.kr/item/level.do?setId=9&itemId=dh&synonym=off&chinessChar=o
n&page=1&pre_page=1&brokerPagingInfo=&position=1&levelId=dh_010_1949_02_15_0
120 검색일 2020년 06월 20일.

http://db.history.go.kr/item/level.do?setId=9&itemId=dh&synonym=off&chinessChar=on&page=1&pre_page=1&brokerPagingInfo=&position=1&levelId=dh_010_1949_02_15_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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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민특별조사관 徐相烈씨 談：절대로 고문한 일 없다. 그런 질문에 대하여서

는 더 말하고 싶지 않다.

이러한 행정부와 반민특위와의 갈등은 꾸준히 이어졌고 반민특

위 사무실 앞에서는 이승만 행정부와 뜻을 같이하는 반공청년단체의 시

위가 매일같이 이어졌다. 이 시위의 배후 조종을 맡았다는 혐의로 반민

특위는 서울시경 사찰과장 최운하(崔雲霞)28)를 체포한다.29) 경찰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에 대해 경찰 측은 같은 해 6월 6일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

격, 특경대 대원들을 체포하고 이들을 무장해제시킨다. 이것이 소위 6.6

반민특위 특경대 습격 사건이다.30)

이 특경대 습격 사건은 실질적인 반민특위의 무력을 없애는 결

과를 가져왔으며, 이미 같은 해 5월부터 현역 국회의원인 이문원, 최태

규, 이구수 등 3인을 시작으로 8월까지 총 국회의원 13명이 남조선노동

당의 프락치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전원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

다. 이것이 국회프락치사건이다. 이미 행정부의 견제에 의해 힘을 잃어가

던 반민특위는 이 사건을 통해 노일환, 서용길 등의 반민특위 위원들이

구속되면서 완전히 힘을 잃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는 반민족처벌행

위법의 공소시효가 1949년 8월까지로 제한되는 개정안이 같은 해 7월 국

회에서 통과할 수 있게 된 결정적 사건이기도 하다. 결국 이러한 직접적

물리력 제거 및 공소시효의 단축으로 사실상 반민특위의 활동은 와해된

28) 최운하는 친일 경찰의 대표 인물 중 하나로 지적되기도 한다.
29) 경향신문 2014년 11월 02일 기사, [의혹과 진실 - 한승헌의 재판으로 본 현대사](4)
반민특위 사건 (下).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411022202305 검색일
2020년 07월 05일.

30) 서울경제 2017년 06월 06일 기사. 반민특위 습격사건.
https://www.sedaily.com/News/NewsView/NewsPrint?Nid=1OH3DU8MIJ 검색일
2020년 06월 20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411022202305
https://www.sedaily.com/News/NewsView/NewsPrint?Nid=1OH3DU8M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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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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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제헌국회 회의록의 반민특위의 결성부터

와해까지31)

신기욱은 한국의 민족주의의 핵심을 혈연적인 것으로 지적하며

(Shin 2006),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를 거치며 범아시아주의-민족주의

로 분열되어 있던 한국의 지식인들이 일본의 침입이라는 상황 하에서 민

족주의 이데올로기가 ‘승리’한 것으로 보았다. 혈연에 근거한 민족주의

(ethnic nationalism)는 강렬한 단일의식의 근원이자, 민족이 근대적으로

형성된 존재라는 전제를 부정하는 주장이다. 물론 2020년 현재의 한국의

민족주의가 혈연에 근거해있는지는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 장에

서는 제헌국회 당시의 민족주의에 집중하고자 한다.

특히 탈식민지라는 상황은 민족의 개념을 ‘그들과 다른 우

리’(we-ness)로 강하게 형성하는 기제가 되었을 것이다.32)

예컨대 반민특위에서 지적하고 있는 반민족적 행위의 핵심은 모

두 일제와 무엇을 했느냐와 관련이 있다. 제헌국회에서 처음 반민법이

논의될 때, 반민특위법은 헌법 초안에 따로 규정을 마련하여 이후 특별

법이 마련되도록 하였다. 이 법에 취지에 대한 회의록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31) 반민특위가 회의 안건으로 제 1회기 중 논의된 차수는 다음과 같다.
제1회 제40차-제59차 회의 - ‘반민처벌법기초위원회설치에관한건’ - ‘반민족행위처벌법안
제2, 3독회’

제1회 제77차, 제79차회의 - ‘반민족행위처벌법제9조에의한특별위원회구성의건’

제1회 제86차,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승인의건’

제1회 제112차-제114차, ‘반민족행위처벌법 개정에 관한 건’,‘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조직

법안제1독회’

32) 예컨대, 신채호의 저서 『조선상고사』에서 표현된 ‘아와 비아의 투쟁’로 역사를 인
식하여, 아의 자리에 민족을 놓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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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0장 부칙에 있어서의 특수한 점은 악질적인 반민족적 행위를 처벌하는 특

별법을 우리 국회에서 제정할 수 있게 되있읍니다. 이것은 민족정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 조문을 넣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민족 및 민족정기에 대한 발언은 반민법에 관한 이후 제

헌국회의 회의록에도 계속해서 나타난다.

8․15 이전에는 물론 반민족자를 처치하려니와 8․15 이후에 악질적인 간상배

는 삼천만 대중이 공동으로 다 미워하는 정의에서 울어나는 분노감으로 부르짖

는 것입니다. 그런즉 건국을 좀먹은 악질적 간상배에 대해서는 좌우익뿐만 아니

라 전민족적으로 미워하는 것입니다. 원래 원의에서도 전부 양심을 갖인 자는

다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것을 처벌해서 민족적 정기를 바로잡자는 이런

의미 밑에서 여러분은 일치협력해서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33)

또한 헌법 제정과정에서 반민법 관련 조항을 포함하도록 제안한

박해정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발언한다.34)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제101조에 관한 법률로 제정할 필요성은 다시금 제안자로

서 설명했읍니다. 다만 본 의원으로서 무엇보다도 속히 이것을 제안 안 할 것

같으면 안 된다는 이유를 김 의원 의 설명에 부대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33) 제1회 제26차 회의록. 조규갑 의원은 김해을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당선되었다. 국회
의원이 되기 전에는 대한독립촉성국민회 경상남도 창원지부 지부장 및 진해지부장을
지냈다. 대한독립촉성국민회에 적극 참여했다는 점에서 이승만과 가까운 인사로 분류
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반민법을 촉구하는 발언을 회의록에 남겼다는 사실은 당시
의 정치 현실이 이토록 복잡하며 민족주의 이념으로부터 자유로운 세력은 없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한다.

34) 제1회 제40차, 박해정 의원 발언. 박해정 의원은 일본 주오대학(中央大學) 법학부를
졸업한 유학파였다. 광복 후 경찰국 총무과장을 지내다가 경산 선거구에서 무소속으
로 당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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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우리나라 신생 정부의 지도자, 민중을 계몽할 지도자의 입장에 있는 이

러한 관공리를 소위 부일협력자 민족반역자라든지 이런 사람이 들어가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때문에 속히 법을 만들어서 이러한 부일협력

자와 민족반역자가 신정부에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제101조에 있는 법을

속히 제정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이후 국회프락치사건을 통해 구속되게 되는 이구수 의원의 경우

는 이러한 소위 민족정기 관련 발언을 하며 감정적 표현을 숨기지 않는

다.35)

우리가 우리의 국권을 왜정(倭政)에게 잃고, 우리의 애국자는 국내에서 국외에

서 우리 삼천만 민중의 행복을 위하여 풍우취설(風雨吹雪)을 불구하고 오늘날까

지 싸워 온 이때에 반민족적 행위를 한 자는 어떤 자냐, 우리의 대한임시정부가

저 상해로 건너갈 때에 우리의임시정부 요인을 살해한 그 자가 누구인가……우

리 대한임시정부의 요인을 살해한 자는 고등형사들입니다. 이러한 악질분자를

우리가 독립하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도저이 용서할 수 없으며 또 국내에

있어 가지고 우리 민족의 동아일보를 창설한 김성수 씨 이하 연루자 또 우리

민족을 위해서 싸우던 우리 애국자 송진우 선생을 얼마나 고통을 주었으며, 우

리 국회의원 중에서 조봉암 선생의 손을 시방 본다면 어느 손을 보드라도 매디

매디 안 끊어진 손가락이 없읍니다. 이것을 볼 때에 독립하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든든한 감정적 배경을 지니고 있었음에도 왜 반민특위의

활동은 반대에 부딪혔고, 종래에는 무력화될 수밖에 없었을까? 이 글에

서는 핵심적으로는 제헌국회 회의록 분석을 통해 의원들 사이의 민족주

35) 제1회 제40차 회의록. 기자 출신으로 알려져 있으며 고성 선거구에서 무소속으로 당
선되었다. 국회 프락치사건 관련으로 구속되어 있다가 한국전쟁 때 월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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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에 대한 인식 차이를 다루려고 하며, 이 이상적 민족주의와 현실적 민

족주의자 중 현실적 민족주의 진영에서도 반민특위 결성 자체의 법적 한

계로 인해 법치주의가 존중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법의 지배’를 이유

로 든 의원들, 그리고 민생이라는 민족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를 훨씬 중

요시하게 우선시 한 의원들의 두 가지 분류로 정리하고자 한다.

1. 민족주의와 법의 지배

반민특위의 활동 근거가 되는 반민법이 안고 있었던 법적 한계

는 무엇인가? 반민특위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과정을 살펴보자. 제헌국회

가 헌법의 기초안을 만들 때부터(제헌국회회의록 제1회17차) 다음과 같

은 부칙 조항을 헌법에 포함시켰다.

제100조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

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36)

이 조항을 넣은 이유에 대해 발표를 맡은 헌법기초위원회 위원

장 서상일 의원37)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또 10장 부칙에 있어서의 특수한 점은 악질적인 반민족적 행위를 처벌하는 특

별법을 우리 국회에서 제정할 수 있게 되있읍니다. 이것은 민족정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 조문을 넣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읍니다.

36) 국회 내 대표적 소장파 의원으로 분류되는 노일환 의원은 제1회 19차 회의에서 이
조항에 대해 “이 문의의 표시가 적극성이 없고 대단히 소극적입니다”라고 평가한다.

37) 일제강점기 당시 9공사사건을 주도한 독립운동가 출신으로 한국민주당의 창립 인원
중 한 명이다. 제헌국회 당선 당시 선거구는 대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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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이 탄생된 배경은 이렇듯 ‘민족정기’에 대한 전반적인 동

의 때문이었는데, 이 뿐만 아니라 헌법적으로도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제헌국회회의록 제1회19차에서는 헌법안 제1독회의 내용이

등장하는데, 당시 전문위원이던 유진오는 이 특별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제100조에 있어서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

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읍니

다. (중략)

즉 일제시대에는 당시 법령으로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그후에 소급해 가지고

범죄라고 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은 법리상으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

나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나라의 선례를 보드라도

민족정기에 위반하는 일, 자기 나라를 파멸에 인도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를 않었읍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 헌법 제2장 22조에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하여 소추를 받지 아니하며……,｣이것이 있기 까닭으로 해방

이전의 그때 당시의 것을 지금 법률적으로라도 만들어가지고 쪼처갈 수가 없다

는 원칙이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 원칙을 깨트려서 둔 것입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의 모리배나 악질적 행위라 하는 그 이후에 대해서는 지금 현

행법이 있읍니다. 탐관오리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처벌 법령이 있고, 모리배

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처벌하는 규정이 폭리취체규정이 있읍니다. 그것이 있

는데 일본 사람들이 조선 사람을 강제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한 행동에 대

해서는 법이 없었으니까 지금 만들어가지고 올라가면 소급이 된다, 여기에 있어

서는 특별법이 없으면 안 된다는 의미하에서 100조가 있을 것입니다.

즉 헌법 제22조의 소급입법금지의 원칙38)에 이미 지난 반민족행

38) 헌법 초안 제23조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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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가 일어난 일제 치하에서는 처벌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

별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특별법이 헌법에 우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시 말해 법 자체의 정당성을 희석시키는 성격이

존재한다는 점 또한 분명하다.

다음은 특별법 자체의 서술적 모호함에 있다. 특별법은 ‘악질적

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악질적인’, ‘악랄한’이란

표현은 매우 주관적이며, 이는 개개인에 따른 민족에 대한 온도차가 드

러나게 되는 기제로 작용했다. 이에 대해 제헌국회에서 ‘악랄한’의 기준

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논의될 만큼 이는 법 자체의 정당성에 영향을 주

는 문제였다.39)

예컨대 제1회 42차 회의록에는 다음과 같은 지적이 등장한다.

◯서우석 의원40)

첫째로 제2조 가운데에 「일본치하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 그랫는데 악의라는 것은 「고의」와 다른 것을 표

시하는 것인가 그 점을 묻고자 하고 또 그 후에도 「또는 이를 지휘한 자

……」 그랫는데, 지휘한 자에 한하고 이것을 처단한 자에게 및이지 않은 이유

는 어데에 있는가, 다시 말하면 검사에게는 죄적(罪跡)이 있는데 판사에게는 죄

적이 없다는 이유가 어데 있는가를 묻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고병국

대단히 미안스럽습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실 줄 알고 저는 이제 그 질의를 듣

행위에 대하여 소추를 받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두 번 처벌되지 아니한
다.”

39) 제1회 43차 회의록, 조국현 의원 발언 등.
40) 일본 주오대학[中央大學] 전문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해방 후 건국준비위원회 및
대한독립촉성국민회에서 활동했다. 제헌국회에서는 곡성군 지역구에서 한국민주당 후
보로 당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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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 잠간 말씀 들으니까 제3조에 가서 「악의로 살상

박해한 자」, 이 「악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아마 그렇게 들었는데,

이 악의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법률적 의미가 없읍니다. 우리가 보통 쓰는 말로

서 악의, 즉 그 사람을 어떤 자기가 자유 의사를 가지고 그 사람을 해할려고 하

는 그러한 적극적 의도하에서 했다고 하는 그런 보통의 의미올시다.

법령을 이루고 있는 단어에 법률적 의미가 없다는 것이 전문위

원에 의해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반민법의 대체설명을 위해 발언

한 김웅진 의원조차 반민법이 가지고 있는 모순적 상황에 대해 명확히

진술한다.

8․15 이전에 우리는 거이 다 창씨 혹은 일본말을 쓰고 신사참배를 하고 이러

한 등등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부 반역적 행위라고 하느냐, 가장

악질적인 행위로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았읍니다. 이러한 것을 모

두 종합해서 우리는 101조에 대한 8․15 이전의 악질적 반민족적 행위를 처벌

하는 그러한 점을 주의를 해 가지고 골자를 삼은 것이올시다.

이는 반민특위 활동 후반부의 신문기사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반민특위에서 기소한 용의자들에게 번번이 무죄가 선고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당시 신문기사는 “민족을 해한 현저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보도한다.41)

이어 김웅진 의원의 같은 발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중략)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어떤 안이 나오드라도 양론(兩論)이 있으리라고

41) 서울신문 1949년 09월 20일 기사, “이인 반민족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국회에 반민
족행위처벌법 위반 피의자 처리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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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합니다. 너무 심하다, 너무 약하다는 논(論), 어떤 안이 나오드라도 있을 줄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령 두 사람이 여기 있는데 한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만주에

가서 독립운동하다가 같은 조선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마자죽었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면 그 두 사람이 만족할 만한 법이 나올 수 있읍니까? 절대로 안

나올 것입니다.

어쩌면 이 문장이 반민법을 둘러싼 갈등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개개인에 따라 식민지 수탈 상황도 모두 달랐을

것이며 개인이 경험한 역사적 배경이 모두 다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처벌을 위한 구체적이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선’을 정하기는 불가능

에 가까웠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서술적 모호함이 가지고 오는 추가적인 한계가 존

재하는데, 이는 ‘정부내친일파숙청건’을 논의하던 제1회 44차 회의의 발

언을 통해 드러난다.

◯류성갑 의원42)

저 역시 건의안에 대해서 찬동하는 뜻을 표합니다. 그런데 찬동하는 그 뜻은 이

번에 우리가 반민족적행위처벌법안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다음에 반민족적법안

에 있어서 어떤 분을, 어떤 행위를 반민족적 행위라고 지정할 수가 있으니까 그

것은 재판소의 형벌과 같이 하자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들어간 사

람들의 행동을 여러 가지로 생각할 때에 좀 양심적으로 회개 같은 것이 있을

테니까 좋겠다고 하는 것은, 즉 말하자면 해방 직후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교장이였는데 대단히 양심적인 교장이며,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일정 때에 늘 황

42) 고흥군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 니혼대학 법문학부를 졸업했다. 재학 당시 안중근
의사의 독립선언문과 사진을 보관한 죄로 6개월간 감옥생활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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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신민 이것을 어린애들에게 가르키다가 오늘날 건국하는 이때에 학교에 나갈

수가 없다고 하면서 시골에 가서 농사짓는 사람을 봤읍니다. 그 사람은 참으로

양심적인 사람입니다.

결국 반민법이 처벌하고자 했던 죄의 대상은 ‘행위’인데 이 행위

를 처벌하는 근거가 당시 현행법 위반 여부가 아니라, ‘양심’의 문제라면

‘행위는 친일이었지만 양심을 유지한’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해야할지에

대한 고민이 발생하는 것이다.

바로 다음 회기인 제1회 45차에서는 반민법의 법치주의 정당성

과 관련된 새로운 지적이 등장한다.

◯권태희 의원

마지막에 제27조에 있어서 「본 법에 의한 재판은 단심제로 한다」 그랬습니다.

단심제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한번 판결하면 다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

는 제도입니다. 여기 확실한 숫자를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특별재판관이라고 하

는 것이 불과 수십 명밖에 되지 않는데 수십 명에 다시 민주국가에 있어서 한

개인의 권리와 한 개인의 영예를 지켜 주는 것은 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만

일의 경우에 이 수십명의 특별재판관이 가령 좀 덜 생각했다든지 좀 덜 조사했

다든지 그 판단이 정확하지 못한 경우에 다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올시다.

요는 반민법이 단심제 조항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는 반

민법이 사실상 형법의 기능을 수행하여 대상자를 처벌하는 법이니만큼

기본적으로 법치주의적 정당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염려의 발현이다.

이러한 ‘법의 지배’라는 개념에 있어서 이상적 민족주의자였던

노일환 의원43)의 반박 또한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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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일환 의원

지금 동의하신 분의 말씀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 위헌이요, 또 반민족처

벌초안의 여러 가지 조문에 있어서 위헌되는 점이 있다고 말씀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은 헌법에 위반된 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 반

민족행위처벌법안은 우리가 헌법 시행하기 위해서만 전제조건으로 만들어야 될

법률이올시다. 이 법률을 제정해서 이 법률을 실천해야만 우리가 만든 헌법을

완전히 실행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조금도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읍니다.

특별재판소를 설치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해방된 이후 좌우익을 통해서 친일

파 문제가 대두될 때에 좌익에서는 즉시에 처벌하자는 논(論)이 있었고, 우익에

서는 질서를 밟아 가지고 우리가 특별재판소를 설치해서 그 친일분자를 숙청한

다는 말은 삼천만 대중 앞에 언명했읍니다. 이 언명을 우리가 실천 단계에 옮겨

서 우리가 백년대계를 위하고 삼천만 민중의 장래의 행복을 위해서 국가를 수

립할 수 있읍니다. 그러므로 반민족법안을 실시해서 처벌되어야만 우리 만든 헌

법에 실천 단계에 옮겨 갈 수가 있습니다.

노일환 의원의 주요 골자는 ‘반민족행위처벌법안이 헌법을 시행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다’라는 다소 이상적이고 법

의 지배 원칙과는 거리가 있는 주장이다.

첫째로 이 법안이 헌법에 위헌이 아니라는 그 점을 여러분에게 밝히고자 합니

다. 둘째로 헌법에 위헌이 되었다는 말도 당연범으로서 취급한 것으로 악질분자

를 처벌한다는 그 조문이 위헌이라고 해석하신 분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것도

헌법에 위헌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악질이라는 것은 이천만 내지 삼천만

43) 보성전문학교를 졸업한 뒤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로 입사, 1941년 폐간될 때 까지 재
직했으며 1946년 동아일보의 복간 이후 재입사하여 정치부장과 사회부장을 지냈다.
한국민주당 소속으로 순창군 선거구에서 제헌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제헌국회 내
대표적 소장파로 평가할 수 있으며 국회프락치 사건으로 구속된 뒤 한국전쟁 때 월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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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민족 가운데서 악질을 골라내라는 것이지 칙임관 가운데 악질을 골라내라

고등관 가운데서 악질을 골라내라 이렇게 해 가지고 붙인 조문은 아니라고 생

각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있어서는 조금도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와 연석해서 한다는 것은 본 의원은 반대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 법안은 조금도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

러 의원이 대체토론해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수정안을…… 그 대체토론을

참고해서 다시 한번 기초위원회에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

로 사흘까지 여유를 두고 이 법안을 다시 기초위원회에서 수정해서 본회의에

내놓기를 개의합니다.44)

결국 노일환 의원의 경우 반민족행위의 처벌이 헌법보다 더 우

선되어야 하며, 이는 헌법적 가치보다 ‘민족’가치를 우월하게 해석했음으

로 이해할 수 있다.

44) 제헌국회 제1차 46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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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족주의와 민생 문제

제1회 42차 회의에서는 총 두 명의 의원들이 당장의 반민법 통

과 및 반민특위의 행위가 가져올 문제점을 우려하는 발언이 나와있는데,

먼저 이성득 의원의 발언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이성득 의원

말이 혹 어떻게 들릴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팔십 노인이 세 살 먹은 아이에게

말 못한다는 격으로 나이 어리고 유치하고 혹 말이 탈선되는 말이 있다 할지라

도 두 번 용사하시고 과히 흥분하시지 말고 냉정히 비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언에 초가삼간 다 타도 빈대 죽으니 시원하다는 말이 있읍니다. 그러면

그 빈대에게 괴로움을 받음에 있어서의 감정으로 말하면 사실 초가삼간이 아니

라 웅장한 집이 다 탄다고 하드래도 시원한 일이겠읍니다마는 초가삼간 다 타

고난 남어지에 있어서 여름에 비가 오는 날이라든지 겨울에 바람이 불고 눈이

나리는 날이라든지 이러한 때 초가삼간을 생각을 해 볼 것 같으면 집을 잊어버

린 그때에 있어서 초가삼간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

다.

그러면 나 자신이 혹 여러분에게 거실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법이야말로 적

절 타당한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저 어린 소견에 생각해 볼 때 시기가

일지 않은가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소 추상적인 지적이긴 하나, 핵심은 ‘빈대를 잡으려다가 초가

삼간이 다 타버리면 아쉽지 않겠는가’, 다시 말해 반민법이 가져올 혼란

한 정국이 사회 불안정을 가져올 경우 이는 우리 민족을 더욱 어렵게 만

들지 않겠냐는 지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해당 법의 취지

를 반대하거나 하는 지적은 아니다. 다만 ‘시기가 일지 않은가’라는 매우

조심스러운 어조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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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최봉식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발언한다.

◯최봉식 의원

(전략)

여러 가지 법률을 하나도 만들지 않았는데 이것으로 말하면 과거 40년 동안 지

나간 것은 앞으로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먼저 나와 가지고 이렇게 모호

한 조문을 구성해 놨다는 것은 저로서는 대단히…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막연하

게 됐는데, 무슨 이 특별조사위원회는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규정하는 조문을 내고 이것은 당연히 정부에 맡겨서 할 일이고, 만일 우리

국회에서 위신에 관한 것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특별히 죄를 구성할 때에 국회

에다 보고(報告) 수속한다든지 국회의 동의를 받는다든지 이것은 가하지만 이와

같은 구성을 한다는 것은 그 이유가 어데 있느냐, 새 국가를 조직하는 데에 있

어서는 물론 급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민생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민생문제

여하에 있어서 우리의 커다란 문제는 또 경제문제가 있읍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민간에는 부담이 적어야 하고 또 우리 국가는……

(「간단히 하시요」 하는 이 있음)

권리를 써야 되는데, 이 구성법에 상당한 경비가 소비됩니다. 그러니까 이 법령

은 철회를 하고 이와 같이 해 나가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의견을

끝마치고 내려갑니다.

정확히는 특별조사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지만, 법 자체

의 정당성에 의문을 던지는데 조문의 모호함과 더불어 특별조사위원회가

과연 필요한지에 대해 의문을 던지며 그 주된 근거로 ‘상당한 경비가 소

요됨’을 지적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금 민간에는 부담이 적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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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는 더욱 구체적으로 행정적인 공백을 지적하는 경우도

있다. 그 예시로 이어지는 회의록의 대화 내용은 노일환 의원과 최국현

의원의 이에 대한 반박으로서의 발언이다. 먼저 노일환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발언한다.45)

◯노일환 의원

왜 그러냐 하면 패망했던 일제도 자기 조국을 민주화하고 자기 조국의 군주의

잔재나 「파시스트」 잔재를 숙청하기 위하여 이미 「맥아더」사령부의 지령으

로 30만 내지 40만의 광대한 공직으로부터 추방령을 발했읍니다. 일제는 우리

민족이 해방된 후에 조선민족보다도 가속도적으로 민주화했고 모든 부문에 있

어서 질서가 잡혔다는 것 우리가 낱낱히 듣고 있읍니다. 진실로 통탄하여 마지

못할 점입니다. 그것은 「맥아더」사령부의 치하에 있는 일본 민족은 군국 잔재

하고 제국주의 잔재하고 「파시스트」 잔재를 숙청한 것입니다.

조선민족이 해방된 뒤에 여러 가지 곤란과 사단(事端)이 중첩 첩출(疊出)하여

일제의 잔재가 행정부 내에 들어 있고 일제 잔재로서 구성되어 있는 재벌들이

전 경제권을 지배하고 있는 때문에 생산 기능 모든 것이 파괴적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민심을 유도시킬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점은 우리가 3년 동안에 군정을

통해서 역력히 보아 왔던 것입니다.

해당 발언은 친일파의 공직 진출을 엄격히 제한하려는 반민법 4

조 수정안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이다. 일본의 빠른 민주화와 제도

정착의 배경에 기존 군국주의 잔재의 신속한 숙청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최국현 의원의 반박은 다음과 같다.

◯최국현 의원46)

45) 이어지는 노일환, 최국현 의원의 발언 모두 국회 제1회 50차 회의록.
46) 제헌국회에서 고양군을구 지역구 당선. 와세다대학 수료 후 조선일보, 매일신보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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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저 노일환 의원 의견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자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일본의 예를 말씀했으나 현실을 떠난 법률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은 여러

분이 잘 아시다싶이 국민 전체가 소학교는 다 졸업했읍니다. 하나 조선의 현실

에 보아서 과거에 관공리는 전부를 무시할 수는 도저히 없는 것입니다.

그 실례로 말하자면 최근에 과거 군정 3년 동안에 우리에 폐해가 과거에 있던,

물론 불순분자를 제한 관공리는 그동안 자리 잡혀서 많이 일을 했읍니다마는

저 생각에는 새로 들어간 이가 많이 과거의 일제시대의 못된 것을 배워 가지고

못된 그것만 실행한 것이기 때문에 군정하에 많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함

으로 인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먼저 추방한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줄 생각합니다.

또 현실에 있어서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인적 자원에 있어서 중대

한 부족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읍니다. (후략)

최국현 의원의 발언을 요약하자면, 일본은 국민 전체가 소학교를

졸업한, 말하자면 기초 교육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인적인 대체재가 많아

서 완전하고 빠른 숙청이 가능했지만, 당시 대한민국의 경우 인적 자원

의 부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특기할만한 점은 이러한 법의 지배, 민생 문제를 지적하여 반민

법의 한계를 지적하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해당 법안의 취지’에는 뼈져리

게 공감하며, 친일 활동을 한 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맥락은 항상 포함

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본문에서 현실적 민족주의자의 예시로 인용했던 이성득,

최국현 의원의 다른 발언들을 살펴보자. 먼저 이성득 의원의 발언들이다.

도대체 그 나라의 융성쇠퇴 그것은 결실이 되여 있다면 민족의 수준에 있다고

회부기자로 일했다. 반민특위 창립 이후에는 재판관으로도 활동했다. 매일신보 기자
경력 때문에 친일 논란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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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 여러분도 잘 아실 줄 압니다.47)

이 발언은 국호와 관련된 논의 중 등장했다. 민족과 국가의 운명

을 동치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반민법이나 반민특위와 관련된 문제는

아니지만, 대외무역에 관한 발언에서도 그의 민족주의적 성향이 드러난

다.

과학문명이 제아무리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도의심이 없으면 야만이올시다. 과

학문명이 진전되지 못했다고 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도의심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문화족이올시다. 우리는 만반으로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은 말할 여지도

없읍니다만 남의 원조를 받는다 하더라도 소비의 원조를 받는다고 하면 다 망

할 것입니다. 우리는 생산의 원조를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다소의 희망이 있다

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조를 받는 데 있어서도 소비의 원조를 받

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전부가 암담하겠거늘 황차 대외의 무역을 우리 돈

을 주고 산다고 하면 살 수도 없거니와 살 수 있는 것은 자기의 부당한 조처로

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48)

이 발언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문화족’으로서 도의심을 가져야하

며, 생산적 원조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이는 민족의 경제적

자립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최국현 의원의 발언을 살펴보면 그 또한 국회 회의록에 민

족주의자로서의 성격을 담은 발언들을 남겼음을 알 수 있다.

왜 그런고 하니 제가 과거 50 평생을 두고 가장 반가웠든 것, 지나가다가도 눈

물 흘린 것은 반쪼각으로 떠러진 태극기를 볼 적이였읍니다. 그것을 찾는 이 마

47) 제1회 20차 회의록.
48) 제1회 79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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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에서 다시 다른 국호 운운을 하는 것 처음부텀 틀린 수작인 줄 저는 암니

다.49)

결론적으로, 반민법의 제정과 반민특위의 활동에 관하여 국회 내

에서는 분명히 대립의 구도는 존재했으나, 반대편의 입장에 서있는 사람

들에게도 ‘민족’은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었으며, 그 반대의

근원에도 우리 민족이 ‘법치주의 국가로서의 자리매김’, ‘비참한 현실을

극복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적어도 국회 내에서의 반대편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 혹

은 행정부도 ‘민족’에 대한 의식을 공유했다는 추측에 힘을 실어주는 발

언이 추가로 존재한다.

◯김명동 의원

여러분께서 아주 속 시원하신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아주 얼음 먹은 것 같습

니다. (중략) 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점이 있읍니다. 무슨 생각이냐 하면 우

리가 이 박사를 대통령으로서 절대다수로 선거해서 그 어른보고 대권을 잡어

주십소사 한 그 어른입니다. 그렇다면 그 어른께서는 과거 독립운동을 수십 년

해 나려 오시고…… 그만큼 열렬하신 어른으로서 절대로 그런 반민족행위자를

쓰실 리가 만무한 줄 생각했는데 그 어른께서 혹 모르시고 쓰시지나 않었나, 그

러면 모르시고 쓰셨다면 우리 국회로서는 그 어른을 지지하니만큼 민중의 말이

이렇고 우리 국회의 의사가 이렇다는 것을 당연히 말씀드려야 옳은 줄로 압니

다.

그러니까 여기에 길게 토론할 것 없이 지금 곧 가부를 묻기를 바랍니다.

해당 발언은 제1회 44차 회의50)에서 국회 및 행정부에서 친일파

49) 제 1회 20차 회의록.
50) 1948년 0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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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숙청하는 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등장한 것이다. 이승만 대

통령이 간혹 반민족행위자를 기용했더라도 ‘모르고’ 썼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숙청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해당 숙청안은 반민법

의 처리 기간이 길어질 것을 우려하여 반민법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공무

원에 한하여서 미리 처리되도록 하는 긴급동의안이었다.

마지막으로, 반민특위의 활동이 결정적으로 힘을 잃게 된 이유로

이승만 대통령의 성명 발표51) 이후 혹은 국회프락치사건으로 보고 있는

연구들이 존재한다(허종 2003). 그러나 먼저 이승만 대통령과의 갈등의

경우, 당시 신문기사를 참고했을 때 오히려 반민특위는 이승만 대통령의

의견 피력에 대해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신문사와의 대담에서 위원장은

지금까지의 활동을 강경히 이어나갈 것을 선언한다.52)53) 또한 반민특위

를 노린 투서와 테러 또한 다수 존재했으나 각각의 테러 전후에 반민특

위의 활동이 영향을 받았다는 객관적 증거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국회프락치사건에 대해서 본 연구는 반민특위 와해의 원인이라

고 해석하기보다는, 상당히 불안한 기반을 지니고 있던 반민특위가 정당

성에 대한 투쟁에서 패배하였으며 이 패배에서 비롯된 하나의 국면

(conjuncture)으로 해석하려 한다. 반민특위는 특정한 사건에 의해 필연

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기보다는, 당시의 다른 민족주의를 지니고

있던 집단의 대립에서 현실적 민족주의가 승리했고 그 결과로서 실패하

게 된 것으로 확인된다.

51) 서울신문 1949년 01월 15일 기사, “이승만 대통령,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활동과
김구·김규식 포섭거부 등에 대하여 기자회견”.

52) 연합신문 1949년 02월 02일 기사,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와 연합신문 좌담회”.
53) 조선일보 1949년 02월 16일 기사,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이승만 대통령의 특위
활동을 제한한다는 관련 담화내용을 반박하는 담화를 발표”.



- 44 -

제 3 절 현실적 민족주의 세력의 한계

본 연구는 지금까지 반민특위의 창설과 와해라는 상황에서 이상

적 민족주의 세력과 현실적 민족주의 세력의 생성 배경과 주요 논리에

대해 분석했다. 그러나 본고에서 ‘현실적’이라고 지칭되었던 세력인 행정

부(이승만), 국회 내 한민당 세력의 한계도 분명히 존재하였으며 이로 인

해 그들이 온전히 ‘현실적’이지는 않았음을 명시하려 한다. 그 한계점들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당시의 정치인들에게 반민특위에 대한 태도를 정함에 있어

서 반드시 두 갈래 길만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당시의 국회 환경이 강한 당론, 당 규율이나 주변 세력의 압박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웠다는 점을 고려하자면, 또한 반민특위의 활동에 가장 직

접적으로 반대했던 이승만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 자유도에 대

해 생각한다면 이 점은 더욱 명백하다.

이러한 한계점에 대해 비교할 수 있는 사례로 남아프리카공화국

의 사례를 들 수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아파르트헤이트 체제가 해체

된 이후 ‘부끄러운 과거에 명예로운 결말’을 짓기 위해 진실과화해위원회

를 설치하였는데, 흥미로운 점은 “가해자가 정치적 동기를 가진 사건에

한하여 사실을 전면 밝히는 조건으로 사면을 부여”했다는 점이다.54) 이

러한 방법은 역사적 사명과 민족성에 대해서는 분명한 방향을 만들 수

있으면서 동시에 과거사 청산 시도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예방할 수 있

다는 점에서의 의의를 갖는다. 물론 남아공의 사례는 20세기 말에 이르

러(1995년) 여러 이념적 여건이 안정화된 이후여서 직접적인 비교를 한

54) 이남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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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이승만 대통령의 경우

반민특위의 활동을 용인하되 꼭 필요한 인사에 대해 사면권을 활용하는

방법55) 혹은 본보기로 인지도가 높은 몇몇 친일 인사에 대한 처벌을 하

는 방법 등을 선택할 여지는 충분히 존재했다.

두 번째 한계점은, 이 시기의 반민특위를 향한 현실적 민족주의

세력이 선택이 현실적-합리적 근거를 가졌다고 해도 반민특위의 활동을

제한하고, 국회프락치사건에 대한 지나치게 빠른 사법 절차 진행을 한

점이 이승만 정권의 권력 확립을 위한 발판으로 이용되었다는 점은 무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민특위 활동 당시 반민특위 부위원장을 맡았던

김상돈은 한국 전쟁 이후 잡지 <진상>과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그 중

이런 대목이 등장한다.56)

그뿐만이 아니다. 저 유명한 수도청의 『고문치사사건』으로 검찰에서 지명수배

를 하였으나 노모57)는 좀처럼 잡히지 않았다.

그러나 반민특위에서는 그를 반민피의자로서 지명수배를 하였는데 수사를 개시

한지 불과 수일만에 체포할 수가 있었다. 용산구 청파동 모 고위층 사택에 잠복

하고 있다는 유력한 단서를 포착하고 급습하여 체포하게 되었는데 체포직전의

그의 주위환경을 목격하고 아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에게는 二명의 무장을

한 호위경관이 따라다녔으며 심지어는 「?」차 까지 대여받고 있었다.

이러한 특위의 거사에 당시의 국민들은 쾌재의 박수를 보냈던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이때에 벌써 그러한 처사가 자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이즈

음이었다. 정부 고위층에서 반민특위 위원들을 만나자는 것이었다. 당초에 우리

들 위원 십명은 다대한 흥미와 기대를 가졌다. 그러나 실지 대면하고 보니 실망

55) 제헌 헌법 초안부터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었다. (제62조 대통령
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과 복권을 명한다. 일반사면을 명함에는 국
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56) 이하의 기사내용은 <진상> 1957년 12월호. “이제는 말할 수 있다”.에서 인용.
57) 노모는 노덕술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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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고위층에서 하는 말이 노모는 유능한 기술자이니 석방시켜 달라는 요청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기술자의 정의(定義)를 말했다.

기술자라면 「매캐닉」을 의미하는 것이고 문제의 노모는 악질적인 반민족 행

동의 경험뿐인데 신생 대한민국에 그러한 경험의 기술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라고 대답했다. 동시에 이러한 자를 석방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과거 쓰라린

체험을 한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층은 그의 석방을 재차 요구하였다. 때의 특위 위원 金

明東씨는 분연히 『그렇게 노모를 석방시킬 필요를 느낀다면 정식으로 국회에

석방동의 요청서를 내어주시오.』라고 대답하였다.

그리하였더니 고위층은 화를 버럭 내면서 『맘대로 하라 … 나는 나대로 할터

이니!』라고 말하며 일종의 선전포고를 내리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 요구에 순종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에 법이 있는 이상 염려없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응수하고 돌아왔다.

기사에 등장한 고위층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국

회의원들과 만남을 제의했다는 점에서 적어도 이승만 대통령이나 이에

근접한 정부 요인으로 보인다. ‘기술자’로서 노덕술의 석방을 요구했다는

점은 이승만이 그를 활용하려고 한 현실주의적 시각과 일치한다. 그러나

노덕술은 이후 이승만 정권하에서 경기도 경찰부 보안주임으로 근무하다

헌병 중령으로 1955년까지 반공 업무를 담당한다. 게다가 노덕술의 ‘기

술자’적 유능함과는 별개로 그가 매우 대표적인 친일 인사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자의 석방을 요구했다는 점은 오히려 또 다른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 또한 지적되어야 한다.

반드시 노덕술의 경우뿐 아니라, 반민특위에 의해 두 번째로 체

포된 인물이었던 이종형의 경우도 있다. 그는 의열단에 가입한 밀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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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재판관을 지내며 독립운동가들을 여럿 사형에 처한 것으로 널리 알려

져 있었으나 반민특위에 체포되었음에도 결국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

았고 이후 대한독립촉성국민회의 후신인 국민회 소속으로 제2대 국회의

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지식인’ 혹은 ‘기술자’를 국가 건설기의 혼란을

피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 했다는 점은 이해할 수는 있으나,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소위 ‘친일 청산’ 문제라는 이름의 또 다른 장기적

혼란의 원인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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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프랑스어 ‘L'heure entre chien et loup’이라는 표현은 한국어로

직역하면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뜻인데, 이는 일출과 일몰 직전의 시

간을 이르는 말이다. 이때 약간의 빛만 허락되어 저 멀리서 다가오는 생

명체가, 양치기의 관점에서 나를 해치러 오는 늑대인지, 내가 키우던 개

인지를 분간하기 어려우므로 이런 이름으로 이 시간대를 부른다고 한다.

건국기의 국가는 이러한 ‘개와 늑대의 시간’으로 표현 할 수 있

을 것이다. 국가를 이루어야 할 많은 요소가 앞으로 어떻게 기능할지, 작

금의 판단이 어떠한 여파를 낳게 될지, 지금은 정의로워 보이는 노선이

정말 내가 원하는 정치적 방향이 맞는지를 알기 어려울 때이다.

제헌국회도 마찬가지였다. ‘민족’이라는 구호를 같이 공유하더라

도, ‘민족’이라는 대승적 가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세력이라도 그들의

현실 인식 차이가 전혀 다른 행위로 이어졌다.

물론, 해방공간의 한국에서의 ‘민족’ 개념은 근대 이후 국가에 의

해 일방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닌, 장기적으로 한 국토를 점유해 온 국가

의 국민으로서의 자기 인식을 전제한 것이다. 그러므로 ‘민족’ 개념은 근

대 국가가 필연적으로 매번 제공하는 것이 아닌, 환경과 역사의 경로에

의해 여러 가지 가능성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민족’ 개념의 원류를 탐색하는 것은 2020년 현재 한반도에 어떤

함의가 있는가? 한국은 ‘단일민족’ 국가가 아니라는 뉴스는 2020년 6월

현재에도 주요 언론에 의해 보도되어 관심을 얻고 있다.58) 기사의 주요

골자는 게놈 해독기업이 내놓은 연구결과가 한반도에 다양한 혈통이 혼

58) 연합신문 2020년 06월 3일 기사, "한국인 단일민족 아니다…수만 년간 다양한 인족
혼혈로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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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여 현재의 구성이 이루어졌음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여전히 ‘민족’이

라는 단어는 대중의 사용 용례에서는 혈통에 기반을 둔 개념임을 전제하

고 있다.

탈식민지 상황에서의 민족주의는 기존 질서의 재편에 정당성을

부여할 뿐 아니라, 한국의 맥락에선 역사적 상황이 민족주의가 승리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는 제헌 과정에서 반민특위라는 특수한 단체가 형

성되는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법령 자체의 애매함과 민족의 상황에 대한 인식 차이에

서 비롯한 갈등, 또한 탈식민지의 정치 진공에 대한 공포 속에서 기존

질서를 완전히 부수려는 시도는 실패할 수 있는 상당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제삼 세계의 다른 식민지국의 예시에서도 관찰된다.

그러므로 제헌국회가 반민특위의 개설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소

기의 목적이 실패한 것은 민족주의자와 반민족주의자의 대립이라는 이분

법적 구도에서 반민족주의자가 승리했다기보다는 첫째, 민족주의에 대한

인식이 전혀 다른 집단들의 현실 인식 차이, 둘째, 법령 자체의 명백하지

못한 서술과 반민특위 내부의 조직 구성 문제를 이유로 볼 수 있다. 물

론 이러한 상황에서 이 글에서 명명한 현실적 민족주의자들이 승리했다

고 해서 오늘날 역사를 재평가하는 데 있어 지적할만한 요소 또한 분명

히 존재한다. 첫째는 반드시 반민특위의 와해를 통해서만 국가 건설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사들을 구명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

문, 둘째는 이렇게 반민특위를 와해하는 과정에서 구명된 인사들과 국회

프락치사건으로 국회 내 소장파 세력을 제거하는 일이 모두 이승만의 견

제 없는 권력 사용을 가속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러한 반민특위를 둘러싼 대립에서 더 많은

지지를 끌어낸 것은 이승만 대통령 이하 현실적 민족주의자들이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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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일제강점기 시기의 인물들이 그 뒤에도 행정부 조직을 장악하는 결

과를 낳았다. 그러나 앞서 서술했듯 민족주의와 반민족주의의 대립이 아

니었기 때문에, 박정희-전두환으로 이어진 이후에 군부독재 정권하에서

도 계속해서 대중의 동원 근거 중 하나로 민족주의가 이용된다. 민족주

의는 패배하지 않고, 변화해 온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론에 동반하여 추가하려 하는 하나의

제언은, 영어 단어인 nation을 계속 ‘민족’으로, nationalism을 ‘민족주의’

로 번역하는 관행이 가지고 있는 한계의 지적이다. 맥락에 따라 민족(民

族)이라는 단어는 한국어 환경에서 혈통과의 동의어로도 사용되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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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1> 헌법 초안 제 1장 부칙59)

제10장 부칙

제98조 이 헌법은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의 의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

행한다. 단 법률의 제정이 없이는 실현될 수 없는 규정은 그 법률이 시

행되는 때부터 시행한다.

제99조 현행 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

제100조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1조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이 헌법에 의한 국회로서의 권한을 행

하며 그 의원의 임기는 국회 개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102조 이 헌법 시행시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선

거 또는 임명된 자가그 직무를 계승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행한다.

59) 제1회 17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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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반민족행위특별법 초안60)

제1장 죄

제1조 일본 정부와 통모하여 한일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 급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형

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

제2조 일본 정부로부터 작(爵)을 수(受)한 자 또는 일본 제국의회의 의

원이 되었던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

제3조 일본 치하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 박해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

제4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5

년 이하의 공민권을 정지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할 수 있

다.

1. 습작(襲爵)한 자

2. 중추원 부의장 고문 또는 참의 되었던 자

3. 칙임관 이상의 관리 되었던 자

4.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

5. 독립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중앙 단체의 수뇌간부 되었던 자

6. 군 경찰의 관리로서 악질적인 행위로 민족에 해를 가한 자

7. 국내에서 대규모인 군수공업을 책임 경영한 자

8. 도(道) 부(府)의 자문 또는 결의기관의 의원이 되었던 자로서 일정에

아부하여 그 반민족적 죄적(罪跡)이 현저한 자

60) 제1회 41차 회의록에 수록. 1948년 8월 16일 국회로 제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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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관공리 되었던 자로서 그 직위를 악용하여 민족에게 해를 가한 악질

적 죄적이 현저한 자

10. 일본 국책(國策)을 추진시킬 목적으로 설립 된 각 단체본부의 수뇌간

부로서 악질적인 지도적 행동을 한 자

11. 종교, 사회, 문화, 경제, 기타 각 부문에 있어서 민족적인 정신과 신

념을 배반하고 일본 침략주의와 그 시책을 악질적인 반민족적 언

론, 저작 급 기타 방법으로써 지도한 자

12. 개인으로서 가장 악질적인 행위로 일제에 아부하여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

제5조 본 법에 규정한 죄를 범한 자 개전의 정상(情狀)이 현저한 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6조 타인을 모함할 목적으로 본 법에 규정한 범죄에 관하여 허위의 신

고를 한 자는 당해 신고내용에 해당한 범죄규정으로 처벌한다.

제2장 특별조사위원회

제7조 반민족행위를 예비조사하기 위하여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위원 10인으로써 구성한다.

특별조사위원은 국회의원 중에서 좌기의 자격을 가진 자를 국회가 선거

한다.

1. 독립운동의 경력이 있거나 절개를 견수(堅守)하고 애국의 성심이 있는

자

2. 애국의 열성이 있고 학식 덕망이 있는 자

제8조 특별조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으로 호선한다.

위원장은 조사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에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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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한다.

제9조 특별조사위원장은 고등법원 검사장과 동일한 대우와 보수를 받고

조사위원은 고등법원 부장검사와 동일한 대우와 보수를 받는다.

제10조 특별조사위원은 기(其) 재임 중 현행범 이외에는 특별조사위원장

의 승인이 없이 체포 심문을 받지 않는다.

제11조 특별조사위원회는 사무를 분담하기 위하여 서울시 급 각 도에 조

사부, 군부(郡府)에 조사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조사부 책임자는 조사위원회에서 선거하여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채용하는 직원은 친일 모리(謀利)의 세평이

없는 자라야 한다.

제13조 조사 방법은 문서조사 실지조사의 2종으로 한다.

문서조사는 관공문서 신문 기타 출판물을 조사하여 피의자 명부를 작성

한다. 실지조사는 피의자 명부를 기초로 하고, 현지출장 기타 적당한 방

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조사서를 작성한다.

제14조 특별조사위원회로부터 조사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정부 기타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보고 기록의 제출 또는 기타 협력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 특별조사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특별조사위원장의 신임장

을 소지케 하며 그 행동의 자유를 보유하는 특권을 가지게 된다.

제16조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완료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위원회의

결의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특별검찰부에 제출하

여야 한다.

제17조 특별조사위원회의 비용은 국고 부담으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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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특별재판부 구성 급 수속

제18조 본 법에 규정된 범죄자를 처단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특별재판부

를 부치(附置)한다.

반민족행위를 처단하는 특별재판부는 국회에서 선거한 특별재판부 부장

1인, 부장재판관 3인, 재판관 12인으로써 구성한다.

전항의 재판관은 국회의원 중에서 5인, 고등법원 이상의 법관 중에서 6

인, 일반 사회인사 중에 서 5인으로 하여야 한다.

제19조 특별재판부에 특별검찰부를 병치(竝置)한다.

특별검찰부는 국회에서 선거한 특별검찰부 검 찰관장 1인, 차장 1인, 검

찰관 7인으로써 구성한다.

제20조 특별재판관 급 특별검찰관은 좌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거하

여야 한다.

1. 독립운동에 경력이 있거나 절개를 견수하고 애국의 성심이 있는 법률

가

2. 애국의 열성이 있고 학식 덕망이 있는 자

제21조 특별재판부 부장과 특별재판관은 대법원장 및 법관과 동일한 대

우와 보수를 받고, 특별검찰관장과 특별검찰관은 검찰총장 및 검찰관과

동일한 대우와 보수를 받는다.

제22조 특별재판부의 재판관과 검찰관은 그 재임 중 일반 재판관 및 일

반 검찰관과 동일한 신분의 보장을 받는다.

제23조 특별재판부의 재판관과 검찰관은 그 재임 중 국회의원 이외의 공

직을 겸하거나 영리기관에 참여하거나 정당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24조 특별재판부에 3부를 두고 각부는 재판장 1인과 재판관 4인의 합

의(合議)로써 재판한다.

제25조 특별검찰관은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와 일반 검찰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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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로 하여 공소를 제기한다.

특별검찰관은 검찰상 필요에 의하여 특별조사위원 또는 사법경찰관을 지

휘 명령할 수 있다.

제26조 특별검찰관은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를 접수한 후 20일 이

내에 기소하여야 하며, 특별재판부는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공판을 개정(開廷)하여야 한다. 단 특별재판부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되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27조 본 법에 의한 재판은 단심제로 한다. 소송 수속과 형의 집행은

일반 형사소송법에 의한다.

부 칙

제28조 본 법에 규정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본 법 공포일로부터 기

산하여 1년을 경과하므로써 완성된다. 단 도피한 자는 도피기간 중 시효

가 중단된다.

제29조 본 법의 규정은 한일합병 전후부터 단기 4278년8월15일 이전의

행위에 이를 적용한다.

제30조 본 법에 규정한 범죄자로서 본 법 공포일로부터 이후에 행한 그

재산의 매매 양도 증여 기타의 법률행위는 일체 무효로 한다.

제31조 본 법에 규정한 죄를 범한 자로서 조직하는 단체는 일체 금지한

다.

제32조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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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nalyzes how the law for Prosecution of 

Anti-National Offenders is established in the Constitutional 

Assembly of ROK and classifies speakers of the statements in two 

groups- ‘realistic nationalist’ and ‘ideal nationalist’. 

By doing so, This paper points out both groups were 

based on the idea of ‘nationalism’, but they had a different point 

of view to understand the surrounding situation which can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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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led ‘post-colonial’. Realistic nationalists prioritized the stability 

of the state and nation-building process. In contrast, Ideal 

nationalists prioritized restore ‘national spirit’ and were alert to 

repeat the colonial history.

The moment of regain independence and building the 

nation premise confusion. But even in that situation, both groups 

and most members of the Assembly were under the same 

influence; Nation and nationalism.

keywords : the Special Committee for Prosecution of 

Anti-National Offenders, Nationalism, the Constitutional Assembly 

of ROK, Constitutional Assembly Records, the law for Prosecution 

of Anti-National Offen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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