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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1948年 國會의 法的 性格에 관한 硏究
*

1)

鄭 宗 燮
**

Ⅰ. 序論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이 승리함에 따라 일

본국의 식민지지배에서 독립되었다. 식민지지배에서 독립하기 위한 우리 자신의 

노력이 독립운동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임시정부를 수립하여 독립을 쟁취하여 

주권국가를 다시 회복하려는 것이었지만, 연합국의 승리가 독립의 중요한 요인으

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점은 단순히 연합국의 승리의 덕분으로 우리나라가 일본

국의 점령으로부터 독립되었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새 주권국가

로의 이행도 이러한 상황적인 요인에 상당한 영향을 받으면서 이루어졌다는 의

미도 가진다.

식민지지배에서 벗어나 독립국가로 전환하는 나라의 경우 어떻게 헌법이 제정

되고 그에 기초하여 어떻게 주권국가로 나아갔는가 하는 점에서는 나라에 따라 

다소의 차이를 보이는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제정된 1948年憲法의 성격을 이해

하는 데는 우선 그 헌법의 제정 방법과 절차가 어떠하였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

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헌법이 정당성을 가지는가 하는 헌법의 正當性(legitimacy)

의 문제에서는 누가 어떠한 절차를 거쳐 어떤 헌법을 제정하였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 글은 1948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헌법을 제정한 국회가 헌법의 제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수행하였으며, 어떠한 성격을 가진 기관이었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인 1948年憲法의 正當性과 우

리나라에서 최초로 헌법을 제정한 방식이 어떠한 성격을 가진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규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종래에는 통상 1948년에 구성된 국회를 일컬어 

* 이 논문은 2002년도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다.
   (KRF-2002-073-BM1020)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副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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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制定國會(=制憲國會)라고 불러왔지만, 과연 이러한 설명이 헌법원리적으로 정

확한 것인가 하는 점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이는 무엇보다 통상의 국회가 가지는 

권능과 이를 지배하는 법원리가 헌법을 제정하는 권력, 즉 헌법제정권력(verfassungs-

gebende Gewalt)을 가지는 기관과 이를 지배하는 법원리와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세 히 따져보지 않고 단순히 헌법제정국회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1948년 국회의 성격을 정확하게 밝힐 수 없기 때문이다.

1948년 국회의 법적 성격을 밝히는 작업에서는 法原理에 비추어 판별하는 방

법으로도 만족할 수 있으나, 이를 보다 분명하게 인식하는 데는 같은 식민지 지

배에서 독립한 나라의 경우와 비교하여 보는 방법이 이해를 충실히 함에 있어 

효과적이므로 우리나라의 경우를 미합중국이 식민지지배에서 독립한 후 연방헌

법을 제정하여 국가를 수립하는 과정과 비교하여 살펴보면서 그 성격을 규명하

기로 한다.

Ⅱ. 1948年 國會의 構成과 任務

1. 國會議員選擧法의 制定

한국에서 헌법의 제정은 헌법제정을 목적으로 하는 憲法制定會議를 먼저 구성

하고, 이에 의하여 차례로 헌법을 제정하고, 그 후 헌법제정회의를 해산하고 제

정된 헌법에 따라 국가를 수립(국회의 구성 포함)하는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 한국

에서는 제2차 대전 이후에 승전국의 의사에 따라 한국독립문제가 다루어졌다. 북

한에서는 전쟁의 종료를 알고 있었던 소련이 1945년 8월 9일부터 북한지역으로 

진공하여 각 지역을 차례로 점령한 채 8월 15일 이후에도 여전히 駐屯하는 상황

을 유지하였고, 남한에서는 북한지역에서의 소련의 이러한 군사행동에 대응하여 

1945년 9월 7일 J. R. Hodge가 이끄는 미군이 인천에 도착하였고, 조선총독부를 

駐韓美陸軍軍政廳(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USAMGIK)으로 

개명한 다음, 그달 11일 미합중국 A. V. Arnold 육군소장이 軍政長官(Military 

Governor)에 취임하면서 美軍政(military government)이 실시되기에 이르렀다.1)

연합국으로 승전한 후에 한국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이미 1945년 12월 16일에 

1) 김석준, 미군정시대의 국가와 행정(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6), 87쪽 이하; 
양동안, 대한민국건국사(서울: 玄音社, 2001), 37쪽 이하; 金雲泰, 美軍政의 韓國統治
(서울: 博英社, 1992), 71쪽 참조.



鄭 宗 燮 [서울대학교 法學 제45권 제2호 : 156∼206158
개최한 모스크바 3국외무장관회의에서 ｢조선에 관한 모스크바 三國外相會議 결

정서｣(1945. 12. 27.)의 형식을 빌어 한국문제에 대하여 결정하였다. 그 내용은 한

국을 일본국의 지배에서 해방시켜 민주주의원칙에 의하여 독립국가로 재건시킬 

것, 이를 달성하는 방법으로 조선에 駐屯한 미합중국과 소련 양국의 군사령관은 

2주 이내에 회담을 개최하여 共同委員會를 설치하고 臨時政府의 수립을 지원할 

것, 한국이 완전 독립국가가 될 때까지 임시조치로서 미합중국, 소련, 영국, 중국

이 共同管理(=신탁통치 trusteeship)를 하되, 최장 5년으로 이를 실시할 것이 그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다.2) 이러한 회의결정에 입각하여 한반도에 임시정부를 수립하

고 신탁통치의 실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미소 양주둔군의 대표들로 구성되

는 이른바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그런데 미소공동위원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미합중국과 소련이 미소공동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정당과 사회단체

의 자격문제를 놓고 논란을 빚다가 결국 의견의 대립으로 1946년 5월 6일 개최

하기로 예정되었던 미소공동위원회가 무기한 휴회라는 사태를 맞이하였고, 1년 

뒤 1947년 5월 21일에 재개된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도 결렬되어 남한과 북한은 

사실상 분단의 길로 접어들었다.3) 이는 한반도를 공산화하여 소련의 지배 하에 

두려는 이미 정해진 소련의 극동정책에 의하여 처음부터 예정된 것이기도 했다. 

당시 미군정은 이미 행정권을 한국인에게 이양하고 顧問政治를 실시하고 있던 

중 1947년 2월 17일에는 미국인 군정장관 아래에 한국인 민정장관의 직책을 만

들어 안재홍을 임명하고, 5월 17일에는 군정법령 제161호로 南朝鮮過渡政府(South 

Korean Interim Government)를 설치하였다. 이 남조선과도정부는 임시정부가 아니고 

미군정청 한국인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이었다.4)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결과 한국문제는 1947년 11월 14일 미합중국의 제안

으로 국제연합(UN) 총회에 상정되었고, 여기서 한국의 독립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臨時韓國委員團(UNTCOK)을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북한지역을 점

령하고자 한 야욕을 가진 소련이 임시한국위원단의 북한 입국을 거부하는 사태

가 발생하면서 국제연합의 구상은 원래대로 진행되지 못하였고, 1948년 2월 26

일 국제연합의 소총회(Interim Committee)는 선거 실시가 가능한 남한지역에서만이

2) 모스크바 3국외무장관회의의 결정서는 宋南憲, 解放 三年史(서울: 까치, 1985), 248쪽; 
金正實(編), 世界憲章(서울: 三中堂, 1947), 7쪽 이하 참조.

3) 미소공동위원회에 대해서는 심지연, 미․소공동위원회연구(서울: 청계연구소, 1989), 1
쪽 이하 참조.

4) 金雲泰(註 1), 273쪽 이하 참조.



2004. 6.] 1948年 國會의 法的 性格에 관한 硏究 159
라도 국민의 총선거를 실시하고 독립국가를 수립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 

결의안은 첫째, 한국의 가능한 지역 내에서 국제연합 임시한국위원단의 감시 하

에 총선거를 실시한다는 것, 둘째, 총선거에서 선출된 대표자로 국회를 구성하고 

한국정부 수립의 토대로 한다는 것, 셋째, 정부형태는 한국 국민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5)

이러한 일련의 상황의 전개에 따라, 1948년 3월 17일 南朝鮮過渡政府는 朝鮮

軍政長官 W. F. Dean의 명의로 ｢國會議員選擧法｣(法令 제175호)을 공포하였다.6) 

이러한 국회의원선거법은 종래의 朝鮮過渡立法議院(Korean Interim Legislative 

Assembly)과7) 다른 새로 건국되는 국가의 ｢國會｣를 구성하려고 한 것이었기 때

문에 종래 남조선과도정부가 제정한 ｢立法議院議員選擧法｣(1947. 9. 3. 법률 제5

호)을 개정하는 방법을 취하지 않고,8) 독자적인 법령으로 새로 제정․공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그러나 미군정의 법령으로 공포된 ｢國會議員選擧法｣은 ｢立法議

院議員選擧法｣의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제정된 것이었다.

그런데, 국가를 수립하는 헌법제정의 과정과 절차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방

식은 먼저 헌법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국회의원선거법을 

제정한 것이 아니라, 아직 헌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독립국가를 건국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국회부터 먼저 구성하고 그 국회로 하여금 헌법을 제정하는 작업을 

하게 한 것이라는 점에서 特異性을 가진다. 이러한 특이성은 헌법의 제정에 있어

서 헌법제정회의를 구성하여 헌법을 제정한 후 헌법제정회의를 해산하고, 그 다

음 헌법에 의거하여 국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에서 국민의 대표기관

인 국회를 구성하여 거기서 헌법을 제정하게 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에서 비롯하

는 것이다.

5) 金雲泰(註 1), 167쪽 이하; 宋南憲, 解放 三年史 Ⅱ(서울: 까치, 1985), 521쪽 이하 참조.
6) ｢國會議員選擧法｣에 관하여는 韓國法制硏究會(編), 美軍政法令總覽, 國文版(韓國法制硏
究會, 1971), 454-462쪽 참조.

7) 조선과도입법의원에 관하여는 이경주, “미군정기의 과도입법의원과 조선임시약헌,” 法
史學硏究 제23호(2001. 4.), 141쪽 이하; 한국정치외교사학회(엮음), 한국정치와 헌정사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1), 141쪽 이하; 趙庸中, 美軍政下의 韓國政治現場(서울: 나남, 
1990), 63쪽 이하 참조.

8) ｢立法議院議員選擧法｣에 관하여는 韓國法制硏究會(註 6), 20-27쪽 참조. 이 선거법은 
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제정하고 민정장관이 건의하여(recommend) 군정장관대리 겸 미
국육군대장 C. G. Helmick이 認准하는(approve)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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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國民의 選擧와 國會의 構成

미군정은 스스로 공포한 ｢國會議員選擧法｣에 따라 1948년 5월 10일 국민의 총

선거를 실시하였다. 선거권자는 만21세에 달한 자였고, 피선거권은 만25세에 달

한 자였다. 남녀에게 평등하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부여되었다(同法 제1조). 이 

당시 親日行爲를 한 자들에게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인정되지 않았고(同法 제2

조, 제3조), 선거인의 自進登錄制度(同法 제15조)와 單記無記名投票(同法 제32조)의 

방식을 채택하였다(同法 제15조). 1선거구 1인 대표의 방식을 취하였고(同法 제8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2년이었는데, 의원의 총수는 298명이었다. 선거에서는 총유권

자 가운데 96.4%가 선거인명부에 자진하여 등록하였고, 95.5%가 투표에 참여하

였다. 선거가 실시되지 못한 북한지역에 배당된 100석을 제외하면 국회의원은 모

두 198석이었고, 총선거의 결과 韓國民主黨은 29석, 大韓獨立促成國民會는 55석, 

民主國民黨이 29석, 無所屬이 85석을 각각 차지하였다.

새로운 국회의원의 선거에 따라 1946년 8월 24일 ｢朝鮮過渡立法議院의創設｣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법령 제118호)에 의해 설립되었던 종래의 朝鮮過渡立法

議院은 스스로 제정한 ｢朝鮮過渡立法議院의解散｣(南朝鮮過渡政府 법률 제12호) 에 

의하여 1948년 5월 20일에 해산되었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구성된 제1대 국회

는 1948년 5월 31일에 개원하고 제1차 회의를 개회하였다.9) 여기서는 먼저 회의

를 주재할 臨時議長이 필요하여 의원전원의 박수로 최고연장자인 李承晩을 임시

의장으로 추대하였다.10) 최초 국회는 아직 국회법을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國

會를 운영할 규칙이 필요하였는데, 개원 첫날 ｢國會構成과國會準則에관한決議｣에 

관하여 축조토의를 한 다음 이를 결의하였다.11) 이 결의는 국회법과 국회규칙이 

제정될 때까지 국회의 臨時準則이 되는 것이었다(同決議 제1조). 국회는 이 결의에 

9) 國會事務處, ｢第一回 國會議事速記錄｣ 第一號(1948. 5. 31.), 1쪽. 이 ｢國會議事速記錄｣
의 페이지는 先人문화사가 영인한 것이 아닌 원래의 속기록(정리하기 전)의 것이다.

10) 國會事務處(註 9), 1쪽. 이 날 국회가 개원한 것은 국회의 개원을 앞두고 1948년 5월 
27일에 소집된 국회의원 예비회의에서 작성되어 배부된 ｢國會構成과國會準則에관한決
議案｣의 제9조에 따른 것이었다. 이 결의안은 개원일에 국회에서 결의되었다. 이승만
을 임시의장으로 추대하는 것은 국회의 개원을 앞두고 소집된 準備委員會에서 미리 
논의한 사항이었다. 國會事務處(註 9), 3쪽, 4쪽, 10쪽.

11) 國會事務處(註 9), 3쪽 이하. ｢國會構成과國會準則에관한決議｣은 국회의 개원을 앞두
고 1948년 5월 27일에 소집된 국회의원 예비회의에서 작성되어 배부되었다. 이 결의
안에 의하면, 이 결의는 국회예비회의에서 예비적으로 통과하고 국회의원이 정식으로 
집회된 후에 그 결의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었다(同決議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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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운영되었다. 이에 따라 국회는 그날 의장에 李承晩, 부의장에 申翼熙, 金

東元을 선출하였다.12)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구성된 이 국회의 핵심적 임무는 헌법과 정부조직법 그

리고 국회법 및 국회규칙을 제정하는 것이었고,13) 이에 따라 정부를 구성하여 대

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출범시키는 일이었다. 헌법 즉, constitution의 고전적인 의

미는 憲政體制를 의미하고, 이는 의회, 행정부, 사법부의 기능과 구성과 권한에 

대하여 정하는 것이므로 국가를 건립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되는 것은 실정

헌법인 憲法典을 제정하는 것과 의회와 정부의 조직과 권한에 관한 것이었다. 이

에서 볼 수 있듯이, ｢헌법을 만든다｣(constitution-making)는 면에서 볼 때, 제1대 

국회는 헌법제정이라는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구성되었으므로14) 이는 국민대표

기관인 立法府로서의 기능과 憲法制定議會(constituent assembly)로서의 기능을 수행

하여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었다. 국가를 수립할 때 입법부인 의회와 헌법을 

제정하는 기구를 따로 설치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의

회를 구성하여 그로 하여금 먼저 헌법제정의 작업을 하고, 그 이후 법률을 제정

하는 입법부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헌법의 확정이 국민투표로 

행해지지 아니하고 국회의 의결만으로 행해지면, 이러한 국회는 헌법제정에 있어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는 憲法制定機關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Ⅲ. 1948年憲法 制定의 展開 過程

1. 憲法起草委員會의 構成

⑴ 國會에서의 銓衡委員의 選出

6월 1일 국회는 헌법초안을 작성하는 작업을 할 憲法起草委員을 정하는 일을 

하였다. 이는 ｢國會構成과國會準則에관한決議｣ 제8조에 따른 것으로 ｢1. 憲法及

政府組織法起草委員 三十人 2. 國會法及國會規則起草委員 十五人 委員選出의 方

12) 國會事務處(註 9), 11쪽 이하.
13) 國會事務處, ｢第一回 國會議事速記錄｣ 第二號(1948. 6. 1.), 1쪽.
14) 제1대 국회가 헌법의 제정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출범한 것이라는 것은, 이

후 국회의 헌법제정작업에서 증명되는 것이지만, 6월 1일 국회가 개원하기 이전인 5
월 27일에 있은 국회의원 예비회의에서 헌법의 기초와 이 작업을 할 기초위원의 인선
에 관한 논의가 등장하였다는 점에서도 증명된다. 이영록, “제헌국회의 ‘헌법 및 정부
조직법 기초위원회’에 관한 사실적 연구,” 法史學硏究 제25호(2002. 4.), 8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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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은 詮衡委員 十人을 선출하여 선임케 할 것. 각 위원회에는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此를 專門委員이라 칭함)과 錄事(書記)를 둘 것｣에 따라 헌법기초위원을 선출

할 사람부터 선출하였다. 헌법을 起草할 위원을 선출하는 사람을 銓衡委員이라고 

하였다.

憲法 및 政府組織法의 起草委員 30인을 선출하게 될 전형위원의 선출방법에 

대해서는 각 道를 기준으로 하여 그 대표가 되는 인물을 선출하자는 ‘地域本位의 

선출방안’과 도에 관계없이 전국을 기준으로 하여 그 능력과 지식에서 유능한 인

물을 선출하자는 ‘人物本位의 선출방안’이 제기되었다. 헌법제정이라는 지대한 정

치적인 행위에 있어서 이러한 전형위원의 선출방식은 법리적인 면 이외에 당시

에 경쟁하던 각 정치세력의 이해관계와 접한 연관성을 가지는 것이기도 했

다.15) 이에 관하여는 서로 상반되는 의견이 대립하고 표결로 나아가는 양상을 보

였다.16) 그 결과 각 道別로 지역을 평등하게 대표하는 10인의 銓衡委員을 선출

하였다. 전형위원은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17)

전형위원의 정파적인 분포를 보건대, 10인의 전형위원 가운데 다수인 5인이 

무소속이고, 한국민주당에 소속한 위원이 2인, 대한독립촉성국민회에 소속한 위

원이 2인, 조선민주당에 소속한 위원이 1인으로서 정파적으로는 어느 하나로 기

울어지지 않고, 균형을 이루는 결과를 가져왔다. 다만, 해방 정국에서 비중을 가

지는 신익희, 허정, 서상일이 전형위원에 포함되었다는 점을 볼 때, 전형위원의 

역할에서 이들의 의중이나 발언이 어느 정도로 비중을 가졌는가 하는 점은 추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전형위원〉

위원 李允榮 申翼熙 柳鴻烈 李鍾麟 尹錫龜 金長烈 徐相日 許政 崔圭鈺 吳龍國

도 서울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강원 제주

정파 조선민주당 독촉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한국민주당 한국민주당 독촉 무소속

15) 徐希慶, “대한민국 건국헌법의 기초와 수정,” 公法硏究, 第31輯 第4號(2003. 5.), 31쪽 
참조.

16) 國會事務處(註 9), 9쪽 이하.
17) 國會事務處(註 9), 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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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銓衡委員에 의한 起草委員의 選出

국회에서 선출한 10인의 전형위원은 銓衡委員會에서 하루 동안 논의한 끝에 6

월 2일 ‘헌법및정부조직법’을 기초할 30인의 起草委員을 선출하였다.18)

기초위원을 선정하는 기준과 방식에서는 1) 각 지역을 평균히 대표하도록 하

기 위하여 국회의 在籍議員 198명을 도별로 나누어 그에 비례하여 선정하고, 2) 

일을 할만한 역량, 각층, 각 단체 등도 참고하고, 3) 각도의 전형위원이 도별로 

배수로 추천하여 전형위원회에서 評定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전형위원

이 스스로 헌법기초위원에 참가하는 문제는 토론을 거듭한 끝에 배수 추천 명단

에 넣기로 하였다.19) 이렇게 하여 전형위원회에서 선출한 기초위원은 유성갑(柳

聖甲), 김옥주(金沃周), 김준연(金俊淵), 오석주(吳錫柱), 윤석구(尹錫龜), 신현돈(申

鉉燉), 백관수(白寬洙), 오용국(吳龍國), 최규옥(崔圭鈺), 김명인(金命仁=金光俊), 

이종린(李鍾麟), 이훈구(李勳求), 유홍렬(柳鴻烈), 연병호(延秉昊), 서상일(徐相日), 

조헌영(趙憲泳), 김익기(金翼基), 정도영(鄭島榮), 김상덕(金尙德), 이강우(李康雨), 

허정(許政), 구중회(具中會), 박해극(朴海克), 김효석(金孝錫), 김병회(金秉會), 홍익

표(洪翼杓), 서성달(徐成達), 조봉암(曺奉岩), 이윤영(李允榮), 이청천(李靑天) 30인

이었다.20) 전형위원으로서 헌법기초위원으로 선출된 사람은 이윤영, 유홍렬, 이종

린, 윤석구, 서상일, 허정, 최규옥, 오용국으로서 전형위원 10인 가운데 8인이 헌

법기초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이를 당시의 정파별로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21)

18) 國會事務處, ｢第一回 國會議事速記錄｣ 第三號(1948. 6. 2.), 25쪽 이하.
19) 國會事務處(註 18), 26쪽.
20) 國會事務處(註 18), 27쪽. 국회법의 기초위원으로는 張基永, 錢鎭漢, 崔允東, 李源弘, 
金若水, 金長烈, 鄭光好, 金奉斗, 裵憲, 金明東, 成樂緖, 鄭求參, 李裕善, 徐廷禧, 尹致
暎 모두 15인이 선출되었다.

21) 기초위원이 누구인지에 관하여는 김명인과 김광준이 동일 인물인지, 김병회와 김경배
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 되고 있다. 이영록(註 14), 85쪽 이하 참
조. 이 명단에 대한 자세한 검토는 徐希慶(註 15), 32쪽. 徐希慶은 헌법기초위원의 공
식적인 당적에도 불구하고 실제 활동을 참고하여 이훈구, 박해극, 이윤영을 한국민주
당에, 유성갑, 윤석구, 김상덕, 김병회, 이청천을 대한독립촉성국민회에 포함시켜 분류
하고 있다.



鄭 宗 燮 [서울대학교 法學 제45권 제2호 : 156∼206164

소속 정파 수 성명

한국민주당 7
김준연, 백관수, 서상일, 조헌영, 허정, 김효석, 서성달

(김효석과 서성달은 한민당과 독촉에 모두 관련함)

대한독립촉성국민회 5 오석주, 신현돈, 최규옥, 김익기, 정도영

조선민주당 1 이윤영

무소속 13
이훈구, 김옥주, 윤석구, 오용국, 이종린, 유흥렬, 연병호, 
이강우, 구중회, 홍익표, 조봉암, 박해극, 김병회(=김경배) 

민족통일본부 1 김상덕

대동청년당 1 이청천

단민당 1 유성갑

기타 1 김명인

2. 憲法案의 作成

⑴ 憲法起草委員會에서의 專門委員 委囑

30인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憲法起草委員會(위원장: 서상일)에서는 6월 2일 헌

법안을 실제로 작성할 전문위원 10인을 위촉하였다. 전문위원은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22)

성명 현직 경력

兪鎭午 고려대 교수 한국민주당 발기인, 법전기초위원회 헌법 분과위원

權承烈 사법부 차장 한국민주당 발기인, 법전기초위원회 민법 1 분과위원

高秉國 변호사 법전기초위원회 민법 2 분과위원

任文桓 중앙경제위원

韓根祖 변호사 전 사법부 차장

盧鎭卨 대법관, 국회선거위원회 위원장 법전기초위원회 행정소송법 분과위원

盧龍鎬 국회선거위원회 사무국장

車潤弘 국회선거위원회 사무국장

金龍根 국회선거위원회 사무국장

尹吉重 국회선거위원회 사무국장

22) 兪鎭午, 憲法起草回顧錄(서울: 一潮閣, 1980), 46쪽; 이영록(註 14), 8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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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전문위원은 우선 일제시대에 때가 묻지 않은 인사일 것을 전제로 하여 

이전부터 입법의원의 법제사무를 담당해오던 사람들과 법조계 전문가, 헌법학 전

공자 등의 인사들로 정해졌다.23)

⑵ 專門委員에 의한 憲法草案 作成

전문위원들은 먼저 헌법의 초안(rough draft)을 작성하는 작업을 하였다.24)

⒜ ｢兪鎭午․行政硏究會 合作案｣의 提出

유진오는 이미 1947년 6월경 남조선과도정부 司法部 법전기초위원회의 헌법분

23) 兪鎭午(註 22), 45쪽 이하. 이들 전문위원 가운데 노용호, 차윤홍, 김용근, 윤길중, 유
진오는 신익희의 부탁을 받고 최하영의 집에서 모여 이미 신익희를 중심으로 한 인사
들이 만든 헌법초안을 유진오가 받은 다음 유진오가 특정 세력이나 당파를 초월하여 
만든 헌법안에 대하여 토론하면서 헌법초안을 만드는 작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전문위
원으로 된 사람이외에 참여한 사람으로는 張暻根, 李相基) 가운데 일부였다. “兪鎭午
氏와의 對談,” ｢國會報｣ 제20호(1958. 7.), 31쪽 이하.

24) 당시 헌법을 초안함에 있어서 전문위원들이 어떠한 자료들을 활용하였는가 하는 점을 
추적하는 작업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헌법을 제정할 때 어느 나라의 헌법의 영향을 받
았는가 하는 문제를 규명하는데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 당시에 각국의 헌법에 대한 
정보로는 1947년 5월 10일 발간한 것으로 되어 있는, 司法部法律調査局, 各國憲法叢
輯, 上卷 1, 上卷 2, 下卷 1, 下卷 2가 있고, 1947년 5월 20일에 출간된 金正實(註 2), 
世界憲章이 있다. 各國憲法叢輯에는 미국합중국헌법, 스위스헌법(1848), 오스트리아헌
법(1920), 일본국헌법(1946), 체코슬로바키아헌법(1920), 프로이센헌법(1920), 프랑스헌
법(1851), 소연방신헌법(1936), 러시아사회주의동맹소비에트공화국헌법(1924), 러시아사
회주의동맹소비에트공화국헌법(1918), 독일헌법(1919), 폴란드공화국헌법(1921), 벨기에
헌법(1831-1903)이 전문 번역되어 실려 있다. 世界憲章에는 대서양헌장이나 국제연맹
규약 등 국제헌장에 해당하는 문건 이외에 영국의 헌법적 문서(대헌장, 권리청원, 권
리장전), 프랑스의 1789년 인권선언과 헌법적 법률들, 독일헌법(1919), 벨기에헌법
(1831, 개정 1921), 이탈리아헌법(1848), 오스트리아헌법(1920),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
국헌법(1936), 아메리카합중국헌법(1878), 중국의 중화민국건국대강(1924)과 중화민국
헌법(五五憲法 1946), 일본국헌법(1946), 조선헌법으로서 대한국국제(1897), 대한민국
임시헌장(1944), 대한민국건국강령(1941)이 실려 있다. 兪鎭午가 남조선과도정부 司法
部의 헌법기초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헌법초안을 작성하던 때에는 세계주요각국의 
헌법전, 여러 학자들의 저서, 조선임시약헌, 조선인민의 권리에 관한 포고(1948. 4. 7. 
하지 중장의 포고), 대한민국건국강령, The Constitution of Korea(과도정부 사법부 미
국인 고문 우드윌의 안), 조선민주공화국임시약법(1946년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에 제
출차 준비되었던 민주주의민족전선측의 시안), 대한민국임시헌법(민주의원안), 1947년 
제2회 미소공동위원회에 제출된 자문 5호 6호에 대한 각 정당 사회단체의의 답신, 조
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괴뢰정권안), 각 정당의 강력과 정책을 참고하였다고 한다. 
兪鎭午(註 22), 2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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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을 받아 헌법초안 작성 요청을 받고 헌법초안을 작성

하여 1948년 5월에 사법부에 제출한 바 있는데(이른바 ｢兪鎭午氏憲法草案｣ 또는 ｢兪

鎭午私案｣),25) 헌법기초위원회에 제출된 것은, 이미 1946년 3월 l일에 사적 단체

인 행정연구회의 헌법분과위원회에서 만들어 놓았던 헌법초안(이른바 ｢第一段階 憲

法草案｣)26)과 유진오가 만든 위의 ｢兪鎭午氏憲法草案｣을 놓고 憲法基本起草要綱

을 만들어 행정연구회의 구성원들과 유진오가 토의하여 만든 헌법초안이다(이른

바 ｢第二段階 憲法草案｣).27) 즉, ｢兪鎭午氏憲法草案｣과 ｢第一段階 憲法草案｣를 놓고 

이에 대해 토의하면서 만든 것이다. 이를 통상 ｢第二段階 憲法草案｣ 또는 ｢兪鎭

午案｣ 또는 ｢兪鎭午․行政硏究會 合作案｣28)이라고도 부른다.29) 이 헌법안은 국회

에서 헌법기초위원회가 만들어지기 전인 5월 31일에 완성된 것이었다.

유진오에 의하면, 황동준, 윤길중과 서울고등법원 판사인 정윤환 등과 함께 헌

법초안을 작성한 것이라고 하는데,30) 이 안은 兪鎭午, 李相基, 張暻根, 盧龍鎬, 

金龍根, 車潤弘, 尹吉重, 崔夏永, 黃東駿의 9인이 토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31)

25) 이 안의 원문은 鄭宗燮, 韓國憲法史文類(서울: 博英社, 2002), 168쪽 이하를 보기 바람.
26) 이 문건은 申翼熙의 주도 하에 행정연구회의 멤버가 해방이후 헌법안의 준비에 대하

여 논의하여 오다가 1946년 3월 1일에 崔夏永의 집에서 완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작업에 참여한 행정연구회의 멤버로는 崔夏永, 李相基, 康明玉, 金龍根, 朴根榮, 尹吉
重, 張暻根 7인이었다. “張暻根議員과의 對談,” 國會報(註 23), 35쪽 참조. 이 문건은 
兪鎭午(註 22), 196쪽 이하; 鄭宗燮(註 25), 158쪽 이하에 실려 있다.

27) 이 문건은 兪鎭午(註 22), 207쪽 이하; 鄭宗燮(註 25), 181쪽 이하에 실려 있다.
28) 이영록, “｢권승렬안｣에 관한 연구,” 법과 사회 제44호(2003. 6.), 135쪽.
29) 헌법초안을 기초할 당시인 1948년 5월에 만들어진 ｢兪鎭午․行政硏究會 合作案｣은 

1946년 3월 1일에 최초의 사적인 헌법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참여했던 행정연구회의 
崔夏永, 張暻根, 李相基, 尹吉重, 金龍根 5인에 兪鎭午, 黃東駿, 盧龍鎬, 車潤弘이 참가
하여 만든 것이다. “張暻根議員과의 對談”(註 26), 36쪽. 이 안의 작성에서 누가 주도
적인 역할을 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유진오와 행정연구회 측은 각기 자신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兪鎭午(註 22), 32쪽 이하; “張暻根議員과의 對談”(註 26), 
36쪽 이하; “崔夏永氏와의 對談”(註 26), 41쪽 이하; 金榮秀, 韓國憲法史(서울: 學文社, 
2000), 401쪽의 각주 7) 참조.

30) 兪鎭午(註 22), 23쪽 이하; 兪鎭午, 新稿 憲法解義(서울: 一潮閣, 1958), 31쪽. 유진오
의 진술에 의할 때, ｢兪鎭午․行政硏究會 合作案｣은 결국 당시 그가 위원으로 위촉되
어 있었던 법전편찬위원회의 헌법분과위원회에 제출하였다고 한다. 兪鎭午(註 22), 37
쪽 참조. 그러면 헌법기초위원회에 넘어간 것과 이것이 같은 것인지 아닌지 하는 문
제가 발생한다.

31) 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이영록(註 14), 136쪽 이하를 보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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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權承烈案｣의 提出

헌법기초위원회가 헌법기초의 작업을 하던 중에 南朝鮮過渡政府의 司法部(종전

의 法務局) 하에 설치된 法典起草委員會(Code Drafting Commission 이는 당시 

法制編纂委員會로도 불렸다. 그리고 종래 이를 법전편찬위원회로 부르기도 하였

으나, 법전편찬위원회는 헌법 제정이후 1948년 9월 15일에 설치되었다)도 그 소

속 憲法起草分科委員會가 작성한 憲法草案32)을 제출하였다. 흔히 ｢權承烈案｣이라

고 부르는 것이다. 법전기초위원회는 1947년 6월 30일 남조선과도정부가 발한 

행정명령 제3호에 의해 基礎法典의 起草事業을 통괄, 조정, 촉진하기 위하여 조

선 재래의 사법행정을 현대화하며 민주주의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관이었다.33)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이 법전기초위위원회의 안은 6월 3일까지도 완성되지 못

하고 4일에 급하게 작성되어 5일에 제출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는 유진오의 사

안을 상당히 참고하여 작성된 것으로 전문위원인 권승렬이 사적인 경로를 통하

여 제출하였고, 법전기초위원회가 공식으로 제출한 것이 아니었다.34) 당시 법전

기초위원회의 위원장인 金用茂는 권승렬과는 다른 견해를 공표하기도 하였으

며,35) 헌법기초분과위원회는 한두 번의 회합을 하고는 유진오에게 기초를 위임하

고 활동하지 않았다고 한다. 유진오는 1947년 11월부터 법전기초위원회 헌법분

과위원으로 되어 있었다.36) 아무튼 이러한 절차를 거치면서 법전기초위원회안이 

헌법기초위원회에 제출되었다.

⑶ 憲法案의 確定

헌법기초위원회는 ｢兪鎭午․行政硏究會 合作案｣을 ｢原案｣으로 하고 ｢權承烈案｣을 

｢參考案｣으로 하여 16차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심의하였는데, ｢兪鎭午․行政硏究

會 合作案｣을 더 많이 참고하여 헌법안을 작성하여 이를 확정하였다. 이로써 헌

32) 이 안의 원문 내용은 鄭宗燮(註 25), 194쪽 이하를 보기 바람.
33) 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崔鍾庫, “解放後 基本法制의 制定過程,” 법제연구 제8호(1995), 

103쪽 이하 참조.
34) 이 당시 법전기초위원회에서 작성한 것의 골격으로 보이는 자료로는 “朝鮮法制編纂委
員會起草要綱(一),” 法政 제20호(1948. 5. 1.), 39쪽 이하가 있다. 이는 주로 당시의 판
사와 검사들이 주동이 되어 만든 것이라고 한다. “張暻根議員과의 對談”(註 26), 37쪽 
참조.

35) 이 문건은 鄭宗燮(註 25), 207쪽 이하를 보기 바람.
36) 이영록(註 28), 139쪽 이하; 崔鍾庫(註 33), 10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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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확정되었다.37)

3. 國會에서의 憲法案의 審議

1948년 6월 23일 헌법기초위원회는 작성한 헌법초안을 국회에 上程하였다. 이 

헌법안의 제출은 憲法及行政組織法起草委員長 徐相日의 보고로 이루어졌다.38) 6

월 23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제1독회에서는 5차례의 회의를 거치면서 대통령중

심제와 의원내각제에 대한 질의와 응답 및 대체토론이 있었다.39) 7월 1일부터 

11일까지 6차례의 회의를 하며 진행된 제2독회와40) 12일에 있었던 제3독회에서

는 헌법초안의 내용을 각 조항별로 검토하면서 일부를 修正하는 작업을 하였

다.41)

이와 같이 국회는 헌법안의 심의에 있어서 본회의에서 3차례에 걸친 讀會를 

하는 방법을 통하여 헌법안을 심의하는 절차를 거쳤다.

4. 憲法의 確定과 公布

7월 12일 국회는 그 동안 3회에 걸친 독회에서 토론하고 수정하는 절차를 거

쳐 심의한 憲法案(revised draft)을 헌법으로 확정하였다. 제3독회에서는 각 조항

마다 의결에 붙이는 방법을 통하여 의결하였고, 이러한 의결을 마친 후 헌법을 

動議에 붙이고 再請에 이어 五請까지 받은 상황에서 전원이 기립하여 찬성하는 

방법으로 헌법을 확정하였다.42) 헌법을 확정한 국회는 7월 14일부터 政府組織法

을 제정하기 위한 작업으로 해당 법률안에 대하여 독회에 들어갔다.43)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최초 헌법의 제정에서 있어서는 憲法의 確定이 국회

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헌법의 前文 끝에는 헌법이 확정된 7월 12일을 기재하였

37) 헌법기초위원회에 관하여는 이영록(註 14); 이영록, “‘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회
(1948)의 정치적․사상적 역학관계에 관한 분석,” 憲法學硏究 제7권 제4호(2001. 12.), 
33쪽 이하 참조.

38) 國會事務處, 第一回 國會議事速記錄 第十七號(1948. 6. 23.), 1쪽 이하; 徐希慶(註 15), 
36쪽 참조.

39) 國會事務處, 第一回 國會議事速記錄 第二十一號(1948. 6. 30.), 1쪽 이하 참조.
40) 國會事務處, 第一回 國會議事速記錄 第二十二號(1948. 7. 1.), 8쪽 이하 참조. 
41) 國會事務處, 第一回 國會議事速記錄 第二十八號(1948. 7. 12.), 1쪽 이하 참조.
42) 國會事務處(註 41), 14쪽 참조.
43) 國會事務處, 第一回 國會議事速記錄 第二十九號(1948. 7. 14.), 1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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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4) 그해 7월 17일 헌법 제99조에 따라 대한민국국회의 의장인 이승만의 명의

로 헌법을 공포하였다.45) 7월 12일에 확정된 헌법은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법률의 제정이 없이는 실현할 수 없는 헌법의 

규정은 그 법률이 시행되는 때부터 시행된다고 정하였다(憲法 제99조).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헌법의 제정에 의하여 비로소 헌법에 의한 국회로서

의 권한을 행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의원의 임기는 국회개회일로부터 2년으로 정

하였다(憲法 제102조).46) 이와 같이 1948년 국회는 헌법을 제정하기 전부터 헌법

을 제정한 때까지는 헌법제정기관으로서 활동을 하였고, 헌법이 제정된 후에는 

통상의 국민대표기관으로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7월 20일에는 헌법에 따라 국

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였다. 초대 대통령에는 이승만이 선출되었다. 8월 15일에

는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하였다. 헌법이 제정되고 공포된 일련의 경과를 표로 보

면 아래와 같다.

〈1948년 헌법제정과 주권국가의 수립 과정〉

헌법제정기관의 구성: 보통․평등․직선․비 ․자유선거(5. 10.)

↓

헌법기초위원회 구성: 전형위원의 선출(6. 1.) → 기초위원의 선정(6. 2.) 

↓

헌법안의 기초(6. 3.-22.)

↓

헌법안의 심의: 국회 본회의(6. 23.-7. 12.)

↓

헌법의 확정(7. 12.) 

↓

헌법의 공포(7. 17.)

44) 鄭宗燮(註 25), 228쪽.
45) 鄭宗燮(註 25), 239쪽.
46) 헌법 제102조는 “이 憲法을 制定한 國會는 이 憲法에 依한 國會로서의 權限을 行하

며 그 議員의 任期는 國會開會日로부터 二年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鄭宗燮(註 
25), 2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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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1948年 國會의 性格

1. 憲法制定機關으로서의 性格

1948년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그 주요 임무가 처음부터 헌법과 정부조직법을 

제정하고 국회법과 국회규칙을 제정하는데 있었는데, 이러한 ｢任務｣만을 놓고 보

면, 1948년의 국회는 한편으로는 헌법제정회의의 성격을 가지면서 동시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로서의 성격도 가진 이중적 성격을 가진 기관이라고 하기 쉽

다. 그러나 헌법제정회의와 입법기관인 국회는 성격이나 이를 지배하는 법원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기관에 대하여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는 두개의 기

관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런데 1948년에 구성된 국회가 수행한 기능과 업무를 단계적으로 살펴보면, 

이 기관이 헌법제정회의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업무를 행한 때와 입법기관으로서

의 성격을 가지고 업무를 행한 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948년의 국회는 1948

년 5월 10에 구성되어 6월 1일부터 헌법을 제정하는 작업에 착수하여 헌법안을 

심의하고 7월 12일 헌법을 확정하고 17일 이를 공포한 것과 같이 헌법의 제정에 

관한 일체의 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1948년 6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는 실질적

으로 헌법제정회의의 성격을 가진 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문제는 1948년 6월 3일부터 6월 10일에 걸쳐 있었던 國

會法의 제정과 7월 14일부터 국회가 政府組織法을 제정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국회법이나 정부조직법이 법률인 

이상 헌법제정기관이 정할 수 없고 입법기관이 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원래 5

월 10일 총선을 통하여 구성한 국회는 헌법의 제정과 정부조직법의 제정과 국회

법 및 국회규칙의 제정이 임무였지만, 그 당시 헌법제정기관과 입법기관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깊이 논의하고 건국의 작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었고, 국가를 수립

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헌법기관의 구성이 시급하게 요구되었기 때문에 헌법을 

제정하는 작업에서는 국회와 정부의 조직과 권한 등에 관한 설계가 당연히 고려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상황이 그러했다고 하더라도 새로 국가를 수립함에 있어

서 국가에 필요한 핵심적인 기관을 구성하기 위하여 헌법을 제정하는 기관이 동

시에 정부조직법이나 국회법을 제정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먼저 6월 3일 국회가 國會法起草委員會를 구성하여47) 그로 하여금 국회법안을 

기초하도록 하고, 이어 8일에 이미 3독회를 거쳐 심의한 국회법안을 국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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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48) 10일에 전체 10장 97개의 조로 된 국회법을 제정한 것이49) 1948년 국회

의 성격을 확정함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검토하기로 한다.

원래 미군정이 실시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주권국가로 만들기 위하여 헌법

을 제정하는 등 일정한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 국회를 구성하려고 했다면, 이러한 

국회라는 기관이 만들어지기 전에 국회를 구성하는 방법에 관한 규범(예: 국회의

원선거법)과 그에 의해 구성된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범(예: 국회법)이 먼

저 제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당시 미군정이 군정법령으로 국회의원선거법은 제

정․공포하였으나, 국회법은 제정하지 않았다. 국회법을 제정하지 않은 것이 새

로 구성될 대한민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행해진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는 국가 수립상 필요한 절차의 문제이므로 주권이나 자주․독립의 존중의 문

제가 될 수 없는 것이었다. 아무튼 이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5․10선거로 구

성된 국회는 각 국회의원의 지위가 어떠한 것인지, 국회의원의 권한이 어떠한지, 

국회를 어떻게 조직하고 운영하며 권한행사의 절차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무런 규범이 없는 상태에 처하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로서는 국회의 

조직과 운영 그리고 국회의원의 권한에 대한 규정을 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

태에 놓이게 되었고, 따라서 1948년 국회가 헌법제정의 문제와 함께 무엇보다 

국회법의 제정작업에 착수한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에 따라 국회법을 제정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그 성

격에 있어서 법률이냐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헌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헌

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입법권을 보유․행사할 수 있는 입법기관은 존재하지 않

았고, 당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은 미군정청 이외에 어떠한 기관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 문제로 인하여 1948년 국회는 국회법을 6월 10일에 

제정하고서도, 이러한 국회법이 적법한 효력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봉착

하게 되었다. 당시 국회에서 일을 하려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했는데, 국회법이 

47) 국회법과 국회규칙기초위원은 15인으로 하였다. 國會事務處(註 13), 22쪽; 國會事務處, 
第一回 國會議事速記錄 第五號(1948. 6. 8.), 5쪽. 당시 국회법을 기초함에 있어서는 
미합중국, 프랑스, 영국, 중국, 일본국의 국회법을 참고했다고 한다. 第一回 國會議事
速記錄 第五號, 14쪽. 국회법기초위원회는 國會法起草專門委員 5인을 결정하였다. 全
奎弘, 盧龍鎬, 車潤弘, 金龍根, 尹吉重이 전문위원으로 결정되었다. 國會事務處, 第一回 
國會議事速記錄 第六號(1948. 6. 9.), 1쪽.

48) 國會事務處, 第一回 國會議事速記錄 第五號(註 47), 6쪽 이하.; 國會事務處, 第一回 國
會議事速記錄 第七號(1948. 6. 10.), 2쪽 이하.

49) 國會事務處, 第一回 國會議事速記錄 第七號(註 48), 13쪽, 1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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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면 더 이상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국회가 국회법을 의결하여 통과하였다고 하여 바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가 하

는 점이 문제로 등장하였다. 일반적으로 법률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공포절차를 

거쳐 공포되어야 하는데, 헌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1948년 국회가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없었고, 따라서 법률의 공포에 대해서도 

아무런 규범이 없었다. 이 상태에서 국회법이라는 이름의 규범을 의결하고 나니 

그 효력발생의 요건 문제가 뒤따르고 절차상 공포의 문제가 발생한 것은 당연하

였다.

이 당시 국회법의 효력 발생의 문제를 놓고 의원들 간에는 공포가 필요하다는 

견해, 공포기관이 없으므로 공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헌법이 제정되지 않아 공

포권을 가지는 대통령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국회의장의 서명만으로 법률의 효력이 한다

고 본다), 국민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에는 공포가 필요하지만, 국회법은 

국회내부에 관한 것이므로 공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로 나뉘었다.50) 이러한 

문제도 당시의 국회법이 법률로서의 성격을 가질 수 없는 것이었기에 발생한 것

이다. 국회법을 제정할 당시에 의원들 간에도 헌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

회법이라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논의(대표적으로 아

래와 같은 徐禹錫 의원의 발언)가 있었으나,51) 그렇다고 하여 현실에서 국회를 

아무렇게나 운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법리적인 문제는 국회법 제정의 필요성

이라는 현실에 압도되어 더 깊이 검토되지 않은 채 지나갔다.

법에도 순서가 있는 것인만큼 헌법이 작정되기 전에 또는 정부조직법이 작

정되기 전에 국회법이 먼저 작정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헌법은 모법이

고 국회법은 종속법인만큼 모법을 제쳐놓고 종속법을 먼저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그 정부조직법과 국회법은 서로 연락하면서 작

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순서에 있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런 까닭에 헌법

을 제쳐놓고 국회법을 먼저 논의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서……52)

아무튼 1948년 국회는 이러한 상태에서 국회법을 제정하였고, 국회법의 효력 

발생의 문제는 의원들 간의 논의 끝에 일반적으로 “헌법이 제정될 때까지 일체 

50) 國會事務處, 第一回 國會議事速記錄 第七號(註 48), 13쪽 이하 참조.
51) 國會事務處, 第一回 國會議事速記錄 第四號(1948. 6. 3.), 9쪽 이하.
52) 國會事務處(註 51),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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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공포는 국회의장이 법률정문에 서명함으로써 효력을 발한다”라는 것을 

의결하여 종결지었다.53) 그러나 이러한 의결을 한다고 하여 법리상의 문제가 해

결된 것은 아니었다. 본질적인 문제는 처음부터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1948년 국회가 제정한 國會法은 이름은 國會法이지만, 이는 헌법에 따른 

법률도 아니고 미군정청이 제정한 법령도 아니었다. 미군정청이 새로 구성되는 

국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범을 제정해두지 않음으로 인하여 새로 구성된 국

회에서 스스로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법이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조직 스

스로 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정한 규범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그래서 당시에도 

이 국회법은 필요성에 의하여 제정한 것이기는 하지만, 새 헌법이 제정되면 그에 

저촉되는 부분은 고치기로 하고 임시적으로(!) 존재하는 규범에 지나지 않는 것

으로 인식되었다. 그에 관한 분명한 내용은 당시 국회의장이던 이승만의 발언에

서도 확인된다.

지금 문제가 이 국회법을 公布하고 안하는 것은 문제가 안됩니다. 그리고 공

포하라는데 대해서는 일반에게 전국적으로 공포한다는 것인지 국회내에 공포한

다는 두 가지를 分岐할 것이 필요해요. 첫째로 말하자면, 국회법이 국회 안에서 

쓰는 법인데 국회밖에 나가는 것은 관계없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따라서 國會法案을 作定할 때에 이 條目을 逐條해서 다 接受해가지고서 법으로 

작정된 것이 아니고 臨時 이 법을 우리가 접수해서 쓰고 거기에 또 이 다음에 

헌법이 통과한 후에 다시 校正해서 결정한다고 하는 것을 세논 바이므로 이것

이 완전한 국회법이라고는 아직 공포하기 어려운 형편이예요. 또 따라서 국회안

에서 집살림해가나는 법을 전국적으로 공포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거기에다가 

아까도 말씀하였지만, 아직 이것이 정식으로 통과된 것이 아닌데, 의장이 이 국

회법을 민간에게 공포할 필요는 없는 줄로 아니까, 나는 아까 動議再請된 바와 

같이, 결국 이것이 法案이라고는 통과되었는데도 이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고 憲

法制定한 뒤에 헌법에 抵觸되고 안되는 것을 보아서 다시 토의한다고 하는 것

을 넣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아직 완전한 국회법으로 통과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필요한 것은 무엇이 필요한고 하니, 결국 국회안에서 집안살림살이 해야겠

는데, 지금 급히 할 일이 여러 가지예요. 國會委員들에 대한 여러 가지의 문제

가 있고, 待遇關係에 할 일이 여러 가지 급한 것이 있는데, 또 지금 못하고 있

는 것은 많이 停止되고 있으니까 이 국회법을 임시로 내가지고서 그 明文에 따

53) 國會事務處, 第一回 國會議事速記錄 第七號(註 48), 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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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各部署를 조직해가지고서 一般 일을 해나가자는 그런 것이니까 이 국회법

은 밖에다가 公布通過한다고 하는 것은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54)

1948년 국회가 제정한 국회법은 결국 그 이름에도 불구하고 성격은 국회운영

에 관한 내부적 규범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을 뿐 법률이라고 할 수 없었던 것이

었으므로, 1948년 국회가 헌법제정의회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기간동안에도 이러

한 성질을 가지는 규범은 제정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들어 

1948년 국회가 이 기간동안에 법률을 제정한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

다고 할 수는 없다. 1948년 6월 3일부터 10일간에 있었던 국회법의 제정 작업은 

1948년 국회가 가지는 헌법제정의회로서의 성격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1948년 국회가 헌법제정의회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는 것과 관련하여 7월 

14일부터 이 국회가 법률인 정부조직법을 제정하는 작업에 착수하여 17일에 공

포한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1948년 국회는 헌법을 제정하

여 확정한 다음에는 바로 시급한 정부조직법을 제정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원

래 헌법제정기관과 입법기관의 차이를 알았더라면 7월 12일 헌법을 확정하고 이

어서 다음날쯤 공포하고, 이 헌법의 공포․시행에 따라 기존의 국회를 헌법에 의

한 국회로 전환한 다음에 정부조직법을 제정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합당하였겠

지만, 그 당시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헌법의 공포일도 

늦게 잡았고, 새 국가의 출범을 앞두고 정부조직법을 제정하는 작업도 시급하였

으므로 1948년 국회가 아직 헌법제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정부조직법이라는 법률을 제정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政府組織法(1948. 7. 17. 법률 제1호)은 7월 17일 제정된 헌법에 따라 공포된 

것이 아니라 6월 10일에 의결한 ｢헌법이 제정될 때까지 일체 법률의 공포는 국

회의장이 法律正文에 서명함으로써 효력을 발한다｣고 한 것에 따른 것이었다. 새

로 제정된 정부조직법은 ｢본법은 국회의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施行한다｣(同法 제

48조)고 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로써 효력을 발생하였다. 그러나 엄 히 보면, 

당시 새로 제정된 헌법은 법률의 공포를 대통령이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었고(憲

法 제40조), 이 정부조직법은 헌법에 따라 공포된 것이 아니었으며, 입법권이 없

는 기관에서 만들어져 공포된 것이라는 점에서는 정상적인 법률이라고 할 수 없

지만, 시간적으로 헌법이 공포․시행된 이후에 공포되었다는 점에서 다소간 법률

54) 國會事務處, 第一回 國會議事速記錄 第七號(註 48), 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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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성질은 갖추었다고 볼 여지는 있다. 헌법제정 당시 시급성과 국정운영의 

불안정성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할 것이다. 1948년 국회가 헌법제정의회로서의 성

격을 가지고 있는 기간동안에 정부조직법의 제정에 착수하였을지라도 7월 17일

에 헌법의 공포로 기존의 국회가 입법기관으로 전환된 이상 국회가 18일에 정부

조직법을 의결하고 대통령이 공포하였더라면 새 헌법에 따른 정당한 법률로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당시에는 정부 수립에 급급한 나머지 

헌법의 공포와 함께 정부조직법을 공포하는 일을 하였다고 보인다.

1948년 6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 1948년의 국회가 헌법제정의회로서의 성격

을 가지는 동안 있은 국회법의 제정과 정부조직법의 제정은 위에서 본 바와 같

은 성격을 가지므로, 이러한 것이 그 기간동안에 존재한 국회의 성격을 변경하는 

이유는 되지 못한다. 따라서 1948년 국회는 7월 17일 헌법을 공포․시행하기 전

까지는 헌법제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헌법을 시행한 후부터는 입법기관

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기관으로 전환되었다고 할 것이다.

1948년 국회가 6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 헌법제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볼 때, 이러한 것은 憲法制定會議 또는 憲法制定議會라고 평가할 수 있

다. 이러한 헌법제정회의가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적 정당성을 

가져야 하는데, 이 점은 5월 10일 실시된 국민 총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민의 대

표자로 구성된 것에서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헌법제정회의가 

국민의 선거에 의해 구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것은 통상의 입법기관인 의

회의 구성방식과 동일하므로, 이러한 것으로 헌법제정회의가 갖추어야 할 필요충

분조건을 충족시켰는가 하는 점이다. 헌법제정회의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

에 의해 구성된다는 점만으로 정당화되면, 헌법제정회의와 국회라는 양 기관이 

똑같이 법적으로 國民代表機關인가 하는 물음이 제기된다.

이 점에 관하여는 E.-J. Sieyès의 代表(representation)에 관한 理論을 살펴볼 필요

가 있다. 그는 먼저 헌법제정권력(pouvoir constituant)과 헌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권력(pouvoir constitué)을 엄격히 구별하고,55) 주권의 문제를 헌법제정권력의 문제

로 논한다. 그리고 이러한 헌법제정권력은 국민이 가지는데, 국민은 성질상 자연

55) E.-J. Sieyès의 헌법제정권력론에 대해서는 Udo Steiner, Verfassunggebung und 
verfassunggebunde Gewalt des Volkes(Berlin: Duncker & Humblot, 1966), 216쪽 이하; 
大隈義和, 憲法制定權力の法理(福岡: 九州大學出版會, 1988), 26쪽 이하; 芦部信喜, 憲
法制定權力(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87), 16쪽 이하; 許營, 憲法理論과 憲法(서울: 博
英社, 2002), 47쪽 이하; 桂禧悅, 憲法學(上)(서울: 博英社, 2002), 94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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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 있는 존재로서 헌법이전에 존재하고, 따라서 국민은 超實定性을 가진다고 

본다.56) 헌법에 의해 만들어진 국가에서 국가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대의제도

가 당연하고 타당한 것이라고 받아들이면서, 이 대의원리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

해서는 우선 국민대표의 개념에서 통상의 普通代表(=一般代表 représentants 

ordinaires)와 特別代表(représentants extraordinaires)의 개념을 구별하여 이해할 필

요가 있다고 본다. 입법기관인 의회의 의원과 같은 통상의 보통대표는 헌법에 의

하여 만들어진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아 행사하는 사람인 반면에 특별대표

는 헌법을 만드는 권력(=헌법제정권력)에 상응하는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

아 행사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대표는 국민이 제정한 헌법에 의해 만

들어진 권력을 가지고 헌법에 구속되지만, 특별대표는 헌법이전에 존재하기 때문

에 헌법에 구속되지 않는다. 憲法制定權力에 있어서 국민의 초실정성으로부터 特

別代表의 超實定性이 도출된다. 따라서 특별대표만이 헌법을 다룰 수 있고 헌법

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보통대표는 이러한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특

별대표는 헌법의 제정과 같이 국가에서의 예외적인 비상시에 국민이 직접 모여 

무엇을 결정할 수 없을 때 국민을 대신하여 국민의 지위에서 그 권력을 행사한

다. 그런 만큼 특별대표의 경우에는 보통대표와 달리 특별한 위임의 목적에 따라 

제한을 받고 시간적으로도 일정한 기간에 한정된다. 다시 말해, 보통대표는 국가

의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국가를 창설한 헌법에 구속되지만, 특별대표는 헌법

이전의 단계에서 헌법이전에 존재하는 국민에 의해 위임을 받아 국민을 대신하

기 때문에 헌법에 구속되지 않으며, 특정의 사항에 한정하여 위임을 받은 권력만

을 행사하여야 하고, 그러한 한도 내에서의 정당성을 가진다. 이들 특별대표는 

헌법을 구체화하는 국민의 지위에 있으면서 독립적인 지위에서 헌법의 형식을 

결정하지만, 이미 실정적 형태를 정해놓은 업무영역에는 전혀 참견할 수 없다.57)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법리적으로 볼 때, 보통대표에게는 命令的 委任

(imperative mandat)이 배제되지만, 특별대표에게는 명령적 위임이 중요한 문제로 

고려된다.58)

56) 浦田一郞, シエ〡スの憲法思想(東京: 勁草書房, 1987), 168쪽 참조.
57) E.-J. Sieyès, Qu'est-ce que le tiers-états?(Paris: Flammarion, 1988), 박인수(옮김) 제3
신분이란 무엇인가(서울: 책세상, 2003), 99쪽 이하; 杉原泰雄, 國民主權の硏究(東京: 
岩波書店, 1971), 189쪽 이하; 浦田一郞(註 56), 168쪽 이하; 鄭宗燮, 憲法硏究 1, 제2
판(서울: 博英社, 2001), 230쪽.

58) 杉原泰雄(註 57), 18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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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J. Sieyès(1748-1836)의 이러한 대표이론에 따를 때, 1948년 국회가 7월 17일

까지 수행한 것은 특별대표로서 헌법을 제정하는 작업을 수행한 헌법제정기관이

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달리 표현할 때 특별대표자로 구성된 憲法制定會議 또는 

憲法制定議會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1948년 당시에 

국회를 구성할 때, 이러한 특별대표라는 것에 정확한 이해가 없었던 것 같고, 따

라서 의식적으로 특별대표의 원리를 완전히 충족시켜 구성한 것은 아니지만, 그 

역할과 형태로 보았을 때, (특별)대표의 법리에 의거한 헌법제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7월 17일까지 존재한 이러한 국회는 헌법에 의하여 구성된 것이 아니

라 국민으로부터 바로 구성된 것이고, 헌법을 제정하는 임무를 국민에게서 바로 

위임받은 것이다. 

이렇게 볼 때, 1948년 국회가 명칭은 ｢國會｣라고 하더라도 통상의 代議原理에 

따른59) 입법기관인 국회가 아니기 때문에 입법기관인 국회가 헌법을 제정한 것

이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통상의 입법기관은 헌법에 의해 창설되기 때문

에 헌법을 제정할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최초로 헌법을 

제정한 1948年憲法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특별대표의 법리에 따라 헌법제정기관

에서 제정된 것이고, 이 점에서 헌법제정의 법리에 합치한다고 할 것이다. 헌법

의 확정을 국민투표로 하지 않고 헌법제정기관인 국회가 하도록 한 것은 헌법제

정에 있어서 강력한 위임관계에 기초를 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E.-J. Sieyès의 

대표이론에 따를 때, 이러한 방식은 특별대표에 의한 헌법제정이라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별대표는 한정된 사항에 한하여 이를 수행하는 범위에서만 국민에 의해 권

력을 위임받으므로 그 임무를 다하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고 다른 임무를 수행

하여서도 안 된다. 그런 점에서 1948년 국회는 7월 17일까지 헌법을 제정하는 

임무를 끝내고 이로써 헌법제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은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날로부터 1948년 국회는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바(헌법 제102조)에 따라 입법

기관으로 전환되었다.

2. 立法機關으로서의 性格

1948년 헌법 제102조는 그 헌법을 제정한 국회, 즉 1948년 국회는 이 헌법에 

59) 대의원리에 대한 자세한 것은 鄭宗燮(註 57), 247쪽 이하를 보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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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국회로서의 권한을 행한다고 정하고 있었는데, 이 규정은 7월 17일부터 시

행되었으므로 1948년 국회는 7월 17일부터 입법기관인 국회로 전환되었다. 이때

부터 1948년 국회는 통상의 대의원리에 따르는 국민대표기관으로 전환되었으며, 

그 구성원도 보통대표자의 지위에 있게 되었다.

건국 작업을 법리에 따라 명확하게 한다면, 먼저 특별대표의 법리에 따라 구성

되고 활동하는 헌법제정회의에서 헌법을 제정하고, 그 다음에는 임무의 종료에 

따라 헌법제정회의를 해산하고, 새 헌법에 따라 일반대표의 법리로 구성되고 활

동하는 국회를 창설하여 여기서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당시 상황으로 인하여 헌법을 제정하는 작업을 하게 될 국회를 

구성하고 헌법제정작업을 수행하게 한 후 이러한 작업이 종료됨과 동시에 통상

의 입법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헌법에서 헌법제정기관을 입법기관으로 전환하는 것

이 합당한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위에서 보았듯이, 법리적으로는 헌법제정기

관이 입법기관으로 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동일한 선거로 헌법제정기

관과 입법기관을 구성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 형태에서는 선거라

는 형태를 갖더라도 헌법제정기관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특별대표의 법리가 작용

하고 입법기관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보통대표의 법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

서 1948년 헌법과 같이 전환규정에 의하여 헌법제정의회를 통상의 국회로 전환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러나 당시의 사정이 이러한 두 번의 선거를 실시하

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전환규정을 두어 그 성격, 지위, 권한을 변경

시키는 방식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보다는 합리적인 것이라고 할 것이다. 건국 

당시에 이러한 전환규정이 없었더라면 헌법제정기관이 입법기관의 기능을 동시

에 수행하는, 국가를 창설하는 기관이 헌법에 의해 창성된 국가기관의 기능을 수

행하는 헌법원리상의 모순이 발생했을 것이다. 이러한 것은 위에서 살펴보았듯

이, 헌법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국가를 창설하는 절차에서 정 하지 못한 것에

서 비롯한다. 그렇지만, 헌법에서 전환규정을 두어 헌법제정기관과 입법기관을 

구별한 것은 정당하고 타당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방식을 취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7월 17일까지 1948년 국회는 헌

법제정작업만 하는 것이 타당하고 일반 법률을 제정하는 작업을 수행하지 않아

야 하지만, 헌법의 공포일을 늦게 잡고 정부의 출범이 시급하였기 때문에 헌법제

정을 행하는 기관에서 7월 17일 법률 제1호로서 政府組織法을 제정․공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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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였다. 물론 위에 살펴보았듯이 이 정부조직법의 제정이 법리적으로 완전

히 타당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상황에서 상황적 요인으로 인하여 예외

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후에 있은 다수의 법률의 

제정은 1948년 국회가 입법기관으로 전환된 후에 행하는 형태의 정상적인 과정

을 보여주고 있다. 국회는 1948년 8월 30일에 赦免法(1948. 8. 30. 법률 제2호)을, 9

월 22일에 反民族行爲處罰法(1948. 9. 22. 법률 제3호)을, 9월 25일에 年號에 관한 

法律(1948. 9. 25. 법률 제4호)을, 10월 2일에 전체 10장 107개조로 된 國會法(1948. 

10. 2. 법률 제5호)을 각각 제정하였다.

Ⅴ. 美合衆國의 憲法 制定과 憲法制定會議

1. 憲法制定會議의 構成

⑴ 聯合規約의 體制

1777년에 13개의 state들이 연합하여60) ｢聯合規約｣(Articles of Confederation and 

Perpetual Union)을 제정하였다.61) 이 13개 state聯合體制(Confederacy 당시 이를 

federal system이라고도 불렀다)62)에서는 大陸議會(Continental Congress)라는 기구만 설

치하였고, 각 state가 서로 독립하여 주권을 가지고 통치조직을 가졌으며 연합체

제의 집행부나 사법부는 없었다.63) 연합체제의 의회는 명칭만 의회였을 뿐 단순

한 회의체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으며, 각 state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결정을 

할 수 없는 자문기관 또는 협의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어떤 사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는 경우에는 각 state의 인구비율에 관계없이 13

개의 state가 각기 1표씩을 가지고 투표에 참여하였으며(이 문제는 후에 연방헌법의 

60) State를 州로 번역할 수 있는 것은 미합중국연방헌법이 제정되어 聯邦國家가 출범한 
이후이므로 오늘날 州라고 부르는 것과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state라는 原語를 그대
로 사용하기로 한다.

61) 연합규약에 서명한 state는 New Hampshire, Massachusetts Bay, Rhode Island and 
Providence Plantations, Connecticut, New York, New Jersey, Pennsylvania, Delaware, 
Maryland, Virginia, North Carolina, South Carolina, Georgia이다.

62) 연합규약은 제1조에서 연합체제에의 형태를 “The United States of America”라고 정
하였다. “The style of this confederacy shall be,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63) 연합규약 제2조는 “Each state retains its sovereignty, freedom, and independence, and 
every power, jurisdiction, and right, which is not by this Confederation, expressly 
delegated to the United States in Congress assembled.”라고 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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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과정에서도 가장 큰 쟁점이 된다), 중요사항에 대한 의결에서는 13표 가운데 9

표의 찬성이 있어야 했고(聯合規約 제10조), 연합규약의 개정에는 全員一致의 찬성

이 요구되었다(聯合規約 제13조).

이러한 연합체제는 기본적으로 state가 서로 독립적인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각 state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다른 state나 제3의 어떤 존재가 

관여할 수 없는 체제였다. 하나의 대륙에서 효율적인 국가가 존재해야 한다고 보

는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이러한 체제는 취약성을 가지고 있었

다. 이러한 연합규약의 독립 state들 간의 연합체제와 1787년의 연방헌법의 연방

체제간의 결정적인 차이는 중앙조직(또는 중앙정부)과 state간의 主權(sovereignty)의 

설정과 권력배분에 있었다.64) 그리고 연합체제라고 하더라도 당시 아메리카에 존

재한 모든 state들이 인식을 공유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한 것은 아니었다. 각각의 

state가 독립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연합체제도 엉성하고 

혼란스러우며 느슨한 것이었다. 연합규약조차 1781년에 가서야 비준이 완료되었

다는 점은 이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1783년 12월 G. Washington은 대륙의회의 의장직에서 퇴임하였고, 신생독립의 

아메리카에는 아메리카에 통치력을 미치는 國家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 단지 

13개 state들이 각기 자기 state를 영위하고 있었으며, 이들 state들 간의 통상, 방

위, 안전 등에서는 일정한 규범이 없었다. 그 결과 1786년 버지니아는 9월에 아

나폴리스(Annapolis)에서 state간의 통상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자고 제의하여 

회의가 개최되었지만(Annapolis Convention), 5개 state만이 대표를 보낸 가운데 별 

성과는 얻지 못하였다. 다만, A. Hamilton이 다음해 5월 둘째 월요일에 필라델피

아(Philadelphia)65)에서 각 state들이 아메리카의 긴급한 상황에 대처할 연합규약체

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각 state는 이에 참석할 대표를 선정하여 

보낼 필요가 있다는 제의를 하여 이것이 받아들여졌다.66)

64) 연합규약과 그 연합체제에 관하여는 Merrill Jensen, The Articles of Confederation(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40), 107쪽 이하; 정경희, 중도의 정치: 미국 헌법 
제정사(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9쪽 이하 참조. 참조.

65) 당시 필라델피아는 인구가 3만 정도에 지나지 않았으나, 이미 아메리카의 수도로서 
역할을 한 적이 있고 당시에 가장 큰 도시였다.

66) Carl Van Doren, The Great Rehearsal(New York: Time Incorporated, 1948/1965), 6쪽 
이하 참조. 이 책의 1987년 출간본은 번역되어 국내에 소개되어 있다. 박남규(옮김), 
미국헌법을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 서울: 범한,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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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憲法制定會議

1786년 10월 버지니아가 대표(delegate)를 선출하는 것을 필두로 하여 1787년

에 들어서면서 각 state들은 필라델피아의 憲法會議(Constitutional Convention)에 

파견할 대표들을 선정하기 시작하였다. 이 대표들은 state에 따라서 state의 의회

에서 선출․지명된 경우도 있었고, 知事(governor)에 의해 지명된 경우도 있었다. 

대표를 state의 의회가 선출․지명하거나 지사가 지명하는 방식은 당시 대륙의회

에 대표를 보내는 경우는 물론이고 state들 간에 개최되는 회의나 모임에 대표를 

보내는 경우 일반적으로 행해오던 방식이었다.67) 이러한 대표들이 참여하는 필라

델피아회의는 그 임무에 있어서 독립된 헌법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연

합규약체제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이것이 그 동안 노정한 문제를 개선하는 정도

의 연합규약개정안을 마련하여 대륙의회에 보고하는 것에 그치는 것으로 정하였

다. 그리고 필라델피아회의가 마련하는 개정안은 13개 state가운데 9개 state가 찬

성하고, 해당 각 state에서 이를 비준하면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하였다.68)

미합중국의 헌법사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헌법을 제정하기 위한 회의는 이렇게 

하여 1787년 5월 25일 펜실베이니아(Pennsylvania)의 필라델피아에 있는 state議

會69)에서 개최되었다(Philadelphia Convention). 원래 이 회의는 연방헌법을 제정하

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두고 모인 것이 아니라 1777년의 연합규약체제가 문제가 

있어 이러한 연합규약체제를 개선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연합규약에 서명한 

13개 state의 대표들이 모여 논의를 해보자고 모인 것이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러한 모임은 논의가 발전함에 따라 미합중국의 헌법사에서 헌법제정을 위한 

모임이 되고 말았다.

25일의 회의는 원래 14일에 모이기로 되어 있었으나, 당시의 2주일 또는 3주

일씩 걸리는 거리의 교통사정이나 일기 등의 이유 때문에 북부의 필라델피아에 

정확히 모이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 결과 14일에는 버지니아(Virginia)와 펜실베

67) Wilbourn E. Benton(ed.), 1787: Drafting the U.S. Constitution, Vol. Ⅰ(College 
Station: Texas A&M University Press), 19쪽 참조.

68) C. V. Doren(註 66), 7쪽 참조. 이러한 의결기준은 연합규약 제8조에는 위반되는 것
이었다. 연합규약 제8조는 대륙의회와 13개 state가 모두 동의하여야 연합규약을 개정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었다.

69) 오늘날 이 건물은 ｢독립기념관｣(Independence Hall)으로 부르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아직 그렇게 부르고 있지 않았다. 단지 11년전인 1776년에 이 건물의 회의실에서 독
립선언서가 의결되고 서명되어 공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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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아의 대표들만 참석한 가운데 15일 오전 11시에 다시 모이기로 하였으나 다

음날도 여전히 상황이 마찬가지였고, 델라워어(Delaware), 노스캐롤라이나(North 

Carolina), 뉴저지(New Jersey)에서 참석자들이 개별적으로 일부 도착하였다. 이와 

같이 13개 state의 모든 대표들이 다 모인 다음에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不知何

歲月인 상황이 발생하자 16일에는 그때까지 모인 참석자들이 7개 state의 대표들

이 모이면 회의의 開會日을 정하고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70) 이 기준에 

따를 때, 25일에 뉴저지의 대표전원이 도착함으로써 비로소 버지니아,71) 펜실베

이니아,72) 사우스캐롤라이나(South Carolina), 노스캐롤라이나, 뉴욕(New York), 

델라웨어(Delaware), 뉴저지의 7개 state의 대표들이 모이게 되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시켰으며, 그 결과 회의가 개최되기에 이르렀다.73)

25일 회의에서는 먼저 회의를 진행할 의장을 선출하였는데, 전원일치로 G. 

Washington을 회의 의장(president)으로 선출하였다. 이어 의장을 보좌할 비서와 

회의진행규칙을 제정할 위원을 선출하였는데, 비서에는 Major W. Jackson을 선

출하고, 회의진행규칙제정위원에는 G. Wythe(위원장), A. Hamilton, C. Pinckney

를 선출하였다. 이 날 회의는 28일에 회의를 續開하기로 결정하고 폐회하였다.74)

28일과 29일 회의에서는 회의진행방법이 논의되었다. 회의의 진행에서 가장 

쟁점이 된 것이 회의의 공개여부였는데, 대표들이 각 state의 이익이나 이해관계 

등에서 독립하여 자유로이 토론하고 의견을 조정하고 변경할 수 있게 하기 위하

여 대표들의 투표권행사의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회의

도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회의기간 중에는 회의의 허가 

없이는 회의록을 복사할 수 없었고(회의 중에 대표들은 필요하면 자료들을 筆寫하였

70) C. V. Doren(註 66), 9쪽 이하 참조.
71) 당시 버지니아는 75만에 가까운 인구를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state였으며, 독립전쟁

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72) 당시 펜실베이니아는 약 43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아메리카에서 세 번째로 큰 state

였다.
73) 결과적으로 회의가 늦게 개최된 것은 각 state의 대표들이 다른 state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었다. G. Washington은 5월 13일에 필라델피아에 도착
하여 필라델피아의 주지사인 Benjamin Franklin을 만났고, 이후 그의 집은 각 state에
서 온 대표들이 모여 오찬 등을 들며 서로 회합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중심지로 되었
다. 당시 각 state는 다른 state의 상황을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현재 
필라델피아에는 그의 집터만 역사적 유적으로 보존되어 있다.

74) C. V. Doren(註 66), 24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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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표가 아닌 자는 회의록을 열람할 수 없었으며, 회의의 허가 없이 회의내용

을 인쇄․공표․전달할 수 없었다(이를 위해 회의실과 복도에는 무장경비병들이 지키

면서 보안을 유지하였다).75) 이러한 회의진행방식은 당시 헌법과 국가 그리고 다른 

state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대표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설득하

면서 타협하고 의견을 조정하여 일정한 합의를 도출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각기 자기 state의 이익을 보호하고 주장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아메리카에서 최

상의 정부형태를 도출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다.

필라델피아의 회의에서는 13개 state들 가운데 11개 state들이 그 대표를 보내어 

결국 11개 state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결국 미합중국에서 헌법제정회의는 연

합규약체제 하에서 그 구성원인 각 state들이 모두 참여할 권한을 가진 가운데, 

인구 비례에 입각하여 각 state에서 선출한 대표들로 구성되었다. 헌법제정회의의 

구성원들을 보면,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76) 각 state의 대표들은 회의가 

진행되던 기간 중에도 추가로 참석하였으며, 일부는 아예 처음부터 참석하지 않

거나 사퇴하거나 개인적인 일로 고향으로 돌아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도 하였다. 

6월 27일까지 뉴햄프셔(New Hampshire)는 대표의 명단도 보내지 않았고, 로드아일

랜드(Rhode Island)는 아예 대표를 보내지 않았다. 회의에서는 동일한 state의 다수 

대표들이 항상 동일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유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

75) C. V. Doren(註 66), 26쪽 이하, 39쪽 이하 참조. 비서들이 기록한 공식회의록은 1819
년까지 인쇄되지 않았으며, 1821년에서 1904년 사이에 회의에 참석한 일부 대표들이 
개인적으로 기록한 기록들이 간간이 출간되었다. 회의의 내용을 치 하게 기록한 J. 
Madison의 기록, 즉 ｢매디슨 문서｣(Madison Documents)는 1840년에 비로소 간행되었
다. W. E. Benton(註 67), Vol. Ⅰ, 5쪽 이하 참조. J. Madison의 수고를 모두 모아 출
간한 것으로는 1977년에 전10권으로 출간된 The Papers of James Madison이 있고, J. 
Madison이 헌법제정회의의 논의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한 것으로는 Gaillard Hunt/James 
Brown Scott가 편집한 The Debates in the Federal Convention of 1787 which Framed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ported by James Madison(New 
York, 1920)이 있는데, 이를 다시 重刊한 것으로는 James Madison, The Debates in the 
Federal Convention of 1787, Vol. Ⅰ, Ⅱ(Buffalo, NY: Prometheus Books, 1987)이 있
다. 헌법제정회의에 참석한 대표들이 기록한 기록을 헌법의 조문별로 다시 편집한 자
료로는 W. E. Benton(註 67) Vol. Ⅰ, Vol. Ⅱ(1986)이 정평이 나있다.

76) W. E. Benton(註 67), Vol. Ⅰ, 21쪽 이하 참조. 기타 내용은 C. V. Doren(註 66)의 
여러 곳 참조. 대표들의 이름은 표기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Oliver Elsworth와 
Oliver Ellsworth, William Patterson과 William Paterson, Thomas Fitzsimons와 Thomas 
Fitzsimmons, Richard Basset와 Richard Bassett, James M’Henry와 James McHenry, 
James M’Clung과 James McClung이 혼용된 경우가 있다. W. E. Benton(註 67), Vol. 
Ⅰ, 2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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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동일한 state의 대표들 가운데에도 쟁점에 따라서는 서로 의견들이 갈라져서 

자기 state에 배당된 1표를 행사하는데 합의를 보지 못한 경우도 발생하였다.

참여 state 각 state의 대표자 직함, 경력 등
연방정부수립

이후 활동

Virginia

George W ashington 대륙의회 최고사령관, 대륙의회 의장 대통령

James Madison, Jr. 변호사, 프린스턴대학 졸업, 국무장관

George W ythe
판사, William and Mary College 법학교수, 독립선언
서 서명자. 6월에 귀향․대표직 사퇴

John Blair 판사, 영국 Middle Temple에서 법학 전공 연방판사

Edmund Randolph 버지니아 governor
국무장관, 법
무장관

James McClung 의사, 독립전쟁시 군의관

George Mason 버지니아권리선언 기초, 버지니아헌법 기초 

Pennsylvania

Benjamin Franklin 펜실베이니아 governor, 외교관, 과학자, 독립선언서 서명자

James Wilson 변호사, 독립선언서 서명자 연방판사

Gouverneur Morris 변호사, 콜럼비아대학 졸업, 연합규약 서명자
상원의원,
프랑스대사

Robert Morris 상인, 은행가, 독립선언서 서명자, 연합규약 서명자 상원의원

Thomas Fitzsimons 상업, 은행가 하원의원

George Clymer 상업, 독립선언서 서명자 하원의원

Thomas Mifflin 육군소장

Jared Ingersoll 변호사, 연방판사

New

Hampshire

John Langdon 상원의원

Nicholas Gilman 상원의원

(John Pickering) 불참

(Benjamin West) 불참

Massachusetts

Rufus King 상원의원,
영국대사

Caleb Strong 변호사

Nathaniel Gorham 상업

Elbridge Gerry 대실업가, 독립선언서 서명자, 연합규약 서명자 하원의원, 부통령

(Francis Dana) 불참

Connecticut

Oliver Ellsworth 변호사

Roger Sherman 독립선언서 서명자, 연합규약 서명자 상원의원

William Samuel Johnson 콜럼비아대학 학장, 법률가, 옥스퍼드대학 졸업

Delaware

George Read 독립선언서 서명자 상원의원

Richard Bassett 군인

Jacob Broom 무명인사

Gunning Bedford, Jr. 변호사 연방판사

John Dickinson
연합규약 서명자, 델라웨어놔 펜실베이니아
governor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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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state 각 state의 대표자 직함, 경력 등
연방정부수립

이후 활동

Maryland

James McHenry 의사, 워싱턴과 라파예트의 부관. 6월에 귀향 국방장관

Daniel of St.
Thomas Jenifer 자산가, 정치인

Luther Martin 전 state 법무장관

John Francis Mercer 전 버지니아주 의회의원

Daniel Carroll

New York

Alexander Hamilton 변호사, 워싱턴의 부관, 콜럼비아대학 출신

Robert Yates

John Lansing, Jr. Albany 시장

New
Jersey

David Brearley state 최고법원장 연방판사

William Churchill
Houston 프리스턴대학 교수

William Paterson 전직 state 법무장관 연방판사

William Livingston 뉴저지 governor, 시인

Jonathan Dayton 하원의장

(John Neilson) 불참

(Abraham Clark) 불참

Rhode Island 지명자 없음

South Carolina

John Rutledge 최고법원 재판관

Charles Pinckney 스페인대사

Charles Cotesworth
Pinckney

대륙군대 명예준장, 영국 옥스퍼드와

 Middle Temple 등에서 공부 
프랑스대사

Pierce Butler 정치인 상원의원

William Jackson

(Henry Laurens)

North Carolina

Alexander Martin 노스캐롤라이나 governor

Richard Dobbs Spaight state의회 의원 

William Richardson
Davie 독립전쟁영웅

Hugh Williamson 의사, 과학자 하원의원

William Blount 상원의원

Georgia

William Few 상원의원

William Pierce 상업

William Houstoun

Abraham Baldwin 조지아대학 총장 상원의원

(George Walton)

(Nathaniel Pendleton)

* 이 표는 각 항목이 완전히 조사된 것이 아니다.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그대로 남겨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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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憲法制定會議에서의 憲法의 制定

⑴ 全院委員會에서의 論議와 報告

⒜ Virginia案

필라델피아의 회의에서 버지니아는 단순히 연합규약체제를 개선하는 것에서 벗

어나 대대적으로 체제를 개편하여 국가를 설립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었고, 필

라델피아회의의 주도권을 초반부터 장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모든 사항을 열린 상

태로 논의에 붙이기 위하여 연방국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5월 29일 버지니아의 지사인 E. Randolph는 동료들과 함께 작성한 ｢아메리카

연합과 국민정부 수립에 관한 몇 가지 제안｣(sundry propositions, in writing, 

concerning the American confeder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government)77) 

즉, 버지니아案(Virginia Plan)을 제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였다. 여기서 새로 생

기는 국민국가(national government)는 외국의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방위하고, state

간의 분쟁이나 반란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며, state가 단독으로 실현할 수 없는 

state간의 통상, 국가적 사업 등 전체이익을 실현하는 일들을 할 수 있어야 하고, 

state정부보다 우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었다. C. Pinckney

도 자신의 제안을 제출하였다.78) 회의는 이러한 두 안을 다음날의 회의에 상정하

기로 결정하였다.79)

5월 30일 全院委員會(Committee of the Whole 위원장: N. Gorham)는 버지니아案을 

의제로 하여 논의를 시작하였다. 당시 아메리카의 의회에서는 전원위원회에서 자

유로이 논의하고 채택한 안건을 本會議에 附議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이 일반적

인 회의방식이었다.80) 이 안의 핵심은 현재의 연합규약을 가지고는 아메리카가 

당면하거나 앞으로 부닥칠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 이에 대해 토론

을 한 결과 회의는 연합규약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가지는 새로운 형태의 국민국가를 수립하는 헌법을 제정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

77) 이 안의 원문은 Hamilton P. Richardson, The Journal of the Federal Convention of 
1787(Littleton: Fred B. Rothman & Cp., 1985), 18쪽 이하 참조.

78) 이 안의 원문은 H. P. Richardson(註 77), 120쪽 이하 참조.
79) C. V. Doren(註 66), 30쪽 이하 참조.
80) 이러한 전원위원회의 방식은 우리나라에서도 제1대 국회에서 채택한 이래 제4대 국

회에까지 유지하다가 제5대 국회에서 폐지하였다. 그러다가 2000년 2월 16일의 國會
法을 개정하여 다시 이를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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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이때부터 필라델피아회의는 憲法制定會議로서의 성격을 

띠기 시작하였다. 이 날 참석자들은 새 정부의 입법부의 구성을 state의 인구비례

로 할 것인가 각기 평등하게 참여하는 방식으로 할 것인가를 놓고 논쟁을 하다

가 다음 회의로 미루고 마쳤다.81)

5월 31일부터 연방입법부의 양원제 방식, 연방입법부 상원의 구성방식과 하원

의 선거방식(직접선거, 주의회에서의 간접선거), 연방입법부의 입법권, 연방의회의 

state의회에 대한 우위, 권력의 분립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독립아메리카에서 이

러한 논의들이 진행되던 때에 Thomas Jefferson은 프랑스 주재 대사로 파리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John Adams는 영국주재 공사(envoy)로 근무하고 있었다. J. 

Adams는 영국에 머물고 있으면서 ｢아메리카합중국정부의 헌법에 대한 변론｣(A 

Defence of the Constitutions of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이라

는 책자를 런던에서 발간하여 아메리카에 권력분립주의와 양원제를 채택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이 책은 헌법에 관한 논의를 하던 이 당시에 큰 영향을 미쳤다.82)

6월에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논의되었고, 연방행정부의 책임자인 행정부의 

장(executive 또는 executive magistrate 오늘날의 대통령)을 둘 것인가, 1인으로 할 것

인가 복수로 할 것인가, 입법부에서 선출할 것인가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할 것인

가 아니면 국민이 직접 선출할 것인가, 연임으로 할 것인가 단임으로 할 것인가, 

보수를 인정할 것인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할 것인가, 입법부에 의한 파면을 인정

할 것인가, 입법부의 법률에 대하여 집행거부 또는 거부권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쟁점들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하면서 대표들은 누구나 행정부의 

장이 군주제의 군주로서 재등장하는 것을 거부하였으며 공화제가 무정부상태나 

독재로 흘러가는 것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강력한 권한을 가진 1인의 행정부의 장은 ｢선출된 군주｣와 다름이 없다

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논쟁을 많이 하였다.83)

사법부의 구성에 있어서 버지니아案은 연방입법부에서 법관을 임명하는 것으

로 되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법관을 연방행정부의 장이 임명할 것인가, 입

법부의 상원에서 임명할 것인가 하는 점이 쟁점으로 논의되었다. 연방정부의 최

고법원을 설치하는 것 이외에 state의 법원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연방정부의 하

81) C. V. Doren(註 66), 32쪽 이하 참조.
82) C. V. Doren(註 66), 47쪽 이하 참조.
83) C. V. Doren(註 66), 48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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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법원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가, 사법부에 법률거부권을 줄 것인가, 최고법원

에 탄핵심판권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쟁점도 사법부와 관련하여 논의되었다.84)

상원의 기능과 구성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그러나 6월의 가장 큰 쟁점은 

여전히 13개 state들 간에 있어서 큰 state와 작은 state를 절대적으로 평등하게 

취급할 것인가 아니면 상대적으로 차이를 둘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었다. 이러한 

논쟁 가운데 작은 state들은 종래의 연합규약체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통일정부를 

세우려는 버지니아案에 위기감을 느끼고 종래의 연합규약체제를 개선하는 수준

에서 그치려는 뉴저지案을 마련하여 제출하기에 이르렀다.85)

⒝ New Jersey案

6월 15일 W. Paterson에 의해 제출된 뉴저지案(New Jersey Plan)은 뉴저지, 뉴욕, 

델라웨어, 코네티컷, 매릴랜드의 대표들이 단합하여 종래의 연합체제를 개선하는 

수준의 내용을 담은 것이었다.86) 뉴저지案은 연방행정부의 장은 1인 이상으로 하

고, 입법부에서 선출되며, 과반수의 state의 지사의 요구에 의해 해임되며, 단임으

로 하는 것이었다. 범죄자는 state의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며, 연방법원에 항소할 

권리를 가지고, 연방에는 최고법원 하나만 두며, 재판관은 행정부의 장이 임명하

고, 하급법원은 설치하지 않는 것 등을 그 내용으로 하였다. 그들은 무엇보다 각 

state들이 대등한 동맹국으로서의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87)

⒞ Virginia案의 採擇

이러한 뉴저지案이 제안되자 버지니아案을 지지하는 측과 뉴저지案을 지지하는 

측이 각기 자기측이 지지하는 방향이 타당하다는 것을 놓고 열띤 논쟁을 하였다. 

A. Hamilton은 양측의 안을 모두 부정하고 state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보다 

강력한 통일된 국가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으나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원래 일정에 의하면, 6월 13일에 전원위원회는 의결사항을 본회의에 상정하려

고 하였으나, 뉴저지의 W. Paterson이 다른 대표단이 준비한 안을 제출하고 싶다

고 하여 일정이 연기된 것이었다. 전원위원회는 두 안을 놓고 논의를 하다가 결

84) C. V. Doren(註 66), 63쪽 이하 참조.
85) C. V. Doren(註 66), 67쪽 이하 참조.
86) 이 안의 원문은 H. P. Richardson(註 77), 24쪽 이하 참조.
87) C. V. Doren(註 66), 83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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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타협을 보지 못하고 6월 19일에 두 안을 놓고 표결을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표결에서는 뉴욕, 뉴저지, 델라웨어는 버지니아案에 반대를 하였고, 매릴랜드는 

의견이 갈라졌으며, 코네티컷이 버지니아案을 지지하는 측에 가담하여 결국 전원

위원회는 버지니아案을 채택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상정하였다.88)

⑵ 本會議에서의 論議와 議決

6월 20일부터 헌법제정회의의 본회의(House)는 전원위원회가 상정한 버지니아

案89)을 놓고 심의에 들어갔다. 본회의에서는 먼저 새로 수립되는 국가를 지칭하

는 말에 있어서 버지니아案의 ｢國民政府｣(national government)가 적절하지 못하다

고 하여 전원일치로 ｢合衆國政府｣(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로 바꾸었다.90)

본회의에서도 핵심적인 문제는 여전히 새로 수립하는 국가시스템에서 작은 

state와 큰 state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이에 의해 새로운 합중국

정부의 입법부의 상원과 하원의 구성방법, 상원과 하원의 관계, 상원과 하원의 

의석수 등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 판단의 기준은 각각의 state를 인구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할 것인가 인구비례에 따라 달리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

제였다. 이 문제로 6월과 7월에는 그야말로 더운 여름을 보냈다. 격렬한 논쟁과 

다툼은 때로 회의가 무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생기게 하였다. 그 가

운데 대립하는 의견을 조정하려는 노력이 생겨나기도 하였고, 이런 노력이 수포

로 돌아가기도 하였다. 쟁점이 복잡하고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특별히 다루는 委員會를 구성하여 논의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A. 

Hamilton은 6월 29일 아예 회의장을 떠나 뉴욕으로 가버렸는가 하면, G. 

Washington조차 헌법제정회의의 미래에 대하여 절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회의

의 秘密主義로 인하여 외부에서는 현재까지 대표들이 어떤 자세를 취하며 어떠

한 논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다. 오로지 헌법제정회의의 임무

가 重且大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며, 이 회의가 아메리카에 번영을 가져다 줄 玉

童子를 탄생시켜 주어야 할 것이라는 기대와 염원만이 있었다.91)

회의가 격렬한 대립으로 교착상태에 빠져들고 그 해결의 실마리가 좀처럼 잡

88) C. V. Doren(註 66), 88쪽 이하 참조.
89) 이 안의 원문은 H. P. Richardson(註 77), 21쪽 이하 참조.
90) C. V. Doren(註 66), 96쪽 참조.
91) C. V. Doren(註 66), 98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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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지 않았던 상황이 전개되는 가운데서 7월 17일 드디어 聯邦主義에 기초한 타

협이 이루어졌다. 즉 작은 state들은 연방입법부의 하원에 평등한 투표권을 가지

겠다는 주장을 철회하였고, 큰 state들은 입법부의 상원에서의 인구비례에 따른 

비례대표방식을 철회함으로써 각기 한발씩 물러났으며, 각 state는 새로운 연방체

제에서도 여전히 독자적으로 법률을 입법하고 집행하며 재판하는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하였다. 이를 ｢대타협｣(Great Compromise) 또는 ｢코네티컷 타협｣(Connecticut 

Compromise)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순전히 13개 state들이 존재하는 미합중국의 

상황에서 만들어진 현실적인 타협의 산물이었다.92)

｢대타협｣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버지니아案을 채택하는 일은 이루어지지 못하

였다. 여전히 행정부의 장과 사법부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 이어졌고 다양한 의견

들이 제안되었다. 전쟁선포와 강화에 관한 권한을 행정부의 장이 가지는가 아니

면 상원이 가지는가 하는 문제, 상원에서 自由投票(cross-voting)를 인정할 것인가

(이를 인정하면 각 state의 평등문제는 약화된다) 하는 문제 등도 계속 논의되었다. 이 

쟁점에서는 상원의원을 각 state마다 2인으로 하고, 자유투표를 인정하기로 정하

였다. 그리고 7월 23일에는 새 헌법은 각 state의 議會의 비준(ratification)을 받아

야 하는가 아니면 각 state에서 헌법비준을 목적으로 구성되는 state의 憲法會議

(state convention)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쟁점에서 헌법회의를 구성하여 여

기서 비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대표들은 대부분 각 state의 의회는 지역의 선동

정치인이나 정치꾼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헌법회의는 보다 격조가 있고 합리적인 

인물로 구성하는 기구라고 보았다).93)

7월 26일 본회의는 버지니아案에 대한 심의를 종결하고94) 8월 6일까지 휴회하

기로 결정하였다. 그 기간동안에는 헌법문안을 작성하는 위원회(Committee of 

Detail)를 구성하여 지금까지 본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헌법의 조문형

식으로 체계화하도록 하였다(이 특별위원회의 기록은 없다). 이 특별위원회(위원장: J. 

Rutledge)에는 사우스캐롤라이나의 J. Rutledge, 버지니아의 E. Randolph, 매사추세

츠의 N. Gorham, 코네티컷의 O. Ellsworth, 펜실베이니아의 James Wilson 등 위

원으로 선출되어 참여했다. 이 기간동안 일부 대표들은 휴식을 취하고 일부 대표

92) C. V. Doren(註 66), 126쪽 이하 참조.
93) C. V. Doren(註 66), 132쪽 이하(특히 136쪽) 참조.
94) 6월 20일부터 7월 26일까지 있은 심의사항에 대한 개괄은 H. P. Richardson(註 77), 

27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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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귀향하기도 했다.95)

8월 6일 J. Rutledge는 5인 특별위원회가 정리한 憲法草案(Draft of a Constitution)96) 

을 본회의에 보고하였다.97) 그러나 대표들은 이 헌법안이 그 동안 논의한 내용과 

많은 부분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동의하고, 7일부터 한 조항씩 逐條審議

하는 일을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하원의원의 선거권자의 자격, 대통령의 권한

과 의무, 합중국의 부채 문제, 의회의 과세권, 노예제도의 존폐여부, 연방군의 설

치, 조약체결권, 연방정부의 기관을 설치할 특별행정지구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

다.98)

9월 8일에는 이러한 논의를 거치며 의결한 사항을 정리하여 마지막으로 헌법

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字句修正委員會(Committee of Style)를 구성하여 그 임무를 

부과하였다. 이 자구수정위원회에는 W. S. Johnson, A. Hamilton, G. Morris, R. 

King J. Madison이 위원으로 선정되어 일을 작업을 하였다. 자구수정위원회는 최

종 정리한 헌법안을 9월 12일에 본회의에 제출하였다. 본회의는 이 날부터 헌법

안의 문구를 세 하게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이 날 G. Mason은 헌법에 권리장전

으로 서문을 삼자는 제안을 하였으나 버지니아를 제외한 모든 state가 반대하여 

헌법에서 기본권조항이 빠지게 되었다. 9월 15일에는 헌법안을 국민에게 공표하

자는 제안이 있었으나 대륙의회의 의결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부결되었다.99) 이 

날은 수정된 헌법을 최종적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회의 마지막에 E. 

Randolph, G. Mason, E. Gerry가 표결에 반대하고 나섰다. E. Randolph는 현재의 

헌법안에 불만을 가지고 이 헌법안을 각 state의 의회로 하여금 심의하도록 하여 

수정안을 내고 이 수정안을 제2차 헌법제정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자는 제

안을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표들은 이렇게 될 경우 state의 의회는 대부분 

이 헌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제2차 헌법제정회의는 다시 처음부터 논의

를 하여야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100)

95) C. V. Doren(註 66), 138쪽 이하 참조.
96) 이 안의 원문은 H. P. Richardson(註 77), 126쪽 이하 참조.
97) 이 헌법초안에서 연방의 입법부를 Congress, 제1원을 House of Representative, 제2원

을 Senate, 행정부의 장을 President of the Unites States, 연방최고법원을 Supreme 
Court라고 작명하였다. C. V. Doren(註 66), 140쪽.

98) C. V. Doren(註 66), 140쪽 이하 참조.
99) C. V. Doren(註 66), 159쪽 이하 참조.
100) C. V. Doren(註 66), 164쪽 이하 참조.



鄭 宗 燮 [서울대학교 法學 제45권 제2호 : 156∼206192
⑶ 本會議에서의 署名

헌법제정회의에서 이제 남은 일은 憲法案에 대표들이 서명하여 전원일치의 형

식을 갖추느냐 하는 문제였다. 비록 헌법제정에서 논의는 많았고, 의견이 대립할 

때 표결로 결론을 도출한 것이 많지만, 최종적으로 형성된 헌법안은 대표들이 모

두 서명하여 이에 동의한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권위와 정당성을 가진다고 보

고 이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다소의 논란을 거친 결

과 모든 대표들이 서명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하였다.101)

9월 17일 헌법제정회의에 참여한 대표들 가운데 E. Randolph, G. Mason, E. 

Gerry를 제외하고는 모두 헌법안에 서명을 하였다. 그리고 헌법제정회의의 공식

회의록을 의장에게 넘겨 보관시키고 나머지 서류를 모두 파기하였다. 이 날 헌법

제정회의는 폐회를 하고 대표들은 필라델피아시내에 있는 City Tavern에서 축하

만찬을 가졌다.102)

3. 大陸議會의 審議

9월 20일 헌법제정회의에서 채택하여 서명한 헌법이 대륙의회에 상정되었고, 

대륙의회는 26일부터 이를 심의하기로 하였다. 대륙의회에는 헌법제정회의의 대

표로 참석했던 의원들이 있었는데, 뉴햄프셔의 J. Langdon과 N. Gilman, 매사추

세츠의 N. Gorham과 R. King, 코네티컷의 W. S. Johnson, 버지니아의 J. 

Madison, 노스캐롤라이나의 W. Blount, 사우스캐롤라이나의 P. Butler, 조지아의 

W. Few와 W. Pierce가 그들이었다. 그들은 대륙의회에 참석하였다. 대륙의회는 

28일에 헌법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이를 각 state로 송부하기로 결정하였다. 대륙

의회는 state의 헌법회의에 헌법이 상정될 수 있도록 육로와 해로를 통하여 각 

state의 의회에 헌법사본을 발송하였다.103)

이미 9월 19일에 헌법의 내용이 公表되었는데, 이러한 내용이 각 지역에 알려

지자 이에 대한 찬반의 의견 대립이 심각하게 나타났다. 헌법을 지지하고 옹호하

는 사람은 자기를 聯邦主義者(Federalist)라고 하고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反聯邦

主義者(Antifederalist)라고 하며 각기 격렬하게 논쟁하고 대립하였다. 특히 펜실베

이니아에서는 이런 대립이 매우 심각하였다.104)

101) C. V. Doren(註 66), 168쪽 이하 참조.
102) C. V. Doren(註 66), 174쪽 이하 참조.
103) C. V. Doren(註 66), 176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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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3개 states 憲法會議의 批准

헌법제정회의의 결정에 따라, 각 state에서는 주민들이 선출한 위원으로 구성되

는 憲法會議(필라델피아 헌법제정회의를 Federal Convention으로 부른데 반해 이를 State 

Convention으로 불렀다)가 헌법안에 대하여 비준여부를 결정하기로 되었다. 제정과

정에 있었던 개혁적인 연방주의자들과 현상유지를 옹호한 보수적인 반연방주의

들의 갈등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이 제정되고 난 후에도 그 갈등은 여

전하였다. 이는 헌법의 비준을 앞두고 더 강하게 나타났다. 헌법에 대하여 찬반

의 의견이 각지로 파급되어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새 헌법의 비준문제가 전 아메

리카의 state에서 논란이 되고 있을 때, 이 해 10월 27일부터 A. Hamilton, J. 

Madison, John Jay가 Publius라는 필명으로 새 헌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New York시의 신문에 The Federalist라고 불리는 에세이를 총 85호에 걸쳐 연재

하였다.105) 그러한 상황 속에서 1787년 12월 7일에 델라웨어에서 처음 비준을 

하였고,106) 10일에는 펜실베이니아에서 비준을 하였으며,107) 18일에는 뉴저지에

서 각각 비준을 하였다.108) 해를 넘겨 1788년 1월 2일에는 조지아에서,109) 1월 8

일에는 코네티컷에서,110) 2월 6일에는 매사추세츠에서,111) 4월 28일에는 매릴랜

104) C. V. Doren(註 66), 178쪽 이하 참조.
105) 이 에세이는 뉴욕시에서 발간된 신문에 발표되었는데, The Independent Journal을 필

두로 하여 The New-York Packet, The Daily Advertiser, The New-York Journal and 
Daily Patriotic Register에 흩어져 발표되었다. The Federalist의 初版은 1788년에 A. 
Hamilton이 모아 출간한 것이다. 그 이후 A. Hamilton의 감수 하에 Hopkins版이 1802
년에 출간되었고, 1819년에 J. Madison의 버전인 Gideon版이 출간되었다. 20세기의 
세 한 校勘本으로는 Jacob E. Cooke(ed.), The Federalist(Middletown: Wesleyan 
University Press, 1961)가 있다.

106) Delaware의 비준에 관하여는 Gaspare J. Saladino, “Independence and the Concept of 
a Commercial Republic,” Michael Allen Gillespie/Michael Lienesch, Ratifying the 
Constitution(Lawrence: University Press of Kansas, 1989), 29쪽 이하 참조.

107) Pennsylvania의 비준에 관하여는 George J. Graham, Jr., “Representation and the 
Meaning of Republicanism,” M. A. Gillespie/M. Lienesch(註 106), 52쪽 이하 참조.

108) New Jersey의 비준에 관하여는 Sara M. Shumer, “Property and the Price of 
Republican Politics,” M. A. Gillespie/M. Lienesch(註 106), 71쪽 이하 참조.

109) Georgia의 비준에 관하여는 Edward J. Cashin, “Searching for Security,” M. A. 
Gillespie/M. Lienesch(註 106), 93쪽 이하 참조.

110) Connecticut의 비준에 관하여는 Donald S. Lutz, “Achieving Consent and Assuring 
Control,” M. A. Gillespie/M. Lienesch(註 106), 117쪽 이하 참조.

111) Massachusetts의 비준에 관하여는 Michael Allen Gillespie, “Creating Consensus,” M. 
A. Gillespie/M. Lienesch(註 106), 138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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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에서,112) 5월 23에는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113) 6월 21일에는 뉴햄프셔에서114) 

각각 비준을 하였다. 이들 state의 비준과정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있었지만, 그 

대립은 격렬하지 않았고 반대자들은 표결의 결과를 수용하였다. 이렇게 하여 9개

의 state의 비준이 성립하여 헌법은 효력을 발휘하였다. 6월 25일에는 비준을 놓

고 이를 적극 지지하는 J. Madison과 이에 반대하는 P. Henry와 G. Mason을 양

대 진영으로 하여 찬반양론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버지니아도 헌법을 비준하였

고,115) 7월 26일에는 비준반대운동이 조직적으로 전개되어온 뉴욕도 헌법을 비준

하였다.116) 버지니아와 뉴욕의 경우에는 각기 다른 측면에서 비준을 놓고 격렬한 

의견의 대립이 있었다.117)

헌법이 비준되어 효력을 발휘하자 대륙의회는 헌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1788

년 8월 6일 회의를 소집하여 1789년 1월 첫째주 수요일에 각 주에서 선거인을 

뽑고 2월 첫째주 수요일에는 대통령선거를 하고, 3월 첫째주 수요일에는 새 정부

를 출범한다는 것을 의결하였다.118) 이러한 새로운 연방헌법의 출범과 함께 1781

년부터 1789년까지 사실상 헌법의 역할을 해온 연합규약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 

연방헌법이 유효한 동의와 비준의 정족수를 만족시키고 효력을 발휘하자, 이에 

비준하지 하지 아니하는 것은 연방에 속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이는 곧 독립국가

로 남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되었다. 노스캐롤라이나와 노드아일랜드가 이

112) Maryland의 비준에 관하여는 Peter S. Onuf, “The small Republic in the New 
Nation,” M. A. Gillespie/M. Lienesch(註 106), 171쪽 이하 참조.

113) South Carolina의 비준에 관하여는 Robert M. Weir, “Slavery and the Structure of 
the Union,” M. A. Gillespie/M. Lienesch(註 106), 201쪽 이하 참조.

114) New Hampshire의 비준에 관하여는 Jean Yarbrough, “Puritanism and the Moral 
Foundations of America,” M. A. Gillespie/M. Lienesch(註 106), 235쪽 이하 참조.

115) Virginia의 비준에 관하여는 Lance Banning, “Sectionalism and the General Good,” 
M. A. Gillespie/M. Lienesch(註 106), 261쪽 이하; 정경희, “미국헌법 비준논쟁 연구,” 
역사교육 제81집(2002. 3.), 172쪽 이하; 정경희(註 64), 111쪽 이하 참조. 사우스 캐롤
라이나의 헌법비준으로 8개의 state가 비준을 한 상태에서 헙법의 효력발생을 유효하
게 하는 나머지 한 state의 비준이 필요한 시점에서 버지니아의 비준을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다. 그런데 버지니아가 비준논쟁에 휘말려 격렬하게 싸우는 동
안 뉴햄프셔가 비준을 함으로써 헌법은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하였고, 버지니아의 비
준논쟁은 정치적으로는 몰라도 헌법의 효력 발생에 있어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116) New York의 비준에 관하여는 Cecil L. Eubanks, “Federalism and the Political 
Economy of Union,” M. A. Gillespie/M. Lienesch(註 106), 300쪽 이하 참조.

117) C. V. Doren(註 66), 180쪽 이하; 194쪽 이하 참조.
118) C. V. Doren(註 66), 23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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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처지에 처하였다.

반연방주의자들이 압도적이었던 노스캐롤라이나는 다른 주들이 헌법에 비준을 

할 때에는 비준에 반대하고 있었는데, 연방정부가 수립되자 태도를 변경하여 

1789년 11월 21일에 새로 소집된 제2차 헌법비준회의에서 연방헌법을 비준하였

다.119) 이제는 로드아일랜드만이 고립되어 있었는데, 1790년 연방상원에서 연방

과 로드아일랜드간에 통상을 단절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자 로드아일랜드 헌법비

준회의는 그해 5월 29일 헌법을 비준하였다.120) 각 state가 비준한 일자와 비준에

서 있었던 표결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121)

〈헌법에 대한 각 state의 비준〉

비준 순서 일시  state 표결

1 1787. 12 . 7. 델라웨어 전원일치

2 12. 12. 펜실베이니아 46 : 23
3 12. 18. 뉴저지 전원일치

4 1788.  1.  2. 조지아 전원일치

5 1.  9. 코네티컷 128 : 40
6 2. 16. 매사추세츠 187 : 168
7 4. 28. 매릴랜드 63 : 11
8 5. 23. 사우스캐롤라이나 149 : 73
9 6. 21. 뉴햄프셔 57 : 47

10 6. 25. 버지니아 89 : 79
11 7. 26. 뉴욕 30 : 27
12 1789. 11. 21. 노스캐롤라이나 193 : 75
13 1790.  5. 29. 로드아일랜드 34 : 32

119) North Carolina의 비준에 관하여는 Michael Lienesch, “Preserving Rights,” M. A. 
Gillespie/M. Lienesch(註 106), 300쪽 이하; Louise Irby Trenholme, The Radification 
of the Federal Constitution in North Carolina(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32), 11쪽 이하; C. V. Doren(註 66), 235쪽 이하 참조.

120) Rhode Island의 비준에 관하여는 John P. Kaminski, “Protecting State Interests,” M. 
A. Gillespie/M. Lienesch(註 106), 368쪽 이하; C. V. Doren(註 66), 237쪽 이하 참조.

121) Charles Warren, The Making of the Constitution(Littleton: Fred B. Rothman & Co., 
1993), 819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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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헌법은 이러한 절차를 거쳐 연방주의자의 승리의 산물이 되었다. 이를 표

로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헌법의 제정에서는 그 공동체내에 경쟁하고 대립하는 

관점과 이익들이 존재하는 한 일정한 수준에서의 타협과 수정이 있을 수는 있어

도 모든 관점과 이익들이 동일한 비중으로 고려될 수는 없다. 특히 서로 조화될 

수 없는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투쟁에서 승자의 것이 헌법으로 

규범화된다. 미합중국의 경우에는 이데올로기의 대립은 존재하지 않았으나 국가

를 보는 관점(원리들의 선택)이나 이익들에서 결국 연방주의자들이 승리하였고, 연

방헌법은 이러한 연방주의자들의 승리의 산물로 결실을 맺었다.122) 이 헌법은 그 

이후 근대국가의 典範이 되는 成文憲法이 되어 여러 나라로 수출되었다.

〈1787년-1788년 미합중국 헌법제정의 과정〉

헌법제정기관의 구성: 필라델피아회의(1787. 5. 25.)

↓

헌법안의 기초(5. 29.-6. 15.)

↓

헌법안의 심의(6. 20.-7. 26.)

↓

헌법의 확정: 위원들의 서명(9. 17.)

↓

대륙회의의 심의(9. 20.-28.)

↓

헌법의 효력 발생(1788. 6. 21.) 

5. 美合衆國憲法의 制定에 있어서의 特徵

⑴ 憲法制定會議의 構成上의 特徵

미합중국에서 헌법제정회의는 결과적으로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었을 뿐이고, 

122) Alfred H. Kelly/Winfred A. Harbison/Herman Belz, The American Constitution Its 
Origins and Development, 6th. ed.(New York/London: W. W. Norton & Company, 
1965/1983), 114쪽 이하 참조.



2004. 6.] 1948年 國會의 法的 性格에 관한 硏究 197
처음부터 연방헌법을 제정하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된 것이 아니었다. 

이는 당시 문제가 된 연합규약의 체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논의하고 개선하고

자 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었다. 그리고 미합중국연방헌법은 근대 최초의 독립

국가의 헌법이었던 만큼 아직 헌법이라는 개념조차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

였으므로 헌법을 제정하는 방법에 관한 이론이나 절차에 대한 논의가 풍부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이 회의는 각 state에서 대표를 파견하는 방식을 취하였는데, 이 대표들은 state

의 주민들이 선출한 것은 아니었다. 각 state에서 명망가들이 state회의에서 선정

되거나 지사에 의해 지명되어 필라델피아회의에 참석하였다. 이 당시만 해도 정

치는 名望家政治의 양상을 띠고 있었다. 따라서 이런 구조에서 이제 독립한 13개 

state들 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임에는 당연히 각 state에서 명망이 있는 

정치인이거나 독립전쟁의 영웅 등 유명인사일 수밖에 없었다.

헌법제정회의의 구성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거기서 논의되고 합의된 내용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은 미합중국의 역사학계, 정치학계, 헌법학계를 중

심으로(주로 역사학계) 중요한 주제로 논의되어 왔다. 이른바 ｢憲法制定會議에 대

한 解釋｣(interpretation of Federal Confederation)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그 동안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또 논쟁을 치루었다. 19세기에는 군주정에 맞서 자유

를 수호하고 국가를 지배하는 중요한 원리들을 발견하여 중앙정부를 굳건히 세

운 애국자들인 건국의 아버지들의 모임이라는 시각에서 이해하였다. 이러한 휘그

주의적 해석에 대하여 진보주의적(또는 사회주의적) 시각에서는 헌법제정회의에서 

경쟁하고 대립한 이익들을 부각시켜 헌법제정회의의 헌법은 당시 경제적으로 우

월한 계급들의 광범한 사회적․경제적 이익들이 구체화된 것이라고 하는 해석을 

내놓았다(｢경제적 해석｣(economic interpretation)).123)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실제적인 근거가 없으며 너무나 계급적인 시각에 기초

해 있고 헌법제정회의에 참여한 state들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단순화시킨 경제적 

환원주의(economic reductionism)에 빠진 것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124) 그런 후 

123) 이들의 저작으로는 예컨대, J Allen Smith, The Spirit of American Govern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07; Charles A. Beard, An Economic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New York: Macmillan, 1913.
(이 책은 국내에 번역되어 소개되었다. 양재열/정성일(옮김), 미국헌법의 경제적 해석 서
울: 신서원, 1997.

124) 경제적 해석에 대한 반론으로는 예컨대, Charles Warren(註 121); Philip A. Crow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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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제정회의에서 큰 state들과 작은 state들 간, 주류 state와 변방 state간, 투자자

본과 소규모 농업자본간의 이익과 같은 각 부문에서 다원적 이익들이 대립․경

쟁한 점은 있지만, 이것은 이데올로기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structural) 것이

며, 헌법의 비준을 놓고 대립한 연방주의자들과 반연방주의자들도 이데올로기적

(ideological)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는 교정이 가해졌고, 헌법제정회의에 참여

한 대표들은 12개 state에서의 34개 정파들을 대표한 것으로서 다양한 이익들이 

표출되었다는 점과 다원적인 이익들의 대립도 고려할 요소이나 국가의 목적과 

국민국가를 형성하고 작동하게끔 하는 근본원리와 국가적 가치와 公共 哲學

(public philosophy)을 정립한 점이 헌법제정회의의 더 본질적인 요소라고 하는 해

석이 전개되었다.125) 당시의 지역적인 이익대립이나 계급적인 갈등은 당시 아메

리카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 지적, 이론적, 이념적인 영향들에 의해 조절되고 

타협되었으며 중재되었다고 본다. 다만, 여러 원리들 가운데 자유주의, 경쟁적 개

인주의, 사회 평등, 무한정한 경제적 기회 등과 같은 로크의 원리들(Lockean 

principles)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하였다고 보는 견해도 있고,126) 로크의 원

리들이라고 간단히 치부하기에는 보다 더 복잡한 공화주의적 정치문화나 共和主

“Anti-federalism In Maryland, 1787-1788,” William and Mary Quarterly, Vol. 4(1947), 
446쪽 이하; William Pool, An economic interpretation of the Federal Convention in 
North Carolina, North Carolina Historical Review , Vol. 27(1950), 119쪽 이하; Robert 
E. Thomas, “The Virginia Convention of 1788: a criticism of Beard’s An Economic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Journal of Southern History, Vol. 19(1953), 63쪽 
이하; Robert E. Brown, Charles Beard and the Constitution,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6; Forrest McDonald, We the People(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8), 357쪽 이하.

125) 이러한 논지로는 예컨대, F. McDonald(註 124); Clinton Rossiter, 1787: The grand 
Convention,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1966; C. Warren(註 121); John P. 
Roche, “The Founding Fathers: a reform caucus in ac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55(1961), 799쪽 이하; McLaughlin, 1905; Farrand, 1913; Merrill Jensen, 
The Articles of Confederation: An Interpretation of the Social-Constitutional History of 
the American Revolution 1774-1781,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40; 同
人, The New Nation: A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Confederation 1781- 
1789, New York: Vintage Books, 1950; Richard Hofstadter, The American Political 
Tradition, New York: Vintage Books, 1954; Martin Diamond, The Founding of the 
Democratic Republic, Itasca, IL: F. E. Peacock, 1981.

126) 이러한 견해로는 예컨대 Louis Hartz, The Liberal Tradition In America: An 
Interpretation of American Political Thought Since The Revolution, New York: 
Harcourt, Brace, 1955; Donald J. Devine, The Political Culture of the United States, 
Boston: Little, Brown,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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義 原理들(republican principles)이 중요한 기능을 하였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러

한 것은 미합중국의 건국은 원자화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개인은 

전체 사회의 참여자이고 共同善을 실현함에 있어서는 개인이익을 희생할 수 있

다는 公共的 德性을 기초로 한 사회적 共同體主義的 性格을 강하게 띠었다고 본

다.127)

이러한 공화주의적 해석이 등장한 후 다시 로크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개인주

의가 보다 중요하게 작용하였다고 하는 해석이 再浮上하였다.128) 로크적 원리들

과 공동체주의적 원리들이 상호 작용하였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며,129) 양자로 설

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고 서로 다른 종교, 이념, 이주민과 그들의 삶의 배경 등

을 가지고 아메리카 여러 곳에 흩어져 정착한 각개의 지역에 기반을 둔 다양한 

여러 下位文化들(subcultures)이 복잡하게 작용하였다고 보고, 이러한 관점에서 헌

법제정회의를 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130)

그리고 憲法制定會議를 원리와 이익 가운데 어느 것에 더 중점을 두고 해석하

는가 하는 문제는 헌법의 제정과 국가의 형성에 있어 民主政인가 貴族政인가 混

合政인가, 정부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행정부의 책임자를 1인으로 할 것인가 

다수로 할 것인가, 의회를 양원제로 할 것인가, 판사의 任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의회의 권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같은 보다 상위 수준(higher level)

127) 이러한 입장으로는 예컨대 Bernard Bailyn, The Ideological Origins of the American 
Revolu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67(이 책은 국내에 번역되어 
소개되었다. 배영수(옮김), 미국혁명의 이데올로기적 기원 서울: 새물결, 1999.); Robert 
E. Shalhope, “Republicanism and early American historiography,” William and Mary 
Quarterly, Vol. 39(1982), 334쪽 이하. 이에 관한 개괄적 설명으로는 황해붕, “독립혁
명기 미국 공화주의의 기본원리들과 그 변형,” 미국사연구 창간호(1993), 19쪽 이하; 
정경희, 미국을 만든 사상들(서울: 살림, 2004), 8쪽 이하 참조.

128) 이러한 입장은 예컨대 Joyce Appleby, “The social origins of American revolutionary 
ideology,” Journal of American History, March 1978; John P. Diggins, The lost soul 
of American politics: virtue, self-interest, and the foundations of liberalism , New York: 
Basic Books, 1984. 이에 관한 개괄적 설명으로는 정경희, “혁명기 및 건국 초기 미국
의 정치사상,” 미국사연구 창간호(1993), 57쪽 이하 참조.

129) 예컨대 Daniel J. Elzar, American Federalism: A View from the States, 3rd. ed., New 
York: Harper & Row, 1972; Robert Kelley, The Cultural Pattern in American 
Politics: The First Century, New York: Knopf, 1979; Daniel J. Elzar/Joseph Zikmund, 
The Ecology of American Political Cultures: Readings, New York: Thomas Y. 
Crowell, 1975.

130) 예컨대 Calvin C. Jillson, Constitution Making: Conflict and Consensus in the federal 
Convention of 1787, New York: Agathon Press,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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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헌법적 선택에 초점을 맞추느냐, 아니면 시민권자의 자격, 선거권자의 자격, 

의회의 대표를 비례대표로 할 것인가 평등대표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같은 

보다 하위 수준(lower level)의 헌법적 선택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중점의 이

동이 있게 된다고 보고, 전자에 초점을 맞추면 헌법과 국가의 구성에서의 원리에 

보다 큰 비중을 두어 해석할 것이고, 후자에 초점을 맞추면 지리적, 경제적 이익

이나 state의 크기 등에 보다 큰 비중을 두어 해석을 하게 될 것이므로 그간의 

헌법제정회의의 해석을 둘러싼 혼란스러운 논의는 이러한 관점에서 정돈할 필요

가 있다고 하는 설득력 있는 지적도 있다.131) 아무튼 헌법제정회의의 구성을 이

해하는 데는 이러한 ｢헌법제정회의의 해석｣에 대한 논의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

나, 여기서는 형식적인 법적 구성에 초점을 맞추고 살펴보기로 한다.

오늘날 국민주권에 기초한 민주주의이론에서 보면, 헌법제정회의는 민주적 정

당성을 충분히 확보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아직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고, 당시에는 민주주의란 派黨的이고 分派的인 군중의 비이

성적인 행동이거나 덕성을 중시하는 정치에서 이기적 욕망에 근거한 불순한 恣

意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던 시기였으므로 헌법제정회의를 각 state의 주민이 

선출한 대표들로 구성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실제상황과는 부합하지 않았던 것

으로 보인다. 이러한 것은 미합중국헌법이 만들어지고 미합중국에서 민주주의가 

만들어져 전파되고 발전하면서 생겨난 후대의 관념이다. 그러나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헌법제정회의는 국민주권을 만족시키는 것은 아니었고, 다만 각 state가 모

두 참여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적인 성격을 가졌다. 이러한 헌법제정회의

는 법률을 제정하는 기관이 아니었기에 E.-J. Sieyès가 말한 특별대표기관에 가까

운 성격을 지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당시에는 아직 E.-J. Sieyès의 

憲法制定權力理論과 代表理論이 등장하기 전이었다.

⑵ 憲法制定 過程上의 特徵

미합중국의 연방헌법의 제정과정을 보면, 처음부터 헌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회

의를 구성한 것은 아니다. 당시의 연합체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

하기 위하여 소집한 회의가 연방헌법을 제정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아갔

다. 그래서 이 헌법제정회의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하고 논의한 

것이 아니라, 연합체제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각 state의 대표들을 파견하는 

131) C. C. Jillson(註 130), 14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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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종래의 방식에 따라 구성된 회의가 결과적으로 헌법제정회의를 구성하는 방

법으로 되어 버렸다. 각 state에서 선임하거나 지사가 지명한 사람들이 파견되었

다. 헌법제정회의가 처음부터 분명한 목적에 합의를 하고 소집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state에서는 대표가 파견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아주 늦게 헌법제정

회의에 파견된 경우도 있으며, 그 대표도 수시로 교체되기도 하고 아예 자기 고

향으로 가버리고 나타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그런 점에서 헌법제정을 수행하

는 기관의 구성에 있어서는 민주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점이 보인다.

헌법제정회의의 진행과 절차에서는 당시까지 의회에서 일반화되어온 토론과 

의결의 방식에 따랐다. 회의는 전원위원회에서 자유로이 토론하고 쟁점에 대해서

는 개개 표결로 결정을 하여 정하였고,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버지니아案)을 

본회의의 심의에 상정하였다. 본회의에서는 전원위원회에서 상정한 내용에 대하

여 다시 논의하면서 그 내용들을 결정하였고, 이러한 결정내용을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헌법의 형태로 만들게 하고, 여기서 만들어진 헌법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하였다.

헌법제정회의에서 결정한 헌법안은 다시 대륙의회의 심의를 거쳐 각 state의 

동의와 비준에 회부되었다. 아메리카 공동체의 구성원인 각 state의 동의와 비준

을 얻는 것은 민주주의원리에 기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연방헌법은 이러한 

state의 동의와 비준을 얻어 확정되었다. 현대 국가에서 보이는 국민투표와 같은 

것은 없었다. 다만, 각 state에서 헌법에 대하여 동의와 비준하는 일을 할 헌법회

의는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인사로 구성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일정한 수준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미합중국의 경우 연방국가를 수립하는 과정을 보면, 먼저 헌법을 제정할 기관

을 구성하여 이 기관으로 하여금 헌법을 제정하게 하고, 이 헌법제정의 작업이 

종료한 다음에는 이를 해산하고, 새로 제정된 헌법에 따라 국가를 수립한 다음에 

국가의 기능이 작동하도록 하였다.

6. 韓國과 美合衆國의 憲法 制定의 比較

우리나라의 헌법의 제정을 미합중국과 비교하는 것은 시기상 고려되어야 할 

점이 있다. 미합중국의 경우는 세계 어디에도 近代的 意味의 憲法이라는 모델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최초의 근대적인 헌법을 창조하였고, 우리는 그로부터 

160년 후에 근대 독립국가를 만들면서 헌법을 제정하였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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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제정하던 때 이미 미합중국은 근대 헌법을 제정하여 이를 시행한지 160년

이 되었고, 또 기본권도 헌법에 실정화하여 시행한지 오래되었으며, 근대 입헌주

의와 민주주의를 발명하여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던 미합중국이 우리나라에서 

군정을 실시하고 한국이 현대 주권국가로서 출범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 있는 상

태에 있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하여 양자를 비교하는 것은 기준에 있어 여러 가

지 형태의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서도 헌법의 제정에 있어 미합중국의 경우와 우리나라의 

경우를 비교해보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헌법을 제정하면서 그 방법이나 절차 등

에서 어떠한 문제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보다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1948년 국회가 가지는 성격을 규명하기 쉽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특

히 논자들 가운데는 미합중국의 헌법제정과 다르면 어딘가 잘못된 것이라는 시

각을 가진 자도 있으므로 이러한 관점이 타당한 것인가를 살펴보는 데도 이러한 

비교적인 접근은 유용하다고 보인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우리나라와 미합중국

의 경우를 비교하여 표로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한국과 미합중국의 헌법제정과정의 비교〉

한국 미합중국

시기 1948년 1787년-1788년

헌법

제정기관

형태 의회 회의체

구성방법 국민의 선거 state의 의회 선출, 또는 지사의 지명

성격 헌법제정의회 헌법제정회의

헌법안의 기초 기간 20일 18일

헌법안의 심의 기간 20일 37일

헌법의 확정 본회의 의결(7. 12.) 서명(9. 17.)

헌법의 효력 발생 국회의장의 공포(7. 17.)
대륙의회의 심의→ 9개 이상의 state
의 비준(9번째 비준: 1788. 6. 21.)

한국과 미합중국의 헌법제정에서는 160년의 시차가 존재하지만, 양자를 비교하

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헌법을 제정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진 국회가 구성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처음부터 헌법제정회의의 형태를 띠지 않고 국회의 형태

를 띠기는 하였지만, 위에서 보았듯이 1948년 6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는 헌법

제정의회의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한 기관이 헌법을 제정한 것은 권한의 면



2004. 6.] 1948年 國會의 法的 性格에 관한 硏究 203
에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미합중국의 경우에는 헌법제정회의의 형태를 

띠기는 하였지만 처음부터 헌법제정을 목적으로 그 권한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

은 것이 아니므로 문제가 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는 헌법제정기관인 국회가 국

민의 선거에 의하여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점을 160년전인 미합중국과 비교하여 우리의 경우가 진일보하였다고 단순히 비

교할 수는 없지만, 헌법제정기관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점에 있어서는 우리

나라의 경우가 보다 충실했다고 할 수 있다.

흔히 우리나라의 헌법제정은 그 심의기간이 너무 짧아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하고, 심의기간이 길고 충분히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으면 좋겠으나, 특별대표들

에 의해 구성되는 헌법제정기관에서 헌법을 제정하는 방식에 따르면, 그렇게 심

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헌법안을 기초하여 심의에 상정할 때까지의 기간

은 미합중국의 경우보다 길며, 심의기간도 미합중국의 경우에 비하여 심하게 짧

은 것도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다소의 충분하지 못한 점은 있으나 이로 인하여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에 하자가 생긴 것은 아니다.

1948년 국회가 연합국의 관리 하에서 미군정의 실시에 의해 구성되고 헌법제

정의 작업을 하였지만, 미군정의 개입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므로 이로 인하여 

주권적인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법적으로는 주권국가가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이 독립된 주권국가의 구성원이라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으나, 주권이 공동체의 독립성을 의미한다면 1948년 국회는 법적으로는 주권

국가의 국회가 아니었지만 사실상 독립성을 유지한 채 헌법제정의 작업을 자유

로이 수행하였으므로 이러한 의미에서는 일정한 수준에서 주권적 정당성을 확보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1948년 국회는 헌법제정기관으로서

의 역할을 그 기능에 합당하게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Ⅵ. 結論

1948년 국회의 성격이 어떠한가? 이 문제를 밝히는 작업은 우리 헌법의 제정

과정의 정당성을 규명하는데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48년 국회는 처음부터 헌법제정기관과 입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함께 가

진 것이 아니라, 기간에 따라 1948년 6월 1일부터 7월 17일 헌법을 공포한 시점

까지는 헌법제정기관, 즉 헌법제정의회 또는 헌법제정회의의 성격을 지녔고,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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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헌법을 공포한 시점 이후부터는 1948년 헌법에 따라 입법기관으로 전환되

어 통상의 입법기관, 즉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졌다. 이러한 점에서, 

1948년 헌법은 대표원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처음부터 특별대표의 원리에 따라 

구성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충분하지 않지만, 헌법을 제정할 수 없는 기관에서 

헌법을 제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법리상 큰 하자는 없다고 할 것이며, 전체

적으로 볼 때 헌법제정원리에 부합하는 헌법제정기관에 의해 제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1948년 국회가 헌법제정기관의 지위에서 활동할 때 국회법과 정부조직법을 제

정한 것의 문제를 보건대, 먼저 당시 제정한 국회법은 법적 성질에서 법률이 아

니고 국회 스스로 정한 국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범이므로 이러한 규범의 

정립행위는 헌법제정기관으로서의 지위와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정식으로 국회

법이 제정된 것은 헌법이 시행된 후 1948년 10월 2일이었다. 그리고 정부조직법

의 경우에도 이는 엄 히 볼 때, 적법한 법률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당시의 상

황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1948년 국회가 7월 17일까지 유지

한 헌법제정기관으로서의 지위가 부정되거나 변경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1948年 憲法은 정당한 헌법제정권력을 가진 헌법제정기관에 의

하여 제정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헌법의 제정은 헌법원리에 합치하는 것

이라고 할 것이다. 당시 우리나라가 처한 낮은 수준의 생산력과 국민의 높은 문

맹율, 그리고 전후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세계전략 속에서 체제의 선택이 자율

적으로 행해질 수 없었던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국가로 나아가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헌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는 순조로웠다는 점이 우

리 현대사에서 주목할만한 점이다.

역사를 후에 와서 다시 복구하는 관점에서 보면, 해방후 우리나라의 경우 법리

에 합당하게 헌법을 제정하고 국가를 수립하려고 했다면, ｢완전독립국가의 인정 

→ 과도정부의 수립 → 헌법제정기관을 구성하기 위한 규범 제정 → 헌법제정기

관의 구성 → 헌법의 제정․시행 → 헌법제정기관의 해산 → 의회의 구성 → 정

부수립을 위한 법률의 제정 →정부 수립｣이라는 과정을 밟거나 과도정부 또는 

임시정부를 수립하여 위와 같은 헙법제정과 정부수립의 과정을 밟는 것이 타당

하고 법리에 합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은 그렇지 못하여 위에 살펴본 

바와 같은 절차를 거쳐 헌법이 제정되고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을 거쳤다. 그렇지

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1948년 국회는 상당한 수준에서 헌법제정기관의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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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에 합당하게 수행하였고, 이러한 헌법제정기관으로서의 성격과 지위를 유지

하는 동안에는 입법기관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이러한 것은 새로 제정된 1948

年憲法의 전환규정에 의해서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런 점에서 5․10선거 한번

으로 나중에 헌법제정의회와 입법기관의 역할을 할 기관을 구성한 점이나 1948

년 국회의 명칭이 국회라는 점을 들어 1948년 국회를 처음부터 헌법제정의회이

면서 입법기관이라고 보는 것은 법리적으로는 정확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1948

년 국회는 처음부터 헌법제정기관과 입법기관의 이중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1948년 6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는 헌법제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지녔고, 7월 17일 이후부터는 헌법의 102조의 명문규정에 따라 헌법제정기관으

로서의 성격은 상실하고 입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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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aims at reviewing the character of the 1948 National Assembly 

which made the first Korean Constitution. After the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 ruling, US Military Government began to rule South Korea on 

September 11, 1945. During the US Military Government period, South Korea 

tried to build a new sovereign nation. As the first step, the National Assembly, 

which should make a constitution to build a nation, was composed of members 

elected by universal, equal, direct ballot. This election was carried out on May 

10, 1948.

The National Assembly began to work for making a constitution. It elected 30 

members for drafting a constitution on June 1, 1948.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deliberated and debated on the Draft from June 23. They 

passed a vote of the Draft on July 12. The president of National Assembly 

promulgated the first Constitution on July 17. The article 102 of this 

Constitution prescribed that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be converted to a 

legislative body.

It was usually said that the 1948 National Assembly had double characters as 

a constituent assembly and a legislative body during its all period. However, my 

opinion is this like understanding is not correct. In this article, I make the new 

suggestion that the 1948 National Assembly had the character of a constituent 

assembly from May 31 to July 17 and the character of a legislative body after 

July 17, 1948. I made a comparison between Korea and US in a 

constitution-making to clear up this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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