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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이익균점권의 보장과 우촌(牛村) 

전진한(錢鎭漢)의 사상 및 역할*

―우촌의 사회법사상 궤적의 탐색을 위한 ‘초심곡(初心曲)’―

1)

李 興 在**

Ⅰ. ‘휴화산의 용암’: 이익균점권의 사회법사상적 조명의 의의

제헌헌법에 보장되었다가 이른바 제3공화국 헌법에서 삭제된 근로자의 이익균

점권에 필자가 관심을 가지게 된 주된 이유는, 흔히들 우리 헌법을 모방헌법이라

고 평가하지만 이익균점권이 세계의 어느 헌법에도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우

리의 독창적인 근로자의 기본권이므로 제헌당시의 그 보장배경이 무엇이며 이를 

헌법규범화한 주도세력의 성격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당시의 피폐된 경제상황에서 이익균점권을 보장할만한 실질적

인 경제적 기초가 갖추어져 있었는지 또는 제헌헌법의 제정으로 남북분단이 고

착된 상황에서 이 헌법조항이 함축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를 계기로 

궁극적으로는 제헌헌법의 정신 즉 우리나라의 건국이념 및 그 정체성과 나아가

서 노동기본권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관건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문제를 실증적으로 해명하려면 당시의 경제상황과 국민의 생활실태, 

제헌국회의원을 선출한 5.10 선거의 성격과 구성의원들의 정치성향, 일반 국민들

의 절실한 욕구와 여론의 향배, 헌법초안의 심의과정, 그리고 남북통일에 대한 

각계각층의 시각과 열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지만, 이에 대한 관심

의 정도가 높은 데에 비하여 필자의 연구역량의 부족을 자인할 수밖에 없어 이

와는 다른 방법론을 취하기로 하 다.

그리하여 필자는 먼저 헌법초안을 심의한 제헌국회 속기록을 검토하여 그 보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04학년도 학술연구비
의 지원을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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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주도한 인물을 중심으로 당시의 다각적인 상황을 포착

할 수 있는 ‘인물사적 접근방법론’을 채택함으로써 보다 더 심층적인 이해가 어

느 정도 가능하리라고 상정했다. 이러한 접근과정에서 평소의 선입견과는 다른 

두 가지의 괄목할만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익균점권이 헌법초안 심의과정상 

다른 조문과는 달리 제헌국회의 ‘유일한 최대’의 쟁점이었고, 또한 이를 주도한 

우촌 전진한 의원의 고유한 사상인 자유협동주의와 민족통일론이 이익균점권 보

장의 사회법사상의 기초 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글은 위의 두 

가지 사실을 실증적 자료에 의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밝혀 보려고 하는 데에 그 

중심목적이 있다. 즉 헌법초안에마저도 규정되지 않았던 이익균점권이 왜 헌법초

안 심의과정에서 제안되어 한민당계가 예상하지 못한 최대의 파란을 일으킨 변

수로 작용했는지에 관한 실질적 배경과 논의를 그 보장의 주도적 역할을 한 우

촌의 시각을 중심으로 살펴본 뒤 그의 이익균점권에 대한 인식태도와 사회법사

상을 고찰하려고 한다. 이러한 우촌의 활동과 사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하여서 

먼저 그의 생애와 정치이념을 간략히 파악해 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휴화산이라고 해서 용암마저 고갈되지 않는 것처럼 지금의 헌법에 이익균점권

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이익균점권 보장 정신의 사회법사상마저 시들어 

버린 것은 아닐 것이다. 자본독점주의나 공산독재주의의 대립을 초극 지양한 자유

협동주의로 민족통일을 달성하여 ‘자주적 균등사회’를 건설하려는 우촌의 이익균

점권 보장사상은 지금도 휴화산의 용암처럼 힘찬 분출의 때를 기다리며 지표의 

밑바닥에서 뜨거운 용트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지금 우리 민족의 운명과 남

북의 실질적 지배체제가 제헌당시와 비교하여 근본적으로 달라진 점이 없다고 한

다면 이익균점권의 보장취지를 되새김질하며 우리의 잠재력을 확인하는 자기성찰

의 계기를 만드는 데 이익균점권의 사회법사상적 조명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Ⅱ. 대승(大乘)사상의 실천: 우촌의 생애와 정치이념

1. 우촌의 생애

우촌 전진한(1901∼1972)은 경북 문경의 극빈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

을 상주의 외가에서 보내다가 17세에 서울로 고학의 길을 떠나 인촌 김성수, 고

하 송진우 등이 하숙하던 하숙집에서 “밥 짓고 물 긷고 밥상을 나르고 각 방마

다 불을 때고 청소와 심부름을 도맡아 하던” 사환노릇을 하면서 독학을 하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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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육 회의 동경 유학생으로 선발되어(1920) 와세다 대학 정경학부 경제과를 졸

업 하 다(1928).

동경 유학시절 비 결사체인 ‘한빛’을 조직하여 이를 중심으로 100여 명의 동

지들과 함께 일본제국주의 착취에 대항하기 위한 자주적 경제조직체 건립을 취

지로 ‘협동조합운동사’를 결성하고(1926) 당시부터 노선대립을 하던 ‘ML’당과 신

간회 일본지부 설치를 둘러싼 쟁탈전에서 우촌은 신간회 서울본부에서 ML계 대

표와의 격렬한 이론전 끝에 승리하여 본부의 결정으로 신간회 일본지회 창립대

회(1927)에서 간사로 추대되었다.

대학 졸업 후 곧바로 귀국하여 협동조합운동사의 본부를 서울로 옮겨 전국에 

수백 개의 조합을 조직하는 등 항일운동을 전개하던 중 치안유지법 위반의 죄목

으로 체포되어(1928) 신의주 감옥에 2년간 투옥된다. 출옥 후에도 빈번히 구금되

다가 함남 갑산에서 사립학교 교원생활을 하던 중 다시 불온분자로 찍혀 추방되

어 1933년부터 해방되기까지 12년간 금강산 신계사의 효봉 스님, 오대산 상원사

의 한암 스님 밑에서 참선수행을 하며 깊은 산 속의 “무인지경에서 생활하다가 

해방된 것도 모르고 지냈을 정도”로 은둔생활을 하 다.

해방 후 자유협동주의 입장에서 민족통일을 지향하는 청년운동 및 노동운동을 

전개하여 대한독립촉성 전국청년총연맹위원장(1945), 대한노동총연맹위원장(1946)

으로 활동하다가 1948년 제헌국회의원으로서 ‘노농(勞農) 8개 조항’을 국회에 제

출하여 근로자의 이익균점권 등의 보장에 중심적 역할을 하 으며, 정부수립 후 

초대 사회부장관을 역임하 다. 우촌은 한편 국제노동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

자유노동조합연맹 창립 런던 대회(1949)에서 이사로 피선되었으며, 그 뒤 국제자

유노동조합연맹 아시아 대회(1951)의 부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제2대 국회의원으

로서 노동법 제정(1953)에 앞장섰으며 제3대 국회의원이 되어 이승만 정권의 탄

압에 맞서 평생의 정치이념인 자유협동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농당’을 창립

하여(1955) 동 위원장에 취임하 다. 4.19 이후 5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1960) 

한국사회당을 조직하는 등 혁신세력의 규합에 노력을 경주하 고, 5.16 이후 박

정희 정권에 대항하는 민정당을 발기하여 최고위원에 취임함과 동시에 제6대 국

회의원(1963)과 민정당 부총재(1965)에 당선되었다. 1965년 통합야당인 민중당 

지도위원을 끝으로 정당생활의 마지막을 장식한다.

우촌은 정계 은퇴 후, 그 전에도 틈이 있을 때마다 간간이 해오던 ‘금강경’ 강

의를 동국대 선학원, 대각사 등지에서 본격적으로 펼치다가 후두암으로 입원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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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자진 퇴원하여 단식을 하며 참선으로 마지막 운명을 맞이하면서 “노동자로 

이 세상에 왔다가 노동자로 돌아간다”는 말과 “삼천대천세계(三千大天世界) 활활

투탈(闊闊透脫)”이라는 임종게송을 남기고 만세를 외치며 대자유인의 경지로 돌

아갔다.1) 이처럼 우촌이 걸어 온 청년운동가 및 노동운동가로의 삶, 초대 사회부

장관 및 5선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가로서의 삶은 남모르는 선수행자로서의 정진

을 바탕으로 하여 오로지 대승사상을 실천하는 외길이었을 뿐이다.2)

그가 남긴 저서로는 ‘협동조합운동의 실제’(동경: 동성사인쇄소, 1927), ‘건국이

념’(서울: 경천애인사, 1948), ‘협동조합의 신구상’(부산: 협동조합운동사, 1952), 

‘민족위기와 혁신세력’(경학사, 1955), ‘자유협동주의’(서울: 국회타임스사, 1957), 

‘이렇게 싸웠다’(1967년 매일신문에 연재한 것을 자비출판한 것임) 등이 있는데, 

우촌의 장남 전창원 씨가 이러한 저술들을 한데 모아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싸웠다’(서울: 무역연구원, 1996)’를 펴냈다.

2. 우촌의 정치이념

우촌의 일관된 정치이념은 자유협동주의를 기초로 한 민족통일의 지향이라고 

볼 수 있다. 자유협동주의는 개인주의와 전체주의의 모순을 지양통일 하여 개인

1) 우촌의 생애는 다음을 참고하 다. 전진한, 이렇게 싸웠다(서울: 무역연구원, 1996); 
노규현 외, 세속에 핀 연꽃(서울: 대한불교진흥원, 2003), 50-60면. 특히 우촌의 단식 
및 임종 때의 모습과 임종게송은 앞의 참고자료에도 기술되어 있지만, 그의 장남 전
창원 씨가 면담을 요청한 필자에게 직접 들려주었다.

2) 다음의 글은 우촌의 성향과 노선을 집약한 것으로 생각되어 그 글을 인용한다. “나는 
소년시절 고학할 때에 왜놈의 집에서 고용살이를 하면서 갖은 천대와 압박을 받았을 
때 관념적이며 공상적이었던 나라와 민족에 대한 의식이 체험을 통하여 뼈에 사무치
게 실감하 으므로 일생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민족적 입장에서 또 거기에 의하여 움
직여 왔다. 그 당시 여러 곳에서 고용살이와 노동생활을 해온 동안에 노동자로서의 
의식이 뽑을 수 없게 깊이 뿌리 박혀서 나는 항상 노동자, 농민, 약자 편에서 싸워 
왔다. 우리 노농당의 노선이야말로 나의 정치이상에 꼭 맞는 노선이다. 노동자, 농민, 
근로대중의 권익을 적극 옹호하면서 그들을 주도세력으로 민족 각계각층을 협동 조직
하여 이 민족의 당면과업을 수행하고 민족 만년대계를 수립하자는 것이니 전국민이 
자각적 협동, 주체적 협동에 의하여 서로 손잡음으로써 국민이 균형 있는 경제생활을 

위할 수 있고 정치면에 있어서는 어떠한 강권도 존재할 수 없는 문자 그대로의 인
민에 의한 정치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일생을 통하여 추구해온 민
족문제와 계급문제가 동시에 해결을 볼 수 있어 나에게는 가장 이상적인 정치노선으
로 확신하므로 나는 앞으로 노농당의 이상실현을 위하여 심신을 바칠 작정이다.” “노
농당의 노선은 나의 이상”, 내가 걸어온 길 내가 걸어갈 길(월간 신태양 별책, 1957), 
1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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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유가 보장되면서 전체의 협동이 유지되는 인간본위의 사회를 건설하려는 

이념이므로 우촌이 공산독재주의나 자본독점주의를 다 같이 배격하는 정치노선

을 취하 던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자유협동주의는 우촌 사상의 핵심적 

키워드이므로 상론은 피하고, 이곳에서는 이익균점권의 사상적 배경이 되는 그의 

건국이념 및 민족통일관과 국가관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1) 건국이념: ‘자주국가 수립과 균등사회 건설’

우촌은 정치적으로는 외국간섭이 없는 독립정부를 수립하고 경제적으로는 착

취와 대립이 없는 균등한 사회를 건설하여 민족문제와 계급문제를 동시에 해결

하는 통일된 민족국가를 건국하려는 이념을 가지고 있었다.3)

그는 이러한 건국이념 실현의 치명적 장애요인으로 “세계를 양분한 상극되는 

세력인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우리 국토를 양단하여 첨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사실”4)을 직시하여 “이 두 세력을 초극하고 우리의 새로운 진로를 개척하지 않

으면 안 된다”고 강조한다.5)

(2) 민족통일관: ‘양대 사조를 초극 지양한 사상적 통일’

우촌은 민족분열과 사상대립을 해소하여 진정한 의미의 민족통일을 성취하기 

위하여서는 “민주주의니 공산주의니 하는 이 양대 사조를 소화 여과하여 이 양

대 사조를 초극 지양한 새로운 사상을 창안하여 민족진 이나 공산진 이나를 

막론하고 전 민족이 그 사상 밑에 흔연 감응할 수”6) 있는 “심중의 삼팔선 즉 사

3) 전진한, 건국이념(서울: 경천애인사, 1948), 5면.
4) 우촌은 자유협동주의 입장에서 소련의 공산주의와 미국의 민주주의를 각각 ‘폭력주

의’, ‘금력주의’라고 다 함께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스타린의 일국사회주의 건설이라는 이념은 필연적으로 소련으로 하여금 국가주의적 

방향으로 유도하게 되는 동시에 소련의 국가자본주의의 체제와 아울러 후일 소련으로 
하여금 적색제국주의 국가라고 부르는 한 개 침략국가로 전락시키게 된 것”이기 때문
에 “소련에 있어서 일종의 특권계급이요 권력계급인 공산당만이 언제든지 정권을 독
점”하므로 “이것은 푸로레타리아트 민주주의란 가면 하에 한 개 폭력주의가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전진한, 건국이념, 19면 및 34면. “미국 계통의 민주주의는 자본주의를 
배경으로 한 소위 뿌루조아 민주주의인데 … 이 뿌루조아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경제적 세력에 의하여 지배되므로 결국 인민의 의사를 토대로 한다는 진정
한 의미의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어 이것은 오히려 금력주의라 함이 타당할 것이
다.” 전진한, 건국이념, 32-33면.

5) 전진한, 건국이념,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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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의 삼팔선을 분쇄하는 것이 선행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사상

적 통일7)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국내의 양 진 이 그 이상은 

동일하지만 그것을 추구하는 출발점이 다를 뿐이라고 민족진 과 공산진 을 포

용적 자세로 인식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8)

(3)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관: ‘압박과 착취가 없는 최이상적 국가’

우촌은 진정한 인민본위의 명실상부한 민주주의적 정부는 인민을 지배 굴종시

키는 권력기관이 아니라 사무기관으로 존재하여 압박과 착취가 없는 최이상적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라야 된다고 주장한다.9) 그는 우리나라가 “양대 대립된 사

상을 초극지양한 창의적인 인류최고이념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세계 어느 나라

에서도 보지 못할 특수한 정치적 경제적 환경에 처하고 있다”고 긍정적 진단을 

하면서 “우리 사회를 토대로 인류가 지향하는 최고이념인 압박도 없고 착취도 

없는 인류의 이상향을 새로운 창의에서 창조할 수 있다”는 낙관적 확신을 한

다.10)

6) 전진한, 건국이념, 49면.
7) “이 사상적 통일을 무시하고 무력 또는 기타 방법으로 남북을 통일한다고 하면 그 

민족적 희생이 막대할 뿐 아니라 비록 일시적으로 지역적 남북통일을 완수한다 할지
라도 민족상잔은 그칠 날이 없을 것이다.” 전진한, 건국이념, 46면.

8) “민족독립사상을 견지하는 자의 절대다수 거의 전부가 균등사회 무계급사회를 동경 
않는 자가 없을 것이며 만일 독립사상을 가졌다는 자로서 균등사회건설을 부인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민족의 미명하에 자기이익을 옹호하려는 사기한이 아니면 한 개 공
소한 관념론자일 것이다. 그리고 계급해방사상을 가진 자로서 그 다대수 거의 전부가 
외국 간섭이 없는 자주독립국가를 희구할 것이요 만일 독립국가건설을 부정하는 분자
가 있다면 사상누각을 지으려는 한 개 관념론자이거나 외국에 매수된 괴뢰분자일 것
이다. 이렇게 본다면 독립진 이나 계급진 이나 그들이 동경하는 최고이상은 동일하
고 다만 그것을 추구하여 나가는 출발점이 다를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의 분열
은 동상이몽(同床異夢)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동몽이상(同夢異床)에서 나온 것이라고 
규정한다.” 전진한, 건국이념, 48면.

9) “정부는 인민의 의사를 대변 실천하는 한 개 사무적 기능을 담당한 기관으로 존재할 
것이요, 어떠한 힘을 토대로 하여 인민으로부터 초월한 입장에서 인민을 지배 굴종시
키는 권력기관으로서 존재하여서는 안 된다. 정부와 인민이 혼연 일치하여 모든 국정
이 일원적으로 운 될 때에 만약 민주주의란 용어를 쓴다면 이러한 국가야말로 진정
한 민주주의 국가인 것이다.” 전진한, 건국이념, 38면.

10) 전진한, 건국이념, 34-35면 및 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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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건국의 ‘이념적 초석’: 이익균점권 보장의 주도적 역할

이익균점권은 원래 헌법초안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았지만 제헌국회 본회의 제

2차 독회에서 제안된 제17조의 수정안을 지주 및 자본가를 대변하는 한민당계와 

농민 등 근로대중을 대변하는 비한민당계가 2일간에 걸친 10시간 여 동안의 격

론을 벌인 뒤 무기명투표 끝에 드디어 보장되었다는 점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헌

법초안의 심의 과정 중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최대의 현안문제가 바로 

이익균점권 등의 문제 던 것이다. 먼저 이익규점권의 보장여부가 초미의 관심사

가 된 현실적 배경을 살펴보고 헌법초안에 대한 우촌의 전반적 평가를 알아본 

다음 그의 근로대중 대변을 위한 주장과 제헌헌법의 심의 중 ‘태풍의 눈’으로 작

용했던 이익균점권의 토론 분위기를 점검해 보려고 한다.

1. 이익균점권이 문제된 현실적 배경: ‘적산(敵産; 귀속재산) 처리

와 민족의 통합’

제헌당시의 피폐된 경제상황11)과 정치적 분열 및 사회적 혼란 속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최대의 국민적 과제는 토지개혁과 적산처리로 집약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는 건국의 경제적 기초는 물론이요, 민족의 통합과 직결되는 절실한 민생

문제 기 때문이다.12) 특히 당시의 산업상황에서는 적산의 규모가 남한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이의 처리방식 및 향후 관리측면에 

참여하고 싶은 일반 근로대중의 절실한 욕구와 기대가 생존차원에서 열화처럼 

들끓고 있었던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13)

11) 해방 이후 통화량의 팽창과 생산력의 부족 및 식량의 결핍 등은 물가를 급등시키고 
실질임금을 저하 시켰으며 이로 인한 소득의 불균형은 실업인구의 증가로 나타났으
니, 소득 불균형의 현저화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정치적 불안은 더욱 가중되었다. 
“1948년 2월말 현재의 소매물가지수는 1936년 평균(=100)을 기준으로 하여 65,226인
데 노동임금지수는 19,076으로 그 실질임금은 29.25%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 남한
의 실업인구는 총인구 대비 약 5%인 105만 명에 달하 으며 이중 56%가 전재민(戰
災民)이었다. 한편 취업인구는 실업인구의 약 7배인 743만 명으로서 인구 7명에 1명
꼴로 실업자가 있는 셈이다.” 상공회의소, 상공회의소 90년사(상권)(서울: 상공회의소, 
1976), 300면.

12) 조선일보는 1면 기사에서 “토지는 유상분배, 적산귀속문제로 격론”이라는 제목으로 
국회의 토의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조선일보(1948. 6. 30, 1면).

13) “1947년 9월말 현재 남한의 제조업체는 귀속공장 1,551개소(종업원 5만 770명)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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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주 및 자본가 세력을 대변하는 한민당계가 중심이 된 헌법기초위원

회는 그 속성상 이러한 일반대중의 여론을 외면하여 헌법초안에 이를 반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국민의 8할인 농민과 일반근로대중의 절실한 기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대변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통감한 전진한 의원(상주 을, 

대한독립노동총연맹)과 문시환 의원(부산 갑, 조선민족청년단) 및 조병한 의원(문

경, 무소속) 등을 중심으로 한 비한민당계 의원들이 적산기업의 참여권과 이익균

점권의 보장을 통해 남한의 사회적 통합은 물론 민족통일의 초석으로 삼으려고 

본회의에서 수정안의 제출에 동의한 것이다(재적 180명 의원 중 80명이 동의).

당시 이익균점권 주장의 배경과 근본취지가 적산처리 문제와 민족의 사상적 

통일의 두 가지 측면에 있었다는 점은 우촌과 문시환 의원의 발언을 통해 확인

하면 더욱 분명해진다.

“오늘날 모든 산업기구 소위 적산이라고 되어 있지만 앞으로 이 민족적 공

유물이 될 것이 올시다. 그러면 조선의 산업의 근간이요, 말하자면 조선산업의 

전체라고 볼 수 있는 이 문제를 놓고 이 이익을 누가 가지겠느냐, 모든 소위 

중간에 있는 이 재산을 말하자면 소위 자본가라든지 소위 기업가가 말하자면 

이것을 독점해 가지고 노동자가 다시 그 기업가나 자본가 밑에서 예속되어 또 

다시 일해 나갈 것인가, 이 재산에 대해서도 노동자도 한 개 발언권과 이익을 

점하는 것인가, 이 문제올시다. … 앞으로 적산의 운 은 전민족 여하로 되지 

아니하면 도저히 조선의 소위 산업이 부흥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기에 소위 

적산이라는 것은 일제시대에 한 식민지경제로 정부경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

러 가지 관계로 국가의 힘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이것은 자본가나 기업가가 힘

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민족의 역량 즉 근로대중 말하자면 전 열정을 

전국가의 힘으로 해야만 산업이 부흥될 수 있고 기업가나 자본가의 이윤을 먹

자는 이런 것이 아니올시다. … 정치면을 볼 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남

조선에서만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남방에서 소위 부르짖는 민주주의운동에 

귀속공장 3,959개소(종업원 7만 7,922명)로 도합 5,510개소에 달하 다. 귀속재산 공장
수가 전 공장수의 2분의 1의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매 공장 종업원 수는 비 귀속공장
당 17.4명에 비하여 31.6명이라는 우세에 있었다”는 사실과 “1944년을 전후하여 한국
인 소유 공장수가 850개소에도 미급되던 것이 해방 후 3,000개소나 급증한 것은 그만
큼 공장규모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면 적산(귀
속재산)의 규모가 남한경제에서 차지하는 절대적 비중으로 인해 그 청산이 시급한 과
제로 제기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필연적 귀결이라고 볼 수 있다. 상공회의소, 상공회
의소 90년사(상권), 3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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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를 쓰고 북방에서는 공산주의로 애를 쓸 때 이러한 사상대립은 허용 안됩니

다. 민주주의 민족사상은 그 나라가 없어요. 그리해서 전 민족이 시행할 수 있

는 이 원칙을 여기에서 발견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에 있어 

가지고 국제문제에 있어서 건설 향이 많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노동자가 기

업권에 참여한다든지 여러 가지의 이익문제는 그 방향으로 전 세계의 노동운동

이 전개되고 있습니다.”14)(우촌의 발언)

“사상대립을 완화시키지 못하면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좋은 목표를 세워냈

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장래는 대단히 비참한 앞길을 밟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국가를 재건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 큰 모순을 제거할 수 있다면 

제거할 수 있는 그 법규를 헌법에 삽입하여야 … 노자대립이 오랫동안 각국의 

큰 고통이었습니다. 노자협조가 실행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나라 운명을 위

하여 가장 좋은 것입니다. … 해방 후에 우리나라 경제상태는 노자와 협조될 

수 있는 큰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적산이올시다. … 일본의 적산을 금후 정

부가 적당히 잘 처리해 나가면 노자협조를 실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 기업주가 그 기업에 이익의 일부를 법률의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임금 이외에 

적당한 명목으로 근로자에게 균점시키자는 이것은 새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것은 기업주가 하고 있습니다.”15)(수정안 제1안을 제안한 문시환 의원

의 발언)

2. 헌법초안에 대한 우촌의 평가: ‘사회적 모순해결에 대한 민족정

신과 법률창의 결여’

우촌은 헌법초안이 전체적으로 개인주의사상과 사회주의사상, 즉 자본주의와 

통제주의를 절충 내지 조화하려고 애쓴 흔적은 있으나 정치적 민주주의에 대해

서 자세한 규정을 할 뿐이고 실질적인 경제적 민주주의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추상적이고 그 규정성에 있어서 매우 결함된 점”이 많아 “종합해서 보면 너무나 

형식적”이라고 평가한다. 그는 당면한 민족의 절실한 과제인 노자문제 등 사회적 

모순의 해결을 외면한 헌법초안은 민족적 정신과 법률의 창의가 결여된 것이라

고 지적한다. 특히 그는 민족통일의 사상적 토대로서 농민과 근로대중의 창의와 

자유를 실질적으로 실현하지 않는다면 헌법초안은 사문화될 것이라고 경고하면

서, 농민에의 토지분배 및 근로자의 완전한 인격 보장을 위한 수정안을 제시할 

14) 국회도서관, 헌법제정회의록(제헌의회): 헌정사자료 제1집(1967), 466-499면.
15) 헌법제정회의록, 454-4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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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헌법초안에 대한 우촌의 평가는 그의 헌법관 및 

사회법사상을 파악하는 전제가 되는 만큼 이를 구체적으로 들어보기로 한다.16)

“오늘날 조선에 있어서 가장 민족을 사상적으로 분열을 시키고 모든 혼란, 

모든 상쟁을 일으키고 있는 그 원인이 이 노자문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사회적 모순에 대해서 그것을 수정한다든지 여기에 대한 특별한 결정안이 

없다고 하면 여기에 나열된 모든 정치적 자유평등이라는 것은 한 화병(畵餠)이 

되겠다는 말입니다. … 물론 종합해서 이 초안에도 있습니다마는 대개 부르조

아 민주주의국가에 있어 가지고 온정적으로 노동자를 대우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러나 적극적으로 노동자가 국가의 일원으로서 모든 건설면에 진출하

여 그 재능과 창의를 발휘해 가지고 평등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는 이런 법률의 

창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초안을 전체적으로 통독해 볼 때 결국 이것은 

헌법사상에 있는 조항을 갖다가 모여 놓은 데 불과한 것이고 민족적 창의라든

지 우리 민족의 의사라든지 민족적 정신이 없음을 볼 때 대단히 이 헌법은 유

감으로 생각했습니다. … 우리가 계급대립의 사상을 완전히 해소시키고 정말 

노동자 근로대중으로 하여금 이 국가는 정말 우리의 국가이요, 이 국가야말로 

만민평등의 국가라는 이러한 신념과 이러한 국가에 대한 애착심, 이러한 사상

을 주지 않고는 도저히 오늘날의 혼란한 현상을 타개할 수 없는 것으로 압니

다. … 우리가 지금 남조선만 무어든지 할 것이 아니라 남북을 통해서 자유스

러운 사상을 통해서 전민족적 사상을 통일할 이때 농민에게 토지를 주고 노동

자는 완전한 인격을 계승해서 그 모든 건설에 대한 창의와 자유를 실질적으로 

실현하지 않고서는 이것이 사문화하고 말 것입니다. 이 의미에서 이 헌법전체

를 통해서 사회경제에 자유스러운 창의와 한국민족의 정신이 있기를 바라고 구

체적 문제에 있어 가지고 자본통제문제라든지 기타 실질문제, 중요한 노동문제

에 있어서 이 다음 2독회에 있어서 수정할 적에 토론하기로 하고 간단히 이로

써 마칩니다.”

3. ‘노농(勞農) 8개 조항’안의 제출: ‘근로대중의 절실한 욕구의 

대변’

우촌은 제헌국회에 근로자의 이익균점권 및 기업참여권 그리고 농민에의 토지

분배 등을 주요골자로 한 ‘노농 8개 조항’안을 제출하 다.17) 그는 ‘노농 8개 조

16) 헌법제정회의록, 279-281면.
17) 전진한, 이렇게 싸웠다. 2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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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안 제출의 기본적 배경을 노동과 자본의 통일을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남북통일의 사상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 두고 있다. 우촌은 이익균점권 등의 보

장은 “조선의 민족적 양심이나 혹은 계급양심”에 비추어 “우리가 세우는 정부에 

대한 향 또는 남북통일에 대한 향 또는 우리가 건국 후에 우리 민족이 완전

히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미치는 그 향이 많기 때문에 대

단히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18)

남북통일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이념적 초석으로서의 이익균점권 보장 등에 

관한 그의 주장을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 보기로 한다.19)

“결국 말하자면 민족통일이라는 것이 중대과업인데 이 과업을 완수하느냐 

하는 것이 절대한 것인 줄 압니다. 더욱이 전민족이 누구든지 어떠한 민족이상 

어떠한 민족창의 모두가 통일됨이 있어야 민족통일과 공통성을 얻을 것으로 믿

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대한노총 기타 근로대중의 조직체를 통해서 이 

국회에 격려하는 안건이 지금 낸 것이 8개조 있습니다. 그 중 특히 중요한 문

제는 노동자도 앞으로는 과거의 자본가적 경제체제에 있어서 상충이 있었던 그 

지역에 해방이 되어 가지고 노동자도 생산의 원동력이 되어 힘쓸 수 있도록 힘

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는 이러한 의미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노동과 자본이 통

일된 처지가 되어서 창의성을 발휘하는 새로운 민족적 근거를 걸어 가지고서 

그런 큰 이상을 가지고 이것이 앞으로 남북통일을 하는 그 사상적 근거로서 하

지 않으면 우리가 남북이 완전히 통일이 되는 이때에 비로소 사상적 투쟁이 떠

날 줄 압니다.”

4. 헌법초안 심의의 ‘폭풍의 눈’: 근로대중세력의 ‘실질적 명예혁

명’

(1) ‘민족의 전체를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

헌법기초위원회 위원장이던 서상일 의원(대구 을, 한국민주당)은 헌법안 제2독

회(1948. 7. 3, 국회 제24차 회의)에서 “17조․18조․19조는 우리나라 산업국책의 

기본을 결정하는 중요한 조문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대한노총 관계 

33단체로부터 전진한 의원 외 아홉 분의 제안을 지지하는 탄원서가 들어왔고 또

한 대한농총 외 19단체에서 서류가 들어왔고 인천조선섬유회분회 외 32단체에서 

18) 헌법제정회의록, 466-469면.
19) 헌법제정회의록, 2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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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왔습니다. … 또 그 안에 대한 반대의견으로 어제 여러분에게 배부된 조선상

공회의소에서 또한 제안한 것이 있습니다20)”라고 경과 보고를 하 다. 그리고 제

17조 제18조에 대하여 국회의원이 제출한 수정안만도 7, 8개에 달하 고 수정동

의를 낸 의원수도 무려 80여명에 이를 정도 다.21) 또한 사회를 보던 신익희 부

의장(광주, 대한독립촉성국민회),22) 곽상훈 의원(인천 갑, 무소속),23) 박기운 의원

(청주, 무소속)24)도 제17조 등의 조문이 민족의 전체를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라

고 주장하 다. 

제17조에 대한 다양한 수정안은 결국 수정안 제1안(문시환 의원 외)25)과 제2

안(조병한 의원 외)26)으로 압축되었다.

20) 헌법제정회의록, 451-452면.
21) 유진오, 헌법기초회고록(서울: 일조각, 1980), 95면.
22) “제 생각 같아서는 이 제17조․제18조․제19조의 3개조는 당장에 토론해서 작정하기

는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니 좀 시간의 여유를 두어 가지고 오늘이 토요일이니 일요일
이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도 잘 연구해서 토론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합니다”, 헌법
제정회의록, 479면.

23) “이 문제는 사실상 우리 민족의 전체를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하루라도 좋고 
사흘이라도 좋으니 토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잘 못될 것 같으면 우
리의 여태까지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헌법제정회의록, 479면.

24) “우리 민족의 8할을 점하고 있는 농민근로대중을 무시하고 있는 헌법초안 17조를 농
민과 근로대중을 위한 헌법으로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국회 내에서 헌법초안 제17조가 수정되느냐 안 되느냐 하고 일대 격론이 일어난 이 
순간 북한동포나 남한동포나 시청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저 바다가운데 
제주도에서 우리 민족끼리 피를 흘리고 싸우고 있는 참경 속에서도 서로 총대를 버리
고 본헌법 제17조가 어찌 되었는가 하고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
까? 오직 우리 민족은 8할을 점하고 있는 농민근로대중을 무시하는 헌법이 제정되어
서는 통일도 독립도 민족의 행복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민족적 관념으로 분석
하여 보면 8할을 점하고 있는 농민근로대중이 기본민족이고 2할의 특수계급민은 부가
민족입니다. 우리 헌법은 진실한 한국기본민족을 토대로 삼는 헌법을 제정하지 않고는 
민족은 망하고 말 것입니다. 국회의원동지 여러분 ! 민족을 살리겠습니까? 죽이겠습니
까? 헌법초안 제17조가 우리 민족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조목입니다. 우리 민족을 살
리기 위하여 수정안에 찬성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법제정회의록, 489면.

25) 제1안은 제17조 제1항을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는 노자
협조와 생산증가를 위하여 법률의 정하는 범위 내에서 기업의 경 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로, 제3항을 “기업주는 기업이익의 일부를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금 이
외의 적당한 명목으로 근로자에게 균점시켜야 한다”를 첨가하는 안이다.

26) 제2안은 제17조 제2항을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써 정한다. 단, 노동자는 이익배
당의 균점권을 가진다”로 수정하는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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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일간의 진지한 격론과 무기명 투표방식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서 수정안에 대한 토론이 종전까지 취해오던 심의 신

속을 위한 의원 발언시간의 제약(5분간)27) 분위기를 벗어나서 이 문제 하나로 7

월 3일(토) 오전․오후의 두 차례 본회의와 7월 5일(월) 오전 본회의까지 무려 

10시간에 걸쳐 진행된28) 것을 통해 이익균점권29) 등의 보장논의가 헌법초안 심

의의 ‘태풍의 눈’으로 작용한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30)

27) “(6월) 29일부터 대체토론에 들어갔는데 이때 한민계와 독촉계 의원의 시간제약 제의
로 발언은 반봉쇄상태에 빠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즉, 이 날의 사회자 신익희 부
의장은 ‘의장의 명도 있고 하니 헌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해서 각 의원의 발언시
간을 5분간으로 제한하자’고 간청조로 제의하 다. 이에 조봉암․이문원․윤병구 등 
무소속 측에서는 강경히 반대하 다. 그러나 결국 5분으로 제한하되 발언자의 특별한 
요청이 있으면 의장이 참작해서 시간 연장을 할 수 있게 하기로 대세는 기울어 졌다. 
그리하여 이 부자연한 제한은 단원제 대통령임기제에 반대연설을 톡톡히 해보려고 벼
려오던 무소속 측의 감정을 폭발시킨 원인이 되었다”, 김 상, “헌법을 싸고 도는 국
회풍경”, 신천지(1948. 7), 28면.

28)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이러한 사실을 1948년 7월 4일, 1면 머리기사로 대서특필하고 
있다. 그 보도의 머리기사 제목을 조선일보는 “노동자와 기업주, 권리옹호에 양견해, 
헌법토의 제17조에서 정돈(停頓)”이라 하고, 동아일보는 “이득균점문제로 논쟁, 수정. 
원안 양파대립”이라 하고 있다.

29) 유진오 씨는 “특히 문제된 것은 소의 근로자의 기업이익균점권인데 무엇을 근로자라 
하며 무엇을 기업이라 하느냐의 개념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토의는 한층 혼선을 빚어
냈다”라고 술회하고 있다. 유진오, 헌법기초회고록, 95면.

30) 헌법초안의 본격적 심의과정(축조토론)인 헌법안 제2독회(1948. 7. 1. 제22차 회의∼7. 
7. 제27차 회의)에서 이익균점권 등을 보장한 제17조의 수정안에 대해서만 2일간에 
걸쳐 10시간의 토론이 있었을 뿐 나머지 조문은 일사천리로 통과되었다는 사실이 이
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이때의 헌법제정회의록과 다음의 글을 보면 그 사실이 
자명하게 드러난다. “7월 1일부터 제2독회로 들어갔는데 이승만 박사로부터 축조토론
에 앞서 ‘… 국호개정을 위해서 토론으로 1분이라도 시간을 낭비함으로써 헌법통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합시다’라는 발언이 있자 어처구니없을 만치 국호는 물론 제16조
까지 초안대로 일사천리로 통과되었다. 그러나 제17조 토의로 들어가자 한민 측과 반
한민 측은 준열한 격론을 전개하여 7월 3일의 제24차 상하오회의 제25차(원문에는 제
26차 회의라고 되어 있는데 오식인 것 같다: 필자) 상오회의에서 전후 10시간에 긍하
여 각축전이 벌어졌던 것이다. … 7월 5일 하오회의부터는 제18조 토론으로 들어갔는
데 … 의장 이승만 박사는 신, 김 양부의장에게 교대로 사회를 보게 하더니 이날은 
손수 사회자가 되어 ‘헌법초안 각 조항에 대한 수정안이 백여 건에 달하니 이는 초안
본문보다 많다. … 그러니 빨리 통과시키기 위하여 수정안을 철회들 하시오. 철회하지 
않는 이가 있다면 그는 딴 의도를 가진 사람일 것이요’하고 철회요구를 하자 단원제
를 양원제로 하자는 등등의 백여 건에 달하는 수정안은 거의 대개가 제안자로부터 철
회되었기 때문에 제18조부터 제103조까지는 특기할 만한 수정 없이 일사천리 격으로 
통과되어 7월 12일에 제3독회까지 마치게 되어 전기한 내용의 헌법이 제정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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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에 대해서 한민당계 의원들은 반대를 하고 주로 무소속 의원들이 찬성

발언을 하 다.31) 특히 주목되는 점은 수정안의 표결방식을 종전의 상례에 따라 

거수로 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무기명투표 방식을 최초로 도입했다는 사실이다.32)

결국 조병한 의원의 제2안이 가결되었다.33) 이익균점권의 보장경위에 대한 당

시의 분위기를 우촌 자신은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술회하고 있다.34)

“나는 제헌국회에서 노동자 이익균점, 노동자 기업참여, 농민에의 토지분배 

등 노농 8개 조항을 제출하 다. 내가 이 안을 제출하자 상공회의소 측에서 이

것을 부결해 버리려는 운동이 맹렬히 일어났다. 회의에서 이 안들이 거의 다 

통과될 기세가 보이자 이박사가 의장을 보다가 신익희 부의장에게 맡기고 나갔

고 신부의장도 어물어물하다가 산회를 선포하고 퇴장하고 말았다. 다수 의원들

은 퇴장하지 않고 나를 임시의장으로 추천하여 이 안들을 직석에서 통과시키려 

까지 했었는데 2, 3일후 다시 회의가 열렸을 때에는 의원들 중에 상당한 수가 

회유를 당해서 노동자 기업참여만은 부결되고 노동자 이익균점을 위시한 다른 

항목들은 대개 통과되었다.”

다”, 김 상, “헌법을 싸고 도는 국회풍경”, 29-30면.
31) “문시환씨의 수정안에 대한 가부론이 시작되자 한민당계 의원들은 자본가의 대변인 

역할을 부하하고 나서서 ‘문씨 안대로 근로자에게 기업운 에 참여시키고 균점권을 
주면 기업가의 기업의욕을 말살하게 되고 따라서 조선의 부흥사업은 부진일로 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반대를 주장하고 윤석구․박해정․신성균․전진한 제의원은 … ‘기
업의 원동력인 노동력을 생산증진에 잘 이용함으로써 국가는 부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자에게 이윤을 당연히 배당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자가 기업운 에 참
획하게 되면 내 기업체라는 책임감과 생산의욕에서 몇 배의 생산량을 낼 수 있게 될 
것이므로 수정안을 채택치 않으면 안 된다’고 외치는 것이었다”, 김 상, “헌법을 싸
고 도는 국회풍경”, 29-30면.

32) “조문표결에 있어서 무기명투표를 행한 것은 이것이 효시 으니 그 내막인즉 한민계
에서는 상례대로 거수로 표결하면 반대자와 찬성자가 남의 눈에 띄게 되는 까닭에 대
한노총의 반위협적인 기세에 대한 방비책으로서 안출되었던 방법이었던 것이다. 이와
는 반대로 수정동의안 찬성 측에서는 기명투표를 주장하 고 또 표결에 하루 앞서 유
홍열 의원은 서면으로 17조 표결은 기명투표로 할 것을 서면동의까지 하 으나 어떻
게 된 셈인지 간부 측에서는 그런 것 알 수 없소 식으로 휴지화시켰기 때문에 노발대
발한 일이 있었다”, 김 상, “헌법을 싸고 도는 국회풍경”, 30면.

33)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1948년 7월 6일, 1면 머리기사에서 수정안의 통과를 각각 대
서특필로 자세히 크게 보도하 지만 그 기사의 제목이 풍기는 뉘앙스는 차이가 크다. 
조선일보는 “노자문제에 일대 진전, 이익배당을 균점, 난항의 헌법노동조항에 서광”이
라고 한데 비하여 동아일보는 “근로조항 수정안 통과, 헌법안 토의 신단계에”라고 하
고 있다.

34) 전진한, 이렇게 싸웠다. 296-2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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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통일헌법 지향의 ‘화회(和會)적 기본권’: 우촌의 

이익균점권에 관한 인식과 사회법사상

우촌의 이익균점권에 관한 인식을 살피기 전에 먼저 그의 헌법관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헌법정신을 자유협동주의에 조명한 우촌의 사회법사상을 탐색하

기로 한다.

1. 헌법관: ‘남북통일의 유일한 관건’으로서의 헌법정신

우촌은 우리의 헌법정신이 자유주의의 정화와 사회주의의 진수가 집성 통일되

었다고 그 성격을 규정하면서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가 혼연 병존

하고 세계혼란의 최대원인인 노자문제에 최후의 해결을 제공하여 계급대립 문제

를 완전히 해결시켰으며 사회성을 무시하는 개인주의의 폐단을 방알(防 )하는 

일면 개성을 무시하고 인간을 기계화하려는 공산주의의 과오를 시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35) 그는 우리민족이 오랫동안의 혼란과 분규와 고민의 결과 “세계의 

모든 정치 사조를 초극 지양한 대사상적 배경과 이 사상을 실천하기에 가장 적

응한 정치적 경제적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헌법은 창정된 것”이라고 헌법제정의 

의의를 부여한다.36)

그는 “우리 헌법이야말로 민족주의자나 공산주의자나 누구나 다 열복할 대헌장

으로서 우리민족의 사상문제 해결의 성전일 뿐 아니라 남북통일의 유일한 관건이 

될 것”이라고 통일헌법의 초석으로 평가하면서 “우리는 이 헌법정신의 실천에 의

하여 우리 삼천만 민족을 사지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세계국가의 이념

적 도국으로서 진정한 세계평화를 수립할 선구자가 될 것”이라고 하여 민족통

일과 세계평화를 실현하는 기초가 우리 헌법정신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37)

2. 이익균점권에 관한 인식: ‘노자일치(勞資一致)의 관념’으로 자

유평등사회 실현

(1) ‘근로입국’으로서의 세계 유일한 화회적 기본권

우촌은 근로자의 이익균점권의 보장으로 인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근로입국으

35) 전진한, 건국이념, 49면.
36) 전진한, 건국이념, 38면.
37) 전진한, 건국이념, 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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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그 진면목을 발휘하 을 뿐 아니라 정치적 형식적 민주주의에 경제적 실

질적 민주주의를 병행하여 인류최고이상인 자유평등사회를 정치적 경제적 사회

적 각 부면에 실현을 보게 되는 것으로 이 조문이야말로 대한민국 전 헌법을 통

하여 화룡점정적 의의를 가진 것”이라고 하면서, 이익균점권은 “대한민국헌법 이

외에 세계 어느 나라 헌법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일대 창견일 뿐 아니라 인류평

화의 암이요 세계적 난문제인 노자대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한 

개 관건”이란 점을 들어 이를 세계 유일의 독창적 기본권이라고 높이 평가한

다.38)

(2) 노동의 주체성 강조

또한 우촌은 “종래 노자문제는 노동잉여가치 착취설에 의하여 심각한 대립을 

보았을 뿐 아니라 항상 노동을 상품시하여 자본에 예속시켜 왔던 것이다”라고 

전제하면서 이익분배균점권의 정신은 “노동을 생산의 원동력으로서 자본과 동일

시하여 노자대등의 입장에서 기업에서 생기는 이윤을 노자균점케 하여 종래의 

임금노예제도를 완전히 분쇄하고 노동도 생산에 있어서 한 개 주체적 입장에 서

게 된 것”에 있다고 인식한다.39)

(3) ‘노자협조’에서 ‘노자일치’로의 질적인 비약

이익균점권은 “잉여가치 착취설에 의한 노자대립의 관념을 일소할 뿐 아니라 

노자협조의 관념에서 노자일치의 관념에로 한 개 질적인 비약을 일으켜 현 사회

의 혼란 분규의 원천이 되는 노자문제를 발본적으로 해결하여 인류 진운에 일대 

서광을 비치게 한 것”으로 우촌은 인식하고 있다.40)

3. 헌법정신을 조명한 사회법사상: ‘개인과 사회의 원융’지향의 자

유협동주의사상

우촌이 헌법정신을 파악하는 조명의 사상적 ‘법등(法燈)’은 개인과 사회의 원

융을 지향하는 그의 고유한 자유협동주의사상이다. 먼저 자유협동주의의 의미를 

38) 전진한, 건국이념, 42-43면.
39) 전진한, 건국이념, 43면.
40) 전진한, 앞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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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고 이를 준거로 제헌헌법의 헌법정신을 독창적으로 해석하여 도출한 그의 

사회법사상인 전체와 개체의 모순 지양통일 사상, 국민의 균등생활 보장사상, 자

유협동사회 건설사상 등을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자유협동주의의 의미

민족문제와 계급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남북통일은 물론 인류평화를 실현하

기 위한 사상으로서 이익균점권 보장을 비롯한 우촌의 대승사승 실천의 원동력

이 된 것이 바로 자유협동주의이다. 그 의미를 우촌 자신의 목소리를 통하여 직

접 들어 보기로 한다.41)

“자유협동주의는 개인주의에서 자유를 추출하고 전체주의에서 협동을 추출

하여 기계적으로 병렬․종합․절충한 것이 아니라 개인주의에서 독점성과 배타

성이 지(止) 즉 폐기되고 개성자유 즉 개성존엄성, 평등성, 창의성이 양(揚) 즉 

보존됨과 동시에 전체주의에서 강권주의와 기계주의가 지(止) 즉 폐기되고 사

회협동 즉 사회연대성, 공존성이 양(揚) 즉 보존되어 개인주의와 전체주의가 자

유협동주의에로 지양통일(止揚統一)된 것이다. 이 자유협동주의는 개인주의나 

전체주의와는 그 차원을 달리하는 질적으로 비약된 하나의 단일사상으로 자유

와 협동이 불가분리의 관계에 선다. … 협동에서 오지 않은 자유는 진정한 자

유가 아니다. 이러한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다. 각자의 자유는 상호 충돌

되고 만다. 자유에서 오지 않은 협동은 진정한 협동이 아니다. 이러한 협동은 

협동이 아니라 굴종이다. 자유와 협동은 대립의 통일42)이다. 자유는 협동에 의

하여 성립하고 협동은 자유에 의하여 성립한다. 자유는 협동을 포함하고 협동

41) 전진한, 이렇게 싸웠다. 201-202면.
42) 우촌은 자유와 협동, 전체와 개체, 物과 心은 ‘대립의 통일’로 보고 있다. 이 ‘대립의 

통일’ 구조를 살피기 위하여 ‘전체와 개체는 대립의 통일’이라고 하는 우촌의 견해를 
들어 보기로 한다. “개체주의나 전체주의는 개체이냐 그렇지 않으면 전체이냐 하는 
택일주의이다. 그런데 전체와 개체는 대립의 통일로서 상입(相入)․상의(相依)․상즉
(相卽)하는 것이다. … 五를 전체라 하면 一은 개체이다. 五라는 전체는 一 자체가 모
여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一이 포함하고 있는 五性 즉 전체성의 현성(現成)이다. 一
이 五性 즉 전체성을 포함하지 않았다면 一을 모아 놓아도 一들 뿐이지 五라는 전체
는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五가 一性 즉 개체성을 포함하지 않았다면 五를 나누어 놓
아도 五의 편편(片片)이지 一이라는 개체는 나오지 않는다. 一이라는 개체는 五라는 
전체가 포함한 一性 즉 개체성의 현성(現成)이다. 전체와 개체는 대립하면서 서로 서
로 의지하여 성립되고 서로 서로 포함하여 전체 즉 개체, 개체 즉 전체이다.” 전진한, 
이렇게 싸웠다. 202-2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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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유를 포함한다. 자유 즉 협동, 협동 즉 자유이다. 자유와 협동은 상의(相

依)․상입(相入)․상즉(相卽)한다.”

(2) 전체와 개체의 모순의 지양통일사상

우촌은 개인의 자유 평등 및 창의의 보장과 공공복리 향상을 위한 이의 조정

의무를 규정한 제5조의 정신을 “전체와 개체의 모순을 완전히 지양통일 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이를 우리 헌법정신의 총강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는 “이 조문

은 불란서 혁명 이래 발전하여온 정치적 민주주의사상 즉 자유주의사상을 긍정

하는 동시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폐해를 방알하여 공공복리를 주로 하는 사회주

의적 사상과 융합․절충한 것이다. 즉 전체와 개체의 모순을 완전히 지양통일 하

는 것이다. 전체의 발전을 위하여 개체의 발전을 전연 무시하여도 안 되는 일면 

개체의 복리를 위하여 전체의 복리를 무시함도 물론 안 된다. 전체의 복리와 개

체의 복리는 조화통일 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한다.43)

재산권보장과 그 행사의 공공복리적합성을 규정한 제헌헌법 제15조의 정신에 

대하여 우촌은 “이것은 재산권에 대하여도 그 자유성을 제한하고 사회성을 부과

한 것이다. 이 정신 역시 개인자유의 한도가 사회적 제재를 받는다는 한 개 새로

운 창의”라고 평가한다.44) 그는 우리 헌법은 개인의 자유․평등․창의를 옹호 보

장한다는 사실을 전제하면서 “그러나 개인은 사회내의 한 분자이므로 사회의 존

재를 부인하고는 그 개성발휘의 토대를 잃을 뿐 아니라 그 사회가 파멸될 때에 

그 개인도 한 인간으로서 존립할 수 없는 고로 개성의 발전은 사회의 발전에 의

존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와 개성은 서로 반발할 때가 있으나 이것은 시간적 문

제이요 전체성으로 관찰할 때 사회와 개인은 언제든지 분리할 수 없는 관련성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의 복리는 사회의 복리와 언제든지 조정되어야 하

고 또한 조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개인과 사회의 불가분리성을 강조한다.45)

우촌은 역사적으로 대립하여온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사조가 우리 헌법에 있

어서 비로소 이 두 개 사상이 지양통일 되어 양립발전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

한 것이라고 헌법정신을 화쟁회통(和諍會通)적으로 해석한다.

43) 전진한, 건국이념, 40면.
44) 전진한, 건국이념, 42면.
45) 전진한, 건국이념, 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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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의 균등생활 보장사상

국민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경제질서의 원칙과 그 한계 내에

서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한 제84조의 정신에 대하여 우촌은 “우리 헌법정신은 

개인편중과 사회편중의 사상을 초극지양하고 항상 개인과 사회의 원융성을 고조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조문은 경제면에 있어서 국민의 균등생활을 확보하자는 

경제적 민주주의 사상에서 출발한 것인데 경제의 사회성을 주체로 하고 개인성

을 종속으로 한 점에 있어서 특히 우리는 주목하여야 한다”는 독특한 견해를 제

시하고 있다.46)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의 국유규정(제85조), 농지의 농민 분배규정(제86

조), 전기․통신 등 공공성을 가진 기업의 국  또는 공 규정 및 대외무역의 국

가통제규정(제87조)의 정신은 “중요한 산업에 대한 자본의 독재성을 배제하여 국

가의 계획 하에 전 국민생활을 균등하게 보장하려는 정신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우촌은 파악하고 있다.47)

(4) 자유협동사회 건설사상

우촌은 헌법전체의 조문을 통하여 자유협동정신이 창일(漲溢)하고 있다는 평가

를 하고 특히 제5조(각인의 자유평등 존중과 공공복리와의 조화), 제17조(국민의 

근로의 권리와 의무), 제18조(근로3권과 이익균점권), 제15조(재산권행사의 공공

복리 적합), 제84조(국민의 기본적 수요와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한 경

제질서) 등의 조문이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우촌은 국민의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제17조의 정신에 대하여 이는 “국민개로(國民皆勞) 

국가를 창설하자는 것인데 일체의 불로소득과 유한계급의 존재를 부인하여 근로

하지 않고 타인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모든 악 제도를 일소하려는 정신”으로 보

고 있다.48)

그는 “자유협동사회건설운동은 헌법정신을 현실정치에 실천하려는 일대 호헌

(護憲)운동이 될 것”이라고 헌법정신수호의 결의를 다지면서, “이러한 자유협동국

가로서 건전한 발전을 수행하여 민생이 안정하고 민심이 귀일한다면 여기에서 

남북통일의 진정한 기초는 확립될 것”이라고 주장한다.49) 우촌은 “이 역사적 사

46) 전진한, 건국이념, 44-45면.
47) 전진한, 건국이념, 44-45면.
48) 전진한, 건국이념, 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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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완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창조와 건설의 원동

력이요, 질에 있어서 양에 있어서 국민최대 최강의 정치소인(素因)을 내포하고 

있는 노동자 농민을 중축(中軸)으로 한 소시민지식층이 총집결해서 여기에 한 개 

강대한 혁신정치세력을 형성하는 데에만 있다”고 확신한다.50) 헌법정신의 실천을 

통한 자유협동사회의 전개와 민족통일국가의 건설 그리고 이러한 사명을 실행할 

주체세력으로 농민 및 근로대중을 상정한 우촌의 사상이 집약적으로 잘 드러난 

것이 그가 창당한 노농당의 강령(안)이므로 이를 보기로 한다.51)

“一. 헌법을 수호하여 현실정치에 이를 실천한다.

一. 대한민국 주권하의 모든 전체주의를 배격하고 민주적 민족통일국가를 형

성한다.

一. 관료독선과 자본독점에 입각한 특권정치를 타파하고 노동자, 농민, 근로

대중의 권익을 옹호하여 자유협동사회를 건설한다.

一. 사회보장제를 확립하여 사회정의에 입각한 균형 있는 국민생활을 보장한다.

一. 국제연합과 협조하여 세계평화를 촉진하며 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과 제휴하

여 정치적․경제적 민주주의를 구현한 진정한 자유세계건설에 매진한다.”

우촌 자신도 노농당의 노선이야말로 그가 “일생을 통하여 추구해 온 민족문제

와 계급문제가 동시에 해결을 볼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정치노선이라고 술회

하고 있다.52)

Ⅴ. ‘동체대비(同體大悲)’ 사상의 실현: 우촌의 사회법사상 

근간과 그 탐색의 과제

이익균점권의 보장과 관련하여 우촌의 사회법사상 궤적을 지금까지 더듬어 본 

결과 우리는 이익균점권이 제헌당시 유일한 최대의 쟁점으로서 ‘헌법현실을 헌법

규범화’했다는 점과 이를 포함한 헌법정신과 그 해석을 조명하는 우촌의 사상적 

기초가 ‘자유협동주의와 민족의 통일’ 실현이념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

49) 전진한, 이렇게 싸웠다. 183-184면.
50) 전진한, 이렇게 싸웠다. 185면.
51) 전진한, 이렇게 싸웠다, 189면.
52) 전진한, “노농당의 노선은 나의 이상”, 1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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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문제를 좀더 규명하고 나서 우촌의 사회법사상 탐색의 중요한 과제가 무

엇인가를 밝혀 보기로 한다.

제헌과정에서 헌법기초위원회가 예상하지 못했던 최대의 이변은 정부형태가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중심제로 바뀐 것과 기본권 목록에 없었던 이익균점권이 

보장된 점이지만, 그 성격상 전자와 후자와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 정부형태의 

변화는 헌법기초안의 마지막 단계에서 한민당과 이승만 세력 간의 타협의 산물

로서 헌법초안에 이미 규정되어 있었지만 헌법초안에도 없었던 이익균점권은 재

적의원 9분의 4의 수정동의를 받아 본회의에서 제안되어 2일간의 격론과 이례적

인 무기명투표로 보장되고 나머지 조문은 일사천리로 통과되었다는 사실의 차이 

때문이다. 이 엄연한 사실에 의하면 이익균점권의 보장이야말로 헌법제정권력이 

‘현실의 규범화’를 위하여 행사한 ‘유일한 최대’의 선택으로서 제헌헌법에 피어난 

생명의 꽃이라고 보아야 마땅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촌은 이익균점권의 보장은 

균등사회 건설을 지향하는 이념적 근거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경제적 기초를 가

진 기본권으로서 남한의 사회적 통합은 물론 남북한 민족의 통일을 이루기 위한 

‘화회(和會)적 기본권’으로 인식하여 ‘헌법의 핵’으로서 그 절대적 의의를 부여하

고 있다. 또한 우촌은 그의 사상적 핵심 키워드인 자유협동주의를 근간으로 이익

균점권의 이념적 기초를 설정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를 헌법해석의 관점으

로 적용하여 “민족정신과 법률의 창의”에 입각한 독창적이고 주체적인 헌법정신

을 도출함으로써 자유협동사회 건설을 위한 지표로 호헌(護憲) 운동을 다짐한다. 

자유협동주의의 철학적 기초는 ‘대립의 통일’에서 비롯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대립의 통일’은 또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우촌이 옥고를 치른 뒤 한창의 장년시절인 33세에서 45세까지 12년 동

안 일체의 타협을 거부하고 금강산 등지를 헤매며 처절한 자기고독 속에서 참선

공부에 전력한 사실을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회운동과 정치생활을 하면서 

우촌이 평소 늘 지인들에게 “참선이 본업이고 정치는 부업이다”라고 한 말과 임

종 때에 보여준 대자유인의 경지를 미루어 보면 우촌은 동체대비사상을 온 몸으

로 넓고 깊게 펼친 대승 보살도의 실천자임이 틀림없으리라. 그럴진댄 우촌의 그 

‘대립의 통일’은 상대적 차별을 화쟁회통(和諍會通)한 원효(元曉)의 원융무애(圓融

無碍) 사상과 일즉일체 다즉일(一卽一切 多卽一)의 만법귀일(萬法歸一)의 화엄일

심(華嚴一心) 사상에 그 기원을 두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가 

현실을 거부하지 않고 끌어안으면서 긍정적으로 자신의 이념을 실천하되 동시에 



2005. 3.] 이익균점권의 보장과 우촌 전진한의 사상 및 역할 279

그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초연한 대승적인 부정의 역동적 자세를 취하는 것은 

‘금강경’의 이른바 무주상 보시(無住相 布施) 사상을 구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의 사상에 의하면 노동과 자본은 대립의 갈등관계가 아니라 그 ‘대

립의 통일’로서 노자일치의 협동관계로 파악하게 되므로, 노자대립의 인식차원에

서 구축된 Hugo Sinzheimer의 ‘노동의 종속성’ 개념징표는 노자일치의 인식차원

에서 지양통일되어 우촌의 ‘노동의 상의성(相依性)’ 원리로 환골탈태하게 된다. 

이러한 노동의 상의성을 바탕으로 한 노동법이론의 새로운 구상과 노동운동의 

진지한 방향모색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인생관과 세계관의 근본적 전환

이 요구되므로 목전의 편파적 이익에 안주하려는 우리들에게 현실적 설득력은 

극히 약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길로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 모

두가 상의상생 할 수 있는 정도(正道)라고 확신한다. 앞으로 우촌의 사회법사상

은 그의 정치활동, 사회운동, 선수행 등 각 활동 역을 중심으로 하여 구체적으

로 탐색되어야 하겠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촌은 궁극적으로는 ‘한생명 

온마음’ 사상을 바탕으로 한 동체대비 정신의 실천과제를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

음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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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r. Jeon's Idea and Role in Ensuring ‘the 

Equal Right to Share Profits of the Private 

Company’ in Establishment of the Constitution
53)

Heung-Jae Lee*

In case of approaching “the Equal Right to Share Profits of the Private 

Company”(ERSPPC) in establishment of the Constitution of the Korea, the most 

critical issue is how to catch up with the dominant political legislative-forces and 

the social economic background of ensuring it. Because ERSPPC is the unique 

fundamental right of workers prescribed by the establishment of the Constitution, 

which is not guaranteed in any other countries.

This paper attempts to clarify the real social economic issues and the decisive 

factors of guaranteeing ERSPPC by the methodology of approaching the role and 

social thought of Jin Han Jeon,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Constitution(NAC), who became the first Minister of Social Affairs Department 

under the regime of the President, Seung Man Rhee.

The author argues that Mr. Jeon who originally had ‘free co-operative 

ideology’ played the key role in ensuring ERSPPC through analyzing the 

stenographic records of NAC and his autobiography, “So struggled I.” He 

strongly emphasizes that Mr. Jeon, being Zen Master who led ‘movement of the 

co-operative association’ against the colony of the Japan, cherishing ‘the idea of 

unity of labor and capital’, took ERSPPC for granted as a foundation stone for 

unification of the divided Korea.

The author underscores as followings; Though ERSPPC had not been provided 

in the draft of the Constitution, Mr. Jeon and his proponents representing the 

* Professor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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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ests of anti-capital people against pro-capital political party, Han Min Dang 

initially submitted ‘the labor-agriculture 8 Articles’ including ERSPPC in NAC. 

Also it was the only one event in a process of the establishment of the 

Constitution that guaranteeing of ERSPPC took a very vehement debate of two 

days long and a exceptional secret voting compared with agreement of five 

minutes on the other Articles.

The author further points out that the real social economic background of 

ensuring of ERSPPC was a eager needs of workers for positive engagement in 

administrating ‘the enemy properties’ of Japan in the Korea. The author suggests 

Mr. Jeon had a optimistic ideal goal that ERSPPC would play a key role as a 

mile stone not only in the social integration of the South Korea but also in the 

unification of the divided Korea in the near future.

The author keeps an eye on the concrete facts that Mr. Jeon had exclusively 

practiced Zen training for 12 years in Mt. Geum Gang and Mt. O Dae after 

being released from prison under the rule of Japan, and that during his political 

career he would confess “Zen training is my professional job, political life is my 

side job.” Lastly, on the basis of Mr. Jeon's Zen life, the author draws an 

inference that the decisive influential idea of ERSPPC was attributed to Mr. 

Jeon's ‘free co-operative ideology’ stemming from ‘the super dialectic unity of 

dualism’ which was originated by his Zen idea of ‘each other being the same 

substance of great compas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