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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 법학방법론〉

노동조합법제정사의 법사회학적 조명*

―그 제정배경과 전진한(錢鎭漢)의 역할 및 법인식의 탐조(探照)―

1)

李 興 在**

Ⅰ. 법제정의 ‘탐조등’: 노동조합법제정에 관한 ‘법사회학적 

노동법사학 방법론’의 적용

근로3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법은 그 이념의 공통성 때문에 세계

적으로 통일적 경향을 가지지만, 근로3권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치경제의 

실질적 기초를 비롯한 ‘법풍토’에 따라 각 국가의 개별적 특수성을 반 하기 마

련이다. 이른바 민주헌정 이후 꽃피기 시작한 우리 노동조합법은 경제위기에서 

비롯된 노동유연화 향으로 인하여 ‘총체적인 위기국면’을 맞이함으로써 향후 

적절한 응과 새로운 방향모색을 해야 할 시련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의 ‘풍토적 고뇌’의 산물인 노동조합법의 제정배경과 심의과정을 심도 있게 

고찰하여 그 고유한 입법정신과 진지한 ‘창조적 담론’을 새롭게 탐조함으로써 이

를 앞으로의 노동조합법 방향수립에 법등(法燈)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기본목적이다.

노동조합법제정사의 접근은 그 제정경위의 단순한 연 기적 추적과 당시의 현

실을 고려하지 않은 법조항만의 파악으로서는 그 전체적인 성격과 역사적 의의

를 제 로 추출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법은 사회요소의 결정체’라는 

가설을 따른다면 노동조합법 제정 당시 우리나라의 극히 예외적인 특수상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즉 식민지에서 해방된 분단국가로서 건국

의 기틀을 다지는 도중에 발생한 동족상쟁의 전쟁과 헌법유린의 ‘발췌개헌’ 정치

폭력사태 및 이와 구조적으로 맞물린 조선방직쟁의를 총체적으로 탐색하지 않고

* 이 논문은 서울 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05학년도 교내연구비
의 보조를 받았음.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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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노동조합법제정의 역사적 의의를 제 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

로 노동조합법제정사의 종합적 규명을 위해 ‘법사회학적 노동법사학 방법론’을 

적용해야 할 당위성이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그 제정을 주도한 인물의 역할과 

그의 노동조합법에 한 관점을 살펴보는 방법도 제정법사의 총체적 인식에 유

용하다고 판단하여, 필자는 이 글의 방법론을 ‘인물론적 접근을 통한 법사회학적 

노동법사학 방법론’이라고 이름붙이고 싶다.

노동조합법제정사에 관한 본격적 연구 성과가 미흡한 상황이지만, 기존의 주장

은 체로 이 법이 ‘외국의 법제를 모방하여 졸속하게 제정된 것으로서 조선방직

쟁의가 그 제정의 동기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글은 국회속기록을 제1차 자

료로 하고 당시 관계인물이 증언한 글 및 신문기사 등을 제2차 자료로 하여 노

동조합법 제정의 실질적 기초(제정배경과 목적), 그 제정과정(사회보건위원회 ‘원

안’과 전진한의 ‘수정안’ 결), ‘수정안’을 통해 본 전진한의 법 인식관점을 고찰

함으로써 그 제정의 진지한 ‘풍토적 고뇌’와 노동조합법의 ‘상 적 독자성’을 밝

히어 기존의 주장을 비판하려는 데에 또 하나의 연구목적이 있다.

Ⅱ. 제정의 배경과 목적: 한국사회성격의 중요한 변곡점(變曲點)

노동조합법의 제정은 한국사회성격이 독재정권체제로 총체적으로 굴절 변화된 

시점에서 이와 맞물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다음의 제정배경과 목적에서 밝혀 

보기로 한다.

1. 제정의 배경(요인)

1951년 임시수도 부산은 전쟁이재민의 폭증과 극심한 식량난 및 물가고 등 경

제파탄상태로 인하여 사회혼란과 민생불안이 최고조로 달한 전시 경제비상위기 

상태 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근로자의 쟁의 및 이와 맞물린 ‘부산정치파

동’과 이승만의 한노총 분열공작 등이 노동조합법제정의 배경이 되었던 것이다.

(1) 계엄령하의 조선방직파업 및 부산부두파업과 광산연맹쟁의 폭발

조선방직쟁의(앞으로 조방쟁의라 한다)는 이승만 통령이 지명한 조방관리인 

강일매의 배척운동으로 시작되어 급기야 이승만의 강권정치에 저항하는 전 노동

자투쟁으로 발전된 건국 이래 최 규모의 조직적 쟁의 다는 점이 그 특징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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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방직은 당시 군수, 민수 공장으로는 국내 유일의 최  면방직 생산 공장이었

으므로 이승만 통령은 장기집권 추진을 위한 자금원과 조직력 확보의 거점으

로 조방을 장악하려고 그 측근인 전 동화백화점 관리인이었던 강일매를 조방관

리인으로 임명하 고 이를 반 하는 조방노조와의 립이 조방쟁의의 기본요인

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조방노조와 일체화가 된 전진한 위원장 중심의 노총

조방쟁의 책위원회는 이승만의 직선제개헌안을 지지하는 원외자유당의 어용세력

인 노총정화위원회의 반노동자 분파행위와도 맞서야 했던 상황이었다.2) 특히 조

방쟁의는 기본적으로 귀속재산인 조선방직 관리의 주도권을 둘러싼 이승만 정권

과 조방노조의 쟁탈전인 점, 그리고 이 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한 ‘부산정치파동’

과 구조적으로 맞물려 있는 점이 부두쟁의 및 광산쟁의와 구별되는 성격을 가지

지만 바로 이러한 ‘운명적 성격’ 때문에 무자비한 공권력의 탄압으로 좌절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부산부두쟁의는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하역근로자의 임금인상 투쟁을 위

하여 미군작업계약 갱신을 앞둔 시점에서 부산부두노조가 전쟁 중 군수물자의 

하역까지 중단한 파업을 감행하 으나 이에 국가비상사태를 고려한 정부의 개입

을 통해 노사쌍방이 타협함으로써 쟁의가 타결된 점이 특징이다.3) 이 쟁의타결

의 배후에는 조방쟁의를 탄압한 노총정화위원회 세력이 부두근로자 4만여 명을 

원외자유당의 지지기반으로 포섭하기 위하여 오히려 쟁의요구를 수용하도록 특

별히 작용한 것이 그 특색이라고 볼 수 있다.4)

석탄공사를 상 로 한 광산연맹쟁의는 이승만 정권의 장기집권 추진과 서로 상

1) 안종우, “조방쟁의(상)(하)”, 노동공론(서울: 노동문제연구소, 1972. 8. 9.), 114-123면(8
월) 및 156-166면(9월). 필자 안종우는 1947년 한노총 조방노조를 창설하여 그 부위
원장에 피선되었고, 1951년 조방노조 3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으며 조방쟁의 중에는 
지도위원으로 활약하 다.

2) 김사욱, 한국노동운동사(상)(서울: 산경문화사, 1979), 115면. 필자 김사욱은 한노총
조방쟁의 책위원회 지도위원 이었다. 한노총조방쟁의 책위원회는 전진한( 한노총
위원장), 송원도(부산지구연맹위원장), 박정태(조방노조위원장), 이상옥(조방노조부위원
장), 김중열, 임기봉, 정 천, 김사욱, 김말용, 안종우, 김희봉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승
만 추종세력인 한노총정화위원회는 주종필( 한노총부위원장), 조용기( 한노총부위
원장 겸 자유당사회부장), 조광섭(국회의원 겸 등포연맹위원장), 이진수, 이찬혁, 최
용수, 윤효양 등으로 구성되었다.

3) 김사욱, 한국노동운동사(상), 142-164면.
4) 고려 노동문제연구소, 한국노동운동사 4: 정부수립기의 노동운동, 1948-1961(서

울: 지식마당, 2004), 3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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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되게 맞물린 조방쟁의 및 부두쟁의와는 달리 굶주림에 허덕일 정도의 최악의 

임금수준과 그 체불임금에 한 생존차원의 노동쟁의인 것이 특징이다. 이 쟁의

는 조방파업의 향과 광산촌 불만세력의 빨치산 연계가능성 우려로 석탄공사가 

광산연맹의 파업예고만으로 그 쟁의요구를 수용한 점이 특색이라고 볼 수 있다.5)

(2) ‘발췌개헌’ 과정의 ‘관제민의동원본부’를 조선방직 안에 설치

전쟁 수행동안 임시수도인 부산에서 벌어진 이른바 ‘부산정치파동’으로 강행된 

‘발췌개헌’(1952. 7. 4.)과정은 이승만의 장기적 독재정권을 공고화하기 위한 첫 단

계의 헌법유린이자 권력탐욕이 빚어낸 ‘무법천지’의 수라도 그 자체 다. 이 파

동의 원인이 국민의 뜻과는 아랑곳없이 이승만 통령과 한민당 세력간의 정권

장악 싸움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6) 통령직선제개헌안이 

부결된 후 야당연합의 내각책임제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되자(1952. 4. 17.) 원외자

유당과 이를 지지하는 한노총정화위원회 측이 내각제를 주장하는 야당의원을 

모략, 탄압하기 위한 이른바 관제민의동원본부를 조방 안에 설치한 사실을 우리

는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7) 이 본부에서 지령되는 관제민의는 ‘땃벌 ’, ‘백골

단’, ‘민중자결단’ 등의 관제민의단체에 의해 국회해산과 국회의원소환을 요구하

는 군중집회를 통하여 표출되는 한편, 또한 공포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비상계엄

령을 선포하는(1952. 5. 25.) 빌미를 주어 발췌개헌을 하는 데 결정적 구실이 되었

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 통령이 조선방직을 자신의 장기집권

을 위한 자금마련과 전위  동원의 아지트로 확보하려고 조방쟁의를 무자비하게 

탄압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5) 김사욱, 한국노동운동사(상), 165-175면.
6) 제1  국회에서 민주국민당(한민당이 다른 정치세력과 연합하여 창당한 정당)이 내각

책임제 개헌안을 제출하 으나(1950. 1. 27.) 부결되고(출석179, 찬성79, 반 33, 기권
66, 무효1; 1950. 3. 14.), 무소속의 거진출과 민족주의 좌파 및 중간파 지도자들의 
진출을 특징(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선거사, 1981년. 346-347면.)으로 한 제2  
국회가(1950. 5. 30 총선) 개원 된지 불과 6일 만에 한국전쟁이 일어났다. 이승만 통
령측은 당시 헌법에 의해 국회에서 통령을 선출할 경우 재선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여 직선제를 겨냥한 사전포석으로 ‘노동자․농민을 변하는 정당’을 표방한 자
유당을 조직하는(1951. 12. 23.) 한편 정․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제출하 지만(1951.
11. 30.) 압도적 다수로 부결되었다(출석163, 찬성19, 반 143, 기권1; 1952. 1. 18.).

7) 김사욱, 한국노동운동사(상), 1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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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승만의 대한노총 정치도구화공작과 전진한의 입법운동

이 통령의 전진한 의원 탄압과 노총 정치도구화공작 및 이를 통한 전진한 

노총위원장의 노총에서의 축출 등 일련의 과정이 자신의 장기집권 포석과 연계

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전진한 의원이 초  사회부장관을 4개월 만에 그만 두고 또한 1950년 2월 내

각책임제개헌안이 상정되었을 때 개헌반 의 적극적 투쟁을 하지 않은 점이 이 

통령의 마음에 들지 않은 데다가, 조방쟁의시(時) 자신에게 정면으로 맞서 

결에 앞장섰던 사실이 결정적으로 이 통령이 전 의원을 노총에서 제거하기로 

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1952년 3월 초 조방쟁의가 절정에 이를 무렵 이승만 

정권과 ‘진정한 민의’의 한판 결장이었던 부산 도구 보궐선거에서 전진한 위

원장이 과반수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되었으나8) 바로 그해 이승만의 개입공작으

로 한노총은 5월파(노총정화위원회파)와 6월파(전진한위원장파)로 양분되었다. 

나아가 이승만 정권은 전진한 위원장의 국제자유노련 참석(6월) 및 부통령선거운

동을(8월) 탄압하 을 뿐만 아니라 발췌개헌 감행의 여세를 몰아 노총의 통합화

추진 책에(10월)9) 이어 전진한 위원장이 소집도 하지 않은 불법 회인 한노총

전국 의원 회에서(1952. 11. 9, 10.) 위원장제를 폐지함으로써 전진한 위원장을 

축출하고 최고위원 3명을 선출하 다.10)

8) 안종우, 조방쟁의(하), 157-158면.
9) 이승만의 한노총 분열공작에 끝까지 저항한 전진한의 다음과 같은 ‘ 한노총 관제

화 위기에 직면하 다’라는 성명을 통하여 당시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과연 
한노총은 분열되어 있는가. 지난번 조방쟁의를 계기로 한 주종필, 조광섭, 조용기 등
의 노동자에 한 반역행위의 결과 주종필은 철도연맹위원장 자리에서, 조용기는 경
북도연맹위원장 자리에서 추방된 자들이 최후 발악적으로 불법하게도 소위 강일매 노
조와 철도노조의 소수 반동분자를 규합하여 한노총을 참칭하는 극소 괴뢰집단을 만
들었다. 이것은 한국의 노동자를 모 정당에 예속시켜 금력과 권력의 노예를 만들려는 
한 개 반역집단에 불과한 것으로 이것을 가지고 노총이 분열했다 함은 언어도단이다. 
… 내 10월 28일 관제 불법(위원장이 소집하지 않은 회는 노총규약상 존재할 수 없
다) 회에 부득이 참석해야 할 노총 표 여러분의 고충과 심경도 본인은 잘 이해한다. 
… 여러분의 위원장 전진한은 백마고지의 국군용사와 같은 각오로 한민국에 민주주
의 최후보루인 자유 한노총을 생명을 받쳐 최후까지 사수할 작정이다.” 동아일보는 
‘노총분열의 진상’의 제목으로 1952년 10월 22일 2면 머리기사로 이를 보도하 다.

10)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총50년사(서울: 한국노총정보센터, 2003), 295면. 이때 전
진한은 “지난 8, 9일 양일간에 개최된 소위 노총 통일 회는 관권과 금권에 의하여 
강제로 소집된 불법 회이며 부분이 유령단체의 표가 날조한 유령 의원 회다. 
나는 앞으로 진정한 노동운동의 정신을 수호하면서 비표면적으로 노동운동을 전개할 
것을 선언한다”는 비장한 성명을 발표하 다. 동아일보는 ‘ 표 부분 유령 ―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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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이 통령이 한노총을 자신의 장기집권을 위한 

정치도구로 만들어 버리자 전진한 의원(1901년, 부산 무, 한노총, 일본 조도전

학정경학부경제과졸업, 초 사회부장관)11)은 그러한 한계상황과 핍박 속에서 

더욱 더 자유노동운동의 절실함과 이를 뒷받침할 노동입법 제정의 필요성을 절

감하 던 것이다.12)

2. 제정의 필요성과 목적(입법정신)

조방쟁의등 당시의 노동현실13)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필요성과 전쟁의 효과적 수행 및 외협조와 지지를 얻기 

위한 현실적 필요성으로 노동조합법의 제정을 절실히 요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노동조합법 제정의 목적에 하여 노동계를 변하는 전진한 의원 및 그 지지 

세력은 노동운동의 법적 근거의 확보에 더욱 중점을 두는 데 비하여, 정부 및 사

회보건위원회는 내적으로는 노동보호와 전력증강 그리고 외적으로는 자유우

방의 협조지지에 더 비중을 두는 차이를 보 다.

(1) 전진한 의원의 입법목적

전진한 의원의 다음 발언을 통하여 노동조합법 제정의 구체적 입법목적의 중

요성이 노동운동의 법적 근거의 확보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14)

최근에 와서 조방쟁의를 통해서 노동자가 얼마나 학 를 받고 얼마나 부당

한 박해를 받고 있는가를 잘 아실 것이고 또 최근에 소위 한노총 회 운운하

한씨 관권간섭 비난’의 제목으로 1952년 11월 11일 2면 2단 기사로 이를 보도하 다.
11) 이 글에 등장하는 국회의원들의 성향을 이해하기 위하여 출생년도, 선거구, 소속정당 

단체명, 학력 및 주요경력을 기재하기로 한다. 자료로는 한민국국회사무처, 역 국
회의원총람: 제헌국회-제9 국회(1977), 제2  국회의원 편 81-105면을 참고하 다. 이
하부터는 참고자료의 인용은 생략한다.

12) “당시 국회의원으로 있던 전진한은 이승만 통령에 의하여 조선방직 쟁의에서 탄압
되고, 한노총위원장 자리에서 부당하게 쫓겨난 쓰라린 체험을 통하여 민주적인 노
동제법의 필요성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김낙중, 한국노동운동사: 해방후편(서
울: 청사, 1982), 170면.

13) 조방쟁의 등 일련의 쟁의는 “정부당국과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노동문제의 중요성과 
노동관계 입법의 긴요성을 인식시키기에 충분한 사건들이었다”, 김낙중, 한국노동운동
사: 해방후편, 170면.

14) 국회속기록 제14회 제29호,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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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여러 가지 모순된 불합리하고도 불법적인 모든 현실을 통해서 여러분은 노

동자의 고충을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날 현 에 있어서 적어도 문화의 국민으

로서는 그 나라의 모든 진보를 척도 하는 그 근거는 이때까지 억압당하고 압박

착취당하는 노동자가 얼마만한 자유와 또 그네들이 얼마만한 권리를 가졌느냐 

하는 이것이 그 문명국가의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연전에 제가 외국에 갔을 

때도 한국 노동자의 노동법 안을 내라고 할 때에 못 냈습니다. 단히 부끄러

웠어요. 금반에도 부두에서 쟁의가 났을 때에 동경의 ‘크라-크’사령부에서 온 

‘앤튼’이란 분을 만났을 때에 노동법을 내 놓아라 그래야만 우리가 부두문제를 

합법적으로 해결해 주지 너의 자신이 법안이 없는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노

동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럴 때에 저는 등 뒤에서 땀이 났습니다. 이것은 

노동자가 일상생활 하는데 있어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네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관계법 안이 하루

바삐 통과될 것을 아주 일각이 여삼추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 사회보건위원회 및 정부의 입법목적

사회보건위원장 리 김용우 의원(1912년, 서 문 갑, 무소속, 미국 남가주

학원 수물과수료, 주택 단이사장)은 “노동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사회와 국가의 

공통적인 이익을 도모하므로 말미암아서 노동자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자는 것

이 노동조합법의 입법정신”이라고 하면서 “일선에 있는 군인에 협조할 수 있는 

후방의 6,7명의 노동자의 움직임을 전력증강에 돕게 되기를 기 하면서 동시에 

또한 금번 전쟁을 승리에 이끄는데 이 법이 조그만 치라도 도움이 될 것을 희망

한다”고 그 입법정신을 피력하고 있다.15)

김용택 사회부차관은 노동조합법의 입법목적은 “우리 근로 중에게 최저생활

을 확보하고 노동조건향상으로서 전력증강과 생산의욕을 고취하는 동시에 노자

협조정신을 앙양”하고 또한 외적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우리나라로서 국회와 

15) 국회속기록 제15회 제1호, 14-15면.; 장건상(1883년, 부산 을, 무소속, 미국인디아나주
립 학법과 졸업, 조선인민당부당수)의원은 우리나라가 신생국가인 현실을 고려하여 
“내 자신을 말하면 완전히 노동자의 이익을 위하여 무슨 투쟁이든지 강력하게 했으면 
하는 것이 절 적으로 나의 소원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가의 현사회의 실태에 참
조해서 그렇게 간다면 오직 분규만 많았지 실로 노동자의 이익이 얼마나 돌아오는가 
하는 것을 우려하는 터입니다. 지금 언론자유 무슨 집회 투쟁 무엇이 법률상으로 보
장되어 있지만서도 사실상은 보장되어 있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라고 지
적하면서 문제는 노동운동 지도자에 달려 있다는 점을 들어 “부정당한 지도자가 노동
의 운동을 빙자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그것을 악이용하는데서 이런 폐단이 생기
는 것”이라고 밝혀 사회보건위원회안을 찬성하 다. 국회속기록 제15회 제7호, 8-9면.



李 興 在 [서울대학교 法學 제46권 제2호 : 169∼197176

정부가 일치단결해 가지고 민권을 옹호하는 정신 민주주의 정신을 실천으로 옮

기려고 하는 것을 애쓴다고 하는 것이 표시될 때” 세계 민주우방의 협조정신이 

더욱 고양되는 데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16)

Ⅲ. 전진한의 주도적 역할과 ‘고독한 좌절’: ‘법적 근거 

확보’를 위한 핍박 속의 고군분투

노동조합법안의 상정경위와 이승만의 탄압을 받은 전진한의 ‘노동관계법안상정

에 관한 긴급동의안’ 제출동기 그리고 심의과정에서 사회보건위원회 ‘원안’과 이

에 한 전진한의 ‘수정안’ 결국면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그 심의과정을 평가

해 보기로 한다.

1. 법안의 상정경위

1948년 헌법에 보장된 근로3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정부(사회부 노

동국)는 노동조합법 초안을 마련하여 1949년 6월 법제처에 회부하 으나17) 법제

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상정되어야 했지만 한국전쟁으로 인하

여 중단되고 말았다.

전쟁수행중인 부산의 임시수도에서 1951. 4. 29. 한노총 출신의 조광섭(1901

년, 등포 갑, 한노총, 만주 학정경학과졸업, 한노총 등포위원장) 및 임기

봉(1903년, 목포, 한노총, 일본 동지사 학졸업, 한노총중앙본부부위원장)의원 

외 93인의 노동조합법안(이하 조광섭․임기봉 안이라 한다)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1951. 6. 8. 사회부 노동국의 노동조합법안(이하 정부안이라 한다)이 국회에 제출

되었으며 1951. 11. 4. 국회 사회보건위원장의 노동조합법안이 제출되었으나 1952.

11. 4. 제14회 국회 본회의에서 조광섭․임기봉 안과 정부안을 각각 폐기하고 이 

양자를 절충한 사회보건위원회의 단일 안을 상정하기로 의결하 다.18)

조광섭․임기봉 안은 “근로자의 노동권과 인권옹호 또는 생활권을 보호함으로

16) 국회속기록 제15회 제3호, 7면.
17) 동아일보는 ‘역사적 노동법 ― 성안 근로조건의 개선지향 사회부기초 법제처회부’라

는 제목으로 1949년 6월 3일 이를 보도하 다. 이에 앞서 동아일보는 ‘근로 중이익
옹호 노동조합 이익균점법 등 불원제정’의 제목으로 1949년 1월 28일 2면 머리기사로 
이를 보도하 다.

18) 국회사무처, 대한민국 법률안연혁집(1992), 30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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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근로자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노자관계의 안전을 촉진하여 산업진흥에 이바

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을 그 제안이유로 내세웠다. 이 안은 제2조 ‘조합

운동의 자유’에서 “노동조합운동의 자유는 존중․보장하여야 하며 탄압․구속․

방해하는 일체의 법령은 적용할 수 없도록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근로자 권익의 

옹호를 위한 조합자율성을 특히 강조한 점이 두드러진 특징이었다. 이에 비해 정

부안은 “근로자의 단결권과 고용자와의 단체교섭권을 보호․조장함으로써 근로자

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노자관계의 안전을 촉진하여 산업의 진흥을 기도하기 

위하여 이를 제안하는 것”임을 그 이유로 제시하 다. 이 안은 노동조합의 결격

요건(제3조), 행정관청에 의한 노동조합의 해산명령(제29조), 단체협약의 직장단

위체결(제37조) 등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조합의 관리통제에 중점을 둔 점이 그 특

징이었다.19) 사회보건위원장 안은 “자본주의경제체제 하에서 필연적으로 생성하

는 노동조합을 보호․육성함은 우리의 헌법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문제이

다. … 본 법안을 상정함으로써 근로 중에게 최저생활을 확보케 하고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그 노동행위가 개인과 사회와 국가의 공통적

인 이익에 부합되도록 지도․육성하여 전력증강과 생산의욕을 고취하고 노사협

조정신을 앙양하는 것”을 그 제안이유로 내세웠다. 이 안은 노동조합의 자세한 

결격요건(제3조), 행정관청의 노동조합 개입간섭(제21조) 등을 규정20)함으로써 노

동조합의 자율성을 오히려 저해하는 측면이 있는 점이 특징이었다. 그러나 위의 

세 법안의 특징에 하여 김용우 사회보건위원장 리는 국회본회의 제안 설명

에서 조광섭․임기봉 안은 노조자율 방임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안은 노동관리측

면이 강하며, 사회보건분과위원회 안은 양자를 절충한 노동보호정책 측면이 두

드러진다고 평가하 다.21)

2. 전진한의 ‘노동관계법안상정에 관한 긴급동의안’ 제출

1952년 11월 9일, 10일의 불법 회인 한노총전국 의원 회에서 이승만 정권

에 의하여 부당하게 노총위원장 자리에서 제거된 전진한 의원은22) 이에 굴하지 

19) 국회사무처, 대한민국 법률안연혁집, 3072-3074면. 그러나 조광섭, 임기봉 안(국회사무
처 의안과, 의안문서 제8권, 76-84면)의 성격과 내용을 참고할 때, 이 법률안연혁집은 
조광섭, 임기봉안과 정부안의 내용을 서로 뒤바꾸어 수록한 오류가 있는 것 같아 필
자의 판단에 따라 그 내용을 바로 잡아 소개하 다.

20) 국회사무처 의안과, 의안문서 제8권, 104-111면.
21) 국회속기록 제15회 제7호, 4면.



李 興 在 [서울대학교 法學 제46권 제2호 : 169∼197178

않고 전체 근로자의 진정한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노동관계법의 우선제정을 위하

여 국회에서 합법투쟁을 전개하기로 하 다. 전진한 의원 외 32인은 노동관계법

안(노동조합법안․노동위원회법안․노동조정법안)을 195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 심의가 종료된 직후 우선상정 할 것을 요구하는 ‘노동관계법안상정에 관한 긴

급동의안’을 1952. 11. 25. 제29차 국회본회의에서 제출하여, 거수표결로 재석105

인 중 가 73표, 부 한 표도 없이 그 동의안이 가결되었다. 당시의 절박한 상황에

서 긴급동의안을 제출한 심경을 전진한 의원을 통해 직접 들어보기로 한다.23)

노동자는 오늘날 배를 충분히 부르게 해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숨’

은 쉬어야 되겠습니다. 그들도 이 나라 한민국국민으로서 가진 인권의 옹호

를 받아야 되겠고 헌법에 보장된 단체교섭권이라든지 단체행동의 자유라든지 

모든 그네들의 조직적․단체적인 운동의 자유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 해방된 

오늘날 우리 노동자의 실지생활을 돌아볼 때에 물론 형식적으로는 자유가 있는 

듯하지만 실질에 들어가서는 강권주의 억압 밑에서 다다를 길은 노예가 될 자

유밖에 가지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노동법안 문제는 

우리가 한민국이 건립한 이래 헌법에 작정된 노동자의 모든 권익옹호의 원칙

을 구체적으로 법률화하려고 제헌국회 때부터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회기마

다 그 시기를 놓치고 오늘날까지 아직 구체적으로 이 법률이 제정되지 못해서 

노동자는 지금 물에 빠진 사람같이 ‘지푸라기’ 하나라도 거머쥐고 일어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동자에 관한 법안이 비록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 오늘날 형편에 있어서 그 법률이 진실로 노동자를 위해서 운 될까 하는 것

은 노동자 자신도 의심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위해서 

투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져야겠습니다. … 만약에 노동자에 해서 이와 

같은 법적 근거를 주지 않으면 차차 노동자는 이 정부와 이 국가로부터 이탈해

서 앞으로 국가장래에 중 한 위기를 양성(釀成)하리라는 것을 저는 우려하는 

바입니다.

22) 전진한의 증언을 직접 들어보기로 한다. “ 한노총 발족당시에는 공산분자 타도의 전
위임무를 수행했으므로 자본가 기업가들이 이를 절  환 했었는데 우리정부 수립 후 
좌익분자가 점차 표면에서 자취를 감추자 자본가 기업가들은 노총을 도리어 귀찮은 
존재로 여겨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도 이를 도리어 빨갱이로 몰고 경찰 심지어는 군
의 힘을 빌려 노동자를 괴롭히기 시작하 다. 나는 이 반동적 자본공세에 하여 일

 반격을 준비하던 차 6. 25 사변이 돌발하 다. 그 후 나는 부산에서 조방파업을 일
으켰고 마침내 나는 불법하게 노동운동에서 추방당하고 말았다”, 전진한, 이렇게 싸웠
다(서울: 무역연구원, 1996), 307-308면.

23) 국회속기록 제14회 제29호,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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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진한의 ‘수정안’과 ‘사회보건위원회안(원안)’의 대결쟁점

국회본회의에서 우선 심의하기로 한 사회보건위원회안(이하 원안이라 한다)이 

노동조합의 자유 활동에 한 억압적 요소가 많다고 판단한 전진한 의원 외 65

인은 행정관청의 부당한 개입간섭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 수정

안을 1953. 1. 14. 국회에 제출하 다.24) 결국 노동조합법 제정을 위한 국회심의는 

‘원안’과 ‘수정안’의 결국면으로 압축되었다.

(1) 두 법안의 특징

원안은 김용우 의원의 지적처럼 전체공익과의 조화 속에서 노동보호 정책을 

기본방향으로 삼는다고 표방하 지만, 실제로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행

정관청의 부당한 개입조항이 많은데 비하여, 수정안은 조합자치주의를 강조하여 

조합 활동에 한 행정관청의 개입을 배제하고 특히 단결활동의 자유뿐만 아니

라 단체행동자유권을 노동조합법에서 보장하려는 데 그 특징이 있었다.

따라서 그 구성 및 체계에 있어서 원안은 총칙, 노동조합, 단체협약, 벌칙의 4

장으로 구성되고 있는데 비하여, 수정안은 총칙에서 단체행동자유권 보장을 노동

조합의 목적으로 분명히 제시함과 동시에 제4장에 단체행동의 자유를 신설함으

로써 목적과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점이 구별되는 특색이었다. 그러므로 

심의에 있어서 양 법안의 결의 초점사항은 노동조합의 결격요건과 조합자율성

을 규제하는 법조항을 비롯하여 구성체계까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2) ‘수정안’ 가결사항

1) 노동조합의 근본목적 수정: ‘단체행동의 자유보장’ 및 ‘경제적’ 지위향

상 추가

원안이 노동조합법의 목적조항인 제1조에서 근로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의 

보장과 그 사회적 지위향상만을 규정한데 하여, 수정안은 노동조합의 근본목적

이 단체행동의 자유보장에 있고 경제적 문제의 해결에 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하

여 이를 추가․규정할 것을 주장하 는바 수정안이 가결되었다.25) 장홍염 의원

24) 그 ‘수정안’의 내용은 국회속기록 제15회 제10호, 15-16면 참조.
25) 전진한 의원은 “노동조합법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근본목적인 단체행동의 자유”를 보

장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아가 “특히 노동조합운동은 경제적 문제가 
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명확하게 이것을 경제적․사회적이라고 함으로써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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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무안 을, 민주국민당, 중국북경 학경제과 3년 수료, 제헌국회의원)은 

“노동조합이 진정한 의미의 운 과 노동자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참으로 노동조

합법을 제정하려고 하면 단체교섭권보다도 오히려 단체행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만 모든 것이 잘 되어 나갈 줄 압니다”라고 수정안을 지지하 다.26)

2) 노동조합의 자주성확보를 위한 수정

가) 결격요건 삭제: ‘주로 정치운동 또는 사회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결격요건을 규정한 원안의 제3조 4호인 ‘노동조합이 주로 정치운

동 또는 사회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조항에 하여, 수정안은 그 문구 중 

‘주로’라는 것이 극히 애매모호하므로 권력계급이나 자본계급이 언제든지 근로자

의 노동조합설립을 억압하기 위해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자주

성 확보를 위하여 이를 삭제할 것을 주장하 는바 수정안이 가결되었다.27)

나) 결격요건 수정: 경비지출에 있어서 ‘주로’ 사용자의 원조를 받는 경우

합운동의 목적을 분명히 들어낼 수 있는 것”이라고 발언하 다. 국회속기록 제15회 
제9호, 2면.

26) 국회속기록 제15회 제9호, 5면.; 임기봉 의원과 이진수 의원도 같은 취지로 수정안 찬
성발언을 하 다. 국회속기록 제15호 제9호, 7면.

27) 전진한 의원은 노동조합이 정치활동만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활동과 불가분의 관
계에 있음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노동조합이 정치운동만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령 노동쟁의를 하다가 필연적으로 그것이 정치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고 또는 노동
조합의 입법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정치문제가 나오니까 필요할 때에 그것을 한다 이
것입니다.” 국회속기록 제15회 제9호, 19면.; 정남국 의원은 “어떻게 해서 일반노동에 
있어 가장 즐거운 능률을 낼 것인가. 노동자가 자기 사회운동이나 정치운동 자기의 
하고 싶은 것을 활발하게 진전되어 마음껏 산업에 종사케 하는 것입니다. … 그러므
로 이 법안은 제2 ‘인터내쇼날’과 합류될만한 법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자유
진 에 있어서 전 세계의 자유노동연맹이 활동하는 범위에서 보조를 같이할만한 법안
이 없어서는 우리들은 후퇴할 국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는 더욱이 
거기다가 사회성과 정치적인 관계를 너무 엄격한 제한을 주면 못쓰겠다는 것을 말하
고”싶다고 하 다. 국회속기록 제15회 제7호, 11-12면.; 장홍염 의원은 “법률의 제한이
라는 것은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현실에 우리나라에서는 제한은 약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요 강자에게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 지나간 6월 정치
파동을 고 얘기합니다만 그 때에도 아마 강자가 이용했기 때문에 강자의 이용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강자가 이용한다면 약자도 한번 이용해 봅시다. 이 제한은 두나 안
두나 강자는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약자도 한번 이용해 보자
는 말이에요.”라고 주장하 다. 국회속기록 제15회 제9호, 16면.; 조광섭 의원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 다. 국회속기록 제15회 제7호, 9면.



2005. 6.]  노동조합법제정사의 법사회학적 조명 181

노동조합의 결격요건을 규정한 원안의 제3조 2호인 ‘노동조합이 경비지출에 

있어서 사용자의 원조를 받는 경우. 단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

로 한다.’의 조항에 하여, 수정안은 “이 2호를 전부 삭제해 버리면 기업가의 

앞잡이 노동조합이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주로’라는 점을 넣어서 절충”을 하

는바 수정안이 가결되었다. 이 수정안의 절충논거에 하여 전진한 의원은 우

리나라 노동운동은 아직 발전단계에 있으므로 기업가측이 사무소 제공 등 호의

를 베푸는 것은 “어떠한 이용을 당한다는 것보다도 노자협조의 정신에서 서로 

도와가는 방법”이란 점을 제시하 다.28)

(3) ‘원안’ 가결사항

1) 노동조합총회의 규제

총회의 개최시기와 의장에 관한 사항(제16조), 총회의 필요적 결의사항(제17조)

의 삭제를 주장하는 수정안지지측은 이들 조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통상예규

에 따를 문제인데 법이 간섭을 하면 노동조합을 행정관청에 예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논거29)를 제시하 고, 원안지지측은 조합 표자의 독주를 견제하여 

28) 국회속기록 제15회 제9호, 10면.
29) 전진한 의원은 “노동자의 자유단결행동에 해서 필요 없는 간섭을 해가지고 모두 이

것이 앞으로 관권이 노동조합운동에 방해할 수 있는 요소를 많이 만들어 놓게 됩니
다. … 법률을 만들기에는 이것을 가지고 노동조합을 탄압하려면 탄압할 수가 있고 
해산하려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것을 만드는 것이 나쁘다는 것보다도 이것을 왜 
번잡하게 그 단체 표들이 하는 일을 여기에 일일이 무엇해서 한 가지만 빠지면 그 

회는 무효다 난리를 꾸미죠. 이것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라고 그 삭제를 주
장하 다. 국회속기록 제15회 제11호, 1면 및 3면.; 당시 사회를 보던 조봉암(1899년, 
인천 병, 한국민당, 소련모스크바공산 학 2년 수료, 초  농림장관) 국회부의장도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마다 총회를 열지 않으면 안 될 애로가 실질 면에 나타나고 있
는 것”을 지적하고 “단체협약조항 이외의 것은 어느 회의에서나 사회단체나 자치단체
에서 통상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위반한 노동자나 노동조합은 없을 것입니
다. 그런 까닭에 특히 단체협약문제와 같은 것은 여기에서 당연히 삭제해야 합니다. 
그런 나열된 조항도 통상례로서 사회단체에서 능히 보충할 수 있는 것으로 법으로 구
속을 받으면 총회 전에 아무 일도 못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충분히 고
려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삭제를 주장하는 이례적 발언을 하 다. 국회속기록 제15
회 제11호, 6-7면.; 조경규(1904년, 구 갑, 무소속,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졸업, 구
민보사장)의원은 “그 조합자체가 어떠한 규약에서 육성해 나가는 것을 갖다가 관에서 
모든 점을 ‘콘트롤’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모든 조합은 관에 예속되는 직속한 한 단체”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여 그 삭
제를 주장하 다. 국회속기록 제15회 제11호,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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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전체의 의사를 반 할 필요성30)을 강조하 다. 특히 제17조에 하여는 

제정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동안 양측간에 격렬한 토론이 전개되었다.31)

2) 행정관청의 강력한 개입과 감독권한 강화

가) 노동조합의 규약 및 결의의 규제

노동조합규약(제13조), 노동조합의 결의(제19조)가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할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취소 또는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는 조항에 하여 수정안 지지측은 권력에 의한 노동조합 탄압실태32)를 

근거로 이의 삭제를 주장하고, 원안 지지측은 국가이익 및 사회질서유지와 근로

자의 복리증진의 조화 그리고 법치국가의 준법정신 등 법의 일반원칙33)을 근거

로 그 삭제에 반 하 다.

30) 사회보건위원장 리인 김용우 의원은 “조합원들의 주권에 속하는 사항은 총회의 결의
를 얻도록 이것을 만든 것입니다. … 적어도 이 조항의 서 있는 각도(角度)에 한 사
항을 조합원 전체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하는 의사를 가지고 위원
회에서는 이 조항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 가까운 일본의 노동조합법을 참작하고 
보더라도 여기에 해서 총회에서 적어도 이러한 사항을 취급해야 한다하는 것이 규
정되어 있습니다”라고 주장하 다. 국회속기록 제15회 제11호, 4면.; 오의관(1906년, 
옹진을, 무소속, 수산중학교 졸업, 어업조합연합회기사)의원은 “국민전체를 통제하는 
정부나 국가로서는 이런 것은 적어도 총회에서 결정해야 된다는 국가적 견지에서 … 
제시할 수 있고 감독할 수 있는 것입니다”라는 주장을 폈다. 국회속기록 제15호 제11
호, 6면.

31) 유승준(1910년, 홍성, 무소속, 중앙고등보통학교 졸업, 문교부교도과장)의원의 다음과 
같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하여 이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법안에 있어서 제1독회 
체토론 질의응답에 소비되었던 그 시간이상 이 17조에 한 토론이 길어졌습니다. 그
러니만큼 이 조문에 한 의사진행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와서 
그 삭제를 주장하시는 분 또 원안을 주장하시는 분의 열렬한 그 심정은 우리가 다 압
니다. 또한 그 열렬한 심경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여기에 한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토론종결을 결의하는 바입니다.” 국회속기록 제15회 제11
호, 9면.

32) 이진수(1900년, 양주 을, 한국민당, 일본 학경제과 졸업, 조선변리사회장) 의원은 
“자기자치단체로서 협정된 헌장을 … 지켜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왕왕 최근 실례를 든
다고 할 것 같으면 통일 회 후에 일어난 사태로 압력을 가하고 심지어 폭행을 감행
하고 어느 권력에 추종한다고 하는 이런 악법이 제정된다고 하면 본 노동조합법은 공
문에 불과한 것입니다”라고 당시의 실정을 근거로 그 삭제를 주장하는 수정안에 찬성
하 다. 국회속기록 제15회 제10호, 14면.

33) 백남식(1901년, 상주 을, 국민회, 중학교졸업, 금용조합장)의원과 강경옥(1907년, 남제
주, 무소속, 일본 입명관 학법학부 졸업, 조선타이어공업주식회사사장)의원의 삭제반

 근거이다. 국회속기록 제15회 제10호,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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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노동조합의 경리 상황 검사

행정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경리 상황 기타 장부서

류를 검사할수 있다(제28조)는 조항에 하여 토론 없이 표결에 붙이자, 수정안

지지측인 임기봉 의원은 “사실에 들어가서 재주 좋은 기업주들은 여러 가지로 

당국에 가서 모사를 잘해 가지고 아무 근거도 없는데 이것이 노동자를 탄압하고 

노동을 억압하는데 그 이용 자료로 마치 쓰기 좋게 된 구절이올시다”34)라고 삭

제를 주장하 다.35)

다) 행정관청의 노동조합 해산명령

제30조는 행정관청은 ㄱ) 노동조합이 법령위반 또는 공익을 해할 경우 노동위

원회의 결의를 얻어 해산을 명할 수 있고 ㄴ) 정당한 이유 없이 정기총회를 개

최하지 않는 노동조합의 해산을 명할 수 있으며 ㄷ) 해산 신에 노동조합의 임원

개선을 명령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정안지지측36)은 이 조항은 

노동운동에 한 행정관청의 강력한 억제로 보아 이의 삭제를 주장하고, 원안지

지측37)은 부패세력으로부터 진정한 노동자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그 삭제를 반 하 다.

34) 국회속기록 제15회 제11호, 17면.
35) 임기봉 의원은 “전진한 의원께서 이것을 삭제하자는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통령선거 때에 아무 이유근거도 없는데 노총서류를 모두 압수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통령선거운동에 일  지장을 일으켜서 아마 낙선된 것 같습니다. 그
렇기 때문에 전진한 의원께서 이것을 삭제하자는데 일리가 있는 것이에요.”라고 삭제
의 배경을 설명하 다. 국회속기록 제15회 제11호, 17면.

36) 조봉암 의원은 제30조는 “노동운동에 한 강력한 억제 즉 무엇을 좀 잘못할 것 같
으면 해산한다. 그러면 그것은 사형을 집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올시다”라고 하면서 특
히 임원개선의 명령으로 해산을 신할 수 있다는 부 조항은 “관청이 노동조합을 관
청의 임의 로 하려고 하는 동시에 또 해산을 안 시켜도 간부는 내 마음 로 만들어 
노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노동조합을 노동조합으로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입장에서 만든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 삭제를 주장하 다. 국
회속기록 제15회 제12호, 3면.

37) 김봉재(1910년, 창원 을, 무소속, 독학, 마산해산주식회사회장)의원은 “어떠한 부패세력
의 침입에 의해 가지고 노동자의 이익이 농단되고 있는 이러한 현실에서 있어서 나는 
당연히 이러한 법령으로서 진정한 노동자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서 이런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특히 전진한 의원께서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러한 법률은 없다 이러한 말씀을 했는데 설혹 세계 어느 나라에
도 없다하더라도 세계의 한나라인 한민국에 있을 수 있는 일이면 나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라고 주장하 다. 국회속기록 제15회 제12호,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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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무원의 노동운동제한

공무원법 제37조에 의한 일반 공무원의 노동조합운동 제한에 하여 수정안지

지측38)은 외국의 입법례와 공무원의 노동운동 실제 필요성을 논거로 하여 공무

원법 제37조를 노동조합의 자유 활동을 규정한 제6조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

을 추가할 것을 주장하 고, 원안지지측39)은 먼저 공무원법 제37조를 개정할 것

을 주장하여 이에 반 하 다.

4) ‘단체행동’을 노동조합법 체계로 구성하는 수정안의 좌절

원안 제4장의 제목을 ‘단체행동’으로 정하고 “노동조합은 집합, 행열, 파업, 태

업 등 일체의 단체행동의 자유를 확보한다. 단 폭력 또는 파괴행위는 정당시되지 

아니 한다”라는 조문을 신설하여 단체행동을 노동조합법의 구성체계로 보장하려

는 수정안은 좌절되었다.

이 문제를 두고 수정안지지측과 원안지지측은 격렬한 토론을 전개하 는데 

38) 전진한 의원은 “과거 이 공무원법을 만들 때에 제헌국회 때에 여기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또 이 공무원이 된 뒤에 실제문제로서 철도라든지 기타 전매국이라든지 실제
에 있어서 공무원의 자격으로 일하고 있는 이런 직장에서 상당한 분규가 있었다”는 
현실을 직시하여 “세계입법례에 비추어서 공무원 중에 군인이나 경찰관리․형무관
리․소방관리를 빼고 다른 하급공무원은 실지 어떠한 단체의 소속이라든지 그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는 이것을 선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
조하 다. 국회속기록 제15회 제10호, 1-2면. 또한 그는 “반드시 육체적 노동을 제공
하지 않더라도 각처의 하급관리가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고 심지어 교직원들이 노
동조합을 조직해 가지고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노동운동을 리드하고 있어요.”라고 하
면서 공무원법 제37조에 의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조직의 제한을 없애자는 주장을 하

다. 국회속기록 제15회 제10호 3면.; 임기봉 의원은 “철도에 종사하는 3만 여명의 
노무자와 또는 체신부에서 일하고 있는 종업원들과 그 외에 전매청이라든지 기타 관
공청의 공무원이라는 명칭 가운데에서 공무원법에 구속되어 가지고 노동을 하면서도 
노무자의 행세를 못하는” 것이 일제시 부터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이라고 주장하면
서 6. 25 이후 모든 사업기구가 파탄되어 실질적으로 공무원법의 구속을 받고 있는 
노무자가 한민국 근로자의 다수라는 현실을 근거로 전진한 의원의 의견에 찬성을 
하 다. 국회속기록 제15회 제10호, 2-3면.; 신광균 의원도 “전매국 이라든지 철도라든
지 이러한 공익기업체의 노동운동보호와 사 기관의 노동보호와 이것을 구분해서 법
안을 세워야 돼요. 이것을 한 테 뭉쳐놓고 본즉 이 법을 운 하는데 있어서 장래 큰 
결함이 있을 줄 생각합니다”라고 지적하 다. 국회속기록 제15회 제4호, 7면.

39) 김용우 사회보건위원장 리는 “전진한 의원이 거기에 한 제한규정을 없애고자 하는 
의미가 있으면 공무원법 30조를 개정시키면 이 조합법은 현재 있는 정신으로서 충분
히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주장하 다. 국회속기록 제15회 
제10호, 4면.



2005. 6.]  노동조합법제정사의 법사회학적 조명 185

표적인 주장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전진한 의원은 단체행동의 자유보장은 노

동조합의 근본목적이며 동시에 그 중요한 기능이라고 파악하여 “이 조항을 여기

에다가 넣어서 제1조와 서로 조응도 되고 여기에 노동조합의 성격과 동시에 그 

기능이 완전히 표현되어서 노동조합법이 완전한 체제가 갖추리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주장하 다.40) 이에 하여 사회보건위원장 리인 김용우 의원은 “우리가 

노동조합을 조직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동맹파업이나 태업이나를 목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그 노동자의 움직임이 국가의 이득을 가

져오도록 하는 조금 더 크게 목적을 두기 위해서 이 노동조합법에 이런 조항을 

넣지 않고 … 위원회에서도 노동조합이 파업이나 태업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

끄는 입법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하지 않는가 해서 위원회에서 이것을 더 옹호

하게 하고 더 강력하게 추진시키기 위해서 쟁의법을 따로 제정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라고 하여 그 신설을 반 하 다.41)

40) 국회속기록 제15회 제12호, 8-9면.; 조광섭 의원은 “최근에도 이 파업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억에 생생할 줄 믿습니다. 부두에서 1차․2차에 걸쳐 임금투쟁에 의한 파
업은 엄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자단체 자체가 조직을 결성해 놓아 가지
고 이것을 살리지 않으면 노동조합의 단결의 필요성까지 느끼지 못할 이런 중 한 국
면이올시다”라는 현실적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진수 의원은 “본 모법인 노동조합법의 
제1조에 모든 쟁의를 보장했습니다. 법적 자유․경제적 자유․사회적 자유․정치적 
자유까지 보장한 이 법에 이 신설로만이 이 모법이 완비한 법안이 되기 때문에 아까 
이 신설조항이 가장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보는 것입니다”라고 법체계의 정합성을 강
조하여, 각각 수정안을 지지하 다. 국회속기록 제15호 제12호, 9면 및 10면.; 정남국
(1896년, 완도, 민주국민당, 일본 학정치학부 중퇴, 배달청년회부회장) 의원은 “제1조
에 이미 행동의 자유를 인정한 이상에는 구체적으로 명문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어야 
법의 체제가 맞고 사실에 있어서 행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이 명실상부하게 될 것
입니다. … 이 신설하는 행동의 자유에 한 구체적 사실이 명문이 없어서는 이것은 
가공적 법안이 될 줄 압니다”라고 주장하고, 또한 이종  의원은 “우리가 노동자의 
행동의 자유를 이미 규정해 놨는데 여기 와서 벌칙만이 있고 이러한 것이 없으면 혼 
빠진 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 시시한 규약정도의 것을 만들어 놓고 노동조합법이라
고 말은 근사하지만 실제로 노동자에게 무슨 이익을 주느냐 그것을 여러분이 살펴야 
합니다. 혼까지 빼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여 다 같이 수정안을 지지하 다. 국회속기
록 제15회 제12호, 13-14면.; 장홍염 의원도 “노동조합이 진정한 의미의 운 과 노동
자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참으로 노동조합법을 제정하려고 하면 단체교섭권보다도 오
히려 중요한 것이 단체행동의 자유를 보장해야만 모든 것이 잘 되어 나갈 줄 압니다”
라고 수정안을 지지하 다. 국회속기록 제15회 제9호, 5면.; 임기봉 의원과 이진수 의
원 역시 수정안을 찬성하는 발언을 하 다. 국회속기록 제15호 제9호, 7면.

41) 국회속기록 제15회 제12호, 10면.; 박 출(1909년, 의성 갑, 한국민당, 동경신학 학
졸업, 숭덕교회 목사) 의원은 “만약 이제 전진한 의원의 말씀 그 로 되면 쟁의법과 
조합법을 나눈 의의가 없어지는 것이올시다. 우리들은 이 법을 생각할 때에 현재 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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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진한의 노력과 ‘고독한 좌절’: 심의과정에 대한 평가

노동조합법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한 국회심의는 제1독회의 그 제안 설명과 

체토론에 이어 제2독회의 축조심의과정에서 원안의 제안취지를 김용우 사회보

건위원장 리가 그리고 수정안의 제안취지를 전진한 의원이 각각 설명하고 각 

안의 조문에 한 지지 내지 반 토론을 거쳐 표결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양

측 안이 과반수 미달로 부결되는 경우가 많아, 이때 전진한 의원은 수정안의 같

은 조문에 하여 두 번씩이나 지지할 것을 발언하 으며 또한 한노총출신의 

임기봉, 조광섭, 정남국 의원 등이 주로 수정안 지지발언을 하 고 때로는 조봉

암 국회부의장까지도 이에 가담하 다. 조선방직쟁의 때부터 전진한 의원과 반  

입장에서 그와 립하여 이승만을 추종하던 조광섭, 이진수 의원이 노동조합법 

제정과정에서는 전진한 의원의 수정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여 찬성발언을 함으

로써 공동보조를 취한 점이 심의과정에서 특기할 만한 주목할 사실이다.

수정안지지측은 노동운동 전문가로서 노동조합운동의 체험과 이승만 정권의 

강권주의 압박으로 인한 관제노동조합의 현실위기를 바탕으로 ‘자유노동조합의 

존립자체’를 노동조합법의 목표로 삼은 것이 그 토론과정의 발언에서 생동감 있

게 느껴진다. 이에 비해 원안지지측은 형식적인 법치국가원리를 논거로 노동조합

보호와 사회질서유지의 조화를 노동조합법 제정의 명분으로 설정했던 것이다. 양

측의 토론에 극히 소수를 제외한 구 한민당 계열의 민국당 의원과 원내 자유당 

의원은 거의 참여를 하지 않은 채 방관적 자세를 취하 지만 그 정치체질상 수

정안에 반 할 수밖에 없는 속성이었기 때문에, 전진한 의원을 비롯한 근로 중

공전쟁을 계속하고 이 전쟁말기에는 적이 상당히 노동진 을 가지고 전쟁말기에 어려
운 행동을 하려는 것도 생각을 했습니다. … 어떤 나라에는 노동법이 전시에는 다소 
제재를 받는 것도 생각해서 … 국가의 중요한 법을 급히 제정하지 않을 수 없으나 여
하간 이러한 커다란 전쟁의 장래가 이 법안에 미칠 것을 깊이 우려했기 때문에 다소 
이 법이 현재로서는 진선진미한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실 줄 압니다”라
고 원안을 지지하 다. 국회속기록 제15회 제12호, 11면.; 박철웅(1912년, 광주, 무소
속, 일본 명치 학정경학부 졸업, 조선 학교 총장) 의원은 “현재 적을 앞에 두고 있
는 이 시기에 있어서 불가피한 사정에 있어서는 모르지만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분열
과 혼란을 조절하고 또한 억제하는 것이 결과에 있어서는 정상적으로 생산력을 증강
할 이 단계에 있어서 법률을 신중히 고려하여 후일로 미루어야 될 것입니다. … 한 
달에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서 금 덩어리나 ‘달러’를 사는 방향으
로 자본이 도피하고 사장을 하고 있는 이유는 국제정치정세에 관한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사회질서의 불신․불안입니다”라고 원안을 찬성하 다. 
국회속기록 제15회 제12회, 12-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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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세력이 주장한 수정안은 일부만 가결되고 결국 원안의 주요내용이 통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재적의원 반수 이상을 넘는 압도적 지지를 받아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전진한 의원의 수정안이 좌절된 이유는 국회의원의 정치성향의 구조에도 원

인이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1952년 6월 정치파동의 악령이 노동조합법 제정과

정에도 암암리에 향을 끼친 사실 때문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42) 그리고 당

시 이승만 정권에 의해 핍박 받는 전진한 의원의 노동조합법 제정과정상의 역할 

및 자세에 하여 다음과 같은 동료의원들의 발언을 통해 그 ‘헌신적 고군분투’

의 씁쓸함을 간접적으로 짐작할 수 있다. 조광섭 의원은 “노동자 전체를 위해서 

수정하시는 전진한 의원이 이 법 전체를 통과시키는데 아마 그 감정과 흥분도 

많이 있는 듯 합니다마는 … 너무 흥분하는 까닭에 통과될 수 있는 법안도 자칫

하면 오해와 감정을 일으키는 것 같기도 합니다. … 너무 협박 너무 흥분 이렇게 

되어서 법이 통과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피차가 서로 자중자계 합시다”

라고 발언하 다.43) 이 종 (1895년, 정선, 국민회, 일본조도전 학정경과 졸업, 

동신문사사장)의원은 “ 량으로 전진한 의원이 삭제를 내고 이래노아서 아마 

염증도 다소 나는 것이 인간의 상정인 것 같습니다. … 법을 아무리 완전히 만들

어 놓더라도 현실이 그런데다가 이렇게 관이 간섭하는 것을 만들어서는 우리 국

회의 기록에 그다지 좋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당시의 분위기를 표현하 다.44) 한

42) 토론에서 전진한 의원의 견해를 주로 반 해 온 오의관 의원은 “우리는 1년 동안 그
야말로 노력을 해서 오늘 이 법안을 상정시켰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히 자신
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운 은 잘 안 되겠다하는 확고부
동한 견지가 있기 때문에 전진한 의원과 어디까지나 결하자고 하는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전진한 의원은 6월 정치파동기에 있어서 한노총의 위원장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상기할 것입니다. 그때 제일 민의를 조작한 것이 누구냐 노동자입니다. 
한노총산하에 있는 노동자가 국회를 포위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확실히 노동자들이 
전진한 의원의 지령에 의해서 한 것이라면 전진한 의원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라고 
전 의원을 공개적으로 비난하 다. 이러한 오 의원의 발언에 해 임기봉 의원은 “우
리 한국의 노동조합의 실정을 다소라도 알고 계시는 오 의원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실 
줄은 천만의외올시다. … 노총맹원들이 과거에는 전진한 위원장 직계의 노총맹원이었
지만 당시에는 우리 한민국에 용납하지 못할만한 관제노조가 돈을 가지고 관권을 
가지고 금권을 가지고 선동해 가지고 나와서 우리 국회를 포위했던 것입니다. 그런고
로 전진한 위원장의 통솔 하에 있던 맹원이 아닌 것을 저는 여기서 명백하게 말씀을 
드려두는 것이올시다”라고 당시의 진실을 밝혔다. 국회속기록 제15회 제11호, 4면 및 
국회속기록 제15회 제9호, 15면.

43) 국회속기록 제15회 제11호,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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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양우정(1907년, 함안, 무소속, 일본조도전 학정경학과 중퇴, 동양통신사장)의

원은 “저는 전진한 의원께서 너무 극단론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퍽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법치국가 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에서 … 이러한 조문을 

삭제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전평이 생긴다는 것을 전진한 의원은 잘 아셔

야 합니다. 앞으로 전평이 생겨요. 얼마든지 생깁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

해서도 이 조문을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전의원을 극단론자로 비판하는 발

언을 하 다.45)

단체협약의 체결 및 효력에 해서는 신광균(1896년, 개풍, 일민구락부, 봉명학

교 졸업, 제헌국회의원)의원 수정안 외에 전진한 의원의 수정안도 특별한 제안이 

없었고 심의과정에서도 별다른 논의가 없었던 점이 또 하나의 특징이었다. 전진

한 의원 지지 측에서 단체협약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이유는 이보다

도 오히려 노동조합의 자유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당시의 현실로 보아 이 문제를 

더욱 부각하여 그 존립의 자유보장을 실현하고자 하는 절박한 필요성 때문인 것

으로 풀이된다.

Ⅳ. 전진한의 노동조합법에 대한 인식관점: ‘단체행동자유권 

중심의 조합자치주의’

전진한 의원이 제기한 노동조합법 ‘수정안’은 단체행동자유권 보장중심의 조합

자치주의 구현을 목적으로 하여 그 독창성이 두드러진 특징이 있었다. 그렇지만 

바로 그 독창적 성격 때문에 수정안은 당시의 정황에서 일부만 노동조합법제정

에 반 되고 나머지는 좌절의 비운을 맛본 채 언젠가 부활의 꿈을 꾸며 깊은 늪

에 침잠하여 인고의 세월을 기다려야만 했었다. 비록 좌절되기는 하 지만 그 수

정안의 주요골자와 이를 주장한 전진한 의원의 발언을 통하여 그의 노동조합법

에 한 인식관점을 검토하는 것은 오늘의 우리 현실에 많은 시사점을 주리라고 

생각한다. 노동조합법에 한 전의원의 인식관점을 그 헌법적 기초, 노동조합법

의 구성원리 및 지도원리와 그 실행원리로 나누어 고찰하기로 한다.

44) 국회속기록 제15회 제11호, 12면.
45) 국회속기록 제15회 제11호, 12-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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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조합법의 헌법적 기초: 헌법정신에 입각한 ‘근로국가’의 실현

전진한 의원은 ‘계급과 립이 없는 사회를 건설’하자는 것이 우리의 헌법정신

이라고 이해함으로써 노동조합법은 이러한 헌법정신에 기초를 두어 근로3권의 

자유로운 보장을 구현하기 위해 제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기본인식을 가지고 있

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전 의원은 노동조합법의 원안이 오히려 근로자의 

자유로운 노동조합활동을 억제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 다.46)

우리나라 헌법정신은 우리나라가 자본주의국가 혹은 공산주의국가와 달라서 

정말 근로국가 … 모든 국민이 다 일하고 모든 국민이 다 협조해서 이 나라를 

건설해 가자 즉 어떠한 금권이나 혹은 권력이나 이러한 특권을 배제하고 … 전 

국민이 협동해서 계급과 립이 없는 사회를 건설하자는 것이 우리 한민국헌

법정신으로 생각합니다. … 결단코 어떠한 자본계급이나 특권계급에게 한 개 

예속된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정말 자기가 자기책임을 느끼고서 이 국가민족에 

봉사한다는 이러한 그 자기의 ‘푸라이드’ 자기의 자존심과 긍지를 가지고서 이 

나라 건설에 종사할 수 있게 하기위해서 우리나라 헌법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노동자의 단결의 자유와 단체협약권과 단체행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헌법정신에 기초를 두고서 법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오히려 이 안을 

볼 때에 체로 노동자의 행동을 구속하기 위해서 되어있습니다.

2. 노동조합법의 구성원리: 단체행동자유권의 보장

전진한 의원은 노동조합의 근본목적과 기능은 단체행동자유권의 보장과 그 구

체적 실현에 있음을 강조하 다. 특히 단체행동자유권 보장을 노동쟁의조정법에 

의한 제한적 관점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조합법의 구성체계로 입법화하여 적극적

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 점이 그의 노동조합법 인식의 두드러진 특징

이었다.

전 의원은 “노동조합의 근본목적은 노동조합이 단결해 가지고 그 단결적 행동

을 실천하겠다”는 것이라 전제하고 “단결하는 권리라든지 단체교섭을 하는 것은 

그 단체행동을 하는 한 개의 부분”으로 보아 “노동조합은 단체행동의 자유를 보

장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노동조합법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근본

목적인 단체행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47) 그는 또 

46) 국회속기록 제15회 제7호,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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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단체협약권만 노동조합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정말 권력자와 싸우

는데 유일한 무기인 단체행동의 자유를 노동조합이 갖게 안 한다고 하면 이것은 

반편이에요 노동조합법도 아닙니다”라고 하여 단체행동자유권 보장을 노동조합법

의 구성원리로 삼아야 한다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48)

3. 노동조합법의 지도원리: 조합자치주의의 강조

전진한 의원은 노동조합법의 지도원리로서, 행정관청 등 외부의 부당한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노동조합을 관리․운 하는 조합자치주의를 강조한 점이 또 하

나의 특색이었다. 전 의원은 “자본주의국가에 있어서 그 법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노동자는 언제든지 반사회적이요, 반국가적이요 하는 전제 하에서 법을 만든단 

말이에요?”49)라고 전제하고 “오늘날 한민국정부가 노동조합을 얼마나 관제화 

하기 위하여 간섭하느냐 하는 것을 아시지요.”50)라고 지적하면서 근로자의 단체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련의 법률의 개입을 부당한 간섭이라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 다.

노동조합자신이 자기네 규약으로 규정할 문제를 전부 법률로써 이것을 제약

하고 모두 명령해 놨어요. 이러면 이 결론은 뭐가 나느냐 언제든지 관청이 이

걸 가지고 간섭합니다. 너희가 정기 회를 안 열었으니까 해산하라든지 또는 

권력계급이 이러한 사소한 문제를 들어 가지고서 노동조합운동을 방해할 수 있

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 이것은 결국은 노동자의 단체행

동의 자유를 속박구속 하는 것 밖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51)

노동조합규약을 위반하는 사람은 노동자 자신이 아니야요 외부의 정치세력

입니다. … 한국의 실정을 볼 때 오늘날까지 노동운동을 전개해 올 때 관청이 

권력자가 노동조합을 자기의 의사 로 추종하는 걸로 만들려고 노동조합의 규

약을 무시하고 협박․공갈․강압 또는 폭력단을 매수해 가지고 ‘테러’ 등 여러 

가지 불법한 말하자면 말할 수 없는 행동을 해가지고 노동운동에 큰 혼란을 일

으킨 사실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52)

47) 국회속기록 제15회 제9호, 2면.
48) 국회속기록 제15회 제12호, 11면.
49) 국회속기록 제15호 제11호, 11면.
50) 국회속기록 제15회 제10호, 11면.
51) 국회속기록 제15회 제7호, 4-5면.
52) 국회속기록 제15회 제10호,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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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 의원은 행정관청의 노동조합 해산명령 요건인 ‘공익을 해하 을 때’와 

‘정당한 이유’ 등이 애매하므로 “가뜩이나 권력기관이 노동자의 자유행동과 모든 

그네들의 활동을 제재하려고 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조항을 넣는다면 노동조합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라고 지적하 다. 그는 우리의 법치국가 원리에 따라 “노동

조합이 법령에 위반할 때에 우리나라의 국가의 법령에 의해서 제재를 받을 것이

고 또 공익을 해하 을 때에는 역시 그 정도에 따라서 우리 국가법에 의해서 제

재를 받을 것”이므로 따로 이러한 조항을 둘 필요가 없다고 하여 이의 삭제를 

주장하 다. 특히 그는 “노동조합운동이 개 얼듯 보면 공익에 해로운 것같이 

보입니다. 가령 파업은 공익에 해이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생산이 덜 되니까요”

라고 밝히면서 법령위반이나 공익에 해할 경우의 판정은 행정관청이 아니라 정

당한 사법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 다.53)

4. 노동조합법의 실행원리: 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 확보

(1)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및 사회운동 보장

전진한 의원은 노동조합이 정치활동만을 하겠다는 것은 그 목적에 어긋나지만 

정치문제와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투쟁을 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노동

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은 사실상 달성하기 어렵다고 강조하 다. 전 의원

은 이 점을 이유로 하여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및 사회운동의 보장을 옹호하면서 

이를 억제할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할 것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 다.

제3조에 볼 것 같으면 제4호에 가서 노동조합이 주로 정치운동 또는 사회운

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고 해서 노동조합은 정치운동이나 사회운동을 금한 

것인지 또는 용인한 것인지 단히 알 수 없는 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로’

라는 것이 단히 애매할 뿐만 아니라 노동운동자신이 결국 한 개의 넓은 의미

의 정치운동이요 한 개의 사회운동입니다. …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노동자를 

변하는 노동당이나 근로단체가 없는 나라에 있어서는 노동조합이 할 수 없이 

일방에 있어서 정치적인 역할을 안 할 수가 없어요. … 그리고 인간생활에 있

어서 정치문제라는 것을 전부 떠나가지고는 도저히 단체나 개인이나 행동할 수 

없는데 여기에 가장 애매한 문구로 ‘주로’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필요할 때에는 

권력계급이나 자본계급이 그걸 이용하고 또 자기한테 반 될 적에는 정치운동

53) 국회속기록 제15회 제12호,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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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해서 그걸 눌러가지고 이 ‘주로’라는 두 글자를 이용해 가지고 언제든지 

노동자를 억압할 수 있는 이러한 악조건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54)

가령 실례를 들면 작년의 6월 정치파동시기에 조선방직이라든지 각처의 노

동자가 여기 충무로와 국회를 포위하러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권력자가 해

석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주로 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민의로 한 것

이니까 그것은 노동조합과 관계가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악

법이 통과할 경우에 노동자가 이 악법을 반항해서 좋은 법을 만들려고 운동할 

때에는 노동자들이 왜 정치운동 하느냐고 해산명령을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이 주로 두자로 말미암아 권력자들은 얼마든지 노동자를 탄압하고 압박할 

수 있게 돼요. … 우리자신이 정치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

지고 투쟁을 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날의 노동자의 지위향상이 없고 

경제적 지위향상․사회적 지위향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공문화되고 마는 것

입니다.55)

(2) 노동조합 자유설립주의

전진한 의원은 노동조합의 설립은 “자유노동조합의 정신을 살려서 될 수 있으

면 노동자 자신이 모든 단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관청의 간섭을 배제하

자고 하는 정신”에 입각하여 “사실문제로서 노동조합이 구성되면 설립된 것”으로 

보는 조직결성시설을 취하 다. 즉 그는 노조설립을 행정관청에 신고함으로써 노

동조합성립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는 행정관청의 간섭주의를 배격하 다.56)

(3) 복수노조 허용과 대표교섭제도의 지지

전진한 의원은 근로자의 단결자유권 보장의 취지에 비추어 한 직장 내의 복수

노조 허용은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 따라서 그는 복수노

54) 국회속기록 제15회 제7호, 4-5면.
55) 국회속기록 제15회 제9호, 14면.
56) 국회속기록 제15회 제10호, 9면.; 정남국 의원은 “ 개 우리나라에서는 조합을 조직한

다면 반드시 회의할 때에 아마 당지 경찰서에 집회 계를 냅니다. 반드시 출석해서 보
게 되니까 조합자신이 보고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관청에서는 모월모일에는 무슨 노
동조합이 탄생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 개인의 업도 아니고 수천 명의 사회문
제나 중 한 노동문제에 관계되는 것을 신고 안했으니 무효다 이래서는 사실상 이것
이 타당하지 못합니다. … 언제까지나 경찰당국에 보고했으니까 거기에만 그칠 것이 
아니고 1개월 이내에 보고할 의무를 져준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전진한 
의원의 견해를 지지하 다. 국회속기록 제15회 제10호, 10-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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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 있는 경우의 단체교섭은 노동위원회의 결의를 얻어가지고서 어떠한 결론을 

짓는 것보다도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무기명투표를 통해 직장의 표노동조합을 

선정하여 그 표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민주적이라고 주장하면서 다

음과 같은 실례를 들었다.57)

실례로는 경전(京電) 안에 전평노동조합과 한노총이 둘이 병존했을 때에 

여기에 단체교섭문제가 있었습니다. 군정 때입니다. … 그때에 실지로 행한 방

법은 민주주의 투표를 해서 노동자가 전평을 선택하느냐 한노총을 선택하느

냐 … 투표한 결과 한노총이 승리했습니다. 그 한 직장 내에서 한노동조합

만 선정했습니다. … 한 직장에 노동조합이 몇 개 있든지 그 노동조합의 단결

은 자유예요.

Ⅴ. ‘척박한 진흙’에 심은 ‘풍토적 노동법연화(勞動法蓮花)’

1951. 4. 29 발의된 조광섭․임기봉 안을 시작으로 하여 그 폐기 및 안과 전

진한의 수정안 심의를 거쳐 1953. 1. 23 사회보건위원회 원안이 수정․가결됨으로

써 1953. 3. 8 공포된 노동조합법은 해방이후 전개된 노동운동의 법적 결실로서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의 초석이 되었다. 휴전

이 성립되기 전인 한국전쟁의 비상사태와 이승만 독재체제 수립을 위한 헌법유

린의 ‘부산정치파동’을 겪으면서 조방쟁의 등의 노동자 투쟁을 거쳐 전진한 의

원의 주도적 역할로 제정된 노동조합법은 정치권력의 이전투구(泥田鬪狗)의 척박

한 진흙에 힘겹게 심은 근로 중세력의 ‘꿈 꽃’인 한 떨기 애기연화(蓮花)라고 

볼 수 있으리라.

근로자의 헌법상 이익균점권 보장이 남북통일을 겨냥한 사회민주주의 실현의 

이념적 초석으로서 제1차적 의의를 가진 것으로 본다면, 노동조합법의 제정은 그

러한 목적지향의 한국사회 성격이 동족전쟁과 헌법유린으로 완전히 굴절된 상황

에서나마 근로자의 권익옹호를 위한 법적 교두보로 향후 노동운동의 출발점이 

되는 제2차적 의의를 가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러한 의미에서 

노동조합법의 제정은 단순히 외국의 법제를 모방하여 졸속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제정의 실질적 기초세력, 제정과정의 특수성, 제정내용의 상 적 독자

57) 국회속기록 제15회 제9호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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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면 히 검토해 볼 때 한국의 ‘주체적인 풍토적 성격’을 반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 그 제정의 실질적 기초는 근로자의 꾸준한 노동쟁의 사실자체와 

이러한 근로 중의 현실적 요구를 변하는 한노총출신의 의원 및 그 지지 세

력의 역할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헌법제정 전후를 통한 경전노조의 파업 

및 조선전업의 노동쟁의와 ‘부산정치파동’과 맞물린 정권투쟁 차원의 조방 쟁의 

그리고 부산부두파업과 광산연맹쟁의 등은 ‘사실의 규범화’를 요구하는 노동조합

법제정의 실질적 기초 다. 더욱이 이승만 정권의 갖은 탄압 속에서도 근로자의 

권익을 담보할 법적 근거의 보장을 위해 헌신적으로 고군분투한 전진한 의원 및 

그 지지 세력이 입법운동의 주도적 요인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둘째, 그 제정의 

전 과정을 살펴볼 때 정부주도보다는 의원주도의 입법을 한 점 특히 한노총출

신 의원들이 사전에 면 히 법안을 독창적으로 준비하여 그 주도적 역할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일찍이 1951년 4월 발의된 한노총출신의 조광섭․임기봉 

안은 ‘근로자의 노동권과 인권옹호 및 생활권 보호’를 위하여 노조자율보장을 중

심으로 한 진보적인 특수한 내용을 갖추었고 이를 폐기한 안으로 제시된 사회

보건위원회 원안은 ‘공익과 노동보호의 조화’를 목적으로 하여 노조자율성 보장

이 많이 퇴색하 지만 노총 및 상공회의소 등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여 마련되었

던 것이다. 특히 전진한 의원이 노동조합법 등의 우선상정 긴급동의안을 발의하

여 가결되자 이어서 ‘단체행동자유권 중심의 조합자치주의’를 골자로 한 수정안

을 제출함으로써 그 심의과정은 이 ‘수정안’과 사회보건위원회 ‘원안’의 결국면

으로 압축되어 불꽃 틔는 격렬한 논전을 전개한 점이 두드러진 특징으로 드러난

다. 그러나 밖으로는 전쟁의 포연, 안으로는 ‘발췌개헌’과정의 테러분위기 속에서 

과거 전평의 악몽에 사로잡힌 한민당계열의 민국당의원 및 원내 자유당의원의 

반노동자 감정으로 인하여 수정안의 일부만 수용되고 원안이 수정가결 된 것은 

당시의 특수한 한국의 ‘풍토적 상황’을 반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그 제정

내용은 일본의 법제를 모방했다고 하는 기존의 주장과는 달리 법의 구성체계와 

구체적 내용면에서 일본의 노동조합법과는 구별되는 상 적 독자성을 갖춘 것으

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기존의 주장은 그 모방한 모법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지만 원안이 참고한 것으로 추측되는 일본 노동조합법은 맥아더사령부 시기의 

행정관청의 강력한 개입 및 감독을 규정한 1945년 구노동조합법(법률 제51호. 이 

법은 노조의 자주성강화를 위하여 1949년 법률 제174호 노동조합법으로 개정됨)

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그 구성체계가 일본은 ‘노동위원회’를 제4장에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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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 노동조합법에서 다루고 있는데 비하여, 한국은 노동위원회를 노동조합법

에서 규율하지 않고 노동위원회법을 독자적으로 따로 제정한 점이 구별되는 특

성이다. 한국은 수정안의 주장을 가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조항(제1조)에서 ‘단체

행동자유권 보장’을 명시하고 있는데 비하여, 일본은 ‘단결권의 보장 및 단체교

섭권의 보호조성’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한국은 노동조합의 결격요건

으로 규정한 ‘주로 정치운동 또는 사회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삭제하 지

만, 일본은 이를 그 로 결격요건으로(제2조 4호) 존치하고 있는 점이 서로 다르

다. 하지만 노동조합에 한 행정관청의 강력한 개입에 있어서는 일본에 비하여 

한국이 더욱 이를 강화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이 구별되는 특색이다. 즉 일본은 

규약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만(제8조) 행정관청의 개입을 허용하는데 비하여, 한

국은 법령위반뿐만 아니라 ‘공익을 해할 경우’까지(제13조) 개입의 사유를 확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해산명령에 있어서 일본은 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해 ‘재판소’가 해산을 결정할 수 있도록(제15조) 하는데 비하여, 한국은 

노동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행정관청’이 해산명령을 할 수 있도록(제32조) 규정

하고 있는 점이 확연히 구별되는 차이이다. 또한 한국의 단체협약에 있어서는 그 

명칭이 일본의 ‘노동협약’과 다를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체결을 직장단위’로 

제한한 점이(제35조) 일본에는 없는 독특한 규정이다. 또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이 한국은 1년(제39조) 일본은 3년(제20조)이고,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과 지

역적 구속력의 요건이 한국은 각각 동종근로자의 반수이상(제40조) 3분지 2이상

(제41조)인데 비하여 일본은 각각 동종근로자의 4분의 3이상(제23조) ‘ 부분’(제

24조)으로 규정한 점이 구별된다.

이처럼 우리의 노동조합법은 남북분단과 동족상쟁이라는 미증유의 민족비극 

속에서 헌법유린을 자행한 이승만 독재정권에 맞서 싸운 조방쟁의가 기폭제로 되

어 그동안의 노동운동이 주체적으로 법적 결실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

나 이러한 태생적 운명을 적극적으로 개척한 전진한 의원 등 근로 중 변세력

의 고군분투에 의하여 ‘상 적 독자성’을 갖추게 된 노동조합법은 ‘진흙의 연꽃

(泥中蓮花)’으로서 그 본연의 ‘꿈 꽃’을 피우기 위하여 그 후 얼마나 많은 최루탄 

연기와 근로자 눈물을 목메어 삼키며 인고의 험난한 세월을 기다려야만 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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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egal Sociological Approach to Mr. Jeon's Role 

in the Establishment of the Trade Union Act
58)

Heung Jae Lee*

This Article attempts to clarify the real sociopolitical background and the 

decisive factors in the establishment of the Trade Union Act(TUA) by the 

methodology of legal sociology approach to the role of Jin Han Jeon, a member 

of the Second National Assembly(SNA), who had been the first Minister of 

Social Affairs under the regime of the President, Seung Man Rhee. In case of 

approaching the establishment of TUA, the most critical issue is how to point 

out the socio economic background and the dominant political legislative-forces 

of it. For TUA was established in the turmoil of the Korean War at the refuge 

Capital Pusan in 1953.

The author argues that Mr. Jeon, who had originally played the key role in 

ensuring ‘the Equal Right to Share Profits of the Private Company’ in the 

establishment of the Constitution, took the leading part in the establishment of 

TUA by analyzing the stenographic records of SNA and other related materials. 

He points out that the real social background of the establishment of TUA was 

workers' collective actions of the Cho Bang(cotton spinning factory) and the 

Water Front of Pusan under economic emergency of the war. He strongly 

emphasizes that workers' collective actions of the Cho Bang was especially 

co-related with, so called, ‘Political Upheaval of Pusan,’ namely, ‘the Selected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SAC) which was unconstitutionally amended for 

a prolonged President Rhee's regime.

The author underscores as followings; After failing of workers' collective 

actions of the Cho Bang and passing of SAC, Mr. Jeon and his proponents, 

* Professor, College of th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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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resenting the interests of worker, carried an urgent motion for the prior 

discussion of TUA bill in SNA in November of 1952. And then Mr. Jeon and 

his colleagues from Con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 submitted ‘the Revised 

Bill of TUA’(RB), which strongly emphasized ‘the right to freedom of collective 

actions' and ‘union autonomy,’ criticizing ‘the Original Bill of TUA’(OB) drafted 

by Social Health Committee of SNA in favor of government's powerful 

intervention to supervise unions, such as for the authority to order the dissolution 

of trade unions disturbing public peace and order. After taking a very vehement 

debate Article by Article about OB and RB, SNA passed the most parts of OB. 

However, SNA passed the essential parts of RB, such as providing ‘guaranteeing 

the right to freedom of collective actions’ in Article 1 and deleting ‘its aims 

being mainly directed at political, or social movements’ prescribed as a 

disqualifications of trade union in Article 2 (d).

The author concludes that though failing in passing his ambitious dreamful 

RB, Mr. Jeon, who was deadly oppressed by President Rhee, played a key role 

in the establishment of TUA, which had some unique characteristics different 

from Japanese TUA in 1945 under the Allied High Command, as a mile stone 

for protection of workers' fundamental righ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