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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정당은 국민들이 국가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한 정

치적 결사이다. 오늘날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은 국민과 국가를 매

개하는 헌법적 기능을 수행하며, 헌법과 법률은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고

나아가 정당을 육성 지원한다. 그러나 정당이 처음부터 이러한 헌법적

지위를 가졌던 것은 아니다. 서구에서 정당은 초기에는 부정적 존재로

취급되었으나 100여 년에 걸친 역사적 변천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렀다.

신생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은 민주적 헌법을 제정하였으나 실제 제1공

화국(1948-1960)은 이승만 대통령과 관료세력에게 권력이 집중된 권위주

의적 국가체제였다. 제1공화국에서는 미군정이 정치세력을 통제하기 위

해 제정한 ‘정당에 관한 규칙’이 계속 적용되었다. 이 규정은 정당과 단

체에 대하여 과도한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행정부의 처분만으로

해산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국가는 이 규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였고

야당을 해산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제1공화국에서는 국회와 야당세력을 중심으로 정당을 제도화하려는 움

직임도 나타났다. 국회는 미군정법령을 폐지하고 행정부의 정당해산 권

한을 배제한 정당등록제도를 입법하였다. 그러나 이 법률은 이승만 대통

령의 공포 거부로 시행되지 못했다.

한편 국회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한 원내교섭단체제도를 도입하였

다. 발언권 배분, 상임위원회 배정, 의석 배정이 교섭단체 단위로 이루어

지면서 원내정당의 자율적인 형성이 촉진되었다. 여기에 이승만 정권의

관권선거와 야당 단일화라는 현실정치의 영향이 더해지면서 양당체제가

형성되고 의원에 대한 정당의 구속력도 빠르게 강화되었다.

반면 선거에서 정당의 역할과 기능은 충분히 제도화되지 못했다. 선거

법에는 정당의 후보자추천,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소속정당 표시, 정당별

기호배정에 관한 규정이 도입되지 않았다. 다만 후보자의 소속정당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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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공표, 정당의 선거위원회 참여에 관한 규정은 선거에서 정당의 역할

을 부분적으로나마 인정한 것이었다. 1958년 선거법은 정당의 국회 의석

수에 비례한 선거위원회 참여, 정당별 선거광고, 기탁금제도를 도입함으

로써 정당소속 후보자를 우대하였다. 한편 각 정당은 공직후보자추천제

도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선거전략의 일환으로 공인후보자를 선정하였다.

공인후보자 선정의 영향력은 이승만 정권의 관권선거와 야당의 단일화라

는 현실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급속도로 강화되었다.

4․19 혁명으로 탄생한 제2공화국(1960-1961)은 제1공화국에서의 야당

탄압의 경험을 교훈 삼아 정당의 보호와 정당해산심판제도를 헌법에 명

시하였다. 또한 미군정법령을 폐지하고 행정부의 등록취소 권한을 배제

한 정당등록제도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제2공화국은 5․16 군사정변으로

1년 만에 붕괴하였다.

제1, 2공화국에서 정당의 헌법적 지위는 점차 제도화되는 방향으로 나

아갔다. 정당정치가 정치현실로서 먼저 자리를 잡은 뒤 점진적으로 제도

화된 서구와 달리, 우리나라에서 정당의 제도화는 외국의 제도를 도입하

는 형태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도화가 비교적 빠르게 이루어졌지만 그만

큼 왜곡될 여지도 많았다. 제3공화국 이후의 역사는 정치적 자유가 보장

되지 않는 현실에서는 정당의 제도화가 그 기능을 다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주요어 : 정당제도, 정당의 제도화, 정당의 헌법적 지위, 정당등록, 원

내교섭단체, 공직후보자추천, 제1공화국, 제2공화국

학 번 : 2011-23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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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오늘날 대의민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

고 이를 국가의사결정으로 매개하는 핵심적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정

당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율하는 정당제도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8조에서 정당설립

의 자유와 정당에 대한 국가의 보호 등을 규정하여 정당의 역할과 기능

을 헌법 차원에서 보장하고 있다. 또한 정당법, 공직선거법, 국회법 등

정치관계법은 헌법에 따른 정당의 권리와 의무를 구체화함으로써 전체

정당제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당제도에 대하여는 헌법에 보장된 정당 설립 및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보다는 오히려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다.1) 이러한 비판은 비교법적으로도 뒷받침된다. 베니스위원회2)가 2009

1) 현행 정당제도와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비판으로는 정태호, “현행 정당법상의 정당
개념의 헌법적 문제점”, 경희법학 제40권 제2호, 경희법학연구소, 2005, 125-157면; 이
종수, “정당제민주주의의 현안문제의 검토 - 현행 정당등록제도 및 정당등록취소제도
와 정치자금제도를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제13권 제2호, 한국헌법학회, 2007, 103-136
면; 한수웅, “정당의 개념과 정당등록제도의 헌법적 문제점 - 헌재 2006. 3. 30. 2004
헌마246 결정에 대한 판례평석을 중심으로 -”, 저스티스 제104호, 한국법학원, 2008,
163-188면; 정연주, “정당등록취소와 정당설립의 자유”, 헌법학연구 제20권 제1호, 한
국헌법학회, 2014, 57-88면; 송석윤, “정당민주주의와 정당법 - 정당개혁의 관점에서
-”, 공법연구 제42편 제3호, 한국공법학회, 2014, 1-30면 등을 참조.

2) 베니스위원회의 정식명칭은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이다. 1990년 5월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산
하기구로 설치되었다. 베니스위원회는 헌법, 헌법재판, 그리고 선거, 국민투표 및 정
당과 관련하여 유럽차원의 기준을 제시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종전에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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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발표한 ‘정당에 관한 규약’3)은 일반직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한

정당법 제22조가 이례적인 것임을 보여준다. 헌법재판소도 최근 위헌결

정에서 선거에서 의석확보 여부나 낮은 득표율을 이유로 정당등록을 취

소하도록 하는 조항은 외국의 입법례에서 찾아볼 수 없음을 지적한 바

있다.4)

이처럼 현행 정당제도가 비교법적으로 보편적이지 않고 헌법에 보장된

정당 설립 및 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정당

제도가 어떤 역사적 경로를 거쳐 형성된 것인지 제도사(制度史)적 측면

에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현행 정당제도의 큰 틀은 1962년 헌법 개정과 정당법 제정

에서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5) 1962년 헌법의 정당조항은 1980년 개정

에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제도가 추가된 것 외에는 그 내용이 현행 헌

법과 거의 같다. 정당법은 일정한 조직과 당원수를 정당의 성립요건으로

정한 정당등록제도를 규정하였다. 한편 1963년 제정된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은 정당의 공직후보자추천제도와 일종의 비례대표선거제도

인 전국구선거제도를 도입하였다. 1965년에는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럽국가만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할 수 있었는데 2002년에 가입자격을 확대하였고 우
리나라는 2006년에 정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이러한 설명은 송석윤, “정당민주주의와
정당법 - 정당개혁의 관점에서 -”, 7면 참조.

3) Code of Good Practice in the Field of Political Parties adopted by the Venice
Commission at its 77th Plenary Session(Venice, 12-12 December 2008) and
Explantory Report adopted at its 78th Plenary Session(Venice, 13-14 March 2009)
<http://www.venice.coe.int/webforms/documents/?pdf=CDL-AD(2009)021-e> no.111,
no.112 참조.

4) 헌재 2014. 1. 28. 2012헌마431, 2012헌가19(병합), 판례집 26-1상, 155-168면.

5) 라이프홀츠의 정당국가론이 제3공화국 헌법과 정당법 제정에 미친 영향에 관하여는
송석윤, “독일헌법상 정당조항과 그 한국적 이식 - 비교법사회학적 접근 -”, 서울대
법학 제41권 제3호(2000. 12.), 115-146면, 140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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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반면 1962년 이전인 제1, 2공화국의 정당제도는 그동안 학문적 관

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6) 정치학 영역에서 제1, 2공화국의 정당제도는

당시 정당체계의 일부로서 언급될 뿐 그 자체가 주된 연구대상은 아니

었다.7) 이에 대해 헌법적 관점에서 접근한 문헌도 거의 찾아보기 어렵

다.

그러나 제1, 2공화국의 정당제도는 신생 민주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정

당이 처음으로 제도화되는 과정, 나아가 정당의 헌법적 지위의 변천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헌정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수립 직후에는 정당에 관한 법제도가 미비하였다. 그러나 제

1공화국에서의 야당 탄압의 경험으로 인해 정당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필

요성이 점차 인식되었고, 1960년에는 국가의 정당보호 및 정당해산심판

제도가 헌법에 명시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정당의 헌법적 지위가 짧은

시간에 급격히 변화한 것은 10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변화

해 온 서구 민주주의 국가의 경우와 대비되는 것으로서 후발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제1, 2공화국 시기 정당제도

의 변천과 그 정치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헌법학적으로 검

토함으로써 대한민국 초기 정당의 헌법적 지위를 밝히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6) 이 시기 정당제도는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간자료에서 일부 언급될 뿐, 이를
학문적으로 접근한 문헌은 찾아보기 어렵다.

7) 제1, 2공화국의 정당제도를 소개한 최근의 문헌으로는 호광석, 한국의 정당정치 -제1
공화국부터 제5공화국까지 체계론적 분석-, 들녘, 2005이 있으나, 선거제도와 정당법
을 간략히 소개하는 데 그칠 뿐 특별히 학문적으로 분석하고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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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제1, 2공화국의 정당제도사(政黨制度史)를 헌법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이는 과거의 일정 시기를 연구대상으로 삼는

다는 점에서 역사적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사료와 역사문헌의 연구를 필

요로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해당 시기에 대한 헌법학적 분석의 틀로서

정당의 헌법적 지위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필요로 한다.

제1, 2공화국의 정당제도와 정당체제의 검토에는 기존의 연구문헌8)을

참고하되 가급적 1차 사료를 최대한 발굴하고 분석하고자 하였다. 정당

관련 법령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였다.9) 입법과

정에서의 논의는 국회 본회의 회의록을 주로 참고하였다.10) 당시 신문기

사도 입법배경이나 정당의 동태를 파악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

다.11) 신문기사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홈

8) 참고한 문헌으로는 강행숙, “제1공화국기 국민회의 조직과 활동”, 숭실대학교 일반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서중석,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2, 역사비평사, 2002; 서중석,
이승만과 제1공화국, 역사비평사, 2007; 심지연, 한국현대정당론-한국민주당연구 Ⅱ,
창작과 비평사, 1984; 양동안 외 4인 공저, 현대한국정치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윤천주, “권위주의적 권력조종과 정당형성 : 이박사의 정당은 제도화된 것이 아
니었다”, 아세아연구 제4권 제2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61; 이기하 외 3
인 집필, 한국의 정당 제1편 8․15에서 자유당 붕괴까지, 한국일보사, 1987; 임송자,
“1950년대 노동조직과 이승만ㆍ자유당권력과의 관계”, 한국사학보 제30호, 2008; 진덕
규 외, 1950년대의 인식, 한길사, 1981; 한배호 편, 한국현대정치론Ⅰ, 나남, 1990; 한
승주, 제2공화국과 한국의 민주주의, 종로서적, 1983 등이 있다.

9)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참조.

10) 국회전자도서관 홈페이지(http://dl.nanet.go.kr) 참조.

11) 일반적으로 역사적 사실관계 서술은 신문기사보다는 정부의 공식적 기록을 근거로
하는 것이 객관성, 정확성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하다. 그러나 1950년대 연구의 경우
사료가 극도로 부족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신문기사에 상당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이는 이 시기를 연구한 다른 연구문헌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이다.
서중석은 제1공화국 시기에 대한 연구부족의 원인으로 사료의 부족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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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12) 및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13)를 통해 검색할 수 있었다. 그밖에

국회 발간자료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간자료15) 및 중앙선거관리위원

회 홈페이지16)에 게재된 통계자료도 중요하게 활용되었다.

정당의 헌법적 지위에 관한 이론적 검토는 독일헌법학의 논의를 주로

참고하였다. 독일헌법학은 1960년대에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소개된 이

후17) 오늘날까지 정당제도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우리나

라에서 정당의 헌법적 지위에 관한 이론적 설명은 주로 독일의 학설 소

개로 대체되어 왔고 고유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 있지 않다.18) 또한

국가체제의 성격이라는 측면에서 역사적으로 독일과 우리나라는 일정 부

분 유사성이 있다.19) 물론 독일에서의 학문적 논의는 독일의 고유한 역

이 시기는 경제적 어려움, 문화의 빈곤, 극우반공정책과 국가보안법의 존재로 인쇄출
판물이 크게 제한되었고, 설령 있더라도 일면적인 서술이 많았다. 국가의 공식회의록
은 국회본회의 회의록이 사실상 유일하며 국회 분과위원회 회의록, 행정부의 국무회
의록은 거의 없거나 애초에 작성되지 않았다. 서중석, “제1공화국기 정치세력의 노선
과 활동에 대한 연구”, 한국사론 제27집, 국사편찬위원회, 1997, 175-220면, 177면 참
조.

12)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http://db.history.go.kr) 참조.

13)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홈페이지(http://newslibrary.naver.com) 참조.

14) 대한민국국회 60년사, 국회사무처, 2008.

15) 대한민국정당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편, 1981.

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nec.go.kr) 참조.

17) 대표적으로 권영성, “정당조항에 관한 헌법상의 제문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60. 12. 참조.

18) 이러한 학설사(學說史)와 제도사(制度史)의 불일치는 후발국가로서 어느 정도 불가
피한 측면이 있다. 서구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각국의 고유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정당이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하고 학문적으로 연구되며 제도화가 이루어져 왔지만,
서구의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모방하는 데서 출발한 우리나라로서는 여러 가지 환경
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구의 정당이론과 정당제도를 참고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
서 외국의 이론 및 제도와 우리나라의 현실이 불일치가 발견되고, 우리의 실정에 맞
는 이론과 제도를 모색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가 된다.

19) 역사적으로 독일, 프랑스 등 대륙국가에서는 전체(일반의지)를 강조하고 국가와 국
민 사이의 매개체를 바람직하지 않게 보는 루소(Rousseau)적 사고방식과 권위주의적
관료중심적 통치구조가 정당발전을 지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우리나라도 식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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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맥락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그 이론이 곧바로 우리나라에도 부합

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역사를

분석하는 데 참고할 만한 하나의 기준 내지 척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

다. 이러한 취지에서 독일헌법학에서 정당의 헌법적 지위에 관한 논의의

큰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독일헌법학의 논의와 제1, 2공화국 정당제도

사의 비교분석을 통해 정당의 헌법적 지위에 관한 평가를 도출할 수 있

을 것이다.

특히 하인리히 트리펠(Heinrich Triepel, 1868-1946)의 정당론은 비록

20세기 초에 주장된 이론이기는 하지만 독일을 중심으로 영국, 미국, 프

랑스, 오스트리아,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 서구 여러 나라의 사례를

통하여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이 제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의회 의사규칙, 선거제도 등의 변천을 통해 정당의 제도

화 경향을 구체적으로 논증하였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정당제도가 형성

되던 초창기인 제1, 2공화국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관점을 제공해 준다.

트리펠의 정당론은 1960년에 처음으로 그 내용이 우리나라에 소개되었

고20) 이후 여러 헌법교과서21)에 실리면서 널리 알려졌으나 대부분의 문

헌에서는 그 요지만 간략하게 언급할 뿐 구체적인 내용은 소개되지 않고

있다.22) 본 논문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제1, 2공화국의 정당제도 분석

지 체제와 군부독재의 경험으로 인한 전체주의적 사고방식, 권위주의적 관료중심적
통치구조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정당의 발전이 지체된 측면이 있다.
19세기 독일, 프랑스 등의 헌법질서에 관하여는 송석윤, “군민공치와 입헌군주제헌
법 - 비교헌정사적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2012.3.), 497-527면 및 본 논문의 제2장
제2절 트리펠의 정당론 부분 참조.

20) 트리펠의 정당론을 우리나라에 최초로 소개한 문헌은 권영성, “정당조항에 관한 헌
법상의 제문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60. 12., 9-20면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김철수, “헌법상의 정당과 국회와의 관계”, 국회보 제46호, 1965, 55-56면은 트리펠을
직접 인용하지는 않았으나 트리펠의 정당론과 동일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21) 가령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1982, 131-132면;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81, 164면은 트리펠의 정당론을 매우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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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트리펠의 정당론을 비교적 상세히 검토하였다.

Ⅱ.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제1, 2공화국 시기, 즉 1948년부터 1961년까

지이다. 다만 그 이전인 미군정기와의 시대적 연속성, 그리고 정당등록에

관한 미군정법령이 제1공화국에서 계속 적용된 점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

위 내에서 미군정기도 연구범위에 포함한다.

연구대상인 법제도는 정당등록제도, 원내교섭단체제도, 선거제도로 그

범위를 한정한다. 제1, 2공화국 시기에는 그 외의 정당관련 법제도가 존

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당조직, 정당재정 등은 연구범위에서

제외한다.

정당체제와 관련하여서는 이승만 대통령 및 주요 정치세력 상호 간의

관계를 주로 분석한다. 일반적으로 정당의 정강정책, 조직, 재정도 정당

체제를 파악함에 있어서 중요한 분석대상이지만, 이에 관한 사료가 절대

적으로 부족하여 의미 있는 분석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연구범위에서 제

외한다.23)

정당의 헌법적 지위와 관련하여서는 트리펠의 정당론, 독일기본법의

정당조항 도입 이후 독일헌법학계의 논의, 독일연방헌법재판소판례 및

우리나라 헌법재판소판례를 연구범위에 포함한다.

22) 본 논문은 원문(Heinrich Triepel, Die Staatsverfassung und die politisch Parteien,
Berlin, 1928)을 새롭게 번역한 후 인용하였다. 참고로 트리펠의 정당론의 번역으로는
Heinrich Triepel, 김효전 譯, “헌법과 정당”, 월간고시 제140호, 법학사, 1985, 165-186
면이 있다.

23) 정당활동과 정당회계에 관한 최초의 공식적인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의
활동개황 및 재정상황 등 보고집 : 1963-1970, 1971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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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논문의 구성

제1장에서는 제1, 2공화국의 정당제도를 헌법학적 관점에서 연구하게

된 배경 및 목적에 관하여 서술한다.

제2장에서는 정당의 헌법적 지위에 관한 이론을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

로 검토한다. 먼저 트리펠의 정당론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다음 독일기본

법에 정당조항이 도입된 이후 독일헌법학계의 논의와 독일연방헌법재판

소 판례,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판례를 차례로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제1, 2공화국의 정당체제에 대해 살펴본다. 정당제도 형성

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승만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 양당체제 형성, 반

공체제 형성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제4장에서는 제1, 2공화국의 정당제도를 알아본다. 정당등록제도, 원내

교섭단체제도, 선거제도의 입법과정 및 입법내용, 그리고 각 제도들이 현

실에 적용되는 양상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2, 3, 4장의 논의를 종합하여 제1, 2공화국에

서 정당의 헌법적 지위를 검토하는 것으로 결론에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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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정당의 헌법적 지위에 관한 이론적 검토

제1절 정당의 헌법적 지위의 의의

‘정당의 헌법적 지위’는 헌법질서에서 정당에게 부여된 역할 내지 위상

을 의미한다.24) 바꿔 말하면 국가와 정당의 관계 또는 정당에 대한 국가

의 태도라고도 말할 수 있다. 정당의 헌법적 지위는 정당에 관한 법제도

를 통해 표현된다.25)

오늘날 민주주의국가에서 정당은 국가와 국민을 매개하는 필수불가결

한 기능을 수행하는 존재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한 보호, 즉 국가의 보호

를 받는다. 그러나 정당의 헌법적 지위가 처음부터 그러했던 것은 아니

다. 근대국가 초기 정당은 단순히 국민에 의해 조직된 사적결사로만 인

식되어 헌법질서의 구성요소로 인정받지 못했다. 근대 시민혁명의 사상

적 기초였던 자유주의는 오히려 정당을 자유의 원리를 위협하는 부정적

존재로 간주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선거권의 확대와 사회의 다원화 등

사회변동과 맞물려 정당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면서 정당은 국가질서에

24) 참고로 ‘헌법(憲法)’은 경우에 따라 ‘국가의 구조 조직 체제’를 가리키는 의미로 쓰이
기도 하고 ‘헌법전(憲法典)’을 가리키는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서양 개념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영어의 constitution, constitutional law, 독
일어의 Verfassung, Verfassungsrecht이 엄격히 구별되지 않고 모두 ‘헌법(憲法)’이라
는 한 단어로 번역되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헌법적 지위’라는 표현에서 ‘헌법’은 전자의 의미로 사용되며, 본 논문에
서도 전자의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25) 실질적 관점에서 보면 정당제도는 국가권력을 장악한, 혹은 국가기관을 구성하는 세
력의 정당에 대한 시각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정당제도는 국민들의 정당에 대한 시각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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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결국 국가는 정당의 역할과 기능을

제도적으로 인정하였고, 나아가 정당에 대한 법적 보호를 선언하기에 이

르렀다.

이처럼 정당제도를 통해 표현되는 정당의 헌법적 지위는 당대의 지배

적인 정치사상과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변천해 왔

다. 오늘날에도 정당의 헌법적 지위의 규명은 정당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의 허용성, 정당결정의 일반공무원 및 선출직공무원에 대한 기속력,

선거에서 정부의 대국민 홍보활동, 의회에서 대표되는 정당과 의회에 진

출하지 못한 정당의 관계 등 정당과 관련된 중요한 주제들에 대한 해결

책을 도출하기 위한 선결과제로서 실천적 의미를 갖는다.26)

제2절 트리펠의 정당론

Ⅰ. 개관

바이마르공화국 시대 국법학자 하인리히 트리펠(Heinrich Triepel,

1868-1946)은 1927년 8월 베를린대학 총장 취임연설에서 헌법과 정당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정당의 헌법적 지위의 변천에 관하여 논하였다. 당시

는 제1차 세계대전 패전의 영향으로 독일에서 군주제가 폐지되고 정당민

주주의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되면서 헌법질서에서 정당의 지위와 역할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던 시기였다. 그는 정당의 헌

법적 지위의 변천을 4단계, 즉 투쟁 단계 - 무시 단계 - 승인과 합법적

26) Dieter Grimm, Politische Parteien, in: E. Benda u.a.(Hg.), Handbuch des
Verfassungsrechts, 2.Aufl., Berlin/New York 1994, 599-656면, 610면(참고로 위 책의
초판은 1983년에 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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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의 단계 - 헌법에의 편입 단계로 나누면서, 독일에서 이러한 변천은

1세기가 넘지 않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Ⅱ. 투쟁 단계

독일 정부는 19세기 후반까지도 정당에 대하여 적대적인 정책을 펼쳤

는데, 이렇듯 독일에서 이른바 정당에 대한 ‘투쟁 단계’가 나타나게 된

데에는 독일이 1919년 바이마르공화국이 탄생하기 이전까지 군주가 강력

한 권한을 갖는 입헌군주제 국가였다는 점이 중요한 요인을 차지한다.

시민혁명이 실패한 독일에서는 군주가 자신의 권력을 스스로 제한하는

흠정헌법이 제정되었다. 이로써 시민계급의 의회참여가 허용되었으나 행

정권을 비롯한 국가권력의 대부분은 여전히 군주에게 남아있었다.27) 이

러한 독일의 국가체제는 관헌국가(Obrigkeitsstaat)라고 불린다.28) 군주에

의해 임명된 관료들은 경찰국가적 관점에서 정당의 독자적인 정책을 관

료에게 유보된 영역에 대한 허용할 수 없는 간섭으로 받아들였다.29)

그런데 이러한 관료들의 시각은 그 시대의 여론이나 심지어 의회로부

터도 강력한 저항을 받지 않았다. 비더마이어 시대30)의 독일 시민은 정

27) 1850년 프로이센 헌법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 헌법의 자세한 내용은 송석윤, “군
민공치와 입헌군주제헌법 - 비교헌정사적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2012.3.), 497-527
면, 508-510면 참조.

28) ‘관헌국가’는 ‘Obrigkeitsstaat’의 번역어이다. ‘Obrigkeit’는 독일어로 정부, 관헌, 당국
을 의미하며, ‘Obrigkeitsstaat’는 군주와 관료가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국민의 정치참
여 가능성을 제한하는 권위주의적 국가체제를 가리킨다.

29) Heinrich Triepel, Die Staatsverfassung und die politisch Parteien, Berlin, 1928, 14
면.

30) 독일 문화사에서의 시대구분으로 빈 회의 후의 1815년부터 1848년의 3월 혁명 발발
까지를 가리킨다. 나폴레옹에 의해 크게 개변된 유럽의 질서를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되돌리고자 하는 노력에서 탄생한 체제의 시대이기 때문에 '왕정복고 시대'라고도 불
린다. 네이버 지식백과, 검색어 : ‘비더마이어 시대[Biedermaierzeit]’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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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을 국가의 안정에 위험한 것으로 여겼으며, 정당제도를 도덕적 방황으

로 간주하였다.31) 19세기 독일의 공법학자이자 정치가인 로베르트 폰 몰

(Robert von Mohl)32)은 1872년에도 의회 내 정파에 대해 “모든 면에서

해로운 기형이고, 불법이며, 불완전한 국가교육의 증거이다.”라고 주장하

였다.33)

이는 당시의 지배적인 정치사상인 자유주의사상이 정당을 부정적 존재

로 보았기 때문이다.34) 자유주의자들은 의원은 전 국민의 대표자이며 누

구의 지시나 명령적 위임도 받지 않고 의회에서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서 최선의 결론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다. 독일연방 구성국들의 헌법 속

에서 거의 판에 박힌 듯이 등장하는 “선출된 사람은 개개의 선거구가 아

니라 국가 전체의 대표이다.”, “의원들은 그 표결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양심적인 확신에 따른다. 그들은 어떠한 종류의, 그리고 어떠한 출처의

위임이나 명령에도 기속되지 않는다.”와 같은 문장들은 이러한 사상에서

연원한다.35) 이는 모든 형태의 정당기속에 대한 강한 거부를 의미했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690985&cid=41908&categoryId=41930 최종검
색일 2017. 1. 19.

31) Triepel, 앞의 책, 14면.

32) 로베르트 폰 몰(Robert von Mohl, 1799-1875)은 독일의 공법학자이자 정치가이다.
행정법학의 선구자로서 폰 슈타인과 함께 국가와 사회를 이원론적으로 이해하였다.
1824년 튀빙겐 대학, 1847년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교수를 역임하였다. 정치가로도 활
동하여 1848∼1849년 프로이센의 법무대신, 1857년 바덴 상원의원, 1861∼1866년 연
방의회 의원, 1874∼1875년 프로이센 제국의회 의원이 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검색
어: ‘로베르트 폰 몰’ 참조.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94236&cid=40942&categoryId=33456 최종검
색일 2017. 1. 19.

33) Triepel, 앞의 책, 17면.

34) 한편 고전적 민주주의 사상가인 장 자크 루소는 당파를 전체를 해롭게 하는, 일반의사
를 기만하는 존재로 보았다. 그는 “일반의사가 올바르게 표명되기 위해서는 국가 안
에 파당이 없어야 하고 또 시민 각자가 오직 자신의 의견에 따라 개진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Jean Jacques Rousseau, 이환 옮김, 사회계약론, 서울대학
교출판부, 1999, 40-4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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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에 대한 적대정책은 의회 안에서 정당형성을 방해하거나 최소한

정당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들, 특히 의회 의사규칙으로 나

타났다. 각 주의 의회에서는 의석을 추첨에 의해 배정하거나 재직기간이

나 연령에 따라 의석을 지정하였다. 이는 의회 내에서 정당이 외형상으

로 분리되어 인식되는 것을 막고 개개인이 정당의 의견이나 결정에서 벗

어나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였다. 정파끼리

의 동석은 일부 주에서 1848년에 처음으로 가능하게 되었으나 결코 일반

적이지는 않았다. 의회 내에서 분과를 나눌 때 추첨에 의하도록 하는 규

정 또한 원내 정파의 영향력을 배제하려는 취지였다. 이 제도는 1918년

혁명 때까지 독일 제국의회에서 그 형태가 유지되었다. 그밖에 토의 시

미리 작성한 연설문을 읽는 것을 금지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 속하였

다.36)

Ⅲ. 무시 단계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현실정치에서 정당이 의회를 내부와 외부의

양 방향으로부터 장악해오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의회 내 정파와 의회

밖의 정당조직의 관계는 점점 더 긴밀해져 갔다. 의회 밖에서 정당은 유

권자들을 자신들의 조직 안으로 끌어들였다. 의회 내에서 정파의 영향력

이 커지면서, 의회의 결의는 이제 본회의에 앞선 정파들 사이의 협의와

조정에서 미리 준비되었다. 결국 의회가 동질적인 다수로 이루어질 때는

정당의 결정이, 정당이 분열되어 있을 때는 정당들의 타협이 곧 의회의

결정이 되었다.37) 의원들은 더 이상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고, 소속된

35) Triepel, 앞의 책, 16면.

36) Triepel, 앞의 책,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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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파의 강령이 의원들의 연설, 발언, 그리고 표결을 통제하였다.

이제 정부는 의회와 선거에서 정당정치의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

었다. 정당에 대한 적대정책을 포기하였을 뿐만 아니라38) 정당과 접촉하

고, 정당과 교섭하고, 정당에 영향을 미치려 하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나아가 때로는 정당과 결별하고 때로는 결속하기도 하면서 정당형성 자

체나 정당 서로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려 하였다.39)

하지만 이러한 현실정치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동안 헌법, 법

률, 심지어 의회 의사규칙 어느 곳에서도 정당 혹은 정파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독일뿐만 아니라 프랑스, 미국 등도 마찬가지였

다.40) 독일 제국의회는 이미 오래 전부터 위원회 구성이 정파에 의해 이

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구성을 추첨에 의해 정한다는 허구를

고수해야 한다고 믿었다.41) 마찬가지로 정파 간 협의를 위해 구성된 의

사상임위원회(Zusammensetzung Ausschüsse)가 실무상 자연스럽게 구

성되어 운영되어 왔지만 이것이 의사규칙에 반영된 것은 한참 뒤의 일이

었다. 트리펠은 정당의 명확한 실체에 대비되는 이러한 법의 침묵을 ‘무

시 단계’라고 칭하였다.

37) Triepel, 앞의 책, 18면.

38) 참고로 1878년 비스마르크에 의해 제정된 사회주의자진압법(Sozialistengesetz)은 사
회주의세력에 대한 탄압정책이었고 정당 혹은 정당정치 일반에 대한 적대정책은 아
니었다. 이 법률은 사회주의적 경향의 모든 결사·집회·출판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독
일 내 사회민주주의 세력은 더욱 확장되었고 결국 1990년 비스마르크의 사임을 계기
로 폐지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검색어: ‘사회주의자진압법(Sozialistengesetz)’ 참조.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08261&cid=40942&categoryId=31720 최종검
색일 2017. 1. 19.

39) Triepel, 앞의 책, 19면.

40) 영국은 예외였다. 영국의 하원 의사규칙은 비록 명시적인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
만 모든 협의가 정당, 당수, 원내총무를 통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었다.
Triepel, 앞의 책, 19면.

41) Triepel, 앞의 책,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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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승인과 합법적 인정 단계

정당은 마침내 각국에서 법규범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단계

에 이른다(‘승인과 합법적 인정의 단계’).42) 법률, 의사규칙은 의회 내외

부에서 정당조직에 대하여 모든 종류의 권리를 부여하고 나아가 강제규

정을 통해 정당생활에 개입하기도 한다. 이 단계에서는 정당의 정부구성

기능만이 실정법적 인정의 밖에 남게 된다.

독일에서는 1909년 최초로 뷔르템베르크주 의회가 의사규칙을 통해 서

기의 선출, 위원회 위원의 선출, 연설규정의 집행 및 기타 사항에 있어서

정당을 비례적으로 고려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각파 교섭회를 도입하였

다.43) 이는 1918년 혁명 이후 제국의회(Reichstag)44)와 대부분의 주의회

의 의사규칙에 반영되었다. 뷔르템베르크주는 또한 최초로 비례선거제도

를 도입하고 법률에 의해 정당조직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였다. 비례선거

제도도 마찬가지로 혁명 이후 독일의 일반적인 선거제도가 되었다. 주에

따라서는 선거법에서 정당을 ‘유권자연합’ 혹은 ‘유권자단체’라고 완곡하

게 표현하기도 하였지만, 그 명칭에 관계없이 비례선거제도 하에서 이제

정당은 선거 실시에 필수불가결한 존재가 되었다. 정당은 선거의 전제가

되는 후보자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선거위원회에 제출하는 선거의 주체이

42) 이와 관련하여 트리펠은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야당 당수에게 상당한 보조
금을 지급하는 것을 그 예로 들었다. 또한 미국에서 정당 내부의 예비선거에 관하여
법률로 상세하게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그 연원과 영향, 헌법합치성에 관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검토하였다. Triepel, 앞의 책, 20면 이하.

43) Triepel, 앞의 책, 24면. 의회는 입법 이유에 관해 “다른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정파의
활동과 숨바꼭질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고 소개한다.

44) ‘Reich’의 사전적 의미는 ‘나라, 제국, 왕국, 영토, 국토’이다. 여기서 제국의회로 번역
한 것은 일반적인 용례에 따른 것이며, 바이마르공화국이 군주국이라는 의미는 아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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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오스트리아에서는 선거위원회의 구성을 포함하여 선거준비 및

선거진행에 정당을 충분히 참여시켰다.

나아가 투표용지에 정당이 기재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정당이 선거의

주체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매우 중대한 징표였다. 1920년 제국선거법

은 투표용지에 정당이 표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지만, 이후 투표용지

의 후보자 이름 자리나 그 옆에 정당의 표시가 허용되었으며, 그 다음에

는 투표용지에 정당은 반드시 표시하도록 한 반면 후보자는 처음 4명의

후보자만을 명명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45) 유권자가 투표하는 대상은 후

보자라기보다는 정당에 가까워졌다.

한편 의회 내 정당숫자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목적에서 일종의 기

탁금 제도도 도입되었다. 작센 주에서는 새로 구성된 정당은 주(州)선거

위원장에게 3,000마르크를 납입하여야 그 정당의 입후보가 허용되고, 만

약 신당이 주의회 선거에서 최소한 1석도 확보하지 못하면 그 돈은 국고

에 귀속되도록 하였다.46) 이 제도는 곧 함부르크 등 다른 주로 확산되었

다.

Ⅴ. 헌법에의 편입 단계

제1차 세계대전 패전의 영향으로 군주제가 폐지되고 바이마르공화국이

성립하면서 의회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내각을 구성하는 새로운 국가

체제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정당의 지위와 역할을 헌법학적으로 어떻게

45) Triepel, 앞의 책, 25면. 이와 같은 개정이 정확히 몇 년도에 이루어졌는지는 논문에
드러나 있지 않지만 위 논문이 1927년에 발표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투표용지에서
정당의 지위의 변화가 7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매우 급격하게 이루어졌
음을 알 수 있다.

46) Triepel, 앞의 책,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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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트리펠은 정당의 헌법에의 편입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가

보기에 이는 유럽 어느 곳에서도 유례가 없는 것이었다.47) 오히려 헌법

은 정당과 국가를 동일시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있었다.48) 바이

마르공화국 헌법 제130조 “공무원은 전체의 봉사자이며 한 정당의 봉사

자가 아니다.”는 정당국가라는 관념에 반대하는 분명한 표현이었다.49)

또한 그는 모든 헌법이 분명하게 강제위임의 거부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제정자의 의지선언으로서 자유주의 도그마를 매우 엄격하게 유

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50) 성문법이 이러한 방침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나지 않는 이상, 정당국가는 법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다

는 것이다.51)

하지만 트리펠은 원자론적 개인주의의 확산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정당

국가적 현상을 거스를 수 없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었다. 대중민주주의

사회에서 대중을 조직하고 선거에서 선택 가능한 숫자의 대안을 제시하

는 정당의 존재는 불가피했다. 그는 정당제도를 “대중민주주의가 만들어

47) Triepel, 앞의 책, 27면.

48) Triepel, 앞의 책, 28면.

49) 트리펠은 이 조항이 관리는 국가의 봉사자이지 군주의 봉사자가 아니라는 군주제
헌법의 유명한 명제와 연관이 있다고 보았다. 즉 헌법은 군주-국가 간 관계와 정당-
국가 간 관계를 동일시하는 전제 하에서 정당을 비국가적인 존재로 간주하였다는 것
이다. Triepel, 앞의 책, 28면 참조.

50) 바이마르 헌법 제21조(의원의 자율적 행동권)
의원은 전체국민의 대표자이다. 의원은 자신의 양심에 의해서만 행동하고 위임에 기
속되지 않는다.
이상의 바이마르헌법 번역은 송석윤, 위기시대의 헌법학, 정우사, 2002, 353-386면을
참조. 위 문헌은 Hans Boldt(Hg.), Reich und Länder Texte zur deutschen
Verfassungsgeschichte im 19. und 20. Jahrhundert, München 1987, 490-525면을 원
전으로 삼았음을 밝히고 있다.

51) Triepel, 앞의 책,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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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자치조직”이라고 표현했다.52)

결국 트리펠은 당시 정치현실에 대해 자유주의 원칙에 따라 형성된 법

과 대중민주주의의 현실이 화해할 수 없는 상태로 대치하고 있다고 진단

하였다.53) 그는 강한 도덕적 가치가 포함되어 있는 자유주의 사상은 다

시 관철되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정당국가적 현상은 개인주의적 국가관

과 대중민주주의를 극복함으로써만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결

론에 대하서는 현실성이 없는 일종의 “보수적 낭만주의”54)로 도피하였다

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트리펠의 정당론은 그 결론에 있어서는 한계를 보였지만 정

당국가로의 역사적 전개와 그것이 국법과 국법학에 반영되는 모습을 당

시의 상황으로서는 매우 뛰어난 통찰력으로 파악하였다는 점에 학문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55)

제 3 절 독일기본법의 정당조항과 정당의 헌법적 지위

Ⅰ. 독일기본법의 정당조항 도입

1949년 5월 23일 제정된 독일기본법은 제21조에서 정당에 관한 조항을

52) Triepel, 앞의 책, 33면.

53) Triepel, 앞의 책, 33면.

54) 이 표현은 제2차 세계대전 후에 프리드리히 글룸(F. Glum)이 자신을 포함한 바이마
르공화국의 보수주의자들에게 정치적 현실주의가 결여된 구체적인 대안모델을 지니
지 못한 상황에서 바이마르민주주의와 거리를 두었던 것을 반성하면서 지칭한 것이
다.(Glum, Zwischen Wissenschaft, Wirtschaft und Politik, 381면 이하, 특히 403면;
송석윤, 위기시대의 헌법학, 267면에서 재인용.

55) 송석윤, 위기시대의 헌법학, 2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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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하였다.56) 제21조 제1항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정당

의 기능, 정당설립의 자유, 정당운영의 민주성, 정당재정의 공개에 관하

여 규정하였다. 제2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정당은 연방헌

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해 해산되도록 하였다. 이는 파시즘 정당에 의

해 민주주의체제가 파괴된 경험을 거울삼아 정치체제와 정당의 민주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었다.57)

Ⅱ. 정당의 헌법적 지위에 관한 독일헌법학계의 논의

기본법에 정당조항이 도입되었으나 이로써 정당의 헌법적 지위에 관한

논의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헌법학계에서는 정당과 국가, 국민

사이의 관계에 관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다.

1950-60년대 독일 헌법학계에 큰 영향을 미쳤던 라이프홀츠(Gerhard

Leibholz, 1901-1982)58)는 정당과 국가를 동일시하는 동일성민주주의이

56) 독일기본법 정당조항의 제정경위에 관하여는 송석윤, “독일헌법상 정당조항과 그 한
국적 이식 - 비교법사회학적 접근 -”, 129면 이하 참조.

57)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연방법률공보 제3장, 표제번호 100-1에 공간된 수정판으로서,
2010년 7월 21일자 법률[BGBl. I S. 944] 제1조에 의하여 최종 변경된 것)
제21조
(1)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한다.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다. 정당의 내
부질서는 민주적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정당은 그 자금의 출처와 사용에 관하여 그
리고 그 재산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2) 그 목적이나 추종자의 행태에 의할 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제한 또는 제거하
거나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데로 치닫는 정당은 위헌이다. 위헌성
의 문제에 관하여는 연방헌법재판소가 판단한다.
(3) 상세한 것은 연방법률에서 정한다.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조사보고서, 헌법재판연구원, 2011, 9면.

58) 라이프홀츠(Gerhard Leibholz, 1901-1982)는 독일의 국법학자로서 괴팅겐대학교 교
수,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1951-1971) 등을 역임하였다. 위키피디아 독일어판 참
조. http://de.wikipedia.org/wiki/Gerhard_Leibholz, 최종검색일 : 2017.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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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을 바탕으로 한 정당국가론을 주장하였다. 그는 과거의 자유주의적이

고 대의제적인 민주주의와 현대국가의 정당국가적 대중민주주의 사이에

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전제하였다. 그에 따르면 정당의 개입으로

대의민주주의는 약화되고 국민은 정당의 매개 없이는 자신의 의사를 표

현할 수 없다.59) 결국 현대국가의 통치체계는 정당에 의하여 그 본질과

형태에서 “국민투표적 민주주의의 합리화된 형상 또는 현대영토국가에서

의 직접민주주의의 대용물”로 변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60)

정당국가에서는 정당기속의 강화로 의원은 더 이상 전체 국민(Volk)의

대표자가 아니라 “정당에 기속된 대표자”가 되고 의회는 점차 공개적 토

론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곳이 아니라 각각의 정당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을 등록하는 장소로 그 비중이 축소된다.61) 선거의 의미도 후보자가

속한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당시의 정치현안에 대한 국민투표적 성격을

지니게 된다.62) 그는 자신의 이론의 실정법적 근거를 기본법 제21조에서

찾았는데, 기본법 제21조에서 정당에 대한 헌법적 승인이 이루어짐으로

써 “정당의 국가기관으로의 결합”이 성취되었다고 보고 정당과 국가기관

을 동일시하였다.63)

그러나 그의 이론은 학계로부터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비판의

초점은 현대 민주국가를 동일성 민주주의 개념으로 파악했다는 데에 있

59) Gerhard Leibholz, Volk und Partei im neuen deutschen Verfassungsrecht, in:
Strukturprobleme der moderne Demokratie, Neuausgabe der 3. Aufl., 1974
Kronberg/Ts., 71-77면, 76면.

60) Gerhard Leibholz, Der Strukturwandel der modernen Demokratie, in:
Strukturprobleme der moderne Demokratie, Neuausgabe der 3. Aufl., 1974
Kronberg/Ts., 78-131면, 93-94면.

61) Leibholz, Der Strukturwandel der modernen Demokratie, 94면.

62) Leibholz, 앞의 글, 104면.

63) D. Grimm, Politische Parteien, 6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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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의 이론은 현실을 이론적 틀에 맞추어 지나치게 단순화·도식화

한 것으로서 기본법의 의도와 무관할 뿐더러 현실적합성이 결여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가령 국민과 정당을 동일시하는 것은 연방유권자수 대비

당원수가 5%도 되지 않는 현실과 맞지 않았다. 국민이 정당을 통해서만

정치적 사안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그의 이론은 국민의 정치적 무

력화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었다.64) 그리고 정당을 국가와 동일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2문에 명백히 반할 뿐더러 다원

적 민주주의 질서를 해칠 위험성도 있었다.65)

콘라드 헤쎄(Konrad Hesse, 1919-2005)66)는 1958년 독일 국법학자대

회에서 “현대국가에서 정당의 헌법상의 지위”라는 발표를 통해 라이프홀

츠의 정당국가론을 극복하고자 하였다.67) 헤쎄는 정당의 헌법적 지위에

대한 고찰은 기본법 규정들의 규범적 내용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보

았다.68) 그는 기본법에 의해 정당에 부여된 기능은 그것을 가장 잘 수행

할 수 있는 특정한 헌법적 지위를 전제한다는 것을 논거로, 정당의 헌법

적 기능으로부터 그 헌법적 지위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는 정당은 국

민을 모집하고 형성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결코 국민과 동일시 될 수

64) Grimm, 앞의 글, 615면.

65)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제38조
(1) 독일연방하원의 의원은 보통, 직접, 자유, 평등 및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연방하원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표자이고, 위임과 지시에 구속되지 않으며, 오로지 양
심에 따른다.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조사보고서, 헌법재판연구원, 2011, 14면.

66) 콘라드 헤쎄(Konrad Hesse, 1919-2005)는 독일의 국법학자로서 프라이부르크대학교
교수,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1975-1987) 등을 역임하였다. 위키피디아 독일어판(
http://de.wikipedia.org/wiki/Konrad_Hesse, 최종검색일 : 2017. 1. 19.) 및 송석윤, ‘라
이프홀츠의 정당국가론과 한국헌법학’, 256면 이하 참조.

67) 이 발표는 Konrad Hesse, 계희열 옮김, ‘현대국가에 있어서 정당의 헌법상 지위’, 헌
법의 기초이론, 삼영사, 1988, 98-142면에 번역되어 있다.

68) Hesse, 앞의 글, 1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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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 보았다. 한편 정당은 국가와도 동일시 될 수 없다고 보았다. 기본

법은 제21조는 정당이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의 매개자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당의 설립, 존속, 활동을 특별하게 보장하고 국가의

간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정당을 조직화된 국가에 편입시키

는 것은 정당으로부터 그 본질을 빼앗는다는 것이다. 결국 헤쎄는 정당

의 헌법적 지위는 전통적인 범주로는 적절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정당은 사적 결사와 명백히 구분되며 국가기관도 아닌 독특한 공법적 지

위(“공공의 지위”)로써만 파악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디터 그림(Dieter Grimm, 1937-현재)69)은 국가와 사회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당의 헌법적 지위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내놓았다.70) 그

는 정당은 정치체계 내에서 국민과 국가를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러한 역할은 필연적으로 국가영역과 사회영역 양 쪽에서의 활동을 의

미하므로 경계넘기(crossover)는 민주주의의 전제조건이라고 보았다. 따

라서 정당의 체계적 분류에 관한 논의는 정당이 사회에 속하는지 아니면

국가에 속하는지와 같은 택일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이 양쪽 영

역에 어느 정도까지 통합되어도 좋은지에 관한 논의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71)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기본법의 구체적인 조항에서

도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69) 디터 그림(Dieter Grimm, 1937-현재)은 독일의 국법학자로서 빌레펠트대학교 교수,
훔볼트대학교 교수,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1987-1999) 등을 역임하였다. 위키피
디아 독일어판(http://de.wikipedia.org/wiki/Dieter_Grimm, 최종검색일 : 2017. 1. 19.)
참조.

70) Grimm은 모든 사회현상은 국가영역 또는 사회영역으로 분리가능하다는 국가·사회
이원론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의심할 여지없이 국가영역 또는 개인에게 유보된
영역도 있지만 어느 한 쪽에 전적으로 속하지 않는 중간영역이 넓게 존재하며 갈수
록 확장되고 있다고 하였다. 즉 국가와 사회는 정확하게 분리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
능한 혼합적인 상태에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국가와 사회의 구별이 완전히 사라진다
고 보지는 않았다. Grimm, Politische Parteien, 612면.

71) Grimm, 앞의 글, 613면.



- 23 -

그림은 기본법 제21조로부터 정당이 사회로부터 기원하고 사회에 영속

적인 뿌리를 두어야 한다는 기본법 제정자의 의지를 인식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반면 정당과 제도화된 국가와의 결합에 관하여는 기본법이 덜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하면서, 기본법 제38조는 정당과 국가기관을

구분하는 선을 그은 것으로 이해하였다.72) 다만 기본법에는 그 이상의

구체적인 언급이 없으며 이것이 학설, 판례에서 다양한 견해가 주장되는

원인이라고 보았다.

Ⅲ. 정당의 헌법적 지위에 관한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례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초기에는 라이프홀츠의 정당국가론으로부터 상

당한 영향을 받았다. 초기 판례에서는 국민과 정당의 관계에 관한 라이

프홀츠의 정당국가론과 매우 유사한 표현이 발견된다.73) 하지만 정당국

가론과 달리 정당의 헌법적 지위를 국가기관으로 표현하지는 않았다. 대

신 정당에 대하여 “헌법기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74) 이는 국가

기관이라는 표현을 피하려는 의도로 이해되었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1966년 정당재정 결정 이후 뚜렷하게 정당국가

론과 거리를 두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정당이 국가와 동일시될 수 없음

은 점점 더 명확해졌다. 이 결정은 국민의 의사형성과 국가의 의사형성

72) Grimm, 앞의 글, 613면.

73) 1952년 선거법 결정은 오직 정당만이 유권자를 정치적으로 행위할 수 있는 집단으
로 결집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정당을 “국민의 확성기”라고 표현하였다(BVerfGE 판례
집 1권, 208-261면, 223-224면). 1952년의 사회주의국가당(Sozialistischen Reichspari)
에 대한 정당해산 결정도 “현대 민주국가의 현실에서 국민의 의사는 정치적 행동단
위인 정당을 통해서만 드러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BVerfGE 판례집 2권, 1-79면,
11면).

74) BVerfGE 판례집 4권, 27-31면,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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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별하고 양자는 선거 때에만 합치된다고 판단하였다. 정당의 지위는

“개인과 국가의 매개체”라고 표현되었다. 즉 정당은 기본적으로 사회영

역에서 국민의 의사형성에 기여하고 예외적으로 선거 때에만 국가의 의

사형성과 관련을 맺게 된다.75)

1977년 선거광고 결정은 정당과 국가의 관계를 더욱 명시적으로 언급

하였다. 이 결정은 정당은 “국가기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려는 목적을

가진”76) 시민들의 결사라고 정의하면서, 국가는 어떠한 정당이 국가권력

을 장악했는가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의 국가이며 따라서 국가는 일시적

으로라도 다수정당과 동일시되지 않는다고 하였다.77) 이로써 정당이 지

니는 국가연관성 또는 국가지향성이 곧 정당과 국가의 동일성으로 귀결

되는 것은 아님이 명백해졌다.78)

1992년 정당재정 결정은 정당의 국가로부터의 자유 및 사회적 기반의

공고화를 강조함으로써 정당이 국가와 동일시될 수 없음을 재확인하였

다. 이 결정은 일상적인 정당활동과 직접적인 선거준비행위를 구분하는

1966년의 이원론적 접근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정당

의 자기재정우선원칙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다.79) 정당의 국가로

부터의 자유는 단지 정당이 국가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만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이 사회의 정치적 영역에 기초를 두고 자유로이

형성되는 집단으로서의 원래의 특성을 잃지 말고 유지하여야 한다는 요

구를 포함한다. 정당은 국민들로부터 스스로 재정을 조달하기 위해 최대

한 노력하여야 하며 국고보조는 보충적인 역할에 그쳐야 한다.80)

75) BVerfGE 판례집 20권, 56-119면, 98면.

76) BVerfGE 판례집 44권, 125-197면, 145면.

77) BVerfGE 판례집 44권, 125-197면, 142-143면.

78) 송석윤, “라이프홀츠의 정당국가론과 한국헌법학”, 268면.

79) BVerfGE 85, 264-328면, 285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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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정당은 국가의사결정에 참여한다는 헌법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사회영역에 속하는 결사로서 그 설립, 활동의 자유와 자율성

이 지켜져야 하며, 재정적 지원이나 규제와 같은 국가의 개입은 정당이

헌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 정당의 헌법적 지위에 관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태도라고 이해된

다.

제 4 절 정당의 헌법적 지위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오늘날 정치현실에서 개별 국민은 개인의 다양

한 이익과 욕구를 집결, 선별하고 조정하는 집단을 통해서 비로소 자신

을 정치적으로 실현할 수 있으므로 정당은 민주적 의사형성을 위한 불가

결한 요소라고 파악한다. 오늘날 의회민주주의는 국민과 국가를 잇는 연

결매체인 정당의 존재 없이는 기능할 수 없으며, 특히 사회의 다양한 견

해를 선택 가능한 소수의 대안으로 집결하고 선별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

고서는 선거가 치러질 수 없으므로 정당의 존재는 선거에서 필수적이라

고 본다. 정당은 이처럼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참여할 뿐이 아

니라, 정부와 국회의 주요 핵심 공직을 선출, 임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

을 하고 의회와 정부 등 정치적 지도기관의 정책과 결정에 영향을 행사

함으로써, 국가의사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81)

80) 이는 상대적 상한선과 절대적 상한선이라는 2가지 기준으로 구체화되었다. 상대적
상한선은 국고보조가 정당 스스로 충당하는 재원의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고,
절대적 상한선은 국고보조가 정당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꼭 필요하지만 스스
로 충당할 수 없는 최소한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81) 헌재 1999. 12. 23. 99헌마135, 판례집 11-2, 800-822면, 8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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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현행 헌법이 정당을 일반적인 결사의 자유로부터 분리하

여 제8조에 독자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오늘날의 의회민주주의에서 정당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와 헌법질서 내에서 정당의 특별한 지위를 강조하고

있다고 본다.82) 헌법 제8조는 정당설립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헌법 제

8조 제1항), 헌법상 부여된 정당의 과제와 기능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

성에의 참여’로 규정하여 입법자에게 정당이 헌법상 부여된 과제를 민주

적인 내부질서를 통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입법을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헌법 제8조 제2항).83)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정당의 헌법적 기능을 고려할 때 정당이 국민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함을 강조한다. 과도한 국고보조는 정당과 국민

을 멀어지게 하고 정당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정당

이 스스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들로부터 모금하는 행위는 정강

정책을 토대로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기 위한 활동의 일환이며 정당의

헌법적 과제 수행에서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본다.84)

이처럼 헌법재판소는 국민과 국가를 매개하는 정당의 헌법적 기능을

적극적으로 인식하면서 정당제도는 정당이 그러한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입법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해된다. 과거 판례

에서는 우리나라 정치현실을 이유로 정당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을 정

당화하는 경향도 일부 있었으나85) 최근에는 헌법원리에 보다 충실하게

판단하는 방향86)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82) 헌재 1999. 12. 23. 99헌마135, 판례집 11-2, 800-822면, 813면.

83) 위 판례집, 813면.

84) 헌재 2015. 12. 23. 2013헌바168, 판례집 27-2하, 511-541면, 530면. 이러한 판시는 독
일연방헌법재판소의 1992년 결정을 상당부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85) 정당법상 정당등록요건에 관한 결정(헌재 2006. 3. 30. 2004헌마246, 판례집 18-1상,
402-416면), 정당법상 지구당 설립 금지조항에 관한 결정(헌재 2004. 12. 16. 2004헌마
456, 판례집 16-2하, 618-63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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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제1, 2공화국의 정당체제

제 1 절 민주주의 헌법 제정과 정부수립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패망으로 식민지

상태에서 해방되었다. 그러나 곧바로 미군과 소련군이 38선을 경계로 진

주하여 38선 이남과 이북은 각각 미군과 소련군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

이후 3년간 신탁통치 및 정부수립 문제를 놓고 미국과 소련, 그리고 국

내 정치세력들 사이에 심각한 대립이 발생하였다. 결국 이 문제는 유엔

에 회부되었다. 유엔은 총선거실시를 결의하였으나 소련의 거부로 총선

거는 38선 이남 지역에서만 치러졌다(1948년 5 10 총선거).

총선거에 따라 구성된 제헌국회는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을 제정하

였다. 제헌헌법은 국민주권, 기본권, 권력분립을 규정한 민주주의 헌법이

었다. 제헌국회는 곧이어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였고, 1948년 8월

15일 마침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근대적 왕정체제에서 외세의 식민지 치하를 거쳐

이제 막 독립한 상태로, 정치지도자와 국민 모두 민주주의 체제를 경험

해본 적이 없었다. 외국의 예에 비추어 정당을 중심으로 정치가 이루어

져야 한다는 주장이 지식인들 일각에서 제기되었으나 국민들의 호응을

86) 헌재 2014. 1. 28. 2012헌마431 등, 판례집 26-1상, 155-168면, 156면. 한편 헌재
2014. 3. 27. 2011헌바4 결정은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한 정당법 및 국가공무원법
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하였으나, 헌법재판관 4인이 위헌의견을 밝힘으로써 향후 판례
변경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헌재 2014. 3. 27. 2011헌바42, 판례집 26-1상, 375-399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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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지 못했다. 민주주의 경험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서구와

큰 차이가 있었던 우리나라에서 단시간 내에 정당이 조직되고 정당정치

가 자리를 잡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권위적인 태도로 인하여 국회와 계속 갈등을 겪었다.

간선제로는 재선이 어렵다고 판단한 이승만 대통령은 결국 직선제 개헌

을 위하여 관제동원정당의 창당에 나섰다. 이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정당

체제는 처음부터 국가권력에 의해 왜곡된 형태를 띠게 된다.

한편 정부수립 직전의 미군정기(1945∼1948)는 시간적으로 대한민국

초기 정당체제의 형성과 밀접한 연속성을 가진다. 따라서 대한민국 초기

정당체제를 살펴보기에 앞서 미군정기 정치세력의 형성과 경쟁구도를 먼

저 살펴보고자 한다.

제 2 절 미군정기 정치세력 간 경쟁구도

미군정체제는 애초부터 그 성격상 일정기간 이후 한국민에 의한 정부

수립을 거쳐 행정권을 이양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미군정은

여러 정치세력의 정치적 대표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대화의 상대방으

로 삼았다. 과도기적 정치상황에서 각 정치세력은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

해 치열하게 경쟁하였다.

그런데 당시에는 정당과 단체가 서로 엄밀히 구분되기 어려웠다. 일반

적으로 정당과 단체는 선거 참여를 통해 국가권력을 장악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되지만, 미군정체제에서는 미군 외의

어떤 결사가 국가권력을 장악한다는 것은 상정할 수 없었다.

게다가 당시 많은 단체들은 특정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려는 동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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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위해 조직된 측면이 강했다. 가령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와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87)은 노동자의 권익

보장이라는 노동조합 본연의 성격보다는 노동계 내에서 좌우 정치세력을

대변하고 지지하는 성격을 더 강하게 띠었다. 이 시기 활발하게 활동했

던 수십 여 개의 청년단체 또한 정당과 연계되거나 혹은 독자적인 정치

세력화를 추구하는 단체였다.

미군정기 정치세력들의 관계를 규정하는 중요한 기준은 이념이었다.

이념적 갈등은 해방 직후 좌익의 인민공화국 선포나 모스크바3상 회의

이후 좌익의 신탁통치 찬성과 같은 정치적 사건을 계기로 더욱 심화되었

다. 특히 우익의 이승만, 한민당은 공산주의세력을 절대적으로 불신하고

배척하였다. 결국 1946년 1월 이후 우익세력은 이승만 주도의 독립촉성

중앙협의회(독촉), 김구 주도의 비상국민회의를 중심으로 결집한 반면 좌

익세력은 조선공산당을 중심으로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민전)을 결성하

면서 각 정당, 단체는 크게 좌익과 우익으로 갈라지게 되었다.

당시 주요 정치세력으로 좌익에서는 여운형 중심의 온건좌파와 조선공

산당을 꼽을 수 있다. 온건좌파는 해방 직후 건준을 조직하여 영향력을

확대하였으나 점차 조선공산당 세력에게 주도권을 빼앗겼다. 온건좌파는

건국동맹 - 인민당 - 근로인민당으로 명맥을 이어왔으나 1947년 7월 여

운형이 암살된 이후 그 존재감을 거의 상실하였다.

조선공산당(공산당)은 공산주의 세력이 결성한 정당이다. 해방 직후 일

방적인 인민공화국 선포를 주도하였으나 이는 미군정에 의해 무력화되었

다. 이후 민주주의민족전선을 조직하고 1946년 11월 좌익 3당(공산당․

인민당․신민당)을 남조선노동당으로 합당하여 좌익세력을 결집하였다.

87) 1948년 8월 대한노동총연맹(대한노총)으로 개편되었으며 자유당 창당 후 그 기간단
체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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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과 남로당은 소련을 지지하고 미군정의 각종 정책을 비판하였다.

그러나 미군정에 의해 위조지폐 사건88) 및 각종 파업, 소요 사건의 배후

로 지목되면서 공식적인 영역에서의 활동은 점차 축소되었다.

우익 정치세력으로는 김구 중심의 한국독립당(한독당), 이승만 중심의

독립촉성중앙협의회(독촉)89), 그리고 한국민주당(한민당)을 들 수 있다.

한독당은 김구를 비롯한 임시정부 인사 상당수가 소속된 정당으로 국민

당, 신한민족당 등 국내세력과 통합하여 외연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미소

공위 참가 문제 등을 놓고 국내파와 국외파 간 내부갈등이 심화되었다.

이후 남한단독선거에 반대하고 남북협상을 추진하였으나 실패로 돌아가

면서 정치적 입지가 위축되었다.

이승만은 독촉을 기반으로 활동하였는데, 이는 단일한 정당․단체가

아니었으므로 확고한 조직적 기반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승만은 독립운동가로서 자신의 높은 명망을 활용하여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였다. 이승만은 1946년 6월 이후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

립을 주장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단독정부 수립방안이 실현되면서 정치적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

한민당은 국내 지식인, 산업가, 지주층을 중심으로 결성한 정당이다.

이들은 일제에 일부 협력했던 경력으로 인해 정치적 명분이 취약하였고

대중적으로 내세울 만한 인사가 없었다.90) 그러나 해방 초기 임시정부와

88) 이 사건은 일명 ‘정판사 사건’으로 1945년 10월 조선공산당이 활동비를 조달하기 위
하여 1200만원의 위조지폐를 발행한 사실이 1946년 5월 발각된 사건이다.

89) 이승만 중심의 독립촉성중앙협의회는 1946년 2월 8일 김구 중심의 탁치반대국민총
동원회와 합동하여 ‘대한독립촉성국민회’로 새롭게 발족하였다. 대한독립촉성국민회는
초기에는 다양한 정치세력이 속해 있었으나 점차 이승만 지지단체로 변화해 갔고 정
부수립 이후에는 이승만 정권을 지지하는 관민단체가 되었다.

90) 한민당의 조직, 정책 등에 관하여는 심지연, 한국현대정당론-한국민주당연구 Ⅱ, 창
작과 비평사, 1984, 13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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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을 지지하고 자신들을 좌익세력에 맞서는 민족진영으로 자처하면

서 정치적 명분과 입지를 확보하였다. 또한 미군정과 매우 밀접한 관계

를 형성하여 한민당 인사들이 미군정의 통치기관에 직접 참여하였다. 특

히 한민당 소속인 조병옥, 장택상이 각각 경무부장, 수도경찰청장을 맡아

미군정 내에서 실권을 장악하였다. 한민당은 1947년 9월 미소공동위원회

무산 이후 이승만의 단독정부 수립 노선을 지지하면서 이승만과 가까운

관계가 되었다.

그 밖의 우익세력으로는 한독당 탈당파를 중심으로 결성된 민주독립

당, 한민당 탈당파인 원세훈, 김약수와 김규식이 참여한 민중동맹 등 이

른바 중간파로 불리는 세력이 있었다. 이들은 미군정의 후원 하에 온건

좌익과 협력하여 한때 좌우합작 7원칙을 도출해내기도 하였으나 공산당

과 한민당 등 좌우 양측의 반대 속에 무위로 돌아갔다.

제 3 절 제1공화국의 정당체제

Ⅰ. 정당정치에 대한 인식 부족과 정당발달의 어려움

정부수립 초기 정당에 대한 지식인들의 인식과 일반 국민의 인식 사이

에는 커다란 간극이 있었다. 일부 지식인들은 정당정치를 역설한 반면

대다수 일반국민들은 정당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였다.

정부수립 초기에 정당정치의 필요성을 역설한 쪽은 주로 한민당 - 민

국당과 연결된 세력이었다. 이는 내각책임제를 통해 정권을 차지하려는

이들 세력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민국당 지도자 김성수는

1949년 10월 민국당 제1회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국민들이 정당을 무슨



- 32 -

벼슬이나 이권을 구하는 사람들만 다니는 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잘못된 인식이다, 국민은 정당을 지지함으로써 자기가 원하는 정치

를 하도록 할 수 있다’면서 정당정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91) 김성수

소유인 동아일보도 지속적으로 정당정치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92) 한민

당 총무, 제헌국회 초대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백관수는 1949년 국회보

(國會報)에 기고한 ‘민주제도와 정당의 기능’이라는 글에서 정당정치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민주제도에 있어서는 정당은 … 그 제도상 불가결한 국가의 공당(公堂)

이며 국법상의 정치단체인 것이다. … 정당은 선거에 있어서 무질서한 투

표자군에 그 정책과 입후보자를 제시함으로써 투표자군의 각인각색의 의

견을 종합귀일하고 민주선거를 성립케 하는 미묘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 더욱 일언코저 하는 바는 입후보의 정당공인제도는 무릇 의회

제도가 있는 국가에서는 또한 선거가 있는 곳에는 선거의 본질상 반드시

따르는 제도인 것이다. 이로써 선거인의 의견을 종합통일하고 나아가서는

그 이익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치적 세력을 구성하는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입후보의 난립과 투표의 분산을 방지하고 선거를 무질서와

혼란 속에서 구하며 의회제도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93)

91) “민주국민당, 제1회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 동아일보 1949년 10월 17일자, 자료대한
민국사 제14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http://db.history.go.kr),
최종검색일: 2017. 1. 19. 자료대한민국사 문헌은 모두 위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가능
하다. 이하 각주에서는 출처를 ‘자료대한민국사 제0권’으로만 표기한다. 최종검색일은
모두 동일하다.

92) “사설 : 정당정치의 태동”, 동아일보 1949년 6월 2일자; “사설 : 정치와 정당”, 동아
일보 1950년 6월 3일자; “사설 : 정당과 도당(徒黨)”, 동아일보 1950년 6월 6일자, 위
신문기사들은 모두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홈페이지(http://newslibrary.naver.com)에
서 검색이 가능하다(최종검색일 2017. 1. 19.). 이하 각주에서는 출처를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홈페이지’라고만 표기한다. 최종검색일은 모두 같다.

93) 백관수, “민주제도와 정당의 기능”, 국회보 통권 제1호(1949. 11.), 국회사무처, 30-35
면. 백관수(1889-1961)는 김성수와 같은 고향 출신으로 동아일보사 사장을 지냈다. 미
군정기와 정부수립 초기에 한민당 - 민국당 소속으로 활동하였으며 초대 법제사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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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정당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거나 정당을 조선시

대의 당파싸움과 같은 부정적인 존재로 인식하였다. 제헌 국회의원선거

와 제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혈연, 지연 등 각종 연고와 향응제공이 소

속정당보다 당락에 훨씬 더 영향을 미쳤다. 제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때의 한 신문기사는 이러한 현실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다.

“같은 도내라도 도시와 군면을 비할 때 운동방법이 좀 다르다. … 전주시

나 군산 이리 같은 도시에서는 서울과 그리 다른 점이 없으나 산간시골

로 떨어지면 대개가 난립에다 씨족관계로 입후보한 만큼 무슨 가족회의

니 문중회의 등을 자주 여는 것이 특색이고, 또한 선거가 시작되자 갑자

기 제사니 생일이니 회갑이라 하여 주로 굶주린 농민들에게 막걸리 한

사발과 국밥 한 그릇을 베푸는 일도 많다. … 타 도와 마찬가지로 경기도

도 역시 씨족별의 유습인 문중 종문(宗門) 다툼과 인물 빈곤에서 오는 난

립상태이다.”94)

이렇듯 국민들의 정당에 대한 인식이 낮았고 이는 대부분의 인구가 살

고 있던 농촌지역에서 더욱 그러했다. 따라서 정당이 지방조직을 갖춘다

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었다. 1950년대 정당의 지방조직은 선거가 있

을 때만 활동하는 조직으로 평소에는 간판이 있을 뿐 중앙당부 외에는

간부 몇 사람이 움직이는 정도의 세포망에 지나지 않았다.95) 다만 1950

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정치의식이 성장하면서 정당

에 대한 인식과 지지가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원장이자 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으로서 정부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한
국전쟁 때 납북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검색어 : ‘백관수’ 참조.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56894&cid=46626&categoryId=46626 최종검
색일 2017. 1. 19.

94) “＜현지답사 귀환보고 : 총선거 비판＞(1)”, 경향신문 1950년 5월 25일자, 자료대한민
국사 제17권.

9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정당사 제1편(1945년∼1972년), 1981, 2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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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당재정 또한 매우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다. 국가 전체적으로

매우 궁핍했던 당시 경제수준에서 정당이 일반국민들로부터 정치자금을

조달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정치인들은 정치자금을 개인

적인 능력으로 어떻게든 조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

부수립 초기 한민당 - 민국당이 그나마 정당의 외형과 세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지도자 김성수의 재력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96) 당시

한민당의 재정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이나 자료가 남아있지 않지만

대부분 김성수로부터 조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97)

Ⅱ. 정부수립 초기 정당체제의 불안정성

1948년 5월 10일 실시된 제헌국회의원 선거는 좌익세력은 물론 한독당

과 이른바 중간세력의 불참 속에 치러졌다. 다른 정치세력의 불참 속에

치러진 선거였음에도 이승만의 대한독립촉성국민회(국민회)와 한민당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얻었다.98) 반면 무소속 당선자는 85명으로

43%에 달하였다.

96) 김성수(1891-1955)는 호남 대지주 출신으로 일제시대 몇 안 되는 민족기업인 경성방
직주식회사의 소유주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검색어 : ‘김성수’ 참조.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52459&cid=46626&categoryId=46626 최종검
색일 2017. 1. 19.

97) 김성수의 측근인 장덕수가 1947년에 남한단독선거를 예상하고 수립한 ‘선거 대책 예
산’에는 후보자 240명 개개인에게 조직비 30만원씩을 당에서 보조해 주며 차량 및 당
사무실 유지비 2,040만원, 인쇄비 5,760만원을 계상하고 있어 약 1억 5,000만원의 선거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심지연, “보수야당의 뿌리, 한민당의 공
과”, 이기하 외 3인 집필, 한국의 정당 제1편 8․15에서 자유당 붕괴까지, 한국일보사,
1987, 166면 참조.) 그러나 실제로는 제헌국회의원선거에서 당 차원에서 공인후보자를
선정하지 않았던 만큼 이는 단순한 구상 수준에 그쳤던 것으로 보인다.

9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nec.go.kr) 공식통계에 따르면 국민회는 55명, 한
민당은 29명이 당선되었다. 다만 당시는 정당공천제도가 없고 출마자가 자신의 소속
정당이나 소속단체를 기재하는 방식이어서 이를 정확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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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국회 개원을 전후로 원내에서는 구락부 형식의 새로운 집단이 형

성되었다. 그러나 이는 정당이라기보다는 지연, 인연에 따라 형성된 느슨

한 수준의 모임이었다. 제헌국회는 초기에는 크게 한민당, 소장파, 친정

부적 세력으로 나뉘었다가 국회 프락치사건 이후 소장파가 구심점을 상

실하면서 점차 한민당의 후신인 민국당과 친정부적 성격의 대한국민당의

양당구도로 변하였다.

한민당은 자신들이 지지해 온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후 기대

와 달리 내각구성에서 자신들을 중용하지 않자, 이에 실망하여 정부에

비판적 입장으로 돌아섰다.99) 정권에서 소외된 한민당은 당세 위축을 만

회하기 위해 신익희 등 대한국민당 일부, 지청천의 대동청년단 세력과

합당하여 민주국민당(민국당)을 창당하였다. 민국당은 제헌국회 말기에

이승만 대통령에 맞서 내각책임제 개헌을 추진하였으나 결국 실패하였

다. 한편 소장파는 미군철수, 강력한 농지개혁을 주장하는 등 정부 및 한

민당과 대립하였으나, 1949년 6월 국회프락치 사건으로 주도적인 의원들

이 구속되면서 사실상 와해되었다. 대한국민당은 국민회 일부 세력이 여

당을 표방하며 1948년 11월 창당되었다.100) 하지만 곧바로 신익희 등 핵

심인사들이 민국당으로 빠져나가 침체에 빠졌다. 대한국민당은 이후 제

헌국회 말기에 민국당의 내각책임제개헌 추진에 맞서는 원내세력의 구심

점이 되면서 원내 제1당의 지위를 차지하기도 하였으나, 근본적으로 단

99) 초대내각에서 한민당 인사들도 일부 입각하였으나, 이는 이승만과의 개별적 친분에
의한 것이었다.

100) 대한국민당은 대한독립촉성국민회의 일부 세력이 중심이 되어 1948년 11월 13일
친 이승만계 정당으로 창당된 정당이다. 대한국민당은 이승만 대통령이 주창한 ‘일민
주의’를 당시로 하였으며 결당식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참석하여 발당사를 하였다. 최
고위원으로는 원내정파 이정회의 신익희, 배은희, 우덕형이 선출되었다. “대한독립촉
성국민회, 신당조직 참여문제로 내부 대립이 격심”, 동광신문 1948년 10월 6일자, 자
료대한민국사 제8권, “대한국민당, ‘일민주의’를 당시로 결당식 거행”, 대동신문 1948
년 11월 16일자, 자료대한민국사 제9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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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민국당이 정권을 잡는 것을 저지하려는 목적에서 급조된 세력에 불과

했다.101) 이들은 여당을 자처하였으나 이승만은 대한국민당과의 관계를

부정하였다.

1950년 5월 30일 실시된 제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헌국회의원선거

에 불참했던 한독당과 중간파 세력 등이 대거 참여하였다. 선거 결과 중

간파의 유력인사들이 일부 당선된 반면 대한국민당, 민국당의 유력인사

들은 대거 낙선하였다. 전체적으로 기존의 제헌국회의원 중 재선된 사람

은 29명에 그쳤고 무소속 당선자는 제헌국회 때보다도 많은 126명에 달

하였다. 원내구도는 제헌국회보다 더 유동적인 상황에 놓였다.

제2대국회는 개원 6일 만에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인해 피난을 다니면

서 이듬해 3월까지 원내교섭단체조차 구성하지 못하였다. 제2대 국회 내

정치세력은 정부와 민국당에 대한 정치적 입장을 기준으로 형성되었다.

대한국민당, 대한청년단, 국민회 등 관민단체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신정동지회는 친정부적 성향을 띠었다. 주로 무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공

화구락부는 초반에는 민국당과 함께 정부의 실정에 대한 공세를 폈으나

이후 신정동지회와 통합하여 친정부 성향의 공화민정회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규모가 커진 만큼 구성원 간 이질성이 심화되어 결속력은 약화되

었다. 민국당의 의석수는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었으나 그 세력은 제헌

국회에 비하여 상당히 축소되었다.

이처럼 제헌국회에서 제2대 국회까지 제1공화국 초기 정당체제는 불안

정한 모습을 보였다. 과반수를 확보한 정치세력이 부재하였음은 물론이

101) 대한국민당 의원들 중에는 대한국민당에 가입하기 전에 민국당의 의원내각제에 찬
성서명을 했던 의원들도 상당수 있었다. 이에 비추어 대한국민당은 의원내각제를 반
대하는 의원들이 이를 부결시키려는 목적으로 모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제
헌국회 말기 대한국민당은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단지 민국당의 집권을 저지한다는
공통의 목적 하에 뭉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이들을 모두 친정부적 세력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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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여당과 야당의 구분조차 명확하지 않았다.102) 몇 개의 정파가 형성되

었으나 개별 의원들은 친소관계, 이해관계, 당시의 정치적 쟁점에 대한

견해에 따라 수시로 이합집산 하였다. 의원들은 정치적 세력화보다는 자

기 개인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를 높이고 자신이 권력핵심부에 근접하는

것을 더 중요시하였다.103) 각 선거구에서 자력으로 당선된 의원들로서는

정파에 구속될 이유가 없었고 정파로서도 의원들의 행동을 통제할 수단

이 없었다.

Ⅲ. 이승만 대통령과 국회의 대립

이승만 대통령은 국회 내 안정적 지지세력의 부재 속에서 국회와 지속

적인 갈등을 겪었다.104) 이러한 갈등관계는 1954년 제3대 국회의원선거

로 자유당이 원내과반을 차지하기 전까지 계속되었다.

미군정기에 이승만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왔던 한민당은 기대와 달리

이승만 대통령이 내각구성에 한민당 인사들을 중용하지 않자105) 정권에

102) 일반적으로 민국당은 이승만 정권과 대립하였다고 언급되지만, 1949년 6월 개각을
통해 민국당 은 전체 12부 중 7부의 장관을 차지하였다. 한 신문은 제헌국회에서 민
국당이 내각에 다수 참여하여 정부의 실정(失政)에 책임이 있는 점을 민국당이 제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참패한 원인 중 하나로 지적하였다. 이 신문은 민국당이 입각에 성
공한 이후 내각책임제 개헌을 포기하였다가 제헌국회 말인 1950년 1월 또다시 내각
책임제를 추진한 행보를 비판하였다. 이러한 당시의 시각에 비추어 볼 때 제헌국회에
서의 민국당을 단순히 야당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민국당과 이승만 대
통령은 비록 사이가 틀어지기는 하였으나 아직까지 서로 완전히 갈라서지 않고 얽혀
있는 복잡한 관계에 있었다고 이해된다. “민국당의 5․30총선거 패인 분석”, 국도신문
1950년 6월 4일자, 자료대한민국사 제17권. 한편 1949년 입각한 민국당 인사들의 명
단에 관하여는 대한민국정당사 제1편(1945년∼1972년), 204-205면 참조.

103) 윤천주, 증보판 한국정치체계, 서울대학교출판부, 1978, 117면.

104) 이승만 정권 초기 이승만과 국회의 갈등원인 분석에 관하여는 서중석, 한국현대민
족운동연구2, 역사비평사, 2002, 83면 이하 참조.

105) 이때 한민당 인사 일부의 입각은 한민당 차원의 추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승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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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인 입장으로 돌아서게 되었다. 제헌국회는 지방자치법안 및 농지

개혁법안에 대한 이승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106), 국회주도의 반민특위

활동에 대한 정부의 방해공작 활동 등과 관련하여 이승만 정권과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107) 원내 제1당인 민국당은 제헌국회 말기에 의원내각제

개헌을 추진하여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도전을 선언하기도 하였다.

제2대 국회에서도 이승만 정권에 비우호적인 기류가 지배하였다. 공화

구락부, 민국당 등 야권세력은 특히 국민방위군 사건, 거창양민학살 사

건108)과 관련하여 이승만 정권을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이시영 부통령도

정부의 부패를 비판하며 사임하였다.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국방, 내무,

법무 장관을 해임할 수밖에 없었다. 후임 부통령 선거에서는 민국당 최

고지도자 김성수가 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민국당은 본격적인 내각책임

제 개헌 추진에 나서 이승만 정권과 대립하였다. 그밖에도 국회는 전쟁

중 인권침해를 막고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여러 법률을 의결하였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번번이 거부권을 행사하였다.109) 제2대국회 기간 거부

권 행사 건수는 역대 국회 중 가장 많은 25건에 달한다.110)

Ⅳ. 이승만 대통령의 정당관(政黨觀)과 자유당 창당

과의 개인적인 친분에 의한 것이었다.

106) 제헌국회 기간 이승만의 법률안 재의 요구 건수는 14건에 이른다. 국회사무처, 대
한민국국회 60년사, 2008, 26면 참조.

107) 대한민국국회 60년사, 21면.

108) 국민방위군 사건, 거창양민학살 사건에 관하여는 심지연, “보수야당의 뿌리, 한민당
의 공과”, 이기하 외 3인 집필, 한국의 정당 제1편 8 15에서 자유당 붕괴까지, 219∼
227면 참조.

109) 거부권이 행사된 주요 법안으로는 부역행위특별처리법안, 사형금지법안, 비상사태
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중개정법률안, 정치운동에관한법률안 등이 있다.

110) 대한민국국회 60년사, 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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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공화국의 대통령인 이승만의 정당관은 제1공화국의 정당체제 형성

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1년 8월 이후 자유당 창

당에 나서기 전까지 정당에 대하여 불분명하고 유보적인 태도를 취해 왔

다. 그는 미군정기에도 귀국 직후 여러 정당, 단체로부터 지도자로 추대

되었지만 어떠한 제의도 수락하지 않고 다만 모든 정당, 단체가 단결해

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독립촉성중앙협의회(독촉)를 결성한 바 있었

다. 그는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에도 초대내각 구성에 관하여 “정당이나

파당주의는 초월해서 오직 민의를 따라서 세워야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고111) 실제로 특정 정당에 국한되지 않는 내각을 구성하였다.

하지만 이것이 곧 그의 정당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는 대통령 취

임 직후 기자회견에서 “(김성수와 정당조직에 관해 협의한 일이) 있었다.

민주정치에는 정당이 절대 필요하므로 정부도 수립되었으니 이제 정당이

필요하다. 내가 도움이 되면 영도할까 한다.”라고 답하였다.112) 곧이어

정당조직설에 관한 담화 발표를 통해 이를 구체화하기도 하였다.113)

이러한 그의 뜻을 추종한 국민회 일부 세력은 1948년 11월 대한국민당

111) “이승만, 총리인선 문제 등에 대해 기자회견”, 서울신문, 동아일보 1948년 7월 23일
자, 자료대한민국사 제7권.

112) 이는 “金性洙씨와 정당조직에 관하여 협의한 일이 있었다는데?”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나온 발언이었다. “이승만 대통령, 내각 개조 등에 관하여 기자와 문
답”, 서울신문 1948년 8월 21일자, 자료대한민국사 제8권 참조.

113) “… 국가와 민중을 위한 정치상 주의를 가진 정당이 없이는 민주제도를 행할 수가
없다. … 항간에는 내가 제1당이니 혹은 여당을 만들어 마치 정권이나 세력을 잡으려
는 듯이 언설을 유포하는 인사나 언론이 있는 듯하나 이는 순전한 오해로서 내가 지
금 하고자 하는 일은 나를 돕고 남을 해하려는 파당을 만들고자 함이 아니오, 가령
여기에 평민정당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도와서 그 토대를 만들어
주자는 것이오, 이와 다른 주의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다른 정당을 만든다면 그것을
도와 그 기초를 튼튼히 해주고자 함이다. 이는 서로 다른 주의로서 민중의 복리를 위
하는 2, 3정당이 있어야 남녀노소 우리나라의 민주제도가 발전되겠으므로 지금 그 정
당제도의 방식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 정당조직설에 대해 담화를 발
표”, 대한일보 1948년 9월 10일자, 자료대한민국사 제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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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결성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결성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여 대한국민

당에 대한 지지 입장을 은연중에 드러내었다. 국민회 전국대표자회의에

서도 대한국민당을 지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공식

적으로는 대한국민당과의 관련성을 부정하였다.114)115) 이승만 대통령이

한편으로는 정당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을 추종

하는 정당과 무관함을 선언하는 일견 모순된 행보를 보인 데에는 아직까

지 전적으로 자신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세력이 많지 않다는 현실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약 3년 뒤인 1951년 8월, 다시 정당 결성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국민방위군 사건, 거창양민학살 사건 등으로 야권세

력으로부터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제헌헌법상의 국회 간선제 방식으로

는 재선 전망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그로서는 재선을 위해 대통령직선

제 개헌을 관철할 수 있는 정당조직이 필요해졌다. 그는 광복절 기념사

에서 대중정당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이어 ‘신당 조직에 관한 담화’를 통

해 신당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밝혔다.116)

114) 이승만은 축사 중 “동당은 여(나)와 하등의 관련이 없고 다만 여(나)의 주의를 계
승하는 당이니만치 앞으로 여러분이 훌륭히 당의 주의사상을 지켜나간다면 여(나)도
많이 원조하겠으나 그렇지 않을 때에는 여(나)도 새로 정당을 만들겠다”고 언명하여
동당과 자신은 관계가 없음을 시사하였다. “여당? 야당? 대한국민당의 장래는 주목
처”, 동아일보 1948년 11월 16일자,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115) 대통령 비서실은 제2대 국회의원 선거를 3개월여 앞둔 1950년 2월 9일, “대통령께
서 대한국민당에 자금을 주셨다는 낭설이 항간에 돌고 있으나 … 이는 전연 사실이
아니요 … 기왕에도 누누이 언명하신 바와 같이 대통령께서는 아무 정당에도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당을 만들어 어떤 세력을 부식하거나 또는 그러한 활동을 하실
의향은 조금도 없다는 것을 일반 동포는 깊이 양해해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라는 담
화를 발표하였다.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은 대한국민당에 자금을 준 일이 없다는 담
화를 발표”, 한성일보 1950년 2월 10일자, 자료대한민국사 제16권; “이승만 대통령, 당
면 문제 기자회견”, 경향신문 1952년 2월 6일자, 자료대한민국사 제24권 참조.

116) 이때에도 이승만은 “(생략) … 본 당 조직은 국회의원 동지와 민간지도자들이 내게
요청한 바 있어 그 필요를 느껴 내가 후원해 주기를 허락한 것이며 상세한 그 규례
와 조직 등에 대하여는 원칙적인 의지를 같이하는 여러 동지들이 수시로 협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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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호응하여 원내외에서 신당이 추진되었다. 원외에서는 이범석의

족청계117) 조직과 국민회, 대한청년단, 대한노동조합총연맹(대한노총), 대

한농민조합총연맹(대한농총), 대한부인회 등 관민단체가 기반이 되어 신

당이 추진되었다. 원내에서는 공화민정회 의원들이 주축이 되었다.

그런데 신당의 출범이 임박한 1951년 11월, 정부가 대통령직선제와 양

원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제출하면서 원외세력과 원내세력 사이의 갈

등이 심화되었다. 원외세력은 이승만 대통령의 개헌안을 절대적으로 지

지한 반면, 원내세력은 이승만을 지지하는 것과 별개로 국회의원인 자신

들의 권한이 축소되는 개헌안에는 반대 입장이었다.118) 결국 1951년 12

월 23일 2개의 자유당119)이 각각 결성되었다. 원외자유당은 이승만을 당

수, 이범석을 부당수로 추대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원외자유당 발당식

에만 축사를 보내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후 원외자유당은 1952년 5월 부

산정치파동 과정에서 대통령직선제 개헌안을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다.

반면 원내자유당은 창당 당시 원내과반수에 근접한 원내 제1당(93석)이

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심점의 부재 속에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원외자유당

해서 진행할 것이며, … 여기에는 나는 별로 간섭치 않고 뒤에서 도와 줄 것이나 사
무진행 등 節에 대하여는 나는 책임이 없는 바이며 내가 도와주고자 하는바는 정당
조직과 사무진행 등 節이 어떻게 행하며 무슨 방식으로 취해야 정당한 정당의 노선
을 취할 수 있는가에 있는데 … (생락)”라고 하여 마치 신당이 자신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승만대통령기록물 1951년 08월 25일자, 자료대한민
국사 제22권.

117) 이범석이 1946년 10월 조직한 조선민족청년단(족청)을 가리킨다. 족청은 1948년 11
월 이승만의 청년단체 통합 지시로 1949년 1월 대한청년단에 통합되었다.

118) 원내세력 일부는 오히려 민국당의 내각책임제 추진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즉
원내세력은 이승만의 신당 추진 선언을 계기로 모인 집단이기는 하지만 이승만을 절
대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은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독자적인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세력이었다. 결국 이 개헌안은 찬성 19표, 반대 142표, 기권 1표로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되었다.

119) 원내세력이 중심이 된 자유당을 일명 ‘원내자유당’, 원외세력이 중심이 된 자유당을
일명 ‘원외자유당’이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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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탈하면서 결국 제2대 국회 말기에는 원내교섭단체의 지위를 상실

하기에 이르렀다.

원외자유당은 대통령직선제 개헌에 따라 1952년 8월 5일 실시된 정 부

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로 이승만을, 부통령 후보로 이범석을 지명하

였다. 그런데 선거결과 뜻밖에도 부통령에는 이범석이 아닌 무소속 함태

영 후보가 당선되었다. 당시 80세로 고령인 함태영은 당선 전까지 일반

국민들에게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이었으나, 이승만 대통령이 이범

석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중을 읽은 장택상 국무총리와 내무장관은 경찰

조직을 동원해 함태영을 당선시켰다.120) 이 선거결과는 당시 경찰을 비

롯한 관료조직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후 이승만 대통령은 원외자유당의 당수․부당수제를 총재제로 바꿈

으로써 이범석을 평당원으로 내려앉혔다. 이범석은 이에 굴하지 않고 당

내에서 비족청계를 숙청하고 족청계 세력을 확대해 나갔다. 그러나 이승

만 대통령은 1953년 9월 족청계 장관을 파면․해임하고 특별담화로 족청

계 제거를 선언하면서 이범석과 족청계는 자유당121)에서 일거에 숙청되

었다. 이후 자유당의 모든 권력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집중되었으며 지도

부는 오로지 이승만 대통령에게 절대복종하는 관료출신 인물들로 채워졌

다.

당초 독자적인 정치세력이 공고하지 못했던 이승만 대통령이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관제동원정당을 만들 수 있었던 데에는 경찰 및 관

료조직의 힘이 매우 컸다. 경찰 및 관료조직은 이승만 정권 내내 가장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치기반이었다. 특히 족청계 숙청 이후 자유

120) 이승만 대통령은 이미 출마선언 시에도 부통령은 누구를 추천하지 아니하고 국민
의 공결에 붙인다고 하여 이범석을 지지하지 않음을 암시한 바 있었다.

121) 원내자유당과 원외자유당은 1953년 3월 전당대회를 통해 통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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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은 독자적인 조직기반이 약화되면서 경찰 및 관료조직의 지원에 점점

더 의존적으로 되어 갔다. 이러한 관료중심적 국가운영에 비추어 제1공

화국은 권위주의적 국가체제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122)

Ⅴ. 부산정치파동과 이승만 대통령의 국회장악

부산정치파동은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이었다. 1951년 1월 정부가 제출한 대통령직선제 및 양원제 개헌안

이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부결되자 원외자유당과 국민회, 대한청년단 등

관민단체들은 민중대회를 개최하고, 국회의원 소환운동을 전개하여 국회

를 압박했다. 이에 맞서 민국당은 1952년 4월 123명의 연서로 내각책임

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123)

한편 이승만 대통령은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반대해오던 지

방의회의원 선거의 실시를 결정하였다. 1952년 4월과 5월에 각각 실시된

초대 시․읍․면의회의원 선거와 도의회의원 선거에서 원외자유당은 압

승을 거두었다. 이는 경찰이 야당 성향 후보자의 후보등록을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등 관권의 지원에 힘입은 것이었다. 원외자유당 소속 지방의회

의원들은 국회해산을 결의하고 임시수도 부산으로 모여들어 국회를 비난

하였다. 부산에서는 원외자유당과 관민단체의 주도로 국회를 해산하라는

시위 행렬이 줄을 이었으며 ‘백골단’, ‘땃벌떼’, ‘민족자결단’ 등 정체불명

의 단체 명의로 삐라가 살포되는 등 국회에 대하여 위협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122) 제1공화국에서 관료기구의 역할에 관하여는 김경순, “관료기구의 형성과 정치적 역
할”, 한배호 편, 한국현대정치론Ⅰ, 나남, 1990, 219-251면 참조.

123) 이는 개헌선을 1명 초과하는 것이었다. 민국당, 민우회, 무소속 의원들뿐만 아니라,
원내자유당 소속의원들 중 절반에 가까운 숫자도 개헌안에 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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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대통령 추종세력이 원외에서 국회를 압박하는 가운데 이승만

대통령은 1952년 5월말 원외자유당 부당수 이범석을 내무장관으로 임명

하고 무장공비소탕 명목으로 경남․전남북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동시에 이른바 국제공산당사건을 일으켜 국회의원 10여명을 구속하였

다.124)

국회는 이에 맞서 비상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 국회의원 석방 요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김성수 부통령은 정치파동을 비판하며 사직하였다.

야권인사들은 독재와 개헌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으나 집회가 시작되자

마자 폭도들의 난입으로 해산되고 여러 인사들이 헌병에 체포되었다.125)

신변의 위협을 느낀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잠적하면서 국회는 개헌안 의

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2개월에 걸친 부산정치파

동은 결국 야권세력이 굴복하여 1952년 7월 4일 국회에서 이른바 ‘발췌

개헌안’을 기립표결로 통과시키면서 일단락되었다.126)

부산정치파동은 이승만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노골적으로 국가권력과

대중동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자신의 뜻을 관철할 것임을 국회

에 보여준 사건이었다. 앞으로 이승만 정권에 맞서려는 정치세력은 이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사건을 거치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원내

에서 자신의 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확실한 여당을 갖게 되었다. 1952년

1월 개헌안 부결 시 소속의원이 수 명에 불과했던 원외자유당은 지속적

124) 당시 구속된 의원들은 대개 장면의 대통령 추대에 간여한 사람들로, 정치적 성향
상 좌익과 전혀 무관함에도 이승만은 이들을 공산주의자로 몰아 탄압하였다. 국제공
산당 사건에 관하여는 서중석, 이승만과 제1공화국, 역사비평사, 2007, 107∼109면; 손
봉숙, “이박사와 자유당의 독주”, 이기하 외 3인 집필, 한국의 정당 제1편 8 15에서
자유당 붕괴까지, 250∼251면 참조.

125) 이를 일명 ‘국제구락부 사건’이라고 한다.

126) 이 개헌안은 명목상으로는 정부와 국회의 개헌안을 절충한 것이었으나 핵심은 대
통령직선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한 정부 제출 개헌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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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원내자유당 소속의원들에 대한 포섭에 나서 부산정치파동 직전에는

52명, 이듬해인 1953년 5월에는 원내과반수인 103명의 소속의원을 보유

하기에 이르렀다.

Ⅵ. 민주당 창당과 불완전한 양당체제 형성

1954년 5월 치러진 제3대국회의원선거에서 자유당은 114석을 얻어 과

반수 의석을 확보한 반면 민국당은 겨우 15석을 얻는 데 그쳤다. 제3대

국회의원선거는 1952년 지방의회의원선거와 마찬가지로 관권의 극심한

선거개입 속에 치러진 선거였다.127) 경찰 및 관료조직은 선거운동원 구

속, 폭력배를 동원한 집단구타 등의 방법으로 야당 후보뿐만 아니라 여

당 내 비주류까지도 탄압하였다.128) 현직 국회부의장 조봉암은 관권의

후보등록 방해로 입후보조차 하지 못하였다.129)

이 선거에서는 자유당에 의해 본격적인 정당의 공인후보자선정이 이루

어졌다. 자유당은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3선 금지조항을 철폐하는 개헌

안에 찬성 서약할 것을 조건으로 공인후보자로 선정하였다. 민국당도 공

인후보자를 선정하였으나 그 숫자는 전체 선거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

하였다. 이전 선거에서 후보자의 소속정당이나 공인후보자선정 여부가

127) 관권의 선거방해에 관하여는 대한민국국회 60년사, 107면; 손봉숙, “이박사와 자유
당의 독주”, 앞의 책, 263면; 서중석, 이승만과 제1공화국, 역사비평사, 2007, 125면 참
조.

128) 관권의 탄압대상은 신익희, 조병옥 등 민국당 주요 인사뿐만 아니라 원내자유당의
지도자 오위영, 부산정치파동과 제2대대통령선거 당시 국무총리로서 관권선거를 지휘
했던 장택상, 자유당 내에서 당권을 놓고 이기붕과 경쟁하던 이갑성, 배은희 등도 포
함되었다.

129) 조봉암은 이승만 정권 초대내각에서 농림장관에 임명되기도 했으나, 1952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이승만 대통령에 이은 차점자가 되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적 경
쟁상대로 부각되어 이후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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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반면, 이 선거에서는 관권의 노골

적인 지원을 받는 유리한 여건 하에서 자유당의 공인후보자들이 대거 당

선됨으로써 선거에서 정당의 존재감이 처음으로 확실하게 부각되었다.

자유당은 비록 선거에서 개헌선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회유와 위협으로

무소속 의원들을 입당시켜 개헌선인 136명의 서명을 확보하고 이승만 대

통령의 3선제한 철폐를 위한 개헌을 밀어붙였다. 그러나 1954년 11월 표

결 결과 자유당 내부에서 반대표가 나오면서 찬성이 135명에 그쳐 개헌

안은 부결되었다. 하지만 정부와 자유당은 반올림, 이른바 사사오입의 계

산방식으로 개헌안이 통과되었다고 선언하였다(‘사사오입 개헌 사건’).

그러자 야당계 의원 60여 명이 모여 호헌동지회를 발족하여 단일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였다. 자유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일어나 10여 명의 소

장파 의원들이 탈당하였다. 사사오입 개헌은 거대여당에 맞서 단일야당

이 형성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야권세력은 1955년 초부터 단일야당을 만들기 위한 신당발기준비위원

회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신당운동은 여대야소 구도에서 반(反)이승만,

반(反)자유당이라는 목표로 시작된 것일 뿐 이념적 동질성이나 정책적

공감대에 기초한 것이 아니어서 진행과정에서 차츰 분열이 일어났다.130)

특히 조봉암과 이범석을 각각 좌익전력, 독재 및 부패행위 전력을 이유

로 신당에 배제하려는 자유민주파와 이들을 포함하는 대야당을 구성하자

는 민주대동파로 양분되어 갈등하였다. 결국 1955년 9월 자유민주파만으

로 이루어진 민주당이 창당되었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신익희, 조병옥

등 민국당 출신의 구파와 장면 중심의 무소속 그룹인 신파로 나뉘었다.

민주당은 야권세력 중에서도 보수세력으로만 구성된 정당이었지만 자

유당에 대항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야당으로서 이승만 정권에 비판적

130) 대한민국국회 60년사, 1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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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국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민주당은 1958년 제4대국회의

원선거에서 도시지역에서의 지지를 바탕으로 전체 의석 중 3분의 1이 넘

는 개헌저지선(79석)을 확보함으로써 확연한 양당체제를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정권을 내어줄 의사가 없었던 이승만 정권이

각종 부정선거를 자행해서라도 선거에서 승리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합

법적인 수단을 통해 정권교체를 이루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따라

서 제1공화국의 정당체제는 형식적으로는 양당체제였지만 이는 정권교체

가 불가능한 ‘불완전한 양당체제’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Ⅶ. 반공체제 강화와 정치적 보수화

이승만 정권 초기에는 정치세력의 다양성이 어느 정도 존재하였다. 제

헌국회에서는 소장파가 이승만 정권과 한민당에 맞서는 세력으로 주목을

받았다. 제2대국회의원선거에서도 대한국민당과 민국당 등 현역의원들은

대부분 낙선한 반면 이른바 중간파의 유력인사들이 일부 당선되었고131)

무소속 중에 중간파로 추정되는 의원들도 다수 있었다. 제헌국회에서 소

장파의 김약수, 제2대국회에서 조봉암이 각각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되었

던 사실은 제1공화국 초기에는 진보적 견해를 가진 세력이 어느 정도 정

치적 입지를 확보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제1공화국 초기의 정당체제는 반공체제의 강화로 인하

여 점차 보수일변도로 변화되어갔다. 이승만 대통령은 반공사상을 이용

하여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하거나 위협하였다.

1948년 12월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정치적 반대파를 탄압하는 대표적인

131) 제2대 국회의원 중 이른바 중간파 세력으로 분류되는 유력인사는 조소앙, 안재홍,
원세훈, 윤기섭, 오하영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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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으로 활용되었다. 1949년 6월 국회프락치 사건에서 정부는 불분명한

증거에 기초하여 소장파의 주도적 의원들이 남로당과 연계되었다는 혐의

를 씌우고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처벌하였다.132)

한국전쟁은 이승만 대통령이 권력을 유지하고 공고화할 수 있는 기회

를 가져다주었다.133) 전쟁으로 국가권력은 오히려 강력해진 반면 국민들

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열악한 처지에 놓였다. 전쟁 중 전국 각지

에서 벌어진 보도연맹학살 사건, 양민학살 사건, 부역자 처벌은 국민들로

하여금 공산주의자로 몰리면 언제든 같은 처지가 될 수 있다는 위협을

느끼게 하였다.

한편 1953년 4월부터 전개된 휴전반대운동은 반공이념을 매개로 이승

만 대통령의 대중적인 권위를 강화한 사건이었다.134)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조건에 관해 미국과 이견이 발생하자 휴전협정에 반대하고 한국군

단독으로라도 북진하여 통일을 달성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의 주장

은 전국가적 차원의 열렬한 지지를 얻었다. 국회는 북진통일을 주장하는

긴급동의를 채택하였고 심지어 본회의를 휴회하고 각 의원이 선거구에서

북진통일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결의하였다. 휴전반대 및 북진통일국민총

궐기대회가 전국적으로 개최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휴전반대 및 북진통일 주장은 실현가능성이 없는 정

치적 구호였으나 어느 누구도 여기에 반대할 수 없는 사회분위기가 형성

132) 그 외에 한국전쟁 발발 전 국민보도연맹 결성과 각종 국가보안법 사건에 관하여는
서중석,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2, 267∼278면 참조.

133) 한승주, 제2공화국과 한국의 민주주의, 19면.

134) 윤천주는 1953년 휴전반대운동을 한국정치에 일대전환을 가져오게 한 사건이자 대
한민국에 생물학적 변동을 일으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매우 중요하게 평가
하였다. 윤천주, “권위주의적 권력조종과 정당형성 : 이박사의 정당은 제도화된 것이
아니었다”, 아세아연구 제4권 제2호(1961),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83∼84면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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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민국당 사무총장 조병옥은 정전협상에 관한 정부의 정책을 비판

하였다가 국가보안법위반 및 국방경비법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 사

건으로 민국당은 시위 군중들로부터 습격을 당하였고 소속의원 28명 중

13명이 탈당135)하면서 당의 존폐를 논하는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136) 미

군정기 경무부장이자 한국전쟁 초반 내무장관으로서 일관되게 공산주의

세력 타도에 앞장서 왔던 조병옥이 단지 정부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건은 이 시기 이승만 대통령의 권위가

얼마나 절대적인 것이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밖에도 이승만 정권은 여러 차례 야당 정치인들에게 공산주의세력과

연루되었다는 혐의를 씌워 탄압하거나 위협하였다. 1952년 5월 국제공산

당 사건, 1954년 10월 뉴델리 밀회 사건, 1954년 12월 불온문서투입 사건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137) 한국전쟁 이후 정치권뿐만 아니라 사회전

반에 깊숙이 뿌리내린 반공체제 하에서 공산주의자라는 낙인은 그 진위

여부와 무관하게 야권세력을 심리적으로 위축시켰다.

이러한 경험은 사사오입개헌 이후 야권통합을 위한 신당추진과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신당추진세력 중 자유민주파는 아래와 같이 조봉암의 공

산주의 이력을 문제 삼으면서, 조봉암의 신당참여는 이승만 정권에게 탄

압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중요한 반대논거로 삼았다.138)

135) “정당세력에 변동”, 경향신문 1953년 7월 21일자,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136) “민국당보존에 대통령 의향 타진?”, 경향신문 1953년 7월 27일자, 네이버 뉴스 라이
브러리.

137) 위 사건들에서 공산주의와 관련되었다고 지목된 정치인들은 공산주의를 적대시 한
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이승만 대통령과 공통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보수세력이었다.

138) “신당운동과정에서 죽산(조봉암의 호)의 참가여부가 진지하게 논의된 이유는 요약
해서 다음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다. 첫째로 겨우 여당에서 허용한 가냘픈 자유분
위기 하에서 야당운동을 전개하려는 이 시기에 그렇지 않아도 제3세력이니, 또는 국
제공산당의 자금을 받았느니, 허구모함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데 전술한 바와 같은
(공산당) 경력의 소유자를 정치 제1선에 진출시킨다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현실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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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조봉암은 독자적으로 진보당 창당에 나섰고, 제3대 대통령선거에

서 제2대 대통령선거에 이어서 또다시 2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민주당

유력후보인 신익희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한 것이었지만, 일부 도시지

역에서 이승만 대통령보다 많은 득표를 함으로써 이승만 정권과 민주당

모두에게 더욱 큰 경계심을 불러일으켰다. 선거기간 중 민주당은 신익희

후보의 사망에도 “용공적 노선을 지지하는 대통령후보에 대해서는 1표라

도 고 신익희씨를 지지하던 유권자가 투표하는 것을 희망하지 않는다.”

라고 할 정도로 조봉암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었다.139)

진보당이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선전할 것을 우려한 이승만 정권은 1958

년 1월 진보당 사건으로 조봉암을 제거하였다. 검찰은 조봉암을 비롯한

진보당 간부들이 간첩과 접선하였다며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구속하였고 공보처는 진보당을 불법결사단체로 규정하여 등록을 취소하

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1959년 조봉암이 사형될 때까지 진보당 사건에

관해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이승만 정권 초대내각의 농림장관이자 제2대국회 부의장이었던 조봉암

이 10년 만에 보수야당의 침묵 속에 사형을 당하기에 이르는 과정은 이

승만 정권 하에서 정치적 다양성이 극도로 축소되고 보수세력 외에는 살

아남을 수 없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단순히 정치이념의 보수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제1공화국 시기에 발생한 일련의 정치적 사건

들은 정권에 비판적인 세력이라면 실제 이념성향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에서 불리하다는 것이었다. … 둘째로, 죽산의 주의주장이 문제였다. … 선생께서 재
작년에 발표한 “우리의 당면과업” 중에는 분명히 사회주의이론을 제청하였던 것이었
다. … 죽산이 공산주의자라는 근거는 없으나 그가 사회주의이념을 포회하고 그것을
기회만 있으면 실천하려고 한 것은, 이것으로서도 실증할 수가 있다. …”김재순, “자
유민주주의의 옹호(3),(4)”(칼럼), 동아일보 1955년 5월 7,8일자,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
리 참조.

139) “용공자부지지(容共者不支持), 대통령후보에 민주당최고위원언명”, 동아일보 1956년
5월 11일자,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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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세력으로 몰릴 수 있다는 현실적인 위협을 안겨주었고 이는 정

권에 대한 비판을 억제하고 순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140)

Ⅷ. 제1공화국의 사회단체

여러 단체가 난립하였던 미군정기와 달리 제1공화국 시기에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국가 관료조직의 지원을 받아 하향식으로 조직되

고 국가의 권위에 의존하여 활동하는 관민단체가 발달하였다. 이는 이승

만 대통령이 사회단체를 정치적 목적을 위한 대중동원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관민단체들은 정권 초기에 이승만 대통령의 주된

정치적 지지기반으로서 대중들에게 정권의 정책과 노선을 선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자유당 창당 후 관민단체들은

이른바 기간단체로 자유당 산하에 편입되어 독자적인 활동이 점차 감소

하였다.

제1공화국 시기에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가장 대표적인 단체는 국민회

였다. 국민회는 미군정기에 이승만이 결성한 독립촉성중앙협의회의 후신

으로서 정부수립 이후에도 이승만 대통령이 총재로 있었다. 국민회는 규

약 상 개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회원이 되

도록 하고 있었으며 회비는 마치 세금처럼 의무적으로 부과되었다.141)

국민회는 정부의 지원 하에 반공․북진통일 운동 등 정부시책에 부합하

140) 1959년 경향신문폐간 사건은 언론의 자유가 극도로 축소된 이승만 정권 말기의 양
상을 대표하는 사건이다. 이승만 정권은 정부비판 기사를 이유로 경향신문을 폐간하
고 경향신문 사장과 논설위원을 내란선동혐의로 기소하였다. 경향신문폐간 사건에 관
하여는 대한민국국회 60년사, 154∼155면 참조.

141) 국민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는 강행숙, “제1공화국기 국민회의 조직과 활동”, 숭
실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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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여러 가지 국민운동을 펼쳤을 뿐만 아니라 말단조직인 국민반을 이용

하여 정부 지시에 따른 치안․행정업무 일부도 담당하였다. 정치 현안에

있어 이승만 대통령과 정부를 적극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국회의

원에 당선된 국민회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함으로써

자유당 창당 전까지 원내외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주된 정치적 지지기반

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자유당 창당 이후에는 주로 자유당의 활동을 지

지하면서 독자적인 정치활동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한편 미군정기에 난립하였던 우익성향의 20여 개의 청년단체들은 이승

만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1948년 12월 대한청년단으로 통합되었다. 이승

만 대통령 자신은 총재로 추대되었다. 청년단체들은 민간단체로서 법적

으로 통합을 강제할 근거는 없었지만 이범석의 민족청년단처럼 정부의

압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통합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한청년단

은 경찰의 보조조직으로 준경찰 또는 민의동원 돌격대 역할을 맡았고,

한편으로는 준군사단체의 성격을 지녔다.142) 경비는 대부분 일반 국민들

로부터 징수한 회비로 충당되었다. 대한청년단의 일부는 나중에 국민방

위군으로 발전하였다.143) 대한청년단 또한 자유당의 기간단체가 되면서

독자적인 정치활동이 약화되었다.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단체는 대한노동총연맹(대한노총)이

있었다.144) 대한노총은 미군정기에 좌익이 결성한 전국노동조합전국평의

회(전평)에 대항하여 우익 정치세력에 의해 결성된 대한독립촉성노동총

연맹이 정부수립 이후 개칭한 것이었다. 즉 처음부터 노동자의 이해관계

142) 서중석,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2, 259면.

143) 그 밖의 청년단체로는 미군정에서 제헌국회의원선거를 치르기 위해 18세 이상 35
세 남자를 의무적으로 가입시키고 선거등록 강요, 투표 강요 등의 역할을 맡긴 향보
단과 그 후신인 민보단이 있었다. 민보단은 1950년 7월에 해산되었다.

144) 대한노총과 이승만 정권의 관계에 관하여는 임송자, “1950년대 노동조직과 이승만
ㆍ자유당권력과의 관계”, 한국사학보 제30호, 2008, 153∼189면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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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보다는 이념투쟁의 성격이 더 강하였다. 정부수립 이후 이승만 대통

령은 대한노총의 총재로 취임하였다. 대한노총은 내부 주도권 다툼에도

불구하고 자유당의 기간단체로서 정권의 영향력 범위 내에 있었다.

제 4 절 제2공화국의 정당체제

4․19혁명으로 등장한 제2공화국(민주당 정권)은 5․16군사정변으로

채 1년도 되지 않아 붕괴하였다. 혁명 이후 관헌국가체제의 억압에서 벗

어나 정치 사회적으로 자유로운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나 정치적 보수화

경향에는 변화가 없었다. 제2공화국의 정당체제는 의원내각제 도입, 민주

당의 독주, 민주당 내 구파와 신파의 대립, 자유당의 붕괴 그리고 혁신계

의 부진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승만 정권은 1960년 제4대 대통령선거에서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

선시키기 위하여 극심한 부정선거를 자행하였으나 학생들이 중심이 된

4․19혁명으로 붕괴하였다. 이후 허정 과도정부체제 하에서 내각책임제

로 헌법을 개정하였다. 이제 제도적으로 정당이 행정부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145)

헌법 개정 후 치러진 제5대 민의원․참의원선거에서 민주당은 전체 민

의원 의석의 3분의 2를 넘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반면 자유당은

사실상 와해되었다. 한편 이승만 정권 하에서 억압되었던 혁신세력은 사

회대중당과 한국사회당을 만들어 새로운 기대를 안고 적극적으로 선거에

145) 대한민국헌법[시행 1960.6.15.] [헌법 제4호, 1960.6.15., 일부개정]
제71조 ① 국무원은 민의원에서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을 가결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민의원해산을 결의하지 않는 한 총사직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참조.



- 54 -

임하였으나 두 당을 합쳐 민의원 5석에 그치는 참패를 맛보았다.146) 이

는 이미 대중들에게 반공사상이 철저하게 주입되었으며 앞으로도 혁신세

력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임을 의미했다.

민주당의 완승으로 끝난 선거결과는 외형상 일당체제를 의미했으나 민

주당 구파가 탈당하여 신민당을 창당하면서 다시 양당체제의 양상을 띠

게 되었다. 그러나 애초부터 구파와 신파의 갈등은 단순한 파벌 간 주도

권 다툼이었으며 사상적 차이나 정책적 차이에 기인한 것이 아니었으므

로 양당체제의 형성이 정치적 다양성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신

구파의 갈등은 정국의 불안정을 초래할 뿐이었다.

또한 민주당 정권은 학생, 자유주의 지식인으로 구성된 혁명 세력과

경찰, 관료, 기업가들이 포함된 반혁명 세력 간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

지 못함으로써 결국 양 측 모두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

다.147) 혁명세력은 제1공화국 시기에 정권의 비민주적인 행위나 부정축

재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였으나 민주당 정권은 미

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로 인해 혁명세력은 민주당 정권에 비판적인

입장으로 돌아서게 되었다. 또한 민주당 정권은 혁명세력의 압력에 의해

마지못해 반혁명세력에 대한 처벌을 가능케 하는 소급입법을 추진하면서

경찰, 관료, 기업가들의 협력도 얻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듯 민주당 정권은 국회 내에서의 압도적 위치에도 불구하고 당내

파벌 갈등과 여러 사회세력 간의 갈등을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하면서 불

안정한 상태가 지속되다가 5․16군사정변으로 붕괴하였다.

146) 두 정당의 전체득표율은 사회대중당 6%, 한국사회당 0.6%에 그쳐 민주당(42.7%)은
물론 무소속(46.8%)과도 큰 차이를 보였다. 혁신계의 동향에 관하여는 한승주, 제2공
화국과 한국의 민주주의, 89-103면 참조.

147) 이에 관하여는 한승주, 제2공화국과 한국의 민주주의, 137∼17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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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제1, 2공화국의 정당제도

제 1 절 정당등록제도의 실시

Ⅰ. 미군정법령 제55호 ‘정당에 관한 규칙’ 공포

미군정청은 1946년 2월 23일 6개 조항으로 구성된 미군정법령 제55호

‘정당에 관한 규칙’을 공포하였다.148) 동 규칙은 제1조 (가)항에서 ‘단체

또는 협회의 명의로나 단체 또는 협회가 행한 활동이 … 정부의 정책,

대외관계와 국민의 권리, 권력, 의무, 자유 내지 특권에 대하여 통치와

관련하여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을 때’에는 정치활동에 해당한다고 하

여 사실상 모든 사회적 활동을 정치활동으로 정의하면서, ‘정치적 활동을

행할 목적으로 단체 또는 협회를 조직하여서 어떤 형식으로나 정치적 활

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3인 이상의 각 단체는 이전 등록보고149)한 이외에

정당으로써 등록’해야 한다고 하였다. 동 규칙은 정당의 명칭이나 당헌과

같은 기본적 사항뿐만 아니라 전체 당원의 명부와 주소까지 제출할 것을

148) 법령55호, ‘정당에 관한 규칙’ 공포, 1946년 2월 23일, 자료대한민국사 제2권. 영문명
은 ‘Regulation of Political Parties'이다. 미군정법령총람 : 영문판, 한국법제연구회,
1971, 127-130면 참조.

149) 미군정청은 남한에 진주한 1945년 9월에 이미 정당의 등록을 실시한 바 있었다. 이
때의 등록은 주둔군 최고지휘관인 하지 중장과의 면담을 신청하기 위한 것으로 순수
한 정보제공 성격의 등록이었다. 등록사항은 정당명칭, 정당대표자 혹은 부대표의 성
명, 정당본부의 주소와 전화번호, 당원의 수, 서울 내에 거주하는 당원의 수였다.
“하지, 국내 각 정치단체 대표와 정례회견할 것을 발표”, 매일신보 1945년 9월 17일
자, 25일자, 27일자, 자료대한민국사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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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였다. 또한 특이하게도 자기 정당과 합동 또는 협력한 정당의 명칭

과 주소도 등록하도록 하였다. 이후 미군정은 동 규칙의 준수가 현실적

으로 어렵다는 비판150)을 일부 수용하여 1946년 4월 30일 미군정법령 제

79호로 전체 당원의 명부와 주소를 제출하도록 한 ‘정당에 관한 규칙’ 제

3조 (나)항 부분은 삭제하였다.151)

이 규칙은 단순히 정당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특정 행

위의 금지 및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엄격한 제재수단을 규정하고 있

었다. 비밀입당이나 단체가 정치적 영향을 미치기 쉬운 활동을 은밀히

행하는 것이 금지되었으며, 당원 이외 자로부터 재정상 원조를 받는 행

위도 금지되었다. 이러한 금지사항을 위반할 경우,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

할 뿐만 아니라 ‘보통당원 이상의 직무를 처리하거나 다른 권능세력을

행사하는 당원’도 이에 대해 연대하여 민사책임 또는 형사책임을 부담하

도록 하였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대한 제재조치는 정당사무소를 등록 없

이 이전할 경우 공보국장이 해당 정당의 해체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었다.

군정장관 Archer L. Lerch 소장은 동 규칙의 공포이유로 조선 내 정

치단체의 실태 파악, 국민의 알 권리를 들었다. 그러나 이는 대외적인 명

분에 불과했다. 실태 파악이나 알 권리 차원에서 정당 등록을 명하는 것

이라면 등록 없이 정당사무소를 이전했다는 사유만으로 정당을 해체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본 규칙의 실질적 목적은 치안유지였다. Lerch 소장은 “과거에 있어서

테러를 행하고 정당의 명칭을 이용하는 일이 적지 않았는바, 이 법령으

150) “실제에 있어 실행 불가능, 정당등록법에 반대성(反對聲) 치열”, 자유신문 1946년 2
월 28일자,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http://db.history.go.kr).

151) “법령 제55호 제3조 나항 폐지”, 서울신문 1946년 4월 27일자, 자료대한민국사 제2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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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그것이 방지될 것으로 믿는다.”라고 밝혔다.152) 실제로 당시 정치세력

들이 난립하는 혼란 속에서 테러나 폭력사건 자주 발생하고 있었다.153)

이를 억제하기 위해 모든 정치세력의 현황을 세세한 부분까지 미군정에

게 보고하도록 하고, 공개되지 않은 모든 활동과 당원 이외의 자로부터

의 재정지원을 금지한 것이다. 결국 위 규칙은 정당을 포함한 모든 정치

세력을 통제 및 감시 대상으로 바라보는 미군정의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

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미군정의 조치에 대해 특히 인민당, 공산당, 신민당 등 좌익계

열 정당 및 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였다.154)

“ … 세계근대법제 또는 세계민주주의 각국은 물론 과거 일본제국주의의

정당법에서도 볼 수 없을 만큼 민중의 정치적 활동을 제한한 것이다. 민

주주의국가의 정당에 대한 태도는 그 존재, 정책, 당무 등을 인식하고 □

□에 그칠 것이요 그 이상 간섭은 불필요한 것이다. 더구나 건국도상에

있는 조선민족의 사회적 활동은 그 어느 부문 그 어느 것을 물론하고 정

치적 색채를 띠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이것은 민중의 자력에 의한 건국

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3상회의 결정의 정신과도 상반한다. … ”155)

152) “러취 군정장관, 법령 제55호 정당에 관한 규칙 공포이유 천명”, 서울신문 1946년 2
월 27일자, 자료대한민국사 제2권.

153) 해방 이후 좌우의 다양한 정치세력은 적대세력에 대한 암살 등 테러를 벌였다.
1945년 12월 31일 한민당 수석총무 송진우의 암살이 그 대표적인 예이며 그밖에도
아래와 같은 여러 언론보도 또한 당시 정치상황을 짐작케 한다. “한민당총무 백관수
집에 수류탄투척사건 발생”, 동아일보 1945년 12월 18일자, 자료대한민국사 제1권;
“대동신문사, 자유신문사 등 습격파괴”, 서울신문 1946년 1월 7일자, 자료대한민국사
제2권; “조병옥 경무국장, 테러행위 근절하겠다고 밝힘”, 동아일보 1946년 1월 10일자,
자료대한민국사 제2권.

154) “독립동맹 등 40여 단체, 법령 제55호 정당에 관한 규칙 반대성명”, 서울신문 1946
년 2월 25일자, 자료대한민국사 제2권.

155) “신민당 등 23개 단체, 신한공사령의 철폐와 정당등록법 수정 결정서 발표”, 1946년
3월 23일자, 자료대한민국사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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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추어 위 규칙의 주된 목적은 특히 좌익세력 억제에 있었던 것

으로 짐작된다.156) 이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보부는 지속적으로 정

당․단체들에게 등록법령의 준수를 경고 및 독려하였고,157) 결국 남로당

등 좌익계열 정당 및 단체를 포함한 모든 단체들이 등록을 마쳤다.158)

미등록만으로 불법화되는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

다.

Ⅱ. ‘정당에 관한 규칙’에 따른 정당․단체의 등록취소처분

‘정당에 관한 규칙’은 제헌헌법 제100조159)를 근거로 정부 수립 이후에

도 정당, 단체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계속 활용되었다. 특히 1949년 10월

의 대규모 정당등록취소는 국민보도연맹 결성, 각종 국가보안법 사건 등

정부의 좌익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공보처는 1949년 10월 18일에 133개 정당․단체의 등록을 취소한다는

담화를 발표하였다.160) 그 내용은 정당사무소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변경

156) 같은 평가로는 한창규, “정당과 선거법”, 사회과학 제6권, 성균관대학교부설사회과
학연구소, 73-92면, 1967, 75면. 위 논문은 규칙 제정의 목적이 특히 좌익계열 정당의
파괴적 난동, 반군정적 정치활동을 방지하고 정당세력의 정확한 파악, 사회질서의 유
지, 민주정당의 육성발전을 달성하는 데 있었다고 보았다.

157) “공보부차장 이철원, 등록미필 정당 및 정치단체에 주의 환기”, 서울신문 1946년 4
월 9일자, 자료대한민국사 제2권; “공보부장 이철원, 정당등록법에 의해 등록된 정당
은 법준수 요망”, 서울신문 1946년 12월 17일자, 자료대한민국사 제3권; “공보부장, 정
당 및 사회단체 등록수속 촉구”, 1947년 9월 18일자, 자료대한민국사 제5권 참조.

158) 미군정의 언론 발표에 따르면 등록 결과 남한 내에서 중앙과 지방을 합쳐 451개
단체가 등록하였고 회원 총수는 860만 명에 달하였다. “러취, 법령 55호에 의한 등록
단체와 회원수에 대해 담화 발표”, 1946년 5월 29일자, 자료대한민국사 제2권.

159) 헌법 [시행 1948.7.17.] [헌법 제1호, 1948.7.17., 제정] 제100조 “현행법령은 이 헌법
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참조.

160) “이철원 공보처장, 정당․단체 정리와 관련된 담화 발표와 등록취소 처분 내용”,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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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하지 않은 정당․단체에 대하여 ‘정당에 관한 규칙’ 제2조 (가)항

을 적용하여 등록을 취소한다는 것이었다. 같은 해 12월 27일에도 같은

이유로 29개 정당․단체의 등록을 취소하였다.161) 공보처는 이를 유명무

실한 단체를 정리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하였으나 그 취소대상이나 당시

정치상황에 비추어 정치적 목적을 배제하기 어렵다.

10월 18일 발표된 명단 중 상당수는 좌익 정당․단체들로 추정된

다.162) 그 중 주요한 정당, 단체로는 남조선노동당(남로당)과 조선노동조

울신문 1949년 10월 18일자; “등록취소 정당․단체 명단”, 국도신문 1949년 10월 19일
자, 자료대한민국사 제14권.

161) “이철원 공보처장, 29개 정당단체의 등록을 취소”, 동아일보 1949년 12월 27일자,
자료대한민국사 제15권.

162) 공보처가 발표한 정당, 단체 명단은 다음과 같다(밑줄 친 정당․단체는 주요 좌익
정당․단체임).

◊ 정당(16개)

1. 남조선노동당 2. 근로인민당 3. 근로대중당 4. 사회민주당 5. 인민공화당 6. 대중당
7. 신한국민당 8. 불교청년당 9. 조선청년당 10. 민족사회당 11. 조선공화당 12. 민주
한국독립당 13. 대한민중당 14. 민주독립당 15. 한국민족사회당 16. 朝鮮新化黨

◊ 단체(117개)

1. 남조선여성동맹 2. 조선청년총동맹 3. 조선협동조합중앙연맹 4. 전국농민연맹 5. 조
선애국부녀동맹 6. 청년동원연맹 7. 조선음악동맹 8. 조선미술동맹 9. 조선문화단체총
연맹 10. 조선문학가연맹 11. 조선과학자연맹 12. 민중동맹 13. 노동청년총연맹 14. 청
년조선총연맹 15. 기독교민주동맹 16. 조선민주애국청년동맹 17. 조선영화동맹 18. 朝
鮮海員同盟 19. 민주학생연맹 20. 조선가극동맹 21. 혁명청년동맹 22. 조선민주연맹
23. 전국유교연맹 24. 조선보건연맹 25. 유학생동맹 26. 자주청년연맹 27. 남양제도귀
환자동맹회 28. 재일조선인연맹서울위원회 29. 한국학생동맹 30. 조선연극동맹중앙집
행위원회 31. 민주주의민족전선 32. 민주주의독립전선준비위원회 33. 조선노동조합전
국평의회 34. 반파쇼공동투쟁위원회 35. 반일운동자구원회 36. 조선인민원호회 37. 미
소공위대책정당사회단체협의회 38. 한국독립학생전선 39. 조선소년과학협회 40. 조선
과학여성회 41. 독립협회 42. 임시정부수립대책협의회 43. 재일조선과학기술협회 44.
조선기계기술협회 45. 조선제약기술협회 46. 海岸技術協會 47. 민주교양협회 48. 귀환
동포협회 49. 조선사회사업협회 50. 좌우합작촉성회 51. 한국독립동우회 52. 還球同友
會 53. 한족회 54. 중국학회 55. 조선농림기술협회 56. 조선대중음악협회 57. 健政同友
會 58. 조선민족대동회 59. 해안기술자협회 60. 조선산업재건협회 61. 조선군인가족원
호회 62. 한국군사원호회 63. 육·해·공군출신동지회 64. 대동청년단후원회 65. 대한민
국국민의회 66. 대한청년교회사업협회 67. 美鄕會 68. 조선정경학회 69. 조선영사기술



- 60 -

합전국평의회(전평), 민주주의민족전선(민전), 근로인민당163), 사회민주

당164) 등이 있다. 좌익세력은 미군정기에도 활동에 상당부분 제약을 받

았지만, 정부수립 이후 보다 대대적인 압박을 받았다. 미군정기에는 폭력

사건에 연루된 남로당 및 연계단체 인사들이 검거대상이었던 반면, 정부

수립 이후에는 온건좌익 또는 일부 중간파 정당, 단체의 간부들까지도

각종 혐의로 검거대상이 되었다.165) 또한 이 무렵 정부는 과거 좌익활동

경력자들을 국민보도연맹에 강제로 가입시켜 관리하였다.166) 그럼에도

협회 70. 同隣會 71. 신진민족협회 72. 正民會 73. 한국청년회 74. 韓國干城靑年會 75.
독립촉성애국부인회 76. 서북청년회 77. 조선광복군사동지회 78. 金陵同志會 79. 연변
동지회 80. 龜城郡民會 81. 대한민주여론협회 82. 대진흥학회 83. 조선과학기술연맹
84. 전국협동조합총본부 85. 전국노동조합전국위원회 86. 직업별노동조합전국위원회
87. 조선일반봉급자조합 88. 조선교통운수노동조합 89. 조선화학노동조합 90. 조선철
도노동조합 91. 조선어업노동조합 92. 조선약업노동조합 93. 조선금속노동조합 94. 조
선섬유노동조합 95. 朝鮮理容勞動組合 96. 朝鮮服製技工組合 97. 朝鮮洋靴職工組合 98.
조선목공조합 99. 조선출판노동조합 100. 조선토건노동조합 101. 조선체신노동조합
102. 조선광산노동조합 103. 조선식료노동조합 104. 조선전기노동조합 105. 대한독립
청년단 106. 국민청년단 107. 산업보국단 108. 조선민족해양청년단 109. 광복단 110.
國際探偵社 111. 조선문화서적교환사 112. 商務社 113. 평화사 114. 靑矜社 115. 救國
團 116. 正信儒道院 117. 조선학군구락부
“이철원 공보처장, 정당·단체 정리와 관련된 담화 발표와 등록취소 처분 내용”, 국도
신문 1949년 10월 19일자, 자료대한민국사 제14권.
한편 그 명칭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당시 ‘00연맹’, ‘00동맹’은 좌익 단체의 명칭
으로 자주 사용되었던 점을 생각해보면 위 단체들 중 상당수가 좌익성향으로 추정된
다. 그 외에도 가령 명칭에서는 그 이념지향이 드러나지 않는 불교청년단, 조선소년
과학협회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인 1948년 9월 북한 최고인민회의를 절대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한 점에 비추어 좌익 단체로 생각된다. ‘社會民主黨 등 18개 정당·사회단
체, 북한 조선최고인민회의 지지성명을 발표’, 독립신보 1948년 9월 3일자, 자료대한
민국사 제8권.

163) 근로인민당은 여운형 등 온건좌파세력이 1947년 5월 창당한 정당이나 동년 7월 여
운형의 암살로 세력이 약화되었다.

164) 사회민주당은 여운형의 동생인 여운홍이 1946년 5월 22일 창당한 정당이다. 1949년
이후 대표가 바뀌면서 급속시 쇠퇴하였다.

165) “수도경찰청, 근로인민당간부 등 53명 송청”, 조선일보 1948년 8월 6일자, 자료대한
민국사 제7권; “수도경찰청, 폭동음모 혐의로 정계·언론계 등 인사 7백명을 검거”, 한
성일보 1948년 11월 6일자, 자료대한민국사 제9권 참조.

166) “국민보도연맹 결성”, 동아일보 1949년 4월 23일자, 자료대한민국사 제1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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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 정당, 단체들은 여전히 공보처에 등록되어 있는 정당, 단체로서 아

직까지 명확하게 불법결사로 규정된 것은 아니었다.167) 이러한 상황에서

공보처의 등록취소 처분은 이들 좌익성향 정당, 단체를 미등록 정당, 단

체로 만들어 불법결사임을 명확히 선언하는 의미가 있었다.168) 공보처의

처분 이후 1949년 12월경에는 해산된 정당, 단체 소속인사들의 전향성명,

탈당성명이 잇따랐는데,169) 이를 통해 정당, 단체의 등록취소처분이 사회

적으로 미친 파급효과가 상당하였다고 추론할 수 있다.

Ⅲ. 국회의 ‘정당에 관한 규칙’ 폐지 노력

군사적 점령상태에서나 통용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정당에 관한

규칙이 정부수립 이후에도 계속 적용되는 것에 대하여 문제제기가 없을

수 없었다. 이미 1950년 국회의원선거에서 관권개입을 경험한 바 있는

제2대 국회는 부산정치파동 직전인 1952년 4월 정치운동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선거운동에서의 관권개입을 방지하고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

하려고 하였다.170)

1952년 4월 15일, 엄상섭 의원이 발의한 ‘정치운동규제법안’이 국회 본

167) 서중석,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 2, 228면는 국회프락치 사건에 관한 정부 측 선전도
서인 “김호익 수사일기”에서 사찰계 형사들이 남로당원을 뒤쫓으면서도 체포하지 않
은 이유를 ‘그들이 뚜렷한 범법을 저지르지 않는 한 남로당 간부라고 하더라도 체포
하는 것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설명은 경찰 측의 일방적인 설명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오히려 1949년 여러 언론 보
도를 종합하면 남로당에 대하여는 국회프락치 사건 이전부터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어
조직 및 가입 자체로 검거의 대상이었다.

168) 해체된 정당의 간부 또는 당원의 활동은 법령 위반이었다(정당에 관한 규칙 제2조
가항).

169) 자세한 내용은 서중석,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2, 270-272면 참조.

170) 송석윤, “독일헌법상 정당조항과 그 한국적 이식- 비교법사회학적 접근 -”, 127면.



- 62 -

회의에 긴급상정 되었다.171) 법제사법위원장 김의준은 본 법안의 취지를

“정치적 변동기에 있어서 직권 또는 폭행으로서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공무원을 엄벌에 처하자”는 것과 “정치적 단체는 행정적 관권을 보유치

않는 국회사무처에 등록함으로써 본 법의 보호를 받게 해서 정치 단체의

자유로운 육성을 기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 법안은 선거기일

3개월 전부터 선거일 후 1월의 기간 및 헌법개정안 공고일로부터 그 의

결 후 1월의 기간 동안은 정치변동기로서(제6조) 이 기간에는 폭력 또는

절도의 현행범이 아닌 한 정당의 임원으로 등록된 자는 물론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를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으며(제7조), 이를 위반하는 경찰,

검찰, 군인 공무원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였다(제8

조). 또한 정당을 ‘국회 또는 그 폐회 중에는 국회의장의 인정을 얻어 국

회사무처에 등록된 것으로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라고 정

의(제3조)하여 정당의 등록처를 공보처에서 국회 사무처로 변경하려 하

였다. 등록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회의장이 정하도록 하였으며(제12조)

특히 부칙에서는 군정법령 제55호를 폐지하도록 하고 있었다.

당시는 최초의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치러지기 직전으로,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추진 중이던 원외자유당 소속 후보자들을 당선시키기 위해 관권

이 개입된 극심한 부정선거가 자행되고 있었다.172) 4월 15일, 16일 이틀

동안 진행된 법안 심사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은 관권선거의 심각성을 강

하게 지적하였다. 특히 엄상섭 의원과 서민호 의원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극심한 관권선거를 규탄하였다. 이들은 경찰이 자유당 당원이 아닌

171) 이하의 국회 논의 내용은 국회본회의 회의록, 제12회 제45차(4.15.), 제46차(4.16.),
제2대 국회 회의록 참조, 국회전자도서관 홈페이지(http://dl.nanet.go.kr), 최종검색일 :
2017. 1. 11. 이하에서 인용된 모든 국회본회의 회의록의 출처는 국회전자도서관 홈페
이지이며, 최종검색일은 2017. 1. 11.이다.

172) 1952년 4월 25일 시 읍 면의회, 5월 10일 도의회 선거가 각각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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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대해서는 입후보 단계에서 갖가지 이유를 들어 후보자나 그 운동원

을 체포 구금함으로써 입후보를 좌절시키고, 설령 입후보 하더라도 경찰

관이 사찰하면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입후보를 사퇴시키고 있다고 고

발하였다. 또한 지방의 재력가가 자유당 입당을 거부했다가 구금당하는

일도 있었으며, 전남에서는 무려 62개 면에서 자유당 소속 후보가 무투

표 당선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하였다. 각 지역에서는 관권의 사주를 받은

국회의원 소환운동이 심각하였다.173)

이 법안의 제1, 2독회에서는 여러 의원들이 나서서 발언하여 어느 때

보다도 격론이 오갔다. 가장 치열하게 대립한 부분은 정치변동기(선거운

동 기간)에 폭력, 절도의 현행범 외에는 체포, 구금하지 못하도록 한 조

항과 이를 위반한 공무원을 중하게 처벌하는 조항의 도입 문제였다.

법안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선거법 등 기존의 법으로도 공무원의 불법

행위를 처벌할 수 있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174) 또한 이 법안대로

라면 선거 기간에는 각종 범죄자들은 물론 좌익의 국가 전복 음모를 파

악하더라도 그것이 폭력으로 현실화되기 전까지 경찰이 수수방관할 수밖

에 없게 되어 현재 진행 중인 전쟁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였

다. 반면 찬성 측은 현재 민주주의와 정치적 자유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고 독재정치로 나아갈 우려가 있으므로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해서 극

약처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175)

한편 정당등록처를 국회로 한 부분에 대하여 반대 측은 정부의 행정권

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삼권분립에 어긋나며, 이 법이 시행될 경우 공산

173) 대통령직선제 개헌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은 민의에 반하는 자이므로 지역 주민들이
소환하겠다며 집회를 여는 국회의원 소환운동이 전개되고 있었다. 이는 민의를 조작
하고 국회의원들을 압박하려는 목적 하에 관권과 원외자유당이 민중을 동원한 것이
었다.

174) 황병규, 조주영, 김정식, 임영신 의원.

175) 엄상섭, 김광준, 이종형, 서이환, 서민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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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단체의 등록을 막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찬성 측

은 절대적인 삼권분립이라는 것은 없으므로 국회에 등록하도록 한 것에

문제가 없으며 국회에서도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불법단체는 애초에 등록

을 받지 않을 것이므로 이 또한 문제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다. 그런데

이 쟁점에 대해서는 법안의 제안자인 엄상섭 의원이 ‘다른 의원들이 반

대한다면 등록처를 현행대로 공보처로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는 뜻을 밝

혀 찬반 대립이 비교적 심하지 않았다. 등록처를 어디로 할 것인지 보다

는 정당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야당 의원들은 공보처가 등록사무 권한으로 정당을

통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서도 아직까지 그것을 심각하거나 당면한

문제로 인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제2독회 축조심사에서 법안 명칭이 ‘정치운동에 관한 법률’로 바뀌고,

정치운동종사자와 정치변동기의 정의, 체포 구금이 금지되는 대상 범죄

등에 관하여 일부 수정이 이루어진 후 법안이 통과되었다. 정당등록 사

무는 국회사무처가 아닌 공보처에서 계속 담당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이 법률은 관권이 직접적으로 또는 폭력배 등을 동원하여 선거운동을 포

함한 정치활동에 광범위하게 개입하던 당시의 상황 속에서 아직 권위주

의적 국가체제에 완전히 편입되지 않았던 국회가 자구책을 마련한 것으

로 이해할 수 있다.176)

그러나 이 법률은 이승만 대통령의 거부로 공포 시행되지 못했다. 이

승만 대통령은 1952년 4월 29일 거부권을 행사하여 재의를 요구하였다.

국회는 1년 후인 1953년 5월 30일 이 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지만177)

176) 송석윤, “정치체계의 신진대사와 정치관계법”, 헌법과 정치, 경인문화사, 2007,
165-200면, 172면.

177) 국회사무처, 대한민국 법률안 연혁집 9권, 1992, 9064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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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계속 이 법률의 공포를 거부하고 오히려 여섯 차례에 걸쳐 이 법

률의 폐지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였다.178) 결국 제1공화국 내내 미군정

법령이 계속 적용되었고, 이 법률은 제2공화국이 성립한 후인 1960년 10

월 13일에야 비로소 공포 및 시행되었다.

Ⅳ. 공보실의 자의적인 등록사무 행정

1949년의 대대적인 등록취소처분 이후 한동안 정당, 단체의 등록취소

처분이 정치적으로 사건화되지 않았다. 1955년 한 차례 공보실이 담화와

함께 17개 정당, 단체의 등록을 취소한 일이 있으나 등록 취소된 정당,

단체들의 명단을 볼 때 그 명칭에서 이념적 또는 정치적인 성격을 유추

할 수 있는 정당, 단체는 보이지 않는다.179) 이는 사회 전반에 반공사상

이 강화되면서 좌익성향의 단체가 공식적으로 결성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보실은 여전히 자의적이고 불투명한 행정으로 정당, 단체의

활동을 심리적으로 위축시켰다. 공보실은 등록증 발급 시 자유당과 야당

들을 차별적으로 취급하였다. 여당인 자유당은 1951년 12월 18일에 등록

을 계출하고 바로 다음날인 19일에 등록증이 교부된 반면, 민주당은

1956년 1월 24일에 등록을 계출하였으나 그해 8월 20일에야 등록증이

교부되었다. 그 외에도 1958년 1월 29일 공보처는 2개월 전에 등록신청

178) 제헌헌법은 제40조에서 대통령은 국회에서 재의결된 법률을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대통령이 이를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을 경우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이러한 법적 공백으로 인해 대통령의 일방적인 거부로 국회의 입법권이 무력
화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참고로 현행 헌법 제53조 제6항은 이 경우 국회의장이 공
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79) “17개 단체 해체, 갈 공보실장 담화”, 동아일보 1955년 3월 16일자, 네이버 뉴스 라
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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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제출한 민혁당에 대해 등록사무가 끝나지 않아 미등록정당으로 간

주한다고 밝히면서도 등록이 미필된 이유에 대하여는 뚜렷한 해명을 내

놓지 않았다.180) 공보실의 이러한 해석으로 민혁당은 의원을 보유하고

등록을 마친 정당임에도 제4대 민의원선거에서 선거법에 따른 선거위원

을 위촉할 자격을 상실하였다.181)

또한 1956년 8월 4일에는 기존에 이미 등록된 정당사회단체로 하여금

8월 10일까지 “등록증 갱신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단체는 단체활동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

다고 발표하였다.182) 그러나 사무적인 조치 외에 별다른 사유가 있는 것

은 아니라며 재등록의 명확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러한 정부 당

국의 자의적이고 권위적인 태도에서 정당․단체와 같은 사회세력을 통제

대상으로 바라보는 권위주의적 시각을 읽을 수 있다.

Ⅴ. 진보당 사건과 정당등록취소처분

공보처의 이러한 자의적인 행정에도 불구하고 1958년 이전까지 정당등

록 문제가 정치쟁점화 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제4대 민의원 선거를 앞두

고 정부가 진보당의 선거 참여를 막기 위해 일으킨 진보당 사건에서는

정당에 관한 규칙이 국가가 정치세력을 탄압하는 직접적인 도구로 활용

180) “등록증 교부로 발효, 공보실 정당단체 합법성에 해명”, 동아일보 1958년 1월 29일
자,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181) 민의원선거법 제27조 제6항은 각급선거위원회위원에 원내에 의석을 가진 등록된
정당이 추천한 자 중에서 2인을 참가시키되 여야 1인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공보실은 등록증이 교부되지 않았으므로 미등록정당이라는 자의적인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182) “정당 등 재등록 8월 10일까지”, 동아일보 1956년 8월 15일자, 네이버 뉴스 라이브
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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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183)184) 정부가 이 규칙을 근거법령으로 삼아 진보당의 등록을 취소

하고 해체시킨 것이다.

진보당 사건은 경찰이 1958년 1월 13일 위원장 조봉암을 비롯한 진보

당 간부 7명을 간첩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구속하면서 시작되었다.185) 검찰총장은 1월 13일 기자들에게

“진보당은 불법결사된 단체다”라고 언명하였다.186) 그 다음날 공보실장

은 ‘진보당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정당등록취소를 할 것인가’라는 기자의

183) 박기출, 한국정치사, 이화, 2004, 272-273면은 진보당 사건이 나기 전인 1957년 10
월 자유당의 이기붕, 민주당의 조병옥, 무소속의 장택상 등은 서로 회동하여 선거법
의 국회처리를 두고 3파가 서로 협조하기로 합의했는데, 이 자리에서 “진보당에 대해
서 어떤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최소한 1958년의 선거에는 참가하지 못하게
해야한다는 데 일치한 것이다”라고 서술하였다. 박기출은 이 내용은 훗날 장택상으로
부터 직접 들은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출(1909∼1977)은 의사이자 정치가로, 진보당 사건 당시 진보당 부위원장으로서
조봉암과 함께 구속되었다가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인물이다. 위 책은 박
기출이 자신의 정치경험을 바탕으로 8․15 광복 이후 1976년까지 한국정치사를 정리
한 책으로, 1976년 일본 도쿄에서 처음 발간되었다(박기출, 한국정치사, 민족통일문제
연구원, 1976 참조).

184) 신두영 비망록(제1공화국 국무회의)에 따르면 진보당 사건은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
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일으킨 사건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8년 1월 14일 국무회의
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무시하는 남북협상과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 진보당이
불법단체냐 여부는 조사결과 밝혀질 것입니다’라는 내무장관의 보고에 대해 “조봉암
은 벌써 조치됐어야 할 인물이다”고 평하며 철저한 조사를 당부하였다. 또한 2월 4일
국무회의에서는 재무장관이 진보당에 자금을 융통한 국내기업가들에 대해서는 융자
는 물론 기타 여러 방법으로 사업을 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며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이승만에게 보고하였다. 이후에도 국무회의에서는 지속적으로 공판 경과가 보
고되었고, 가벼운 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한 이승만 대통령의 질타와 그 대책이
논의되었다. “제1공화국 국무회의 <8> 사형 구형 조봉암 1심서 5년 선고”, 경향신문
1990년 6월 14일자,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제1공화국의 공식 국무회의록은 남아있지 않으나, 제1공화국 말기에 국무원 사무국장
으로 재직 중이던 신두영이 1958년 1월부터 1960년 7월까지 315회의 국무회의 토의
내용을 기록한 비망록이 발굴되어 경향신문에 1990년 4월 19일부터 30회에 걸쳐 연
재되었다. 이 비망록은 현재 국가기록원에 보관되어 있다.

185) “진보당 간부 7명 구속”, 동아일보 1958년 1월 14일자,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186) “진보당을 불법 결사로 규정”, 동아일보 1958년 1월 14일자,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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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검찰당국으로부터 현재 아무런 공식연락도 받지 않았다. 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에 대한 조처는 법에 의해 의하여서만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하였다.187) 그러나 진보당 간부들이 구속

되자마자 검찰총장이 진보당을 불법결사라고 단언하고, 이후 언론에서

진보당 등록취소 문제가 거론되다가 결국 1개월 만에 공보처가 정당등록

취소처분을 내린 일련의 전개과정을 고려하면 정부가 사건초기부터 이미

등록취소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공보실은 등록취소 전인 1월 말경에 진보당에 관한 직접적인 언

급 없이 정당 등록제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모호한 발언을 하기도 하

였다. 이는 공보실이 단순한 정당, 단체 등록기관이 아니라 그 합법성에

관한 판단권한을 가진 기관임을 내비친 것이었고 나아가 진보당의 등록

을 취소할 수 있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 … (공보실의 정당 사회단체 등록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 선전국장

은 등록제라는 것이 허가제와는 전혀 성질이 다른 것이며 등록이 끝났음

을 증명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등록증은 다만 정당에서 대외적으로 합법

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편의를 보아주는 것임을 명백히 하였다.

또한 오 공보실장은 지난 14일 등록사무의 한계를 일방적으로 등록 서

류를 제출하여 그 서류가 접수되면 등록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며 당국으

로서 정당 단체의 등록요건의 구비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등록

사무는 필하는 것이며 이를 정당 단체에 통고하기 위하여 등록증이 교부

되는 것이라고 밝혔으며 군정법령 제55호의 법해석에 있어서 등록은 의

무적이기 때문에 등록사무가 완료되지 않으면 그 정당 단체는 합법성을

상실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등록요건에 변경이 생기면 정당 단체의 등

록을 취소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188)

187) “법에 의해 취소 가능”, 동아일보 1958년 1월 15일자,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188) “등록증 교부로 발효, 공보실 정당단체 합법성에 해명”, 동아일보 1958년 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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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언론은 공보실이 계출제(신고제)가 명백한 군정법령을 마치

허가제인 것처럼 언급한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하였다.

“허가제가 아닌 정당의 등록은 군정법령 제55조 제1호에 규정된 서류

만 갖추어서 공보실에 계출만 하면 “등록에 관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

은 일반적으로 당연화된 문제(이다) … 작금에 와서 정부당국자들은 “등

록계출”을 접수하였다 할지라도 마치 음식점의 면허장 모양으로 “정당단

체등록증”이 교부되어야만 등록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 야릇한 견해

를 표명하여 정계에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 … 정당의 등록이 허가제냐?

계출제냐? 하는 것쯤은 법을 배운 사람들 같으면 알고도 남음이 있다고

하겠지만 … 정당의 등록증이 정당에 따라서는 하루사이에 덜컥 나올 수

도 있고 몇 달이 지나가도 우물쭈물 될 수도 있다는 이유는 뻔히 짐작이

가면서도 알 수가 없는 일.”189)

결국 공보실은 2월 25일 전격적으로 진보당 정당등록취소를 발표하였

다. 공보실장은 구속된 진보당 간부들에 대한 판결은 법원의 권한이지만

“정당등록에 관한 사항은 공보실의 소관이며 따라서 정당이 국법에 저촉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의법조치하는 것은 공보실의 직책”이라고

주장하였다. 공보실 당국자는 진보당의 국시위반·공산당과의 내통만으로

도 진보당 해체의 충분한 법적요건이 되며, 굳이 관계법령을 밝히면 미

군정법령 제55호 전항(全項), 특히 비밀당원, 당원 이외로부터 재정원조

의 불법성, 보통당원 이상의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허위의 당보고 작성

등이 근거가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미군정법령에서 정당등록의 취소사유는 등록 없이 정당사무소

를 이전한 경우뿐이었는데 공보실이 근거로 든 사유 중에 이에 관한 부

자,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189) “정당등록이냐 허가냐 효력발생에 알쑹달쑹한 해석”, 동아일보 1958년 1월 30일자,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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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은 없었으므로 엄밀히 말하면 미군정법령은 등록취소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보실은 사실상 법적근거 없이 정당등록

취소를 강행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위법처분에 대한 여론의 비판은 크지 않았다. 일부 언

론은 공보실의 조치를 조심스럽게 비판하였지만, 보수 야당인 민주당은

진보당 사건에 대해 침묵하고 방관하였다. 언론은 확정판결에 의해 위법

행위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확정된 것을 전제로 취소처분을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였다.190) 또한 국민의 자유권 보장의 측면에서

볼 때 군정법령 중 언론, 집회, 결사에 관한 조항들이 자주적인 대한민국

의 주권 하에서 유효인지에 관하여도 의문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진보

당이라는 정당이 공산당과 내통하였거나, 또는 그에 유사한 결사라고 할

진대 이를 불법화함도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등 진보당 사건 자체와

는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진보당은 공보실을 상대로 즉각 등록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

하고 가처분을 신청하였다.191) 진보당의 대리인 김춘봉 변호사는 정강정

책이야말로 당의 근원을 이루는 만큼 당원 개개인이나 당 간부의 행동이

당의 근본이념을 좌우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소송에 대한 판결은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958년

7월 5일 보도에서는 “이미 담당판사가 결심해 놓았으나 형사사건의 판결

결과를 보아 언도하기 위하여 그 결말이 천연되어 왔는데 진보당 자체가

불법 결사가 아니라는 형사사건의 판결이 내린 바 있”다고 하여 등록취

소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곧 내려질 것임을 암시하였다.192) 그런데 이

190) “진보당 등록취소는 확정판결 후에도 늦지 않다”, 경향신문 1958년 2월 27일자, 네
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191) “진보당 등록취소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 동아일보 1958년 3월 2일자,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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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관련 보도가 없다가, 해를 넘겨 1959년 2월 27일에서야 서울고법 홍

일원 부장판사 주심으로 3월 20일에 공판이 개정된다는 언론보도가 등장

한다.193) 그리고 그 뒤로 후속 보도가 나오지 않는다.194) 이렇듯 담당판

사가 변경되고 반년이나 재판이 미루어진 배경에는 사법부에 대한 이승

만 정권의 압력이 작용하였을 여지가 크다고 추정된다.195)

한편 조봉암은 1959년 2월 27일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사형

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평화통일을 주

창한 진보당의 강령정책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북한괴뢰의 평화통일

론과 내통한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도, 진보당이 조봉암이 주동이 되어

북한괴뢰와 밀통야합할 목적으로 창당된 정당이므로 불법단체임을 면치

못한다고 판단하였다.196)

이처럼 진보당 사건은 제1공화국에서 정당이 국가로부터 보호 받지 못

192) “행소판결이 주목, 진보당 등록취소 사건”, 1958년 7월 5일자, 네이버 뉴스 라이브
러리.

193) “來 20일에 첫 공판, 진보당 등록취소의 행소”, 1959년 2월 27일자, 네이버 뉴스 라
이브러리.

194) 1959년 2월 27일 조봉암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 대법원 판결에서 진보당을 불법단
체로 규정하였으므로, 만약 행정소송에서 판결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같은 결론이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195) 가령 이승만은 국무회의에서 조봉암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만 인정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대하여 “법관들만 무제한 자유가 허용된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 이러한 판사들은 처리하는 방법이 없는지 모르겠다.”, “조봉암 사건 1심
판결은 말도 안 된다. 그 판사를 처단하려 했으나 여러 가지 점을 생각해 중지했다.
… 헌법을 고쳐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강한 불만을 표시
하였으며, 결국 1심 판결을 선고한 유병진 판사는 같은 해인 1958년 법관연임에서 탈
락하였다. 이렇듯 사법부의 독립이 보장되지 않는 당시 상황으로 볼 때, 등록취소처
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정권 차원의 압력이 가해졌을 것으로 추
정해볼 수 있다.
“제1공화국 국무회의 <8> 사형 구형 조봉암 1심서 5년 선고”, 경향신문 1990년 6월
14일자,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196) 권대복 편, 대법원 판결문, 진보당, 지양사, 1985, 267면; “조봉암․양명산에 사형”,
경향신문 1959년 2월 27일자,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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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부에 의해 언제든지 명확한 근거 없이도 해산

될 수 있는 처지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Ⅵ. 1960년 헌법의 정당조항 도입과 정당제도 정상화 노력

4 19혁명으로 제1공화국이 붕괴한 이후 민주당의 주도로 이루어진 제3

차 헌법 개정을 통해 헌법에 정당에 관한 조항이 최초로 도입됨으로써

정당은 그 존립을 헌법 차원에서 보장받게 되었다. 언론, 출판, 집회, 결

사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3조 제1항에 이어 정당의 보호와 정당해산

심판제도를 규정한 제2항이 추가되었다.197) 이제 정당은 행정부의 행정

처분만으로 해산될 수 없으며 그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

서에 위배되는 경우에 한하여 헌법재판소의 판결로써만 해산될 수 있게

되었다.

헌법 제13조 제2항은 독일기본법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198) 국회내

각책임제개헌기초위원회는 개헌안 요강에서 정당조항 도입 방침을 밝혔

는데, 개헌안 공청회에서도 대체로 여기에 찬성하는 분위기였다.199) 국회

197) 한편 제1항에서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의 법률유보(‘법률에 의하지 아니하
고는’) 부분이 삭제되었다.
대한민국 헌법[시행 1960.6.15.] [헌법 제4호, 1960.6.15., 일부개정]
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② 정당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단,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소추
하고 헌법재판소가 판결로써 그 정당의 해산을 명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참조.

198) “개헌안 공청회, 내5일(來五日)에 개최”, 동아일보 1960년 5월 2일자,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199) “대통령간선제가 지배적, 내각책임제개헌안공청회대성황, 양원제엔 의견불일치, 대
통령거부권은 폐지, 선거관리내각제도는 불필요”, 경향신문 1960년 5월 5일자,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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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책임제개헌기초위원회 정헌주 위원장은 국회에서 개헌안 제안이유를

설명하면서 정당조항의 취지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 다음으로 개헌안에 있어서는 이태리헌법 및 서독헌법의 전례에 따

라서 제13조 2항에 정당에 관한 규정을 헌법에 두는 것은 정당의 자유를

좀 더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까닭입니다. 사실 정당에 관한 규정이

없는 현행헌법에 있어서는 정당의 자유는 제13조의 집회, 결사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당이 이와 같이 일반적인 집회, 결사의 자유에 의해서만 그

자유가 보장될 때에는 어떠한 이유에 의하여 정당을 불법화하는 경우에

도 진보당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정부의 일방적인 해산처분에 의하게 되

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헌안에 있어서 정당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는 이유는 정당의

국가기관적 성격을 확인하고 야당의 육성을 위하여 정당의 자유를 일반

적인 집회, 결사의 자유로부터 분리한 다음 그 자유의 고도의 보장을 위

하여 정당이 불법화되는 경우를 그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의 민주적 기

본질서”에 위배되는 경우에만 국한하고 그 해산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정부의 소추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판결로써 하게 하겠읍니다. 여기에서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이란 공산당은 물론 일당독재

를 위한 파시스트 정당, 왕정복고를 위한 정당 등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

다.”200)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위 발언에서 “정당의 국가기관적 성격을 확인”한

다는 표현이다. 이 표현은 당시 독일헌법학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던

라이프홀츠의 정당국가론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맥상으로

200)내각책임제개헌안 기초위원회, “개헌안제안이유설명서”, 국회도서관, 헌법개정회의록
(제4대국회), 1968, 72-121면, 86면 이하 ; 국회본회의 회의록, 제35회 제33차
(1960.6.10), 제4대 국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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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때 이 표현은 정당의 존재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의미로 사용된 것

으로 보이며, 라이프홀츠의 정당국가론을 수용하는 의미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라이프홀츠는 정당이 국가기관으로 통합된다고 보았는데, 이는

정당의 자유를 강조하는 위 발언의 취지와는 맞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제1공화국에서 야당에 대한 탄압수단으로 악용되었던 미군정법령

제55호 ‘정당에 관한 규칙’은 민주당 정권이 1960년 10월 13일 ‘정치운동

에 관한 법률’을 공포․시행하면서 동 법률 부칙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이 법률은 제1공화국에서 이미 의결, 재의결되었던 법률을 별도 의결 없

이 공포한 것이다.

이에 앞서 1960년 7월에는 ‘정당에 관한 규칙’을 대체하는 ‘신문 등 및

정당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제1공화국에서 야

당인 민주당에 의해 이미 주장된 바 있었다. 당시 법안 발의 계기는

1959년 4월 30일 정부가 미군정법령 제88호를 근거로 야당성향의 경향

신문의 발행허가를 취소한 ‘경향신문 정간 사건’이었다. 민주당은 기존

미군정법령 제55호와 제88호가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정당과

신문 기타 정기간행물의 등록 시 정부는 형식상 불비가 없는 한 등록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주장했었다.201)

‘신문 등 및 정당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은 정당 등록사항으로 명칭,

정강, 정책, 당헌 등 규약,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와 주요간부의 성명 및

주소, 조직년월일 등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항을 등록하고(제3조) 인원,

활동, 회계 개황을 매년 1월 말일까지 보고하도록 하였다(제4조). 등록의

무 위반 시 20만환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였다(제5조). 이 법률은 어떠한

사유로도 정당등록을 취소하는 조항을 두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당 설립

의 자유를 보장하는 진정한 의미의 ‘등록제’였다.

201) “신문정당등록법 곧 제안”, 동아일보 1959년 6월 24일자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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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헌법에 정당 보호 및 정당해산제도에 관한 조항이 도입되고

‘정치운동에 관한 법률’과 ‘신문 등 및 정당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 시

행됨으로써 정당의 헌법적 지위가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을 선언한 헌법

정신에 부합하게 정상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듬해 5․16군사정변으로 제2공화국이 무너지면서 이러한 헌

법조항과 법률은 시행될 틈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다. 군부세력은 국가재

건회의포고 제6호(1961. 5. 22. 제정․시행)로 모든 정당사회단체를 해체

하였다. 그리고 민정이양을 앞둔 1962년 말 헌법을 개정하고 정당법을

제정함으로써 새로운 정당제도를 도입하였다.

제 2 절 원내교섭단체제도의 도입

Ⅰ. 제헌국회 초기의 국회운영

김구, 김규식 등 남북협상파 및 중간파의 불참 속에 1948년 5월 10일

실시된 제헌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전국 198개 선거구에서 총 942명의 후보

가 출마하였는데 이 중 45개가 넘는 정당, 단체에서 527명의 후보자가

출마하였으며 무소속 출마자는 415명이었다.202) 선거결과 대한독립촉성

국민회(55명), 한국민주당(29명), 대동청년단(12명), 조선민족청년단(6명)

을 제외한 12개 정당, 단체는 각각 1∼2명의 당선자를 내는 데 그쳤다.

반면 무소속 당선자는 85명으로 그 비율이 43%에 달하였다.203)

202) 북한지역에 배정된 100명을 제외하면 국회 정원은 200명이었으나 제주 4․3사건으
로 북제주 갑․을 선거구는 선거가 치러지지 못하고 이듬해인 1949년 5월 10일 실시
되었다.

20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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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통계는 당시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추천제도가 실시되

지 않는 상황에서 각 후보자가 입후보시 본인의 소속단체를 기재한 것이

어서 선거결과를 정확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무소속 당선자 중 대

다수는 한민당계 혹은 한독당 및 중간진영으로 분류되었다.204) 당선자들

중에는 2, 3개 정당, 단체에 중복 가입되어 있는 자들이 많아 정치세력들

조차도 원내세력 분포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다. 국회 개원 당시

원내세력은 크게 한민당, 태백구락부205), 무소속구락부206), 3․1구락부207)

등으로 나뉘었으나 이후에도 이합집산이 수시로 일어났다.208)

제헌국회는 개원 다음날부터 헌법 및 정부조직법, 국회법 기초에 착수

하였다. 국회 개원 둘째 날인 6월 1일에는 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

회(30명)와 국회법 기초위원회(15명) 위원을 선정할 전형위원 10인을 선

출하는 방식을 놓고 논쟁이 일어났다.209) 각 도별로 한 명씩 선정하자는

의견210)과 각 의원은 어떤 지방이나 당파의 대표가 아니므로 인물본위로

연기무기명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211)이 대립하였다. 결국 표결

204) 대한민국국회 60년사, 국회사무처, 2008, 8면; “한민당 국회소집 요구”, 조선일보
1948년 5월 22일자,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영도권 장악에 포섭공작 활발”, 동아일
보 1948년 5월 20일자,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특히 동아일보는 무소속 중에도 순
수한 무소속은 10명 내외이며 한국독립당과 중간진영이 30명 내외, 나머지는 한민당
당원이거나 노선을 같이 하는 자들이라는 구체적인 분석을 내놓았다.

205) “영우회 출신 국회의원 태백구락부 결성”, 서울신문 1948년 6월 25일자, 자료대한민
국사 제7권.

206) 구락부(俱樂部)는 클럽(club)의 일본식 음역어이다.

207) “국회 내에 무소속 구락부, 3․1 구락부 결성”, 조선일보, 서울신문 1948년 6월 12
일자, 자료대한민국사 제7권, 무소속 구락부는 신익희, 지청천, 진헌식 등 독촉, 대동
청년단, 무소속 일부를 포함한 50여명 의원의 모임이며 3․1구락부는 배헌, 김봉두,
조봉암 등 60여명 의원의 모임이다.

208) 제헌국회 기간 정파 변동의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국회 60년사, 2008, 20-22면; 국
회사무처, 의정자료집 : 제헌국회∼제16대국회, 2004, 99-100면 참조.

209) 국회본회의 회의록, 제1회 제2차(1948.6.1.), 제1대 국회 회의록.

210) 진헌식, 박해극, 김동준 의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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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에 도별로 전형위원을 선정하는 방안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다음날 전형위원들이 선정한 기초위원 명단이 보고되자 헌법

기초위원회에 농민과 노동자를 대변할 사람이 빠졌다는 지적212)과 한독

당이나 민족청년단, 기타 소수정당이 제외되고 독촉(11명)과 한민당(9명)

위주로 선정되었다는 반발213)이 제기되었다. 이에 전형위원을 다시 선정

하자는 주장이 나왔지만 이승만 의장은 의원은 전 국민의 대표이지 정당

의 대표가 아니라며 아래와 같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결국 기존명단

을 접수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당신들이 여기 온 것은 조선 삼천만 동포 대표로 온 것이고, 어느 민

주당이니 독립당이나 청년단이나 이러한 것을 대표해 온 것은 여기 하나

도 없는 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 국회에서는 당신이 무슨 정당을 대

표했다든지 어떠한 지방을 대표했다든지, 어떠한 도를 대표했다든지 그것

은 다 우리가 잊어야 합니다.…”214)

하지만 그 다음에는 상임위원회 구성을 놓고 다시 비슷한 논쟁이 벌어

졌다.215) 헌법제정 전 임시제정된 국회법은 상임위원회 제도를 두었으나

위원 선정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았다. 그래서 상임위원 선정방식을 마

련하고 실제로 상임위원이 정하는 데까지 총 7차례의 본회의가 열리는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전형위원들이 각 의원의 1, 2지망을 고려하

여 상임위원을 정하도록 하자는 데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있었으나 그 전

211) 조영규, 윤치영, 정해준, 곽상훈 의원 등. 특히 곽상훈 의원은 각 도별로 선정할 경
우 어떤 정당이나 단체가 암암리에 모략으로 그 전형위원을 전형하는 데 있어서 폐
단이 있을 수 있어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국민회 또는 한민당 같은 다수
세력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이해된다.

212) 한암회, 이항발 의원 등.

213) 문시환, 최국현 의원.

214) 국회본회의 회의록, 제1회 제4차(1948.6.3.), 제1대 국회 회의록.

215) 국회본회의 회의록, 제1회 제8차(1948.6.11.)∼제14차(6.18.), 제1대 국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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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위원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었다.216)

결국 각 도별 의원 수에 비례하여 의원 10명당 전형위원 1명씩 총 19명

을 선임하는 안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실제 상임위원 선정안이 보고되자

많은 의원들이 자신의 전문성과 지망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항의하면서

헌법기초위원 선정 때와 같은 갈등이 빚어졌다.

이러한 갈등 빚어진 원인은 결국 위원을 선정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었

기 때문이다. 초대국회이므로 합의된 관행도 있을 수 없었다. 비록 본회

의 결의로 전형위원에게 위원 인선을 위임하기는 하였으나 전형위원이

개별 의원의 의사를 대변하는 관계는 아니었다. 따라서 나머지 의원들은

인선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의사진행발언으로 불만사항을 표출하고

새로 선정하자고 주장하였다.

한편 개원 초기 의석은 도별로 배정되었다. 개원식 다음날인 1948년 6

월 1일 국회 임시준칙에 관한 논의 과정에서 의석 배정을 도별로 할 것

인지, 추첨에 의할 것인지 논의되었는데 표결을 통해 도별로 하도록 결

정되었다.217) 추첨하자는 주장은 앞자리와 잘 들리지 않는 뒷자리를 공

평하게 배정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6월 8일 국회법 기초위원회가 제출한

국회법 초안은 의석 배정에 관하여 ‘의원의 의석은 의원 임기 초에 의장

이 정한다.’(제1조 제5항)고만 하였다. 이에 대해 어떤 사람은 계속 뒤에

앉게 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별다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218)

이러한 국회운영과 의사진행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당장은 원내교섭단

체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지 않았다. 이는 아직 정파가 뚜렷하

216) 전 의원의 투표로 10명을 뽑자는 의견, 각 도별로 2명씩 선정하자는 의견, 각 도별
의원 수에 비례하여 의원 10명당 전형의원 1명을 선정하자는 의견, 각 도별로 1인씩
10인을 선정하고 의장이 5명을 선정하여 총 15명으로 하자는 의견, 제비뽑기로 전형
위원을 선정하자는 의견 등등이 나왔다.

217) 국회본회의 회의록 제1회 제2차(1948.6.1.), 제1대 국회 회의록.

218) 김교현 의원, 국회본회의 회의록 제1회 제6차(1948.6.9.), 제1대 국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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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형성되지 않은 가운데, 의원은 각자가 전 국민의 대표로서 정파를 초

월해야 한다는 당위론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Ⅱ. 제1차 국회법 개정과 원내교섭단체제도 도입 논의

헌법제정 전 임시로 제정되었던 국회법은 1948년 9월 10일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다.219) 개정안에는 ‘교섭회(교섭단체)’를 두고 상임위원

회를 각 교섭회의 소속 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파에서 호선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220)221) 법제사법위원장 백관수는 제안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어째서 각파 교섭회를 신설했느냐 하면 … 의회정치를 할 때에는 불가

불 각 정당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정당을 인정할 때 각 교섭회

라는 교섭단체를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 우리는 먼저 3개월 동안 폐해

가 많을 줄 압니다. … 첫째 어떠한 특별위원을 만들 때 각 도별로 한다

는 것은 그것이 준례(準例)가 되고 했으나 … (교섭회를 도입하면) 상임

위원 뽑는 것도 이 교섭회에서 그 원수대로 그 비례에 의지해서 상임위

원도 선임해야 되고 발언에 대해서도 중요한 안건을 낼 때도 그 단체에

서 그것을 인정해 준다든지 발언도 그러한 단체에서 두 사람만에 준다든

219) 헌법 제정에 앞서 1948. 6. 10. 국회법이 제정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헌
법을 심의공포 후 지체없이 법제사법위원회로 하여금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한다.’는 동의가 제출되어 가결된 바 있었다. 국회본회의 회의록 제1회 제7차
(1984.6.10.), 제1대 국회 회의록.

220) 이하 개정 논의는 국회본회의 회의록 제1회 제62차(1948.9.10.)∼제65차(1948.9.14.),
제1대 국회 회의록 참조.

221) 국회법 개정안 제14조 ① 의원은 각파의 소속원 수로써 각파 교섭회를 구성하고
그 대표자는 회원의 연서한 명부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파 교섭회의 구성원 수는 20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15조 ⑤ 의원의 선거는 각 위원회별로 각파 교섭회의 소속 위원수의 비율에 의하
여 각파에서 호선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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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무슨 안건을 처리할 때 가장 신속히 처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222)

즉 의회정치는 정당정치이므로 의회 내에서 정당의 지위를 인정하기

위해 교섭단체를 인정해야 한다는 점과 교섭단체를 도입함으로써 발언권

배분, 상임위원 선정 등 국회 운영과 의사진행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이 교섭단체제도 도입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개정안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그동안 수십 명의 의원들이 각자

자기 의견을 생각나는 대로 발언함으로써 시간이 많이 허비되고 주제에

벗어나는 일이 많았음을 지적하면서, 이념이나 의지가 같은 사람들끼리

교섭단체를 구성하여 내부에서 충분히 토의하고 절충하면 본회의 시간이

절약되고 의안의 완전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223)

반면 반대 측에서는 기성 정치단체는 독립쟁취를 목적으로 하였던 것

이고 정부수립 이후 자연스럽게 분해되고 새로운 정당이 태동하는 시점

에 있는데 아직 정치단체가 정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교섭단체제도 도입

은 의원으로 하여금 무리하게 그 소속을 분명히 하라고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고, 발언권을 소속의원 수에 비례하도록 함으로써 그

질적 수준에 관계없이 소수파 세력의 발언권이 무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다.224) 상임위는 전문지식 보유를 기준으로 배정하는 것인데 이

를 소속의원 기준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교섭단체 구성원 수를 20인

이상으로 한 것은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한 국

회법 제33조의 취지에 반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찬반토론은 당시 정파적 이해관계와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

222) 국회본회의 회의록 제1회 제62차(1948.9.10.), 제1대 국회 회의록.

223) 서우석, 이남규, 이진수 의원 등.

224) 문시환, 강욱중, 권태희 의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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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설명자인 법제사법위원장 백관수를 비롯하여 찬성 측은 대체로 한민

당 또는 상당한 세력을 형성한 정파에 속한 의원들이었다.225) 이들 입장

에서 교섭단체제도 도입은 공식적으로 국회 운영의 주도권을 장악함과

동시에 소속이 분명하지 않은 의원들을 포섭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다.

반면 반대발언을 한 의원들은 주로 족청계나 기타 소수 정파에 속한 의

원들이었다226). 이들 입장에서는 원내에서 발언권이 축소되고 자칫하면

교섭단체 미달로 다수 정파에 흡수될 위험까지도 있었다.

결국 개정안 제14조는 교섭단체제도 도입은 재석 148인 중 가 50, 부

84로 부결되었다. 이는 대다수의 의원들이 아직까지 특정 정파에 소속될

의사가 없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의석배정 방식은 임기 초 의장이 정하도록 되어있던 것이 매 회

기 초에 추첨으로 정하는 것으로 바뀌었다(제1조 제5항). 이에 대해서는

이유 설명이나 질문, 반대토론 등 논의 없이 곧바로 통과되었다.227) 앞자

리, 뒷자리를 공평하게 배분하자는 차원의 개정안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매 회기 초에 개인별로 자리를 추첨하는 것은 불필요한 시간낭비와 혼란

을 초래하였다.228) 그런데 배정된 의석을 개인적 차원에서 교환하는 것

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229) 추첨방식을 택한 데에 친한 의원들이나

225) 당시 백관수, 서우석 의원은 한민당, 이진수 의원은 대한노농당 소속이었다. “대한
노농당, 결당준비부서를 결정”, 국제신문 1948년 9월 12일자, 자료대한민국사 제8권.

226) 문시환, 강욱중 의원은 족청계이다. 특히 강욱중 의원은 소장파의 핵심의원으로 활
동 중 1949년 국회프락치 사건으로 구속되었다. 권태희 의원은 이정회 소속이다. “국
회 연우회, 이정회로 개칭”, 수산경제신문 1948년 9월 8일자, 자료대한민국사 제8권.

227) 국회본회의 회의록, 제1회 제62차(1948.9.10.), 제1대 국회 회의록.

228) 추첨은 의원들이 추첨상자에서 번호표를 뽑고 그 번호표에 이름을 기재한 후 국회
사무처 직원이 취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의원들은 자기가 뽑은 번호의 의석으
로 옮기고 정리된 명단을 기록원이 낭독하였다. 국회본회의 회의록, 제2회 제1차
(1948.12.21.), 제1대 국회 회의록.

229) 1949년 7월 제4회 국회에서 의석배정 추첨 중, 늙은 사람은 특별대우로 앞에 앉게
해달라는 한 의원의 건의에 대해 신익희 의장은 그것은 추첨 후에 서로 잘 의논하여



- 82 -

정파가 모여 앉지 못하게 하려는 적극적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개인적으로 번호표를 교환하여 자리를 바꾸는 것을 불허할 이유는 없었

던 것이다.

Ⅲ. 제2차 국회법개정과 원내교섭단체제도 도입

교섭단체제도는 1949년 7월 국회법 2차 개정에서 도입되었다. 1949년

5월 당시 원내세력은 크게 민주국민당(민국당), 동성회를 중심으로 한 소

장파, 그리고 중간노선을 취하고 있는 이정회․신정회의 3파로 분립되어

있었다.230) 그런데 1949년 6월 김약수 부의장 등 소장파 의원 13명이 남

로당의 지령을 받고 활동했다는 혐의로 검거되는 국회 프락치 사건이 발

생함으로써 동성회는 치명상을 입게 되었다(국회프락치 사건).231)

국회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프락치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제3회 국회

기간에232) 동성회의 김병회 의원과 민국당의 서우석 의원에 의해 각각

제출되었다.233) 김병회 의원이 개정안을 제출한 배경은 당시 동성회 측

실행하도록 하라고 답하였다. 국회본회의 회의록, 제4회 제1차(1949.7.2.), 제1대 국회
회의록.

230) “국회동태와 세력분포(1)∼(2)”, 동아일보 1949년 5월 13․14일자, 자료대한민국사
제12권.

231) 국회프락치 사건에서 정부는 소장파 의원들이 각종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민군 철
수를 주장하며 반민특위를 적극 지지한 것이 전부 남로당의 지령에 의한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남로당과 연관되어 있음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였다. 이
들 13명 중 서용길 의원을 제외한 12명은 한국전쟁 때 월북 또는 납북되었다.
“국방부, 국회에서 국회프락치 사건 전모를 발표”, 조선중앙일보 7월 5, 7일자, 자료대
한민국사 제13권. 한편 서중석,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 2, 201면 이하는 1949년 6월을
전후하여 발생한 국회프락치 사건과 반민특위 사건, 김구 암살 사건이 초기 극우반공
체제를 형성하는 중요한 계기로서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고 분석하였다.

232) 제3회 국회의 회기는 1949년 5월 21일부터 6월 20일까지였다.

233) 이하 개정안 발의 배경에 관한 서술은 “단체교섭회 설치와 그 전망”, 국도신문
1949년 8월 5일자, 자료대한민국사 제13권을 참조.



- 83 -

에서 충분한 의사표시와 토론을 끝마치기 전에 반대 측에서 질의종결이

나 토론종결로 동성회의 기도가 봉쇄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었다.234)

반면 서우석 의원의 개정안은 원내 제1당인 민국당이 일민구락부 등과

제휴하여 공동보조를 취하고 부동층 의원이 소장파인 동성회 가담하는

것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즉 국회법 개정안은

당시 원내 양대 세력인 민국당과 동성회가 각기 다른 의도로 제출한 것

이었다. 그런데 김병회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아직 원내에 확고한 지

반을 갖추지 못한 동성회에게 불리하다고 보아 철회되었고 결국 민국당

에서 제출한 개정안이 1949년 7월 7일 제4회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

다.235)

민국당의 전신인 한민당이 국회법 1차 개정에서 교섭단체제도 도입을

시도한 데 이어 민국당이 국회법 2차 개정에서 교섭단체제도 도입을 주

장한 것은 주목할 부분이다. 민국당 지도자 김성수의 소유인 동아일보도

민국당의 개정안을 적극 지지하였다.236) 이는 정부수립 과정에서 정권

장악에 실패한 후 계속적으로 ‘의회정치는 정당정치, 정당정치는 책임정

치’라고 주장하며 내각책임제 개헌을 시도했던 민국당의 정치적 입장과

연관이 깊다고 보인다. 민국당은 정당 주도의 국회운영이라는 당위론을

내세워 부동층 의원들을 흡수함으로써 원내 제1당인 자신들의 국회 내

주도권을 강화하고 나아가 정권을 장악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제2차 국회법개정 과정에서는 1년 전과 달리 의원들 대부분이 교섭단

체제도의 도입에 찬성하는 태도를 보였다.237) 시간 낭비와 소란 등 국회

234) 당시 국회법 49조 2항은 ‘발언할 수 있는 자가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토론이 충분
히 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토론을 하지 아니하
고 토론종결의 가부를 표결한다.’고 하였다.

235) 김병회 의원은 국회프락치 사건에 연루되어 1949년 6월 21일 체포되었다.

236) “사설 : 정당정치의 태동”, 동아일보 1949년 6월 1일자, 자료대한민국사 제1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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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의 비효율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러한 인식은 아래와 같은 제1독회에서의 발언에서 드러난다.

“우리 국회가 구성된 이래 1년이 넘었읍니다마는 … 우리 국회의 상태를

반성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너무나 많은 시간의 낭비라는 것이 많았(습

니다) … 그 원인은 어디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 우리는

200명이라는 다수의 의원들이 매일과 같이 의사당에 모여 가지고 … 발

언권을 서로 획득하려고 주장하는 까닭에 시간의 낭비만이 많았던 것입

니다. 시간의 낭비만이 많은 것이 아니라 질서를 헝크러뜨리고 언제든지

장내가 정숙하지 못하고 소연하게 됩니다. 국회법에 있어가지고 이 단체

교섭회라는 것이 인정하게 될 때에는 언제든지 의원은 개별적으로 발언

권을 청구하지 않고 그 단체교섭회를 통해가지고 슬기롭게 차례 있게 자

기의 시간을 기달리게 되(어) … 금후에 우리 국회의 의사가 정연해질 것

이며 시간도 최고도로서 우리네가 잘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238)

한편 신익희 의장은 그간의 국회운영에서 발언으로 인한 시간 낭비 문

제와 아울러, 반대로 의원들의 발언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측면도 있었

음을 지적하였다. 국회법 제49조239)로 인해 발언 청구자가 아직 많이 남

아 있더라도 토론종결 동의가 나오면 표결에 붙여 토론을 종료할 수 있

었는데 이로 인해 발언 기회가 박탈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던 것이다.

논의의 쟁점은 교섭단체를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그 최소 구성원 수

를 몇 명으로 할 것인지와 교섭단체에서 발언자를 소속의원 수에 비례하

237) 이하의 국회 논의과정은 국회본회의 회의록, 제4회 제4차(1949.7.7)∼제6차(7.9.), 제1
대 국회 회의록 참조.

238) 서이환 의원. 국회본회의 회의록, 제4회 제5차(1949.7.8), 제1대 국회 회의록.

239) 국회법 제49조 ① 의장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한다. ② 발언할 수 있는 자가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토론이 충분히 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토론종결의 가부를 표결한다. ③ 토론한 의원은 토론종
결의 동의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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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선정하도록 할 것인지에 관한 부분이었다.

먼저 교섭단체 최소구성원 수 문제는 원안에서 20명으로 되어 있던 것

을 30명으로 높이자는 수정안이 제출되었다. 수정안을 지지하는 측은 20

명으로 할 경우 영웅심리로 하부조직 없이 단순히 원내 행동통일을 위한

단체가 여러 개 만들어져 혼란이 초래되며 교섭단체 수가 많으면 신속한

의사진행이 안 되므로, 영국과 같이 두서너 개의 단체가 만들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40) 수정안을 반대하는 측은 30명으로 하면 아

직 정당발전이 지체된 현실에서 소수파의 의견을 반영할 길이 없어지고

뜻이 맞지 않는 정당에 가입하도록 강제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지적하

였다. 우리보다 정당정치의 역사가 오래된 일본에서도 교섭단체 구성요

건이 더 완화되어 있음도 논거로 들었다.241) 수정안에 반대발언한 의원

은 모두 동성회로, 이들의 반대에는 국회프락치 사건으로 자신들의 입지

가 위축된 상황에서 교섭단체 구성요건이 엄격해질 경우 소속의원들이

민국당이나 일민구락부 등에 흡수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담겨있는 것

으로 보인다. 결국 20명으로 정한 원안이 과반수 지지로 확정되었다.

발언권 배분 문제에서는, 교섭단체 소속의원 수에 비례하여 발언권을

지명하도록 한 원안과 그 중 비례문구를 삭제하는 수정안이 제출되었다.

비례문구를 삭제해야 한다는 측은 한 교섭단체의 의견은 한 명이 충분히

표현할 수 있고 그 의사는 표결을 통해 관철할 수 있는데 발언권의 수를

소속의원 수에 비례하도록 한 것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교섭단체제

도의 근본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하였다.242) 이들은 소속의원 수에 비례한

발언권 배분이 소수파의 발언권 축소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였다. 그러나

240) 박순석, 조국현 의원.

241) 김광준, 최운교, 이진수 의원.

242) 남궁현, 김광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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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장은 지지를 얻지 못하여 결국 원안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의석배정 방식도 변경되었다. 개정안 원안은 개인단위 추첨방식

을 유지하면서 다만 의석의 잦은 변경으로 인한 혼잡을 줄이고자 변경

주기를 ‘매 회기 초’에서 ‘매 정기회기 초’로 바꾼 것이었다. 그러나 심의

과정에서 교섭단체별로 모여 앉는 것이 서로 긴밀히 연락을 취할 수 있

고 의사진행의 신속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유로 단체별로 추첨을 하자

는 수정안이 제출되었고, 이 수정안은 특별한 반대 없이 본회의를 통과

하였다.

제2차 국회법개정으로 원내정파는 교섭단체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다. 교섭단체는 의원 20인 이상이 모이면 구성할 수 있으며(국회법

제14조 제2항), 구성원들이 동일정당 소속일 것은 요구되지 않았다.243)

실무상 교섭단체 명부는 국회 사무처에 제출되었고, 이는 공보처에 등록

하도록 된 정당과 별개였다.244) 교섭단체는 그 대표를 의사진행 안건의

협의를 위한 단체교섭회에 참가시킬 수 있었다(제14조 제1항). 의석배정

은 교섭단체 단위로 추첨되었다(제1조 제5항).245)246) 각 상임위원회와 특

243) 이는 현행 국회법과 동일하다. 현행 국회법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다른 교섭단체
에 속하지 않는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244) 대표적으로 1951년 원내자유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로 등록한 것과 별개로 공보처에
등록한 사실을 들 수 있다.

245) 교섭단체 변동에 따른 요청이 있으면 회기 중에도 의석변경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1951년 공화구락부와 신정동지회가 공화민정회로 통합한 후, 국회 의사국장
은 공화민정회와 민우회의 각 대표의원의 요청에 따라 의석변경이 새로 이루어졌음
을 보고하였다. 또한 국회본회의 회의록에는 드러나지 않았으나 1950년 2월 9일에 대
한국민당과 대한노농당의 합당으로 국민당과 일민구락부의 의석배정을 새로이 하였
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 국회본회의 회의록, 제11회 제3차(1951.6.4.), 제2대 국회 회의
록, “대한노농당, 대한국민당과의 합당파와 당 유지파로 분열”, 연합신문 1950년 2월
8,9일, 자료대한민국사 16권.

246) 이후 오늘날까지 의석은 교섭단체 단위로 배치되고 있다. 다만 1973년 국회법 개정
시 ‘의석은 회기초에 의장이 이를 정한다’고 개정되었고 이후 교섭단체 단위의 의석
배치는 국회법이 아닌 관행에 근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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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위원회의 위원은 소속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교섭단체에서 호선하도록

되었다(제14조 제5항).247) 토론 시에는 교섭단체에서 지명한 발언자가 일

반 발언자보다 먼저 발언하며(제42조 제3항), 교섭단체 지명자의 발언이

끝나기 전에는 토론을 종결할 수 없게 되었다(제49조 제2항).248)

언론은 그동안의 국회운영을 비판하면서 교섭단체제도 도입이 정당정

치의 발전으로 이어지리라는 기대감을 나타내었다.

“국회개원 이래 각 의원들은 무소속이라고 하면서도 2개 또는 3개 이상

의 정치단체에 가입하였을 뿐더러 정당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무소속을

표방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국회 내 행동에 있어서는 표리가 부동하고

민의에 배치되는 인상을 주어왔던 것이다.249) 예를 들면 그들 갑당의 정

치노선을 지지하던 의원이 내일은 다시 을당의 정치행동에 가담하는 모

순이 속출하였고 … 앞으로는 조직적인 의회생활을 무시 못 할 것이요,

당적 입장을 떠난 개인자유행동이란 취할 수 없도록 제약될 것이다. 또한

국회에서 때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중요한 안건에 당면하여 표결 시에

247) 명시적인 근거규정은 없으나 교섭단체의 요청에 의한 회기 중 소속의원의 상임위
변경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아 교섭단체에 의한 소속의원의 상임위 변경
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1956년 자유당 이재학 원내총무는 정명선 의원과 김춘호
의원의 상임위원회를 맞바꾼다고 국회의장에게 통지하였다.
국회본회의 회의록, 제22회 제3차(1956.2.27.), 제3대 국회 회의록; “국회 상임위원 일
부배정 변경”, 경향신문 1956년 2월 28일자,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참조.

248) 이러한 교섭단체제도의 틀은 현행 국회법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유지지고 있다. 현
행 국회법에 따르면 의석배정,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
과 협의하여 정하고(제3조, 제4조), 상임위원은 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 및 개선한다(제48조). 의장은 각 교섭
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동일의제에 대한 총발언시간을 정하여 교섭단체별로 그 소
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할당한다(104조 3항). 교섭단체대표연설은 40분까지 발언할
수 있다(제104조 2항).

249) 심지어 교섭단체제도 도입 이후에도 20여 명의 의원이 각기 다른 교섭단체에 2중
3중으로 이름을 올려 단체교섭위원회 명부 작성에 혼란이 초래되는 일도 있었다. 이
는 당시 의원들의 정당에 대한 소속감이 매우 약하였음을 보여준다. “교섭위 운용에
이상, 2중3중의 단체가입, 국회법을 자진유린하는 국회의원”, 동아일보 1949년 9월 14
일자,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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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정견과 신념을 표명 못하고 착수할까 말까 하는 태도라든가 남의

강요를 피치 못하여 자기 본의 아닌 거수를 하는 불미한 장면은 점차 소

멸할 것이다.”250)

Ⅳ. 의장단․상임위원장 선출과 원내교섭단체

1. 의장 부의장 선출251)과 원내교섭단체

제헌국회에서 의장과 부의장 2인은 무기명투표, 재적의원 2/3 출석, 출

석의원 과반수 동의로 선출되었다(국회법 제6조).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하며, 그래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다점자순 2인으

로 결선투표를 하였다. 이러한 선출방식은 제2공화국까지 동일하게 유지

되었다.

제헌국회에서는 의장, 부의장의 임기가 의원의 임기와 동일하였으나

제2대 국회부터는 그 임기가 2년으로 정해졌다. 제헌국회와 제2대 국회

에서는 4-5개의 교섭단체가 난립하였기 때문에 의장, 부의장은 대체로

개인적 명성과 선거운동에 따라 선출되었다.252) 따라서 선거가 치열하게

전개되었고 제2차 투표, 결선투표까지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제3대, 제4대 국회에서는 제3대 전반기 부의장에 무소속 곽상

훈 의원이 선출된 것을 제외하고는 자유당이 의장과 부의장 2명을 전부

250) “국회법의 개정에 따라 각 파 단체교섭위원회가 구성”, 대중일보 1949년 10월 21일
자, 자료대한민국사 제14권.

251) 역대 의장 부의장 선거결과, 명단, 재임기간에 관하여는 국회사무처, 의정자료집 :
제헌국회∼제16대국회, 2004, 3-11면 참조.

252) 제헌국회 의장단 선거에 관하여는 대한민국국회 60년사, 13면을 참조. 제2대 국회
의장단 선거에 관하여는 같은 책, 56-57면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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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식하였다.253) 제2공화국인 제5대 국회의 민의원 의장단 선거에서는 민

주당이 민의원 의장과 부의장 1인을 차지하였고 무소속 서민호 의원이

나머지 한 자리를 차지하였다. 이처럼 의장단 구성은 점차 원내교섭단체

단위로 결정되는 양상을 보였다.

2. 상임위원장 선출254)과 원내교섭단체

상임위원장은 매정기회 초에 위원회 내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방

식으로 선출되었고 그 임기는 1년이었다(국회법 제17조). 1949년 제헌국

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여러 교섭단체 사이의 협상과 경쟁

이 이루어졌다. 특히 원내 제1당인 민국당에 맞서서 반(反)민국당 전선

을 형성하려는 시도가 전개되었다.255)

1951년 3월의 제2대 국회 상임위원장 선거에서는 어느 교섭단체도 과

반수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대편 의원을 포섭하려는 공작이 맹렬

히 진행된 끝에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친정부 성향의 신정동지회가 9석

을 차지하고 공화구락부가 3석을 차지한 반면 민국당 등은 1석도 차지하

지 못한 것이다.256) 이때까지 상임위원장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20∼30인

의 상임위원의 투표로 선출하므로 교섭단체에서 이탈자가 몇 명만 발생

하더라도 결과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었다.

253) 제3대 국회 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자유당은 도별로 투표용지에 이름 기재 방식
을 다르게 지시함으로써 이탈표를 최대한 억제하였다. “제3대 민의원 작일(昨日) 역
사적 개원”, 동아일보 1954년 6월 10일자,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254) 역대 상임위원장 선거결과, 명단, 재임기간에 관하여는 국회사무처, 의정자료집 :
제헌국회∼제16대국회, 2004, 12-49면 참조.

255) “국회, 교섭단체 간 이견으로 상임위원회 구성에 난항”, 국도신문 1949년 10월 10일
자, 자료대한민국사 제14권.

256) 국회사무처, 의정자료집 : 제헌국회∼제16대국회, 2004, 17면; “국회 분과위원장 선
거”, 동아일보 1951년 3월 10일자, 자료대한민국사 제2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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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1월 상임위원장 선거도 마찬가지였다. 신정동지회와 공화구락

부가 통합한 원내자유당은 원내의석과반수와 상임위원장 11석을 차지하

고 있었음에도 새로운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상임위원장직을 독식하는 데

실패하였다.257) 이는 개헌안 부결과 원외자유당의 포섭공작 등으로 원내

자유당이 출범 직후부터 내부결속이 흔들리는 상황을 반영하는 결과로

보인다.

이후 1953년 국회법 개정으로 상임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다수 동의로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258)

1952년 11월 28일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은 상임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줄였으며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다수 동의로

선출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는 부산정치파동 이전인 1952년 1월 당시

원내 과반에 가까웠던 원내자유당이 처음으로 주장했던 것으로259) 출석

의원 과반수 동의가 아니라 다수 동의인 점이 특징이었다. 반면 그동안

정당정치를 강조해 온 민국당은 오히려 반대 입장을 취했다. 이는 당시

자신들이 원내 소수파인 상황에서, 원내자유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이해된다.

김의준 법제사법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하였다.260)

257) 선거결과 (원내)자유당 8석, 민우회 2석, 민주국민당 1석, 무소속 1석이었다. 국회사
무처, 의정자료집 : 제헌국회∼제16대국회, 2004, 17-18면.

258) 이 개정안은 원래 1952년 11월 28일 통과되었으나 정부가 다른 조항을 문제삼아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1953년 1월 13일 재의에 부쳐졌으나 결국 부결되었다. 그런데
부결 직후 유사한 개정안이 다시 제출되어 1953년 1월 15일 가결된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1952년 11월의 개정논의를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 1953년 1월의 개정논
의를 소개한다.

259) “자유당, 국회 분과위원장 선출 방법 개정안 제출 예정”, 민주신보 1952년 1월 13일
자, 자료대한민국사 제24권.

260) 이하 논의내용은 국회본회의 회의록, 제14회 제32차(1951.11.28.), 제2대 국회 회의
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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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선거 때 볼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선거운동이 맹렬하다는 이

런 점에 있어서랑은 무어 좋지 못하다고 할 것도 없겠지만 이런 풍문도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 전체회의에서 선거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인원도

상대자가 많아지고 하니까 그런 운동방법이라든지 그러한 것도 순수한

방법으로다가 운동을 하게 될 터이니까 그것이 더 결과가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 각 상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보다도 국

회 전원위원들이 계신 국회에서 선거를 할 것 같으면 좀 더 대외적 관계

위신도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점이고 …

(한편 상임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줄인 부분에 대하여는) 아직 우리나라

는 미국과 같이 정당이 가령 공화당이면 공화당, 민주당이면 민주당의 의

원이 꽉 째 있지 않아서261) 상임분과위원이 들어가면 여간해서 변경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현상으로 볼 것 같으면 정당다운 정당이 확연히 서

있지 않고 … 의원들 간에 이합집산이 빈번하기 때문에 매 회기 초마다

상임분과위원회의 위원 배정 변동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우리 교섭

단체 관계로서 역시 자기의 교섭단체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도

필연적으로 교섭단체의 이동이 있으면 따라서 분과위원도 이동돼야 되기

때문에 임기를 4년으로 한다는 것은 도저이 우리나라 국회의 현상으로

보아서는 유지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선출한다고 선거가 더 깨끗해

진다는 볼 근거가 없고 오히려 서로 잘 아는 상임위원들이 더 적임자를

잘 뽑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262) 반대의원들은 대체로 원외자유당 소속

이었다. 당시 원외자유당은 부산정치파동을 거치면서 원내세력이 확대되

고는 있었지만, 아직 과반수에 미치지는 못하는 상황이었다. 지연해 의원

261) 원문에는 ‘꽉 째 있어서’라고 되어 있으나 문맥상 위와 같이 바꾸어 기재하였다.

262) 반대 취지의 발언을 한 의원은 박철웅, 김제능, 이충환, 장홍염, 우문, 지연해 의원
이었고, 찬성 취지의 발언을 한 의원은 김수학, 김종순, 유승준, 이종형 의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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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향후 과반수 교섭단체가 탄생할 경우 그 교섭단체에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이는 매우 현실적인 지

적이었다. 한편 변진갑 의원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상임위의 업

무를 파악하는 데 3년은 걸리는데 상임위를 1년마다 변경하면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고 이는 지방 선거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주장하

였다. 하지만 이러한 국회법 개정안은 결국 과반수를 간신히 넘겨 통과

되었다.

그 후 이승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른 재의가 1953년 1월 13일

부결되자, 엄상섭 의원 등은 다음날 곧바로 국회법 개정안을 다시 제출

하였다. 이는 이전의 개정안과 대부분 동일하였으나, 상임위원장을 출석

의원 다수가 아니라 과반수 동의로 선출하도록 한 부분이 바뀌었다. 이

것은 또다시 원외자유당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하였다.263) 이종형 의원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이것은 국회 운영이나 선거 정화로서 의도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정치

적인 의도에서 나왔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만일 여당이 과반수

에 이르지 못한 데서 분과위원장을 여당에 주지 않겠다는 고려가 과반수

의 결정투표로 이루어지는 데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하면, … 여당 측은

여당 측으로서 가능한 일체 허용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이 법을 반대

하지 않으면 안 될 결과 … 가 되지 않겠읍니까?”

한편 김정식 의원은 절충안으로서 여당과 야당이 독식하려고 서로 싸

우지 말고 각 교섭단체가 재적원 수 비례로 상임위원장직을 배분하는 방

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여야 정치세력의 대립 속에 호응을 얻지 못한

채 묻히고 말았다. 결국 표결에 부쳐진 결과 여당인 원외자유당 의원들

263) 이하 논의내용은 국회본회의 회의록, 제15회 제6차(1952.1.15.), 제2대 국회 회의록
참조.



- 93 -

이 과반수동의 선출안과 다수동의 선출안 어느 쪽에도 거수하지 않으면

서 계속 미결된 끝에 다수동의 선출안이 간신히 과반수를 넘겨 통과되었

다.

기존의 상임위원장 선거에서도 정파 간의 경쟁과 타협은 당락에 중요

한 요소였으나, 위원회 내에서 소수의 상임위원을 상대로 선거가 이루어

지는 특성상 상임위원장이 되려는 의원 개인 차원에서 선거운동이 이루

어지는 측면도 상대적으로 강하였다. 그러나 국회법개정으로 이제 상임

위원장 선거는 본격적으로 각 교섭단체 간의 치열한 경쟁무대가 되었다.

1953년 1월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여당인 원외자유당은 의석수 상으로는

열세였지만 차기 국회의원선거를 미끼로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활발한

포섭공작을 진행하였다. 언론은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원외자유당의 원내세력 과반수 획득을 목표로 근기지게 전개된 여당강

화공작을 기축으로 한 정계의 재편운동은 신라회와 원내자유당 등 소속

일부의원들의 호응으로 말미암아 예각(銳角)적인 “카-브”(curve)를 그리

며 “꼴”(goal)을 향해 달리고 있는 것이다. … 그러면 이 풍운을 결과한

원인은 무엇일까? 첫째로 여당 측의 감투와 입당의 “기부 앤드 테이

크”(give and take) 전술이 주효한 것을 들 수 있다. … 둘째의 원인은

여당 측의 금력공세가 주효한 것이다. … 셋째의 원인은 명년 5월에 실시

될 총선거에서 재선을 기필하기 위해서는 여당에 가입해 두는 것이 최선

한 대책이라고 선량들은 믿고 있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5 10선거와 5 30

선거 때에는 야당에 적을 두고서도 재선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

지만 명년 선거에 있어서는 그러한 여지가 태무(殆無)할 것으로 예상된다

는 것이다. 이것은 신라회가 원외자유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토의하던 전체회의석상에서 모 의원이 “재선을 위하여는 여당에 가입하

지 않을 수 없다”고 단언한 데 비추어 그들의 고민의 심각도를 가측(可

測)할 수 있다.”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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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결과는 연합전선을 형성한 민국당, 원내자유당, 무소속구락부 등

야당 측의 승리였다. 야당 측이 상임위원장 10석을 차지한 반면 원외자

유당은 3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265) 하지만 이 선거 이후 계속된 포섭

공작으로 원내자유당이 붕괴하면서 1953년 5월에 이르러서는 원외자유당

이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결국 1953년 1월의 상임위원장 선거는 제1공화

국에서 야당세력이 여당에 승리한 사실상 마지막 선거가 되었다.

이후 제3대, 제4대 국회에서는 원내과반을 차지한 자유당이 모든 상임

위원장직을 독식하였다. 한편 제2공화국 하의 제5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이 압도적 과반수를 차지하였으나 신파와 구파 사이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상임위원장은 신파, 구파, 그리고 무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민정구

락부가 5 : 5 : 3의 비율로 나누기로 합의하였다.266) 이는 신파만으로는

과반수를 구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원만한 국회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었다.

이처럼 1953년 국회법 개정은 상임위원장 선거를 본격적인 교섭단체

사이의 경쟁구도로 바꾸었다. 과반수 여당이 탄생한 이후에는 여당이 독

점하는 양상으로 변화하였다. 그에 비해 제2공화국에서 정치세력 간의

상임위원장 배분 합의는 한편으로는 정파 간 나눠먹기로 비판받을 여지

도 있지만, 특정 정치세력이 국회운영을 독점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타협

을 통한 민주주의의 발전가능성을 보여준 것이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264) “정계기상도에 풍우래(風雨來)! 진원은? 주역은?”, 동아일보 1953년 1월 19일자, 네
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265) 국회사무처, 의정자료집 : 제헌국회∼제16대국회, 2004, 18-19면; “국회 분과위원장
선거 야당 측의 승리로 마감”, 민주신보 1953년 2월 1일자, 자료대한민국사 제28권.
위 의정자료집은 원내자유당과 원외자유당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자유당’이라고 표
기하고 있으나 위 신문기사는 ‘원내’, ‘원외’를 구분하고 있다.

266) 국회사무처, 의정자료집 : 제헌국회∼제16대국회, 2004, 26-27면; “사설 : 민의원 분
과위원장 선거”, 동아일보 1960년 10월 3일자,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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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는 오늘날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과 유사한 것이기도 하다.267)

Ⅴ. 원내교섭단체제도의 국회운영상 효과

교섭단체제도 도입으로 의장단은 교섭단체대표의원을 통해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상임위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교섭단체명부 등록과

그에 따른 좌석배치로 각 의원의 정견과 소속을 보다 명확히 드러나게

하는 의미도 있었다. 그런 점에서 교섭단체제도는 일정한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교섭단체제도 도입 초기에는 의원들의 역량과 관심부족, 계속

된 정파의 이합집산으로 애초에 기대하였던 효과를 충분히 거두지 못하

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2대 국회는 개원 직후 한국전쟁 발발로 대구, 부산으로 피난하는 형

편이어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었다.268) 이에 1950년 12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교섭단체를 구성하자는 긴급동의가 제출되었으나 표결을

통해 무기한 보류되었다.269) 이날 신익희 의장은 “ … 과거 지나온 이태

동안의 우리 국회의 정형을 보더라도 교섭단체의 명의는 있지만, 의사

진행과 국회의 일체를 운영해 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별로히 없었다

267) 제3공화국 하의 제6대 국회 이후로 과반수를 차지한 여당이 다시 상임위원장을 독
식하였다. 그러다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되면서 상임
위원장이 교섭단체의 의석비율에 따라 배분되었다. 민주정의당․통일민주당․신민주
공화당 3당 합당 이후 거대여당은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다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고 주장하였지만 야당인 평민당의 거센 반발로 결국 13대 4로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의석비율에 의해 교섭단체들이 상임위원장직을 배분하는 관행이 점
차 형성되었다. 제13대 국회의 상임위원장 선출과정에 관하여는 대한민국국회 60년
사, 628-630면 참조.

268) 제2대 국회는 1951년 3월 4일까지 단체교섭회 대신 임시로 도별로 전형위원을 뽑
아 구성된 전형위원회를 통해 운영되었다.

269) 국회본회의 회의록, 제10회 제1차(1950.12.21.), 제2대 국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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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평가하면서 전시에는 국회가 일치단결하여 당파의 파별 없이 전

시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엄

상섭 의원은 교섭단체가 구성되지 않아 정당 소속이 아닌 의원들이 불이

익을 받고 있으며 국책상 중대한 문제가 그날그날 기분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조속한 교섭단체 구성을 요구하였다.

한편 제2대 국회 말기인 1954년 3월 국회보에 실린 한 기고는 상공위

원회 활동의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교섭단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하

였다.

“…필자는 다른 각도에 (상임위 활동 미흡의) 더 큰 원인이 있다고 본

다. 본의회가 그런 것과 같이 위원회에 있어서도 정당정치에 대한 의원의

미숙 내지는 무관심으로 안건에 대하는 태도는 그 교섭단체의 통일은 하

등 문제시가 되지를 않는다. 20명의 의원이 출석하여 각자각색으로 자기

의 의견을 토로한다. 안건에 대하여 각 교섭단체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

여 각 교섭단체 자체 고유의 정론을 가지고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

등 통일된 징조는 보이지가 않는다. 의원은 과거 누차 정당정치야 말로

의회정치의 기본이라고 부르짖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지 안건에 임하는

태도는 판이한 것 같다. 이러한 경향이 위원회 운영에 영향을 안 미칠 수

없는 것이다.…”270)

상임위 회의록이나 상임위 운영에 관한 공식적인 기록이 남아있지 않

은 상황에서 당대의 관찰자 1명의 평가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교

섭단체제도의 효과가 기대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했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제2대 국회까지는 의원들의 행동이 교섭단체에 구

270) 이은복, “상임위원회 소고 : 제17회 국회경과보고서를 보고”, 국회보 통권 제4호
(1954. 3.), 국회사무처, 31-34면.
이은복(李恩馥, 1922-1999)은 경복고, 고려대를 졸업하고 한국생산성본부 초대 이사
장, 통계협회 초대 회장, 산업공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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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되지 않았고 교섭단체의 이합집산이 심하였던 만큼 통일적인 견해를

가지고 안건 심의에 임할 것을 기대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자유당이 압승한 제3대 국회의원선거 이후로는 소속의원들에

대한 교섭단체의 영향력이 확연히 강화되었다. 여야 대립구도가 뚜렷해

지고, 특히 자유당 의원들은 사실상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공인후보자

로 선정을 받고 관권의 지원을 얻어 당선된 상황에서 소속정당에의 구속

이 심화되었다. 자유당 내에서는 족청계 숙청 이후 이기붕 국회의장 중

심의 과두체제가 비주류의 도전을 물리치고 당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지

도부에 반기를 드는 의원은 당에서 제명당하기도 하였다.271) 이후 본회

의에서 교섭단체의 입장에 반하는 의원의 개인적인 발언이나 행동은 감

소하였다. 어떤 안건에 대하여 교섭단체 차원에서 미리 찬부를 정하고

본회의에 임한다는 측면에서 교섭단체제도의 입법목적이었던 국회의 효

율적인 운영은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교섭단체제도의 근본정신은 단순히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

니라 원내정파를 중심으로 토론과 타협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반면 제3대, 제4대 국회는 원내과반수를 확보한 여당의 일방적인 독무대

였다. 자유당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독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1958년

12월 24일 이른바 2 4파동 때에는 야당의 격렬한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술경위를 동원하여 야당의원들을 본회의장에서 강제로 끌어내는

물리력 행사 끝에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였다. 이런 점에서

보면 제3대, 제4대 국회는 오히려 의회정신과 교섭단체제도의 취지를 몰

각한 파행적인 국회운영이었다.

271) 자유당 비주류는 1956년 2월 상임위원장 선거와 6월 의장단 선거에서 주류에 맞섰
으나, 당 지도부는 당의 결정을 무시하고 상임위원장 선거에 출마했던 이충환 윤만석
의원과 의장단 선거에서 비주류 후보를 추대하여 이기붕 의장에게 도전했던 박영출
외무위원장을 모두 당에서 제명하였다. 대한민국국회 60년사, 11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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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2공화국 하의 제5대 국회는 그 기간이 9개월에 불과하여 교섭

단체제도 운영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 다만 민주당 정권

하에서 야당에 대한 탄압이 사라지고 자유로운 정치활동이 보장되었다는

점에서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 교섭단체 중심의 국회운영이 가능한 환

경이 조성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제 3 절 선거법과 정당의 공인후보자선정272)

Ⅰ. 1948년 국회의원선거법 제정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 최초의 선거인 제헌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

었다. 이 선거에는 미군정청이 1948년 3월 17일 공포한 법령 제175호 국

회의원선거법273)과 3월 22일 공포된 국회의원선거법 시행세칙274)이 적용

되었다. 위 법에 따르면 선거구는 총 200개이고 각 선거구에서 의원 1인

을 선출하였다(법 제8조). 후보등록을 위해서는 해당 선거구의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자 200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 추천장을 제출하여야 했

다.(법 제27조). 특이하게도 후보자 본인이 아닌 자가 200인 이상의 추천

장에 본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였다. 반면 정당의

272) 현행 공직선거법은 제47조 이하에서 ‘후보자추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당시에는 관련법령이 부재한 상황에서 정당이나 언론에 의해 ‘공인후보자선정’이라는
표현이 널리 사용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공인후보자선정’이라고 서술
하고자 한다.

273) “법령 175호 국회의원선거법, 부록 제1호 ‘선거구역표’ 공포”, 군정청관보 법령 제
175호 1948년 3월 17일, 자료대한민국사 제6권.

274) “국회의원선거법 시행세칙 공포”, 군정청관보 1948년 3월 22일, 자료대한민국사 제6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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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추천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다만 후보등록 및 선거위원회의 선거공고 시에 후보자의 소속정당을

밝히도록 되어있었다. 국회의원선거법 제28조는 선거구선거위원회로 하

여금 의원후보자등록 후 3일 이내에 의원후보자의 주소, 성명, 연령, 직

업과 더불어 소속정당 또는 단체명을 신문지상과 라디오로 발표하고 당

해 선거구 내 투표구선거위원회에 통지함으로써 공고하였다.

각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등록 마감 후 후보자 또는 대리인의 회합에

서 추첨에 따라 정해졌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성명과 기호만 표시되

었다(법 제33조). 한편 선거운동의 자유는 전면적으로 보장되었다.275) 따

라서 선거벽보나 홍보물에 소속정당이나 단체를 기재하는 것도 특별히

금지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선거위원회 구성 관련 조항에서 정당에 관한 언급이 발견된

다. 국회의원선거법은 19조부터 22조까지 시․도, 부․군․구, 읍․면․

동의 각급 선거위원회구성에 관해 규정하였는데, 각급 선거위원회 위원

임명 시 동일정당 소속자가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임명

된 선거위원의 성명 및 소속정당을 상급 선거위원회에 제출하여 상급 선

거위원회가 이를 심사하여 해임하고 새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선

거위원회가 특정 정당의 영향력 하에 놓여 선거의 공정이 침해되지 않도

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된다.

국회선거위원회는 동일한 취지에서 지령 제1호로 기타 단체도 정당과

동일하게 보도록 하고, 나아가 동 조항의 입법정신에 비추어 공무원도 3

분의 1을 넘지 못하게 하였다.276) 당시 정당, 단체가 법적으로 구별되지

275) 국회의원선거법 제29조 제1항 등록한 의원 후보자는 자유로히 선거에 관한 선전을
할 수 있음.

276) “각급선위에 동일정당인 삼분지일 초과 못한다”, 경향신문 1948년 3월 21일자, 네이
버 뉴스 라이브러리. 그 외에도 등록소(투표소) 설치 시 정당 또는 단체의 건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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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합당한 조치로 볼 수 있다. 공무원도 선거위원회

의 3분의 1이 넘지 못하도록 한 부분은 관권의 영향으로부터 선거의 공

정성을 지키기 위한 나름의 노력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볼 때, 최초의 국회의원선거법에서 정당은 선거

의 주체로 적극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선거법은 정

당의 후보자추천제도를 두지 않았고 그 당연한 결과로 투표용지에 정당

을 기재하거나 정당소속 후보에게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기호를 배정하는

제도도 없었다. 사실 이는 미군정법령 55호 ‘정당에 관한 규칙’이 정당과

단체를 구별하지 않았던 것의 당연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선거법에서

정당에 어떤 법적 지위를 부여하려면 정당과 다른 단체의 구별이 전제되

는데, 애초에 그러한 전제가 갖추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선거에서 정당의 존재를 전면적으로 부정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선거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이나 후보자공고에 관한 조항에

서 정당이 언급되었던 점을 볼 때 입법자는 현실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

치는 정당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 역할을 소극적으로나마 용인하고 있었

다고 볼 수 있다.

Ⅱ. 1950년 국회의원선거법 개정

제2대 국회의원선거를 한 달 앞둔 1950년 4월 12일 국회의원선거법이

개정되었다. 가장 핵심적인 개정부분은 관민단체의 선거참여를 제한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행정부의 지시 또는 지원으로써 조직된 사회단

체 또는 청년단체의 간부, 일반국민으로부터 회비를 갹출하거나 또는 국

선거의 자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물을 피하라는 지령을 내리기도 하였다.
“정당 등 건물에 등록소 설치는 불가”, 경향신문 1948년 4월 8일자, 네이버 뉴스 라이
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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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조를 받는 사회단체 또는 청년단체의 간부가 그 직무관계구역 내에

서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때에는 선거일로부터 90일 전에 그 직에서 해

임되도록 하고(29조 2항), 위와 같은 단체의 일반 단체원들도 단체의 명

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36조 2항).277)

이는 관권을 이용한 입후보가 선거의 자유분위기 저해로 이어지거나

국고금 또는 민간부담금으로 선거운동을 할 가능성을 막기위한 것이었

다.278) 조문 상으로는 규제대상이 추상적으로 열거되었으나 실제로는 대

한국민회와 대한청년단을 의도한 것이었다. 논의과정에서는 대한국민회

와 대한청년단의 선거 참여시 발생할 문제점이 지적되었다.279) 당시 각

지방의 대한청년단 지부에서 선거 난립을 피한다는 명목으로 공인후보자

를 세우고 있었다. 의원들은 대한국민회나 대한청년단은 특정정당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순수하게 민족을 위하여 모인 조직으로 대부분의 국민

들이 가입된 단체인데 그러한 단체의 간부가 직위를 이용해 출마하면 국

민들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를 강요하면 선거의 공정을 해칠 수 있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단체 내에서 지지를 거부하는 자들의 직위를 빼앗거나

제명하는 등 단체를 변질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하였다. 무엇보다도

국가가 지원하고 권력기관이 옹호하는 단체의 간부가 정치운동에 직접

관계하는 것은 독재화로 흐를 염려가 있었다.280)

277) 현행 선거법에도 이와 유사한 규정이 존재한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9호,
제60조 제1항 제8호, 제86조 제1항, 제87조 제1항 제4호, 제103조 제2항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의 대표자(시 군 구 조
직 포함, 이하 같음)의 입후보 금지, 상근 임 직원 및 대표자의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금지, 단체 명의의 선거운동 금지, 선거기간 중 모임 개최 금
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7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회․대한청년단원의 입후보를 제한하는 선거법을 준비
중”, 서울신문 1950년 2월 5일자, 자료대한민국사 16권.

279) 이하 입법과정의 논의는 국회본회의 회의록, 제6회 제53차(1950.3.15.), 제헌국회 회
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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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민회와 대한청년단은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였

다.281) 양 단체는 위와 같은 선거법이 통과되더라도 국민회 및 한청의

이름으로 출마할 것이며 만약 선거법위반으로 당선이 무효되면 선거법을

위헌이라 하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주장하였다.282) 이러한 입법 경위를

보면 당시 선거에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정당, 단체의 난립

이 아니라 관권과 밀접한 관련을 맺은 관민단체의 선거참여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까지는 명확한 여당이 부재하였으므로 관권이 전국적 차원

에서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지역 내에

서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력을 미치는 행태에 대한 우려는 이미 제기되고

있었다.283)

그 외에 정당과 관련하여 개정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선거위원

회 구성 시 정당과 마찬가지로 동일단체소속자도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이 명시되었다(제19조 5항). 선거공보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어 선거

구선거위원회로 하여금 후보자의 성명, 기호, 소속정당, 경력, 정견을 포

함한 선거공보를 발행하도록 하였다(제32조).284) 선거운동에 관하여는 선

거벽보, 간판, 현수막의 규격, 개수가 제한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은 규

제되지 않았다(제40조). 한편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연설회를 자유로

280) 박해정 의원.

281) “간부 입후보를 국민회 중집서 결의”, 연합신문 1950년 2월 10일자, 자료대한민국사
16권.

282) “각 당의 총선거 대책”, 국도신문 1950년 3월 28일자, 자료대한민국사 16권.

283) 서우석 의원은 3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무장관에게 지방에서 공무원들이 선거
에 적극 참여하는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질문하기도 하였다. 국회본회
의 회의록, 제6회 제53차(1950.3.15.) 제1대 국회 회의록; “제6회 53차 국회본회의, 정
부지원 사회단체․청년단 간부는 입후보 전에 사임하도록 한 선거법안을 축조 통과”,
자유신문 1950년 3월 16일자, 자료대한민국사 16권.

284) 동법 시행령 26조부터 32조에 의하면 선거공보는 선거구마다 1회에 한하여 발행하
며 후보자가 사진 1매와 3천자 이내의 글을 제출하면 이를 그대로 게재하도록 되어
있었다. 발행부수와 배부방법은 당해 선거구선거위원회가 정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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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최할 수 있었는데(제37조) 시행령에서는 연설회 전날까지 연설회의

일시․장소와 연설자의 성명, 연령, 성별, 직업, 소속정당단체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였다(시행령 제35조).

Ⅲ. 1958년 민의원선거법 제정

제4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1958년 1월에는 국회의원선거법이 폐지되

고 민의원선거법이 제정되었다.285) 이 선거법은 각급 선거위원회에 여야

정당에서 추천하는 인사 각 1인씩을 위원으로 참가시키고(민의원선거법

제27조, 이하 조문만 표시), 투표․개표 참관인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며

(제115조, 제129조 등), 50만환의 기탁금제를 실시하였다(제38조). 그리고

선거운동을 대폭 제한하여 특히 선거운동원 이외의 선거운동, 사전선거

운동, 호별방문, 일절의 음식물 제공 등을 금지하고(제43조∼제88조), 허

위보도 금지 등 선거운동에서의 언론규제를 강화하였으며(제72조, 제73

조), 선거의 공영제 실시 및 선거비용을 제한하였다(제90조).286)

기존 선거법과 비교하여 정당이 새롭게 언급된 부분은 “정당 기타 정

치단체는 소속후보자를 위하여 1회에 한하여 신문에 선거에 관한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고 한 조항(제75조 제1항 본문)이었다. 이로써 자당소속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노력하는 정당의 존재가 법 문언에 처음으로 표현

되었다. 이는 후보자 개인에게 허용된 1회의 신문광고(제74조) 외에 추

가적인 신문광고이므로 정당소속 후보자를 무소속 후보자보다 조금이나

마 유리하게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제75조 제2항은 “2개 이상

285) 같은 시기에 참의원선거법도 제정되었으나 참의원선거가 실제로 실시되지 않았다.
이하 서술은 민의원선거법을 대상으로 한다.

286) 대한민국국회 60년사, 12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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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단체에 소속된 후보자에 대하여는 후보자등록신청서에 표시된 단체가

아니면 전항의 광고를 할 수 없다.”고 제한하였는데 이는 법적으로 이중

당적이 금지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중당적을 보유한 출마자가 많았던

현실을 반영하는 조항으로 이해된다.287)

이 선거법 입법과정의 특징은 여당인 자유당과 제1야당인 민주당의 협

상에 의해 제정되었다는 점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법은 세칭 ‘협상선

거법’으로 불렸는데, 실제로 자유당과 민주당의 이해관계를 대폭 반영하

고 있었다. 당시 많은 비판을 불러일으켰던 언론규제는 야권을 지지하고

정권에 비판적인 태도가 갈수록 강해지는 언론들의 공세를 막고자 했던

자유당 측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것이다. 또한 과거 폭넓게 보장되었던

선거운동의 자유가 이제 사실상 법에 명시된 행위만 할 수 있도록 축소

되었는데 이 또한 민주당 등 야당의 손발을 묶으려는 의도가 담겨있었

다. 선거관리가 불공정한 상황에서 복잡한 선거운동 규제는 야당에 대해

특히 엄격하게 적용될 여지가 높았다.

이러한 악용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됨에도 민주당은 자신들의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자유당의 요구를 수용하였다. 민주당은 그동안 관권에 의해

자행된 부정선거를 막고자 야당추천 인사의 선거위원회 참여와 투표․개

표 참관인의 권한 확대 등 제도적 장치 도입을 이끌어내었다.

그런데 각급 선거위원회에 여야가 1인씩 추천하여 선거위원회에 참가

하도록 한 부분은 부정선거를 막는다는 목적 외에도 무소속이나 소수정

당을 선거위원회 구성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도 담고 있었다. 각급 선거위

원회에는 원내에 의석을 가진 등록된 정당이 추천한 자 중에서 여야 1인

씩으로 하도록 되었다(제27조 제6항). 특히 중앙선거위원회와 서울특별

287) 반면 현행 공직선거법 제49조 제6항은 2 이상의 당적을 가진 자의 후보자등록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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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및 각도선거위원회는 원내정당 의석 순위에 따라 여야 1인씩을 참가

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자유당과 민주당만 참가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과

다름없었다(동법 제27조 제8항).

선거구선거위원회의 위원 선정방식도 사실상 자유당과 민주당만 참가

할 수 있게 한 것이었다. 선거법은 여당 또는 야당이 각 2개 이상 있을

때에는 먼저 원내정당 소속의석 수의 비율에 의해 전국 선거구선거위원

회에 위촉될 정당별 인원수를 책정하고, 각 정당은 인원수 한도 내에서

각 선거구에 위원위촉을 신청하되 여당 혹은 야당끼리 신청이 경합하면

추첨에 의하도록 하였다(제27조 제9항). 낙첨된 정당은 신청이 없는 선

거구에 한하여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방식에 의할 때 여당은 자

유당뿐이므로 자유당은 전 선거구에 선거위원을 추천할 수 있으며, 야당

은 민주당(46석, 1957년 12월 당시)을 제외한 정당들의 각 의석수가 1∼

2석에 불과하였으므로 야당 간의 의석비율상 민주당도 대부분의 선거구

에서 선거위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반면 원내 1∼2석을 보유한 소수정

당은 전체 233개 선거구 중 불과 4∼5개 선거구에서 선거위원을 추천할

수 있을 뿐이었다.288) 소수 정당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선거위원 추첨에서 탈락하면 다른 선거구에서 추첨되는 것은

무의미했다. 원내 의석이 없는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는 선거위원회 참여

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다. 선거에 관한 모든 사무를 관장하는 선거위

원회 내부의 동향을 파악하고 자신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의 유

무는 선거의 유불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었다.

한편 50만 환 기탁금제도는 자유당과 민주당의 의사가 일치하여 도입

된 것인데, 후보자 난립을 방지한다는 명목 하에 무소속이나 소수정당

288) 실제로 1958년 제4대 민의원선거에서는 전국 233개 선거구 중 자유당 233개 전 선
거구, 민주당 214개, 대한국민당 4개, 노농당은 2개, 진보당은 4개 선거구에 참여하게
되었다. “정당선위 비율결정”, 경향신문 1958년 2월 12일자,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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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후보의 출마를 어렵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양당체제가

자리잡아가던 당시 상황에서 유효투표의 6분의 1(약 16.7%) 이상을 확보

하지 못하면 기탁금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한 조항은 무소속이나 소수정

당 후보에게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결국 자유당과 민주당 소

속의 추천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출마 자체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왔

다. 실제로 제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자유당과 민국당을 제외한 기타 정

당․단체, 무소속 후보자가 949명에 달하였던 반면, 제4대 민의원선거에

서는 418명으로 이전에 비해 절반 이하로 급감하였다. 기탁금제도가 출

마여부 판단에 미친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정확히 평가하기는 어렵

지만 기탁금이 적지 않은 액수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

로 추정된다.289)

제4대 민의원선거 결과 233개 선거구에서 자유당 125명, 민주당 79명,

통일당 2명, 무소속 26명이 각 당선되었는데 제3대 민의원선거에서 202

개 선거구에서 자유당 110명, 민국당 16명, 기타 정당․단체 6명, 무소속

70명이 각 당선되었던 것과 비교할 때 무소속의 감소가 가장 눈에 띈다.

이처럼 제4대 선거부터는 여당 대 제1야당의 양당체제가 뚜렷해지면서

선거에서 정당의 영향력이 보다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Ⅳ. 1960년 국회의원선거법 제정

4․19혁명 이후 민의원선거법, 참의원선거법을 각각 폐지하고 국회의

289) 1958년 당시 50만 환을 2016년 1월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쌀의 물가상승배수를
기준으로 할 때에는 약 544만 원, 금의 물가상승배수를 기준으로 할 때에는 약 1,731
만 원에 해당한다. 당시의 경제력 수준이 매우 낮았음을 감안하면 이는 후보자들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화폐가치 계산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홈페이지(http://ecos.bok.or.kr/) → 고객지
원 → 화폐가치계산 코너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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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선거법이 제정되었다. 의원내각제 개헌으로 국회와 정당의 위상은 더

욱 강화되었으나, 선거법상으로 정당의 지위는 이전과 차이가 없었다. 정

당의 후보자추천제도, 투표용지에 정당을 기재하는 제도, 전국적으로 통

일적인 정당기호를 배정하는 제도는 여전히 도입되지 않았다.

Ⅴ. 대통령․부통령선거법과 지방자치법

1952년 제정된 대통령․부통령선거법과 1949년 제정된 지방자치법은

각각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나, 선거법에는

정당이 일체 언급되지 않았다. 이는 대통령․부통령선거,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의 공인후보자로 선정된 후보자들이 출마하고 언론에서도 소속정

당에 따라 후보자를 분류하여 보도하는 등 정당이 선거의 중요한 주체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국회의원선거법에서 정당이 언급되었던

것과도 대비된다.

Ⅵ. 정당의 공인후보자선정

1. 제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의 공인후보자선정

일반적으로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추천은 제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자

유당에 의하여 처음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자유당 창당 이

전인 제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이미 몇몇 정당들은 공인후보자를 선정

하는 전략을 구상하였다. 선거 초반 각 정당 및 단체가 취하려고 했던

공통된 전략은 ① 원칙적으로 210선거구에 각 1인씩 공인후보자를 배치

할 것, ② 입후보의 선거비용은 당에서 부담키로 결정한 것, ③ 후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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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당부에서 작성한 선거정강을 그대로 들고 나갈 방침, ④ 당의 조직

역량을 집중시켜 공인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할 방침이었던 것으로 알려

져 있다.290) 즉 정당에서 공인후보자를 선정하고 공인후보자들이 중앙당

의 선거정강을 공통으로 내세우는 정당 단위의 선거운동 전략을 세웠다.

특히 원내 제1, 2당인 민국당, 대한국민당은 공인입후보선정 전략으로

과반수 내지 다수 의석 확보를 기대하였다.291) 이는 공인후보자선정에서

탈락한 당원이 독자적으로 출마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당의 조직력과

지지 세력을 하나로 모아 가능하면 많은 수의 당선자를 내겠다는 전략이

었다. 반면 사회당, 한독당 등 중간파 세력은 당 조직의 침체를 이유로

당 차원이 아닌 인물 본위로 선거에 임하였다.

그러나 정당들의 공인후보자 선정은 추진단계에서 이미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 입후보등록을 5일 앞둔 시점까지도 각 당의 공인후보자는 소

수에 불과했다.292) 중앙당에서는 지방으로부터의 정보부족으로 지방 선

거구의 공인후보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고 지방에서는 중앙당의 지시를

무시한 채 동일정당 소속의 후보자들이 난립하였다. 결국 민국당은 4월

27일 최종적으로 75명의 공인후보자를 발표하는 데 그쳤다.293) 선거관리

290) “각 당의 선거운동 전략”, 서울신문 1950년 5월 15일자, 자료대한민국사 제17권.

291) 민국당은 선거대책으로서 전 의석의 50% 획득을 목표로 전국 210개 선거구에 각
구 1인씩 210명의 공인후보자를 선출하고 후보자당 100만원의 선거운동비를 보조하
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대한국민당도 이에 대응하여 각 선거구에 1명씩 입후보
시켜 100명의 공인후보자를 출마시킬 것이며 70%정도 당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그 외에도 월남인사들이 중심이 된 조민당은 당 차원에서 40여 명의 후
보자를 선출하여 출마시키겠다고 밝혔다. “각 당의 총선거 대책”, 국도신문 1950년 3
월 27일자, 자료대한민국사 16권.

292) 4월 16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국당에서는 공인후보자로 확정된 자가 70명 정도였
고, 대한국민당은 서울에서 6명이 확정되었을 뿐 지방에는 확정자가 전무한 상태였으
며, 조민당은 서울 11명, 지방 5명 확정, 대한노농당은 서울 3명, 지방 15명이 확정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공인제 붕괴? 15일 현재 각당 난립 현저”, 경향신문 1950년 4월
16일자,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293) “각당 공인입후보자”, 동아일보 1950년 4월 27일자,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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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통계상 전체입후보자 중 민국당 소속은 178명, 대한국민당은 173

명이었던 것과 대비된다. 한 선거구에서 공인후보자와 동일정당 소속 다

른 후보자가 경합하는 현상도 다수 발생하였다. 당시의 한 언론은 이러

한 실패상을 언급하였다.

“이번 답사에 본 바에 의하면 정당단체의 공인제의 실패를 들 수 있겠는

데 이는 동일구(同一區)에서 같은 소속 출마자가 3, 4명이 있는 것으로도

알 수 있으며 한편 정당조직의 빈약상을 노정하고 있어 지방조직은 전무

상태에 있었다. 무소속의 다수입후보도 이러한 현상의 일단을 표현하는

것이라 하겠으며 또한 정당에 대한 민심의 동향을 표시하는 일증좌(一證

左)라고도 보여진다. … 입후보자의 경력에 있어 전에 소속한 정당이나

단체가 경쟁자의 공격대상이 되는 듯도 한 경향을 간취(看取)할 수 있었

다.”294)

입후보자는 후보자등록 시 중앙당의 공인 여부와 관계없이 소속정당,

단체를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었으므로 후보자 입장에서 중앙당의 공인

여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중앙당의 정강이나 전략도 지방이나 일반

국민들에게 별다른 영향력이 없었다. 이는 당시 정당들이 원내와 서울에

기반을 둔 명망가 정당이었을 뿐 지방조직을 갖추지 못했고, 일반 국민

들 사이에서 정당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거나 오히려 부정적이었기 때문

이다. 이로 인해 공인후보자이면서 무소속을 표방하고 출마하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295)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농지개혁 문제에서 지주들의 입장

을 대변했던 민국당 소속임을 밝히는 것은 오히려 불리한 전략이었다.

제헌국회 의원들이 대부분 낙선하고 양대 정당이 참패한 선거 결과 또한

294) “선거운동현지답사(9) 경기도편, 소선거구의 폐단, 가평구 22대 1”, 경향신문 1950년
5월 12일자, “총선거와 좌익 모략 봉쇄”, 경향신문 1950년 5월 22일자, 이상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295) “각 당의 선거운동 전략”, 서울신문 1950년 5월 15일자, 자료대한민국사 제1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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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에 대한 당시 국민들의 시각을 보여준다.296)

2. 제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의 공인후보자선정

1954년 5월 20일 치러진 제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자유당은 공인후보자

선정 전략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다. 자유당은 이승만 대통령이 총재로

있었으며 원내 과반수를 차지한 제1당으로서 이승만 대통령의 명시적인

지지와 관권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었다. 또한 족청계 및 대한국민

회, 대한청년단, 대한노총, 대한농총, 부인회 등 5개 관민단체를 기반으로

삼아 전국적인 정당조직을 갖추고 있었다. 이미 1952년 지방선거에서 입

후보 방해 등 관권의 노골적인 개입 속에 압승을 거둔 경험도 있었다.

자유당은 선거를 3개월 앞두고 공인입후보자를 선정하기로 결정하였

다.297) 당시 자유당의 영향력에 비추어 자유당의 공인후보자선정이 곧

당선이라고 기대되면서 많은 입지자들이 자유당의 공인후보자로 선정을

받기 위해 몰려들었다.

자유당의 공인후보자 선정 절차는 여러 단계로 이루어졌다.298) 먼저

각 지방에서 동리읍면 단위로 몇 사람의 대표당원을 선출하여 그 대표당

원들이 선거구의 후보자 투표를 진행하였다. 도당부는 이러한 투표결과

에 후보자의 과거 행적이나 당선가능성을 평가한 점수를 덧붙여 중앙당

에 보고하였다. 중앙당부는 기본적으로는 도당부의 보고를 토대로 심사

를 하였으나, 지방에서의 후보자 투표결과에 관계없이 추천후보자를 변

296) 제헌국회 말기에 각각 71석, 69석을 보유했던 대한국민당과 민주당은 제2대 국회의
원선거에서 각각 24석 씩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297) “공인입후보제 자유당 원칙 결정”, 경향신문 1954년 2월 25일자, 네이버 뉴스 라이
브러리.

298) “결정발표될 때까지의 경위, 정계의 시청 집중케 한 자유당 공천”, 동아일보 1954년
4월 18일자,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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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공인후보자를 확정하

는 권한은 당총재인 이승만 대통령에게 있었다. 실제로 중앙당부 심사과

정에서 내부갈등과 지원자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이승만 총재는 불만이

있는 지원자들을 집무실인 경무대로 불러 의견을 청취한 후 경무대에서

재검토를 거쳐 공인후보자를 확정 및 발표하였다.299) 공인후보자들은 총

재 지시와 당 정책을 절대복종하고 민의에 의한 개헌을 절대 지지한다는

서약서에 날인을 한 후에야 ‘공인증’을 교부받았다. 결국 공인후보자 선

정과정은 외견상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는 요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승만 총재에게 모든 권력이 수렴하는 구조였다.

그런데 공인후보자선정은 법적 효력이 없었으므로 자유당은 공인후보

자선정에서 탈락한 자들이 불복하고 출마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자

유당 공인후보자는 약 188명300)이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소속정당을 자유당으로 기재한 후보자 수는 255명에 달하였다.

자유당에서는 기간단체인 국민회, 노총 소속으로 입후보할 수 없다는 원

칙을 일찌감치 선언하였으나301) 실제 선거에서는 국민회 48명, 농민회

11명, 대한노총 5명 등 기간단체 소속으로 후보자등록을 한 자가 다수

있었다. 자유당으로서는 이들을 제명처분하는 외에는 뚜렷한 제재방법이

없었다.302)

선거결과 자유당 소속 당선자는 110명에 달했다. 이들 중에 공인후보

299) 재검토 과정에서 구 국민방위군 출신 인사들의 대부분과 이범석 추종세력의 일부
가 탈락하였다.

300) 언론보도에 따르면 1차(4.14.) 166명, 2차(4.15.) 8명, 3차(4.25.) 14명으로, 총 188명으
로 분석된다.

301) “개헌찬동의 서약, 자유당 공천 전제조건으로 결의”, 경향신문 1954년 4월 10일자,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302) “출마한 비공천당원 157명 제명”, 경향신문 1954년 5월 12일자, 네이버 뉴스 라이브
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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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아닌 자들이 일부 있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공인후보자선정 전략

은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공

인후보자선정 전략은 그 자체보다도 이를 통해 자유당과 관권의 지원이

분산되지 않고 한 명에게 집중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위력을 발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어떤 이유에서건 제3대 국회

의원선거에서 공인후보자가 다수 당선된 것을 기점으로 정당의 공인후보

자선정은 선거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아가게 되었다.

반면 민국당도 자유당에 대응하여 공인후보자를 선정하였으나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민국당 중앙당은 전국에서 추천된 120여 명의 후보자 중

67명을 공인후보자로 선정하였다.303) 실제 선거에서 민국당 소속후보자

는 86명으로 비공인후보자수가 이전에 비해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 이에

비추어 중앙당의 공인후보자선정이 당원들에 대해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선거에서 민국당은 당선자가 16명에

그치는 참패를 겪었다. 이는 농지개혁 문제에서 민국당이 일반 국민들과

배치된 입장을 보였던 탓도 있지만, 아직까지 정당 자체에 대한 국민들

의 지지가 강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도 평가할 수 있다.

3. 제4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의 공인후보자선정

1958년 5월 2일 치러진 제4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자유당은 233개 선거

구 중 216명을 공인후보자로 선정하였고, 민주당은 201명을 공인후보자

로 선정하였다. 이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공인후보자선정이 주목을 받았

다. 민주당이 201개의 선거구에 공인후보자를 선정한 것은 전신인 민국

303) “1차 67명 발표, 민국당 공천”, 동아일보 1954년 4월 16일자,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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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이 전국에서 겨우 67명의 공인후보자를 내세웠던 것에 비하면 무려 3

배나 늘어난 것이었다. 심지어 민주당의 공인후보자선정이 끝난 뒤에도

민주당 무공천 선거구에서 약 30명의 무소속 후보들이 민주당 입당 및

공인후보자선정을 신청하기도 하였다.304) 민주당에서도 이를 거부하지

않고 심사를 거쳐 공인후보자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전해

졌다.305) 이러한 현상은 무소속 보다는 ‘민주당 공인후보자’라는 간판이

당선에 유리하다고 인식되었음을 나타내는 사례이다. 선거결과도 그러한

인식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민주당은 점점 더 심해져가는 관권선

거, 부정선거 속에서도 무려 79석을 확보하였다. 특히 서울에서는 16개

선거구 중 14개 선거구에서 승리하는 등 대도시 지역에서는 압도적인 지

지를 얻었다. 반면 무소속 당선자는 26명에 그쳤다. 제3대 국회의원선거

결과와 역전된 모습이다.

제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교섭단체도 구성하지 못할 정도로 참패하였던

야당이 4년 만에 상당한 선전을 거둔 원인은 이승만 정권에 대한 비판여

론의 확산이라고 볼 수 있다. 이승만 정권의 독재체제가 강화될수록 민

주당은 정권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세력으로서 국민들로부터 기

대를 받았다.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1956년 대통령․부통령 선

거에서 민주당 장면 후보의 부통령 당선으로 드러난 바 있었다.

자유당은 총 216개 선거구에서 공인후보자를 선정하였으나 선거관리위

원회 통계에 따르면 실제 선거에서 자유당 소속후보자는 247명으로 기록

되어 있다. 당시 언론에 의하면 자유당에 공인후보자선정에서 탈락한 뒤

304) “무소속, 민주당에 공천 요청”, 경향신문 1958년 4월 13일자,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
리.

305) 민주당이 몇 명의 공인후보자를 더 선정하였는지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나, 참
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이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후보자는 205명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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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적으로 후보등록을 한 후보자가 무려 139명에 달하였고, 자유당에서

는 중앙선거대책본부 차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등록취하를 종용하였으

나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306)

제4대 국회의원선거는 자유당 대 민주당 양당체제 하에서 양당의 공인

후보자선정의 영향력이 매우 크게 작용하였던 선거였다. 반면 무소속 후

보자는 864명에서 366명으로, 무소속 당선자는 70명에서 26명으로 급격

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4. 제5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의 공인후보자선정

4․19혁명 후인 1960년 7월 29일 치러진 제5대 국회의원선거는 전체

적으로 1,559명의 후보가 출마하는 등 제2대 국회의원선거 다음으로 많

은 후보가 난립하였다. 하지만 결과는 민주당의 독무대였다. 민주당은 전

체 233개 선거구 중 171곳에서 승리하였다. 기타 정당은 사회대중당 4명

등 미미한 수준이었으며, 무소속 당선자는 53명이었다. 자유로운 분위기

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것은 이제 선거에서 후보자

의 소속정당이 유권자들의 선택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음을 의미한

다고 해석된다.

이 선거에서 민주당은 신구파의 합의로 무조건공천 선거구 129곳307)

을 제외한 104개 선거구에서 공인후보자신청을 접수하였는데 97개 선거

306) “무소속, 민주당에 공천 요청”, 경향신문 1958년 4월 13일자,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
리.

307) 민주당은 공천요강에서 현역의원과 현재 핵심당부위원장(지구당위원장)으로서 지난
국회의원선거에서 차점자 또는 기탁금을 몰수당하지 않은 자는 무조건 공인후보자로
선정한다는 원칙을 정하였다. 정권 획득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이승만 정권 하에서
투쟁한 자에 대한 보상 차원이었다. “민주당 공천요강을 결정”, 동아일보 1960년 5월
21일자,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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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총 294명이 신청하였다.308) 당선가능성이 높은 민주당 공인후보

자로 선정을 받기 위한 경쟁이 치열했음을 알 수 있다. 공인후보자선정

결과 224개 선거구에서 공인후보자를 내세웠다.309) 한편 공인후보자선정

에서 탈락한 후보들의 반발이 극심하였고 결과에 불복하여 독자적으로

출마하는 자도 다수 있었다. 그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상 민주당

소속후보자는 모두 302명에 달했다.

308) “294명 민주당 공천신청자”, 경향신문 1960년 6월 10일자,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309) “민의공천을 완료”, 동아일보 1960년 6월 26일자,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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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제1, 2공화국에서 정당의 헌법적 지위

- 결론에 갈음하여

제 1 절 제1공화국에서 정당의 헌법적 지위

제1공화국은 국가가 국민과 사회 위에 군림하는 권위주의적 국가체제

였다. 외형상 민주주의의제도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실질적으로

정치적 의사결정 권한을 독점하였으며 조직화되지 못한 사회를 지배하였

다. 국회와 행정부가 분리된 대통령제 하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와 대화하고 타협하기 보다는 국회를 무시하고 행정기구와

관료조직에 의존하여 국가를 운영하였다. 모든 권력이 이승만 대통령에

게 집중된 권위주의적 국가체제 하에서 여당은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

는 데 필요한 도구에 불과하였고, 야당은 억제해야 할 대상일 뿐이었다.

따라서 정당의 제도화는 이승만 정권의 관심대상이 아니었다.

이승만 정권은 우월적 위치에서 정당을 통제하려 하였다. 미군정이 치

안유지 목적으로 제정하였던 미군정법령(‘정당에 관한 규칙’)이 제1공화

국에서 계속 적용되었다. 위 법령은 정당, 단체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

게 취급하였는데, 상세한 현황 보고의무와 함께 위반 시 형사처벌조항을

규정하였다. 특히 정당, 단체가 사무소 이전에 따른 등록의무를 위반할

경우 행정부의 처분만으로 해산시킬 수 있었다. 그 결과 정당은 그 존립

여부가 행정부의 행정처분에 달려있게 되어 그 법적 지위가 매우 취약하

였다. 이승만 정권은 위 법령조차도 자의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야당의 지

위를 더욱 불안정하게 하였고 심지어 진보당 사건에서와 같이 위 법령을

야당탄압의 직접적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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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제1공화국에서는 국회와 야당세력을 중심으로

정당을 보호하고 제도화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권위주의적 국가체제

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던 1951년에 제2대 국회는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

하기 위하여 행정부의 등록취소 권한을 배제한 정당등록제도를 입법(‘정

치운동에 관한 법률’)하였다. 다만 이 법률은 이승만 대통령의 공포 거부

로 인하여 시행되지 못했다.

제헌국회는 국회법에 국회운영과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한 원내교섭

단체제도를 도입하였다. 발언권 배분, 상임위원회 배정, 의석 배정이 교

섭단체 단위로 이루어졌다. 이후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은 교섭단체

간 경쟁양상을 띠게 되었다. 또한 관권선거, 야권 단일화 등 현실정치적

요인이 작용하면서 급격히 양당체제가 형성되고 소속의원에 대한 정당의

구속력도 급격히 강화되었다.

반면 선거에서 정당의 역할 및 기능의 제도화는 불충분한 수준에 머물

렀다.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추천,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소속정당 표시,

정당별 기호배정과 같이 정당을 선거의 주체로 인정하는 입법은 이루어

지지 않았다. 다만 후보자의 소속정당 단체의 등록 및 공표, 선거위원회

구성 시 정당의 참여에 관한 규정은 선거에서 정당의 역할을 부분적으로

나마 인정하고 있었다. 1958년 선거법은 각 정당이 의석수에 비례하여

각급 선거위원회에 참여하게 하고, 후보자와 별도로 정당 차원의 선거광

고를 허용하였으며, 기탁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정당소속 후보자를 우대

하였다. 한편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추천제도의 미비에도 불구하고 각

정당은 제2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선거전략의 일환으로 공인후보자를 선정

하였는데, 이는 관권선거, 야권 단일화와 맞물려 선거에서의 영향력이 급

속도로 확대되었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제1공화국에서 이승만 정권의 정당에 대한 권



- 118 -

위주의적 태도는 19세기 독일제국의 관헌국가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관료중심의 국가운영, 의회 경시(輕視)는 제1공화국과 19세기 독일제국

의 공통된 양상이었다. 물론 양자 간에는 차이점도 있다. 19세기 독일제

국에서는 정당을 부정적인 존재로 바라보는 자유주의적 정치사상이 널리

퍼져있었던 반면, 이승만 정권의 권위주의적 태도는 권력을 독점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일 뿐 어떤 정치사상을 배경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

세계적으로 정당정치가 보편화된 당시 상황에서 정당의 존재 자체를 부

정할 명분은 없었다. 이승만 정권은 정당의 제도화에 무관심하였을 뿐

정당의 제도화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국회 및 야당세력의

주도로 정당의 제도화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결국 제1공화

국은 정당제도가 미흡하였을 뿐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단순하게

트리펠이 말한 ‘적대시 단계’ 또는 ‘무시 단계’와 동일시하기는 어렵다.

제 2 절 제2공화국에서 정당의 헌법적 지위

4․19혁명으로 제1공화국이 무너진 뒤 내각책임제 개헌을 거쳐 제2공

화국 체제가 성립하였다. 제2공화국은 제1공화국에서의 경험을 거울삼아

정당의 보호를 헌법에 명시하였다. 1960년 헌법은 독일 헌법과 이탈리아

헌법을 참고하여 정당에 대한 국가의 보호, 정당해산심판제도를 규정하

였다. 또한 내각책임제 개헌으로 국회와 정당이 구조적으로 행정부에 대

하여 우위에 있게 되었다. 한편 미군정법령이 폐지되고 행정부의 등록취

소권한을 배제한 정당등록제도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제2공화국은 이듬

해 5 16 군사정변으로 붕괴하여 단기간에 그쳤다. 군부세력은 포고령으

로 모든 정당, 사회단체를 해체하였고 이후 민정이양 과정에서 서론에서

본 바와 같이 오늘날 정당제도의 원형을 이루는 각종 정당 관련 법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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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하였다.

제2공화국에서 정당은 그 존립을 헌법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보장받게

되었다. 그러나 제1공화국과 마찬가지로 제2공화국을 트리펠이 규정한 4

단계 중 어느 한 단계와 동일시하기는 어렵다. 트리펠은 서구 각국에서

정당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다가 의사규칙, 선거제도에 정당의 역할과 기

능이 점차 반영되는 경향을 ‘승인 및 합법적 인정의 단계’라고 칭하였던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제1공화국에서도 이미 정당제도가 부분적으로 존

재하고 있었고 특히 원내교섭단체제도는 국회 내에서 정당의 역할과 기

능을 온전히 인정한 것이었다. 또한 트리펠이 말한 ‘헌법에의 편입 단계’

는 정당의 정부구성기능이 헌법에 명문화되는 것을 의미했던 반면, 1960

년 헌법은 정당의 보호를 규정하였을 뿐 정당의 정부구성기능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제1, 2공화국의 정당제도사에서 보듯 우리나라는 정당제도가 부재하다

가 점차 제도화된다는 큰 방향에서는 독일 등 서구 국가들과 같았지만,

후발 민주주의 국가로서 선진국의 정당제도를 빠르게 수용하였기 때문에

제도화가 빠른 시간 내에 압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차이점을 보인다. 특

히 1960년의 정당조항 도입에서 보는 것처럼 1960년 무렵부터 독일헌법

학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었다. 실제로 독일헌법학은 제3공화국에서

강력한 정당국가를 지향하는 정당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정당정치가 정치현실로서 먼저 자리를 잡고 그것이 법제도 내

로 수용된 서구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현실적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가 먼저 도입된 만큼 왜곡될 여지도 많았다. 특히 제

3공화국은 태생적으로 군부독재 정권이었던 만큼 외형상 제도에도 불구

하고 국회와 정당의 정치적 자율성이 억압된 채 대통령과 행정부 우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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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주의적 국가체제가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 이후 30여 년간 군사독재

정권이 계속되면서 권위주의적 국가체제가 깊이 뿌리내리고 정당의 발전

은 지체되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비록 가정이지만 만약 정치적 자유

가 폭넓게 보장된 제2공화국 체제가 지속되었다면 정당중심의 국가운영

이 자연스럽게 제도화될 가능성도 있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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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Constitutional

Status of the Political Party

in the Republic of Korea before

the P olitical P arties Act
- Focusing on the Political Party System

of the F irst & Second Korean Republi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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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olitical party is a political association voluntarily organized by the

people in order to participate in national decision-making process. In

today′s representative democracy, the political party serves the

constitutional function that connects the people and the state. Many

modern states, through constitution and legislation, guarantee the

freedom of the political party and promote the activity of the political

party. However, such constitutional status was not granted to the

political party since its first appearance. In western state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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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party was negatively perceived at first. After a series of

changes over a 100 years, the political party achieved today′s

constitutional status.

Republic of Korea, a new-born democratic republic, established a

democratic constitution. However in reality, the F irst Korean

Republic(1948-1961) was an authoritarian regime with all powers

concentrated in the hands of the President Syngman Rhee and

bureaucrats loyal to him. During the F irst Korean Republic,

‘Regulation of Political Parties’, which was legislated by the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USAMGIK) in order to

surveil all forms of political activity, remained in force. Said

regulation imposed excessive registration obligation on the political

party and the association, and violation of such gave rise to the

government’s discretion to exercise the power of dissolution in the

form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The state applied this regulation in

arbitrary manner, abusing it as a tool to disband opposition parties.

During the F irst Korean Republic, opposition parties tried to

institutionalize the political party system through legislation.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a legislation that repeals the ‘Regulation of

Political Parties’ imposed by the USAMGIK and introduces a new

political party registration system that does not give the government

the discretion to revoke registration. However, it was never enforced

due to President Rhee’s veto.

In the National Assembly, the parliamentary group system was

introduced for efficient proceedings. The right to speak, the right to

participate in each standing committee, and seating arrangement in

the National Assembly were alloted proportionately. Such measures

stimulated the growth of a parliamentary party. With the realpolitik

factors, i.e. Rhee’s intervention in the public election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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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position parties’ formation of coalition, the two-party politics

emerged and the political party’s influence over its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strengthened as well.

On the other hand, the political party’s role and function with

regard to the election was not sufficiently institutionalized. The

election law of the F irst Korean Republic did not stipulate any

clause concerning the political party’s nomination of candidates,

indication of the candidate’s political party on the ballot, or

assignment of certain mark for each political party. The election law

only partially acknowledged the candidate’s right to register and

declare his or her membership to a political party, and the political

party’s right to participate in the election commission. The election

law of the year 1958 gave certain advantages in election to the

candidate who belongs to a political party, by giving the political

party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election commission in proportion

to the number of its seats in the National Assembly, letting the

political party to host election campaigns, and introducing deposit

money system. Despite the absence of official legislation on political

party’s nomination of candidates for public election, political parties

nominated their candidates in terms of election strategy. With the

realpolitik factors, i.e. Rhee’s intervention in the public election and

the opposition parties’ formation of coalition, the influence of political

party’s nomination of candidates greatly strengthened.

The Second Korean republic which emerged after April 19

revolution stipulated in the revised constitution the protection of the

political party and the adjudication on dissolution of political party,

under which the political party may only be dissolved by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USAMGIK’s ‘Regulation of the

Political Parties’ was abolished, and the political party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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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free from the government's authority to revoke the

registration was implemented. But the second Korean republic fell

from power only after a year by May 16 coup.

The constitutional status of the political party was in the course of gradual

institutionalization in the First and Second Korean Republic. Contrary to the

western experience where the party politics as the realpolitik was later

institutionalized, in the Republic of Korea party politics was introduced from

overseas as a system. Institutionalization itself might have been accomplished

in a pace faster than that in the western, but was open to various

perversions. The history of Korea after the Third Korean Republic

demonstrates the fact that institutionalization of the political party cannot

function as it is designed to where political freedom is marginalized.

keywords : Political party system, Institutionalization of political

parties, Constitutional status of political parties, Registration of

political parties, Parliamentary group, Nomination of candidates,

the F irst Korean Republic, the Second Korean Re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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