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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논문은 布施辰治의 ｢朝鮮建國憲法草案私稿｣를 발굴하여 그 내용을 소개하

고 분석한 것이다. 한국헌법사의 연구에서 1945년 해방 직후 새로운 독립국가를 

건국하는데 필요했던 헌법제정을 놓고 전개되었던 헌법논의에 대한 조사와 연구

는 중요하다. 布施辰治는 일본이 조선을 식민통치하던 시기에 조선의 이익과 독

립을 위하여 적극 활동한 사람이다. 1945년 8월 제2차 세계대전이 일본의 항복

으로 종료되자 그는 ｢朝鮮建國憲法草案私稿｣를 그해 12월에 대외적으로 공개하

였다. 그는 ｢朝鮮建國憲法草案私稿｣를 발표하고 일본에 적용할 헌법에 관하여는 

｢憲法改正私案｣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朝鮮建國憲法草案私稿｣에

서는 대통령⋅부통령 직선의 혼합제정부형태를 취하고 ｢憲法改正私案｣에서는 국

민주권을 전제로 한 천황제를 취한 것 이외에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 의회제도, 

사법제도 등에서 일본국과 조선에 적용할 내용이 모두 동일하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朝鮮建國憲法草案私稿｣가 순전히 조선만을 위하여 구상한 것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朝鮮建國憲法草案私稿｣에 대해서는 그 구상의 과정, 구상에 참여한 

사람, 布施辰治의 국가에 대한 평소의 생각, 헌법관, 의회제도와 사법제도에 대한 

布施辰治의 사상과 구상 등에 대하여 더 깊이 추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朝

鮮建國憲法草案私稿｣가 조선의 해방 정국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더 나아가 

1948년 헌법제정과정에 布施辰治의 구상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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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  論

  2004년 대한민국은 이미 사망한지 오래된 일본인 변호사에게 建國勳章 愛族章

을 수여했다. 일본인으로 건국훈장을 받은 것은 이 경우가 처음이었다. 일본제국

주의가 조선을 강점하고 식민통치를 하던 시기에 일본의 통치에 적극 협력하여 

조선의 국익을 침해하고 조선인의 행복추구를 파괴한 적극적 친일파들에 대한 

평가가 아직 정리되지 않고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가 행

해지던 시기에 활동한 한 일본인에게 뒤늦게 건국훈장을 수여하는 일이 발생하

였다. 이 일본인은 布施辰治(후세 다쯔지 1880∼1953)라는 법률가이다.1)

  이 사람에 대해서는 독립운동사 자료와 관련하여 일본식민지 통치시기에 李仁, 

金炳魯 등 조선의 양심적인 법률가들이 활동할 때 그들과 다소간의 연관을 가지

기도 하고 만나기도 했던 법률가, 그리고 해방 이후 일본에 살고 있는 재일조선

인의 권익 옹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인물 정도로 알고 있었다. 따라서 

헌법학의 영역에서는 이 사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계기가 별로 없었다. 

  그런데 내가 한국헌법사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분야에 대하여 연구

를 하던 과거 어느 해(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분명치 않다. 1999년 이후의 일이

다)에 누군가 연구실로 전화를 걸어 왔다. 한국헌법사를 연구하며 어떤 글을 발

표할 때이어서 그랬는지, 내가 헌법교수라는 것을 알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전화

를 건 사람이 나에게 말한 취지는 대략 이러했다. 1945년 해방 이후에 헌법제정

을 위한 논의들이 있었고, 미군정하에서 헌법에 대한 논의들과 1948년 최초의 

국회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구상하고 제정한 것 같지만 사실은 1945년 해방을 맞

이할 즈음에 일본인이 독립 한국에 적용할 헌법을 이미 만들어 두었다. 한국인들

은 해방 이후에 우리가 스스로 헌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여러 노력을 시작한 것

1) 布施辰治에 대해서는 2000년 2월 29일 MBC PD수첩 제397회 방송에서 “일본 쉰들러-

布施辰治”라는 제목으로 특집방영을 하였다. 2000년 11월 13일에는 布施辰治 탄생 120

주년을 기념하여 국회에서 ‘布施辰治 선생 기념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러한 

布施辰治를 현창하는 활동을 전개한 사람들은 1999년 가을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NGO

대회를 계기로 적극 활동하였고, 이러한 활동은 한국정부로 하여금 布施辰治에게 건국

공로훈장을 수여하게 하는 것을 목표의 하나로 삼았다고 한다. 이러한 활동의 전개에

는 김대중정부의 등장이라는 배경이 한 몫을 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布施辰治를 현창

하는 최근의 이러한 운동에는 두 가지의 흐름이 있다고 한다. 하나는 布施辰治를 신격

화하려는 흐름이고, 다른 하나는 布施辰治의 활동을 실증하고 표창하는 활동이라고 한

다. 모리 다다시, “고통받는 사람들과의 평생을 함께한 인권 변호사－布施辰治”, 다테노 

아키라(편저), 오정환/이정환(옮김), ｢그때 그 일본인들｣(서울: 한길사, 2006), 217쪽 이

하 참조.



布施辰治의 ｢朝鮮建國憲法草案私稿｣에 관한 硏究 / 鄭宗燮   107

으로 이야기하지만, 이미 일본인이 우리보다 앞서서 새로 독립하는 한국을 위하

여 헌법을 만들어 두었다. 그리고는 자기가 일본인이 만든 이 헌법을 가지고 있

다고 했다. 이러한 전화통화의 내용은 우리 학계에서 행해진 기존의 연구 결과와 

다른 것이고, 또 해방 후 우리의 역량을 다소 비아냥하는 뉘앙스도 포함되어 있

어 나로서는 이런 견해를 쉽게 수긍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전화통화에서 그

에게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는데, 그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그 

이후 내가 한국헌법사를 연구하면서 이런 저런 자료를 보아도 그런 흔적을 쉽게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던 중 2008년 9월 가을 어느 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동료교수인 한

인섭 교수와 해방 이후의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내가 과거 전화로 들었

던 위와 같은 내용과 그 일본인에 관하여 거론한, 즉 한교수가 다른 관점에서 그

에 대하여 자료를 조사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헌법관련자료가 布施辰治가 작성

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었다.2) 

  이런 계기로 나는 布施辰治가 작성한 자료를 입수하였고, 이러한 자료가 우리 

헌법사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탐색하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 헌법사에 

관한 연구와 관련하여, 나에게 전화를 한 사람과 같이 우리 헌법사의 전개와 

1948년 헌법제정과 관련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도 이 

자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아 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 자

료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쟁점을 모두 밝히기에는 충분하지 않아 무엇보다 먼

저 이 문건의 내용을 학계에 소개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며, 그 자료의 내용이 가

지고 있었던 헌법적 수준과 일본제국주의의 지배기간과 해방 이후에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나 독립운동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헌법에 대한 인식의 수준 등

을 밝히고 앞으로 더 밝혀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布施辰治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 이 연구의 주제로 넘어가기로 한다. 

布施辰治는 1880년에 일본국 宮城縣 牧鹿郡 蛇田村 시골마을에서 태어났다. 10

세 때 小學校를 졸업하고 촌에 있는 漢文學塾에서 공부를 하였으며, 당시 강습회 

2) 布施辰治가 발표한 ｢朝鮮建國憲法草案私稿｣가 실린 책의 복사자료는 韓寅燮 교수에게

서 입수하였다. 이 자료를 제공하여 준 한인섭 교수께 감사를 드린다. 이를 계기로 布

施辰治에 대하여 자료를 찾게 되었다. 布施辰治는 그가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가운데서

도 많은 저술을 통하여 그의 구상이나 사상을 발표하였다. 그의 저작물들은 2007년부

터 2008년까지 사이에 일본의 ゆまに書房에서 ｢布施辰治著作集｣ 총 16卷, ｢布施辰治著

作集｣, 別卷(明治大學史資料センター, 2008. 1)을 출간하였다. 그 이외에 布施辰治資料

硏究準備會(編), ｢布施辰治植民地關聯資料集 vol. 1 朝鮮編｣(2002. 5), ｢布施辰治植民地

關聯資料集 vol. 2(朝鮮 …臺灣編｣(2006. 3)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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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통하여 처음으로 기독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18세 때 철학을 

공부하기 위하여 東京으로 가서 神學校에 입학하였고, 다시 明治法律學校(현재 

明治大學)에 입학하였다. 여기서 그는 조선과 청나라에서 일본에 유학을 온 학생

들을 만났다. 22세 때 대학을 졸업하고, 그해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司法官試補로

서 宇都宮 地方裁判所에 부임하여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그는 재판소에 

시보로 일하기 시작하였지만, 처음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있

었다. 그리하여 그는 ‘호랑이와 이리를 위한 직장’이라는 글을 신문에 발표하고

는 사법관시보에서 사임하고, 1903년 25세때 동경에서 변호사사무실을 열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中江兆民(나카에 쵸민)의 글에 감명을 받았고, 톨스토이의 ‘日

露非戰論’에 제시된 사상과 그의 계급적⋅저항적 정신에 영향을 받았다고 전해진

다. 1906년 26세 때 동경시가 전기료를 인상하는 것에 반대하는 소요사건이 발

생했는데, 그는 이 사건에서 적극 변호활동을 했다. 그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사

회주의자⋅사회운동탄압사건을 변호하기 위해 법정에 선 최초의 사건이었다. 그 

후 그는 그의 신념에 따라 1919년 조선의 독립을 주장한 2⋅8선언사건으로 동경

에서 체포된 조선인유학생들을 변호하기도 했고, 釜石鑛山 스트라이크사건과 급

진 무정부주의운동의 대부인 大杉榮의 사건을 변호하기도 했다. 1921년에는 神戶

(고베) 川崎造船所 노동쟁의를 변호하기 위한 自由法曹團을 결성하기도 했으며, 

1922년에는 동경에서 借家人同盟을 창립하고, 기관지인 ｢生活運動｣을 발행하기도 

했다. 1923년에는 조선독립운동을 위하여 투쟁적인 활동을 전개해온 의열단사건

을 변호하기 위하여 조선으로 건너가 의열단원 金始顯의 재판에 참여하였으며, 

1924년에는 義烈團 金祉燮의 爆發物取締罰則違反事件에서 변호활동을 했다. 그가 

본국으로 귀국하자 關東大地震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그때 발생한 조선인학살사

건에 대하여 규탄하는 활동을 적극 전개하였다. 뿐만 아니라 東京龜戶勞動運動家 

학살사건과3) 大杉榮부부 살해사건을4) 규탄하는 일에 앞장서기도 했다. 1926년에

3) 1923년 9월 1일 낮 12시경 동경을 비롯한 관동지역 일대에 발생한 관동대지진 직후 

사회주의자들이 폭동을 기획하고 있다는 유언비어가 유포되고 있는 가운데 川合義虎, 

平澤計七 등 사회주의자들 9명이 노동조합단체들이 모여 있던 동경의 빈민가인 龜戶

(가메이도)의 거리에서 경찰에게 체포되어 살해된 사건이다.
4) 관동대지진 직후의 혼란을 이용하여 무정부주의자들이 정권을 전복한다는 우려가 있었

기 때문에 무정부주의자의 주요 인물인 大杉榮와 그의 내연의 처 伊藤野枝, 그의 조카

가 외출 중 헌병에 검거되어 살해된 사건이다. 계엄령이 발동한 가운데 군대, 경찰, 재

향 군인으로 결성된 自警團이 사회주의자들과 한인들을 색출하여 무자비하게 대량 학

살하던 가운데, 평소 사회주의자들이 국가에 유해하다고 생각해온 헌병 대위 甘粕正彦

이 지진으로 인한 재해의 혼란을 피해있던 大杉榮 등 3인을 연행하여 살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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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朴烈⋅金子文子大逆事件의 大審院 특별법정에 서서 변호활동을 하였고,5) 조선 

전라남도의 宮三面 소작쟁의를 조사하기 위하여 조선으로 건너가 활동하기도 했

다.6)

5) 관동대지진이 발생한 이틀 후 무정부주의자였던 朴烈(1902. 5. 3∼1974. 4. 17)과 그 애

인인 金子文子(가네코 후미코)와 천황 등을 암살할 계획을 세웠다가 치안경찰법상의 보

호검속에 의하여 검거되고, 그들이 결성한 ‘不逞社’의 그룹 멤버들이 이어 검거되는 사

건이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으로 1926년 3월 25일 대역죄로 사형선고를 받게 된다. 형

이 확정된 지 10일만에 일본 검찰은 사법대신에게 감형을 요구하는 恩赦申請書를 제출

하였고, 4월 5일 총리대신의 명의로 두 사람에게 무기징역으로 특별 감형한다는 사면

을 하였다. 박열은 恩赦에 의하여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었지만, 金子文子는 이를 거

부하고 7월 23일 감옥에서 의문사하였다. 공동묘지에 매장된 金子文子의 시신은 布施

辰治 등의 노력으로 인수하여 화장하고 유골을 布施辰治의 집에 보관하였는데, 이 유

골의 조선으로의 이송과 관련하여 반일 감정이 일어날 것을 고려한 일본 경찰이 이를 

탈취하여 소포로 조선의 상주경찰서로 보내버렸다. 그래서 11월 5일 그 유골은 박열의 

고향인 문경의 선영에 묻혔다. 이 사건은 관동대지진이 발생한 9월 1일 발령한 계엄령

을 이용하여 일본 군대와 경찰이 일본 사회주의자, 아나키스트, 한인들에 대하여 무차

별 학살을 하여 한인만 대략 6,000∼8,000명에 이르는 대량 학살을 자행하여 국내⋅외

적으로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자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일본당국이 날조하여 터뜨린 사

건으로 평가된다. 박열은 朴準植 또는 朴爀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경북 상

주에서 출생한 그는 1919년 京城高等普通學校에 다닐 때 3⋅1독립운동에 가담한 혐의

를 받아 퇴학을 당하였다. 그해 10월경 그는 일본으로 건너가 고학을 하면서 조선고학

생동우회를 결성하고 독립투쟁에 투신하였다. 1921년 11월 東京에서 金若水, 曺奉岩, 

金鍾範 등과 黑濤會를 조직하였으나, 공산주의로 기운 김약수, 조봉암 등의 공산주의계

열과 사상적인 대립으로 인하여 해산하였다. 그 후 張祥重, 洪鎭裕 등과 黑友會를 조직

하여 아나키스트계열의 활동하였다. 흑도회는 볼세비키 공산주의로 나아간 김약수 등의 

북성회와 박열 등이 결성한 조직한 흑우회로 분열되었다. 1922년 4월에는 鄭泰成 등 

16명과 무정부주의를 표방하고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악질적인 친일파를 응징하기 

위한 적극적인 무장투쟁활동을 전개하였다. 1923년 9월 일본 황태자의 결혼식에 참석

하는 천황을 비롯한 황족과 내각총리대신, 조선총독 등을 폭살하는 계획을 세우고 이

의 실행을 위하여 중국 上海에 동지 金重漢을 보내 폭탄을 구하도록 하다가 체포되었

다. 이 계획을 대역예비죄로 엮은 박열부부대역죄사건에서는 박열과 金子文子가 공모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쟁점이 되었는데, 재판부는 서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그는 무기징역으로 수감되어 있던 중 1945년 10월 17일 맥아더 사령관의 포고령에 의

하여 출옥하였고, 1946년 1월에는 재일본조선인연맹에서 탈퇴하여 우파를 중심으로 신

조선건설동맹을 결성하여 위원장으로 추대되었고, 10월에는 조선건국촉진청년동맹의 일

부와 합동하여 재일본거류민단을 결성하여 의장을 맡았다. 1947년 4월 실시된 의장선

거에 패배하고 한국으로 귀국하여 이승만 정부의 국무위원이 되었다. 6⋅25동란 때 납

북되어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의 상무위원을 지내다가 1974년 1월 평양에서 사망하였

다. 우리 정부는 1989년에 박열의사에게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박열사건에 

대한 자세한 것은 김명섭, ｢한국 아나키스트들의 독립운동: 일본에서의 투쟁｣(서울: 이

학사, 2008), 131쪽 이하, 147쪽 이하 참조. 金子文子에 대해서는 이순애, “자신을 던져 

온 힘을 다해 사회와 맞서다－金子文子”, 다테노 아키라(註 1), 349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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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布施辰治는 1927년 조선공산당사건을 변호하기 위하여 다시 조선으로 건너오

기도 했다. 1928년에는 제1회 보통선거에서 勞動農民黨의 공천을 받아 新瀉縣에

서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고, 解放運動犧牲者救援會의 결성에 참여하였다. 1929

년에는 日本共産黨 3⋅15사건을 변호한 일로 인하여 징계재판에 소추되었다. 

1930년에는 新聞紙法 위반과 郵便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며, 1932년에 그는 급

기야 징계재판에서 변호사에서 제명되었다. 52세 때의 일이었다. 그 사이 布施辰

治는 1931년에는 金漢卿治安維持法違反事件을 변호하였고, 1932년에는 劉宗煥⋅

劉祿鐘兄弟警察官致死事件을 변호했다. 1933년에는 신문지법위반사건에서 上告棄

却되어 禁錮 3개월이 확정되어 東京 多摩刑務所에 수감되기도 했다. 그러다가 황

태자의 생일을 기념하는 일환으로 행해진 赦免에 의하여 변호사자격을 다시 회

복하였다. 1944년에는 그의 3남이 치안유지법위반의 혐의로 수감 중 京都刑務所

에서 옥사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1945년에는 自由法曹團을 再結成하고 顧問이 되

었다. 1948년에는 密造酒事件 등 일본 내의 조선인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변

호활동을 하였으며, 朝鮮國旗揭揚事件 등을 변호하였다. 1949년에는 三鷹事件7)의 

변호단장을 맡고, 松川사건8)의 변호인이 되었다. 그는 해방 이후에도 재일조선인

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재일조선인의 이익과 조선

인과 관련된 다수의 사건에서 변호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계속 전개하다

가 1953년에는 재일조선통일민주전선의 3⋅1혁명기념대회에서 연설을 하고 그해 

9월 13일 사망하였다.9) 그는 평생 사회주의자 관련사건과 공산당 관련사건 등 

6) 高史明/大石進/李熒娘/李圭洙, ｢布施辰治と朝鮮｣(東京: 高麗博物館, 2008), 227쪽 참조.
7) 1949년 7월 15일 동경의 미타카역 구내에서 발생한 무인열차폭주사건이다. 이 사건에

서 수사당국은 국철노동조합원인 일본공산당원 9명과 비공산당원 1명에 의한 공동모의

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공동모의는 인정되지 않았고, 법원은 일본공산당원 9명에 대

하여서는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비공산당원 1인에 대해서는 그의 단독범행으로 인정

하여 사형선고를 하였다.
8) 1949년 8월 17일에 靑森(아오모리)를 출발한 上野(우에노)행 기차가 후쿠시마에서 탈선

하여 전복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수사당국은 이 사건이 東芝 松川工場의 노동조합과 

국철노동조합, 일본공산당의 모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松川工場의 노동조

합원과 국철노동조합원 20명을 체포했지만, 모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최고재판소

에서 모두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 
9) 高史明/大石進/李熒娘/李圭洙(註 6), 228쪽; 李熒娘, “布施辰治と在日朝鮮人”, 高史明/大

石進/李熒娘/李圭洙(註 6), 176쪽 참조. 1945년 이후 재일조선인이 관련된 다수의 사건

에 관한 자세한 것은 李熒娘, 같은 글, 182쪽 이하 참조. 布施辰治는 조선뿐만 아니라 

식민지인 대만에 대해서도 식민지 해방의 관점과 프롤레타리아계급의 관점에서 적극적

인 활동을 하였는데, 그의 조선에 대한 인식에 관한 글로는 李圭洙, “후세 다츠지(布施

辰治)의 한국인식”, ｢한국근현대사연구｣ 제25집(2003), 408쪽 이하를 보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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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사건을 변호하였으며, 노동자와 농민 등 무산자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10) 이와 관련하여 布施辰治가 일본공산당의 비밀당원이 아니었나 하

는 의심도 제기되었지만, 日本共産黨에 입당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布施辰治가 특정 이데올로기에 편중되어 사건을 다루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이라

고 전해진다.11) 

Ⅱ. 施辰治와 朝鮮

1. 1919年 2․8獨立宣 事件과 朝鮮에서의 活動

  1919년 국내에서 3⋅1독립선언이 있기 전에 이미 일본국 東京에서는 조선인 

유학생들이 2월 8일 오전 영어, 한국어, 일본어로 쓴 3종류의 독립선언문을 각국 

대사와 공사, 각 장관, 신문사, 학자들에게 발송하고 그날 오후 2시에 神田에 있

는 朝鮮基督敎靑年會館에 모여 독립선언을 결의하여 조선의 독립을 선언한 일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이러한 문서의 인쇄, 발행, 반포 등의 행위로 인하여 당시 

出版法 위반으로 문제가 되었고, 이를 이유로 일본 당국은 조선인 유학생을 대거 

검거하였다. 우리 독립운동사에 기록된 이른바 ｢2⋅8독립선언｣이다. 布施辰治는 

이 사건에서 조선인 유학생들을 적극 변호하는 활동을 하면서 처음으로 조선과 

관계를 맺게 된다. 이 사건은 일사천리로 처리되었는데, 2월 8일에 檢束하고, 10

일에 기소하였다. 그리고는 15일에 제1심 재판을 하였고, 3월 21일에 항소심판결

을 하였다. 6월 26일에는 상고심판결이 있었다. 布施辰治가 변호활동을 한 것은 

항소심부터였다.12)

10) 그리하여 布施辰治는 1920년대 이후 일본의 無産階級運動의 가운데서 ‘社會主義 辯護

士’로 활약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水野直樹, “辯護士⋅布施辰治と朝鮮”, ｢三千里｣, 제

34호(1983), 29쪽. 그는 ‘法廷鬪爭’과 ‘法廷戰術’이라는 용어도 만들어낼 만큼 그의 활

동에서 법률투쟁을 활동의 핵심에 두었다. 그는 자유법조단의 중심 인물로 노동자, 농

민, 사회주의자등의 인권옹호와 생활옹호에 힘을 기울였으며, 그러한 활동을 하는 가

운데서 다종다양한 사회운동과 정치운동에 종사하게 되었으며, 그러한 시야와 활동범

위는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조선이나 대만과 같은 식민지로까지 확장되었다. 그의 사

상과 활동에 대한 분석으로는 吉川圭太, “第一次戰後における辯護士布施辰治の思想と

行動”, ｢歷史｣, 第109輯(2007), 109쪽 이하 참조. 그는 1931년 소작쟁의에 대하여 법적

으로 투쟁하는 것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소작쟁의에 대한 法律戰術 또는 法廷戰術에 

대하여 저술하였다. 예컨대, 布施辰治, ｢小作爭議にたいする法律戰術｣(東京: 淺野書店, 

1931), 19쪽 이하, 82쪽 이하 참조.
11) 李圭洙, “布施辰治の韓國認識”, 高史明/大石進/李熒娘/李圭洙(註 6), 19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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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布施辰治는 소년시절부터 한문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중국과 조선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그가 30세 때인 1910년 일본이 자행한 朝

鮮倂合에 대해서는 이를 반대하고 항거하였을 뿐 아니라 1911년에는 ｢朝鮮獨立

運動에 敬意를 表함｣이라는 문건을 발표하여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13)

2. 1923年의 朝鮮 訪問

  布施辰治는 1923년 4월에 일본공산당기관지 ｢赤旗｣ 창간호에 ‘무산계급으로부

터 본 조선해방문제’라는 글을 게재하고,14) 일본의 억압을 받는 조선민중을 해방

시키는 노력을 하자고 역설하였다. 그는 이해 7월부터 8월까지 조선으로 건너왔

는데, 그때 목적은 3가지였다. 京城地方法院에서 義烈團員 金始顯을 변호하는 것

과 경상남도 김해에서 개최된 衡平社創立記念行事에 참석하는 것, 그리고 조선유

학생의 공산주의단체인 北星會가 하계에 조선에서 전개한 하계순회강연에 연사

로 강연을 하는 것이었다. 서울에 도착한 布施辰治는 赤旗를 게양한 사회주의단

체, 노동조합의 멤버 100여 명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이 시기는 일본, 조선, 

중국에서 사회주의사상이 힘을 얻기 시작한 시기였는데, 북성회의 활동도 한편으

로는 일본 통치에 대한 비판활동의 모습을 띤 것이었지만 사상적으로는 이러한 

맥락과 연관된 것이었다. 이때 총독부의 정치에 비판적이던 동아일보는 布施辰治

의 담화를 실었고, 8월 1일에는 1면 톱기사로 강연록도 게재하였다.15) 

12) 大石進, “布施辰治の生涯と朝鮮”, 高史明/大石進/李熒娘/李圭洙(註 6), 21쪽 참조.
13) 大石進(註 12), 22쪽; 水野直樹(註 10), 30쪽 참조.
14) 水野直樹(註 10), 31쪽 참조. 布施辰治가 글을 발표한 ｢赤旗｣는 공산당기관지인 ｢赤旗｣

와 무관하다는 견해가 있다. 大石進(註 12), 27쪽.
15) 大石進(註 12), 27쪽 이하; 水野直樹(註 10), 32쪽 이하 참조. 의열단 김시현사건에 대

해서는 송건호, ｢의열단｣(서울: 창작과비평사, 1985), 121쪽 이하 참조. 1910년 후반부

터 재일 한인운동가들은 일본 대중운동과 사회주의자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아나키즘

과 공산주의 등 사상을 수용하였는데, 이런 한인들의 활동이 전개되던 가운데 1921년 

11월 29일 일본에서 최초로 한인들의 사상이념단체로 黑濤會가 결성되었다. 검은 색 

‘흑’이라는 칼라는 아나키즘을 나타내는 칼라였다. 이에는 박열, 정태신, 김약수(=김두

전=김두희), 서상일, 원종린, 조봉암, 황석우 등이 간사를 맡았다. 이들은 김약수, 정우

영 등의 유학생 그룹과 박열, 정태성 등의 고학생 그룹으로 대별되는데, 반제국주의, 

반자본주의에서는 공동전선을 형성하였지만, 이들은 추구하는 이념에서 갈수록 차이를 

보였다. 특히 러시아의 볼세비키 혁명이 성공을 거두면서 그 여파로 이념투쟁은 치열

하게 되어 볼세비키 공산주의계열과 아나키즘계열간의 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흑

두회도 일한 분화를 맞이하였다. 김약수, 정우영, 이여성, 김종범 등의 공산주의계열은 

北星會를 조직하였고, 박열, 홍진유, 金子文子 등 아나키즘계열은 黑友會를 결성하였

다. 북성회의 핵심 인물인 김약수는 1922년 11월 일본공산당의 추천으로 코민테른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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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關東大地震때의 朝鮮人虐殺에 대한 憤怒

  1923년 9월 관동대지진이 발생한 사태 가운데 경찰까지 나서서 조선인들이 우

물에 독을 풀었다고 선전을 하면서 각종 유언비어가 난무하였다. 이 당시 당국에

서는 재일조선인들을 대거 무고하게 학살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 사태에 대

하여 布施辰治는 크게 분노하였다. 그리하여 학살의 진상을 밝히는 일에 앞장섰

고, 동경의 조선인유학생들이 10월초에 朝鮮人迫害事實調査會를 결성하자 그는 

스스로 이 단체의 고문으로 참여하였다. 그리고 12월 28일 동경 일화청년회관에

서 열린 조사회의 경과보고회와 희생당한 동포들의 추도회에서 布施辰治는 일본

노동총동맹의 鈴木文治회장과 함께 추도사를 했다.16) 

4. 朝鮮共産黨事件의 辯護

  布施辰治는 1924년 이후에도 조선과 계속 관계를 가졌는데, 1924년의 김지섭 

사건, 1926년의 박열사건을 변호했고, 1925년에는 조선수해이재민구원운동 등을 

전개했으며, 1926년 4월에는 다시 조선으로 건너가 전남 나주군에서 있었던 동

양척식주식회사와 조선농민간의 토지분쟁(宮三面사건)에 대해 조사를 하였다. 

1927년에 조선공산당사건이 발생하자 조선인의 의뢰에 응하여 조선으로 건너가 

변호에 참여하였다. 이 사건의 변호인으로 조선인 변호사로는 李仁, 金炳魯, 許

憲, 韓根祚 金用茂, 鄭求瑛, 權承烈 등 다수가 참여하였고, 일본인으로는 布施辰

治와 古屋貞雄, 森井與一郞, 佐藤潔, 武智弘方이 참여하였다.17) 

행위원회 원동부 산하의 코르뷰로(高麗局)의 멤버로 들어가 그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

지고 그해 12월 26일 동경에서 북성회 결성 행사를 했다. 북성회는 노동단체를 지원

하는 활동을 하는 한편 국내에 공산주의의 사상을 전파하고 확산시키는 일에 주력하

였다. 북성회의 순회강연은 1923년 8월 1일부터 7일간 서울, 평양, 광주 등에서 개최

되었다. 김약수, 김종범 등 북성회의 핵심 멤버들은 1924년 11월 25일 활동의 주 무대

를 본격적으로 조선으로 옮겨 국내 활동에 전념하게 된다. 일본에서의 아나키즘계열과 

공산주의계열간의 대립과 물리적 투쟁은 그 동안 약화된 아나키즘운동이 1926년 다시 

재건되면서 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아나키즘계열은 공산주의계열에 대하여 그들의 사적

유물론과 독재를 용인하는 프롤레타리아독재론 등을 비판하였을 뿐 아니라 다수의 지

배를 내세운 무산자의 독재정치를 추구하는 새로운 권력주의라고 이를 공격하였다. 북

성회는 그 후 한국의 北風會, 일본의 日月會 등으로 명칭을 바꿔가며 공산주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김명섭(註 5), 89쪽 이하, 179쪽 이하, 234쪽 이하; 

스칼라피노/이정식, 한홍구(옮김) ｢한국공산주의운동사 1｣(서울: 돌베게, 1986), 115쪽 

이하 참조.
16) 水野直樹(註 10), 33쪽 이하 참조.
17) 水野直樹(註 10), 34쪽 이하 참조. 이 사건은 제1차 조선공산당사건이다. 1925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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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布施辰治는 조선의 독립운동과 조선인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다. 布施辰治가 변호사자격을 박탈당하였을 때 조선협의회 기관지 ｢우

리 동무｣(1933년 1월 1일호)는 이에 항의하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와 같이 조

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조선을 지원하고 동시에 조선인으로부터 

강한 신뢰와 지지를 얻은 布施辰治와 같은 경우는 일본과 조선의 역사 가운데 

드문 경우로 평가된다.18)

Ⅲ. ｢朝鮮建國憲法草案私稿｣

1. ｢朝鮮建國憲法草案私稿｣의 作成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자, 

布施辰治는 독립한 조선이 새로 건국을 하는데 헌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자신

이 구상하는 헌법안을 만들었다. 布施辰治가 해방을 맞이한 조선과 관련하여 한 

최초의 작업은 헌법안을 집필한 것으로 된 셈이다. 물론 독립국가가 헌법을 제정

하고 국가를 수립하는 일에서 布施辰治 개인의 의견이 지배적일 수 없다는 점은 

본인도 알았을 것이지만, 그가 조선이 독립국가로서 출범한다면 어떠한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의 구상은 피력할 수 있다. 특히 그가 일본식민지 통

치하에서 조선인을 제외하고는 일본인 법률가 가운데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피

지배 일본식민지인 조선의 이익과 조선인의 주장을 대변하려고 노력해왔기 때문

에 그로서는 남다른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고 보인다.19) 布施辰治는 1945년 9월

김약수, 金在鳳 등 공산주의자들이 서울에서 조선공산당을 결성하였고, 朴憲永, 曺奉岩 

등이 고려공산청년회를 결성하고 코민테른의 승인을 받기 위해 趙東祐와 조봉암이 대

표로 모스크바로 파견되었는데, 그 후 조직 확대를 위해 고려공산청년회의 회원을 모

스크바로 파견훈련을 추진하다가 그 계획이 탄로나 대대적으로 검거된 사건이다. 조선

공산당은 자체 내부의 권력투쟁과 일본의 탄압으로 4차에 걸쳐 재건과 해체를 거듭하

다가 와해되었다. 그러던 것이 1945년 해방을 맞아 공산주의자들이 국내에서 제일 먼

저 정치활동을 전개하면서 종래 ML(세칭 제3차 조선공산당)계, 서울계, 화요회계, 경

성 콤그룹계 등이 다시 모여 1945년 9월 박헌영파를 중심으로 하는 조선공산당을 재

건하였다. 스칼라피노/이정식(註 15), 113쪽 이하; 김남식, ｢남로당연구｣(서울: 돌베게, 

1984), 13쪽 이하 참조. 제1차 조선공산당사건에 대한 허헌의 관여와 변론에 관하여는 

심지연, ｢허헌연구｣(서울: 역사비평사, 1994), 43쪽 이하; 허근욱, ｢허헌｣(서울: 지혜네, 

2001), 209쪽 이하 참조.
18) 水野直樹(註 10), 36쪽 참조.
19) 일본제국주의의 조선 지배시기에 조선인의 활동을 도와준 법률가로는 1910년대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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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에 이 헌법안에 대한 개인적 구상을 집필하기 시작하여 11월에 대략 마무리를 

하고 12월 1일에 대외적으로 공표하였다.20)

  이 헌법안을 집필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布施辰治 혼자서 진행한 것은 아니고 

일본에서 독립운동을 해오던 주변의 인물들과 논의한 적도 있은 것으로 보인다. 

무기징역의 수감생활을 하다가 10월 27일 23년 만에 秋田刑務所에서 출옥한 朴

烈이 헌법초안은 해방된 조국에 선물로 들고 갈 것이라고 布施辰治에게 제안을 

하여 두 사람이 의견을 교환하여 작성하였다는 기록이 있고,21) 1946년 布施辰治

와 조선인들이 재일조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동으로 집필하였다고 전하기

도 한다.22) 그러나 그 과정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만, 布

施辰治가 당시 독립한 조선을 위하여 ｢朝鮮建國憲法草案私稿｣만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패전을 한 일본국에 합당한 일본국헌법에 관하여 제안한 사안인 ｢憲法改

正私案｣도 작성하여 공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혼합제정부형태에서 정부통령의 대

통령제를 두는 대신에 천황제(私案 §21-§25)를 채택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1조부

터 양자가 동일하다. 일본국도 패전 후에 나라를 다시 건국하기 위하여 헌법논의

를 하였는데 이때 여러 사안들이 등장하였다. 이런 점에서 보면, ｢朝鮮建國憲法

草案私稿｣가 조선만을 위하여 맞춤형으로 작성된 것은 아니고, 布施辰治가 평소 

생각한 올바른 국가에 대한 구상이 표현된 것이라고 보인다. 이러한 구상이 독립

국인 조선국에는 군주를 유지하지 않는 혼합제정부형태를 기본으로 하는 입헌민

주국가로 나타났고, 일본국의 경우에는 천황제정부형태를 유지하는 입헌군주국가

로 나타났다고 보인다.

간회사건과 3⋅1독립운동사건을 변호한 花井卓藏, 鵜澤總明, 1920년대 이후에는 布施

辰治를 중심으로 한 自由法曹團의 변호사들이 있다. 관동대지진 때 조선인학살을 비판

한 山崎朝彌, 1927년 布施辰治와 조선공산당사건을 변호한 古屋貞雄, 재일조선인의 운

동을 지원한 大阪의 小岩井淨, 名古屋의 天野末治 등이 그들이다. 水野直樹(註 10), 28

쪽 이하. 古屋貞雄에 대해서는 모리 다다시, “한국과 대만, 두 식민지에서 정의를 위

해 분투한 삶－古屋貞雄”, 다테노 아키라(註 1), 291쪽 이하 참조.
20) 李熒娘(註 9), 177쪽 이하 passim. 布施辰治資料硏究準備會(編), ｢植民地關聯資料集-朝

鮮編 一｣(2002), 68쪽.
21) 李熒娘(註 9), 178쪽; “朝鮮人民に与ふ－朝鮮獨立憲法草案について－”, ｢植民地關聯資

料集－朝鮮編 一｣(註 20), 83쪽. ｢朝鮮建國憲法草案私稿｣의 서문에서도 그는 “ … 헌법

초안의 起稿를 30년의 교류를 이어온 조선독립운동투사와 이야기하여 구성하고, 결국 

朴烈 군을 위원장으로 하는 建國促進會의 대학 강좌텍스트로써 집필하였다.”라고 쓰고 

있다.
22) 李圭洙(註 11), 2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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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朝鮮建國憲法草案私稿｣의 內容 

  ｢朝鮮建國憲法草案私稿｣는 위에서 아래로 縱書로 되어 있으며, 각 조문에는 해

당 조문의 취지를 해설로 붙여 놓았다(아래에서는 布施辰治 본인이 첨가한 해설

을 작은 글씨로 표시하였다).23) 그 내용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 아래의 내용이

다.24)

제1장 統治權

본장에서는 헌법조항의 기반으로써 가장 중요한 통치권의 소재 및 통치권의 행사에 관

한 근본방침을 규정한다.

제1조 朝鮮國은 朝鮮國民이 향유하는 統治權에 의하여 이를 통치한다.

본조는, 통치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명확하게 하는 헌법민주화의 正文이다.

제2조 朝鮮國民인 자격은 左記 각호에 따라 이를 정한다.

1. 조선국민을 父로 하여 조선국민인 母에게서 출생한 子는 출생지가 朝

鮮國領土의 내외인지를 묻지 않고 이를 조선국민으로 한다.

2. 조선국민을 父로 하여 조선국민이 아닌 母에게서 출생한 子는 출생지

가 조선국영토 내인 경우에는 이를 조선국민으로 하고, 출생지가 조

선국영토 외인 경우에는 母의 동의에 따라 이를 조선국민으로 한다.

3. 조선국민이 아닌 자를 父로 하여 조선국민인 母에게서 출생한 子는 

父의 동의에 따라 이를 조선국민으로 한다.

4. 조선국민인 남자와 결혼한 여자는 조선국민으로 한다.

5. 繼續하여 십년간, 斷續하여 이십년간 조선영토 내에서 생활의 본거를 

가지고 定住한 자는 이를 조선국민으로 한다.

6. 조선국영토 내에 주된 사무소를 가진 法人은 이를 조선국민으로 한다.

본조는 민주적 헌법의 주권소재를 천명하는 국민의 자격에 관해, 인종 및 민족과 국민

자격의 관계를 가장 진보적 정치지리학적으로 규정한 正文이다.

제3조 통치권은 헌법의 條規에 의거하여 朝鮮國大統領이 이를 행한다.

본조는 국민의 총의를 결집하는 국가는, 總合法人인 것을 명확하게 하는 동시에, 대통

령은 그 기관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한 정문이다.

제4조 대통령은 법률에 따라 체포, 감금, 심문, 처벌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23) 그래서 본문 가운데 “左”라고 표시된 것은 아래의 뜻으로 이해하면 된다.
24) 이 ｢朝鮮建國憲法草案私稿｣의 원문은 ｢世界評論｣1946년 4월호에 처음 발표되었다. 이

는 石卷文化센터소장 布施辰治資料硏究準備會(編), ｢植民地關聯資料集 vol. 1 朝鮮編｣

(註 20), 71쪽 이하에 실린 것을 번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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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국민생활의 儀表를 垂範할 自肅을 요한다. 의회에 의하여 自肅

의 불충분이 결의된 대통령은 본항의 拒否權을 상실한다.

본조는 대통령의 불가침권을 神秘한 것으로 보지 않고, 어디까지나 인간적으로 합리화

한 창의적 정문이다. 단서는 대통령의 인격, 수양을 요망하고, 국민생활이 儀表하는 도

의적 규정이다. 최후의 거부권상실에 관한 규정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것이다.

제5조 조선국은 左記 열 가지 國是로써, 세계인류문화의 進展에 卽應할 것을 

統治方針으로 한다.

(1) 조선국민에 대한 내외폭력의 侵壓 방지

(2) 조선국민의 생활문화를 향상하는 복지 증진

(3) 인류양심이 지향하는 국가우호친애의 세계관 확립

(4) 생물본능이 지향하는 생명존중의 인생관 확립

(5) 인종적 차별의 편견을 철폐하는 인종평등관의 확립

(6) 민족정신의 특수성을 존중하는 민족협조의 세계문화 확립

(7) 세계 각국의 適地, 適作, 適種適産의 경제물자를 有無相通하는 경제

협조의 확립

(8) 適性適能, 適材適所의 部署擔當을 공통하는 노동협조의 확립

(9) 조선국민의 一視同仁, 특권계급시정의 철저한 배격

(10) 조선국영토 내의 특수민정 및 특수地勢의 중시, 획일주의시설의 適

宜調整

본조는 세계에서 참 민주주의적 조선의 독립건국을 先驅하고, 우애평화주의국가의 幟를 

내건 조선국민의 양심적 숨결을 말하는 창의적 정문이다.

제2장 大統領

제2장에서는 대통령의 선임 및 대통령이 통치권을 행사하는 절차를 규정한다.

제6조 대통령은 조선국민 중에서 조선국민이 公選한다. 다만, 대통령의 공선과 

동시에 副大統領을 공선할 것을 요한다.

본조는 조선국을 통치하는 대통령을 공선하는 조문으로 제1조의 主權在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정문이다. 단서는 대통령의 만일에 대비한 부대통령의 공선을 제약하는 규정

이다.

제7조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1회에 한하여 再選될 수 있다.

본조는 대통령의 임기에 관한 규정이다. 4년을 세계적 선거통칙으로 하고, 재선 8년을 

한정하더라도, 부대통령승격의 경우를 고려하여 최장 12년의 재임을 가능하게 한 정문

이다.

제8조 대통령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또는 기타 事故에 의해 失職에 이른 때에

는, 副大統領을 昇格할 것을 요한다. 다만, 부대통령에서 승격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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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임기는 前대통령의 殘存任期로 한다.

본조는 대통령의 임기 중에 일어난 사망, 기타 사고에 의한 실직한 경우에, 국가는 一

日一刻도 그 통치권행사기관이 없어서는 안 되는 만일에 대비한 규정이다. 그 때문에 

제6조의 단서에서 대통령의 공선과 함께 부대통령의 공선을 대비해 둔 것이다. 단서의 

승격대통령의 임기는 세계법률상식을 성문화한 것이다.

제9조 승격한 대통령은 昇格 후 3개월 내에 의회의 信任投票를 구하여, 신임투

표의 수가 의회총원의 3분의 2에 달하지 않을 때에는 신속하게 새로운 

대통령을 공선하고 辭職할 것을 요한다.

본조는 승격한 부대통령의 공선시기와 승격시기의 관계 및 부단히 推移하는 국가 내외

의 정치정세를 고려한 창의적 정문이다.

제10조 前3조의 대통령 및 부대통령의 공선 및 승격에 관한 절차는 選擧法에서 

정하고, 중앙지방행정기구의 長官을 공선하는 절차의 準則이 될 것을 요

한다.

제11조 대통령은 통치권을 행하는 행정기구로써, 부대통령을 主班으로 하여, 국

민의 總意를 收約한 정당에 의하여 정부를 조직할 것을 요한다. 다만, 

정부의 조직에 관한 절차는 內閣官制에서 이를 정하며, 중앙지방의 행정

기구를 조직하는 準則일 것을 요한다.

전조 및 본조는 대통령의 통치권행사에 있어, 부대통령 및 의회다수당의 不二一体化한 

공선절차, 행정기구의 조직을 약속하는 정문이다. 단서는 그 상세를 내각관제에 넘겨주

어 내각관제에서 중앙지방일체의 행정기구조직에 관한 준칙의 규정을 약속하는 것이다.

제12조 대통령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기본방침인 법률제정 및 조약의 체결은 제

5조의 國是에 準據하여 의회의 協贊를 받을 것을 요한다.

본조는 대통령의 통치권행사를 의회의 감시에 따라 조선국시에 준거시키기 위한 정문이다.

제13조 대통령은 의회에서 통치방침을 闡明할 의무를 가진다.

본조는 조선국의 통치방침을 조선국민의 총의를 결집하는 의회에서 천명하고, 그 適歸

하는 바를 알 수 있도록 한 정치공개의 실천적 규정이다. 또한 동시에 의회에서 의원의 

시정방침에 대한 질문권을 보장하는 정문이다.

제14조 대통령은 국민의 總意를 斟酌하여, 의회의 議決을 부인할 권한을 가진다.

제15조 대통령은 국민의 총의를 斟酌하여,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전조 및 본조는 국민의 총의가 의회를 떠난 경우를 고려한 대통령의 비상조치에 관한 

규정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의회의 움직임이 당파화하고 국민의 총의에 반하

며 일부국민의 특수한 계급이익에 편향하는 의결을 행하거나, 또는 국민의 총의를 무시

하는 議會大勢의 경향을 보이고 명확하게 국민의 총의보다 의회의 구성이 부상한 것으

로 시인하는 경우의 비상조치를 대통령의 권한에 위임하는 憲法通有의 정문이다.

제16조 대통령은 의회의 大勢를 국가 내외의 정세에 卽應시키기 위하여 一會期 

중 10일을 넘지 않는 기간에 한하여 의회에 停會를 명할 수 있다.

본조도 전조와 동일한 취지에 입각한 대통령의 비상조치를 保留한 정문이다.

제17조 대통령은 공선된 사법행정각부의 장관 및 기타 법률에 의해 특정된 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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制 이외의 관제 및 俸給을 정하고 그 官制在職者를 任免할 수 있다.

본조는 공선자와 공선장관의 발탁⋅임용 이외의 관리임용과 봉급사정에 관하여 모든 헌

법에 공통한 인사통제를 참작한 정문이다.

제18조 대통령은 법률로 결정된 施政方針을 실천하기 위해 정부로 하여금 閣令 

및 省令을 發布하게 할 권한을 가진다.

본조는 의회에서 결정한 법률의 실시방법에 관해 대통령이 정부에 명하여 각령 및 성령

의 발표를 가능하게 한 규정이다.

제19조 대통령 및 정부는 통치권을 행사한 업적에 있어서 의회에 대하여 連帶

責任을 진다.

본조는 대통령 및 정부의 시정업적에 대해, 의회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해야 함을 

규정하는 정문이다. 실제로는 제33조의 의회결의가 나오기 전에 임의사직을 自誡시키는 

규정이다.

제20조 대통령은 國際紛爭에 따르는 非常措置를 강구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대통령이 강구하는 비상조치는 즉시 문서로 發表할 것을 요한다.

본조는 국제비상분쟁 등에 善處하는 경우를 고려한 규정이다.

제21조 대통령은 국민의 篤行을 賞賜할 권한을 가진다.

본조는 정치의 요체인 信賞必罰의 信賞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을 규정한 정문이다.

제22조 대통령은 정부로 하여금 恩赦를 행하게 할 권한을 가진다. 恩赦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서 별도로 정한다.

본조는 국가의 慶弔 및 국책의 전환을 구체적으로 表徵하는 信賞의 권한을 대통령에게 

보장하여, 그 권위를 무겁게 해주는 규정이다.

제3장 議  會

제3장에서는 국민의 총의를 반영하는 의회의 구성 및 의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한다.

제23조 의회는 一院二部制로 한다. 一部는 국민의 직접 公選에 의한 의원으로, 

二部는 市町村 및 경제, 문화 등 法人團體의 공선된 의원으로 이를 구성

한다.

본조는 국민의 총의를 반영하는 의회의 구성에 관한 정문이다. 일원이부제는, 세계현행

의 상원과 하원을 합병하여 일원으로 하고, 더 나아가 분리하여 이부로 하여 再議制의 

신중을 유지하는 신조직이다. 상세한 사항은 의원법을 참조하기 바란다.

제24조 의원의 공선에 관한 절차는 議院法에서 이를 정한다. 다만, 선거구 내 

선거유권자의 총수를 선거구 내 議員定數로 나눈 유권자수의 10분의 1 

이상을 득표한 자라면 당선자로 할 수 있다.

본조는 헌법 부속의 의원법을 약속한 정문이다. 단서는 의원의 민의대표에 관한 最低法

定點數制 규정으로, 유권자의 전부가 투표를 기권하여, 후보자 1인이 自選投票를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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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하는 것과 같은 총투표수기준의 최저법정수제를 배제하고 총유권자수기준의 최저법

정수제를 확립한 정문이다.

제25조 중앙지방의 의회조직은 전2조에 따를 것을 요한다.

본조는 중앙지방의회의 구성, 조직에 관한 조직방침을 명확히 한 정문이다.

제26조 의회는 매년 2월, 9월 2회 개회한다. 會期는 각 50일으로 한다. 다만, 의

회는 기타 결의로 特別繼續委員會를 常置할 수 있다.

본조는 의회의 개회를 2회제로 하고, 1회는 예산중심으로 1회는 결산중심으로 개회하여, 

정부의 통치권행사를 감독하는 의회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기획한 창의적 정문이다. 

단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계속위원회의 설치를 약속한 정문이다.

제27조 대통령은 緊急事項의 審議를 구하기 위하여 10일 이내의 회기로 臨時議

會를 열 수 있다.

제28조 대통령은 의원총수 3분의 1 이상이 連署한 서면으로 그 심의사항을 밝

혀 임시의회소집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서를 수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臨時議會를 열 것을 요한다.

전조 및 본조는 임시의회의 소집에 관한 정문이다. 그 회기를 10일로 한정시키는 것은 

통상의회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기술적 이유에 터잡은 것인데, 임시의회의 소집을 대

통령의 전권으로 하지 않고 의회 총원 3분의 1의 소수당에도 그 소집청구권을 보장한 

것이다. 동시에 시간의 규정을 그르친 회기연장제를 배척하는 창의적 규정이다.

제29조 의회의 소집, 개회, 폐회는 대통령의 명에 따라 정부가 이를 행한다.

본조는 정부의 의회운영에 관한 기술적 입장을 명확히 한 정문이다.

제30조 누구라도 동시에 直接選擧와 團體選擧의 의원을 겸할 수 없다.

본조는 事理自明한 의원의 겸직금지규정이다.

제31조 의회는 政府가 提出한 議案을 심의하고, 의원은 법률안을 제출하며, 국

민의 請願을 受理採擇하여 정부에 建議할 수 있다.

본조는, 정부제출의 법률안 및 예산안 등을 심의하는 것은 의회의 당연한 권한이지만, 

의원의 법률안 제출에 관해서는 이를 제한하는 관례가 있고, 有職有能한 의원의 達見과 

制意를 차단하고 있는 실정이 심하다는 자탄이 있다. 더구나 국민 1인의 희생자도 없는 

통치를 이상으로 하는 민의창달의 청원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의 유감이 있다. 본조는 의

회의 법률안 및 건의안 심사위원회의 설치를 예정하고, 의원의 법률안 및 건의안제출권

을 인정한 진정한 의회민주화를 철저히 한 창의적 정문이다.

제32조 의회에서 가결된 의원제출의 법률안은 대통령의 同意로 법률의 효력을 

발생한다. 의회에서 가결된 의원의 建議案은 정부에 의하여 이를 실시할 

의무를 진다.

본조는 전조의 법률안 및 건의안의 제출을 의원에게 보장하는 실천적 효과를 의도한 규

정이다. 1항은,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은 의회의 가결에 따라 직접 법률의 효력을 발생시

키고, 의원제출의 법률안은 대통령의 동의에 따라 법률의 효력이 생기며, 부동의한 경

우는 否認權의 행사를 발동시키는 규정이다. 2항은 건의안에 대한 가결의 有名無實을 

實效化한 규정이다.

제33조 의회는 大統領의 不信任 및 政府의 退讓을 결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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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는 의회의 직능과 권한에 관한 규정으로, 대통령과 정부의 施政과 존속을 제약한 

정문이다.

제34조 의회는 총원 3분의 1 이상의 소속의원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開會할 수 

없다.

본조는 의회심의의 출석정족수에 관한 규정이다.

제35조 대통령 및 내각관제에 의한 정부의 各省大臣, 長官, 局長은 政府要員으

로써 의회에 출석하여 議院法의 규정에 따라 發言할 권한을 가진다. 다

만, 정부요원의 자격으로는 전조의 정족수 및 가부결정의 수에 더할 수 

없다.

본조는 일반헌법 및 의원법의 政府委員에 관한 규정인 정부위원의 이름을 政府要員으로 

바꾸고, 정부요원 의회출석자범위를 명확하게 한 규정이다. 장관이라는 것은 차관의 이

름을 장관으로 바꾼 內閣官制를 약속하는 것이다. 단서는 법률상식을 성문화한 것이다.

제36조 의회의 議事는 公開한다. 다만, 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秘密會로 할 수 

있다.

본조는 글자 그대로 의회심의의 공개원칙과 特種의 비밀회에 관한 규정이다. 정부의 비

밀회요구를 반드시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盲從을 廢한 정문이다.

제37조 의회의 議事는 총원 5분의 1 이상의 다수로 의결한다.

본조는 出席者 本位의 의결방법을 總員 本位로 하고, 제34조의 규정과 함께, 가령 300

인의 총원에 대한 100인의 출석의원 중 80인,25) 즉 5분의 3을 가결수로 하여, 專斷的 

의장의 決議權을 배제한 창의적 정문이다.

제38조 동일한 회기에는 다른 一部의 부결된 건의안 및 법률안을 다시 제출할 

수 없다.

본조는 동일회기 중 동일의안 再議禁止를 명확히 하는 정문이다.

제39조 의원은 회기 중 의회 내의 언론 및 정치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議會內의 

언론 및 활동에 대해서 법률에 따른 체포, 감금, 심문, 처벌을 거부할 

수 있다.

본조는 의원의 의회언론과 의회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정문이다.

제40조 의원은 의회종료 후 3개월 내에 議會本會議 일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

에 상당하는 공개연설회를 선출선거구 내에서 개최하여 의회활동을 보

고할 의무를 진다.

본조는 의원이 선거유권자 및 선거구 내 국민에 대해 의회활동을 보고하여, 정치관심을 

昻揚시키기 위한 창의적 정문이다.

제4장 立  法

제4장에서는 입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5) 원문에는 “八十人”으로 되어 있는데 “六十人”의 오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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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대통령의 統治權을 행사하는 기본방침은 法律에 따를 것을 요한다.

제42조 법률은 의회의 協贊을 받아 制定한다.

전조 및 본조는, 민주화한 조선의 法治國家로써 국민의 입헌적 인권보장을 철저히 한 

규정이다. 즉 대통령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기본방침은 기존 법률을 존중하는 동시에 새

로 제정한 법률에 따라야만 한다는 점을 규정한 정문이다.

제43조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細則은 대통령의 命에 따라 閣令 및 省令에 따라 

정부가 이를 정한다.

본조는 제18조의 각령, 성령을 발표하는 대통령 및 정부의 권한을 명확히 하는 정문이다.

제5장 司  法

제5장에서는 사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44조 사법 및 행정에 관한 재판은 陪審制度에 따라, 裁判所 및 檢事局에서 행

한다.

본조는 사법행정의 獨斷認定을 행하는 官僚裁判制度를 철폐하고, 민⋅형⋅인사⋅행정의 

모든 재판을 통하여 민의를 반영하는 배심재판제도의 확립을 명확히 한 정문이다. 현행

의 배심재판제도보다도 신속한 즉결을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제45조 재판소 및 검사국의 구성은 법률로 정한다.

본조는 재판소 및 검사국의 구성에 관한 규정이다.

제46조 재판소 및 검사국의 長官은 특정국민의 公選으로 한다.

본조는 소송관계자 등의 선거권을 특정하고 재판소 및 검사국의 장관을 공선하여, 재판

을 민주화시킨 창의적 규정이다.

제47조 재판의 심리 및 판결을 公開한다. 다만, 배심제에 의한 裁判前의 準備節

次는 변호인, 대리인 및 특별관계자 이외의 傍聽을 금지할 수 있다.

본조는 재판의 공개원칙을 철저히 하고, 재판의 민주화를 기획한 것이다. 단서의 준비

절차 역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관계변호사 및 이해관계자 이외의 방청만을 금지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이다.

제6장 國民의 權利, 義務

본장에서는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정한다.

제48조 조선국민은 조선국 영토 내에서 左記 각호의 권리를 享有한다.

1. 조선국민은 통치권을 행사하는 국정에 참여하는 官廳公署의 部署에 

就職할 자유

2. 거주 및 이전의 자유

3. 사법권의 행사에 의거하지 않은 체포, 감금, 심문, 처벌 및 거부권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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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자유 

4. 주거안정을 확보하는 침입거부 및 퇴거의 요구권을 행사할 자유

5. 信書의 비밀 및 통신의 자유

6. 신념 및 信敎에 관한 思想의 자유

7. 언론 및 집회, 결사, 印行出版의 자유

8. 생활필수물자 소비의 자유

9. 입학, 전학, 퇴학의 자유

10. 議院法에 따른 建議權 및 請願權 행사의 자유

본조는 일본헌법과 같은 一權一條主義에 따르지 않고, 일조의 권리를 집약적으로 열거

하는 주의를 채택한 것이다. 각종의 권리는 一讀自明하다고 생각하는데 (8)의 생활필수

물소비의 자유는 소유권의 자유를 極限化한 것이다. 또한 법률의 범위 내, 또는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라고 말한 규정은 당해 법률의 필연효과로써 특별히 정문화할 필요없

는 것으로 그 문자를 배척한 것이다.

제49조 조선국민은 조선국 영토의 내외를 묻지 않고 세계 각국의 전인류에 공

통하는 전조의 권리를 존중하고 양심적으로 행사할 自肅의 의무를 진다.

본조는 조선민족이 세계적으로 발전하는 인간적 수양의 자숙에 의해 전세계의 인류에 

대하여 세계 각국에서도 세계인으로써 대우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참다운 우호평화주의 

조선국헌법의 창의적 정문이다.

제50조 조선국민은 조선국 영토 내에서 左記 각호의 義務를 부담한다.

1. 법률에 따른 납세의 의무

2. 법률에 따른 근로 봉사. 다만, 조선국 영토 외에서 납세 및 근로봉사

의 의무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본조는 국민의 의무에 관한 규정이다. 병역의 의무는 없어졌는데, 근로봉사의 의무는 

근로봉사법을 제정하여 그 남용을 막음과 동시에, 청년훈련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 

규정을 약속한 것이다. 단서는 섭외관계를 고려하여 이를 정하는 뜻으로 둔 규정이다.

제7장 會  計

본장에서는 조선국가의 회계에 관한 예산 및 결산을 중심으로 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51조 정부는 대통령의 命에 따라 통치권의 행사에 필요한 세출세입의 예산을 

일년마다 編成하고, 의회의 協贊을 받을 것을 요한다. 다만, 예산의 款項

을 초과한 지출에 대해서는 지출 직후 의회에 보고하여 의회의 同意를 

받을 것을 요한다. 의회의 同意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지출담임자의 책

임을 명확히 할 것을 요한다.

본조는 예산에 관한 규정이다. 단서는 예산외 지출에 관한 감사를 목적으로 한 규정이

다. 동의를 받을 수 없었던 지출의 대소경중에 따라 지출담당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창의적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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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豫算의 歲入은 租稅로써 支弁한다.

본조는 예산재원의 租稅一本建主義를 원칙으로 하고, 절대로 적자 지출 없는 예산편성

방법을 의도한 규정이다(필자에게 그 創意工夫가 있다는 것을 부기한다).

제53조 정부는 대통령의 命에 의해 조세 이외의 專賣利益, 특별회계수입 및 수

수료로 예산의 세입을 보충할 수 있다.

본조는 예산재원의 세입에 관하여 租稅一本建의 原則을 확립하기까지 그 사이에 각종 

專賣利益 기타 수수료를 고려한 규정이다.

제54조 租稅의 新設 및 改廢는, 법률에 의거한 전매이익, 특별회계수입 및 수수

료 등이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때에는 의회에 常置한 特別豫算委員

會의 同意를 얻을 것을 요한다.

본조는 국민의 부담은 의회의 협찬을 요하는 원칙을 확립하는 규정이다. 단서도 마찬가

지 취지이며, 특별계속예산위원회의 동의를 조건으로 한 규정이다.

제55조 이미 의회의 協贊을 받은 年度計劃의 계속세출예산은 이를 삭감할 수 

없다. 다만, 그 연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본조는 계속년도회계의 예산세출에 관한 事理自明한 제한규정이다.

제56조 법률의 의무에 기초한 세출의 예산은 정부의 同意 없이 이를 削減할 수 

없다.

본조도 전조와 마찬가지로 이미 의회가 동의한 법률에 따른 필연적 세출은 정부에서 법

률의 규정 범위 내에서 의회가 동의한 때에 한하여 삭감할 수 있다는 事理自明한 규정

이다.

제57조 정부는 피할 수 없는 예산의 부족을 보충하거나 또는 예산 외의 突發事

件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세출의 一割을 

넘지 않는 豫備費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예비비를 各省의 처분에 一

任한 지출은 特別繼續豫算委員會의 承認을 받을 것을 요한다.

본조는 예비비에 관한 규정으로, 그 최고액을 제한하는 것에 새로운 의미가 있고, 또한 

그 지출에도 각성의 취득분에 대한 제한을 붙여, 행정적 專恣를 제약하는 창의적 규정

이다.

제58조 공공의 안전을 保持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계속

예산위원회에서 諮問하여, 정부의 책임으로 재정상 필요한 處分을 할 수 

있다.

본조는 震災, 홍수, 화재 등의 突發變事에 대비한 정부의 재정적 조치를 보장한 규정이다.

제59조 前3조의 出資에 관해서는 지출 직후 의회에 보고하여 의회의 同意를 얻

을 것을 요한다. 다만, 의회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大統領의 

責任으로 지출담당자의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요한다.

본조는 前3조의 예산외 지출을 감독할 의회의 권한을 확보한 규정이다.

제60조 의회에서 예산을 議定하거나 또는 豫算成立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대통

령의 책임으로 전년도의 通常豫算만을 시행한다.

본조는 豫算不成立의 경우에 관한 규정이다. 전년도의 통상예산만을 시행하도록 제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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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대통령의 책임을 정하여 그 적정을 넘지 않도록 한 정문이다.

제61조 국가의 歲入歲出은 의회에서 그 決算을 檢査確定할 것을 요한다. 

본조는 豫算中心一本建의 의회를, 결산중심을 더한 二本建議會로 하여 의회의 개회도 

그를 위해 2회로 한 취지를 관철한 본조의 결산이 엄정하고 상세할 것을 밝히도록 한 

점을 의원법에 규정한 기본적 정문이다.

제62조 의회는 決算委員會를 구성하고, 결산의 검사확정에 필요한 예산실시의 

現狀 및 장부를 査察하고, 나아가 그 지출책임자를 審問할 수 있다.

본조는 결산위원회의 권한을 전면적으로 보장하고 濫費支出을 경계하며, 또한 낭비지출

담당자를 사회적으로 제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창의적 규정이다.

제63조 본 헌법의 규정은 의회의 總員 5분의 4 이상의 同意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改正할 수 있다. 다만, 憲法改正草案은 의회에 제출하

기 3개월 전에 公表하여 국민에게 비판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요한다.

본조는 국민의 총의를 반영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헌법의 개정을 가능하도록 한 규정

인 동시에 철저히 국민대중의 비판을 다하여 헌법의 민주화를 철저히 하기 위한 규정이다.

Ⅳ. ｢朝鮮建國憲法草案私稿｣에 대한 分析

1. 獨立國家 朝鮮의 性格

  (1) 國民主權에 기초한 主權國家

  독립국가인 조선은 무엇보다 종래의 외세의 식민지배로부터 독립한 주권국가

라는 것과 다시는 주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천명하고, 조선의 국민이 

주권자로서 건국하는 독립국가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다. 이는 2차 대전이후 

전후처리에서 다시 외국이 조선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제약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리하여 제1조에서 통치권이 조선국에 있다는 것과 이 통치권은 조선의 국민

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이때 통치권은 주권을 의미하는 것이

다. 따라서 조선국은 독립된 주권국가이며, 조선국의 국민이 주권을 가지는 것으

로 성격을 규정하였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일본국에 필요한 헌법에 관한 ｢憲法改正私案｣에서도 제

1조에 “일본국은 일본국민이 향유하는 통치권에 의하여 이를 통치한다”고 한 점

이다. 이는 천황이 주권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닌 국민주권을 전제로 하는 천

황제를 구상한 것으로 보인다.

  식민지 지배에서 독립된 국가에서 國民主權에 기초한 主權國家를 수립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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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범위이다. 그리하여 제2조에서는 국

민의 범위를 헌법에서 직접 정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憲法改正私案｣에서도 동일

하다.

  (2) 國是

  ‘국시’라는 것은 오늘날에는 봉건적인 낡은 개념이지만, 이 당시 국시라는 것

은 국가가 추구하는 가치지향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여기서 布施辰治는 새로 건

국되는 조선국은 내외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평화주의, 복지주의, 인류애를 

바탕으로 한 세계우호주의, 생명존중주의, 인종평등주의, 민족협조의 세계문화주

의, 국제적 경제협력주의, 노동협조주의, 조선국 영토 내의 다원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것은 종래 일본국에서는 침략주의에 근거하여 철저히 부정되어 왔던 

가치들이라서 布施辰治는 신생국가인 조선국은 정상적인 국가로서 이러한 보편

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이기를 기원했다고 볼 수 있다. 布施辰治는 이런 가치

는 패전국인 일본국의 경우도 새로 헌법을 만들어 출범하는 마당에서는 마찬가

지라고 보았다. 그리하여 그는 동일한 내용을 ｢憲法改正私案｣에도 그대로 담았다.

2. 政府形態

  (1) 混合制政府

  ｢朝鮮建國憲法草案私稿｣에서 구상한 정부형태는 미합중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大統領制政府(presidentialism)도 아니었고, 영국에서 발달해온 議會主義制政府(=

議院內閣制 parliamentarism)를 취하지도 않았다. 여기서는 대통령⋅부통령 직선의 

의원내각제의 모습을 보이는 혼합제정부(semi-presidentialism)의 형태를 구상하였다. 

  민주주의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면에서 볼 때, 이러한 혼합제정부는 국민이 주

권자이고(案 §1), 국민의 직선과 직능⋅직역대표의 방식으로 의회를 구성하고, 국

가원수인 동시에 행정부의 수반의 지위에 있는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는 민주주

의적 정부의 모습을 띠고 있다.  

  대통령과 부통령을 함께 두고(案 §6), 대통령과 부통령을 동시에 직선으로 선

출하고(案 §6), 임기는 4년이되 1차에 한하여 連任할 수 있게 하였다(案 §7). 4년 

중임 방식은 미합중국의 경우와 유사하다. 대통령이 임기 중에 사망하거나 사고

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권한대행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직선으로 선출된 민주주의적 정당성을 가진 부통령이 대통령의 직을 承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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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잔여임기동안 대통령으로 재임한다(案 §8). 다만,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

한 후 3개월 내에 의회에서 신임투표를 하여 불신임을 당하면 새로 대통령선거

를 하도록 하였다(案 §9).

  대통령이 행하는 법률제정이나 조약의 체결은 국시에 따라야 하고, 의회의 협

찬, 즉 동의를 받아야 한다(案 §12, §42). 즉 대통령은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의회가 의결하는 셈이다. 그런데 의원도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기 때

문에 결국 법률안을 제안하는 권한은 대통령과 의원이 가지되, 대통령은 의회의 

의결을 거부할 수 있기에 의원이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가지는 셈

이다(案 §14).  

  대통령은 의회에 대하여 국민의 신임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의회

해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案 §15). 그리고 1회기 중 10일 이내에서 의회

의 정회를 명할 수 있고(案 §16), 국제분쟁에 따르는 비상조치를 취할 권한을 가

진다(案 §20). 대통령이 가지는 議會解散權이나 의회 회의의 停會權 그리고 非常

措置權은 강력한 대통령을 전제로 하는 구조이다. 

  한편, 행정부의 내각은 내각관제에 의하여 조직하지만, 행정각부의 장관은 직

선한다(案 §17). 이러한 것은 대통령제와는 합치하지 않는 독특한 구조이다. 행정

부의 권력에 따로 민주주의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대통령은 사법부와 행정각부의 장관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며

(案 §17), 각령⋅성령발포명령권(案 §18)과 영전수여권을 가지고(案 §21), 恩赦權, 

즉 사면권도 가진다(案 §22). 이러한 것은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가지는 특징적

인 권한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의회에서 통치방침을 천명할 의무를 지고(案 §13), 대통령과 

정부는 통치권을 행사한 것에 대하여 의회에 대하여 連帶責任을 진다(案 §19). 

이러한 對議會 책임에 연계하여 의회는 대통령에 대한 不信任과 政府의 退陣을 

결의할 수 있다(案 §33). 결국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실패한 경우에는 연대책임에 

근거하여 스스로 퇴임하거나 아니면 의회에 의하여 불신임을 받는 과정을 걷게 

된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각부장관이 스스로 사임하거나 아니면 정부의 퇴진을 

맞이하게 된다. 대통령이 의회에서 국정운영의 기본방침을 천명하는 것은 권력통

제의 메커니즘으로 볼 수 있으나, 의회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것과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과 정부의 퇴진의결은 의회주의제정부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에 반하

여 대통령은 의회해산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布施辰治가 구상한 혼합제정부는 강한 대통령, 약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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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혼합제정부라기보다는 구조적으로는 대통령과 의회가 균형을 이루는 혼합

제정부라고 평가할 수 있다. 

 

  (2) 國會와 行政府間의 關係

  의회는 1院2部制로 구성되는데, 1부는 직선으로 선출하고(案 §24) 2부는 職能․

職域代表로 구성한다(案 §24). 한 사람이 두개의 部의 의원을 겸할 수는 없다(案 

§30). 이는 중앙정부의 의회를 구성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방법이기도 하다(案 §25). 결국 의회나 지방의회는 단원제로 하되, 그 구성을 이

원화하여 일부는 국민의 직선으로 선출하고 나머지는 직능⋅직역대표로 구성하

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이런 방식을 의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하여 布施辰治는 자

신의 창의적인 것이라고 하였다.26) ｢憲法改正私案｣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布施辰治는 일본국의 경우에도 이러한 의회제도를 원했다고 보

인다. 

  법률안은 위에서 보았듯이, 대통령이 제출할 수도 있고 의회가 발의할 수도 있

다(案 §31). 그런데 의회가 발의한 법률안은 의회에서 의결하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동의로 법률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案 §32, §42). 즉, 대

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률로 효력을 가질 수 없다. 

  위에서 보았듯이, 대통령은 의회해산권을 가지는 반면에, 의회는 대통령의 불

신임과 정부의 퇴진을 결의할 수 있다(案 §33). 권력상호간의 통제장치를 이런 

방식으로 구상하였다. 

  또 대통령은 긴급한 경우에 임시의회를 열 수 있고(案 §27, §28), 의회의 소집, 

개회, 폐회를 명하여 정부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한다(案 §29). 이는 혼합제적인 

요소이기는 하지만 긴급시에 대통령에게 무게중심을 더 강하게 실은 요소이기도 

하다. 

  (3) 司法制度

  사법제도에서는 매우 특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布施辰治는 신생 독립국가

인 조선국에서는 민사, 형사, 행정, 인사재판 등 모든 사법제도를 陪審裁判制度로 

하는 것을 구상하였다(案 §44). 이는 관료사법제도를 거부하고 민주주의적 정당

성을 강하게 실현하는 재판제도를 구상한 것이다.27) 

26) ｢植民地關聯資料集－朝鮮編 一｣, 71쪽.  
27) 布施辰治도 사법에서의 관료사상이 배양되는 것을 배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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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소와 검사국은 법률로서 구성하되(案 §45), 재판소의 장관과 검사국의 국

장은 선거권을 가진 국민이 直選하는 방식을 취하여(案 §46), 재판소의 구성에서

도 민주주의적 정당성을 강하게 부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러한 재판제도에 대한 布施辰治의 구상을 보건대, 그는 영미의 배심재판제도

를 관료사법제도보다 더 나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0세기 초 이상적인 

헌법으로 평가되는 바이마르헌법은 관료사법제도를 채택하면서도 參審制度와 陪

審制度를 채택하고 있었다(憲法 §104). 

  이러한 사법제도는 일본국에 적용되기를 원했던 ｢憲法改正私案｣에서도 동일하

게 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布施辰治는 일본이든 조선이든 사법제도는 이러한 민

주주의원리가 강하게 지배하는 사법제도를 구상하였다. 그런데 앞에서 보았듯이, 

이러한 배심제도는 일본국에서는 1928년부터 1943년 사이에 형사재판에서 실시

되었지만, 1945년 終戰 이후에는 조선에서는 물론이고 일본국에서도 실현되지 못

하였다. 일본국은 미합중국의 의도에 따라 헌법을 제정하는 경로를 거쳤지만, 배

심재판제도는 새로운 헌법에서 채택하지 않았고 관료사법제도로 나아갔다. 물론 

한국에서도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시기의 사법제도를 극복하지 못하고 관료사

법제도를 강하게 유지하는 동일한 경로를 밟았다.

  재판의 민주화를 위하여 재판은 公開主義를 원칙으로 하고, 배심재판에서 재판

전 준비절차에서는 변호인, 대리인, 특별관계자 이외에는 방청을 금지할 수 있게 

하였다.

民地關聯資料集－朝鮮編 一｣(註 20), 71쪽. 布施辰治는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철저

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일본국에서 나타난 재판에서의 오판, 판사의 독단과 

무능력, 재판의 낮은 신뢰성 등의 심각한 사법의 폐단을 지적하고 인권과 국가정의의 

보장자로서의 사법재판관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실제 법개정작업에서도 

刑事訴訟法의 개정을 맞아 사법에 민주주의를 철저하게 실현하는 방안으로 배심제도

를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배심제도는 그의 평소의 지론이었다. 布施辰治, ｢司

法機關改善論｣(東京: 布施辰治法律事務所, 大正 6년(1917)), 1쪽 이하, 252쪽 이하. 참

조. 이 당시 일본국에서는 배심제도의 도입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예컨대 大

場茂馬, ｢陪審制度論｣(東京: 中央大學, 大正 3년(1914)), 238쪽 이하; 太田雅夫, “大正陪

審法制制定”, 佐伯千仞/下村幸雄/丸田隆, ｢陪審制の復興｣(東京: 信山社, 2000), 104쪽 이

하; 阪村幸男, “大正陪審法の制定過程における論議”, 같은 책, 140쪽 이하; 三谷太一郞, 

｢政治制度としての陪審制｣(東京: 東京大學出版會, 2001), 33쪽 이하 참조. 일본국에서는 

1925년 배심법이 제정되어 1928년부터 형사재판에서 충분한 형태는 아니었지만 배심

제도를 시행하였는데, 1943년 전시의 사정을 이유로 하여 정지되었다. 그 이후 배심제

도를 시행하지 않고 관료법관제도의 방식으로 법원을 운용하여 왔다. 이와 관련해서는 

阪村幸男, “大正陪審法は失敗したという論議について”, 같은 책, 163쪽 이하; 안경환/한

인섭, ｢배심제와 시민의 사법참여｣(서울: 집문당, 2005), 118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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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國民의 權利와 義務

  (1) 國民의 權利

  헌법상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는 하나의 조항에 하나의 기본권을 규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案 제48조에 헌법상의 권리를 모두 열거하는 방식을 채택

하였다. 

  국민은 국정참여에서 공직취임권과 의회에 대한 건의⋅청원권을 가졌다. 그리

고 자유권의 영역에서는 거주⋅이전의 자유, 신체의 자유에 대한 사법절차적 보

장, 주거의 자유, 우편⋅통신의 비밀과 자유, 신념과 종교에 대한 사상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입학, 전학, 퇴학 등 교육의 자유를 보장하였다

(案 §48). 

  그리고 재산권의 보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재산권을 보장하는 항목을 두지 않고, 

“생활필수물자 소비의 자유”를 정하여(案 §48), 이것이 소유권의 자유를 극한화

한 것이라고 하였다. 大日本帝國憲法에서는 개별 기본권을 개별 조항에서 정하였

는데, 재산권의 경우에 ｢일본신민은 그 소유권을 침해받지 않는다｣고 정하였다

(憲法 §27).

  布施辰治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국민은 이를 올바로 행사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案 §49).  

  布施辰治가 국민의 기본권에 관하여 어떠한 정도의 인식을 가졌던 것인가를 

평가해보는 데는 자신이 살아왔던 시기, 즉 1889년 이래 패전시기까지 일본국에 

적용되었던 大日本帝國憲法에서 정하였던 기본권과 布施案의 기본권을 비교하여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를 단순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基本權 / 義務 大日本帝國憲法 布施案

공직취임권 ○ ○

청원권 ○ ○(건의권 포함)

거주⋅이전의 자유 ○ ○

신체의 자유 ○ ○

재판을 받을 권리 ○ ×

주거의 자유 ○ ○

신서의 비밀 ○ ○(통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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基本權 / 義務 大日本帝國憲法 布施案

소유권의 불가침 ○ ×

종교의 자유 ○ ○(사상의 자유 포함)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저작 포함) ○

입학⋅전학⋅퇴학 × ○

국방의무 ○ ×

납세의무 ○ ○

근로봉사의무 × ○

  이를 보면, 布施案이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면에서는 대일본제국헌법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판을 받을 권리는 배심재판제도를 채택하기 

때문에 당연히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로 보장되기 때문에 기본권 조항에서는 따

로 명기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그 시대의 상황으로 볼 때, 이러한 권리는 기본적

으로 자유권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布施案에서는 국시에 생명존중, 복지 증진, 

인종평등, 폭력에 의한 침압방지, 특권계급배격 등과 같은 기본가치를 정하고 있

어 이러한 것 역시 그의 인식의 구조에서는 기본권적 가치의 목록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기본권조항의 내용은 일본국에 실현되기를 기대하

는 ｢憲法改正私案｣의 내용과 완전히 동일하다. 이런 면에서는 새로 출범하는 조

선의 국민이나 일본국의 국민이나 향유해야 할 자유와 권리는 동일하다고 인식

하였다.

  (2) 國民의 義務

  국민이 헌법상 지는 의무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른 납세의무와 근로봉사의무를 

정하였다(案 §50). 신생독립국가를 건설하는 데는 무엇보다 재정수입이 필요하므

로 납세의무를 강조하였고, 또 모든 근로에 국민이 나서야 하므로 근로봉사의무

를 헌법상의 의무로 정하였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이 국방의무를 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전쟁이 종결된 

후라서 이제는 전쟁이 없다고 판단하였는지 모르나, 어쨌든 병역의무가 없어졌다

는 것을 이유로 국방의무를 정하지 않았다. 국민의 의무에 대한 규정의 내용도 

｢憲法改正私案｣의 경우와 동일하다. 조선만 특별히 고려하여 정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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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計

  신생 독립국가의 경우에 무엇보다 국가의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리하여 재정, 즉 회계에 관한 것을 독립된 장으로 따로 규정하였다.

  예산편성권은 정부가 가지고, 대통령의 명에 따라 이를 편성한 다음 의회의 동

의를 얻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案 §51). 예산의 수입은 조세로 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되(案 §52), 대통령의 명에 의하여 조세 이외에 전매이익, 특별회계수입, 수

수료 등으로 예산의 세입을 보충할 수 있게 하였다(案 §53). 조세의 신설이나 개

폐, 또는 법률에 의한 전매이익 등이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경우에는 의회에 

상설한 특별예산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민주주의적 통제장치를 두었다(案 

§54). 

  동의를 받은 년도계획의 계속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의회가 삭감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고(案 §55), 필요적인 세출예산도 정부의 동의 없이는 삭감할 수 없

도록 하였다(案 §56). 예비비를 인정하고(案 §57), 긴급한 경우에 정부로 하여금 

재정상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案 §58). 예산이 성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의 책임으로 전년도의 통상예산만을 시행하게 하고(案 §60), 세입세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결산하도록 하였다(案 §61). 이에 따라 의회에는 결산위원회

를 구성하여 사찰할 수 있게 하였다(案 §62).

  이러한 예산제도는 법률과 구별하는 것으로 예산에 대해서는 정부의 권한을 

더 강조한 것이다. 즉 豫算法律主義를 채택한 것이 아니라 豫算國法形式主義를 

채택한 것으로 평가된다. 회계에 대해서는 大日本帝國憲法에서도 국가의 세출이

나 세입은 매년 예산으로 제국의회의 협찬을 받도록 정하고 있었고(憲法 §64), 

衆議院에 먼저 제출하게 하였다(憲法 §65). 예비비(憲法 §69), 계속비(憲法 §68)도 

인정하고 있었고, 大權에 기초한 기정의 세출 및 법률의 결과에 의하거나 법률상 

정부의 의무에 속하는 세출은 정부의 동의없이 제국의회가 廢除하거나 삭감할 

수 없도록 했다(憲法 §64). 긴급한 경우에 정부로 하여금 재정처분을 할 수 있게 

하였고(憲法 §70), 결산에 대해서는 회계검사원이 검사하여 제국의회에 보고하게 

했다(憲法 §72). 대일본제국헌법에서는 의회에 결산위원회를 두지는 아니하였지

만, 布施案에서 채택한 회계규정의 ‘體制’는 대일본제국헌법의 회계규정의 체제와 

유사하다. 그러나 결산위원회를 두는 것은 양자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러한 결산

위원회제도에 대해서 布施辰治는 자신의 창의적인 구상이었다고 하였다.28) 회계

제도의 내용도 ｢憲法改正私案｣의 경우도 동일하다.

28) ｢植民地關聯資料集－朝鮮編 一｣(註 20), 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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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憲法의 改正

  布施辰治는 헌법의 개정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의회에서 

개헌하는 방식을 구상하였다. 의회 재적의원 4/5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정할 수 있게 했다. 헌법개정안은 의회에 제출하기 3개월 전에 공

표하여 국민들이 비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였다(案 §63). 헌법개정에 

관한 규정의 내용도 ｢憲法改正私案｣의 해당 규정과 동일하다. 이러한 점도 조선

과 일본국의 경우가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헌법개정을 의회에서 하는 방식은 大日本帝國憲法에서도 채택했던 방식이다. 

여기서는 皇室典範을 제외하고는 제국의회에서 헌법을 개정하였다(憲法 §73, 

§74). 다만, 布施案에서 국민의 비판을 받을 기회를 부여한 것은 입헌민주국가의 

헌법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Ⅴ. ｢朝鮮建國憲法草案私稿｣에 대한 評價

1. 憲法案을 위한 私案으로서의 機能

  布施辰治가 신생독립국가인 조선국을 상정하고 구상한 헌법안은 조선국민이 

주권자인 국민주권주의에 근거한 독립주권국가인 동시에 민주국가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조선국이 추구하고 지향하는 국가적 기본가치를 國是라고 정하

여 정상적인 국가가 추구하는 가치를 정하였다. 朝鮮國이라는 명칭은 종래 조선

시대부터 조선을 부르던 명칭이어서 이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주권적 독립국가에서 조선의 국민은 헌법상의 참정권과 자유권을 보장

받으며, 납세의무와 근로봉사의무를 부담했다. 근로봉사의무는 사회주의나 공산

주의의 계열에서 주장되던 내용이었다. 특히 기본권을 올바로 행사하여야 하는 

의무를 두었다.

  정부형태에서는 대통령 직선의 혼합제정부를 구상하였으며, 사법제도는 철저하

게 배심재판제도로 하였고, 사법에 민주주의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에 큰 특징

이 있다.

  헌법의 개정은 국민투표가 아니라 의회에 의한 개헌방식을 취하였다.

  이러한 점을 보면, 布施辰治의 헌법안구상은 하나의 헌법안으로 기본적인 내용

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체 63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진 이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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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구상은 실제 헌법제정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구체화하는 후속 작업

만 필요로 하는 정도로 완성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憲法改

正私案｣과 마찬가지로 憲法私案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은 것이다.

  1889년 제정되어 일본식민지시기에 헌법으로 효력을 발휘하였던 大日本帝國憲

法을 보면, 이는 군주주권에 기초한 입헌군주국가의 헌법이기에 국민주권에 기초

한 입헌민주국가의 헌법과 비교할 수는 없다. 다만, 그 체제를 보면, 제1장, 천황, 

제2장 신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 제국의회, 제4장 국무대신 및 추밀기관, 제5장 

사법, 제6장 회계, 제7장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76개 조항으로 되어 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는 대일본제국헌법의 내용과 布施案의 내용을 비

교하여 보면서 그 인식의 정도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해방 당시 우리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과 이를 비교하여 보는 것도 

布施案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는 布施辰治가 조선에 대

하여 인식한 수준과 당시 우리의 지도자들이 인식한 수준을 비교하여 봄으로써 

布施辰治의 인식의 수준을 어느 수준에서 자리매김을 할 것인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된다. 1945년 해당 방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44년 4월 22일 제5차 개

헌을 통하여 개정한 헌법을 가지고 있었고, 여기서도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

하고 있었다. 당시의 헌법인 大韓民國臨時憲章은 전체 62개 조항으로 되어 있었

는데, 제1장 총강, 제2장 인민의 권리의무, 제3장, 임시의정원, 제4장 임시정부, 

제5장 심판원, 제6장 회계, 제7장 보칙으로 되어 있었다.29) 여기서 인민의 권리

와 의무를 규정하는 방식은 대일본제국헌법과 같이 개별 기본권과 의무를 각각 

개별 조항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기본권과 의무를 각각 하나의 조항에 통합하

여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는 布施案과 동일하다. 

基本權 / 義務 大韓民國臨時憲章 布施案

   공직취임권 × ○

   청원권 ○ ○(건의권 포함)

   선거권/피선거권 ○ ○

   公訴/私訴제출권 ○ ×

   거주⋅이전의 자유 ○(여행 포함) ○

   신체의 자유 ○ ○

29) 이에 대한 것은 鄭宗燮, ｢韓國憲法史文類｣(서울: 博英社, 2002), 97쪽 이하를 보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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基本權 / 義務 大韓民國臨時憲章 布施案

   주거의 자유 ○ ○

   통신의 비밀 ○ ○

   소유권의 불가침 ○(재산징발 금지) △

   종교의 자유 ○ ○(사상 포함)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 ○

   파업의 자유 ○ ×

   입학⋅전학⋅퇴학 ○ ○

   취직⋅부양요구권 ○ ×

   조국광복의무 ○ ×

   헌법⋅법령준수의무 ○ ×

   국방의무 ○ ×

   납세의무 ○ ○

   근로봉사의무 ○ ○

  이러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을 하나의 예로 보더라도 해방되기 전에 독립

운동을 하던 우리 지도자들의 헌법과 국민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볼 때 布施案

이 특별한 수준에 있은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독립운동을 전개하던 지도자

들은 임시정부의 헌법을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출범할 때부터 제정하여 

1944년에는 이를 5번째 개정하였다. 1940년대에 이르면 이미 일본의 패배로 전

황이 굳어져 가던 때이어서 우리 독립운동지도자들도 해방이 되면 독립국가를 

수립하는데 필요한 헌법을 구상하는 일을 중요하게 다루기 시작한다.30) 그리고 

특히 일본제국주의의 지배 하에서도 세계 여러 나라의 헌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

어져 이른바 ‘比較憲法’이라는 것으로 헌법에 대한 정보와 지식은 상당한 수준에 

있었다. 따라서 해방정국에서 布施案이 헌법을 제정하는 작업에 있어 새로운 것

30) 1940년에 들어오면서 중국의 重慶에 소재한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는 大韓民國臨時約

憲을 개정하는 작업을 하게 되고, 또 해방이 되면 건국할 나라를 상정하여 1941년에 

大韓民國建國綱領을 만들고, 다시 1944년에 大韓民國臨時憲章을 개정하는 일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던 한국독립당, 조선민족혁명당 등 각 정파세력의 

헌법에 대한 생각들이 대립 또는 투쟁을 하면서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자

세한 것은 申宇澈, ｢比較憲法史｣(서울: 法文社, 2008), 395쪽 이하 참조. 위 헌법적 문

건의 내용은 鄭宗燮(註 29), 75쪽 이하, 85쪽 이하, 97쪽 이하를 보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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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준 수준의 것은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布施案이 해방 후 조선에서 헌법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가지게 한 역할을 한 것도 아니고, 조선의 헌법제정과 관련하여 처음 어떠한 기

능이나 역할을 한 것도 아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 布施辰治가 재일조

선인과 논의하여 일본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사람들의 헌법에 대한 의견으로 

해방정국에 제안하고자 구상해본 것이다. 이러한 구상이 재일조선인들의 염원이

었는지, 아니면 재일조선인 사회의 지도급 인사들의 생각이었는지, 布施辰治 개

인이 바라는 소망사항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布施辰治가 이러한 헌법안을 마

련할 때 박열을 만나 의견교환이 있었고 또 재일조선인사회에서 활동해오던 인

사들을 만난 사실이 전해오고 있어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하기에는 유보

되는 점이 있다.31) 그러나 대통령제를 제외하면 ｢憲法改正私案｣의 내용과 동일한 

점에 비추어볼 때, 정⋅부통령을 두는 혼합제 정부형태는 布施辰治와 재일조선인 

지도자들이 논의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고, 헌법안의 나머지 내용은 평소 布施辰

治가 구상하던 입헌국가의 모습이라고 보인다. 그래서 ｢憲法改正私案｣와 ｢朝鮮建

國憲法草案私稿｣ 양쪽에 공통으로 규정된 것으로 보인다. 보다 상세한 것은 계속 

추적해볼 과제이다. 이렇게 볼 때, 布施辰治의 이런 안은 비단 독립을 맞이한 조

선에 한정하여 구상한 것은 아니고 일본국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헌법을 

구상한 것이라고 보인다. 위에서 보았듯이, 그는 일본국에 적용될 헌법안으로 ｢憲

法改正私案｣을 작성하여 제안하였으며, 그것은 ｢朝鮮建國憲法草案私稿｣의 체제와 

내용은 동일한 것으로 단지 차이점은 일본국의 경우에는 天皇制를 부정할 수 없

어 천황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조선에는 혼합제정부를 채택하도록 하되, 나

머지는 조선이나 일본이나 동일한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32) 

  흥미로운 것은 한국에 적용하기를 기대한 정⋅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는 혼합

제정부는 일본국의 경우와 차이가 있는 점인데, 이것이 布施辰治 혼자서 구상한 

것인지 아니면 재일조선인지도자들의 바람이었는지, 또는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31) 布施辰治는 1947년 6월 발행한 ｢國際｣제2권 제6호에 게재한 ‘朝鮮人民に与ふ－朝鮮獨

立憲法草案についてー’라는 글에서도 이 ｢朝鮮建國憲法草案私稿｣는 자신의 독자적인 

국가관과 세계관을 투영하여 민주국가건설의 구체적인 구상을 자유로운 조선건국의 

헌법초안에 표현한 것이라고 했고, 이는 자신의 염원과 오랜 세월 동안 조선독립운동

에 협력하고 있었던 동지 중 한 단체가 조국광복의 기쁨을 조선의 삼천만 동포에게 

전할 수 있는 최대의 선물로 가지고 가고 싶어 하여 만든 것임을 거듭 밝히고 있다.  

｢植民地關聯資料集－朝鮮編 一｣(註 20), 83쪽.  
32) 이 양자의 문건은 森正, “法律家⋅布施辰治による ｢憲法改正私案｣と ｢朝鮮建國憲法草

案私稿｣”, ｢硏究紀要｣, 第29集(1980), 121쪽 이하를 보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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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구상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차후 더 추적해볼 과제이다.

2. 權力構造의 特徵

  (1) 民主主義原理의 貫徹

  布施案에서 구상한 국가의 권력구조는 법치주의원리뿐 아니라 民主主義原理를 

강조한 것이 특히 눈에 띈다. 대통령과 부통령의 직선, 그리고 행정 장관의 공선, 

국민의 직선과 직능직역 대표로 의회를 구성하는 방법, 사법을 모두 배심재판으

로 한 점, 재판소의 장관과 검사국의 국장을 모두 국민이 직선하게 한 등은 일한 

특징을 잘 보여준다. 일본국의 경우에는 상징적인 천황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하

였기 때문에 혼합제정부는 조선을 위한 것으로 구상된 것이고, 나머지는 ｢憲法改

正私案｣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조선과 일본국에 공히 수립되기를 원했

던 근대 국가의 모습이었다고 보인다.

  (2) 權力分立原理의 充實 

  국가의 권력상호간에는 견제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상호 통제하는 방식

을 취하였다. 이러한 것은 權力分立原理를 철저하게 관철하려고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布施辰治의 일생이나 활동으로 볼 때, 그가 이데올로기적으로는 당시의 사회주

의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 있으나, 그가 헌법을 구상하면서

는 공산주의정치이론에 근거한 것이 아님이 여기서 보인다. 공산주의정치이론이

나 사회주의정치체제는 기본적으로 레닌의 이른바 ‘民主主義 權力集中制’(demo-

cratic centralism)라는 권력집중원칙을 따르는 것인데, 布施辰治의 구상은 이와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자유민주주의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布施辰治는 이미 

1936년에 잡지 ｢역사과학｣에 ‘소련신헌법초안의 소개’라는 논문을 발표할 정도로 

외국의 헌법제정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사회주의 소련의 헌

법체제를 잘 알고 있었지만, 일본국과 조선에 소련에서와 같은 사회주의국가가 

수립되는 것을 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33) 布施辰治도 스스로 이 헌법의 구상

은 종래의 군주제나 추밀원제 등을 완전히 폐지하고 민주주의헌법을 확립한다는 

원칙하에 새로 독립한 조선이 세계에 선구적인 민주주의적 우애평화주의의 독립

국가로 되어야 한다는 기획을 가지고 우익이나 좌익 어느 한편에 편향되지 않고 

이를 총합하여 인류공통의 헌법을 구상한 것이라고 하였다.34) 

33) 森正(註 32), 12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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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混合制政府

  布施辰治가 살았던 시대에 혼합제정부를 채택한 대표적인 헌법으로는 1920년

대의 바이마르헌법(Weimarer Verfassung = Die Verfassung des Deutsche Reichs 

vom 11. August 1919)을 들 수 있다. 여기서는 연임 가능한 임기 7년의 라이히

대통령(Reichspräsident)을 국민이 직선하고(憲法 §41, §43), 내각은 대통령이 구성

하였다. 즉 대통령이 수상을 임면하고, 장관은 수상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한

다(憲法 §53). 대통령은 라이히의회(Reichstag)의 의원을 겸할 수 없었다(憲法 §44). 

대통령에 대해서는 라이히의회가 제안하여 국민해임의 표결을 할 수 있고, 국민

투표에 의하여 해임이 부결되면 라이히의회는 해산된다(憲法 §43). 수상과 장관

은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라이히의회의 신임을 필요로 했다. 의회가 불신임을 하

면 수상이든 장관이든 사임해야 했다(憲法 §54). 대통령은 의회에 대한 견제권으

로 의회해산권을 가지고 있었다(憲法 §25).

  대통령은 법률안제출권을 가지지 않지만, 수상과 장관으로 구성되는 정부는 의

회와 같이 법률안제출권을 가졌다(憲法 §66, §68). 대통령은 법률안거부권의 성격

을 가지는 국민투표회부권을 가졌다(憲法 §73①).35)

  布施辰治가 구상한 혼합제정부는 동일하지는 않지만 바이마르헌법상의 혼합제

정부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布施辰治가 이러한 구상을 하는데 있

어 바이마르헌법을 언급한 점은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布施辰治는 그의 헌법

구상에서 미합중국의 민주주의를 따른 것이 많다고 밝혔다.36) 그의 혼합제정부구

상은 바이마르헌법의 혼합제정부형태를 벤치마킹하였다기 보다는(기본권 규정에

서도 차이가 나듯이) 그가 생각하기에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로 인식한 미합중

국을 염두에 두고 미합중국의 대통령제를 채택하되 신생국가에서 대통령제를 채

택하는 경우에 대통령의 독주가 위험시되기 때문에 이를 견제하는 메커니즘으로 

의원내각제적인 연관을 결합한 것이라고도 추측할 수 있다.  

   

34) ｢植民地關聯資料集－朝鮮編 一｣(註 20), 69쪽.  
35) 바이마르공화국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의 군사적인 패배로 인하여 1918년 가을 군인들

의 봉기에 기초하여 입헌군주제에서 의회주의적 군주제를 거쳐 입헌민주제로 체제가 

전환되면서 생겨났다. 1919년 1월 19일 헌법제정회의를 선거로 구성하고 바이마르헌

법을 제정하였다. 자세한 것은 송석윤, ｢위기시대의 헌법학｣(서울: 正宇社, 2002), 77쪽 

이하, 87쪽 이하 참조. 바이마르헌법상의 혼합제정부에 대한 분석에 관해서는 김정현, 

｢이원정부제｣(서울: 금붕어, 2009), 30쪽 이하를 보기 바람. 바이마르헌법의 전문의 한

글번역본은 위 송석윤, 같은 책, 347쪽 이하의 자료를 보기 바람.
36) ｢植民地關聯資料集－朝鮮編 一｣(註 20), 7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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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國民의 權利

  국민의 권리에 대한 布施辰治의 인식과 구상은 위에서 본 것과 같다. 자유권의 

보장에서는 대일본제국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國

是에서 표현된 기본권적 가치를 보면 대일본제국헌법에 나타난 기본권조항의 가

치추구보다는 더 나아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일본제국주의시대에 유럽에서 등장한 바이마르헌법에서 자유권을 보장한 것을 

보면, 법률 앞의 평등(憲法 §109), 남녀평등(憲法 §109), 거주⋅이전의 자유(憲法 

§111), 해외이주의 자유(憲法 §112), 인격의 불가침(憲法 §114), 주거의 불가침(憲

法 §115), 소급처벌금지(憲法 §116), 서신⋅통신의 비밀(憲法 §117), 표현의 자유

(憲法 §118), 종교⋅양심의 자유(憲法 §135), 학문⋅예술⋅교수의 자유(憲法 §142), 

경제활동의 자유(憲法 §151), 계약의 자유(憲法 §152), 소유권의 보장(憲法 §153), 

상속권의 보장(憲法 §154) 등을 정하고 있었다. 布施辰治의 자유권에 대한 인식

은 이러한 정도에까지 이른 것이라고는 하기 어렵다. 布施辰治가 바이마르헌법을 

보았다면 기본권보장의 부분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布施案에서 주목되는 것이 소유권에 관한 것이다. 당시 大日本帝國憲法에서는  

｢일본신민은 그 소유권을 침해받지 않는다｣고 정하여 개인의 소유권을 보장하고 

있었음에도(憲法 §27) 布施辰治는 이러한 것을 자신의 구상에서는 배제시켰다. 

그 대신 ｢생활필수물자 소비의 자유｣만을 정하고(案 §48), 이것이 소유권의 자유

를 極限化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아나키즘 또는 사회주의의 소유를 지향하는 

布施辰治의 이념적인 부분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공산주의체제에서도 개인이 

일상생활을 함에 필수품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는 바, 布施辰治는 이

러한 최소 필요한 내용의 소유만 극한화하여 인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개인이 살

아감에 있어 필수저인 소비만을 인정한 것이다. 소유의 본질이 점유, 사용, 교환, 

처분, 소비 등을 요소로 하는데 이러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소유권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았다. 당시 바이마르헌법에서도 소유권과 상속권을 정하고 있은 것에 

비추어 보면, 그가 재산권 또는 소유권에 관하여 이와 같이 정한 것은 자본주의

에서 인정하는 소유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음이 나타난 것이라고 평가

할 수 있다. 그가 19세기말부터 패전기까지 경험한 일본의 자본주의는 아직도 미

성숙한 자본주의였으며 전시자본주의로서의 성격도 노정한 것이었는데, 자본주의

에 대한 그의 생각에 대해서는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아무튼 소유권에 대하여 

布施辰治가 보여준 태도는 자유민주주의헌법에서 수용하기에는 어려운 매우 특

이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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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에 관한 규정과 관련해서는 布施辰治는 처음에 이 ｢朝鮮建國憲法草案私

稿｣를 공표하고 그 후 여러 의견을 들어 본 결과를 수용하여 자신이 이에 대하

여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구상하지 못하고 추상적인 것에 머물렀음을 시인하기도 

했다.37) 이는 비단 ｢朝鮮建國憲法草案私稿｣만이 아니라 ｢憲法改正私案｣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Ⅵ. 結  論

  이 글은 布施辰治의 ｢朝鮮建國憲法草案私稿｣를 발굴하여 그 내용을 소개하고 

그 내용과 구조, 그리고 성격에 대하여 분석한 것이다. 한국헌법사의 연구에서 

1945년 해방 직후 새로운 독립국가를 건국하는데 가장 먼저 필요했던 헌법제정

을 놓고 논의하던 시기의 헌법논의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중요하다. 

  布施辰治의 ｢朝鮮建國憲法草案私稿｣에서 나타난 점은 그것이 개인의 사안이기

는 하지만, 일본제국주의의 지배하에서 조선의 식민통치를 비판하고 조선의 민중

이 억압을 받는 것을 고발하고, 독립을 위한 조선인의 활동에 대해 일본 당국이 

억압한 사건에서 조선인을 변호하는 활동 등을 해오면서, 그 나름대로 생각하고 

느낀 바를 투영하고 또 식민지 통치시기에 일본국에서 조선의 독립운동을 전개

하였던 인사들의 염원과 구상을 반영하여 헌법사안으로 구상된 것이라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구상은 오로지 조선만을 위하여 작성된 것은 아니다. 조선의 경우에

는 군주제를 취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입헌민주국가로서 혼합제정부형태를 고

안하였고, 나머지 내용은 패전 후 새로 출범하는 일본국의 경우에도 적용되기를 

바랐던 ｢憲法改正私案｣의 내용과 동일하다.38) 

37) ‘朝鮮人民に与ふ－朝鮮獨立憲法草案についてー’(註 21)의 글에서 “기본인권의 확립에 

관한 규정 역시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은 채 가능한한 간결한 문장으로 國是 속에 

함축시킨 불명료함과 아무래도 알기 쉬운 言文一致의 文章體에 의하지 않았던 고려의 

불충분함을 이제야 뒤돌아보고 너무나 未熟했음을 반성한다”고 썼다. 그는 國是의 한 

내용으로 한 “인류양심이 지향하는 국가우호친애의 세계관 확립”과 “생물본능이 지향

하는 생명존중의 인생관확립”이라는 내용도 세계평화확립을 위해 침략전쟁을 絶滅하

고자 한 내용이었는데 이것이 매우 추상적으로 표현되어 반성한다고 했다. ｢植民地關

聯資料集－朝鮮編 一｣(註 20), 83쪽 이하. 
38) 일본국이 1945년 8월 15일 연합국에 패하여 항복선언을 한 다음 일본은 맥아더 원수

의 연합국사령부(SCAP Supreme Command for the Allied Powers)의 통제를 받았고, 

직접적으로는 맥아더 미군정사령부(GHQ General Headquarter)가 전후 일본을 관장하

고 있었다. 1945년 10월 맥아더는 일본의 체제를 천황제 군국주의국가에서 비무장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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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위에서도 지적하였듯이, 헌법에 대한 인식과 독립국가를 건국함에 있어 헌법의 

39) 유민주주의국가로 개조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측에 대하여 사적 또는 

공적 경로를 통해 大日本帝國憲法을 바꾸는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알렸다. 그리고 이 

당시 외부적으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10월 4일 미합중국의 국무성에서는 헌법제정의 

기본방침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흐름이 감지되자 일본국내에서는 정당, 개인 등 여러 

곳에서 새로운 일본의 모습을 구상한 헌법사안들이 발표되었다. 공식적으로는 10월 4

일 맥아더를 만난 황족 近衛文磨(고노에 후미마로)가 천황제를 지키기 위해 개헌준비

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 22일 천황에게 ｢帝國憲法改正要綱｣을 보고했고, 10월 25일에 

내각은 독자적으로 松本蒸治(마쓰모토 조지)를 위원장으로 하는 憲法問題調査委員會를 

구성하였다. 이 마쓰모토위원회는 그 명칭에서도 보듯이, 기본적으로 미군정의 헌법개

정시도를 저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1945년 가을부터 1946

년 3월에 이르는 동안 사회에 발표된 헌법개정안은 자유당안, 공산당안, 사회당안, 진

보당안, 憲法硏究會案, 憲法懇談會案, 高野岩三郞案(다카노 이와사부로안), 松本治一郞

案(마쓰모토 지이치로안) 등 12개를 넘어 섰다. 천황제 폐지를 주장한 안은 공산당안

과 高野岩三郞案뿐이었다. John W. Dower, Embracing Defeat: Japan in the Wake of 

World War Ⅱ(1999), 최은석(옮김), ｢패배를 껴안고｣(서울: 민음사, 2009), 447쪽 이하, 

460쪽 이하 참조. 布施辰治의 ｢憲法改正私案｣은 천황제를 유지한 것에서 공산당안과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시기동안 일본정부측에서 헌법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자, 연합국사령부측에서는 더 이상 일본정부가 주도하여 헌법개정안을 

만들 능력이 없다고 결단을 내리고, GHQ의 민정국에서 24명의 요원으로 구성된 팀이 

1946년 2월 4일부터 12일 사이에 헌법개정안을 만드는 작업을 완료하여 일본 정부에 

제시하고 이를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천황제를 상징적으로 유지하되 영국식 의원내각

제를 기본으로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매우 선진적인 자유민주주의헌법을 고

안한 것이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헌법에서 보장하는 이러한 자유민주주의헌법은 

전후 처음으로 일본국헌법으로 마련되었다. 독일에서 자유민주주의헌법인 基本法이 제

정된 것은 1949년 5월 23이다. 아무튼 GHQ案은 2월 22일 천황에게 보고되었고, 천황

은 이를 지지하였다. 일본측은 영문으로 된 GHQ案을 일본어로 번역하면서 최대한 일

본정부의 의도에 맞추려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헌법개정과 관련된 GHQ의 작업은 대

외적으로는 일체 극비로 하여 알려지지 않았고, 3월 6일 大日本帝國憲法을 수정하는 

헌법안이 일반에 공표되었다. 의회의 衆議院과 貴族院 양원에서 모두 114일 동안 헌법

안에 대한 심의를 거쳐 양원의 절대적인 찬성으로 의결하고 11월 3일에 천황이 새 헌

법인 日本國憲法을 공표했다. 발효는 6개월 후인 1947년 5월 3일로 했다. J. W. Dower, 

같은 책, 465쪽 이하, 484쪽 이하; 原秀成, ｢日本國憲法制定の系譜｣V. Ⅱ(東京: 日本評

論社, 2005), 163쪽 이하 참조. 전후 일본국에서 새 헌법이 제정된 과정에 관한 자세

한 것은 J. W. Dower, 같은 책, 790쪽 주) 12의 각 문헌 및 高柳賢三/大友一朗/田中英

夫(編), ｢日本國憲法制定の過程｣全 2卷,(東京: 有斐閣, 1977); 古關彰一, ｢新憲法の誕生｣

(東京: 中公文庫, 1989); 江藤淳, ｢1946年憲法の拘束｣(東京: 文藝春秋, 1980); 原秀成, ｢

日本國憲法制定の系譜｣V. Ⅰ, V. Ⅱ(東京: 日本評論社, 2005)를 보기 바람. 일본에서 

이렇게 헌법이 제정되던 시기 동안 한국에서는 1946년 3월 20일 제1차 미소공동위원

회가 소집되었으나 바로 무기 휴회로 들어갔고, 1946년에는 비상국민회의에서 헌법안

을 만드는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남조선대한국민대표민주의원에서 헌법안를 만들었다. 

1947년에 南朝鮮過渡立法議院에서 헌법안을 작성하는 작업이 있었고, 1947년에는 각 

정당과 사회단체에서 美蘇共同委員會에 답신안을 내는 형태로 헌법안에 관한 의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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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점은 우리 독립운동 지도자들도 익히 잘 인식

하고 있었고, 실제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는 임시헌법을 제정하여 이를 개정하면

서 임시정부를 운영하여 왔는데, 이러한 인식은 독립운동 지도자들이 주로 활동

했던 중국에서 전개된 立憲運動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

라서 布施辰治의 ｢朝鮮建國憲法草案私稿｣의 구상이 우리 헌법사에 있어 ‘헌법에 

대한 인식’이라는 면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하기 보다는 1945년 해방 이후 건국

을 함에 필요한 ‘헌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에 있어 조선을 위해 활동해온 布

施辰治라는 개인의 견해 또는 재일조선인들이 원하고 생각했던 내용이 무엇이었

는가를 보여주는 한 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인다. 布施辰治도 이 ｢朝

鮮建國憲法草案私稿｣를 집필할 때, 이미 미합중국, 영국, 중국의 중경, 모스크바 

등으로부터 귀환하는 조선의 독립운동지도자들이 각기 헌법초안을 작성하는 데 

착수했다는 것을 듣고 일본에서 귀환하는 독립운동투사들이 귀국하여 내놓을 헌

법초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를 집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39) 따라서 해

방 후 건국 당시 1945년에 이미 일본인이 조선의 헌법초안을 만든 사실이 있다

는 것이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재일조선인 독립운동세력들이 구상하고 생

각했던 헌법의 내용이 무엇이었던가 하는 점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의미를 가진

다고 할 것이다. 그것도 布施辰治가 재일조선인 독립운동지도자들과 깊이 논의하

고 검토했다는 가정하에서 그러하다. 해방 직후 국내에서 헌법제정을 위한 초안

을 만드는 작업은 1945년 12월 17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내무부장으로 활동해왔

던 申翼熙가 서울에서 行政硏究委員會를 조직하여 헌법안과 정부조직법안 등 건

국에 필요한 법안들을 준비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 행정연구위원회 헌법분과

위원회는 바이마르헌법과 중화민국헌법초안 이외에 외국의 많은 헌법을 참고하

여 헌법안을 구상하였다.40) 따라서 해방 당시 우리의 지도자들은 이미 布施辰治

이 제안되었다. 이런 와중에서 李承晩은 남북한의 통일정부의 수립에 대한 논의와 시

도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1946년 6월 3일 정읍에서 남한만이라도 단독정부

를 먼저 수립하여 통일한국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는 발언을 하게 된다. 이 당시 일

본국에서는 의회에서 헌법안에 대하여 심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39) ｢朝鮮建國憲法草案私稿｣의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그는 “｢朝鮮建國憲法草案私稿｣은 36

년만의 조국 탈환에 기뻐하며 미국, 영국, 重慶, 모스크바 등으로부터 歸還하는 獨立運

動鬪士들은 말할 것도 없이 草案의 起稿에 착수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으로부터 귀환

하는 독립운동투사로서도 가장 위대한 조국탈환의 환희를 삼천만 조선민족과 함께하

는 재일독립운동투사의 유일한 최대의 선물은 마땅히 ｢朝鮮建國憲法草案私稿｣일 것이

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植民地關聯資料集⋅朝鮮編 一｣(註 20), 70쪽. 
40) 1945년 10월 일본국에서 맥아더가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일본정부측에 이야기하고 있

을 무렵, 한국에서는 1945년 11월과 12월에 중국에 있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요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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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더 나아간 헌법실천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권력구조문제에

서도 중국에서 활동한 조소앙, 신익희, 김구 등을 위시한 독립운동지도자들이나 

미합중국에서 활동한 이승만, 안창호 등을 위시한 독립운동지도자들이 布施辰治

보다 더 깊이 이 문제에 대하여 생각하여 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41) 

  이런 점에서 布施辰治의 ｢朝鮮建國憲法草案私稿｣에서는 그 내용이 가지는 의

미를 분석해보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

  布施辰治의 ｢朝鮮建國憲法草案私稿｣에서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권력구조에

서 민주주의원리를 매우 강조하여 이를 관철하는 정부형태를 구상한 점과 당시

에는 흔치 않던 혼합제정부를 구상한 점이 특이하다.42) 이러한 구상이 布施辰治 

혼자 생각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과 논의를 거쳐 구상된 것인지 하는 점도 

앞으로 밝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안을 만들 때 布施辰治 주위에 있었던 

조선인들과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들은 어떤 사람이며, 그 조선

인들의 의견과 布施辰治의 의견이 이 布施辰治의 ｢朝鮮建國憲法草案私稿｣에 어

느 정도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도 밝혀야 할 과제이다.

  또 布施辰治의 이 사안이 해방 직후 헌법 제정에 관하여 논의들이 있을 때 실

제에 영향을 미친 바가 있는지, 아니면 개인적인 구상 또는 재일조선인 독립운동

이 서울에 도착하였는데,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2월 3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였다. 12월 

2일 제2진으로 도착한 내무부장 신익희는 건국을 대비하여 정치공작대, 정치위원회, 

행정연구위원회를 조직하였다. 행정연구위원회는 12월 17일 첫 모임을 가지고 독립국

가의 건국에 필요한 헌법안을 만드는 활동을 시작하여 1946년 1월 10일부터 헌법안을 

구상하는 작업에 착수하여 3월 1일에 헌법안을 마련하였다. 6년 중임의 대통령과 부

통령을 직선하고, 내각이 의회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고 의회는 대의원에 대하여 불신

임권을 가지고 대통령은 대의원해산권을 가지는 다소의 혼합제정부형태를 취하였으며, 

代議院과 參議院의 양원제 국회를 채택하였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사법제도는 관료사법제도를 채택하고 특별재판소와 행정재판소

를 따로 두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김수용, ｢건국과 헌법｣(서울: 景仁文化社, 2008), 

21쪽 이하 참조.
41) 국내로 환국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요인들은 1946년 1월 4일 과도정권을 수립하기 위

한 비상정치회의를 소집할 것을 발표했고, 이승만이 이끌던 독립촉성중앙협의회는 이

에 합류하기로 하여 非常國民會議籌備會를 결정하였다. 2월 1일에 非常國民會議가 제1

차 회의를 개회하였고, 2월 2일 회의에서는 법제위원을 선정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장을 수정하는 것으로 할 것인가 새로 헌법안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 논의를 한 결

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장을 수정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2월 10일에 22명으로 헌법․

선거법수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작업을 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만든 헌법안은 아직 발견

되지 않고 있다. 이후 비상국민회의 최고정무위원회는 민주의원으로 전환되었고, 여기

서 헌법안을 만드는 작업을 하였다. 김수용(주 40), 55쪽 이하, 71쪽 이하 참조.
42) 혼합제정부에 대한 자세한 것은 김정현(주 35)을 보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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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력의 의견제시에 그친 것인지도 추적해볼 필요가 있다. 布施辰治가 일본통치시

기에 조선에서의 독립운동사건과 관련하여 조선의 법률가인 金炳魯, 李仁, 許憲 

등을 만난 것으로 볼 때, 이 ｢朝鮮建國憲法草案私稿｣가 해방 후 정치지도자들에

게 전달이 되고, 실제 헌법의 제정과정에서 참고가 된 적이 있었는지 하는 점도 

추적해볼 필요가 있는 점이다.

  그리고 布施辰治의 ｢朝鮮建國憲法草案私稿｣에 나타나 있는 각각의 내용에서 

과연 어떠한 지적 궤적을 거쳐 그러한 내용에 도달하게 되었으며, 그가 접한 헌

법지식은 어떠한 것이었는지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일본국에서 있었던 헌법에 

관한 논의들을 보면, 대일본제국헌법을 제정하던 과정에서 제안되었던 각종의 憲

法私案들과 패전 후 헌법제정과 관련하여 등장하였던 각종의 헌법사안들과 비교

하여 布施辰治의 구상을 평가하는 작업도 남아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헌법사학적인 남은 과제들을 지적하고, 布施辰治의 ｢朝鮮

建國憲法草案私稿｣를 헌법사 연구자료로 먼저 학계에 소개하고 그 의미를 분석

하고 평가하는 정도에서 그치고자 한다.  

투고일 2010. 2. 16     심사완료일 2010. 3. 5     게재확정일 2010. 3. 9



布施辰治의 ｢朝鮮建國憲法草案私稿｣에 관한 硏究 / 鄭宗燮   145

참고문헌

김남식, 남로당연구, 서울: 돌베게, 1984.

김명섭, 한국 아나키스트들의 독립운동: 일본에서의 투쟁, 서울: 이학사, 2008.

김수용, 건국과 헌법, 서울: 景仁文化社, 2008.

김정현, 이원정부제, 서울: 금붕어, 2009.

송건호, 의열단, 서울: 창작과비평사, 1985. 

송석윤, 기시 의 헌법학, 서울: 正宇社, 2002. 

申宇澈, 比 憲法史, 서울: 法文社, 2008.

심지연, 허헌연구, 서울: 역사비평사, 1994.

안경환⋅한인섭, 배심제와 시민의 사법참여, 서울: 집문당, 2005.

李圭洙, “布施辰治 다츠지(布施辰治)의 한국인식”, 한국근 사연구 제25집, 2003.

鄭宗燮, 韓國憲法史文類, 서울: 博英社, 2002.

허근욱, 허헌, 서울: 지혜네, 2001.

江藤淳, 1946年憲法の拘束, 東京: 文藝春秋, 1980.

古關彰一, 新憲法の誕生, 東京: 中公文庫, 1989.

高柳賢三⋅大友一朗/田中英夫(編), 日本國憲法制定の過程, 全 2卷, 東京: 有斐閣, 1977.

高史明⋅大石進⋅李熒娘⋅李圭洙, 施辰治と朝鮮, 東京: 高麗博物館, 2008.

吉川圭太, “第一次戰後における辯護士布施辰治の思想と行動”, 歷史, 第109輯, 2007.

다테노 아키라(편저), 오정환⋅이정환(옮김), 그때 그 일본인들, 서울: 한길사, 2006.

大場茂馬, 陪審制度論, 東京: 中央大學, 大正 3년(1914).

三谷太一郞, 政治制度としての陪審制,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2001.

森正, “法律家⋅布施辰治による｢憲法改正私案｣と｢朝鮮建國憲法草案私稿｣”, 硏究紀

要, 第29集, 1980.

石卷文化센터소장 布施辰治資料硏究準備會(編), 植民地關聯資料集 vol. 1 朝鮮編, 2002.

原秀成, 日本國憲法制定の系譜 V.Ⅰ 東京: 日本評論社, 2005.

      , 日本國憲法制定の系譜 V.Ⅱ 東京: 日本評論社, 2005.

太田雅夫, “大正陪審法制制定”, 佐伯千仞/下村幸雄/丸田隆, 陪審制の復  東京: 信

山社, 2000.

布施辰治, 司法機關改善論, 東京: 布施辰治法律事務所, 大正 6년(1917).

       , 作爭議にたいする法律戰術, 東京: 淺野書店, 1931.

스칼라피노⋅이정식, 한홍구(옮김), 한국공산주의운동사 1, 서울: 돌베게, 1986. 

John W. Dower, Embracing Defeat: Japan in the Wake of World War Ⅱ(1999), 

최은석(옮김), 패배를 껴안고, 서울: 민음사, 2009.



146   �서울 학교 法學� 제51권 제1호 (2010. 3.)

  <Abstract>

Review on the “朝鮮建國憲法草案私稿”

CHONG, JONG-SUP
*

43)

  This article is the first research paper on the document “朝鮮建國憲法草案私

稿,” drafted by Japanese lawyer Huse Tatszi (布施辰治). Mr. Huse was a socialist 

activist who worked for Chosun’s interest and independenc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1910∼1945). He published “朝鮮建國憲法草案私稿” in December 

of 1945 in Japan, four months after the Japan’s surrender in World War II. He 

completed this document with the help from the Korean leaders who were 

engaged in the independence movement in Japan. After the independence, Korean 

political leaders tried to make a new constitution for building a new nation; 

there were many suggestions from several political power groups in making a 

new constitution. It is not clear whether this document was referenced for the 

making of 1948 Constitution. Futhermore, who or which political groups accepted 

this document is debatable. We should pay closer attention to this document and 

study it in order to have a clear sense of understanding on the first Korean 

Constitution of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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