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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해방청국에서 근로인민당(이하 근민당으로 약칭)은 독특한 위상을 지 

넌다. 결성에서부터 해체에 이르기까지의 제반과정이 한국정당사를 그 

대로 압축해 놓은 양상을 며기 때문이다. 합당과 분당 그리고 채창당이 

라고 하는 정당의 이합집산이 재현되었으며， 야당에게 가해지기 마련인 

갱치적 테러와 박해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렇지만 민족과 국가를 위 

해 현질을 변혁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역사를 가졌고， 그리고 당 

시의 상황에서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했으며 청국의 안정을 기하려 

는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근민당은 해방직후 권력의 공백기에 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하여 치안 

을 유지하고 언민공화국을 선포하는데 앞장섰던 呂運亨을 중심으로 결 

*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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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 조션인민당(이하 인민당으로 약칭)이 모체가 된 정당이다. 인민당 

은 진보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해방정국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했지만 

당시 3당합동이 추진되자 확파와 우파로 양분되어 사회노동당(이하사로 

당으로 약칭)과 남조션노동당(이하 남로당부로 약칭)2-로 흡수되어 당 

자체는 해소되었다. 그러나 합당이 원래의 의도를 실현하지 못하게 되 

자 언민당 우파세력들이 새로운 정치상황에 부웅하기 위해 呂運亨을 구 

심첨으로 하여 활발한 청치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창렵한 청당이 근민당 

이다. 

근민당도 인민당과 마찬가지로 당시의 상황에서 볼 때 청책적인 면에 

서는 진보적인 업장을 견지했다. 이로 인해 근민당은 보수진영으로부터 

기피당했으면서도 진보진영의 도움은 받지 못했다. 근민당의 노선 자체 

가 온건한 것이었기에 진보진영으로부터 경원당한 것이다. 따라서 근민 

당은 좌우 양진영으로부터 이중적인 견제를 받아 세력확장을 기하기 어 

려웠고 이것이 후일 당세의 위축으로 이어졌다. 좌우를 수렴하고 청국 

의 안정을 도모하려고 했던 근민당의 청책과 노선은 한반도문제를 해결 

하는데 있어 바람직스러웠던 노선으로 분석되나， 미 ·소 양군의 주둔으 

로 이데올로기가 양극화되어 가는 현질과는 조화될 수 없었다. 민족적 

역량에 비해 치나치게 비대했던 외세는 자국의 이데올로기에 충실한 정 

치세력과 제휴했고 그 밖의 세력에 대해서는 배척적인 태도를 취하는 

상황에서 근민당은 어느 한 나라에만 펀향될 것이 아니라는 업장이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처했요면서도 근민당은 해방후 

대두되었던 민족문제와 계급문제를 비롯한 제반 모순의 해결을 위해 온 

갖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합리척인 대안 

을 제시하여 중도적언 입장에서 민족의 이익을 최대한 실현하려고 했다. 

양극화되어 가는 현실속에서 근민당의 이와 같은 노력이나 업장은 별다 

른 성과를 내지 뭇하고 말았지만 그 후 전개된 한국갱치사의 흐름을 볼 

혜， 재평가하지 않올 수 없다고 생각한다. 청국의 양극화로 언해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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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민족척 비극올 미리 예견하고 사전에 이를 방지하려고 했던 것이 근 

민당의 갱책과 노션이었기 때문이다. 

해방정국에서 근민당은 이러한 위상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 대해서는 청당사척인 차원에서만 언급되고 있을 뿐 본격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자료상의 문제와 아울러 제반 여건의 

미비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상당수의 관련 자료가 망실된 오늘날의 현 

실에서 근민당에 대한 연구는 불완전하고 부정확할 수 밖에 없는 한계 

를 지닌다. 그러나 공백으로 남아있는 근민당을 그 일부분이나마 연구 

한다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끊임없는 자료발 

굴과 이흔개발을 통해 불완전하고 부청확한 점은 시정될 것이고， 이를 

통해 현대사 연구는 보다 진전될 것이기 때문이다. 

2. 근로인민당의 창립과정 

북한에서 북조선공산당과 조선신민당이 합당하여 북조선노동당(이하 

북로당으로 약칭)이 창렵되자 1) 남한의 좌익진영도 합당을 추진하게되 

었다 2) 그러나 3당합동의 원래의 의도였던 좌익진영의 대통단결이 실 

현되지 못하고 양분되는 사태가 초래되자 인민당 우파들은 인민당A로 

의 복귀를 선언했다. 

인민당은 합당을 계기로 하여 朴憲永노선을 추종하는 좌파와 呂運亨

노선을 추종하는 우파로 양분되 어 좌파는 남로당ξζ로， 우파는 사로당A 

로 흡수되 어 당 자체 가 사라지 고 말았는데 , 사로당노선에 불만을 느낀 

인민당 우파들이 인민당을 재건하려고 인민당 복귀를 선언한 것이다. 한 

펀 남로당과 대립적인 위치에서 정국을 주도하려 했던 사로당은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해체를 결의하고 인민당 우파들의 움직임에 동참함 

1) 북로당의 창럽과정에 대해서는 方仁n훌， r北韓 ‘朝蘇勞動훌’의 形成과 發
展J (홉麗大亞細亞問題맑究所， 1967) , pp.94-105 창조. 

2) 남한에서의 좌익 3당의 합동에 대해셔는 金南植， r南勞훌맑究J (돌베개， 
1984) , pp.247-26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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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근민당이 창립되게 된다. 

1) 인민당재건위뭘회 조직 

인민당 우파들은 46년 12월 10일 인민당으로의 복귀를 선언한 후 사로 

당에서 탈당한 우파적인 성향의 인물을 중심으로 인민당을 채건하기 위 

해 노력했다. 3당합동￡로 출현한 사로당이 계급척 펀향성을 지양하지 

못하고 오히려 인습적인 파쟁을 첨예화시켰기 때문에 대중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하치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3) 인민당을 재건하기 위한 운 

동은 사로당 간부들의 이탈이 늘어나연서 점차 가속화되는데， 이는 좌 

우합착과 함당문제에 대해 자아비판을 했던 呂運亨을 구성점으로 하여 

추진되었다. 

47년 1월 8일 강원도 원주에서 요양하다가 상경한 呂運亨은 인민당 

사무국장이었던 李林洙를 비롯한 측근들과 함께 인민당의 조직상황을 

점검하면서 새로운 정치활동을 전개하기 뷔한 구상에 나섰다 4) 그는 인 

민당 채건문제에 대해 강원도지역은 인민당의 기반이 취약했던 곳인데 

많은 군중이 인민당의 깃발 아래 모이겠다는 열성척인 부르짖음을 보았 

고 또 전북 전냥을 위시한 각지에서 인민당의 존속을 희망하는 정보가 

있다는 것을 시인했다. 그러나 자신은 정계에 흥미를 잃었.E-므로 자신 

이 꼭 나서야 독립이 된다든지 민족의 활로가 개척된다든지 하는 특수 

한 경우가 아니연 나설 생각이 없다고 언명 5) 청치활동 의사를 간접적 

흐로 비췄다. 그는 미소공위에서는 단시일 내에 원만한 해결이 있을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고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데 모두가 단결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 아울러 비소공위가 속개되려는 분위기가 무르익는 시점 

에서 우익진영이 다시 반탁운동을 계획한다는 것은 국제고립과 민족분 

열 그리고 독랩지연을 초래하무로 즉시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6) 

3) r京鄭新聞j ， 1946년 12월 12일 • 
4) r民主日報j ， 1947년 l월 12일. 
5) r中外新報j ， 1947년 1월 12일. 
6) r獨立新報j ， 1947년 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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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렴 정계를 은퇴했던 呂運亨이 정치문제에 대한 견해를 발표하면 

서 인민당 재건에 관심을 보이자 인민당 우파는 47년 1월 29일과 30일 

이틀간 인민당재건 전국대표자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인민당재 

건위원회를 조직하여 위원장에 張建相， 부위원장에 李萬珪를 선정하고 

당수에 呂運亨의 취 임을 종용하기로 하는 둥 인민당 재건을 위한 본격 

척인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7) 인민당재건위원회는 1월 31일 성명을 통 

해 독립완성과 민주국가의 건설을 위한 소신융 실천하기 위해 종래의 

인민당을 재정비 재강화하고 재출발할 것을 선언했다. 그리고 미소공위 

가 하루 빨리 속개될 것과 국내 여러 세력들의 자율적 통일을 달성해줄 

것을 요망하고， 이런 의미에서 진정한 민주적 통일운동이 새로운 형태 

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밍 

인민당재건위원회가 구성되어 당 재건을 위한 활동에 들어가자 남로 

당은 이를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 3당이 합동되어 남로당을 결성한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인데， 없어진 인민당의 간판을 다시 내걸려고 

하는 것은 옳지 뭇하으로 배척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9) 

남로당의 반발에 대해 呂運亨은 인민당 재건이 민주진영에 해홉다는 

주장이 있오나 문제는 인민당을 재건하려는 측에 있지 않다고 단언했 

다이 혁명 세력이란 물이 흐르는 것처럼 자연히 한 곳으로 집결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며 그냥 막을 수는 없다고 말함￡로써 남로당이 혁 

명세력을 모두 포용하지 옷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암시했다. 

신당의 필요성을 강조한 呂運亨은 3월 7일 趙漢用， 李貞求와 함께 영 

남지역으로 유세를 갔다. 첫 기착지인 대구에서 呂運亨은 개인자격으로 

온 것임을 강조했￡나， 시국에 대한 견해를 밝힘으로써 11) 인민당 재건 

7) r民王日報j ， 1947년 2월 l일. 
8) r京鄭新聞j ， 1947년 2월 l일. 
9) r獨立新報j ， 1947년 2월 4일. 

10) r京鄭新聞j ， 1947년 2월 7일. 
11) 여기서 그는 정국이 복잡한 형세에 처해있는 만큼 셔로 상극을 버리고 타 

협척 걸을 경어서 나가는 것이 좋다고 언명하고 서로 비난하거나 공격해셔 
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r領南日짧J ， 1947년 3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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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위한 기반 초성에 주력했다. 

한면 사로당 해체파측에서 사로당을 해체한 후 呂運亨에게 인민당재 

건위와 동퉁한 자격으로 신당 결성에 참여할 것올 요청하자， 그는 3월 

11일 인민당채건위를 해산시키고 신당결성준비위원회를 조직했다 12) 보 

다 광범위한 대중을 망라하여 신당으로 출발하기 위한 의도에서였다. 

이로써 l단계인 인민당재컨위원회 조직 2단계인 사로당 해체플 지나， 

3단계인 신당 결성으로 이어진 것이다. 

2) 근로인민당준비위원회 조직 

신당준비위원회를 조직한 呂運亨은 신당이 출발한다는 것은 인민 속 

에서 인민 자신의 솟구쳐 올라오는 인민의 혁명세력이 결칩되어서만 바 

로소 출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러한 혁명세력의 결청으로 인민의 

정당이 출발한다면 대오를 같이하여 분말할 각오를 가졌다고 언명했 

다 13) 그리고 민주진영의 강화를 위해서는 모든 행동에 있어 진실이 요 

청되며， 진실을 로대로 모든 운동의 독자성과 창의성을 살려야하며， 대 

중단체도 독자성을 살려 각자에 부과된 민주과엽의 청신을 인민 각계각 

충에 침투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신당이 

출법 한다면 대 중단체의 독자적 운동방침 을 구체 화하며 대 중운풍을 더 

광뱀하게 하고 민주주의민족전션(야하 민전으로 약칭)도 좀 더 광범하 

고 대담한 처치가 있도록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당준비위원회는 47년 3월 29일 사로당계에서 12명， 인민당재건위측 

에서 9명， 신만당 해방동맹 기타 10명으로 구성된 31명의 준비위원을 

선출했고 4월 7일에는 제 1 회 준비위원회롤 개최하고 부서 둥에 관한 

로의를 했다. 신당은 그 노선에 있어 사로당과는 달리 남로당이나 북로 

당에 대해 어느 갱도 타협척인 자세를 취할 것으로 예측되기도 했다 14) 

12) r東亞日짧j ， 1947년 3월 13얼. 
13) r中外新報j， 1947년 3월 24일. 
14) r朝蘇日報j ， 1947년 4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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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준비위원회는 4월 8일에도 개최되었고 신당의 명청도 근로인민당으 

로 결청되어 呂運亨 중심의 신당작업은 정청 구체화되었다. 

그리하여 47년 4월 12일에는 신당준비위를 대표하여 呂運亨이 신당준 

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위를 발표하였다 15) 여기서 그는 3당합동을 계 

기로 혼란에 빠진 민주진영을 수습하커 위해 사로당， 인민당재건위까치 

해산했는데 이는 민주진영의 강화를 위한 자커청산이며 이 청산과청을 

지나자 인민의 청당한 혁명력이 앙양되어 민주진영의 재정비 강화가 요 

청되어 張建相 李萬珪 李如星 등 20여 동지들과 로의한 결과 신당을 발 

기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신당준비를 활딸히 추진하커 위해 

시종일관 군중 속에서 챙년 동지들을 중심으로 중앙위원회를 구성하였 

￡며， 중앙준비위원들에 대한 청당한 교시와 지도를 위해 청치협의회를 

구성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정치협의회 및 중앙준비위원회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16) 

정 치 협 의 회 (11명 ) ; 呂運亨 張建相 趙東祐 李萬珪 金桓圭 李林洙 姜應

鎭 李如星 金星淑 吳錫협 李想白.

중앙준비 위 원 (38명 ) ; 呂運亨 趙漢用 徐며寅 張現 劉秉默 崔永來 李濟

몽 李貞求 丁海龍 金基鉉 金仁培 崔龍根 孫斗煥 張鐵 李股雨 宋玄障 崔

漢險 崔速.雲 金在浩 金基陽 李榮r휩 趙龍l鳳 尹承鉉 安承泰 朴相]휩L 金漢

京 成大慶 金鎭環 金永根 柳時泳 李露城 姜昌濟 金明鎭 申東一 高明子

尹九燮張械

이처럼 신당 결성 움직임이 보다 구체화되자 남로당은 呂連亨을 중심 

으로 한 신당이 말족된다연 통일전션을 결성하여 반동세력을 분쇄하는 

데 공동투쟁을 할 것을 확신하며 기대한다고 언명했다 17) 이는 종래 배 

척하겠다는 태도를 바꾼 것으로， 呂運亨은 이에 대해 남로당의 기대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근민당은 밑으로부터 끓어오르는 민주적 세 

15) r獨立新報j ， 1947년 4월 13얼. 
16) r朝蘇日報j ， 1947년 4월 13일. 
17) r獨立新報j ， 1947년 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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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로대로 남로당과 제휴하여 통일청부 수럽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 

다 18) 그는 또한 통일과 독립올 달성하는데는 3상결정보다 더 좋은 방 

법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함으로써 근민당의 노선도 3상결정을 

지지할 것엄을 밝혔다. 한펀 민전 가입문제에 대해서는 근민당이 발족 

한 후 당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그는 언명했다 19) 

47년 4월 12일 중앙준비위원회가 발족한 이래 4월 15 • 16일에는 영등 

포， 성동， 용산， 중앙， 서마， 동구준비위원회가 조직되었고 21일에는 

서울시당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20) 

3) 근로인민당 창립 

중앙 및 지부준비위원회를 조직하며 창당준비에 박차를 가하떤 근민 

당은 4월 26일에는 준비위원장 呂運亨명의로 “建國의 偉業을 完成할 것 

을 任務로 하고 勞動者 農民 小市民 全 動勞A民과 愛國的 正義A士의 

前衛黨으로서의 創立"21)을 선언하는 창렵선언 초안을 발표했다. 呂運亨

은 5월 5일 담화를 통해 일부에서 근민당 출현에 관해 모략을 하고 있으 

나 모두 낭절이며， 창립선언을 발표한 것은 창립대회에서 가장 정당한 

선언과 강령이 채택되기 위해 대중토의에 회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22) 

그리고 근민당은 일체 독선주의를 배제하고 당 내외에 칩결된 순수한 

18) I中外新報j ， 1947년 4월 16일. 

19) I民報j ， 1947년 4월 23일. 

20) 이를 준비위원 명단은 다옴과 같다. 
* 영 등포 朴一浩， 중앙구 呂運吉， 성 동구 李軟泳， 서 마구 尹希重， 용산구 金
炳模， 동구 任東旭.

*서울시 위 원 장 張建相， 부위원장 趙東祐 • 李萬珪
총무부장 金星淑 부 책 呂運吉
조직 부장 鄭 相 부 책 任東旭

션전부장 李如星 부 책 盧永樓
재청부장 李萬珪
감사부장 홉哲宇 부 책 徐 典

「獨立新報j ， 1947년 4월 26일 및 「中外新報j ， 1947년 4월 26일. 
21) I獨立新報j ， 1947년 4월 27일. 
22) I民主日報j ， 1947년 5월 6일. 



動勞人民찌tliff究 247 

세력의 옳은 의견은 언제든지 션언 강령에 반영할 것이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부산치역의 경우 준비위원회의 진행이 빈약하여 

섭섭한 감이 없지 않다고 밝힌 것으로 보아 일부 지역에서는 근민당에 

대한 지지가 예상보다 저조했음을 알 수 있다 23) 

근민당준비위는 창렵대회를 1947년 5월 24일과 25일 양 일간에 갖기 

로 했는데 24) 이는 5월 20일 속개되는 미소공위의 진행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된다. 근민당A로서는 미소공위의 성공만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기에 공위의 속개를 요청해왔었다. 그리 

고 공위가 채개된다는 발표가 있자， 근민당은 담화를 통해 양국 사이에 

합의를 보아 공위재개가 확정된 것은 민주진영의 송리라고 확신했다 25) 

근민당으로서는 공위가 성공되어 민주적인 임시정부가 수렵되기를 기대 

하고 확신했기에 공위재개에 즈음하여 당 창립을 서둘렀던 것이다. 

근민당은 지방대의원과 당원을 소집하여 창립대회를 개최하려고 했a 

나 공위 개회중에는 일체의 옥외집회를 금지한다는 행정명령 제 3 호에 

따라 대의원만을 소칩한 가운데 5월 24일 창립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앙준비위원 38명과 대의원 238명이 참석했는데， 呂運亨은 개회사를 

통해 근민당의 목적과 사명은 반동분자들의 단정수립계획과 모략을 분 

쇄하고 완전 자주독립을 찾는데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26) 그리고 노동 

자와 농민만이 민주조션을 건설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시민만으 

로서도 조선 건설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조선의 건국은 오로 

지 각계각총이 한데 뭉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시집행부의 선거에서 呂運亨 白南雲 李英 張建相 李萬珪 姜應鎭 金

大熙 7언이 임시의장에 추대되었으며， 25일에 속개된 대회에서는 강령 

과 규약을 거의 원안대로 통과시컸고， 미소공위에 관한 대책은 미소콩 

위대책위원회에 일임하기로 했다. 민전 가입문제에 대해서는 대의원 일 

23) í옳山新閒j ， 1947년 5월 13일. 

24) í獨立新報j ， 1947년 5월 14일. 
25) í朝蘇日報j ， 1947년 5월 17일. 

26) í中外新報j ， 1947년 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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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반대가 있어 원칙적으로 가입키로 하되 그 시기와 방법은 중앙위 

윈회에 일엄하기로 하는 션에서 매듭지었다 21) 대회중 긴급동의로 투옥 

된 혁명투사들의 석방을 하지 장군에게 요청할 것， 미소공위 속개 감사 

메 시 지 플 부라운 • 스티 코프 양 장군에 게 전 달할 것， 미 • 소 • 영 • 중 4 

개국 원수에게 공위채개 감사와 성공요청올 전문으로 보낼 것， 북조선 

3우당에게 메시지를 보낼 것을 긴급동의로 채택했다 28) 

창립대회를 마친 근민당은 세계사척 민주주의의 발전방향과 남조선 

민주운동의 특이한 현실요청에 입각하여 조선민족의 민주건국의 위업을 

완성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전 근로인민의 전위대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29) 그리고 인민을 토대로 한 민주청권으로서 인민공 

화청부의 수렵올 기하며， 민주척 토지개핵과 계획경제를 수립한다는 퉁 

5개항의 정치노선을 규청했다. 

3. 근로인민당의 조직과 구성요소 

창립대회에서 근민당은 61명의 중앙위원과 11명의 후보중앙위원을 비 

롯하여 감찰위원을 선임했A며 30) 5월 27일에는 중앙위회를 개최하여 

상임위원과 각 부서에 대한 인션을 바쳤다. 이날 결정된 인선은 다음과 

27) r民報j ， 1947년 5월 27일. 

28) r中外新報j ， 1947년 5월 27일 . 
29) r中外新報j ， 1947년 5월 28일 . 

30) 중앙위원， 후보중앙워원 및 감찰위원의 영단은 다음과 같다. 
중앙위 원 ; 呂運亨 白南쫓 張建相 李 英 李萬珪 李如星 金星淑 李想白

鄭 相 崔益輪 文甲松 趙東祐 趙漢用 劉泰鍾 韓一大 金文弘 李股雨 慣幕
李永善 崔星煥 成大흉 李貞求 具小鉉 崔熙善 尹東明 許允九 崔漢險 孫혐相 

朴東喆 張 鐵 康鎬景 白基萬 李東善 金基鉉 劉秉默 尹昇玄 T海龍 홉明늑F 
金基隔 趙音鳳 朴泰. 金在弘 李廷柱 樓德洙 李英俊 賣 憲 威효~ 姜 짧 
鄭泰熙 申彦植 金相基 金又甲 등 61명. 

후보중앙위원 ; 金龍吉 金漢京 黃洛周 金海祐 金一宇 洪承萬 T南鎭 훌善 
廳 申宗洙 등 11영. 

중앙감찰위원회 ; 위원장 孫斗燦， 부위원장 姜應鎭 李**洙
위 원 김진우 풍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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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31) 

상임위원 ; 呂運亨 張建相 白南雲 李英 李如星 李想白 文甲松 李萬珪

鄭相 李없雨 외 21명. 

위 원 장; 呂運亨 부위원장; 白南훨 李英 張建相

사무국장;文甲松 차 장;徐因寅 

조직국장;李萬珪 차 장;李없雨 

선전국장;張建相 차 장;韓一大 

비서실장;李如星 차 장;趙漢用 

근민당은 미소공위에 대하여 큰 기대를 걸고 있었으며 당차원에서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미소공위대책위원회를 설치했는데， 이들의 명단 

은 다음과 같다 32) 

위원장;金星淑 

위 원 ; 李如星 李想白 趙漢用 崔星燦 高景銀 金良環 洪淳爆 孫斗煥

鄭相 徐東旭 李林洙 黃량周 崔護愚 洪性德 許允九 趙東祐.

이처럼 근민당은 인민당 우파를 중심으로 하여， 사로당 해체시 남로 

당에 입 당하지 않은 좌파성 향의 사로당원이 참여 한 일종의 좌우 연합적 

인 인적 구성을 보였다 33) 이처럽 복잡한 인적 구성￡로 인해 창당 초 

기 부서펀성과 정강정책에 대해 일부에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사임했다 

는 보도가 나오기 도 했다 34) 그러 나 당사자들이 이 를 곧 부인했고 35) 

근민당에서도 성명을 통해 사임이 란 있을 수 없으며 마소콩위사업을 방 

31) I中外新報j ， 1947년 5월 28얼 및 5월 30일. 

32) I中外新報j ， 1947년 5월 28일. 

33) 근민당의 인척 구성에 대해 다움과 같은 분석이 제시되기도 한다. 
* 온민 당 좌파 ; 李英 鄭댐 李股雨 金大熙 劉泰鍵 崔星煥
*근민당 우파(呂運亨 칙겨11); 呂運亨 張建相 李萬珪 李貞求 李如星 李文弘

文甲松 趙漢用 李林洙 金振宇 趙東祐
* 白南雲계 ; 朴東喆 申東一
張福成， I朝解共훌黨派爭史j(大陸出版社， 1949) , pp.75-76. 

34) I民報j ， 1947년 5월 29일. 

35) I獨立新報j ， 1947년 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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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려는 반동의 모략이라고 이를 비난함으로써 36) 일단락되는 듯이 보 

였다. 

그렇지만 당내에 우파를 중심으로 하여 反사로의 분위기가 없는 것도 

아니었고， 혁신동지를 자처하는 측에서도 당의 혁신을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해 37) 다양한 구성요소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표면화된 것 

은 사실이었다. 당내 일부의 혁신요구에 대해 근민당 선전부에서는 이 

를 남로당의 사주를 받은 좌파 일부의 행위로 간주했다 38) 그리하여 우 

둔한 정치부랑배들이 모당의 파괴적 책략에 이용당하는 것이라고 묵살 

해 버렸다. 근민당은 또한 민전에 대해서도 종파성을 불식할 것을 요구 

했다. 민전의 종파성으로 말미암아 조선의 민주혁명이 질식되었으으로 

민전이 진실한 혁명노선에 입각한 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이 될 것을 요 

청한 것이다. 

이처럼 근민당이 민전의 종파성을 비난하고 당내 혁신을 요구하는 세 

력을 담로당의 책 략에 이용당한 불명분자라고 매도하자， 혁신동지회는 

6월 4일 근민당은 창렵부터 불순한 것이었다고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했 

다. 즉 발붙일 곳 없는 사로파들이 대의원증을 대량 사취하고 창립대회 

를 사로당대회화했으며， 당 간부들이 이들 불순한 인물에 농락당하고 

있으으로 하루 빨리 과오를 청산하고 대중앞에 자기청산해야 한다는 것 

이었다 39) 

혁신동지회의 움직 임에 대해 呂運亨은 이에 참가한 사람중에는 당원 

도 있지만 비당원도 많으며 이들의 행위는 파괴적인 의도에서 나온 것 

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참가한 당원은 제명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4이 

이에 따라 근민당은 정상배적 분자즐이 당내에 참입하여 당중앙 구성에 

불평을 품고 당외 악질분자와 결탁하여 혁신동지회라는 명칭으로 당을 

36) r中外新報j. 1947년 5월 30일. 

37) r大쨌新報j. 1947년 6월 3일. 

38) r中外新報j. 1947년 6월 4일. 
39) r大쨌新짧j. 1947년 6월 5일. 
40) r中外新報j. 1947년 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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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하는 등， 파괴적 분파행동을 저겔렀다하여 제명처분했다 41) 

근민당은 인민당이 그랬던 것처럼 어느 한 계급만올 강조하지는 않았 

다. 그렬 경우 계급독재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노 

동자와 농민만이 민주조선을 건설할 수 없는 것처럼 소시민만으로도 조 

선 건설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42) 근민당은 노동자 농민 소시 

민계충을 포괄할 수 있는 청당으로서 출발하려고 했다. 즉 이들 3계충 

을 포용하여 통일척 조직으로 나타난 것이 근민당이며， 이 3자의 공고 

한 제휴와 단결없이는 현재 당연하고 있는 민주혁명의 과업은 결코 성 

취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43) 또한 이 3자가 공동전선을 취하는 것은 과 

도적 일시적 현상이 아니며 보다 더 높은 과업에서도 전진하게 될 것이 

며 나아가 전 근로인민의 정당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공동전선을 근민당은 인민전선이라고 파악했다. 그리고 인 

민전선은 單階級전선이 아니라 複階級전선이며， 이를 영도하는 것도 단 

계급정당으로는 안되며 복계급정당이라야 한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인 

민전선을 영도하는 정당은 다양한 인민의 전위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이는 계급의 전위당이 아니라 인민의 전위당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근민당은 인민전선적 성격의 정당임을 강조했다 44) 이 

처럼 노동자 농민 소시민의 단결을 역설하고 이들을 포용하기 위해 노 

력한 근민당은 결성 전에는 약 15만명이었는데， 당 창립 후에는 당셰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45) 

41) I中外新報j ， 1947년 6월 14일. 

42) I中外新報j ， 1947년 5월 25일. 

43) I中外新報j ， 1947년 6월 21일. 

44) I中外新報j ， 1947년 5월 21 일. 
45) I中外新報j ， 1947년 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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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인민당의 선언과 강령 

1) 선 언 

창립대회를 마친 근민당은 션언을 발표했는데， 여 71 서 근민당은 내외 

청세를 간략하게 분석하고 5가지의 정치노선을 규정했다 461 근민당은 2 

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송리는 세계 근로인민의 힘과 투쟁으로 달성 

된 것이며 민주주의는 전세계적 규모에 있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으 

나， 국제독캠자본과 컬탁한 파쇼잔재세력이 2차대전 송리의 엽적을 파 

괴하려 한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근민당은 조선에서도 반동세력이 

야반적 언 방법 으로 근로인민에 게 도전하고 있기 때 문에 이 들 반통세 력 

에 대한 투쟁을 칩결하기 위해 민주진영의 통일과 재정비 강화를 도모 

하지 않으면 안펀다고 선언했다. 

근민당은 청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동 5개 부문에 대해 언급했는데， 

전반적으로 과거 인민당의 갱책기조를 견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 

선 근민당은 민주독럽의 신조션을 건설하기 위하여 인민을 토대로 한 

민주정권A로서 인민공화정부 수립을 기하며， 이를 완수하기 위해 친일 

파민족반역자를 배제하고 3상결정을 충실하게 실천할 것을 규정했다. 

물째 반봉건적 소유형태를 완전히 일소한 민주적 토지개혁(무상볼수 무 

상분배)과 아울려 계획경제를 수링하고 중요 산업의 국영을 규정했다. 

셋째 대중의 낙후한 생활양식을 급속하게 향상시키고 사회적 평등과 자 

유를 실현하기 위해 진보적 노동법， 남녀평등법의 제정， 신앙의 자유 

보장， 봉건적 신분관계의 철폐를 큐정했다， 넷째 민주건설의 말전에 적 

응한 인민교육을 전연적으로 실시하는 동시에 전통문화의 장점을 섭취 

계송하고 선진 민주국의 진보적 문화를 흉수 소화하여 민주문화를 창달 

할 것을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근민당은 국제평화를 위해 민주국가와 

우호관계를 확립하며 미 • 소 양국의 조선에 대한 특수한 정치적 지위를 

46) 근민 당의 선 언 전 문은 「中外新報J ， 1947년 5월 28일 에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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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고 민주건설에 기여할 수 있는 한 이들 국가의 척갱한 원조를 요 

망했다. 

이처럼 근민당이 근로인민의 전위당임을 선언하자， 남로당측에서는 

현재 노동자 농민 근로지식인의 유일당으로서는 오직 남로당이 있을 뿐 

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근민당이 근로인민의 전위당올 자처하는 것은 

갱당을 만들어 반동과 싸우는 것보다는 남로당과 싸우겠다는 의사의 표 

시라고 비난했다 47) 

이러한 비난에 대해 근민당은 남로당과 싸우려는 정당올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반동과 싸우며 반동에 잘옷 인도되고 있는 군중올 민주진영으 

로 홉수하고 탑욕과 독선에 의한 공식주의블 극복하여 옳은 전통과 옳 

은 작풍을 세우기 위한 펄연적 출발이라고 주장했다 48) 이에 덧붙여 근 

민당은 3당합통은 남로당이 완성한 것이 아니라 파괴한 것이며， 근민당 

에 대한 비난은 합당의 의의조차 모르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라고 반박 

했다. 

2) 강 령 

근민당은 47년 5월 3일 행동강령 초안을 발표했는데 49) 이는 근민당 

이 장차 각 분야에서 취할 행동의 대강올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 

기서 근민당은 민주진영을 광대하게 펀성함으로써 반일 반파쇼 민주역 

량을 총집결하여 민족의 자주적 입장에서 민주혁명을 완수하겠다고 다 

짐했다. 

정치연에서 근민당은 오스크바 3상결갱을 충실히 실행할 것을 근본방 

칩으로 삼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3상결정의 실행을 통해서만 밖으로는 

민주주의 연합국의 공동협조를 보장할 수 있으며， 안a로는 일제의 해 

독을 철저히 청산하고 봉건척 유제와 반동세력을 청산하여 민주건국올 

47) r大聚新報j ， 1947년 5월 18일. 

48) r中外新報j ， 1947년 6월 5일. 

49) 깡령 초안은 「獨立新報j ， 1947년 5월 3얼， 4일， 6일 3회에 걸쳐 수록. 



254 연구논문 

가능하게 하며 재식민지화의 위협으로부터 구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근민당은 청치적 당면과업a로서 마소공위의 과업수행을 촉진시키며， 남 

북의 민주정당 및 사회단체의 대표로 구성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임시청부 수럽을 위한 통일적 정책과 4개국 원조에 응할 방법을 결정해 

서 미소공위에 제의할 것을 주장했다. 그리고 이 협의체는 자율적으로 

엄청을 구성하며 마소공위는 이에 협조해 줄 것을 요망했다. 

경제면에서 근민당은 조국을 외국의 경제적 지배하에 두지 않기 위해 

자주 독립국가로서의 실력을 양성하지 않으면 안왼다고 주장하고， 이를 

위해서는 반봉건적 경제조직 특히 로지제도를 개혁하여 농업을 발전시 

키고 나아가 공업의 발전로대를 닦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리고 중요 

산업의 대부분이 일제의 소유였으묘로 이를 국유화하여 계획적이고 능 

률적인 공업건설을 도모할 것을 주장하고 당연과업으로 일본인 소유 로 

지， 사원， 기다 경작하지 않는 지주의 로지를 무상으로 몰수하여 농민 

에게 무상으로 분배할 것을 규정했다. 

교육 문화면에서 근민당은 일재의 잔재즐 청소하고 민주교육체제를 

확립 하여 건국의 일꾼을 급속히 양성 하며 , 신민족문화의 창조 발전을 

위해 반봉건적 유제와 반민주적 경향을 극복 배제하고 민족문화의 좋은 

전통을 계말 계송할 것을 규정했다. 그리고 학자 기술자 예술가의 사회 

적 지위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당연과업으로서 

국고부담에 의한 의무교육제도의 실시와 학술연구소 창셜을 규정했다. 

또한 문맹퇴치 계몽운동을 전개하며 생산노동 교육제도즐 완비할 것도 

다짐했다. 

노동 사회부문에서 근민당은 근로인민의 단결 및 자주성의 앙양으로 

전인민의 생활조건은 개선되고 노동자를 위한 건전한 노동조건은 보장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8시간 노동제， 최저임금제， 동일노동에 대한 동 

일 임금제 창설 및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확립 둥을 규정했다. 그리고 

사회 보험 의 국가관리 와 남녀 동둥권의 보장， 국비 의 료기 관의 보급 및 

대중척 보건계몽사업의 전개， 적산주택을 국유화하여 근로인민에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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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분배하고 노동자주택을 증설할 것 둥올 주장했다. 

외교 국방면에서 근민당은 호혜적 외교청책을 실시하며 사대주의적 

외교는 배격한다고 규정했다. 그리고 미 • 소 양국으로 하여금 3상결갱 

의 조선 독립원조의 공약을 완전 실시하게 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 같은 제 과엽의 실천은 전 근로대중의 헥명역량의 총집결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에 근민당은 광뱀한 인민의 민족통일전선 결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모든 민주세력을 총집결해서 반민족적이 

며 반민주적인 반동세력과 과강한 투쟁을 전개하지 않 o 면 안되며， 이 

러한 투쟁은 당의 지도를 펼요로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근민당이 통얼전 

선 결성을 주도할 것임을 밝혔다. 

근민당의 이러한 강령에 대해 남로당측에서는 민주진영 전체를 분열 

하자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비난했다 50) 공동협의체라든지 통일전선은 

이미 민주진영 총의에 의해 결성된 민전이 있으며， 민전 이외의 새로운 

조직을 구성한다는 것은 민전을 파괴하려는 음모라는 것이다. 

남로당측의 비난에 대해 근민당은 군중은 옳은 실천과 옳은 혁명노선 

￡로 집결되는 것이지 중상이나 모략에 의해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리고 자파외 과오를 합리화하기 위해 남로당 이외에는 모 

두 인민의 공적이라고 떠드는 유치한 행위를 계속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민주진영을 교란하고 민족의 분열을 가져올 뿐이라고 경고했다 51) 

5. 근로인민당의 정책 

근민당의 제반 정책은 미소공위에 제출한 답신안에 가장 구체적S로 

나타난다. 미 소공위 는 47년 6월 11일 공동성 명 제 11호를 통해 ‘南北朝

解 諸 民主政黨 及 社會團體와의 臨議에 關한 規定’을 발표했는데， 이 

는 장차 수렵될 엄시정부의 구성과 조직 및 제반 정책에 관한 청당 사 

50) r大累新報J ， 1947년 5월 18일 . 
51) r中外新報J ， 1947년 6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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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단체의 자문을 받기 위한 의도에서였다. 

공동성명 11호가 발표되자 근민당은 조션 민주통일정부의 기본토대를 

축성하게 될 것이라고 하여 전민족적으로 감사한다는 내용의 답화롤 발 

표했다 52) 근민당은 자문을 받으려고 하는 내용 중에 외교 군사문제가 

누락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 o 나 53) 공위사업의 완수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엄을 다짐했다. 그리하여 6월 26일에는 당내 미소공위대 

책위원회에서 마련한 당신안 초안올 상엄위원회에서 검토하는 풍 정책 

수립에 만전올 기했다 54) 

1) 통치구조 

근민당은 민권 분야에 있어 인민은 법률 앞에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 

적 문화적 생활 전반에 있어 일체 평둥한 권리를 향유하나， 친일파 민 

족반역자 동 모든 민족법죄자는 민권을 향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 

리고 남녀 계급 신분 직업 종교 지식 재산정도의 구별과 주거치 및 주 

거기간의 차별 없이 선거권(만 18셰 이상)과 피선거권(만 22세 이상)을 

향유하되， 법률에 의해 권리와 자유를 박탈당한 자는 제외된다고 규정 

했다 55) 

한펀 장차 수립될 엄시정부의 일반적 형태에서 근민당은 政體는 만주 

주의 인민정권을 주장했고， 지방청권은 인민위원회 형태로 할 것을 규 

정했다 56) 그리고 중앙갱부를 구성하는 방법으로는 마소공위에서 인정 

받은 민주주의 정당 및 사회단체의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국호와 연호를 

제정하고 여기서 임시현장을 통과시키며 이 임시헌장에 의해 대통령 l 

언， 부통령 2인， 국무총리 l언， 부총리 1인과 정 당수의 국무위 원 (35명 ) 

을 선출하도록 했다. 

52) r中央新聞j ， 1947년 6월 13일. 
53) r中央新聞j ， 1947년 6월 18일. 
54) r中外新報j ， 1947년 6월 27일 • 
55) r獨立新報j ， 1947년 7월 9일. 
56) r獨立新報j ， 1947년 7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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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행청관은 대통령 1언과 부통령 2인， 국무총리 l인， 부총리 l언이 

며 최고 정무체는 국무총리 부총리 각 행청부장 서커국장 법제국장 커 

다 약간인으로 구성되는 국무위원회라고 명명했다. 그리고 국무위원회 

는 내무 외무 채무 군무 볍무 문교 선천 보건 노통 광콩 농렴 수산 산 

엽 체신 體政간부 풍 각 부장올 호선한다고 규갱했다. 

2) 제반 정책 

근민당은 일제 영향의 숙청문제에 대해 청치 경제 문화 사회 각 방변 

에 칙면한 민주주의적 개혁 및 건젤과 민족적 애국심의 션전 및 고취를 

전제조건으로 하여 청책을 마련했다. 일제의 악영향을 제거하는 방안에 

대해 근민당은 총독부시대의 각종 키구는 조직 및 명칭을 전적으로 해 

체하고 인민의 이익과 창안으로 이플 개체 혹은 폐지하되 민주적 애국 

언사를 우선 등용할 것을 규정했다. 그리고 친일분자에 대해서는 청부 

커구 내에 이들의 숙청만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혁명자 빛 인 

격차를 그 구성원으로 하고 긴급정치법을 제정하여 처밸하도록 했으며， 

천일분자의 범주는 일제에 의식척으로 협력하여 조선해방과 혁명세력을 

방해하고 조선인민에게 해독을 끼친 자로 규정하되 해방후 민주과엽에 

충설한 자는 갱 상을 참작하여 관용한다고 주장했다끼 

한현 경제력 및 정치력이 과도하게 개인에게 칩중되는 것올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근민당은 우선 경제적인 연에서 일본국가 및 일본인 

소유의 재산은 정부재산으로 하며， 소득에 대해 누진세를 실시하고， 경 

작하지 않는 토지를 몰수하여 농민에게 분배하며， 친일파 민족반역자의 

재산을 볼수할 것과 해방후 관직을 이용하여 巨富를 이푼 탐관요리의 

재산을 조사 적발하여 이를 몰수할 것을 규정했다. 

청치적인 면에서는 우선 정부의 업볍 사법 행정 동 중요기관은 합의 

제로 하며， 중앙청부는 민주주의 정당 및 사회단체의 인민척 의사를 기 

초로 하되 위원회제로 조직할 것과 지방청부커관은 인민의 보통션거에 

57) I大邱時報J. 1947년 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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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위원회체제로 구성할 것을 주장했다 58) 그리고 각급 기관 및 관공 

리에 대해서는 션출， 엄연， 소환， 보고 청취， 자유 탄핵 풍 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역젤했다. 

반동분자 반민주주의분자 퉁 임시청부를 음해하려는 분자들의 행통융 

방어하는 대책으로서 근민당은 토지제도에 대한 철저한 먼주개혁파 중 

요산업의 국유화， 장속재산 및 소득에 대한 누진세 부과 등에 의해 이 

들의 물질적 기초를 없애며， 이들의 행동을 감사 처벌하기 위한 법률을 

제청할 것융 제의했다 59) 

법률을 제갱하는 기본적인 정책에 관해 근민당은 미소공위에 제시된 

민주주의적 청강 청책융 기준으로 하며 동양 민족의 션량한 풍숨 및 관 

좁을 참고하고 반제 반봉건 반파쇼에 관한 청책， 천일세력 폭리자본 반 

역자풍의 숙청에 관한 청책， 국가계획의 언민경제 수행에 관한 청책 퉁 

융 수렵할 것염을 밝혔다. 

사볍민주화문제에 관해서는 임시청부가 민 • 형사 각 부문에서 인민의 

이익을 옹호하고 인민의 복리를 존중하는 법률올 제청 실시토록 하며， 

일제시대의 사볍관리는 전부 퇴진시키고， 인민배심제를 급속히 질시하 

고， 인민의 선커에 의한 사볍관리제롤 질시할 것을 규정했다이 

근민당은 농업부문의 발전을 위해 일제가 유지 채현성한 농엽의 半봉 

건적 생산체제의 근본적인 개혁이 휠요하다고 역절했다. 그리하여 일제 

소유의 모든 토지， 지주의 소작 주는 토지는 무상몰수하여 경작농력을 

58) r:*:邱時報J， 1947년 8월 13일 • 
59) 근민당은 이를 반혁명청치법이라고 하고 그 목척율 다음과 같이 규챙했다. 

" 以上 分子들의 日帝行動융 훌짧할 것. 
'--, 政府機關樓入올 觸發 除外할 것. 
드. 以上 分子의 홈輪 버版 集홉 結liI:훌 훌슴視 또는 禁止할 것. 

2., 外國의 反華明分子와의 通훌릎 禁할 것. 

P , 政府陰훔行행에 훨한 財政覆助 禁止.

B , 臨時政府陰훌훌의 外國旅行 훌止. 
λ. 以上 分子의 行動處웹의 規定.

「大邱時報J ， 1947년 8월 13일. 
60) r大邱時報J ， 1947년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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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진 농민에 게 무상분배 하여 자작로록 하고 소작제 도 일반올 철폐 하여 

인간 이하적인 농민의 생활 향상과 구매력 증진에 의한 국민경쩨의 급 

속한 말전이 준loll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경지청리사업과 농업 

생산수단의 생산은 국영으로 하며， 산립은 원칙상 국유 국영으로 하고， 

원예 빛 과수재배사엽에 있어 5정보 이하의 연적은 사영올 용인하도록 

했으며， 축산은 도시와 농촌을 불운하고 본엽 또는 부엽적 형태로 적극 

창려할 것을 규정했다 61) 

산업부문에서 중요 산업은 국영을 원칙으로 했으며， 일부 산업기관은 

국가관리 하에 두면서 중소 자본의 자유로운 발전이 보장되도록 했다. 

그리고 이러한 체제는 당연히 생산과 분배의 계획적 조갱을 요구하며， 

원료 및 생산재의 배정과 소비품의 계획적 분배가 통일적으로 실시됨으 

로써 바로소 확령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운수부분에서 얼체의 운수기 

관은 국영으로 하며， 국가관리 하의 무역 어엽 및 교통업을 통해 해양 

항공시젤을 보급하고， 육상운송의 경우 사기엽의 육성이 기획되어야 할 

것이라고 규청했다. 

근민당은 소착제도에 관해서는 여하한 형태의 소작제도도 원칙적으로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지 이용문제에 있어 일제시대 무리하게 

개탑한 것을 밭으로 환원하고 경지정리를 실시하며， 전체적인 계획 하 

에 농작불의 종별 및 재배면적을 적정하게 검토하여 자주적인 자급자족 

농업생산체제를 수렴할 것을 큐청했다. 

토지문제에 대해 근민당은 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로지를 제외하고는 

토지 개혁을 설시하여 자유로운 수익뀐 사용권은 부여하되 자유처분권 

은 철대로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청책올 견지했다. 그리고 국가로부터 부 

여된 토지는 매도 증여 또는 저당권 설청 풍과 같은 처분권은 원칙척으 

로 금지하고， 다만 계획경제상 필요할때 또는 경작자가 사정에 의해 경 

작하지 뭇할 경우 국가 및 농민공동기관으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했다 62) 

61) r大邱時報J ， 1947년 8월 14일 . 
62) r大邱時報J ， 1947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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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의 로지를 국유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근민당은 부청적인 반웅을 

보였으며， 지주의 토지를 소작인에게 분배할 경우 지주에 보상하는 것 

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보상할 경우 그 금액이 천문학적 숫자로 나 

타나 민족 전체가 부담한다든지， 체감매상 풍의 방법에 의한다고 하더 

라도 국가재정상 이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민족 전체 호수의 

약 0.29% , 총 농가 호수의 약 2.7% , 총 소작농가 호수의 4.7%에 불과 

한 소수 지주를 위해 민족 절대 다수를 회생하고 이들 지주를 산업자본 

가로 전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묘로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63) 

6. 맺 음 말 

인민당의 노선을 이어받은 근민당은 해방이 국제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문제는 근본적으로 미 • 소 양국의 협조 없이는 해결 

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해방을 위한 한민족의 기여를 간과 

한 것은 아니지만 연합국의 무력에 의해 일제가 타도된 측면이 상대척 

으로 부각되기 때문에 한반도문제는 자연히 국제성을 띄지 않을 수 없 

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근민당은 미소공동위원회를 성공 

시켜 하루 빨리 통일정부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를 위해 옹 

갖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하여 근민당은 이의 성공을 촉진하기 위 

한 분위기 조성에 적극적￡로 나셔는 한펀， 당내에 미소공위대책위원회 

률 설치하고 미소공위와의 협의에 펼요한 제반 청책을 수립했던 것이다. 

근민당이 마련한 청책 중에는 해 방 직후 전국에 자연발생적으로 조직 

되었던 인민위원회를 부활시켜 이를 지방행정기관으로 하는 청치체제를 

구축하는 것과 미소공위와 협의하여 각 정당 사회단체의 대표로 구성되 

는 대표회의를 설치하여 여기서 임시갱부의 현장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 

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당시 대다수를 점하고 있던 농민충의 요구 

63) r大邱時짧J ， 1947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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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반영한 토지개혁의 실시와 노동자의 권익올 옹호하기 위한 노동법령 

의 제정 동， 진보적인 내용을 가진 것이 많았다. 이외에도 사회 각 분 

야에서 일제잔재의 숙청을 강력히 주장했￡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특 

별법의 져1 정도 건의했던 것이다. 

근민당이 표방한 이러한 진보적인 제반 정책은 당시 일부계충에서 향 

유하고 있던 기득권을 타파하는 것이었기에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 

던 보수 진영과 갈둥을 빚었고， 이 과청에서 당위원장인 呂運亨이 피살 

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다. 위원장올 잃은 근민당은 張建相을 수석 

부위원장으로 추대하고 진보적인 정당과 공동보조를 취하면서 呂運亨。1

생전에 견지했던 이념과 노선의 실현을 다짐했다. 

그 일환으로 근민당은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여 남북협상에도 참여 

하고 5-10선거를 거부했던 것이다. 그러나 呂運亨의 피살로 당의 구심 

력이 약화되는 바람에 당세의 위축을 연하기 어려웠고， 呂運亨의 유지 

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노선을 추구하기 보다는 남로당으로 대표되는 극 

좌노선을 추종하는 양상을 보였기 때 문에 중간계 충의 지 지 를 확보할 수 

없었다. 그런데다가 남·북한에 독자적인 정부가 수립되고 그체제가 

강화되는 바람에 근민당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 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근민당은 지지기반을 상실했￡며， 49년 10월에는 당의 등록이 취 

소되어 해체에 봉착한 것이다. 

근민당이 해체됨S로 말미암아 외세에 의존하는 입장에서가 아니라， 

자주적인 입장에서 외세를 활용하여 한반도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呂運

亨의 이념과 노선은 정착될 수 없었다. 그리하여 한반도문제의 외세의 

존적인 측면만이 강조되어 민족주체적인 해결보다는 외세에 의한 해결 

만을 지향하려는 분위기가 지속되었고， 이것이 전쟁으로까지 이어져 한 

반도문제의 명화적인 해결전망을 상당기간 어둡게 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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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대 학교 사회 과학대 학부설 

한국정치연구소규청 

제 청 1986. 12. 24. 규칙 제 690호 

쩌11 조 (목적) 이 규청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부설 한국정치연구 

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청함 

을 목적으로 한다. 

쩌12 조 (직무) 연구소는 한국정치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를 통한 한국 

갱치의 이론 및 실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정치에 관한 

자료수집 및 청리 • 연구 • 학술셰비나 개최와 이를 위한 국내외 

연구기관 및 학펴와의 교류 등 연구소의 목적과 관련펀 제반 사 

항을 관장한다. 

제 3 조 (소장) 연구소에 소장을 두되 소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 

원중에서 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 4 조 (연구원 등)(j) 연구소에 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두고， 연구 

수행상 필요할 때에는 특별연구원을 룰 수 있다. 

@ 연구원은 본교 전엄강사 이상의 교원중에서， 보조연구원은 학 

사학외 이 상의 학력 소지 자중에 서 소장의 추천으로 학창이 임 명 한 

다. 보조연구원은 연구원과 특별연구원을 보조하며， 임커는 1년 

으로한다. 

@ 특별연구원은 전엄강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학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쩌15 조 (운영위원회) φ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 

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연구원 중에셔 소장의 추천 



으로 학장이 임명한 약간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회무를 장리하여 그 의장이 된다. 

@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사업 계획의 수립 

2. 연구과제 선청 

3. 연구결과의 평가 

4. 규정의 제정 및 개폐 

5. 예산 및 결산 

6. 기다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66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로 의결 

한다. 

제 6 조 (운영세칙)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싣의 

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 69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