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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공화국의 성격， 정치제도 및 주요 정책 

이 정 복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1. 성격 

해방 이후 3년간에 걸친 화우파 국내 정치세력간의 대결과 미소간의 

대립의 결과로 한반도에는 남북한， 두 개의 국가가 수립되었다. 이 중 

남한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국가건설의 원리로 채태하였고 북 

한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사회주의를 국가건설의 원리로 채택하였다.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미국의 정치경제체제이고 프롤레타리아 독 

재와 사회주의는 소련이 표방하던 정치경제체제였다. 제2차 세계대전에 

서 일본이 연합국에 항복한 이후 미국은 남한올 점령하여 사실상 자유 

주의 정치경제체제를 수립해 나갔고 소련은 북한올 점령하여 사회주의 

정치경제체제를 수립해 나갔다. 미국과 우파 정치세력은 자유주의체제 

를， 소련과 화파 정치세력은 사회주의체제를 각각 한반도 전역에 수립 

하기를 원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상호간 타협은 성립되기가 지극히 어려 

웠다 1) 

그러나 남북한이 각각 채택한 정치경제체제는 자유주의 정치이론이 

나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비추어 보면 당시 한국의 사회경제적 발전단계 

에 반드시 부합되는 체제는 아니었다. 자유민주주의는 상당한 정도의 

경제발전수준과 교육수준， 그리고 이에 바탕한 참여 정치문화를， 혹은 

두터운 중산충올 그 성립조건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대다수 자유주의자 

1) 한반도 분단에 대한 보수적 해석은 Soon Sung Cho, Korea in World Politiα 

1940-1950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7)이， 신화파적 해석 
은 Bruce Cumings, The Origins 01 the Korean War (Princeton: Princeton 

U niversity Press, 198 1)가 대표한다. 이 두 해석에 대한 비판은 李正觀，
“미군정의 점령정책과 국가기구의 형성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편， 
『韓國의 現代政治: 1945-1948.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3), pp. 

15-5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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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견해이고，2) 마르크스주의자들도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르주아지 

가 지배계급인 부르주아 민주주의체제라고 보는 점이 자유주의자들과 

다를 뿐 이 체제의 성립조건에 대해서는 대체로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 

다.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사회주의는 자유주의자들에 의하면 그 실상이 

관료주의나 전체주의에 불과한 허구이고 마르크스에 의하면 부르주아 

민주주의단계를 거쳐서 나타나는 발전된 정치경제체제이다 3) 

1940년대 후반의 남북한은 국민의 80%정도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 

고 공업화이전의 경제수준에 있었다. 일본식민지배시대에， 특히 1930년 

대 이후에 한반도에는 일본의 병참기지로서의 공업화가 일본인들에 의 

해 진행되었으나 그것이 경제 전반올 산업화시킨 것은 아니었다. 남북 

한 사람들의 교육수준 역시 낮았다. 학문올 숭상하던 유교적 전통과 일 

본의 식민교육으로 당시 우리의 교육수준이 동남아 여러 나라들보다는 

높았지만 일본이나 구미 선진국들보다는 훨씬 낮았다. 우리의 정치문화 

도 이조의 유교전통과 일본 식민통치의 유산올 안고 농업사회의 발전단 

계를 반영한 권위주의를 그 특성으로 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조건에서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기업주의가 남 

한에서， 그리고 마르크스가 주장한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사회주의가 북 

한에서 각각 정착되기 어려웠던 것은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다. 

오늘날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사회주의가 관료주의나 전체주의에 불 

과한 허구라는 것은 소련과 동구제국의 붕괴로 거의 판가름이 났고 북 

한도 종국적으로는 이와 같은 역사적 운명올 변하기 어려울 것이다. 자 

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 

구하고 국가운영의 보편적 원리로 구소련과 동구제국에까지 확산되고 

2) Daniel Lerner, The PasJi쟁 이 Traditional 50ciety (New York: Free Press of 

Glencoe, Inc., 1958)와 Seymour M. Lipset, Po/itκ-al Maη The 50cial Ba.res 0/ 

Politics (New York: Anchor Books, 1963). 중산층의 중요성에 대해선 c. W. 

Cassinelli, The Politics 0/ Freedor.η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61), pp. 114-133 참조. 

3) 사회주의가 허구라는 관점에 대해서는 W olfgang J. Mommsen, The Age 0/ 

BlIrear，κ'raη·’ PeηrpectlVes 0η the Political 50αology 0/ Max Webe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1974)와 Carl J. Friedrich & Zbigniew K. Brzezinski, 

Totalitariaη Dκtatorshψ aηd A lItocrac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5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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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자유민주주의가 인류의 이데올로기적 진화의 종착점이고 인류가 

가질 수 있는 최종형태의 정부라는 의미에서 역사의 종언(the End of 

History)올 구성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4) 이렇게 볼 때 남한이 열 

악한 사회경제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기업주의를 

건국의 원리로 갖고 이러한 원리를 구현하고 있는 구미제국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 온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었지만 세계사의 

발전방향에 순웅하는 선택이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제 1공화국 이승만 시대의 정치경제에 대해선 아직도 부정적 평가가 

지배적이다. 부정적 평가는 이 시대를 정치적으로는 독재시대이고 경제 

적으로는 저곡가정책으로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했던 농민들을 회생시 

키고 발전은 없던 시대로 보는 해석이다. 이와 같은 평가는 제 l공화국 

시대의 신문과 잡지들에서 혼히 찾아볼 수 있고 오늘날에 있어서도 인 

구에 회자되고 있는 해석이다. 이숭만 대통령의 권위주의， 국회탄압， 매 

카시즘， 대중동원， 삼선개헌， 선거부정， 그리고 이 시대의 경제적 빈곤과 

혼란， 박정회 대통령이 수립한 바와 같은 적극적 산업정책의 부재를 고 

려할 때 제 1공화국의 정치경제는 우리들에게 부정적으로 비칠 수밖에 

없고 당시의 정치경제적 상황을 개선시키는데 앞장서 있던 지식인들이 

이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린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숭만 시대가 한국의 정치경제사에 있어 암혹 

기를 구성한다고 본다면 이는 잘못이다. 제 1공화국 시대에 대통령선거 

와 국회의원 선거는 정기적으로 실시되었고 이 선거에서 여야간의 경쟁 

은 치열하였다. 대학과 언론은 정부에 대해 항상 비판적이었고 교수， 학 

생， 언론인들이 그들의 비판적 성향 때문에 유신시대에서와 같이 대학 

과 언론에서 쫓겨나지는 않았다. 제 l공화국 시대는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집권욕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의 운용이 왜곡되었지만 대통령이 자 

유민주주의를 그의 통치이념으로 삼고 청년 학생들과 국민들에게 이를 

학습시킨 시대이고 이러한 점에 있어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한 유신 

시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시대였다. 제 1공화국 시대의 한국정치는 당 

시 한국과 비슷한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올 가지고 있던 대만이나 다른 

4) Francis Fukuyama, The Eηd 01 Histoη and the Last Man (New York: The Free 

Press,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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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국가들보다 훨씬 두드러지게 민주적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 당 

시 대만에는 제 l공화국에서와 같은 경쟁적 선거도 없었고 장개석 정부 

에 대한 비판도 허용되지 않았었다. 아시아 국가들 중에는 일본， 필리핀， 

인도가 제 1공화국보다 나은 민주정치를 하고 있었으나 일본은 물론， 

필리핀만 해도 그 시대에는 우리보다 발전수준이 높은 나라였고 인도는 

영국 민주주의의 전통을 물려받고 있었다 제 l공화국의 정치가 대부분 

의 다른 아시아 국가와는 달리 어느 정도 민주적 요소를 가졌던 것은 제 

1공화국이 북한 공산주의의 대향 이데올로기로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웠 

고 자유민주주의를 이러한 이데올로기로 내셰운 이상 이의 실천을 무시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현재 그 호소력올 잃었 

지만 당시는 이 이데올로기의 호소력이 전세계적으로 강력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이의 실현은 제 1공화국은 물론 미국에게도 중요 

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은 제 l공확국 시대의 낮은 사회경제적 발전수 

준， 그리고 초기단계의 근대국가건설수준’)， 자유민주주의 실현에 필요 

한 정치적 전통과 구조의 결여， 한국전쟁이라는 국가위기상황을 고려할 

때 제 1공화국 시대의 정치는 정치경제학적 관정에서 본다면 사회경제 

적 발전단계가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정치를 지향 

하였고 외양으로는 그러한 모양올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제 1공화국이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수립을 지향하고 그러한 겉모양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 이후 한국의 정치발전에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최 

고 통치자는 국민들이 선거로 선출해야만 되고 언론의 자유는 절대적으 

로 필요하다는 정치규범이 확립되고 4.19 의거가 나타내 주듯이 청년 

학생들이 이러한 규범의 수호자로 동장한 것은 이러한 외양민주주의 

(Façade-democracy), 혹은 형식민주주의의 정치과정6) 속에서였고， 그 이 

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줄기차게 지속된 청년 학생들의 민주화투쟁도 바 

로 이와 같은 정치적 전통에 그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5) 국가건설의 탄탄한 기반이 없이는 민주정치가 어렵다는 것이 정치학자 

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6) 외 양 민주주의 에 대해선 s. E. Finer, Comparative GOI/ernment (New York: 

Basic Books, Inc., 1970), pp.441-46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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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숭만 시대는 경제적으로도 공백기는 아나었다. 북한의 남침으로 3 

년간 지속된 한국전쟁은 전국토를 폐허로 만들었으나 한국의 GDP는 

1950년대에 연평균 5.1%정도씩 성장하였고 그 중 제조업 부문은 16.8% 

씩 성장하였다. 이러한 성장율은 박정회 시대 연평균 8.8%의 경제성장 

율과 20.3%의 제조업부문 성장윷보다는 낮지만 1950년대 후진국들의 

연평균 경제성장율 4.6%와 제조업부문 성장율 5.0%보다는 높은 것이었 

다.7) 이러한 성장과정은 파괴된 경제의 복구과정 이었고 한국경제의 본 

격적인 산업화과정은 아니었지만 상업자본올 축적시키고 수입대체산업 

화를 추진시켜 산업자본축적을 위한 기반올 조성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제 1공화국의 이러한 경제적 업적은 미국이 공여한 엄청난 액 

수의 원조를 고려할 때 만족스러운 업적이라고는 볼 수 없다. 미국의 대 

한원조를 나타내는 표1올 보면 미국은 연평균 2억달러 이상의 경제원조 

를， 그 액수가 가장 많았던 1957년에는 3억 8천3백만 달러의 원조를 제 

l공화국에 공여하였다. 제 1공화국 정부의 1958년도 국내 세입총액이 4 

억 5천6백만 달러였던 것올 고려하면， 혹은 한일협정에 따라 일본이 10 

년동안에 걸쳐 한국에 제공할 경제협력자금이 무상 3억달러($)， 공공차 

관 2억달러， 상업차관 3억달러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 액수가 얼마나 

큰 액수였는가를 우리는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 

〈표 1 : 미국의 對韓 경제원조〉 (단위: 1 ，000달러) 

1945년 4 ,934 1950년 58 ,706 1955년 236 ,707 

1946년 49 ,464 1951년 106 ,542 1956년 326 ,705 

1947년 175 ,371 1952년 161 ,327 1957년 382 ,892 

1948년 179 ,593 1953년 194 ,170 1958년 321 ,272 

1949년 116 ,509 1954년 153 ,925 1959년 222 ,204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출처: 홍성유1."한국경제의 자본축적과정』 

(서울: 고려대 아세아 문제연구소， 1970), p. 278. 

7) Ho-chul Sonn, “ Towards a Synchecic Approach of Third World P이icic허 

Economy: The Case of Souch Korea," Ph.D. Disserration, University of Texas 

ac Auscin, 1987, p.223 이대근한국전쟁과 1950년대의 자본축적J (서 

울: 백산서당， 1989)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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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쓴 돈은 이와 같은 경제원조 액수를 훨씬 상회하는 년10억달러에 달 

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1956년의 경우 미국의 대한 경제원조는 표l 

과 같이 3억 2천6백만 달러， 군사원조는 4억달러， 미군의 한국주둔경비 

는 3억달러였다.8) 제 1공화국 정부는 저환율정책， 수입허가제， 저금리정 

책， 수입대체공업화정책， 저곡가정책 둥올 채택하고 이와 같은 미국의 

원조자금올 이용하여 경제를 산업화시키려 했으나 그 목표롤 충분히 달 

성했다고는 볼 수 없다. 1950년대 제조업 성장율이 년 16.8%라고 하지 

만 한국전쟁으로 대부분의 공장시설이 파괴되어 그 기준이 낮았고 1957 

년， 58년， 59년의 제조업 부문 성장율은 12% , 11%, 11%로 그 이전 년도 

성장율의 반에 그치고 있다.9) 

제 1공화국의 경제적 업적이 이 정도밖에 안된 것은 국가가 정부의 

정책올 통해 자본가들의 상업적 이윤올 최대화시켜 주었올 뿐 그들이 

산업화에 앞장서도록 적극 유도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제 1공화국 정 

부의 정치인들과 관료들은 자본가들에게 외화배정올 해주고 수입허가 

를 내주고 은행융자를 알선해 주고 그들로부터 정치자금이나 뇌물올 받 

았다. 국가 엘리트와 자본가간의 이와 같은 금전수수관계 때문에 제 1 

공화국은 자본가들의 상업적 이윤추구를 억제하고 산업투자를 유발하 

는 정책올 박정회 시대와 같이 강력하게 추진할 수 없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제 1공화국은 자본가들 개개인의 단기적이고 부분적인 이익에 반 

하지 못하는， 즉 구조적 자율성이 약한 국가였던 것이다 제 1공화국이 

자본가들에 대해 구조적 자율성이 약했던 것은 그들로부터 도구적 자율 

성이 약했기 때문은 아니었다 10) 사실상 당시 자본가들은 국가를 통제 

8) Jung-en Woo, Race to the Su 껴 State and Finance in Korean Indzlstrializa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1991), p.46 참조 

9) Hahn-Been Lee, Korea: Time, Change, and Administration (Honolulu: East-West 

Center Press, 1968), p.82 , Table 22 참조 

10) 자본주의 국가의 도구적 자율성은 지배계급인 자본가 계급의 직접통제 

로부터의 자율성을 가리키고， 구조적 자율성은 지배계급의 요구나 이익 

에 반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가리킨다. 이에 대한 논의는 Sonn, “ Towards a 

Synthetic Approach of Third World Political Economy"; Nora Hamilton, 
“ State Autonomy and Dependenc Capitalism in Latin America," 8ritish 

Joιrnal 0/ Sociology , Vol. 32 , No. 3 (198 1) & The Limits 0/ State Aιtonomy: 

Post-Reι'olrltionaη， Mexico (Princeton: Princeton U niversity Press, 1982); 안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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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을 만큼 강한 세력올 형성하고 있지 않았다. 국가는 오히려 없 

는 자본가들을 창출해 내었고 그들의 경제활동은 전적으로 국가에 의존 

하고 있었다. 국가는 자본가들의 직접적 통제를 받지 않았지만， 즉 도구 

적 자율성올 가지고 있었지만 상업적 이윤추구라는 그들의 목표에 반할 

수 있는 구조적 자율성을 바로 앞서 지적한 이유 때문에 가지지 못했다. 

그러나 제 1공화국이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그나마의 상업자본축적 

과 三白훌業 중심의 수입대체공업화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원조공여국인 

미국에 대해 어느 정도 자율성올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미국은 원 

래 한국정부에 대해 환율현실화를 요구하였고 한국이 휴전 후에는 미국 

의 원조로 일본의 소비제품올 구입하기를 원했었으나 제 1공화국정부 

는 이에 순웅하지 않았던 것이다. 한국정부는 저환율정책올 유지함으로 

써 그것이 수출에는 장애가 되지만 유엔군에게는 필요한 韓貨를 비싸게 

팔아 미국으로부터 받는 달러액수를 최대화하고자 시도하였고 미국의 

일본 소비제품 구입 요구를 거절함으로써 한국이 산업화도 되기 전에 

일본의 소비제품 시장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수입대체공업화를 추진 

할 수 있었다. 제 l공화국 정부는 그 폰속 자체를 그 이후 어느 공화국 

보다도 철저하게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으나， 즉 미국으로부터 도구적 

의미의 자율성은 아주 약했지만 미국의 요구에 저항하는 구조적 의미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나타냈던 것이다 11) 제 1공화국 정부가 미국에 대 

해 이러한 자율성올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미소간의 냉전상황과 이를 이 

용한 이숭만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쉽， 그리고 미국이 그를 쉽게 제거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던 그의 국민적 인기에 기인했다고 분석할 수 었 

다 12) 

현， “한국자본주의 발전에 있어서 1950년대 국가의 역활." 서울대 정치 

학 박사논문， 1993 참조. 
11) 미국은 제 1공화국이 일본과 관계를 개선할 것올 권고하였고 아울러 미국 

의 대한 원조자금의 일부를 일본제품 구입에 사용하도록 제안하였었다. 

이러한 권고와 제안온 1953년 8월 내한한 덜레스 국무장관과 이숭만 대 
통령과의 회담에도 잘 나타나 었다. Bae-Ho Hahn, “Major Issues in the 

American-Korean Alliance," Youngnok Koo & Dae-Sook Suh, ed. , Korea aηd 

the United States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4), pp.94-99 참 

조. 

12) 미국은 1952년 부산 정치파동 때와 1953년 휴전반대운동 때 이숭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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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l공화국이 미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구조적 의미의 자율성을 나 

타냈으면서도 국내자본가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했던 것올 이해하는 

데는 정치경제학의 여러 시각 중 합리적 선돼이론이 도움올 준다. 당시 

국가의 구조적 자융성올 침식했던 정치인， 관료들과 자본가들의 금전수 

수관계는 그들 양편의 이익올 최대화시켜 주는 합리적 선돼이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양편의 합리척 선택이 한국경제의 

산업화라는 공공선(the Collective Good)의 실현올 방해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다른 후진국에서도 혼히 찾아 볼 수 있고 국가의 최고지도자는 

관료들과 자본가들간에 이와 같은 합리적 선택이 형성되지 못하도록 감 

독해야 되나 이에 성공하는 예가 혼하지 않은 것이다 13) 이숭만 대통령 

도 이 점에 있어서 성공하지 못한 것이다. 제 1공화국의 미국에 대한 구 

조적 의미의 자율성도 이숭만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받 

고 있다는 확신올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면 성립되기 어려웠올 것이다. 

이 경우에는 그도 국내의 지지결여를 보충하기 위해 과거 라틴 아메리 

카제국의 독재자들이 그랬듯이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올 것이다. 

그러나 미국파 이숭만 대통령간에는 이대통령의 국민적 지지에 대한 확 

신 때문에 이와 같은 합리척 선택은 성립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 대 

통령은 한국의 이익에 배치된다고 생각하는 미국의 요구에 저항할 수 

있었고 이러한 저항 때문에 그의 국민척 지지도는 휴전반대운동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다시 상숭했던 것이다. 

우리는 여태껏 제 1공화국에서 자유민주주의 정치가 실현된 정도와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된 정도에 관해 살펴보았고 이에 있어서의 국가의 

역할에 관해서도 논의하였다. 이제 이와 관련하여 제 1공화국은 과대성 

장국개the Overdeveloped State)였는지 아닌자 혹은 강한 국가였는지 약 

한 국가였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우리 정치학계의 일각에서는 제 1공화국올 과대성장국가였다고 판단 

하고 있다 알라비는 파키스탄이 식민지 사회의 제계급올 지배할 목적 

으로 만들어 놓은 식민당국의 국가기구를 탈식민지시대에도 그대로 계 

거를 고려했다는 셜이 있다 

13) 이러한 分析시각으로는 Robert H. Bates, Markets and States η Tropical 
Africa (Berkeley: U 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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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하여 국가는 사회보다 과대성장하고 사회 제계급 위에 군림하게 되었 

다고 주장한 바 있다 14) 정치학자들은 이와 같은 알라비의 주장을 제 1 

공화국에도 적용하여 제 1공화국이 일본 식민지시대의 관료， 경찰기구 

와 인원을 이어받고 한국전쟁 이후에는 미국이라는 중심자본주의국가 

의 지원으로 군과 같은 국가기구가 비대하게 성장하여 사회의 제계급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과대성장국가라고 보고 었다 15) 제 I공화 

국이 우리 사회의 능력보다는 훨씬 비대한 경찰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제2차 세계대전 종료 후에 탄생한 대부분의 신생 아시아， 아프 

리카諸國보다 강한 국가였던 것은 사실이다. 일제시대의 유산과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지원 외에도 조선조시대 유교문화의 권위주의전통도 가 

지고 있었고 또 과거 오랜 기간의 민족형성기를 경험한 역사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올 가지고 있지 않은 여타의 신생諸國과는 

달랐다. 더욱이 미군정기와 제 1공화국 시대의 사회 제계급은 매우 낮 

은 사회경제적 발달수준에 상웅하여 미발달된 상태에 있었다. 제 1공화 

국은 자본가들을 창출해 내었고 농지개혁을 통해 자작농민계급도 만들 

어 내고 이러한 과정에서 소수의 지주계급은 파괴시켰다. 농민들은 제 

l공화국의 가장 강력한 지지세력 이었지만 그들의 이해관계를 정부정 

책에 전혀 반영시키지 못했고 지주계급도 제 l공화국의 정책방향을 결 

정활 만한 영향력은 갖지 못했다. 노동자계급은 수적으로도 약했지만 

미군정기의 좌우투쟁에서의 실패와 북한의 남침으로 독자적인 목소리 

를 낼 수조차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제 1공 

화국은 사회보다 우위에 있는 과대성장국가로 둥장한 것이다. 

그러나 제 1공화국을 극단적으로 강력한， 사회에 대해서 어떠한 조처 

도 취할 수 있는 전능한 과대성장국가로 본다면 이는 문제이다. 자유민 

주주의 원칙에 따라 근대국가{Modern State) 건설을 바로 시작한 제 1공 

화국이 일제의 유산을 물려받고 미국의 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일거에 

그 강제력올 사회 구석구석까지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고 

14) Alavi, “The State in Post-Colonial Societies." 

15) 최장집， “과대성장국가의 형성과 정치균열의 구조" f한국사회연구(3)J 

(서울: 한길사， 1985), pp. 184-200은 이러한 입장올 나타내는 대표적 논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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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면 이는 무리라 아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 1공화국시대에 정치 

인들이든 언론인들이든 경제인들이든 국가의 통제력으로부터 유신시대 

에 비해서 상당히 자유로올 수 있었던 것도 국가의 통제력이 그렇게 강 

하지는 못했다는 반중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 1공화국은 

학생들의 시위로 붕괴했는데 그렇게 강력한 강제력을 구비하고 있는 과 

대성장국가였다면 이도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뿐만 아니라 제 1공화국올 과대성장국가론이 상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회적 합의보다는 강제력에 전적으로 의존한 국가라고 보는 것도 

문제이다. 제 1공화국은 친공산세력올 분쇄하는데 있어 철저하였고 이 

과정에서 매카시즘올 포함하는 여러 잘못올 저질렀지만 반공주의를 확 

립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러한 반공주의를 확립하는데 있어 국가의 강제 

력이 빼어 놓올 수 없는 역할올 하였지만 이에는 사회적 합의의 기반도 

있었다. 특히 북한의 남침이후에는 반공주의는 당시 국민 대다수의 전 

폭적인 지지를 받았었다 국가의 통치권이 사회적 합의라는 규범적 요 

소， 경제적 이익의 배분， 강제력에 의폰한다고 할 때 16) 제 1공화국의 통 

치권은 그 이후의 제4， 5공화국보다는 규범적 요소에 대한 의존도가 컸 

다고 말할 수 있다. 제 1공화국이 붕괴한 직접적 계기도 최고통치자는 

공정한 선거로 선출해야만 된다는 규범올 어겼기 때문이었다. 특히 이 

규범은 미국의 강력한 지지롤 받고 있었고 한국군은 미국의 영향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회적 영향력은 더욱 컸다. 이 규범을 어긴 이승만 

대통령은 서울 시민들의 지지도 잃고 과대성장되었다는 군도 그의 뜻대 

로 움직일 수 없었다. 

제 1공화국은 국가기구가 사회보다 과대하게 성장한 국가였으나 그 

렇다고 해서 사회의 구석구석까지를 철저하게 통제할 수 있는 유신시대 

의 국가와 같이 강한 국가는 아니었다. 제 1공화국은 친공산세력의 제 

거작업에 있어서는 철저하였으나 여타의 사회통제에 있어서도 마찬가 

지로 철저하지는 못했다. 자유민주주의를 국가 운영원리로 내세우고 국 

가건설의 초기단계에 있었기 때문이다. 제 1공화국은 과대성장국가였으 

나 사회 전체에 대해서는 과대성장국가론이 암시하는 바와 같이 강하지 

16) Amitai Etzioni, A Comparatiν'e Analysis 01 Complex Organizations (New York: 

The Free Press, 196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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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않은 느슨한 국가였다. 

2. 정치제도 

주지하고 있다시피 미군정 시대에는 한반도에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수립할 것인가， 혹은 그렇지 않으면 공산주의 제도를 수립할 것인가의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소련간의 대립이 있었고， 좌우파의 정치 엘리 

트들과 그들올 각각 지지하는 일반대중들간에 치열한 투쟁이 있었다. 

미국， 미국에서 독립운동올 한 이숭만， 국내에서 한편으로는 일본 제국 

주의에 협력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독립운동도 지원하였던 한국민주 

당 세력， 일제시대의 한국인 관료들은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수립을 주 

창한 반면 소련과 국내외의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 제도의 수립을 요 

구하였다. 김구， 김규식， 여운형으로 대표되는 화우의 중도파들은 정치 

제도로서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제도로서는 혼합경제체제나 사회주의 

제도를 지지하였다. 이 세 제도 중 어느 것이 당시 한국사회의 발전단계 

에 맞는 제도인지， 또 각각의 제도가 앞으로의 한국사회의 발전에 어떠 

한 영향올 미칠 것인가에 대한 이성적인 토론은 없었다. 이 세 제도는 

세 정치세력간 권력투쟁의 이데올로기적 도구였다. A. ]. 그라즈단제브 

는 제2차 대전 종료 직전에 나온 그의 책에서 독립후의 한국은 평둥선 

거로 중앙집권적인 민주주의 공화국올 수립하고 日人 소유의 공장은 

국유화하여 협동조합이 운영케 하고 토지는 지주로부터 무상몰수하여 

경작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었다 17) 독립 후 한국이 태해야 할 

제도에 대한 그의 판단은 해방 후 한국 정치지도자들 중 중도세력의 주 

장과 비슷한 것이었고， 이러한 제도가 일제의 억압과 착취를 경험한 지 

식인플과 대다수 민중의 정서에 맞는 것이었는지 모르겠다. 당시의 상 

황에서 볼 때 자유민주주의제도는 일제시대 기득권 세력의 이해관계를 

보호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고 공산주의 제도는 이러한 기득권 세 

력올 철저하게 거세하지만 전체주의적 독재체제라는 맹점올 가지고 있 

17) Andrew ). Grajdanzev, Modern Korea (New York: The John Day Company, 
1944), Chapter XVI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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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세력은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양극화하였고 

중도세력은 소수파로 전락하였다. 좌우의 중도파들은 자유민주주의 주 

창자들과 공산주의자들올 타협시켜 한반도에 통일정부를 수립하고자 

했으나 실패하였다. 아니， 그들이 실패하였다기보다는 불가능한 것을 

시도했다고 보는 편이 더 적절할는지 모르겠다. 자유민주주의 제도와 

공산주의제도의 타협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한반도의 분단뿐만 아니라 

그 이후 40여 년에 걸쳐 진행된 미소간의 냉전에서 증명되었다고 하여 

도 과언이 아니다. 남한에서의 자유민주주의 제도 채택과 북한에서의 

공산주의 제도 채택은 한국인들의 합리적 선택이 아니라 미소간의， 좌 

우 정치세력간의 권력투쟁의 결과였다 

한국의 제헌헌법은 정치는 자유민주주의， 경제는 혼합경제체제나 사 

회주의를 지지한 중도파들의 노선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제헌헌법은 제 

6장 경제조항의 제84조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 

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라고 규정함으로서 경제， 사회적 정의가 개인의 

경제적 자유에 우선한다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에 이어 제85조에서는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의 국유화를， 제86조에서는 농민들에 대한 

농지분배를， 제87조에서는 운수，통신， 금융과 같은 공공성을 가진 기업 

의 국영， 혹은 공영을， 그리고 대외무역의 국가통제를 규정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제헌헌법은 제 18조에서 사기업에 있어서의 근로자의 이익 

분배 균점권을 인정하고 제 19조에서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 

로 인해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자는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였 

다 다시 말해， 제헌헌법은 경제， 사회적 정의의 우선실현， 경제의 국가 

통제， 근로자의 이익균점권과 극빈자의 국가보호를 규정한 경제적으로 

는 진보적 특성올 가진 헌법이었다 제 1공화국 정부는 1954년 11월 27 

일의 세칭 四擔五入 개헌 때 제85조의 천연자원 국유화 원칙을 개정하 

여 이에 대한 특허를 인정하는 퉁 경제조항을 자유화하였으나 제84조의 

경제， 사회적 정의의 우선실현 원칙， 제 18조의 근로자 이익분배 균점 

권， 제 19조의 극빈자들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 둥은 그대로 유지시 

켰다 그러나 미군정과 제 1공화국 시대에 경제， 사회적 정의가 우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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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되지도 않았고 근로자들의 이익분배 균점권도 인정되지 않았고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들올 국가가 보호하지도 않았다 공업화를 이룩하지 

못하고 농업경제단계에 있던 이 시대의 한국은 이러한 조항들을 실현할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우파 세력이 중심 정치세력이었던 

제 l공화국의 헌법이 이와 같은 경제정의 조항들을 유지한 것은 일제시 

때의 경제적 불평둥과 북한 공산정권의 경제적 평등주의에 상징적 차원 

에서나마 대처하기 위해서였다고 볼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 정치질서를 규정한 제헌헌법 제정당시에 문제가 되었 

던 중요한 이슈는 정부형태를 의원내각제와 대통령 중심제 중 어느 것 

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제헌헌법 기초에 중심적 역할을 한 兪鎭午

는 의원내각제 정부， 양원제 국회， 헌법위원회의 위헌심사권을 규정하 

는 헌법 기초안을 만들었고 그 중 의원내각제는 한국민주당 세력도 지 

지하였었다. 이에 반해 이숭만은 헌법위원회에 위헌심사권을 부여하는 

데에는 이의가 없었으나 정부형태에 대해서는 대통령 중심제와 단원제 

국회의 채택을 주장하였었다. 그러나 정부형태에 관한 이러한 대립이 

제헌헌법 제정 당시에 심각한 정치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한민당과 여 

타의 정치세력들이 이숭만의 주장을 수용하여 대통령 중심제 헌법에 동 

의하였기 때문이다. 

의원내각제 정부를 선호하던 한민당이 제헌헌법 제정 당시 이숭만이 

주장하던 대통령 중심제를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받아들인 것은 일 

반 민중의 이숭만에 대한 높은 지지도에도 기인하지만， 0) 뿐만 아니라 

이숭만이 주장한 제헌헌법의 대통령 중심제는 디옴과 같은 의원내각제 

적인 요소를 포함한데도 기인한다. 우선 무엇보다도 첫째로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었다. 둘째로 국무총리제를 두고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나 국회의 숭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셋 

째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논 국무원올 두고 중요한 

국가정책은 국무위원들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한마디로 말해， 제헌헌법의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대통령은 국회룰 무 

시하고 독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그가 국회를 무시하고 독주한다 

변 그는 국회에서 재선되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숭반 대통령은 국회를 무시하고 독주하였고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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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재선이 어렵게 되자 1952년에 민중과 강제력올 동원하여 대통령 

선출방식올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방식으로 개헌올 강행하였다. 이 개 

현으로 국회는 대통랭 선출권을 박탈당하고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선 

출하게 되었지만 1952년의 개정헌법도 의원내각제적인 요소를 많이 가 

지고 있었다 첫째로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나 여전히 국회의 숭 

인올 받도록 되어 있었고， 행정각부의 장관인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변하도록 되어 있었다. 둘째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국회에 대하여 국무위원의 권한에 속하는 일반국무에 관하 

여는 연대책임올 지고 각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개별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었다. 셋째로 양원 중 민의원이 국무위원 불신임 결의를 하면 국무위 

원은 총사직하도록 되어 있었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은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에 의해， 그리고 국회의 국무위원 불신임 결의권에 의 

해 제약올 받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숭만 대통령은 국무총리의 국 

무위원 제청권올 폰중하지 않았고 실제로는 대통령의 임명올 받는 것이 

나 마찬가지인 국무총리가 국무위원 제청권을 요구할 수도 없었다. 또 

한 이 대통령은 그가 창당한 자유당이 국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의석올 

차지하게 되어 국회로부터도 견제를 받지 않고 계속 독주할 수 있었다. 

이숭만 대통령은 1954년 5월의 민의원 선거에서 압도적인 다수 의석 

올 차지한 후 11월에 대통령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헌법 제 

55조의 제 1향이 그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개헌올 다시 

강행하였다. 이 개헌안은 민의원 표결 결과가 재적 203명 중 찬성 135 

명으로 개헌에 필요한 3분의 2인 135.33명에 미치지 못하여 부결이 선 

포되었었으나 四擔五入論올 도입하여 이틀 후에 다시 가결이 선포되었 

다. 이 개헌에서는 이숭반 대통령에 대한 중엄제한올 철폐했올 뿐만 아 

니라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즉시 선거하기로 되어 있던 것올 부통령 

이 그 찬임기간올 채우토록 개정하였고， 국무총리직올 폐지하고 국무위 

원에 대해서는 국회가 개별적으로만 불신임결의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이 개헌으로 제헌헌법과 제 1차 개정후의 헌법에 포함되어 있던 의원내 

각제적 요소는 상당히 제거되었으나 이로써 이숭만 대통령의 권한이 실 

제로 더 강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의원내각제적 특성이 강한 헌법 

하에서도 이숭만 대통령은 국회를 무시하고 독주하였고 제2차 개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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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이와 같은 현실올 보다 충실하게 반영한 헌법이었다. 

제 1공화국의 대통령 중심제는 헌법상으로는 의원내각제적인 요소를 

포함한， 다시 말해 국회의 권한이 미국과 같은 대통령 중심제의 국회보 

다도 더 강한 대통령 중심제였다. 그러나 헌법상의 이와 같은 공식제도 

와는 달리 국회는 대통령의 정치적 시녀로 전락하였다. 국회의 다수당 

인 자유당 국회의원들은 그들에 대한 공천권올 가지고 있었던 이숭만 

대통령의 정치노선을 국회에서 충실하게 지지하였기 때문이다. 

제 1공화국 시대의 법원은 국회와는 달리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헌법상에 있어서마저 갖지 못했다. 첫째로 제 1공화국의 대법원 

장은 미국에서와 같이 대통령이 지명하였지만 미국과는 달리 종신직이 

아니라 10년의 임기를 가지고 있었고 다른 법관들도 같은 임기직이었 

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의 집권 말기에 10년이 지난 법관들 중 일부의 

연임올 거부하기도 하였다. 둘째로 미국의 대법원과는 달리 제 1공화국 

의 대법원은 위헌심사권을 갖지 못했다. 제 1공화국 헌법은 위헌심사권 

올 헌법위원회에 부여하였는데， 헌법위원회는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 

고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위헌심사권을 헌 

법위원회에 부여하는 헌법초안올 기초한 배경에 대해 유진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고， 제헌국회의원들도 그의 이와 같은 견해에 동의하여 

위헌심사권올 헌법위원회에 부여하였다고 말할 수 있겠다. 

“첫째는 당시의 우리나라 법원에 그러한 권한(위헌심사권)을 

맡기는데 대한 불안감이었다. 민형사의 재판에 관하여 그들이 우 

리나라에 있어서 유일한 권위자라는 점에 관해서는 아무도 이의 

가 없는 바이었지만， 당시의 우리나라 법원관계자들은 공법학의 

지식을 너무나도 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는 보고 있었다… · 
그러나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이유는 국가권력기구조직의 기본 

원리에 관한 나의 견해로부터 온 것이었다. 미국의 사법적 위헌심 

사제도는 그 대통령제와 함께 몬테스큐적 권력분립사상의 산물이 

며， 각인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을 상호견제 

시키고 약화하려는 18세기적 개인주의사상의 표현이므로 그것은 

국제관계가 긴밀하지 않던 시대， 그리고 경제가 풍요하고 국가의 

세업이 남아돌아가 국가권력의 캔입으로 경제조정이나 사회보장 

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었던 시대에는 적합하였을지라도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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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복잡， 긴박하고， 국내적으로도 사상적， 정치적， 경제적， 사 

회적 제난제가 산적하여 국가권력의 개입에 의한 그 시급한 해결 

이 지상명령적으로 요청되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도저히 그대로 

유지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 나의 신념이었다 "18) 

제 1공화국 헌법에 기반한 대통령 중심제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간의 권력분립이 있고 삼부간의 “견제와 균형”이 있는 미국식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었다. 1930년대 공황기의 루스벨트 대통령이나 미소간의 

냉전시대의 미국 대통령들이 강력한 대통령이었다는 이미지를 우리들 

에게 남겨주고 있으나 그들이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만큼 강력한 대 

통령은 아니었다.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 중에는 대법원의 위헌판결로 

무효화된 것도 있고 냉전시대의 대통령들은 외교정책에 있어서는 강력 

한 대통령이었으나 국내정책에 있어서는 의회의 견제로 그렇지 못했다. 

워터 게이트 사건으로 인한 념슨 대통령의 사임은 미국 대통령이 의회 

나 대법원으로부터 어떠한 견제를 받는가를 단적으로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제 1공화국의 한국 대통령은 사법부로부터 헌법상 비교적 자유로 

웠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권한은 여당인 자유 

당의 창당 이전에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었으나 그 이후에는 자유당의 

입법부 지배로 거의 무력화되었다. 제 1공화국의 대통령 중심제는 이숭 

만 대통령의 지지세력으로 자유당이 창당된 이후부터는 서구 의원내각 

제에서와 같이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한이 실제로는 융합되어 있는 강력 

한 대통령 중심제였다. 제 1공화국의 정치제도는 권력을 대통령에게 집 

중시키는 제도였다. 

그러나 이숭만 대통령에게로의 권력집중이 제 l공화국의 정치제도에 

만 기반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조선 왕조시대， 일본 식민지시대， 그 

리고 미군정 시대에 수립된 중앙집권적인 행정부 중심의 제도적 전통에 

도 기반한 것이었다. 조선 왕조시대가 왕의 권한이 실제로는 대신들의 

견제로 중앙정부 수준에서 약하고 지방정부 수준까지는 충분히 침투하 

지 못한 약한 군주체제를 가졌다는 팔레교수의 주장은 옳지만19) 이념상 

18) 유진오， “헌법기초회상록-4，" [i法政~， No. 192, 1966년 6월， p.64. 

19) James B. Palais, Politics and Po/iη in Traditional Korea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5), pp.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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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나 공식적 제도상으로는 중앙집권적 군주체제를 가졌다는 사실올 

부인하기는 어렵다 일본 식민지 시대는 공식제도에 있어서나 실제로나 

총독에게 권한이 집중된 절대군주제적인 통치체제를 가지고 있었다 20) 

총독은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이고 법령의 제정자였으며 법원이 따로 있 

었지만 1년 이내의 투옥과 200원 이하의 벌금은 재판없이 집행할 수 있 

는 권한올 가졌다. 조선 총독은 한 사랍올 제외하고는 일본 육군 대장 

출신이었고 군대의 사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일본이 패망한 후 한국은 3년간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의 통치를 

받았지만 미군정 시대에 행정부 중심의 통치제도는 더욱 강화되었다. 

조선 총독부의 중앙행정기구는 1945년 8월 당시 재무국， 광공국， 농상 

국， 법무국， 학무국， 경무국， 체신국， 교통국의 8개국과 총독 관방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미군정 시대인 1947년 7월 남조선 과도정부는 경무 

부， 사법부， 문교부， 상무부， 재무부， 체신부， 보건후생부， 토목부， 공보 

부， 통위부， 농무부， 노동부， 운수부의 13개부와 외무처， 식량행정처， 물 

가행정처， 관재처， 서무처， 인사행정처의 6처를 가지고 있었다. 조선 총 

독부 시대의 국이 미군정시대에는 부로 숭격하였고 각부 아래에 여러 

국을， 또한 국 아래에는 여러 과를 두게 되었다. 미군정 시대의 국과 과 

의 수도 조선 총독부 시대에 비해 훨씬 많게 증가하였다. 미군정은 총독 

부의 통치기능도 수행해야 했고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재산과 기업도 

관리해야 했고 신생국가에 필요한 행정기구도 창설해야 했기 때문에 중 

앙행정기구는 일본 식민지 시대에 비해 확대될 수밖에 없었다.21) 

대한민국의 행정부가 이와 같은 전통에 기반하고 있는데 비해 입법부 

와 사법부는 그러한 전통을 갖지 못했다. 입법부의 전통은 조선 왕조시 

대에도 없었고 일본 식민지 시대에도 없었다. 조선 총독부는 자문기관 

으로 중추원을 두고 있었으나 이 기구는 그 구성원들이 친일 조선인들 

로 입법부가 아니라 총독부의 지원기관에 불과하였다. 미군정도 군사정 

부인 만큼 독립된 입법기구를 두지 않았다. 미군정이 1946년 2월 14일에 

20) Andrew J. Grajdanzev, Mιiern Korea (New York: The John Day Gompany, 
1944), pp.238-239. 

21) 이정복미군정의 점령정책과 국가기구의 형성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편한국의 현대정치 1945-1948" (서울: 서울대 출판부， 1993), pp. 29-3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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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 대한국민대표 민주의원올 개원하였고 동년 12월 16일부터는 이 

를 폐원하고 남조선 과도입법의원올 두었으나 이 두 기관도 미군정에 

종속적인 기관이었다. 민주의원은 임시정부 주최 비상국민회의가 조직 

하기로 한 최고정무위원회를 주한미군 사령관 하지 중장의 요청으로 그 

명칭을 민주의원으로 바꾼 것으로 그의 자문기관이었다. 남조선 과도입 

법의원온 모스크바 협정에 따라 조선 전체에 임시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정치， 경제 및 사회개혁의 기초로 사용될 법령초안올 작성하여 군정장 

관에게 제출하는데 목적올 둔 기관으로 입법기구라고 볼 수 있는 기관 

이었다. 그러나 이 기관의 총의원 수 90명 중 반만 민선의원이고 나머지 

반은 미군정이 임명하는 관선의원이었고， 이 기관의 의결 사항이 미군 

정을 구속하지도 않았다. 

사법부는 일본 식민지 시대에는 조선 총독부의 직속기관으로 지방법 

원， 복심법원， 고둥법원의 삼심제로 편제되어 있었다. 조선 총독부는 

1938년 당시 117~의 지방법원과 48개의 지청， 3개의 복심법원， 1개의 

고퉁법원을 두고 있었다. 미군정은 일본 식민지 시대의 법원을 행정기 

구인 법무국 (후에 사법부) 산하에 두었다. 미군정은 경성고등법원올 

Supreme Court라고， 복심 법 원올 Court of Appeals라고 각각 불렀고， 이 에 

따라 경성고퉁법원은 대법원으로， 복심법원은 공소원으로 개칭되었다. 

당시 남한에는 두 개의 공소원과 9개의 지방법원이 있었다. 법원의 중 

앙행정기구로부터의 독립은 미군정이 끝나갈 무렵인 1948년 5월에야 

이루어졌다. 그리고 1949년 9월 26일에 공포된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 

원을 상고심， 고동법원올 항소심， 지방법원을 제 l심으로 하는 오늘날의 

사법제도가 확정되었다. 

제 1공화국은 정부수립 다음해인 1949년 7월에 지방자치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서울 특별시와 도 및 시，읍， 

면으로 하고 각 자치단체 의회의 의원은 직접선거로 선출하나 서울 특 

별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시，읍，면장은 시，읍，면 의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 법은 제 1공화국 기간 중 4차에 걸쳐서 

개정되었다 1956년 2월의 제2차 개정에서는 간선제가 지방의원들과 단 

체장간의 유착올 낳기 쉽다는 판단에서 시，읍，면장의 직선제가 채택되 

었다. 그러나 1956년 12월의 마지막 개정에서는 직선제 단체장 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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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치단체 직원의 인사가 공정하지 못하고 재선올 위한 인기정책이 

만연하고 있다는 이유로 다시 임명제가 채택되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 

정의 국고 의폰 때문에 중앙정부에 종속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법도 지방의 중앙 의폰올 보장해 주는 법이었다. 한국전쟁 

중인 1952년 4월에는 시，읍，면 의원 선거7}， 5월에는 도의원 선거가 각 

각 처옴 실시되었고 시，옵，변 의회와 도의회가 개원되었다. 그러나 처음 

선출된 지방의회의 의원들은 자치단체장이나 중앙정부를 견제하기는커 

녕 오히려 당시 이숭만 대통령이 주도한 대통령 직선제 개헌운동에 가 

담하여 국회를 공격하는데 앞장서는 역할올 하였다. 1956년의 제2차 지 

방선거에서는 시，옵，면 의원들파 서울특별시와 도의회 의원들 뿐만 아 

니라 시， 읍， 면장 들 중 약 반올 직선제로 선출하였다. 제2차 지방선거 

의 결과는 도시에서 여당인 자유당의 지지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 

을 나타냈으나 지방의원들이나 단체장의 역할은 그 전에 비해 다를 바 

가 별로 없었다，22) 

미국과 같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정당과 이익집단이 대통령올 

견제한다. 야당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출신정당인 여당의 의원들도 종종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고， 여러 이익집단들도 대통령의 정책이 그들의 

이해관계에 위배되면 직접적으로든 그들이 지지하는 의원들올 통해서 

든 대통령올 견제한다. 제 l공화국의 정당들이나 이익집단들은 이와 같 

은 역할올 수행하지 못했다. 

우선 제 1공화국 시대의 여당인 자유당은 이승만이 대통령에 당선되 

어 행정부의 방대한 권력올 장악한 후에 국회를 이 권력에 봉사하는 기 

구로 만들기 위해 창당한 정당이었다. 이숭만은 미군정 시대에는 어떠 

한 정당에도 참여하기를 거부하였다. 한국민주당은 그에게 총재직을 제 

의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정당정치가 파당정치로 전락하기 쉽다는 이 

유를 들어 이 제의를 수락하지 않고 모든 청파의 대동단결올 주창하였 

다. 그는 조직보다는 그 자신의 대중적 인기와 정치력을 바탕으로 해서 

초대 대통령이 되었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인사와 정책， 양변에 있어 

모두 국회와 자주 충돌하였고 국회에서는 재선이 어려운 상황에까지 몰 

리게 되어 자유당올 창당하게 된 것이다. 자유당이 기반이 되어서 그가 

22) 손봉숙 r한국지방자치연구.D (^"l울: 삼영사， 198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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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그가 대통령이 되어 그의 권력기반올 보완하 

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자유당을 창당한 것이다. 또한 대다수의 국회 

의원들과 유력 정치인들은 자유당에 참여하면 행정부의 권력이 제공해 

주는 여러 가지 혜택올 누릴 수 있고 관권의 역할이 컸던 당시 선거에서 

도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자유당으로 몰려든 것이 

다 자유당은 이숭만이 장악하고 있던 행정부의 방대한 권력올 자력으 

로 해서 창당된 寄生政黨인 것이다. 다시 말해 이숭만 대통령의 일차적 

인 권력기반은 행정부였고 여당인 자유당은 그 다음의 부차적인 권력기 

반이었다. 구미의 선진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행정부 관료들의 정치적 중 

립성 때문에 행정부가 그 수반의 권력기반이 될 수 없으므로 정당은 중 

요한 정치적 역할올 하게 되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행정부 관료들이 

대통령의 충실한 수족역할올 했기 때문에 정당은 행정부의 이와 같은 

역할올 보완해 주는 부차적 역할만올 수행하게 된 것이다. 제 l공화국 

시대의 여당은 대통령과 행정부에 종속적인 여당이었다. 

제 1공화국 시대의 야당은 이숭만 정권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으나 

1950년대 전반부까지는 약체 야당이었고， 후반부에는 이숭만 정권에 대 

한 대체세력으로 성장하였으나 국회 내의 의석수에 있어서는 여당올 농 

가하지 못했다. 해방 후 두 달간에 미군정청에 둥록된 정당의 수가 54개 

이고 l년 내에 그 수는 300여개로 증가 되었다고 하나 그 중 김구를 중 

심으로한 한국독립당， 여운형이 이끄는 조선인민당 (후에 근로인민당)， 

박헌영의 조선공산당 (후에 남조선 노동당)， 송진우와 김성수가 이끄는 

한국민주당이 주요 정당들이었다 이들 몇 개의 정당들이 미군정 시대 

에 영향력을 가졌던 것은 그 정당들의 대표들이 신생 한국의 대권올 쉴 

수 있는 후보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헌영의 조선공산당은 미군정 

시대에 이미 불법화되어 북한으로 들어갔고 여운형과 김구는 암살을 당 

하여 이승만에 대항할 만한 인물이 없었다. 한국민주당과 김성수는 여 

운형과 김구와는 달리 원래는 대권올 바라보지 않고 이숭만을 지지하여 

여당 역할올 하려고 하였으나 이숭만이 대통령이 된 후 그들에게 이러 

한 역할올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야당으로 돌아선 정당이었다. 정당이 

인물올 배출하는 게 아니라 인물이 정당을 만들어 내는 한국 정당정치 

의 초창기에 이승만에 대항할 만한 인물이 야권에는 없었기 때문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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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들은 1950년대 전반부까지는 약체일 수밖에 없었다. 한국민주당은 

1949년 2월에 대한독립촉성 국민회의의 신익회 세력과 대동청년단의 

지청천 세력과 결합하여 민주국민당올 결성하여 의원내각제 개헌을 추 

진하였고， 이숭만이 자유당올 결성하여 직선제 개헌뿐만 아니라 A싸오 

입 개헌까지 무리하게 강행한 후에는 장면올 중심으로 한 홍사단계와 

현석호 동의 자유당 탈당파들과 결합하여 1955년 9월에 민주당으로 발 

전하게 되었다. 야당 세력이 민주당으로 규합된 이후부터 민주당은 이 

숭만과 자유당에 대한 대체세력으로 부상하였다 민주당은 1956년의 제 

3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장면을 부통령으로 당선시켰고 1958년의 제4대 

민의원 선거에서는 서울특별시와 대도시에서 대숭하고 79명올 당선시 

켜 국회에서 33.9%의 의석올 차지하였다. 그러나 민주당의 제3대， 제4 

대 대통령 후보였던 신익회와 조병옥은 모두 선거도중 사망하는 비운을 

가쳤고 그들이 살았더라도 이숭만을 선거에서 물리치지는 못했을 것이 

다. 조봉암을 중심으로 하는 혁신세력은 민주당에 가담하려고 하였으나 

야권 보수세력의 반대로 뜻올 이루지 못하자， 1956년에 조봉암은 대통 

령 후보로 출마하여 216만표(이숭만 504만표， 신익회 추모표 185만표) 

를 획득하였고 동년 11월에 진보당올 창당하였다. 그러나 조봉암과 진 

보당은 1958년에 간첩죄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조봉암은 사형올 당 

하고 진보당은 해산되었다. 

구미사회에서는 산업화가 진전되어 이해관계가 다양화됨에 따라 이 

익집단이 자생적으로 조직되었고， 또 어느 한 부분의 구성원들이 먼저 

이익집단올 결성하면 이에 자극이나 위협올 받는 부분의 구성원들이 대 

향 이익집단올 결성하였다. 한국의 경우에는 미군정과 제 1공화국 시대 

를 통해 동록된 단체 수는 많았으나 경제발전단계로 볼 때 이익집단들 

이 자생적으로 조직될 수 있는 여건올 갖지 못하여 이러한 단체들 자체 

가 정치세력이나 정부의 권유로 결성되었거나 독자적으로 결성되었다 

해도 그들에게 의폰해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이었다. 그리하여 미군 

정 시대에는 수많은 단체들이 좌우 정치세력과 관계를 맺고 정치투쟁올 

전개하였고 남북한 정부 수립 후에는 이러한 단체들은 각각 남북한 정 

부의 어용단체로 기능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제 1공화국 시대의 대한 

노동조합총연합회의 전신은 대한독립촉성 노동총동맹이었고 이 단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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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군정 시대에 화익 지배하에 있던 전국노동조합평의회에 대항하기 위 

해 우파 정치세력이 결성한 단체였다. 이 단체의 4대 위원장이었던 전 

진한은 이숭만 정권의 초대 사회부 장관으로 임명되고 그 후 이 단체의 

최고위원이 자유당 중앙위원에 선임되는 둥 이 단체는 그 이후에도 그 

렇지만 제 1공화국 시대에 이미 어용단체로 전락하였다. 

제 l공확국의 정치제도는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비대한 행정부에 집중된 통치권력， 이와 같은 대통령과 행정부의 시 

녀로서의 의회， 대통령에 종속적인 사법부， 유명무실했던 지방자치제도， 

여당의 권력기생적 성격과 소수파 야당， 미발달되었고 행정부의 어용단 

체화한 이익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윤천주 선생이 우리나라 정치체 

계의 특성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단극적 통치형 정치제도라고 말할 수 

있겠다 23) 

이숭만 정권은 이와 같은 단극적 통치형 정치제도를 가지고 국가의 

건설， 이 국가에 위협척인 폰재의 제거， 한국전쟁의 수행， 전쟁 중과 후 

의 대미외교 둥 신생 대한민국이 당면한 긴급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실 

수도 있었지만 비교적 효율적으로 대처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제 1공화국 후반부에는 이 제도를 또 다른 긴급과제로 부각된 민생해결 

에 적절하게 이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무리한 집권연장에 잘못 이용하는 

愚를 범했던 것이다. 

그레고리 헨더슨은 제 1 ，3공화국의 한국정치가 중앙권력올 향해서 모 

든 활동적 요소가 빨려들어가는 “회오리바람 정치 (the politics of 

vortex)"라고 말하고 이와 같은 회오리바람 정치현상의 원인올 경제적， 

종교적， 정책적， 이데올로기적 대립과 이러한 대립을 반영한 중간집단 

이 부재한 한국사회의 동질성에서 찾았다 24)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회 

오리바랍 정치현상의 원언을 단극적 통치형의 정치제도에서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단극적 통치형의 정치제도 하에 았던 제 1공화 

국 시대의 국민들과 여러 집단들에게는 이에 순웅하는 것이 그들 각각 

의 합리적 선택이었고 이러한 순웅은 조선왕조시대와 일본 식민지시대 

23) 윤천주한국정치체계-단극적 통치형~ (서울: 일조각， 1991) 참조. 
24) Gregory Henderson, Korea: The Po/itiα 0/ the Vortex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p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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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그들의 이익관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단 

극적 통치형 정치제도가 무너진 제2공화국 시대에 정책적， 이데올로기 

적 대립과 이를 반영한 중간집단들이 결성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올 보 

면 회오리바람 정치현상의 원인이 한국 사회의 성격뿐만 아니라 정치제 

도의 특성에도 있다는 것올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제 1공화국이 단극적 통치형 정치제도를 가졌었다고 해서 한국 사회 

의 모든 세력이 언제나 중앙권력올 향해서 빨려들어간 것은 아니다. 이 

러한 제도 안에서도 정부 반대의 역할올 제도적으로 부여받은 야당은 

향상 정부률 반대했고， 학생들， 교수들， 언론인들은 특히 사사오입 개헌 

이후부터는 이숭만 정권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교수들이나 언론인 

들과 같은 지식인들은 정부에 대해 비판적이어야만 한다는 사명감올 가 

지고 있었다. 제 1공화국 시대에는 이들을 정부요직에 임명하는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지식인들의 이러한 자세에는 상당한 일관성이 있었 

다. 학생들은 일반 국민들과는 다른 이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자유롭게 정부를 비판하고 반대할 수 있었다. 정부를 비판하거나 반대 

하면 일상생활에 불편올 겪는 일반국민들도 대통령 선거， 민의원 선거， 

지방의왼 선거 때에는 익명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중앙권력 

에 대한 그들의 불만올 나타낼 수 있었다. 제 l공화국의 단극적 통치형 

정치제도는 그 안에 반대 메커니즘올 가지고 있는 제도였다. 

제 1공화국 시대의 전반부에는 이러한 반대 메커니즘이 활발하게 작 

동하지 못했다. 이숭만 대통령 개인의 독립운동 경력에 기반한 대중적 

인기， 미국의 한국전쟁 개입과 북한 남침 분쇄， 휴전반대와 휴전회담 중 

미국정부의 동의를 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감행한 반공포로 석방， 그 이 

후 커다란 액수의 미국원조 확보， 일본에 대한 고자세정책 동은 모두 

1954년 민의원 선거에서의 자유당의 압도적 숭리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승만 정권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지지를 높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 

l공화국 시대의 후반부에는 사사오입 개헌올 하고 대다수 국민들올 빈 

곤으로부터 해방시키지 못하여 이에 대한 불만이 1958년의 민의원 선거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대 메커니즘올 활발하게 작동시켰다. 이러 

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이숭만 정권은 1960년에는 부통령 후보였던 

이기붕의 당선올 위해 사전투표 동의 부정선거를 감행함으로서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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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반정부 데모를 촉발시켰고 경찰이 그들에게 발포함으로서 일반국민 

들， 미국정부， 군의 지지를 일거에 잃고 붕괴하였다. 

3. 주요 정책 

제 1공화국은 그 이후의 한국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올 미친 여러 가 

지 정책적 선택을 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선택올 과거청산， 통일， 외교 

정책， 경제사회적 근대화로 나누어 간단히 소개해 보기로 한다. 제 1공 

화국은 그 출범과 유지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으나 자율적인 정책 선 

택 폭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제 1공화국 수립 이후 정부가 당면한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는 일제 

의 식민통치에 협력했던 친일세력의 처리문제였다. 이 문제는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직후부터 제기된 문제였다. 친일세력에 대한 한국 

인들의 반감은 높았으나 미 군정은 친일세력에 대해 어떠한 제재도 가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올 통치기구에 중용하였다. 미군정이 설치한 과 

도입법의원의 의원들이 〈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 간상배에 대한 특별 

법〉올 1947년 7월 2일 통과시켰올 때도 군정장관은 이에 대한 서명올 

거부함으로서 친일세력을 보호하였다 25) 파시즘과 군국주의에 대항해 

싸운 미국이 이러한 이념의 실현에 협력한 인사들올 보호할 이유는 없 

었다. 미군정은 통치의 기술적 필요 때문에， 소련 공산주의와의 대결에 

서 승리하기 위해 일제하에서 법적， 행정적， 군사적， 상엽적 기술올 익 

힌 친일인사들올 퉁용하고 이들의 과거는 불문에 부쳤던 것이다. 이 뿐 

만 아니라 친일세력은 좌우 대결에 있어 가장 강력한 반공세력이고 친 

미세력이었기 때문에 미군정은 그들을 처벌할 수 없었다. 그들을 처벌 

하는 것은 그들의 팔다리를 자르는 것과 비슷한 상황에 미군정은 처해 

있었다. 

제 1공화국은 미군정이 처리하지 못한 친일세력문제를 넘겨받았다. 

제 1공화국의 초대 대통령 이숭만 박사는 일생올 일본과의 투쟁에 바쳤 

고 제 1공화국 정부의 대일 정책도 그의 반일정서를 반혐}는 것이었다. 

25) 송남헌 r한국현대정치사4 제 l권 (서울: 성문각， 1980), pp.332-3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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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에도 이 대통령은 일본의 정치인， 지식인， 일반인들이 가장 싫어 

하는 인사로 남아있다. 그러나 한국인들에게는 이 대통령이 미군정과 

마찬가지로 친일세력을 비호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친일세력은 이 대 

통령의 권력획득과 유지에 공헌했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이 대통령은 그 

들을 보호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친일세력에 대한 비호정책은 제 

1공화국 국회의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활동에 대한 그의 견제에 

잘나타나있다 

제 1공화국 국회는 친일세력의 처리문제를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인 

1948년 8월 5일 제헌국회 제40차 본회의에서 제기하였다. 국회 내에는 

소수 의원들의 신중론도 있었지만 친일세력의 처리가 중요하다는 소장 

파 의원들의 주장이 절대 다수의원들의 지지를 받았고， 이에 따라 〈반 

민족행위처벌법 기초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법안기초작업에 착수하 

였다. 이들이 기초한 〈반민족행위처벌법〉은 1948년 9월 7일 제59차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41 인 중 可 103, 否 6표로 가결되었다. 이숭만 

대통령은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한 15일 만인 9월 22일 법률로 공포하였 

다. 국회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한 법올， 또 한국 국민 거의 모두가 

지지하는 법을 대통령이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26) 

국회는 이 법에 따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특별재판부와 특별 

검찰부를 설치하고 반민특위 산하에는 사무국과 특경대도 두었다 반민 

특위는 김상덕 위원장과 김상돈 부위원장 외에 10인의 의원으로， 특별 

재판부는 김병로 대법원장 외 15인의 판사로， 특별검찰부는 권숭렬 대 

검찰청장 외 8인의 검사로 구성되었다. 반민특위는 1948년 말까지는 친 

일세력에 대한 예비조사를 끝내고 1949년 초부터는 그들을 검거하기 시 

작하였다. 1월에는 화신재벌의 박홍식， 당시 대한일보사 사주 이종형， 

33인의 한 사랍이었던 최련， 중추원 부의장을 지낸 박중양， 친일경찰관 

노덕술 둥이 체포되었고， 2월에는 육당 최남선과 춘원 이광수 동 친일 

문화계 인사와 악질적인 친일경찰관들이 다수 검거되었다. 재판부와 검 

찰부는 3월 말부터 이들에 대한 재판올 시작하여 반민특위의 활동은 고 

조되었다. 

26) 소장파의원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백운선 교수의 박사논문， “제헌국회의 

소장파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정치학 박사학위논문(199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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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반민특위의 활동은 친일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던 이숭만 대통 

령의 입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었다. 친일세력은 친일파 엄단올 주장 

하는 사랍들올 “빨갱이”라고 중상모략하였고 이 대통령은 국회의 정부 

내 친일파 숙청요구와 친일경찰의 체포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였다. 정부 

내의 친일세력과 경찰은 그의 권력기반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신생 대 

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공산세력의 책동올 분쇄하기 위해서 경찰 

은 이 대통령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였다. 이 대통령은 1949년 1 

월 10일 반민특위가 친일세력을 사실과 중거에 근거해 공정하게 처리하 

고 중거가 불충분할 경우에는 관대한 처리를 할 것올 요청하는‘담화문 

올 발표하였고， 2월 2일에는 반민특위의 활동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 

배되고“반란분자와 파괴분자가 각처에서 살인，방화를 하며 인명이 위태 

하고 지하공작이 긴밀한 이때 경관의 기술과 성격이 아니면 사태가 어 

려울 것인데”경찰관을 잡아들이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내용의 담화문 

올 발표하였다. 이 대통령은 2월 중순에는 친일세력의 범위를 악질적인 

행위를 한 자로 제한하고 특별검찰부를 대검찰청에 두고 조사위원， 특 

별재판관， 특별검찰관은 국회에서 선거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을 골 

자로 하는 반민법 개정안올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회는 이 대통령의 담화를 반민특위활동에 대한 간섭으로 비난하고 

반민법 개정안도 부결시켰으나 대통령의 이와 같은 정책은 반민특위활 

동에 대한 친일세력의 방해공작을 부추기는 것이었다. 정부， 경찰과 사 

회 각 분야의 실세를 형성하고 있던 친일세력은 일부 의원들에 대한 친 

공시비 뿐만 아니라 국회 내에도 친일파가 있다는 공격에서부터 반민특 

위 의원들에 대한 암살음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단올 동원하였다. 

특히 1949년 5월의 국회 프락치사건은 친일세력이 반민특위활동을 공 

격할 수 있는 구실올 만들어주기도 하였다. 친일세력의 반국회데모는 

계속되었고 경찰은 이러한 데모를 막기는커녕 오히려 배후에서 선동하 

였다. 이에 반민특위는 당시 서울 시경 사찰과장 최운하퉁올 체포하였 

으나 경찰은 이에 반발하여 특위 사무실올 습격하고 직원들과 특경대원 

들을 강제연행하고 서류들올 압류해간 사건이 6월 6일 일어났다 그러 

나 이 사건은 이 대통령의 경찰지지로 오히려 경찰내의 친일세력은 강 

화되고 반민특위는 약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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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사건올 계기로 반민특위의 활동은 결국 좌절되었다. 국회는 반민 

법의 공소시효를 2년에서 1949년 8월 31일까지로 앞당기는 법 개정올 

하였고 새로운 반민특위를 구성해서 활동을 마무리짓게 하였다. 반민특 

위가 취급한 건수는 총 682건이고 그 중 특검에 송치한 건이 559건에 

달했으나 재판올 받아 체형이 선고된 친일파는 10여명에 불과했고 이들 

도 집행유예， 감형， 형집행정지 둥으로 거의 모두 풀려났다. 반민특위의 

활통은 친일세력올 처벌하기보다는 그들에게 면최부를 주는 역할올 수 

행하는 역설적 결과를 초래하였다 27) 

일생올 일본과 투쟁하고 집권 후에는 일본에 대해 강경한 정책올 견 

지한 이숭만 대통령이 친일세력을 지원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 

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해방 3년과 

건국 초기의 정치적 대결구조이다. 남한의 정치적 대결은 과거의 친일 

세력과 독립운동세력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좌우파간에 일어났고 이 

러한 대결구조에서 친일세력은 활로를 찾은 것이다. 이승만의 적은 공 

산주의자들올 비롯한 좌파세력이었고 이러한 정치적 적과의 싸웅에서 

숭리하기 위해 이숭만은 그를 지지하는 친일세력을 보호한 것이다. 둘 

째는 국가건셜기에 필요한 인재문제이다. 행정부， 사법부， 경찰， 군에 필 

요한 인재들은 대부분이 일제시대에 교육올 받고 일제에 협력환 인사들 

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독립운동가 출신이지만 독립운동가들이나 그 

들의 후예들보다는 일제시대에 전문지식올 습득한 사랍들올 정부 요직 

에 퉁용하였다. 여기에는 정치적 이유도 있었올 것이다. 독립운동가들 

은 이숭만의 경쟁자들이거나 잠재적 경쟁자들이나 친일경력자들은 그 

의 경쟁자는 될 수 없었다. 셋째로 친일세력의 간교한 능력이다. 친일세 

력은 당시 한국사회의 실력자들이었고 이러한 실력올 바탕으로 이숭만 

올 그들 편으로 만드는데 성공한 것이다. 

통일문제와 외교문제도 신생 제 1공화국 정부가 당면한 시급한 과제 

였다. 이승만 박사는 제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된 직후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한 바 있다. 그는 공산주의자들과의 타협에 의한 

통일은 불가능하고 남한 정부를 기반으로 한 힘에 의한 통일만이 가능 

27) 오익환， “반민특위의 활동과 와해 송건호 외~해방전후사의 인식~ (서 

울: 한길사， 1989), pp. 111-192 참조 



28 

하다고 믿었다 28)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다음에도 그의 생각과 정책 

에는 변함이 없었다. 한국정부의 공식입장은 유엔 감시하의 자유선거에 

의해 선출된 북한측 의원들이 대한민국 국회에 참여하여 통일정부를 구 

성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독당의 김구 선생과 국회 내의 일부 소장파 

의원들은 미군철수와 남북한 협상에 의한 통일을 주장했지만 이는 소수 

파 의견에 불과하였다. 북한의 공산세력은 한국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하 

여 남한 내에서 게릴라 전올 펴고 있었으므로 이승만 대통령의 대북 강 

경론이 국민들에게 더 큰 호소력올 가지고 있었다. 

대한민국정부 수립 당시 한국은 약 5만 명의 병력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다. 미군은 1949년 6월 남한에서 철수하였고 한국은 북한의 공격올 

받는다면 무방비한 상태에 처해 있었다. 이숭만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 

에서도 북진통일올 주장했고 한국군은 38도선 부근에서 북한군과 충돌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승만 대통령의 북진통일론은 북한의 남침으로 더욱 확고해졌다. 한 

국전쟁 기간 중 그는 북진통일올 주장하고 북한과의 휴전에 반대하였 

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과의 휴전회담이 최종단계로 접어든 1953 

년 6월에는 이 회담올 결렬시킬 목적으로 전국포로수용소의 27，366명의 

반공포로를 일방적으로 석방하고 한국군을 UN군 관할로부터 이탈시키 

겠다고 위협하였다. 이 대통령은 휴전이 성립한 다옴에도 북진통일올 

계속 주장하였다. 다만 1954년 한국통일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소집된 

제네바 회의에서는29) 한국정부는 우방의 권고에 따라 UN 감시하의 남 

북한 자유총선거에 의한 통일올 제의하였다. 북한과 소련， 중국측은 물 

론 한국측의 이와 같은 제의를 거부하였다. 

북한은 제네바 회의가 결렬된 이후 한국에 대해 평화공세를 취했다 

1954년 10월에는 통일문제 토의를 위한 남북대표자 공동회의를 제의하 

였고 1955년 3월에는 감군과 남북불가침조약 체결올 주장하였다. 북한 

은 1960년까지 거의 매년 이와 유사한 제의를 내놓았다. 제 1공화국의 

28) 북한의 김일성은 1945년 12월에 〈민주기지론〉을 주장했는데， 이는 북 

한올 기지로 해서 한반도 전체의 적화통일올 이룩하자는 주장이다. 

29) 제네바 회의에는 한국과 한국전에 참전한 UN 회원국， 그리고 북한， 중 
국， 소련이 참석했다. 외무부편한국외교 30년 1948-1978~ (서울:외무 

부， 1979), pp. 69-75 참조 



제 1 공화국: 성격， 정치제도 및 주요 정책 /이정목 29 

이숭만 정부는 북한의 이와 같은 제의를 모두 거부하였다. 뿐만 아니라 

제네바 회의에서 제의한 UN 감시하 자유 총선거를 주장하기보다는 북 

진통일을 다시 주장하였다. 한국정부는 북한의 평화공세가 재무장올 위 

해 시간올 벌려는 술책에 불과하다고 평가했고 일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했다. 

한편 제 1공화국정부는 미국과 협의하에 한국문제를 매년 UN에 자 

동상정하는 정책올 채택했다. 당시 미국의 영향하에 있던 UN은 제네바 

회의 결렬 이후 1959년의 제 14차 총회에 이르기까지는 매년 한국문제 

토의에 있어 대한민국대표만올 단독 초청하였고 UN한국통얼부홍위원 

단{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the Unification and Rehabilitation of 

Korea, UNCURK)의 보고에 의거하여 UN감시하 인구비례에 의한 남북 

총선거를 골자로 하는 한국통일결의안을 압도적 다수로 통과시켰다 

휴전 이후 한국 내에서는 조봉암과 그의 진보당이 정부의 통일정책과 

는 달리 평화통일올 주장했고 1960년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조병옥 

은 1958년에 UN 감시하의 남북한 자유총선거를 제의한 바 있다. 그러 

나 조봉암은 간첩혐의로 사형 당했고 조병옥은 당시 자유당 의원들로부 

터 용공적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숭만 정부는 북진통일정책을 확고하 

게 견지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였 

다.’0) 

한국정부는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지원으로， 형식적으로는 미국의 절 

대적인 영향올 받고 있던 UN의 지원으로 탄생한 정부이다. UN은 1948 

년 12월 12일 총회에서 대한민국정부가 한국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 

부라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북한올 지지하는 소련과 여타 공산국가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제 I공화국정부는 유일한 합법정부로서 

의 정통성올 유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국가들의 숭인올 획득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올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949년 1월 1 일에 

미국이 우리 정부를 정식 승인하였고 그후 중화민국， 영국， 프랑스， 필 

리핀， 캐나다， 바티칸， 칠레， 브라질， 뉴질랜드， 도미니카， 볼리비아， 쿠 

30) 제 1공화국정부의 통일정책에 관해서는 Hakjoon Kim, U，η까ιμoη Po/icies o[ 

South aηd North κorea (Seoul: Seoul National Universíty Press, 1986), pp 

63-1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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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그리스， 코스타리카， 터키， 하이티， 벨기에， 호주 둥 약 307ß국이 우 

리 정부를 승인하였다. 1950년에 들어와서는 아이슬랜드， 스페인， 베네 

주엘라 둥이 우리 정부를 숭인하였다. 

제 l공화국정부는 다른 국가들의 숭인올 받기 위한 노력올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신생제국에 대한 승인외교정책도 채돼하였다. 1949년 12월 

31일에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를 숭인하였고 1950년 3월에는 라오스 

와 캄보디아롤 숭인하였다. 

제 1공화국정부는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여타 공산국가들과도 일체 

의 접촉올 갖지 않았다. 공산진영과 서방 자유주의진영의 어느 쪽에도 

가답하지 않고 중립을 선언한 비동맹 중립국가들에 대해서는 친선사절 

을 파견한 일은 었으나 대체로 경원하거나 적대시하는 정책올 채택하였 

다.3 1 ) 

제 1공화국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내부적으로 

는 공산 게릴라의 위협올， 외부적으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직변하 

고 있었다. 제 l공화국정부는 북진통일올 주장했지만 통일에 앞서 남한 

의 안보를 확보해야 했고， 안보확보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외교적 목표 

였다.32) 

이숭만 대통령은 당시 남한의 안보룰 담당하고 었던 미군의 철수를 

반대했고 UN임시한국위원단도 남북한간에 평화교섭이 이루어질 때까 

지 미군철수를 연기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1948년 10월 30일 UN총회에 

제출하였다. 미국 CIA도 미군철수가 한국의 안보를 극히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정부는 1949년 6월 30일까지는 

군사고문단올 제외한 주한미군올 철수하였다. 이에 한국정부는 1949년 

8월 30일 트루먼 미국 대통령에게 긴급무기원조를 요청하였고 9월의 4 

차 UN총회에서는 조병옥 대표가 UN이 한국위원단올 계속 주재시키고， 

한국의 안전올 보장하고， 한국가입올 허용할 것올 호소하였다. 미국의 

얘치슨 국무장관은 1950년 1월 12일 한국은 미국의 방위선 밖에 있다고 

연설하였고， 한국정부는 그해 5월 덜레스 국무장관 고문이 한국을 방문 

31) 외무부편한국외교 30년 1948-1978J ， pp. 102-104 
32) 외무부편한국외교 30년 1948-1978~ ， pp. 102-113 및 오꼬노기 마사오， 

「朝解戰爭J (동경: 중앙공론사， 198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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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올 때에는 한국은 마땅히 미국의 방위선 안에 들어가야만 된다고 강 

조하였다. 

한국전쟁 이전까지의 이승만 대통령의 대미 안보외교는 성공적이었 

다고 평가할 수 없다. 이 대통령은 그가 원하는 미국의 군사지원을 확보 

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편으로는 이 대통령이 북한올 공 

격활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군사지원 

올 받을 만한 전략적 가치가 있는 나라인가에 대한 의문에서 한국에 대 

해 충분한 군사지원올 하지 않았다. 

미국이 한국의 안보에 대해 커미트먼트를 갖기 시작한 것은 한국전쟁 

발발 이후이다. 미국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올 소련의 대리전 

으로 보았고 이를 저지하지 않는다면 일본의 안보를 위협하고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을 손상시킬 것이라고 판단하였다.33) 트루먼 대통령은 한 

국전에 즉각 개입할 것올 결정하고 UN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였다. 

UN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올 침략자로 규정하고 북한에 대한 군사적 

제재률 가결하였다. 미국올 비롯한 자유우방 16개국이 북한의 남침을 

격퇴하기 위해 한국전 참전올 결정하였고 안보리는 UN군 사령부를 설 

치하고 맥아더 장군올 총사령관에 임명하였다. 

미국과 미국이 주도하는 UN군의 한국전 참여는 미국과 자유우방 스 

스로의 결정이었지만 한국정부도 한국전쟁 발발 직후 미국과 우방제국， 

그리고 UN안전보장이사회에 긴급지원올 요청하였다. 미군과 UN군의 

참전이후에는 제 l공화국정부는 1950년 7월 15일 한국군과 UN군의 효 

과적인 작전을 위해 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올 UN군 사령관에게 이양 

하였다. 

한국정부는 7월 10일 38선의 자연소멸을 선언하고 서울올 수복한 9 

월 말 이후에는 북진통일을 실현하고자 노력하였다. 맥아더 사령관도 

북진통일올 이룩하여 한반도에서의 북한의 위협을 제거해야 한다고 생 

각했다. 그리고 UN군과 한국군이 중국 국경선 가까이까지 진격하여 한 

국통일은 목전에 온듯이 보였다.11월부터 중국이 한국전에 참전하여 

전세가 역전되었올 때에도 맥아더 사령관은 만주에 원자폭탄을 투하하 

33) Glenn D. Paige, The Koreaη Decision, june 24-3α 1950 (New York: The Free 

Press, 1968)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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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중국군올 격퇴하고 한국올 통일시켜야 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 

다. 그러나 트루번 대통령과 영국정부는 이러한 전략이 제3차 세계대전 

올 일으킬 수 있다는 근거에서 반대하고 맥아더 장군올 해임하였다. 한 

국정부로서는 안타까운 일었으나 어쩔 수 없었다. 소련의 휴전 제의로 

7월 10일부터 미국과 북한간의 휴전회담이 시작되자 이숭만 정부는 휴 

전회담올 반대하였고 국민들간에도 휴전반대운동이 전개되었다. 이숭 

만 정부는 끝까지 싸우기를 원했으나 미국의 정책은 휴전 쪽으로 기울 

고있었다. 

미국과 북한간의 휴전합의가 임박한 1953년 5월 30일에는 제 1공화 

국정부는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올 하면 휴전협정체 

결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아이첸하워 대통령은 이숭만 

대통령의 이와 같은 제의에 대해 6월 6일 한미방위조약의 체결문제 동 

은 휴전협정 서명 후에나 고려하겠다는 서한올 보냈고 6월 8일에는 한 

국정부가 반대하는 조건으로 북한과 포로교환에 합의하였다. 이숭만 대 

통령은 휴전협정의 체결올 방해하고 북한과의 포로교환합의를 무시하 

려는 의도에서 6월 18일 전국포로수용소에서 약 3만 명의 반공포로를 

일제히 석방하고 한국군단독으로라도 싸우겠다는 결의를 나타내었다. 

이 대통령의 일방적인 반공포로 석방은 국내에서는 국민들로부터 열광 

적인 박수갈채를 받았다. 미국과 서방제국으로부터는 무모하고 명화를 

깨뜨리는 행동이라는 비난올 받았으나 이 대통령은 휴전 전에 미국이 

한국의 안전올 보장하고 경제복구에 최대의 지원올 하겠다는 약속올 받 

아내었다. 한미 양국은 7월 12일 이와 같은 내용올 공동성명으로 발표 

했고 미국은 7월 27일 휴전협정에 서명하였다. 한국정부는 이 협정에 

서명하지 않고 이 협정올 준수하겠다는 의사만 표시하였다. 이숭만 대 

통령은 미국에 전적으로 의폰해 있으면서도 반공포로 석방과 같은 미국 

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올 감행하고 미국으로부터 최대의 지원올 확보할 

수있었다. 

이와 같은 약속에 의거하여 제 1공화국정부는 오늘날까지 한국안보 

의 초석올 이루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올 1953년 10월 1 일 미국과 맺 

었다. 이 조약은 일방 당사국이 침략올 당할 경우에는 공동대처하고 미 

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1년 전에 통고가 없는 한 무기한 유효하다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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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포함하였다. 이 뿔만 아니라 제 l공화국정부는 휴전 당시의 36만 

명의 미군 중 철수하는 병력을 한국군의 중강으로 보완하고 이에 필요 

한 군사원조를 미국으로부터 얻는데도 성공하였다. 정부는 1954년 1월 

주한미군 2개 사단 철수 발표전인 1953년 12월에는 국군 2개 사단 중설 

을 발표하고 1954년 3월 21얼에는 한국군 제 1군을 발족시켜 철수하는 

미군 병력을 즉각 대치하도록 하였고 1955년 2월에는 한국군 예비사단 

을 창설하였다. 1957년부터는 한국군 근대화계획을 추진하여 한국군의 

질적 전력향상올 도모하였다 

이숭만 정부는 1952년 l월 18일에 인접해양주권선인 평화선올 선언 

한 바 있다. 평화선 선언은 북한에 대한 방위수역 선언이었으나 그 안에 

는 독도가 포함되어 있어 일본에 대한 선언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1953 

년 8월 26일 UN군 사령관인 마크 클라크 대장이 한국의 방위수역선 정 

지성명을 발표하자 정부는 이에 항의하고 한국군의 평화선 배치를 선언 

하였다. 제 1공화국정부는 같은 해 10월 12일에는 해양경비대를 창설하 

고 1954년 9월 2일부터는 독도를 방위하고 11월 17일부터는 평화선을 

침범한 일본 어선에 대해서는 발포하도록 명령하였다. 

한국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가능한 한 많은 원조를 획득 

하고 미국， 일본 둥 외국과 통상을 중진시키는 것도 제 1공화국정부의 

중요한 외교적 목표였다 34) 정부는 1948년 12월 10일에 한미경제원조협 

정올 체결하는데 성공하였고 이에 의거 3년간 1 억 2천만 달러의 원조를 

받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협정의 결과로 한국은 미국이 서구제국에 제 

공하고 있던 ECA(Economic Cooperation Administration)원조도 받올 수 

있게 되었다. 한국전쟁 발발 후에는 한국정부는 미국과 UN의 원조를 

즉각 받았고 휴전 후에는 한국경제 재건을 위한 거액의 미국원조를 받 

았다 해방 이후 1960년까지의 기간에 있어 한국이 군사원조를 제외하 

고 미국으로부터 받은 무상 경제원조는 약 30억 달러에 달했다. 제 1공 

화국정부가 미국으로부터 거액의 원조를 받은 것은 미국 정부 스스로의 

필요에 의한 결정이었지만 원조획득올 위한 이숭만 정부의 외교적 노력 

도 중요한 역할올 하였다. 

이송만 정부는 대외통상을 원활히 하기 위해 1950년 6월 2일에 일본 

34) 외무부편한국외교 30년 1948-1978. ， pp. 136-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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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대신한 미극동사령부와 한일잠정무역협정 및 한일재정협정을 체결 

하였고 미국과는 1956년에 우호통상항해조약올 체결하였다 정부는 중 

화민국， 필리핀， 월남 둥 동남아제국과도 통상협정체결을 추진하고 외 

국자본의 유치를 위해 미국과는 투자보장협정， 구주제국과는 공업소유 

권보호협정 체결을 준비하였다. 제 1공화국정부는 1955년에는 국제통 

화기금(lMF)및 국제부흥개발은행(IB뻐)에 가입하여 이들의 경제적， 정 

책적 지원을 받기 시작했다. 제 l공화국정부는 한국에 대해 막대한 무 

역혹자를 내고 있던 일본에 대해 이의 시정을 요구했으나 일본정부는 

이를 받아드리지 않았다. 정부는 1955년 8월 18일에는 이에 대한 대책 

으로 대일통상 중단조치를 단행한 바도 있었으나 별 소용이 없었다. 

이숭만 정부의 안보외교와 경제외교， 양자 모두에 있어 일본은 미국 

다음으로 중요한 나라였다. 이 대통령은 일본이 재무장을 해서는 안되 

고 한국에 대해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하고 한국으로부터 가져간 금 

과 보물들올 반환해야 하고 재일 교포들의 법적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 

는 대일 정책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그는 무엇보다도 먼저 일본이 한국 

에 대한 식민지배에 대해 사과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독 

도는 한국영토이므로 한일간의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정책을 견지했 

다 35) 

이숭만 대통령은 1951년 9월 8일에 연합국측과 일본간에 체결된 샌 

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한국이 연합국측의 일원으로 참가해야만 한다 

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이 일본과 싸운 당사국이 아니기 때 

문에 이 조약에 참가할 자격이 없다고 통고했고 이 대통령이 요구하고 

있는 대일 배상청구권도 그것이 결국에는 미국의 부담이 된다는 근거에 

서 반대하였다. 미국은 독도가 포함된 평화선에 대해서도 이를 반대하 

였고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1953년에는 이의 무효를 선언한 바도 있다. 

단 미국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4조에 미점령군이 몰수한 일본 및 

일본인 재산의 처리는 유효하다고 규정함으로서 일본이 한국에 대해 재 

산권 청구를 할 수 없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참가하지 못한 한국정부는 일본과 단독으 

35) Chong-Sik Lee, Japan aηd Korea (Stanford: Hoover Institution Press, 1985), 
pp.21-4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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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라도 평화조약올 맺기를 원했고 미국의 중개로 평화선 선언 이전인 

1951년 10월 20일에 일본과 제 1차 회담을 개최하였다. 미국은 소련과 

의 냉전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일 양국이 반공보루로서의 유대를 맺기 

를 희망했다. 그러나 한일회담은 회담 초부터 전혀 진전올 보지 못했다. 

일본은 대한식민지배에 대해 사과하고 한국측의 요구사항을 조금이라 

도 수용하기는커녕 샌프란시스코조약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숭자 

가 패자의 개인재산을 몰수하는 것은 국제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한국에 대해 일본의 재산청구권올 인정할 것올 요구했다. 

특히 일본측 대표 구보따는 1953년 10월 회담에서는 일본이 식민지 

배 기간 중 한국에 이로운 일도 많이 했다는 망언올 하여 회담올 결렬시 

켰다. 일본측은 1957년 12월 31일에나 구보따 망언과 재산청구권올 철 

회했고 한일회담은 1958년 4월에야 4년 6개월만에 재개되었다. 그러나 

이 회담도 일본의 기시 수상이 1959년 3월에 재일동포들의 북한 송환올 

결정함으로써 전혀 진전올 보지 못하고 결렬되었다. 일본측의 재산청구 

권 요구와 망언은 모두 계산된 행동이었다. 일본은 이숭만 정부와 협상 

하는 것이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일본은 미국의 권고에 따라， 혹은 미국 

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한국과의 회담에 용했올 뿐이기 때문에 회담 

의 진전보다는 결렬에 더 큰 관심올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었다 36) 

이숭만의 대미， 대일 외교정책은 당시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 

았다. 그는 외교정책올 수립하는 데 있어 반공보루로서의 한국의 전략 

적 위치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미국에 군 

사적， 경제적으로 의존해 있으면서도 한국의 국가이익에 위배되는 미국 

의 대한정책은 수용올 거부하여 미국의 양보를 끌어냈다. 일본에 대한 

이 대통령의 정책도 한국 국민들의 정서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다. 그 

는 일본의 반성올 촉구했고 그의 이와 같은 요구는 아직도 유효한 것으 

로 우리 국민틀의 마음속에 남아있다. 제 1공화국 시대의 이숭만 대통 

령에 대해서 외교에는 귀신이라는 평판이 당시 식자들간에 나돌았다 

우리는 여태껏 제 l공화국정부가 과거청산과 통일， 외교문제에 어떠 

한 정책을 채택하고 있었는가를 살펴보았다. 이제 경제사회적 근대화 

36) Y oshikazu Sakamoto, “ Korea in )apan ’s Foreign Policy-making," 현대일본연 
구회 w일본연구논총」 제5호， pp.85-1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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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는 어떠한 정책올 가지고 있었는가를 살펴볼 차례이다. 제 1공화 

국시대의 한국은 전통적인 농업사회로 이를 근대화시킬 과제를 정부는 

가지고 있었다. 이숭만 정부는 한국전쟁 발발 전의 2년간은 국가기구를 

만들어 가면서 공산 게릴라들의 책동올 분쇄하는데， 전쟁 기간 중에는 

전쟁 수행에， 휴전 후에는 전후 복구에 우선 전념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숭만 정부는 이러한 와중에서도 한국사회의 근대화에 기반이 될 정책 

올 수립하고 집행하였다. 그 중에서도 농지개혁， 수입대체산업화， 교육 

기회의 확대， 군의 근대화 정책은 박정회 시대의 본격적인 근대화 작업 

과 오늘날의 한국사회발전에도 큰 영향올 미친 정책이다. 

농지개혁은 미군정이 점령직후부터 관심올 가지고 추진한 정책과제 

였다. 1945년말 현재 남한 총경지면적의 63.4%가 소작지였고， 총농가호 

수 206.5만호 중 완전소작농은 100.9만호， 반소작농은 7 1.6만호에 달한 

데 반해 완전자작농은 28.4만호에 지나지 않았다. 172.5만호의 농가 주 

민들을 소작상태에서 해방시켜 자작농으로 만드는 것은 미군정이 이들 

올 공산주의자들의 선동으로부터 보호하고 미군정과 미군정이 세우려 

는 한국정부의 지지자들로 만드는데 절대로 필요한 작업이었다. 또한 

이와 같은 농지개혁은 한국자본주의의 발전올 위해서도 필요한 작업이 

었다. 특히 북한은 1946년 3월 무상볼수 무상분배의 토지개혁올 단행하 

였기 때문에 남한에서도 이에 상웅한 조치가 필요하였다. 

미군정은 소작료의 최고한도를 1/3로 하는 “최고소작료 결정의 건”올 

1945년 10월 5일 국가비상사태로 포고하였고， 1946년 2월에는 토지개 

혁법안 기초위원회를 설치하였다. 1947년 5월에는 번스(Bunce)안이라고 

불리는 남조선토지개혁법초안을 제시하고 이를 과도입법의원에 넘겼다. 

이 안은 1947년 12월 과도입법의원 산업노동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 

에 상정되었다. 그러나 지주 출신들이 많았던 입법의원의 의원들은 이 

와 같이 중요한 안건은 정부 수립 후에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 법 

안에 대한 심의를 거부하여 결국 농지개혁건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후의 

과제로 이양되었다. 이에 미군정은 1948년 3월 전일본법인과 지주들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던 신한공사의 농지， 24.5만 정보를 농민들에게 유상 

분배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였다. 

농지개혁의 과제를 이양받은 제 l공화국정부는 곧 농지개혁법안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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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에 착수하였다. 제헌헌법의 제86조도 “농토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숭만 대통령이 초대 농림부 장관에 조봉암 의원 

을 임명한 것을 보면 그도 농지개혁의 필요성올 절감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농지개혁법안의 제정은 순조롭지 못했다. 지주의 이익 

을 대변하는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했기 때문이다. 제 1공화국정부 

는 1948년 11월 농지개혁법 시안올 만들고 이를 1949년 2월에 국회로 

보냈으나 최종적으로 농지개혁법이 제정된 것은 1950년 2월에 가서였 

다. 정부는 이 법을 3월에 공포하였고 5월에 가서야 이 법의 집행에 착 

수할수 있었다. 

농지개혁의 집행은 주지하다시피 같은 해 6월 25일 한국전쟁의 발발 

로 일시 중단되었다가 다시 계속되어 1957년 말에 가서야 일단락올 보 

게 되었다. 1957년의 통계에 의하면 농지개혁에 의한 총분배 농지면적 

은 전일본인소유의 신한공사 농지 20만 정보와 일반농지 27만 정보로 

총 47만 정보였고 이 분배의 혜택을 본 농가의 호수는 155만호에 이르 

렀다. 지주들은 대개 내놓은 농지의 평균생산량의 15할을 5년간에 걸쳐 

지가로 보상받고 농지를 분배받은 농가는 이 지가를 5년에 걸쳐 상환하 

게 하였다. 그러나 총분배농지 47만 정보는 정부가 농지개혁의 실시를 

위해 1949년 6월 1일에 조사한 결과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유상매수해야 할 농지는 논 36.3만 정보와 밭 23.7만 정 

보로 총 60만 정보였다. 즉 농민들이 유상으로 분배받올 수 있는 농지는 

이미 분배가 진행되고 있던 신한공사 농지 23만 정보와 1949년 6월 조 

사에 나타난 60만 정보의 총 83만 정보였다. 

제 1공화국정부의 농지개혁에 대해서 당시에는 실패였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농지개혁이 해방직후 논의되어 법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1950년 5월까지의 기간에， 또 그 이후의 기간에도 지주들이 농지를 많 

이 팔아버렸기 때문에 농지개혁의 대상이 된 농지가 예상보다 적었다는 

것이다. 또 무상몰수 무상분배가 아니라 유상매수 유상분배였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부담이 되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농지개혁이 실시되기 

전에 지주들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농민들이나 혹은 농지개혁에 따라 농 

지를 유상분배 받은 농민들이나 그들이 지불한 지가는 한국전쟁 발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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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의 몇천 퍼센트에 이르는 인플레이션율을 고려하면 매우 낮은 것이었 

고 따라서 지주들이 받은 보상도 마찬가지로 낮은 것이었다. 계급간의 

맹렬한 투쟁의 결과로 지주계급이 몰락한 라틴 아메리카제국의 경우와 

는 달리 한국의 지주계급은 커다란 저항을 하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해 

체되었다 37) 

제 1공화국정부의 수입대체산업화 정책이 미국의 의사에 반해서 결 

정된 정책이라는 것은 이미 지적하였다. 여기서는 이 점을 다시 반복해 

서 강조하고자 한다. 이 정책의 선택은 이숭만 정부의 강한 의지에 의해 

서 이루어 진 매우 중요한 선택이기 때문이다. 

이승만 정부논 농지개혁을 추진했지만 경제발전계획 같은 것을 수립 

하지는 않았다. 경제계획을 일찍부터 수립해 이를 추진해 나가던 북한 

과는 달리 제 l공화국정부는 경제에 대해서 대체로 자유방임적인 자세 

를 유지했다. 그러다가 북한의 남침을 받았고 전쟁 기간 중에는 전쟁수 

행으로 여념이 없었다. 제 1공화국정부는 1953년 휴전 이후 전후 복구 

기간에 수입대체산업화정책을 추진하였고 1957년부터 1960년까지는 재 

정안정정책을 경제정책으로 가지고 있었다 

제 1공화국의 경제상황은 아주 나쨌다. 제 l공화국시대는 일인당 

GNP가 80달라 수준에 머물렀고 1947년의 도매물가지수를 100으로 할 

때 163(1948), 223(1949), 334(1950), 2,194(1951), 4751(952), 5,945 

(1953), 7 ，629(954)의 악성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있었다. 물가를 안정시 

켜야 했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생산력을 증가시켜야만 했다 38) 

한국의 후견국이었던 미국은 휴전 후 한국이 농어업과 광업 중심으로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공업제품은 일본으로부터 수입할 것을 이승만 정 

부에 제의하였다. 미국은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소련과 공산 중국을 견 

제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고 일본이 이와 같은 나라로 번영하기 위해 

서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반공국가들이 일본 공업제품의 시장이 되 

어야 한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만 해도 일본의 공업제품은 질 

37) 유인호， “해방 후 농지개혁의 전개과정과 성격 송건호 외커해방전후사 
의 인식 1d서울 한길사， 1991), pp.395-477 참조 

38) Hahn-Been Lee, Korea: Time, Change, aηd Admiηistration (Honolulu: East-West 

Center Press, 1968), 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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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떨어져 미국 시장에는 파고들기가 어려웠다. 한국전쟁 기간 중 

한국에 전쟁물자를 공급하느라고 호황올 누렸던 일본은 휴전 후에는 한 

국이 미국의 원조 달러를 가지고 일본의 공업제품을 수입해야 한다고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 일본은 이와 같은 요청을 관철하기 위해 당시 미 

국의 적국이었던 공산 중국과 교역올 하겠다는 움직임도 보였다 이에 

미국은 한국에 원조를 주고 그 원조로 일본 제품올 구입하게 함으로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는 미 

국의 이러한 정책올 거부하고 수입대체산업화정책을 채돼하였다. 제 1 

공화국정부는 스스로 제조업을 발전시켜야만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미 

국에 보였고 미국정부는 이숭만 대통령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 미국 

은 한국을 일본 경제권에 하루 빨리 편입시키려고 했으나 이숭만 대통 

령의 거부로 한국의 일본 경제권 편입은 그 만큼 지연되었다. 

수입대체산업화정책이 이숭만 정부가 미국의 반대를 극복해 가면서 

채택한 정책이라면 재정안정정책은 미국이 제안한 정책올 이숭만 정부 

가 수용한 정책이다 39) 미국은 휴전 후 한국에 거액의 원조를 제공했음 

에도 한국경제는 여전히 어려웠고 미국의 원조가 계속 필요한 상황에 

있었다. 그러나 미국도 이제는 한국과 같은 우방국에 영원히 무상원조 

를 할 수 있는 재정올 가지고 있지 못했다. 미국의 대한경제원조는 표1 

에 나타나 있는바와 같이 1957년의 3 억 8천만 달러를 최고액으로 하여 

58년에는 3억 2천만 달라， 57년에는 2억 2천만 달러로 감소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미국정부의 원조는 1957년부터는 DLF(Development Loan 

Fund)를 중심으로해서 이루어졌고 한국에 대해 재정안정정책을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정부는 이에 따라 통화공급과 정부의 재정적자를 

억제하는 정책을 1957년부터 채택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 물가는 

상당히 안정되었다. 도매물가지수는 1958년에는 7% 하락하였고 59년에 

는 3%만 상승하였다. 

제 1공화국정부는 전쟁과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국민들의 교육기회 

를 확대하였다 제헌헌법은 최소한 초둥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다. 제 1공화국정부는 1950년 6월부터 의무교육 실시를 

39) Jung-en Woo, Race to the Stν껴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1), 
pp.43-7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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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하고 있었으나 한국전쟁 발발로 1953년 5월부터 의무교육을 실시 

하였다. 교육제도도 일본 식민지시대의 제도대신에 미국식 제도를 채태 

하였고 민주척 교육의 실시를 목표로 하였다 

제 1공화국정부의 교육정책의 성과는 학교수， 교원수， 학생수의 증가 

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둥학교， 대학의 

총 학교수는 1945년의 3 ， 183개에서 1960년에는 6，588개로 두 배 증가하 

였다. 의무교육의 실시로 국민학교는 2 ，834개에서 4，4967~로 증가하였 

고 대학은 19개에서 84개로 증가하였다. 총교원수는 1945년의 24，923명 

에서 1960년에는 89，777명으로 3.6배 증가하였다. 그 중 국민학교 교원 

수는 19，729명에서 61 ，749명으로， 대학 교원수는 1 ，490명에서 3 ，803명으 

로 증가하였다. 총 학생수는 1945년의 147만 명에서 1960년의 522만 명 

으로 증가하였다. 그 중 국민학교 학생수는 137만 명에서 401만 명으로， 

대학생수는 7 ，800명에서 13만 4，500명으로 증가하였다.40) 

이숭만 대통령은 제 1공화국 수립 직후부터 강력한 군대를 양성하고 

싶다는 정책의지를 가졌었으나 미국의 비협조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한국전쟁의 발발 이후 한국군은 60만 대군으로 중가되었고 제 1공화국 

정부와 미국의 우선적인 지원을 받게 되었다. 군 자체가 근대적인 조직 

이었고 군의 장교들은 국내와 미국의 군 교육기관에서 근대적인 교육과 

훈련올 받았다. 

제 1공화국시대 이숭만 대통령의 교육정책과 국방정책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 학생과 군은 각각 4.19와 5.16의 주역으로 그 후 제 1공화국 

시대의 유산올 청산하는데 각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40) 김운태 저한국현대정치사」 제2권 (서울: 성문각， 1986), pp.424-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