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張觀정부 하의 정당구도 분석 

沈 之 淵 (경남대) 

I. 머리말 

李承曉정부 하에서 나타났던 정당구도의 재편성은 ‘위기와 통합’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있다. 즉 위기가 닥쳐 존립 그 자체가 어렵게 되었을 때 이를 극복하 

기 위해 정당은 통합에 나섰으며， 통합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을 경우 정당은 위 

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해체의 길을 밟게 되었다는 것이다 1) 이러한 양상은 

자유당이 해체되고 민주당 張動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그대로 지속되었는데， 

이로써 張助이 집권한 시기는 ‘위기와 통합’이 한국 정당정치의 특징으로 구조 

화되는 기간이라고도 할 수 있다. 

4월혁명 이후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민주당이 집권하자， 자유당 치하 

와는 다른 양상으로 정당정치가 전개되리라는 것이 일반의 예상이었다. 그러 

나 집권한 민주당 역시 변하지 않고 종래의 행태를 답습함으로써 ‘위기와 통합’ 

이라는 재펀성양상을 구조화하고 만 것이다. “역사 이래 자유민주주의의 실현 

을 위해 성섬성의껏 노력하고 이에 대한 새로운 비천을 제시한 것이 제 2공화 

국이었음은 사실"2)이라는 주장을 글자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은 

정당구도에 있어서만은 아무런 변화나 개혁의 징후도 보여주지 않고 있었다‘ 

이에 대해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고 반론을 제기하기도 하나，3) 집권 9개월간 파 

별과 인맥에 의한 이합집산현상을 시정하려는 하등의 구체적인 노력이 없었기 

1) 이에 대해서는 섬지연， “한국의 정당과 정당제도 : 1948-1960," I 동북아연구』 제4권(경 

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8), 49-92쪽 참조 

2) 雲쉰先生紀念、出版委員會한 알의 밀이 죽지 않고는~(가톨릭출판사， 1967), T'>쪽. 
3) 송원영은 5 . 16쿠데타가 없었더라면 장정권은 그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했을 것 

이라고 주장했다 송원영제2공화국!I(샘터사， 1990), 2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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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구태의연하게 파쟁에만 급급했다는 비판을 면할 길 없는 것 또한 사실이었 

다 4) 

張動정부 하의 정당구도는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 하나는 

독재정치의 배제가 가장 큰 사명이라고 선언했던5) 민주당의 행태와 다른 하나 

는 “보수정당과는 정책이나 이념에서 조금은 더 진보적인 정당을 만들자는 원 

칙 "6)하에 추진된 진보진영의 혁신정당 결성움직임이다. 이들을 살펴봄으로써 

李承曉정부 하에서 나타났던 재편성양상이 과연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지， 만 

약에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밝혀보려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당시 민주당이나 혁신계 정당 외에도 조선민주당이나 한국독립당， 공화당 

둥의 정당이 활동하고 있거나 결성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경우 정 

당으로서의 적실성을 상실하고 있었기 때문에7)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II. 민주당의 집권과 분열 

민주당이 7 • 29선거에 압승하여 제 1 당으로서 정권을 장악했지만， 창당 이 

후 지속되었던 신파와 구파의 갈둥이 종식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당의 분열은 

어느 정도 예견되기도 했다 李承硬의 장기집권과 자유당의 횡포로 인해 민국 

당올 비롯하여 야권이 존립의 위기에 처하게 되자， 독재타도라는 기치하에 여 

러 이질적인 요소가 결합한 것이 민주당이었다. 그러나 막상 이러한 위기가 종 

식되자 “처음부터 單]的인 정치세력이 아니었던"8) 민주당은 더 이상 통합을 

4) 尹致映民政으로 가는 길~(文宣聞， 1%3), 79쪽 

5) 쫓石先生紀念出版委員會’한 알의 멸이 죽지 않고는.D， 38쪽 
6) 尹吉重이 시대를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호암출판사， 1991), 151쪽 

7) Sartori의 분석에 의하면 정당으로서의 적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의미있는 
정당을 말하는 것으로， ‘정권담당의 가능성(governi맨 potential)’이냐 다당제 하에서 ‘연 

합형성의 가능성(coalition potential)’을 가진 것을 의미했다 정권담당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오랜 기간 당세가 극히 미약하여 무시되는 것을 의미하며， 연합형성 가능성이 없 

다는 것은 이념이나 규모변에서 정권을 장악하기 위한 정당간의 경쟁전술에 영향을 미 

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Giovanni Sartori, Parlies 끼~d Parly Syslellls(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6), 
121-125쪽 

8) 柳珍山 해뜨는 地平線~(한얼문고， 1972), 1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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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별도의 길을 걷고 만 것이다. 

민주당 선 • 구파의 대립현상은 제4대 대통령후보 지명전에서 처음으로 나타 

났으며， 4. 19 이후 張動의 부통령직 사임문제와 개헌논의과정에서， 그리고 선 

거직후 국무총리 지명 및 인준과정 둥에서 극명하게 나타나 구파가 별도의 정 

당으로 떨어져 나감으로써 분당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맞이하고 말았다. 이로 

써 민주당은 혁명정신을 망각한 부질없는 당내의 파쟁 때문에 무정부상태에 

가까운 혼란을 빚어냈다는 비판과9) 함께 결국 군사쿠데타 앞에 속수무책으로 

붕괴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된다. 

1 . 과도정부 출범과 내각제개헌 

하야 직전 李대통령으로부터 수석 국무위원인 외무부장관으로 임명된 許政

은 정치권력에 그리 큰 욕심이 없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가 주도하는 과 

도정부는 자유당이나 민주당 양쪽으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자유당의 입장에서 

는 李대통령과의 긴밀한 관계로 사회 정치적 구조에 급격한 변화가 없을 것으 

로 생각했기 때문에 환영한 것이었다이 민주당의 경우도 환영하기는 마찬가 

지였다. 과도정부가 정치권력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로 구성 

되었으며， 민주당 스스로 아직 정권을 인수할 채비가 되어있지 않은데다가 차 

기 선거에서 숭리를 확신하고 있었기에 당내의 구파와 신파 어느 쪽도 그를 반 

대하지 않았던 것이다 11) 

‘비혁명적 방법에 의한 혁명과업의 수행’을 원칙으로 내세웠던 許政과도정부 

는 당시의 국회를 해산시키지 않고 개헌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었다 12) 당 

9) 車基聲， “4. 19 • 過獲政府 • 張뺑政權의 의의 姜萬솜(외)， if4월혁명론~(한길사， 1983), 

171쪽 

10) 韓昇洲제 2공화국과 한국의 민주주의~(종로서적， 1983), 58-59쪽. 

11) 許政과도정부의 출현에 대해， 구파나 신파 모두가 반대하지 않고 이를 수용하는 자세 

를보였다. 

구파는 許政을 중심으로 과도정부를 수립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金度演나의 A生白書~(康友出版社， 1968), 351쪽 
신파의 경우도 당시의 시국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임기웅변의 조치라고 하 

여 이를 받아들였다. 쫓石先生紀念出版委員會한 알의 밀이 죽지 않고는J ， 59-60쪽-
12) 許政내일올 위한 證言~(샘터사， 1979), 244쪽 



84 

시 개헌의 절차에 대해 ‘先개헌 後선거’냐， ‘先선거 後개헌’이냐 하는 문제로 이 

견이 적지 않았다 13) 그러나 새로운 국회를 성립시킨 다음 개헌문제를 처리한 

다면 시국안정에 시간이 더 걸리고 뜻밖의 어떤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許政은 개헌으로부터 총선거에 이르는 과정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고 판단했고，14) 이 판단에 따라 논쟁을 끝내고 개헌을 먼저하기로 합의를 보았 

다. 그리하여 내각제로의 권력구조의 변경을 비롯하여 정당의 헌법적 보장， 법 

관선거제， 헌법재판소 신설 등 557~ 항목에 이르는 개현안은 1960년 5월 10일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6월 15일에는 215명의 출석의원 중 찬성 208, 반대 3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되어 이 날자로 공포되었다. 

개헌안의 통과로 정치세력으로서 자유당은 완전히 붕괴된 것이나 다름없었 

기에 자유당 소속 의원들은 일신의 안전을 도모하기에 급급했다 15) 개현안이 

통과된 것은 당시 비록 소수파이기는 하나 4월혁명 이후 국회의 주도권이 민 

주당에 있었던 만큼 자유당도 내각제개헌이라는 대세는 따르지 않을 수 없었 

던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6) 이로써 민주당으로서는 한민당 창당 

이래의 숙원을 푼 셈이 되었다. 

4월혁명 이후 자유당은 구심점을 형성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 

자유당 간부 대부분이 부정선거 원흉으로 투옥되는 사태가 일어나자 104명의 

자유당의원이 당을 탈퇴하여 그 일부가 헌정동지회를 구성하는가 하면， 다른 

13) ‘先선거 後개헌’은 잡음이 생기기 쉬우니 곧 선거를 실시해서 이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공백상태를 메꾸고 정국을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할 뿐더러 헌법을 제정하는 것도 새로 
선출된 의원의 손으로 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으로， 개헌을 먼저 하려면 자유당 국회에 

서 해야 하는데 이는 국민도 원하지 않을 것이므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격으로 선거를 먼저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先개헌 後선거’는 모든 것은 

제도가 마련되고 이에 의거해서 실천에 옮기는 것이 순서인 것처럼 헌법을 개정한 후 

에 선거를 실시해야 잡음이 없으리라는 주장이다 白|휩薰 나의 生~(解溫 自南薰先

生紀念事業會， 1973), 333쪽 
14) 許政내일을 위한 證言~， 250쪽. 

15) 許政내일을 위한 證듬고， 251 쪽‘ 
16) 당시 민주당은 하루가 급한 총선일정을 감안하여 개헌안을 속히 처리한다는 입장이었 

으나， 자유당의원들은 개헌얀이 “통과되면 볼장을 다 보는 셈”이라는 생각에서 3 . 15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기일인 6월 14일은 념기자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섬정에서 자유 

당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빠져 나가는 바람에 국회 운영위원회는 개헌안 표결을 6월 15 

일에 처리하기로 함으로써 수습되었다 송원영 제2공화국ι ， 127-1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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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는 의원직을 사퇴하여 4대 국회말에는 소속의원이 48명밖에 남지 않았 

다 17) 이들 자유당의 잔류파 인사들과 원외 인사들은 서로 힘을 합해 제 1야당 

으로 기능해 보려는 노력에서 6월 12일 전당대회를 개최하고 참의원에 11명의 

후보를， 민의원에 54명의 후보를 내세우기도 했다 18) 그러나 참의원 58석 중 4 

석을， 민의원 233석 중 2석을 차지하논데 그쳐， 이들의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 

다. 독주 끝에 자유당은 창당 9년만에 해체되는 비극적인 종말을 맞은 것이다. 

2. 신 ·구파의 대립과 7.29선거 

Cù 신파와 구파의 대립 
신 · 구파의 대립에 대해서는， 여러 정치세력이 통합하여 등장한 정당인 민 

주당이 그 세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감각을 달리하여 자연스럽게 신 

파와 구파로 갈라진 것이기 때문에， 이를 “환멸과 혹평의 엇갈리는 狀況으로 

해석할 수만도 없다"19)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거대 여당인 민주당 

의 내분은， 양당체제를 구축하여 정치체제의 안정에 기여한 것이 아니라 그 정 

반대의 방향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20) 

민주당내 양파의 대립은 시기적으로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확산되는 측면을 

보이는데， 각 단계가 통합의 효과를 상쇄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결국 분당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이러한 민주당의 내분은 야당세력의 통합을 두려워 한 자 

유당이 끊질기게 이간책을 써 유도한 측면이 없지도 않다 21) 그러나 이는 분열 

을 유인하는 하나의 요인은 될지언정， 분열을 합리화하는 요인까지는 될 수 없 

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 내의 이견은 협상선거법과 보안법파동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협 

상선거법이란 4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구파의 趙炳玉이 자유당의 李起願과 

만나 선거법 개정협상을 벌인데서 유래한 것이다.22) 1958년 1월 I 일의 선거법 

17) 李廷植解放三十年벚』 제}권(成文聞， 1976), 98쪽. 
18) 孫鳳淑， “李博土와 自由黨의 獨走 李起夏(외)， "'한국의 政옳(한국일보샤 1987), 301 쪽 
19) 柳珍山해뜨는 地平線~， 184쪽 

20) 쩔IJ載 •, “韓國政黨體制의 形成과 變化 1950-1961"(高麗大 政治學博土學位論文， 1996), 
195쪽 

21) 閔寬植 落第生~(重홉聞， 1964), 1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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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를 계기로 신 • 구파의 갈등이 노골화되었는데， 신파측에서는 당이 망했다 

고 보따리를 싸자는 말까지 할 정도로 구파를 원망했다 2 ，) 그러나 개정된 선거 

법에 따라 5월 2일 실시된 선거에서 관권을 동원한 부정선거가 이루어졌지만 

자유당의 129석에 비해 민주당은 79석을 얻음으로써 “反對論者들의 短見을 입 

증"24)하는 사태가 발생， 당내 양파의 대립이 노출되기도 했다 

한편 보안법파동은 1958년 12월 24일 자유당이 국가보안법을 변칙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빚어진 것이었다. 당시 구파측은 한국의 특수한 사정 등으로 보 

안법 자체가 불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내용에서 국민기본권을 침해하지 말 것 

과 관권개입이라는 독소 조항을 삭제하는 선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었음에 반 

해， 신파측은 보안법의 전면 거부를 주장하고 분과위원회에서의 제안 설명 자 

체를 봉쇄하자는 입장이었다 25) 결국 보안법은 법사위의 날치기 통과에 이어 

경호권을 발동하여 자유당의원만으로 통과시키고 말았는데，26) 이 과정에서 민 

주당 양파의 감정이 악화되었던 것이다 

민주당 내의 대립은 1959년 11 월 26일에 개최될 제5차 전당대회 및 제4대 

정 • 부통령후보 지명대회를 앞두고 양파가 경쟁적으로 세력확대에 나섬으로 

써 더욱 격화된다. 이 과정에서 신파측은 대통령후보와 대표최고위원직의 분 

리를 주장했고， 구파는 한 사람이 겸임토록 하자는 겸점론을 주장했다27) 양파 

22) 선거법 개정협상에서 각급 선거위원회에 야당측 위원의 참가， 투 · 개표시 야당 참관인 

입회 등의 조항을 삽입했지만， 언론통제조항의 삭제는 자유당의 완강한 반대로 관철시 

키지 못했다‘ 이를 두고 당시 언론과 신파측은 협상을 주도했던 趙炳玉을 강력히 비판 
했다 趙炳玉 나의 回顧錄;，(民敎社， 1959), 384-387쪽 

23) 尹濟述先生文集flJ行委員會증爾選集」上(!ì:X:，농;jii， 1989), 119쪽 
24) 柳珍山해뜨는 地平線~， 132쪽. 

25) 柳珍山해뜨는 地平線;J， 138-139쪽 
26) 보안법 파동에 대해서는 孫鳳淑， “李博士와 自由黨의 獨走，" 290-291쪽 창조. 

27) 분리론의 근거로는 첫째， 내각제를 공약한 만큼 대통령후보와 국무총리예상자를 별개 

로 구상하여 미리 배정해두어야 하며 둘째， 권력분립원칙에 의한 상호견제가 민주주의 

의 본질임에 비추어 양직을 독점하면 당운영이 독재화할 우려가 있으며 셋째， 두 지도 

자를 아끼는 뜻과 두 파로 나뉘어있는 당원들의 동지애를 결속시키려면 대회가 끝난 

후 어느 편이든지 숭리감에 도취하거나 패배감에 자폭함이 없이 혼연일체로 되기 위해 

서는 두 지도자에 직책을 안배해야 한다는 것이다 

겸점론의 근거로는 첫째， 국무총리예상자를 미리 배정하는 것은 지명과 당선을 착각 

한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이므로 이는 개헌 이후에나 논의할 사항이며 둘째， 대통령후 

보로 지명된 사람이 당수블 겸하는 것이 당의 임전태세를 확립하는 볼가피한 방법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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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또한 자기파를 대통령후보로 옹립하기 위해 별도의 대변인까지 두고 경쟁 

을 벌였는데， 이의 전초전과 같은 것이 도당위원장선거로 각종의 중상 모략이 

나오고 금력과 폭력이 판을 치기도 했다 28) 대회를 전후하여 민주당은 한때 분 

당의 위기에 처할 정도였으나 갈라지면 둘 다 망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상 

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며，29) 이것이 여의치 않자 구파의 趙炳玉은 한때 후보를 

포기한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30) 결국 趙炳玉이 3표 차이로 대통령후보에 지 

명되기는 했지만， 신파와 구파 사에에 전개되는 치열한 경쟁에 환멸을 느낀 일 

부는 탈당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ll) 한편 대통령후보로 지명된 趙炳玉

이 산병 치료차 미국으로 떠나게 되자 신파측 인사들이 위문을 하기는 고사하 

고 선거비용을 내놓고 가라고 대들어， 이들과 당을 함께 한다는 것이 한심스러 

웠다고션) 할 정도로 양파는 감정이 좋지 않았다. 

양파가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된 것은 4월혁명 직후인 

1960년 4월 23일에 있었던 張動의 부통령직 사임이었다. 張助 자신은 李대통 

령의 하야를 위해 민주당 중진들과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사임한 것이 

라고 주장했다.세 이에 대해 구파는 사전에 아무런 합의도 없었으며 당 간부 

셋째， 정강정책을 중심으로 집결된 정당이므로 선의의 경쟁 결과가 당원에게 숭리감이 

나 패배감을 줄 리 만무하며 선거에서 혼연일체를 이루려면 누가 지명되더라도 지명받 

은 사람 중심으로 당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閔寬植落第生~， 131-132쪽-

28) 尹濟述先生文集刊行委員會풍爾選集』 上， 127-128쪽. 

29) 白南薰 『나의 -生~， 344쪽. 

30) 성명서에서 그는 “金力 暴力 警察과 野合 둥둥의 虛構 重傷이 튀어나온 것은 黨을 위 
하여 千萬遺應된 일”이라면서 후보지명경쟁을 포기하는 것만이 당의 분규를 수습하고 

당을 살리는 길이며 국민을 위하는 도리라고 주장했다 

성명서의 전문은 柳珍山해뜨는 地平線~， 162-164쪽에 수록-

3l) 민주당의원 중 金周默 宋榮柱 兪昇협 趙定勳 4명은 탈당했으며， 金湖은 탈당 즉시 자 
유당에 입당했다. 李起夏韓國政黨發達史J(議會政治社， 1961), 388쪽. 

32) 尹濟述先生文集刊行委員會즙爾選集」 上， 129쪽 
33) 張뺑은 부통령직을 사임한 이유를 세 가지 들었다. 첫째， 대통령직 숭계권을 갖고 있는 

자신이 사임함으로써 李대통령으로 하여금 안심하고 대통령직을 내놓게 하려는 것이 

었고 둘째， 李정권 하의 부통령으로서 대통령이 실정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마당에 

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정치도의상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셋째， 李대통령이 역경에 빠진 틈을 타서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야심을 

가진 것같은 인상 즉， 남의 불행에 편숭하여 권력을 잡는다는 인상을 남기는 것은 부도 

덕한 일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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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도 모르는 일이었다고 주장，껴) 이를 수긍하지 않아 감정의 골이 깊음을 

드러냈다. 張뺑의 부통령직사임 사흘 뒤에 李대통령의 하야성명이 발표되어， 

“하야를 평화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대통령직을 계승하여 이대통령 

자신이나 자유당에 보복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어야 했꺼5) 다는 주 

장이 전혀 끈거가 없는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통령직 사임이 

정국의 전개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를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 아니라， 도의적 고민과 당파적 이해의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 

는 지적은36) 피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양파의 감정적인 대립은 내각제개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더욱 격화되는데， 

신파는 개헌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손해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 

나 구파는 개헌만이 구파집권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개헌에 아주 적 

극적이었다 37) 신파로서는 자파의 영수 張動이 국무총리와 부통령을 역임한 

바 있어 개헌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집권가능성이 있는 유력자로 둥장했 

다고 확신했다 38) 따라서 신파는 당분간 대통령중심제 헌법을 계숭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입장이었던 것이다 39) 이처럼 헌법개정문제를 놓고 양파의 입 

장이 엇갈렸으나， 대세가 내각제개헌으로 나아갔기에 신파로서도 마지못해 이 

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다. 

æ 7 -29선거 

7 - 29선거에서 아주 특기할만한 것은 민주당의 공천단계에서부터 신파와 

구파 사이에 치열한 경합이 벌어졌으며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승복하지 

쫓石先生紀念出版委員會 한 알의 밀이 죽지 않고는Æ ， 57-58쪽. 

34) 金度演은 張뺑의 부통령직 사퇴가 李대통령의 하야를 촉진했다고 볼 수도 었겠지만， 

만약 당시 부통령직을 사퇴하지 않았다면 대통령 자리를 물려받아 사태를 수습할 수 

있었고 그 경우 정국의 추이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음 것이라면서 아쉬움을 나타냈다 

金度演’나의 A生白書~， 349쪽‘ 
35) 金在淳새 지평선에 서서 한 샘터인의 나라 생각~(샘터사， 1991), 266쪽 
36) 이정희， “제 2공화국의 정치환경과 張뺑의 리더십 韓國政治學會(編)， ù 韓國現代政治

벚~(法文社， 1995), 254쪽-
37) 송원영제2공화국~， 123쪽 
38) 中央選畢管理委員會， ι大韓民國政薰벚」 第l輯(\973) ， 253쪽. 

39) 金度演’나의 回顧錄)1 ， 3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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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대거 무소속으로 출마했다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구파공천， 신파공천이 

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았고 거의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양파의 후보끼리 경 

쟁을 벌이는 사태가 발생했다 40)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중 각파는 별도로 자금 

을 마련하여 당의 공천후보보다는 자파 후보를 지원했고 당선거대책본부의 지 

시보다는 파벌 참모의 지시대로 움직였다 41) 이로 인해 차라리 당을 갈라 국민 

의 심판을 받자는 분당론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여론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새로운 당명을 걸고 선거에 임하는 일도 용이한 일이 아니어서 보류하고 적당 

한 시기를 기다리기로 했었다 42) 물과 기름과도 같아 도저히 당을 같이 할 수 

없다는 심경이었지만 현실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당을 쪼갤 수 없었기 때문이다. 

7월 29일 실시된 선거에서 민주당은 민의원에 301명의 후보자가 출마하여 

175명의 당선자를 냄으로써 58.1%의 당선율을 나타냈으며， 참의원의 경우 60 

명의 후보자가 출마하여 31명의 당선자를 냄으로써 5 1.7%의 당선율을 나타냈 

다. 이는 의석수에 있어서 민의원의 경우 75.1% , 참의원의 경우 53.4%를 차지 

하는 것으로，%) 어느 모로 보아도 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라고 할 수 있는 것 

이었다. 원 내외의 다양한 정치세력이 반독재투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외 

형적인 통합을 유지한 결과 비로소 이룩한 성과였다. 

민주당의 승리는 창당 이후 여러 차례 내분을 거듭하여 실망을 안겨 주었지 

만， 자유당독재에 혐오감을 느끼고 있던 국민들에게는 민주당 외에는 달리 대 

안이 없기 때문이기도 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선거법 협상과정에서 나타난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그다지 만족하고 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44) 다시 한 

번 민주당에 표를 던졌다. 덕분에 민주당은 7 .29선거에서 압도적인 제 1당이 

되어 정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 45) 이로써 민주당은 정책대안의 제시나 민생안 

40) 柳珍山해뜨는 地平線~， 184쪽- 당시 양파는 민의원선거에서는 현역의원은 일단 모두 

공천하며， 나머지 지역은 선파와 구파 동수로 공천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송원영제 
2공화국~， 130쪽 그러나 경쟁이 확산되면서 자파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며， 이 

결과 구파는 히개 선거구에서 당의 공천후보와 경쟁을 했고， 신파는 26개 선거구에서 

경쟁을 벌였다 京m新聞~， 1960년 7월 6일 

41) 閔寬植落第生~， 152-153쪽 
42) 白南熹 r나의 ←生~， 249쪽 

43) 中央選題管理委員會歷代國會議員選畢狀況~(l97 1)， 446-449 및 488-493쪽 참조 
44) 李響事件中心으로 본 三代國會~(韓國日 報社， 1958), 292-293쪽， 
45) 민주당이 선거에서 압숭한 이유를 김수진은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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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위한 노력과는 관계없이 독재체제 아래에서의 존립 그 자체만으로도 정 

권을 장악할 수 있다는 하나의 사례를 제공한 셈이 되었다. 

선거가 끝난 후 신파와 구파는 같은 민주당에 속해있으면서도 전연 별개의 

정당처럼 행동했는데， 이는 정권의 향배가 현실적인 문제로 제기되자 위기극 

복이라는 명분은 더 이상 자리잡을 여지가 없어졌기에 나타난 현상이었다. 그 

리하여 양파는 별도로 당선자총회를 개최하고 각각 13인소위원회와 23인위원 

회를 조직，46) 소속이 분명하지 않은 의원과 무소속의원들을 상대로 포섭을 위 

한 경쟁에 돌입했다. 

비록 내부에 분열적인 요소가 잠재해 있다고 할지라도， 金炳흉의 지적처럼 

당시 민주당이 정국안정을 위해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분당을 회피하여 

타협하는 것이었다꺼) 그리고 이에 따라 당파나 정실에 구애됨이 없이 적재적 

소의 원칙에 따라 인재를 둥용하는 것이었다. 그랬다면 국민들도 군사정권 하 

에서 자유와 권리를 유린당하는 사태를 맞이하지는 않았을 것이지만， 불행하 

게도 사태는 이와는 정반대로 진행되었다. 

당내에 잠재되어 있던 분열적인 요소가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자 

마자 표면화되어， 너무 많이 당선되니까 당이 쪼개지게 되었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였다 48) 위기속에서 어렵게 통합을 성사시켜 권력을 획득했음에도 불구하 

첫째， 민주당이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유일한 정치세력으로 전 지역구에 후보를 내세 

울 수 있었고， 둘째， 4 • 19와 그에 뒤이은 민주이행과정을 정치사회에서 이끈 유일한 

세력이며， 셋째， 선거 이전 정부 경찰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을 수 있었던 준여당 

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었던 점을 들었다- 김수진， “제 2공화국의 정당과 정당정 

치 백영철(편)， G'제 2공화국과 한국민주주의~(나남출판， 1996), 177쪽 
한편 박기출은 이와는 다른 시각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분석했다 그에 의하면 민주당 

은 과도정부의 적극적 내지는 소극적인 지원을 받았으며， 혁선정당을 빨갱이나 용공세 

력으로 모해하여 유권자를 자극했으며， 매표와 대리투표등 금권선거의 자행으로 숭리 

를 거두었다는 것이다 朴己出， ι來 H 을 찾는 마음ι(新書聞， 1968), 102-103쪽. 
46) 이들의 명단은 각각 다음과 같다 

13인소위원회(신파측) 金相했 洪寶杓 李相喆 李哲承 梁炳H 曺在千 金溶珍 桂l1tí享 吳

韓泳 韓通淑 鄭→亨 李泰鎔 玄錫虎

23인위원회(구파측) 金山 閔寬植 洪吉善 姜永薰 $H休 李敏雨 陳뿔夏 兪鎭靈 趙漢相

尹濟述 曺泳珪 홍IJi*祐 權{뿌軟 朴海願 鄭憲柱 金泳 申c雨 鄭11멍庸 高港龍 柳珍山 蘇

宣奎 李옮來 徐範陽

中央選畢管理委員會 大韓民國政黨史u 第l 輯， 249쪽 
47) 김진배 가인 김병로!J(가인기념회， 198’), ."， 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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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선거가 끝나자 마자 그 효과를 망각하고 말았고， 그 결과 민주당은 자유당 

과 마찬가지로 해체당하는 운명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3. 종리 지명과 신민당 창당 

CD 분당론과 총리 지명 
민주당 내에서 공식적으로 분당론을 먼저 제기한 쪽은 구파로， 선거가 끝난 

지 I주일만인 8월 4일 성명을 통해 분당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자파측 당선자 

가 신파측 당선자보다 많아 분당을 하더라도 제 1당이 되며， 이럴 경우 대통령 

직과 국무총리직을 모두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계산에서 분당론을 공식화한 

것이다 49) 분당을 통해 대통령에 尹惜善， 국무총리에 金度演을 당선시켜 자파 

가 모든 요직을 독점한다는 것이었는데，50) 이를 계기로 정국은 하나의 분수령 

을 맞이하게 된다. 

이에 맞서 신파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직의 분리， 즉 요직안배를 명분으로 내 

세우고 대통령직을 구파에 양보하는 대신， 내각제 아래 권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무총리직을 차지한다는 전략을 세웠다.5 1 ) 대통령으로 구파의 尹뽑 

善을 밀고， 국무총리로 자파인 張助의 당선을 유도한다는 것이었다. 

양파가 모두 尹惜善을 대통령으로 추대한다는데는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尹

뽑善은 국회에서 무난히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었다. 대통령이 된 尹j普善은 

구파의 전략대로 국무총리에 金度演을 지명했으나， 국희의 인준표결에서 부결 

48) 尹濟述先生文集刊行委員會‘즙齊選集』上， 138쪽 

49) 구파는 한 정당이 민의원 의석의 3분의 2이상을 차지하면 일당독재의 우려가 있으므 

로 건전한 야당의 존재가 정국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며， 민주당 선 · 구파가 형식적인 
혼합체로 운영된다면 강력한 국정수행에 난점이 있으며， 국민의 여땅에 따라 책임있는 

정권담당에 매진하며 7 .29선거 때의 폭력， 파괴， 부정개표 등 반민주적인 행위를 규 

탄하기 위해서라며 분당론을 폈다 中央選짧管理委員會大韓民國政黨史』 第l 輯， 249 
3ξ , 

50) 이틀은 대통령， 국무총리는 선파나 구파 한편에서 되도록 힘쓰고 경우에 따라서는 야 

당으로 있을 것을 각오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새 정당을 만들기를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보수정당을 만들 것을 생각했다고 밝히고 있다 白南훌나의 • -生~， 345쪽 

51) 雲石先生出版紀念委員會한알의 밀이 죽지 않고는J ， 62-63쪽. 신파측의 이러한 전략 

을 구파는 “舊派測에 對하여 行動統 →을 據亂시키는 戰略”이라고 지적했다 金度演，

" 나의 A生白書!]， 3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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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11 , 부 112)되고 말았다 52) 이에 尹대통령은 2차로 張動을 총리로 지명했 

고， 신파는 무소속 일부를 포섭하여 국회의 인준(가 117, 부 107)을 성공시켰 

다 53) 이로써 張뺑정부가 탄생， 신파는 조각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신파에 패배한 구파는 張助이 총리로 인준되자 즉시 회합을 갖고， 정치적 생 

리를 달리하는 신파와는 더 이상 제휴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4) 이들 

은 분당하여 건전한 야당으로 발족한다는 방침 하에 별도의 원내교섭단체를 

둥록하기로 했지만， 파벌을 초월하여 거국내각을 구성하라는 여론에 밀려 일 

단 협상에 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협상에서 선파 5석， 구파 5 석， 무소속 2석으 

로 각료직을 안배하기로 합의했다 55) 국민의 뜻을 존중하여 거국내각을 구성 

한다는데 양파가 동의한 것이다. 

그러나 원칙에 대한 합의와는 달리 각료직의 배분문제를 놓고 양파는 의견 

의 일치를 보지 못했다. 신파는 각계를 망라할 계획으로 널리 포섭해보았지만 

불행히도 구파 인사들이 신파 총리하에서 생사라도 같이 할 동지적 협조의 기 

색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고，56) 구파는 거국내각을 출범시키기로 

52) 1 차로 金度演을 총리로 지명한데 대해서는 구파내에서도 비판의 소리가 제기되었다. 

尹濟述은 尹惜善이 l차로 金度演을 지명한 것은 “비정치적이고 비상식적인 처사”로， 

이것이 대한민국 정치를 그르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尹濟述先生文集
제行委員會조듯薦選集ζ 上， 141 쪽-

한편 閔寬植도 이와 유사한 견해를 피력했다 즉 구파의 尹대통령이 1차로 선파의 

張뺑을 지명하고 실패했을 경우 金度演을 지명하는 것이 정치도의상 또는 정략상으로 

도 타당했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만일 그랬더라면 분당되지 않고 난국을 수습할 태세 

를 갖추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閔寬植， U ;홍第生~， 154-155쪽.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尹뽑善은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타진한 결과 한결같이 金度演

이 張뺑보다 많은 표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金度演을 지명하는 것이 여론에 합치 

된다고 하여 지명했으나， 자신이 지명하는 바로 그날 저녁 구파 인사 6-7명이 신파로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尹r普善救國의 가시밭길~， 90-91 쪽. 

金度演도 구파 인사들 중에도 몇몇은 신파측에 가답하여 반대 투표를 했기 때문에 

인준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金度演 나의 A生n書ι ， 368쪽 

53) 張動의 인준을 위해 선파는 구파 의원들을 신파로 끌어들이는데 만만치 않은 거액의 

정치자금을 제공했다‘ 정일형 오직 한킬로 (을지서적， 1991), 275쪽. 

朴己出은 張뺑의 인준이 이루어진 것은 친미정권을 수립하려는 미국의 뜻에 따라 許

政과도정부가 민주당 신파의 의회진출을 적극 도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朴E出，

미韓國政治벚~(東京 民族統 liff究院， 1977), 201-204쪽 

54) 金度演 나의 A生白書닝.， 369쪽 
55) 柳珍山 해뜨는 地平線μ 1HH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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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나 신파쪽의 일방적인 거부태도에 부딪쳐 결국 실현되지 못하고 말았다 

고 불평했다 57) 권력분배문제를 놓고 갈둥이 일자 신 • 구파 영수회담이 열리 

기도 했다 그러나 상호 불신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양측이 만족할만한 수준 

의 각료직 분배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합의를 보지 못함에 따라 신파측은 8월 

23일 일방적으로 각료명단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張動정부의 내각은 거국내각이라기보다는 민주당 신파내각이 

었고， 선파 중에서도 13인소위원회에 의해 독점되었다는 인상을 주었다 58) 따 

라서 구파와의 관계는 물론 악화되었고， 신파 내부에서도 조각에서 소외된 소 

장파는 소장파동지회를 따로 조직하여 별도의 규약을 채택할 정도였다 59) 조 

각에 대한 불만으로 구파는 8월 31 일 민주당 구파동지회라는 별도의 교섭단체 

를 둥록했고，60) 이를 시점으로 구파는 張뺑정부의 시책을 사사건건 비난 공격， 

사실상 분당의 길로 접어들었다. 

@ 신민당 창당 

구파의 반발이 거세지자 張動총리는 내각이 성립된지 2주일만에 개편에 나 

서 9월 12일 야합이라는 비판을 들을 정도로 신 · 구파가 제휴한 2차 조각을 발 

표했다. 이에 대해 張총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협조를 얻어 보조를 맞추어 보 

려고 노력을 끊임없이 계속했다”이)고 회고했지만， 구파에서는 “聯立內開으로 

非常時의 政局l收給에 臨하게 되었으나 新派測과의 훨L載이 助長"62)되었다고 주 

장， 개각은 애초의 의도와는 달리 정국의 얀정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말았다. 구파는 당 중앙상임위원회의 출석을 거부하며 사실상 당기능을 마비 

시키다가， 9월 22일 신당의 발족을 선언했다 상황이 이에 이르자 9월 23일 신 

56) 쫓石先生出版紀念委員會한알의 밀이죽지 않고는~， 65쪽 

57) 尹뽑善救國의 가시밭길~(韓國政經社， 1%7), 92쪽. 

58) 당시 14명의 각료 중 구파는 교통의 鄭憲柱의원뿐이었는데， 이는 鄭의원이 개인적으로 

구파에서 신파로 넘어간 것이어서 신파의 단독내각이라고 할 수 있다. 

大韓民國國會國會벚; 第 4 . 5 .6代 國會~， 313-314쪽. 

59) 尹뿜善救國의 가시밭길~， 94쪽‘ 
60) 金度演을 대표로 한 민주당 구파동지회는 모두 87명이었다 이들의 명단은 大韓民國國

會事務處國會벚; 資料編~， 238쪽 

61) 혈石先生出版紀念委員會한알의 밀이 죽지 않고는~， 66쪽 
62) 김도연 나의 人生白書~， 3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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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는 민주당이라는 명칭으로 별도의 교섭단체 등록을 했다 6.\) 이로써 구파와 

신파는 완전히 결별， 타협하지 못하고 분당으로 종말을 고하고 말았다. 위기종 

식과 더불어 본격화된 당내 갈등이 결국 민주당의 분당을 초래한 것이다 

신파와 결별한 구파는 1961년 2월 20일 신민당을 창당， 위원장에 金度演 간 

사장에 柳珍山을 각각 선출했다. 신민당은 창당선언에서 張뺑정권이 “黃命政

權으로서의 本然의 任務에 대한 염覺이나 實錢은커녕 舊政權의 1짧敗要素를 고 

스란히 물려 받아 한갖 政權維持에만 냈j及하는 판"64)이라고 비판하고， 자신들 

은 4월혁명정신을 받들어 자유당정권의 부정요소를 완전히 청소하고 민주주의 

신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선당 창당의 의의로서 하나의 정당 

이 국회에서 3분의 2를 차지하면， 1당독재를 하기 쉬우며， 여당과 맞설 수 있는 

강력한 야당이 존재함으로써 여당의 전횡을 막아 진정한 대의정치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65) 또한 보수 양당체제를 구축하여 사회주의를 표방하 

는 세력의 둥장을 막고 양당이 서로 견제 감시 독려하는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바람직한 의회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66) 

구파의 분당에 대해 신파의 대표인 張動총리는 “보이지 않는 세력다툼을 제 

l선에서 당하는 나로서는 지긋지긋한 시련"67)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로서는 어 

떻게 해서든지 정권을 와해시키려는 구파의 노력이 집요하게 계속되어 나라가 

잘될 리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신파가 원내 안정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마당 

에68) 모든 책임을 구파에게 돌리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 

63) 金相軟을 대표로 한 민주당은 모두 96명이었다 이들의 명단은 大韓民國國會事務處，

『國會史， 資料編~， 241쪽 창조 

64) 中央選畢管理委員會 大韓民國政黨벚」 第l 輯， 254쪽. 

65) 金度演 나의 A生白書~， 375쪽-
66) 柳珍山 해뜨는 地平線~， 188쪽 

67) 쫓좌先生出版紀念委員會‘한알의 밀이 죽지 않고는~， 67쪽 

68) 원내 신 · 구파의 세력분포 변화는 다음과 같다-

선파 구파 

당선자 대회(60. 8. 5) 95 85 
구파동지회 교섭단체 등록{60. 8. 31) 95 86 

민주당 교섭단체 둥록<60. 9. 22) 95 86 

신민당 교섭단체 둥록-(60. 11. 24) 116 65 
제38회 국회개원(61. 5. 3) 131 60 

쩔IJ載 기 “韓國政黨體옮IJ의 形成과 變化 1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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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권타도를 목표로 신당조직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보수 양당체제 확립을 

위해 야당운동을 시작했다는 구파의 주장은.69) 논외로 한다고 하더라도， 다수 

의석을 확보한 신파만이라도 통합을 유지했다면 위기에 처하는 일은 없었거나 

위기가 닥치더라도 이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의 단적인 예로 신풍회와 정안회의 활동을 들 수 있다. 신파 내 30여 명의 

소장파의원들로 구성된 신풍회가 “과연 당내 서클인가를 의심케 하는 경우가 

많았다"70)고 할 정도로 내부에서 항상 반대하는 입장에서 공세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張정권은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다- 구파에서 신파로 

새로 합류한 합작파들도7 1) 조각에 불만을 표시하고 政安會라는 서클을 만들어 

당내 야파를 자처， 통합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72) 따라서 신파 내에서 

만이라도 노장파와 소장파， 정안회 등으로 분열되는 일없이 張뺑의 리더십아 

래 당의 통합이 유지되었더라면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었다고 생각된다 73) 

m. 혁신진영의 활동 

민주당정권에 공격의 화살을 퍼부은 외부세력의 하나로 張총리는 ‘좌익계의 

소위 혁신세력’을 들었으며，74) 일반적으로도 ‘민주당정권 후반기 동안의 좌파 

69) 金度演나의 A生白書~， 376쪽 

70) 송원영제2공화국~， 224쪽. 

7 1) 신 · 구파 어느 편에도 가담할 수 없는 의원들의 숫자가 25명 정도 되었는데， 이들의 
불투명한 입장으로 정국이 불안정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柳珍山은 이들의 민주탕 입 

당이 정국안정에 도움이 되므로 이를 저지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블 계기로 25명의 의원이 민주당 교섭단체에 입당했다 柳珍山해뜨는 地平線!]，

193-194쪽 

柳珍山 덕분에 민주당이 원내 안정의석을 차지하게 된 것에 대해， 송원영은 “당시 신 

민당의 간사장으로 있던 유진산씨가 ‘간접적으로’ 동조한 것”이라고 하여 고마움을 밝 

혔다. 송원영제2공화국~， 152쪽. 

72) 中央選畢管理委員會 大韓民國政黨史』 第l輯， 252쪽. 

73) 혁신계에서조차 張뺑은 정치철학의 빈곤으로 총리가 된 후에도 아무 일도 못하고 시간 

만 허송했으며， 사회개혁이나 선거쇄신은 엄두도 못내고 감투놀음과 이권싸움을 하는 

무능으로 점철된 정권이라고 비난했다 尹吉重’이 시대를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 

여~， 203-204쪽 

74) 혁신세력 외에도 張動은 ‘구자유당의 잔여부대’와 ‘한민계의 구파’를 들었다. 雲a先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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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요’를 군부개입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들고 었다기) 당시 혁신진영은 “한 

마디로 국민대중의 생활형편을 급속히 개선하려면 사회주의정책이 실시되어 

야 한다는"76)입장이었고， 이에 대한 정서적 공감과 물질적 토대도 마련되어 있 

다고 생각했기에 혁신세력의 규합과 결집을 목표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4월혁명의 과업이 제대로 수행되고 또 완성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실천 

적 주체세력의 결성이 필요한데， 혁선진영이 규합 집결함으로써 주체세력 형 

성을 주도하고 촉진시킬 수 있다고 확산한 것이다 그리고 이 과업이 혁신세력 

이 책임지고 있는 역사적 제 과업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들 혁신세력을 모으고 

진용을 강화함으로써 혁명완수에 적극 이바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겠다는 

다짐에서 나온 행동이었다기) 

혁신진영은 이와 같은 인식과 다짐 아래 7 . 29선거에 참여했는데， 이들의 

활동 역시 일반적으로 정당구도가 재편성되는 ‘위기와 통합’이라는 툴로 분석 

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혁명 후의 선거공간에서 그리고 선거에 패배한 뒤 고 

양된 혁신적인 사회분위기 속에서 이들이 전개했던 활동양상은 기존 보수정당 

이 보였던 행태와 전혀 다를 바 없었기 때문이다. 

1. 7. 29선거 이전 

4 . 19가 발발하자 혁신세력은 이를 민주혁명으로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인식에서 혁신정당의 결성을 추진했다. 미국과 과도정부 그리고 민주당에서 4 

. 19를 ‘친미 보수세력’ 간의 정권교체로 끝내려는 정치적 한계를 나타내고 있 

기 때문에， 이에 실망한 대중들이 전국적으로 새로운 정치의 실현을 요구하고 

있으며 혁신정당의 출현을 고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78) 

이들은 혁신정당만이 완전한 민주국가의 확립과 참다운 복지사회의 실현이 

라는 역사적 대과업을 완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사회민주주의를 지도원리로 

出版紀念委員會 한알의 밀이 죽지 않고는닝 , 73쪽 
75) 韓昇洲제2공화국과 한국의 민주주의。， 171쪽 

76) 서중석， “4월혁명운동기 혁선정치운동의 배경" ~社會科學li1f究] 第2輯(서강대학교 사 

회과학연구소， 1993), 190쪽. 

77) 金學俊 李東華評{專J民音i!tl:， 1987), 228쪽 
78) 朴己出 韓國i&黨벚e' 2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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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회대중당의 창당 준비에 나섰다 79) 원래 사회대중당 준비위원회는 여 

러 성향의 사회민주주의 세력을 규합하여 단일 대중정당으로 출범한다는 목표 

를 세웠으나，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못했다. 혁신세력의 규합과 결집이라 

는 의도와는 달리 파벌화와 분열이 계속되었기 때문이다，80) 창당 준비과정에 

서 떨어져 나간 일부 정치인들은 각각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정당을 만들기 위 

해 분주했는데， 이들의 대동단결은 과거 진보당운동과 마찬가지로 실패로 끝 

나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는 형세가 되고 말았다. 결국 혁신세력은 사회대중당， 

한국사회당， 혁신동지총연맹 둥으로 갈라져 경쟁을 벌였고 이로 인해 7 • 29선 

거 결과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참답한 실패를 맛보게 되었다，81) 

이들로서는 집권당으로 부각되고 었던 민주당이 신파와 구파로 나뉘었기 때 

문에 자신들이 비록 소수 의석이라도 차지하게 되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고， 또한 의회라고 하는 합법적인 정치무대를 통해 자신 

들의 정치이념을 대중 사이에 전파시키려고 한 것이었다，82) 그러나 혁신세력 

이 분열되는 바람에 참패로 끝나고 만 것이다. 선거운동과정에서 혁신세력을 

자처하는 집단이 셋으로 나뉘어 입후보자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경합지역에서는 자신이 ‘진짜 혁신’임을 자랑하기 위해 보수진영 이상으로 다 

른 계열을 비난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혁신계 내부의 대립과 분 

열양상은 혁신세력 자체에 대한 기대를 근본적으로 상실케 하는 요인으로 작 

용했다 83) 

혁신계 전체의 분열 뿐만 아니라， 진보당의 옛 조직을 활용하여 조직적으로 

가장 앞섰다는.84) 사회대중당의 경우도 내부적으로 완전한 통합을 이루지 못하 

고 분열상을 나타내 선거참패의 한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다. 즉， 단시일 내에 

79) 당시 사회대중당 창당준비에는 중간파 사회민주주의세력이 모두 참여한 것으로 분석 

되고 있다 이들에 관한 분류는 빼太榮韓國社會主義政훌史.1](世明書館， 1995), 
533-538쪽 참조. 

80) 金學俊李東華評傳.1]， 228쪽 

81) 당시 혁신계의 입후보 분포 빛 이에 대한 분석은 韓昇洲제 2공화국과 한국의 민주 

주의.1]， 96-99쪽 참조. 
82) 金學俊， “4. 19이후 5 . 16까지의 進步主義運動 姜萬吉(외)， ú'4월혁명론.1](한길사， 

1983), 211 쪽， 

83) 朴己出來日을 찾는 마음.1]， 98-99쪽. 

84) 金學俊， “4. 19이후 5 . 16까지의 進步主義運動" 2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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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집단이 모였기에 이념적인 순화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심지어는 출마 

자의 성분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지방에서 결정된 공천자를 중앙에서 무원 

칙하게 바꿈으로써 당원끼리 대립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내 

부에서 “이렇게 하고도 慘敗 아니할 수 있겠나"85)하는 탄식이 나올 정도로 사 

회대중당윤 분열상을 나타냈던 것이다. 

결국 혁신계는 새로운 정치상황을 맞아 통합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민의원 

4명(尹吉重， 徐相日， 金成淑， 朴權熙)과 참의원 3명(鄭相九， 崔達喜， 李勳九)을 

당선시키는 선에 머물러 의회를 통해 정치이념을 전파한다는 목표의 실현이 

어렵게 되고 말았다. 통합에 실패함으로써 세력의 확장이 불가능해 진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존립근거와 활동을 의회 내가 아닌 ‘장외’로 옮겨야 했고，86) 

이로 인해 이들의 활동은 현실과 동떨어져 더욱 관념적으로 될 수밖에 없었다. 

2. 7.29선거 이후 

선거가 자신의 기대와는 달리 참패로 끝나^h 혁신진영은 위기의식을 느끼 

고 선거패배의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이들은 직접적으로는 자신들이 국 

민들에게 인기는 있었으나 표로 연결되지 못한 것은 혁신계가 단결하지 못했 

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87) 그리하여 유권자들은 “혁신정당들에 대해 비장하 

리만큼 냉담했다"88)는 분석과 함께 “國民은 옮新勢力의 單-化를 希望하고 있 

다"89)는 주장을 하기까지 했다. 

이와 같은 분석과 인식에 따라 선거 패배 이후 통합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혁신계 내부에서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 운동 역시 리더십 부족과 이념적 대립 

으로 통일사회당， 사회대중당， 혁신당， 사회당의 4개 정탕으로 나뒤고 말았 

다.90) 진보당운동의 전철을 밟아， 선거 이전의 행태를 그대로 반복하고 만 것 

이다. 이 때문에 이들은 선거 이후 도래한 위기국면을 효율적으로 극복하는 전 

85) 朴己出 來日 을 찾는 마음"' 97쪽 
86) 김광식， “4월혁명과 혁신세력의 등장과 활동 사월혁명연구소(편)， ;'한국사회 변혁운 

동과 4월혁명~(한길사， 1990), 201쪽 

87) 尹吉重이 시대를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Jj， 203쪽 
88) 金學俊 李東華評傳~， 230쪽 

89) 朴己出來日을 찾는 마음"1 ， 105쪽 
90) 이들의 분열 원인 및 그 경위에 대해서는 鄭太榮韓國社會主義政黨~， 548-55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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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을 마련할 수 없었다-

이들은 또한 선거패배의 遠因으로 4월혁명 이후 혁신진영이 놀랄만한 범위 

로 조직적 팽창을 과시하자 민주당이 이에 경악하여 모함을 했고 또 미국의 경 

계심을 자아내어， 국민들이 위구심을 품게 되었다는 것을 들었다.91) 이와 아울 

러 선거자금의 부쪽과 함께 오랜 동안 정치일선에서 격리되었기에 한국적인 

불법적 선거수법과 부정행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으며，92) 과도정부에서 민 

주당， 자유당， 자유당계 무소속 등 친미세력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허 

락했으나 사회대중당의 후보 특히 남한 단독선거에 반대한 후보에 대해서는 

철저한 선거방해와 탄압을 가한 것도 패배의 한 요소라고 주장했다 93) 

결국 ‘빨갱이’라는 중상 모략에 일반 대중이 혁선정당에 등을 돌렸다는 주장 

인데， 이는 당시의 사회분위기를 충분히 분석한 결과 나온 것은 아니었다고 생 

각된다. 왜냐하면 6.25와 같은 참혹한 이데올로기적 갈등을 경험했기 때문에， 

당시에 이미 ‘반혁신 또는 교조적인 반공의식’이 일반 대중의 태도 속에 강하게 

잠재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일반 대중은 미국의 사주나 과도정부의 조정이 아 

니라도 헥선세력에 대해 제한적인 지지만 보냈다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94) 

분열을 거듭하던 혁신계는 1960년 12월에 실시된 지방의회선거에서는 아예 

완패하여 정치세력으로서의 혁신계는 종말을 고한 것처럼 보였다.95) 이후 이 

들은 ‘2대 악법’ 반대투쟁과 통일운동을 통해 다시 통합을 모색하게 되는데，96) 

이미 이때 이들의 주장은 위험한 것이며 “일부 불순분자들의 조종에 의한 반국 

가적이고 반사회적인 것"97)으로 규정되고 있었다. 즉， 당시의 분위기로 보아 

이들의 활동은 “반공문화권에서 위축되어 었던 용공 혁선세력의 준동껴8)으로， 

91) 朴己出來日을 찾는 마음~， 94쪽 

92) 朴己出來H을 찾는 마음~， 97-98쪽. 

93) 朴已出 韓國政治벚~， 202쪽 

94) 이갑윤， “제2공화국의 선거정치 백영철(편)， ù 제 2공화국과 한국민주주의 J ， 203쪽. 
95) 서중석， “4월혁명운동기 혁신정치운동의 배경，" 210쪽‘ 

96) ‘2대 악법’이란 張뺑정권이 제정하려고 했던 반공법과 데모규제법을 말하는 것으로， 이 

를 계기로 하여 혁신계는 1961 년 3월 15일 ‘반민주악법 반대 공동투쟁위원회’를 결성 

하고 행동의 통일을 모색했다 이에 대해서는 鄭太榮기韓國社會主義政黨史~， 560-565 

쪽참조. 

97) 尹뽑善구국의 가시밭길~， 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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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므로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통합에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시간적으로 너무 늦고 만 

것이다. 

이처럼 혁신진영은 단일 대중정당을 결성하여 보수 대 혁신이라는 정치구도 

의 수립을 모색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보수정당과 마찬가지로 이합집산하 

는 모습만 보여주고 말았다. 이는 당시의 혁신세력이 “대중과 민중운동에 기초 

하지 못하고 지식인 명망가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99)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처럼 민중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정당사에서 보 

수정당과 하등 다를 바 없는 정치인들만의 집단으로 전락하고 말았고 그들과 

유사한 행태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N. 정당구도의 붕괴와 각 정치세력의 입장 

민주당 신파가 집권한지 9개월만에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한 군부는 

張動정권 인수를 선언한 군사혁명위원회 포고 제4호를 통해 모든 정당과 사회 

단체의 정치활동을 금지시켰다 100) 이로써 1948년 8월 15일의 정부수립 이후 

‘위기와 통합’의 틀 내에서 결성되었던 자유당과 민주당을 비롯하여 혁신세력 

까지 포함， 이합집산을 반복하던 정당구도는 단번에 붕괴되고 말았다 

쿠데타 세력은 4 • 19 이후 초래된 용공사상의 대두， 경제적 위기， 고질화된 

정치풍토， 그리고 사회적 혼란과 국민도의의 퇴폐 등을 들고 애국섬에 불타는 

젊은 행동가집단으로 정의와 양심의 편에 선 군부가 민족의 자멸을 구하기 위 

해 일어서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군사혁명의 필연성’을 역설했다이) 그리고 

98) 정일형오직 한길로~， 277쪽 
99) 김광식， “4월혁명과 혁신세력의 둥장과 활동，" 196쪽 
100) 1961 년 5월 16일 계엄사령관 張都險의 명의로 발표된 군사혁명위원회 포고 제4호는 

조국의 현실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열망에 호응키 위한다는 명목으로 張動정권 

을 인수하며， 민의원 · 참의원 · 지방의회를 해산하며， 일체의 정당 · 사회단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며， 張뺑정권의 전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을 체포하며， 국가의 일체의 기 

능은 군사혁명위원회가 집행한다는 둥의 내용을 골자로 한 것이었다 韓國軍事혹을命史 

編뚫委員會韓國軍事옮命벚 第l輯 r<韓國軍事훌命벚編훌委員會， 1963), 5쪽 
101) 이들은 “健全한 組織과 國政擔當能}J을 가진 反共精神이 j흉澈한 國軍에 의해서 國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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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정권의 실정 때문에 “國政이 極度로 素亂하여 國家運命을 危機에 몰아 

넣고 말았으니 五 .-六 軍事黃命으로 因한 그들의 敗亡은 當然하다"102)고 주 

장했다. 

이와 같은 주장은 당시 어느 정도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도 있었 

다. 4 . 19 이후 민주정치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무정부상태를 경험했는데， 

“이 危險한 고비에 軍A들이 들고 일어나 祖國의 運命을 危機}髮에서 건져 놓 

은 것"10시이 바로 군사혁명이므로 국민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혁명과업 

완수에 참가하여 성공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정치인도 군부의 주장에 수 

긍， 엄숙한 혁명선언이 내려지는 것을 보고 당연히 올 것이 왔다는 마음의 충 

격을 아니 느낄 수 없었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104) 

일부에서는 이처럼 군부가 일으킨 쿠데타에 동조하기도 했으나， 쿠데타로 

정권을 빼앗겼거나 정치활동이 금지된 정치인들의 견해는 달랐다. 정권욕에 

눈이 어두운 군부가 민주주의를 유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쿠데타 발발의 직 

접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신파와 구파， 그리고 혁신계가 견해를 달리했는데， 이 

는 당시 각 정치세력들이 자신들이 처한 입장에서 정세를 분석했기 때문이라 

고 생각된다. 

1 . 신파의 입장 

신파의 대표로 총리에 지명되었던 張助은 “장 정권이 무능， 부패했기 때문에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공언은 앞뒤가 어긋나는 얘기 "105)라고 주장하면서， 민주 

당정권이 과오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집권한지 18일만에 정권전복의 모의를 

시작하여 정권을 쥐고야 말겠다는 야심을 가진 군부를 너무 믿었기 때문에 정 

권을 빼앗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아울러 그는 구파에 대한 원망의 뜻을 

的 運뼈이 救濟되었다는 것은 팩으나도 多幸한 일이요 5 • 16黃빼 當時 國民이 陳時之

數을 發하고 ‘올 것이 왔다’는 歡聲을 發한 것도 充分한 理由가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 

했다 韓國軍事훌빼벚編훌委員會韓國軍事草命벚』 第1輯 上， 194쪽-
102) 韓國華命載뻐j史編훌委員會韓國옮뼈載~J史」 第l 輯(韓國옳命載여j벚編훌委員會， 196 

2), 201쪽 
103) 兪鎭午民主政治에의 길.J(→漸聞， 1963), 85-86쪽. 
104) 閔寬植落第生，J， 172-173쪽. 

105) 雲石先生紀念出版委員會한 알의 빌이 죽지 않고는.J， 84쪽. 



102 

강하게 나타냈는데， 尹대통령이 쿠데타를 진압할 의향이 있었다면 5 . 16은 결 

코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대통령은 이러한 사태가 벌어 

지기를 바랐던 바이고， 먼저 내통을 받았을 때에도 기대하고 있던 일이었기 때 

문에 ‘올 것이 왔다’는 말을 하게 되지 않았던가"106)라고 반문하면서， 尹대통령 

이 쿠데타에 동조했다는 식으로 주장했다. 

이어서 張動총리는 민주당 덕분에 대통령이 되었으며， 제 2공화국 원수이므 

로 도의상으로라도 대통령이 총리와 운명을 같이해야 옳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복되기만을 바라고 있었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며 

상식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그리고 자신의 비서를 1군 

사령관에게 보내 쿠데타 진압을 포기하도록 했는데， 국군통수권을 쥐고 있는 

대통령의 태도가 이런 것을 알고는 쿠데타가 진압되리라는 희망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었고， 이로써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었다고 회고했다. 

신파측의 다른 정치인도 구파， 특히 윤대통령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나타내 

기는 마찬가지였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쿠데타를 진압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건의에 어물거리며 ‘단지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 입장’이라는 답변만 했다거 

나， lO7) ‘올 것이 왔다’면서 라디오방송을 통해 사태 수습을 위해 모든 국민이 협 

력해 줄 것과 총리 이하 모든 국무위원들이 시급히 출두할 것을 요구한 행위는 

“헌법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으로서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108)이라는 식으로 

한결같이 尹대통령의 행위를 비난했다. 군의 충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행 

동으로까지 나온 것은 지나친 일이라고 타일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올 것이 

왔다’고 말해， 쿠데타를 합리화했으므로 尹대통령이 반 헌법적인 행동을 했다 

는 것이다 10')) 

이처럼 신파는 쿠데타가 발발하자， 사사건건 시비만 하던 구파 본연의 모습 

이 드러났다는 식으로 쿠데타세력과 구파를 연결짓고 있었다 자신들은 헌신 

106) 쫓石先生紀念出版委員會 한 암의 밀이 죽지 않고는j ， 89쪽 

107) 정일형오직 한 킬로JJ ， 304쪽 

108) 송원영‘제2공화국.2， 305쪽 

109) 송원영은 장변총리가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여 꾼을 동원하고 쿠데타군을 격퇴시킬 수 

었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는 국군끼리 피를 흘리는 것을 원 

치 않았으며 피를 흘릴 바에는 차라리 쿠데타를 일으킨 군에게 정권을 주는 편이 낫다 

는 생각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송원영제2공화국)1， 311-3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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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노력했고 밤을 새워가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파가 협력하지 않 

아 자신들의 성의가 미처 결실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110) 구파가 탈당하여 

민주당이 분열되는 바람에 정국이 혼란스러워져 쿠데타의 빌미를 제공했고， 

또 대통령이 이에 동조함으로써 정권이 붕괴되었다는 인식이었다， 

이러한 요소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신파 내에서 

만이라도 분열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통합을 이루어 약체내각이라는 지적을 불 

식시켜야 했다. 통합을 통해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했 

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닥관하며 이를 외면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張動정권은 위기극복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는데， 이를 볼 때 정권의 붕괴 

를 자초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2. 구파의 입장 

민주당 구파의 입장은 쿠데타 발발의 직접적인 원인은 張助정권의 무능과 

내분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런 의미에서 이들은 군부와 의견의 일치를 보 

았다고 할 수 있다. 한때는 동지였던 민주당 양파와 쿠데타세력 사이에 ‘敵의 

敵은 동지’라는 너무나도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구파는 흔히 지적되는 것처럼 민주당 신 • 구파의 분열로 쿠데타가 발생했다 

는 것은 천박하기 짝이 없는 견해로 피상적인 관찰이며 상식 이하의 편견이라 

고 주장하면서， 5 • 16쿠데타는 張뺑정권의 기초가 박약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 111) 그리고 야당의 길을 걷는 것이 고달픈 일임에도 불구하고 

구파가 분당， 야당의 길을 택함으로써 여야의 기능에 충실한 보수 양당체제를 

구축하여 오히려 헌정에 이바지했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이들은 張動정권이 대내외 제반 정책의 수립에 

갈피를 잡지 못하는 정책적 빈곤을 나타냈으며， 정실인사로 정치적 부패를 초 

래했고， 확고한 목표가 없이 우왕좌왕하며 무능했기 때문에， 용공세력이 팽창 

하여 정치적 위기가 조성되었으며 정권교체를 바라는 여론이 높아갔다고 주장 

했다. 그리고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張助정권은 국민의 불안을 해소시 

110) 김재순새 지평선에 서서 . 한 샘터인의 나라^~ZfJ(샘터사， 1991), 266쪽 

11 1) 柳珍山해뜨는 地平線r" 202-203쪽 



… … 
킬만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형편이었기에 치안문제는 더욱 심각해졌 

으며， 112) 정책다운 정책도 실현하지 못하고 “政權에 戀戀하면서 그들 內部의 

派爭收給에 i及 i及하다가" 113) 쿠데타로 타도되고 말았다고 분석했다 

한편 ‘올 것이 왔다’는 말로 쿠데타를 방조 내지는 동조한 것이 아니냐는 신 

파측의 의혹에 대해 당사자인 尹대통령은 자신의 말이 쿠데타률 고대하고 있 

었던 것 같이 전해지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단지 이는 ‘4 

월 위기설’ 또는 ‘5월 위기셜’ 등 위기설이 끊이지 않아 무슨 일이든지 터지고 

야 말 것만 같아 ‘올 것이 왔구나’라고 한탄하는 섬정에서 한 말이었다는 것이 

다 114) 그는 자신의 “처신이 불가피하고도 만부득이한 미봉책"11';)이었다는 것 

은 시인했는데， 당시로서 자신은 어느 한 쪽을 분명하게 선택하기가 어려웠던 

처지였다고 변명했다. 

한편 쿠데타 발발 사흘 후인 5월 19일 尹대통령은 대통령직을 그만 둔다는 

하야성명을 발표했다가 이를 번복했는데， 자신이 하야함으로써 야기되는 국제 

외교상의 문제들로 인해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중죄를 짓고 말 것이라는 중 

압감에서 하야를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116) 이러한 행위로 尹대통령은 군사정 

부에 협조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을 수 없었고， 1 l7) 이 점에서 신파들의 비판을 

집중적으로 받게 되었다. 

당시 尹대통령의 이와 같은 처신에 대해서는 같은 구파 내에서도 엇갈리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측에서는 착잡한 심정이기는 

하지만， “만약 尹大統領마저 사입하게 된다면 憲法機關이 全無하게 되는터라 

國內外的으로 사태가 매우 복잡하게 될 것이기 때문"118)에 그가 유임하게 된 

것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다행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반대로 부정적인 견 

해도 제시되었는데， 그의 처신은 “하야성명을 내고도 군인들이 만류하니까 못 

112) 白南熹 ι나의 →生괴， 353쪽 

113) 金度演나의 A生白書~， 386쪽 

114) 尹볍善救國의 가시밭길~， 110-111 쪽 

115) 尹I普善외로운 선태의 나날J東亞日報社， 1991), 67쪽‘ 
116) 尹港善 외로운 선택의 나날J ， 97 쪽， 

117) 이 점에 대해서는 그 자신도 시인하고 다음의 기회를 기다리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尹t普善救國의 가시밭길~， 96쪽 
118) 白南혹 J 나의 生ζ , 3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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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긴 듯이 눌러 앉아 있다가 결국은 자기의 동지들을 제재하는 법에 찬성"119) 

한 행위로， 결국 이는 하라는 것은 안하고 하지 말라는 짓만 한 것이라고 비난 

했다. 

3. 혁신계의 입장 

5 . 16에 대해 혁신계는 신파나 구파 어느 한편의 잘못이 아니라，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정국을 잘못 이끌어갔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민주당 

이 지나치게 비대해져 자만심이 생겨 분열된데다가 정국을 이끌어갈 경륜이나 

지적인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정치적 혼란을 초래하여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 

다는 것이다 12m 정권의 무능 외에도 혁신계는 미국에 대해 의혹의 눈길을 멈 

추지 않았는데， 4월혁명 이후 남북교류와 통일에 대한 민중의 열망이 높아지는 

것에 당황한 미국이 개입한 것이 또 하나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121) 

민주당의 분열과 무능 때문이라는 분석과는 달리 혁신계는 군인들이 병력을 

동원하여 권력을 쟁취한 행위， 그 자체에 대해 처음에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 

했다. 이들은 좋은 때가 왔다고 기뻐하며 쿠데타 발발 다음날인 5월 17일에 한 

자리에 모여 자신들의 이념과 같은 혁신정치가 출현할 것 같으므로 거족적으 

로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자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며， 성명서는 사태 

의 추이를 보아가며 발표하기로까지 했던 것이다 122) 이들이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은 ‘5 . 16黃命’을 주도한 사람들이나 자신들의 생각이 아무 것도 다를 바 없 

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123) 

5 . 16에 대한 최초의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는 군부가 혁신계를 탄압하면서 

부정적인 것으로 바뀌게 되지만， 124)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에서 혁명을 

119) 尹햄述先生文集刊行委員會홉蘭選集J J:., 150쪽-
120) 尹吉重이 시대를 잃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203쪽 

121) 朴己出韓國政治벚괴， 212쪽. 

122) 張建相(외)， '事實의 全部를 記述한다~(希望出版社， 1966), 444쪽. 
123) “ →部 사람들은 이 분들이 社會主義의 經齊體制를 또는 社會主義的인 方法을 採擇하 

고 있는 것 같이 말하고 있으나”라는 분석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초기에 혁신계는 군인 

들이 사회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朴己出來日을 

찾는 마음φ ， 136쪽 

124) 이의 가장 전형적인 것으로는 朴己出， “五 • →六 구데타 批判" ，來日을 찾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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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으킬 만한 인물이라면 그래도 사상적으로 어느 정도 개발되어 있을 것이 틀 

렴 없으리라는 막연한 기대" 125)를 가졌던 것은 사실이었다. 그리고 기성 정치 

인 구정치인들과는 달리 혁명공약을 설천하겠노라고 맹세했던 사실을 들어 

“혁명공약이 착착 진행되어 그 일 단계 과엽이 성취되면 군인은 어김없이 원래 

의 자리로 돌아가리라고"126) 굳게 믿었다 이와 같이 쿠데타 세력에 대해 혁신 

계가 초기에 보였던 기대와 호의는 자신들을 견제했던 민주당정권에 대한 반 

감이 은연중에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v. 맺음말 

처음부터 민주당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질적인 요소들이 통합하여 결성 

한 정당이었다. 그러나 막상 위기가 종식되자 별도의 행동에 나선 결과， 다시 

위기에 빠지는 전형적인 ‘위기와 통합’의 행태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신파와 

구파 모두 파벌의 이익을 초월하여 국민의 기대를 실천에 옮기려는 자세를 취 

하지 않은채 파별싸움에만 몰두했고， 이로 인해 위기를 초래한 것이다. 

이들 양파는 4월혁명의 과업을 실현하기 위한 창조적인 활동은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민주당이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라기보다는 4 . 19라는 타력에 

의해 집권했기 때문이다. 타력에 의해 집권했기에 지도력에 공백이 생길 수밖 

에 없었고， 이로 인해 태생적 한계인 파별적 대립을 극복하지 못하고 표류하게 

된 것이다 1 27) 

이처럼 4월혁명후 민주당은 본래의 통합정신을 망각한 신파와 구파의 갈등 

을 극복하지 못해 일차적으로 분당이라는 위기를 맞았다. 독재가 타도되었다 

고 확신한 이상 양파는 별도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을 다시 할 수밖에 없 

었는데， 여기서 크게 작용한 것은 권력의 독점과 분배였다 12H) 권력경쟁에서 

119-154쪽 참조 

125) 金學俊， ι李東華評傳~， 239-240쪽. 

126) 尹吉重이 시대를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227쪽. 

127) 얀철현， “제 1-2공화국 정당정치의 전개과정과 특성 안희수(편)， " 한국정당정치론~(나 
남출판， 1995), 277쪽 

128) 섬지연， “민주당정권의 본질 사윌혁명연구소(편)， " 한국사회 변혁운동과 4월혁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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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리한 신파는 권력을 독점하려 했고， 패배한 구파는 권력의 분배를 요구했지 

만 타협을 보지 못해 분당으로 이어진 것이다. 

구파의 이탈로 분당이 된 이상， 위기극복의 전적인 책임은 신파측의 몫이 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정권을 장악한 선파만이라도 통합된 모습으로 정국을 

주도했어야 했눈데， 이마저 하지 못했다. 신파 내부에서 노장파， 소장파， 그리 

고 구파에서 신파로 합류한 합작파 사이에서 또다시 권력의 독점과 분배문제 

로 갈등과 대립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다. 이처럼 각 파가 분열되어 파별싸움을 

별이는 과정에서 張動총리는 지도자로 부상할만한 지도력을 발휘한 한 바 없 

었는데， 이는 그가 “국가를 통치할 경륜이 부족하고 패기도 없었던"129) 때문이다. 

통합을 이루지 못한 것은 민주당만이 아니었다. 혁신진영으로서도 정치 • 사 

회적으로 고양된 분위기를 이용하여 대동단결을 이루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열상만을 나타내 유권자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이로써 하나의 정치세력으 

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만 것이다. 

이와 같이 보수와 혁신을 불문하고 내부에서 나타난 분열상은 결국 정권의 

위기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 위기는 정권을 장악한 신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 

니라 구파와 혁신계를 포함한 정당구도 전반의 붕괴라는 위기로 이어졌다는데 

서 문제의 심각성이 었다. 정당의 해산과 정치활동 금지에 이어 1962년 3월 16 

일에는 정치활동정화법을 공포， 구시대 정치인으로 분류된 정치인들의 정치활 

동을 1968년 8월 15일까지 금지시켰기 때문이다 130) 모두가 4월혁명의 정신을 

승계하여 민주국가의 토대를 굳건히 하는 과업을 등한시하고 권력쟁취에만 몰 

두한 결과 초래된 현상이었다 

길사， 1990), 255쪽 

129) 尹吉重 이 시대를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203쪽. 

130) 군부는 정치활동정화법의 목표는 부정 부패정치의 재대두를 방지하고 참신한 정치도 

의를 확립함으로써 진정하고도 굳건한 민주주의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 

히고， 후안무치한 구 정치인들을 방치한 채 민간에 정권을 이양한다면 정치적 부패가 

다시 대두할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일부 인사들의 정치활동을 큐제하지 않을 수 없다 

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이 법에 따라 정치정화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이 위원회는 

3，600명을 정치활동 적격여부 심판대상자로 분류하고 이중에서 일차로 李承硬， 張動

등 2，907명을 정치활동 금지자로 공고했다 담화의 전문은 韓國軍事黃命史編뚫委員會， 

U‘韓國軍事華命벚』 第l輯 t , 67-68쪽 수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