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의 제정과운영: 
대한민국 건국기의 정부형태에 관한 논쟁옳 중심으로* 

서 회 경 (東京大훌 東洋文化핍究所) 

1.서 론 

본 논문에서는 대한민국 건국기에 어떠한 정부형태 (fOffil of govemment) 

를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어떻게 운영 (operation of goveffi

ment)할 것인가를 둘러싼 제헌국회의 정치적 논쟁올 고찰하고자 한다. 민 

주주의라는 전혀 낯선 정치체제를 수용한 신생 대한민국은， 헌법의 민주주 

의 원리와 정치현실의 괴리로 인해 커다란 곤경에 직면했다. 특히 정부형 

태 및 운영의 문제는 정치세력들 사이에 첨예한 갈둥을 야기시켰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대통령의 권력’ 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였다. 이 문제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현대 한국정치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 중 하나이기 

도 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륙히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고 제한하고자 했 

던 제헌국회의 논의와 정치적 투쟁을 검토하고자 한다. 

건국기의 정치에 관한 정치학과 법학의 기존 연구들은 헌법의 제정 과정 

과 운영에 대한 관심이 소흘하였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정치학 

분야에서는 권력투쟁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다. 왜냐하면 헌법 규정 

상의 정부형태와 실제 운영상의 정부형태간의 상관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실제 정치 운영 과정을 분석하는데 헌법 연구가 도움올 주지 못한다고 보 

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치체제가 어떠한 원리에 의해 구 

*이 글은 東京大學 東洋文化陽究所 宮觸博史 셰미나의 발표문을 토대로 하여 작성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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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홉하였다. 둘째， 법학분야에서는 순수한 

법리적 관점에서 제헌헌법올 다루었다. 예컨대 헌법의 어느 조항이 민주주 

의의 원리에 더 적합한가에 대해서 주로 관심을 기울였다. 그 결과 헌법제 

정 및 운영이 고도의 ‘정치적 성격’ - 정치적 협약 또는 투쟁의 산물 -

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看過 내지 輕視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연구 경향을 보완하고자 한다. 건국기의 정치는 

단순히 ‘힘의 경합 과정’ 이거나， 순수한 이념의 심포지엄이 아니라， 새로 

운 국가의 형성을 둘러싼 전면적인 정치적 투쟁과 성찰의 과정이었다. 예 

컨대 건국기의 정치세력간의 대립은 헌법초안 작생 과정에서 특히 대통령 

권한의 설정 문제에서부터 발생되었다. 이 대립은 李承8免과 韓民黨이 각기 

유리한 제도를 선점하기 위한 투쟁이었으며. 동시에 어떤 제도가 건국기의 

정치현실에 보다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의견 대립이기도 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헌법의 공식적인 제정 과정 및 운영 과정에 

주목하여 다음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헌법안의 제정과정에서 제기된 ‘국 

회와 정부의 권한’ 에 관한 .논쟁’ 을 고찰하고자 한다. 헌법은 헌법기초위 

원회의 헌법초안 작성 과정과 헌법안의 본회의 심의과정윷 거쳐 제정되었 

다.1) 헌법안의 기초와 수정과정에서 야기된 최대의 쟁점 사항은 대통령 

중심제와 의원내각제의 선택에 관한 것이었다. 그것은 결국 국가 권력의 

배분을 결정하는 것이었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성격올 결정짓는 것이었 

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정치세력의 운영이 달려 있었다. 그런데 당대의 정 

치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과제는 건국기의 비상한 정치상황을 어떻 

게 ‘안정’ 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에 관한 이승 

만과 한민당의 의견 대립 및 정치적 경쟁 파정올 살펴보고자 한다. 

2) 헌법안 심의 과정에서 헌법제정자들이 가장 고섬했던 문제는 정치적 

안정올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통제활 것인가’ 였 

다. 헌법초안의 대통령 권한은 모호하게 규정되었다. 즉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 사안올 국무회의의 의결올 거치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그 결정권과 책 

임소재가 불분명하였다. 이것은 헌법초안이 ‘강력한 대통령제가 안정적이 

다’ 는 견해와 .강한 대통령은 항상 통제되기 어렵다’ 는 견혜와의 타협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었다. 본 연구는 헌법안 심의과정애서 제헌의원들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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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의 권한을 통제하기 위해서 각기 어떠한 논거 및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는지， 각 제도의 용호자들올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제헌국회의 정 

치세력들은 공식적인 심의과정에서 제도의 보편적 원리를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각 정파에게 보다 유리한 정부형태를 만들기 위해 열띤 논쟁을 벌 

였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헌법의 정부형태에 관한 논쟁을 제헌국회 본회 

의의 속기록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둘째， 헌법의 정부형태와 그것의 실제적 운영을 둘러싼 건국기 정치세력 

간의 갈동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 갈퉁은 결국 헌법규정이 현실에서 실제 

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견해 차이였다. 이 차이는 물론 각 정파 사이 

의 권력투쟁을 수반하고 있었다. 특히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해석은 헌법 

제정과정 뿐만 아니라， 이후의 운영과정에서도 가장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통령의 모호한 권한은 정치운영법안 및 각종 정치적 사안의 논의 과정에 

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었고， 이 점이 건국기 정치세력간의 갈등의 연원 

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인 이숭만과 제헌국회가 대통 

령의 권한을 둘러싸고， 어떠한 갈둥과 대결을 벌였는지에 대해， 특히 제헌 

국회 특별회기(1948. 5. 31-12. 19) 에 한정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3) 

2) 본 연구는 『대한민국국회 제 1회 속기록』을 중심 텍스트로 사용하였다. 이 문헌의 의 

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문헌은 정부의 국정 운영 및 정책파 관련된 각종 기록이 

보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헌국회의 헌법 제정 과정을 고찰하는데 가장 유용한 문서 

이다. 둘째， 헌법 제정의 논쟁 과정을 고찰하는 데 가장 유용한 문서이다 r대한민국 

국회 제 1 회속기록』의 서술 방식은 국회사무처가 1971년에 간행한 『국회사』의 그것 

과 다르다. 후자는 ‘안건’ 이 중심이다. 즉， 법율안， 예산안， 선거 및 임명동의안， 결 

의안， 건의안 동의 안건올 중심으로 분류하여， 그 안건의 처리 경과 및 결과를 기술 

하였다. 기존 연구는 대체로 이 『국회사』에 의존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국회 제 1 

회 속기록』은 ‘토론’ 이 중심이다. 즉 정치가들의 발언을 토론이 진행되는 순서대로 

기술하였다. 따라서 이것은 ‘안건’ 중심이 아닌 ‘논쟁’ 중심의 연구를 가능하게 한 

다. 

3) 한국의 초대 국회인 제헌국회는 제 1 회 국회(특별회: 1948. S, 31-1948 , 12 , 19) , 제 
2회 국회(정기회 1948 ， 12, 20-1949 , 4, 30), 제 3회 국회(임시회 1949 ， S, 21-

1949, 6, 20) , 제 4회 국회(임시회’ 1949, 7, 1-1949, 7, 30) , 제 5회 국회(임시회: 

1949.9, 12-1949, 12, 4) 제 6회 국회(정기회 1949 ， 12, 20~19'i() ， 5, 31)를 말한다. 

본 논문의 연구대상은 제 1 회 국회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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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연구를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대통령의 권한올 통제하고자 했던 

헌법규정 및 제헌의원들의 정치적 투쟁온 점차로 강력해지는 이승만의 정 

치력에 의해 무력화되었다. 더우기 이승만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는 이념적 

으로 상이하고， 경쟁적인 또 다른 체제가 병존함으로써 야기되는 신생국가 

의 존립 자체의 어려움으로 인해 번번히 무마되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정부형태와 그 운영을 둘러싼 제헌의원과 이승만의 정치적 갈둥과 대결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자유민주주의가 권위주의 정치로 변모해가는 초기 발생 

과정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그것은 결국 한 정치체제가 직면한 자유와 안 

전의 문제， 그리고 정치적 자유가 얼마나 보존되기 어려운 것인가에 대한 

정치적 성찰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II. 헌법제정기 0948. 6. 3-7. 17) 

1. 헌법안의 기초와 수정: 한민당의 의원내각제와 이승만의 대 
통령중심제 경쟁 

헌법안의 기초와 수정과정에서 최대의 쟁점이 된 사항은 대통령중심제와 

의원내각제의 선택에 관한 것이었다. 그런데 당대의 정치상황에서 가장 중 

요한 정치적 명분은 건국기의 비상한 정치상황을 어떻게 ‘안정’ 시킬 수 있 

는가 하는 문제였다. 두 제도의 주장자들은 모두 자신뜰의 대안이 적절하 

다고 주장했다. 의원내각제 제안자들은 국회와 정부의 대립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대통령중심제 제안자들은 특정한 기간 동안 정부의 임기를 

보장할 수 있다는 점올 강조했다. 본 절에서는 이에 판한 이승만과 한민당 

의 의견 대립 및 정치적 경쟁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헌법기초위원회의 의원내각제 헌법안 

정부형태에 관한 헌법기초위원회의 원안은 의원내각제였다. 이것은 대통 

령에게 상징적인 권력만 부여하고， 내각 특히 국무총리에게 실제적인 정치 

권력을 부여했으며， 그 권력은 국회에 의해 통제되도록 하였다. 5명(또는 

10명)의 한민당 의원 4)을 포함한 30명의 헌법기초위원과 유진오， 권승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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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 10명의 헌법기초전문위원들은 이 제도를 기초하였다. 

헌법기초위원들은 어떠한 이유에서 의원내각제를 선택하였는가? 이 점 

은 두 가지 측면 - 제도원리적 측면파 권력정치적 측면 - 에서 고찰될 수 

있다. 첫째， 제도원리적 측면은 정치안정 과 독재방지’ 라는 점으로 나누 

어 볼 수 있다. 헌법기초위원들은 의원내각제가 국회와 정부의 대립을 제 

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대통령중심제보다 정국안정을 달성하는데 

용이하다고 주장하였다. 유진오(전기 )5) 헌법기초 전문위원은 미국의 대통 

령중심제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의원내각제를 옹호하고 었다. 

나는 미국 헌법이 대통령제를 채택한 것은 첫째， 미국헌법이 제정된 18 

세기에는 국제적 고립정책을 쓸 수 있었고， 둘째， 19세기까지는 국내적으 

로도 국가의 세입이 풍부하여 남아 돌아가는 형편이어서 정부와 국회가 

대립한 채로 장시간 국정이 마비상태에 빠지더라도 별로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다. 따라서 국토양단， 경제파탄. 

공산주의자들의 극열한 파괴 활동 둥 생사의 문제를 산더미 같이 떠안고 

있는 대한민국이 대통령제를 채돼해 가지고 국회와 정부가 대립하여 저 

물도록 옥신각신하고 앉아 있다면 나라를 망치기(아니면 독재국가화하 

기) 꼭 알맞은 것으로 나는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이 

즉 유진오 위원은 한국의 정치 · 경제상황에서 대통령제흘 선택할 경우， 

국회와 정부의 대립은 다분히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할 것으로 보았다. 물 

론 그는 정치에서 “국회와 정부의 대립”은 불가피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그는 미국과 같이， 그러한 대립을 통제할 수 있을 정도의 여건과 대 

외적 상황이 허용될 경우에만 대통령제가 채택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던 것 

4) .:;. 10 선거 당선 당시의 당적올 기준으로 한 경우， 한민당 출신의 헌법기초위원은 

서상일(위원장)， 김준연， 빽관수， 조헌영， 허정 동 5명외 의원이다. 당시 김성수가 

적극적으로 후원했던 이윤영(부위원장)과 김효석， 박해극， 서성달， 이훈구까지 고려 

한다면， 한민당 관계 헌법기초위원은 10명이다. 유진오 F헌법기초회고록~ (서울: 일 

조각， 1980) , p. ':;9 . 

.:;) 유진오 헌법기초전문위원은 헌법제정과정에서 의원내각제(전기) , 강력한 대통령중 

심제(중기)， 그리고 ‘제한’ 척 대통령중심제(후기) 순으로 입장 변화를 보인다. 

6) 유진오， 위의 책， p. 'í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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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유진오 위원은 의원내각제가 ‘독재. 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유효하다고 주 

장하였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6월 21 일 허정 의원， 윤길중 전문위원과 더 

불어 이숭만과 회견한 자리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표명되었다. 그는 다음파 

같이 말하였다. 

대통령제 헌법올 채택한 나라 중에 별탈 없이 잘 되어 나가는 나라는 

미국 뿐입니다. 미국식 대통령제를 쓰고 있는 중남띠 제국에서는 국회와 

정부의 대립상태를 합헌적으로 해결할 길이 없어서 룩하면 쿠데타 아닙 
니까?7) 

즉 유진오， 윤길중 전문위원과 허정 기초위원은 국회에 의해 정부가 교 

체될 수 있는 제도가 대통령의 독재정치에 기인하는 “쿠데타나 혁명”의 발 

생을 막올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8) 

헌법기초위원회 위원중 한민당 이외의 다수 의원들 역시 대체로 “국회에 

서 간접선거로 선출되는 대통령에게 행정 책임까지 부여하는 대통령중심제 

로 하면 전제정치가 될 우려 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원내각제안을 

지지했다 9) 요컨대 헌법기초위원들은 국회는 정부를， 정부는 국회를 서로 

견제하고 불신임할 수 있는 제도가 대통령의 독재률 막을 수 있는 제도라 

7) 유진오， 위의 책. p.64. 유진오 위원은 이후에 출간한 『憲法解義에서도 의원내각제 
로 대항하지 않으면 “혁명이나 쿠데타 같은 폭력올 사용하게 될 우려가 있다”하여 

당시에 이를 주장했다고 말하였다. 유진오， 漸精 憲法解養~ (서울: 일조각. 1957). 

p.27. 

8) 일반적으로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의 모든 정치적 선택에 대하여 대통령이 책임을 

지며 , 의원내각제에서는 의회의 신임하에 각 각료가 책임올 나누어 지고 권한을 행 

사한다. 린쪼üuan J. Linz)는 대통령제가 책임소재라는 측면에서 보다 확실하지만， 
그에 따른 상벌 부과의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의훤내각제에 비해 대통령제가 보 

다 열위에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Ouan J. Linz ‘ “Presidential or Parliamentary 

Democracy: Does It Make a Difference?" , The Fμj{;μ re 0/ Presidential Democracy: 

Comþaratiæ PersjJectiæ.(Baltimore: Johns Hopkins Univ. Press, 1994): 신명 순 · 조정 관 

공역 r내각제와 대통령제 J(서울: 나남출판. 199';). pp. 48--49) 
9) 김영상. “헌법올 싸고도는 국회 풍경 r신천지J. 제 3권 6호(1948. 7).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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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식했다. 

둘째， 권력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 헌법원안의 정부형태를 의원내각체로 

설정한 것은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이숭만이 대통령에 선출될 것이라는 광 

범위한 인식과 직접 관련이 있었다 10) 제헌헌법 원안은 국회 양의원에서 

선출되는 대통령을 둔 점에서 순수 내각제는 아니었다. 헌법기초위원 중 

한민당 출신 의원들이 이 제도를 관철하고자 한 것은 한민당내에서 “이숭 

만에 대항하여， 대통령에 나셜만한 인물이 없었기 때문에 이승만올 대통령 

으로 지지하는 대신에 국무총리의 직책올 담당’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였 

다 11) 조봉암 기초위원이 ”이론상으로 내각책임제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한민당계가 좌지우지하는 한 이에 반대한다 고 주장한 것은 한민당의 이러 

한 정치적 의도를 잘 드러내준다 12) 

2) 이승만의 대통령중심제 주장과 헌법안 수정 
그러면 대통령중심제 제안자들의 주장은 무엇인가? 그들 역시 ‘정치적 

안정’을주장했다. 

6월 15일에 이승만은 헌법기초위원회에 출석하여 “직접선거에 의한 대 

통령책임제가 현정세에 적합하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13) (제 1 차) 6월 말경 

이숭만이 올리버에게 보낸 서신에 따르면， 그는 “정부의 안정을 곤란하게 

할 것이라는 이유로 (의원내각제를)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승만은 

“적어도 대통령 임기 동안은 정부가 안정된 상태에 있도록 되어야 할 것이 

고， 국회가 이것을 변경할 권한을 가져서는 않된다”고 주장하였다 14) 즉 

10) 유진산은 “초대 대통령에 이승만 박사가 추대된다는 것은 당시 우리 국민들의 상식 

이었고， 국민들은 또한 이박사를 국부와 같이 받들고 그의 애국심올 신뢰했다”고 회 

고 하였다. 유진산 r해뜨는 지평선~ (서울: 한얼문고. 1972). p. 43. 유진오는 이숭만 

이 “대통령으로 모셔야 될 단 하나밖에 없는 후보자”라고 말하였다. 유진오， 위의 

책. p. 73. 허정은 “이 박사를 제외하고는 건국 초의 막중하고 다난한 국사를 강력하 
게 수행하지 못한다는 정치가와 국민의 공통된 의견이 제헌 작업의 방향전환의 배경 

이었다”고 주장하였다. 허정 r내일을 위한 증언jJ(서울: 샘터사.1979). p. 151. 

11) 심지연 r한국민주당연구 IJ (서올: 풀빛. 1982). p. 109. 

12) 유진오. 위의 책. p. 53. 
13) 조선일보. 1948. 6. 17: 국사편찬위훤회 r자료대한민국사J. p.32‘l. 
14) Robert Oliver. Syngman Rhee and American 1:ηwlvement in Korea. 1942-195α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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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기 정부형태를 채돼함에 있어 이숭만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정부의 안정’ 이었다. 그리고 대흉령의 임기률 보장하는 제도가 그것율 가 

능하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15) 

헌법안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송봉해(독촉)의원 또한 다음과 같이 주장하 

였다. 

대통령책임제로 합이 가당하다. 이유! 현 우리 사회는 혼란에 빠져있을 

뿐만 아니라 사상과 이념이 일정한 궤도에 입각하지 못하고 좌우로 혼들 

려 있으며， 정당도 이념이 통일된 완전한 조직체로 된 것이 극소수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상， 이념이 혼란한 이 때에 내각책임제로 한다면 일개 

인이 잘못하더라도 불신임안을 제출하여 내각은 혼란을 초래하며 국회는 

해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긴급한 문제 즉 38선 교수션을 깨 

뜨리고， 시급히 민생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이 때에 -38선올 

깨뜨리기까지는 대통령책임제로 함이 가당하다 16) 

송봉해 의원은 사상과 이념이 혼란하고 정치적 조직이 미성숙한 건국기 

의 정치상황에서는 의원내각제가 오히려 정국율 불안하게 한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기초위원들은 헌법 초안의 국회 상정 3일전인 6 

월 20일까지 의원내각제 헌법을 고수하고 있었다. 그러자 이숭만은 6월 21 

일 제 16차 회의에서 전원위원회 17)를 제안함으로써 대통령제 헌법을 관철 

시키고자 하였다. 1H) (제 2차) 그것은 전왼위원회라는 비공식(비공개)회의 

Panmun Book Co, 1978); 로버트 올리버 · 박일영 역대한민국 건국의 비화: 이숭 

만과 한미관계~ (서울: 계명사. 1990) , p. 242. 

15) 이점은 앞에서 의원내각제 옹호자들의 견해와 대조적이다. 즉 헌법전문위원들은 국 

회에 의해 정부가 교체될 수 있는 것이 대통령의 독재정치에 기인하는 “쿠데타나 혁 

명의 발생”보다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16) 국회사무처i'대한민국국회 제 1 회 속기록.~ . 제 20호， p. 선. 

17) 제헌국회는 8개의 상임위원회와 1개의 전원위원회를 두었다. 전원위원회( coillIIÚttee 

of the hall, committee ()f the hall house)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섬을 거쳐 회부해 오 

는 안건의 종합 심의를 위해 본회의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어 심의하는 제도인데， 이 

경우에는 반드시 과반수의 출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헌법기초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도 전원위원회에서는 의견의 표명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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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를 통해 헌법의 “제일 중대한 문제”를 협의하자는 것이었다. 이숭만은 

헌법기초위원회가 국회의 주요 지도자나 정파들과 하동의 “협의”도 없이 

헌법 초안을 “자기들 생각”대로， 즉 의원내각제로 채택한 것에 불만을 갖 

고 있었다. 그러나 이 동의안은 재적의원 175 명 중 가 12표， 부 130표로 부 

결되었다. 이는 이숭만의 정치적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더구나 투표 

결과는 치욕적이었다. 이숭만은 188명의 지지로 국회의장에 당선된 바 있 

다Ii인촌 김성수전』에는 “한민당만이 아니라 제헌의원 대다수가 내각책임 

제를 지지하고， 대통령책임제를 지지하는 것은 이숭만을 무조건 따르거나 

내각책임제가 되면 한민당의 천하가 된다고 이에 반감을 가진 소수의원들 

뿐”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19) 

이승만은 그 날 오후에 최후의 수단을 썼다. 그는 다시 헌법기초위원회 

에 출석하여 “만일 이 초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헌법으로 채태된다면 이 헌 

법하에서는 어떠한 지위에도 취임하지 않고 민간에 남아서 국민운동을 하 

겠다”고 선언하였다(제 3차). 이는 정치적 협박이었다. 더구나 단순한 거부 

가 아니라 일종의 반정부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다짐했던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5 . 10 선거에 의해 천신만고 끝에 도탈한 정치적 협약이 붕괴되면 

서， 새로운 정치투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파 

괴력을 감안할 때， 이숭만은 반내각제운동에 정치생명을 걸었던 것이다 20) 

18) 이 안건의 제안자는 서상일 헌법기초위원회 위원장이었으며， 이숭만은 의원의 자격 

으로 찬성발언을 하였다. 국회사무처 . 위의 책 , 제 16호， pp.4- '1. 

19) 인촌기념회인촌 김성수전J(서울: 인촌기념회， 1(76) , p. 547. 

20) 1919년 8월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통합문제가 제기되었올 때， 이송만 

은 자신올 집정관총재로 선출해 준 한성정부의 법통성울 주장하고， 이 청부의 ‘대통 

령’ (president) 지위에 있기를 고수한 바 있다. 이승만의 주장을 수용하여 당시 상해 
임시정부의 국무총리 대리였던 안창호는 임시정부 개조 및 임시헌법 개정올 제안하 

였다. 그는 세 지역 - 국내(한성)， 상해， 아령 - 에 구성된 임시정부를 통합하고. 

이숭만의 직책올합법화하기 위해， 상해 정부의 ‘국무총리제’를한성정부의 ‘대통령 

제. 로 개조하여 한성정부의 인선을 그대로 수용하고자 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의정 

웬은 정부 개조안대로 국무원올 조직할 것올 결의하고，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 

였다. 서회경‘독립운동파 정치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석사학위논문， 1993 , 

pp.20-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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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 일， 헌법기초위원회는 결국 대통령중심제 헌법 초안올 통파시켰 

다. 이것은 6월 21 일 밤 서상일， 김준연， 조헌영 퉁 한민당 의원들이 수정 

한 헌법안과 통일한 것이었다21) 요컨대 헌법 원안의 수정은 이승만과 한 

민당이 각기 유리한 제도를 선점하기 위한 대결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결 

국 대통령제 헌법 초안은 이승만의 압력에 직면한 몇몇 한민당 의원들의 

주도에 의해 확정된 것이었다. 이것은 사실상 헌법제정과정이 얼마나 헌법 

제정세력의 치열한 현실적 이해관계와 밀착되어 있었는가를 보여준다 22) 

3) 정부형태 변경에 관한 한민당의 두 가지 촉면의 구상 
한민당은 왜 이승만의 주장에 타협했는가? 그리고 어떠한 정부형태로 수 

정하였는가? 첫째， 한민당의 타협은 이숭만의 정치적 비중 때문이었다. 당 

시의 정세를 고려할 경우， 이승만은 “가장 강력하고 거의 절대적 입장에 서 

있는 대통령후보였다. 좌파는 물론 김구， 김규식 동 민족주의 세력마저 단 

정수립에 불참한 상황에서 이숭만 마저 이탈한다면， 신생 정부의 수립은 

불가능하였다. 그들은 새로운 총선거에 김구， 김규식이 참여하는 것을 두 

려워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경우 다수의 의석을 가지는 것이 불가능하 

며， 더구나 김구계열의 친일자에 대한 강경한 방침이 두려웠을 것이다. 따 

라서 한민당은 이승만과 공존을 모색했다. 

둘째， 한민당은 이숭만과 타협함으로써 권력을 분점하고자 하였다. 그들 

은 형식상 대통령중심제를 수용하되， 내용상 대통령의 권력을 강력히 규제 

하고자 했다. 한 회고자에 의하면， 한민당 출신의 김준연씨는 10분 내외 

로 원안을 파기하고 대통령중심제로 개조했다”고 하였다.경) 즉 김준연 의 

원은 이승만과의 갈동에 직면하자， 헌법 번안을 준비하고 었었던 것이다. 

한민당은 헌법 번안에 직변하여 정치적 측면과 제도 운영의 측면에서 구 

상을 갖고 있었다. 전자는 국무총리 선임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지 

만， 국무총리와 과반수의 국무위원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제도 운영에 관 

21) 유진오， 위의 책. p. 73. p.80. 
22) 홍기태 (1986) . 백운선 (1992) . 박명림(19%) . 박찬표(1997) . 박광주(1998) 둥의 연구 

에서는 헌법초 안 작성 과정의 이상과 같은 권력정치적 측면을 잘 드러내 주었다. 

23) 유진산 r해뜨는 지평선~(서울: 한얼문고 1972). p. 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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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한민당의 구상은， 대통령제를 채택하더라도 헌법원안의 규정대로 내각 

- 수정된 헌법안에는 국무원 - 의 조직을 ‘합의체’ 로 ‘운영’ 함으로써 대 

통령의 권한을 제약하려는 것이었다. 이 점은 국회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金俊淵， 趙憲泳 등의 한민당 의원률이 제기한 발언윷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후의 한 연구자는 한민당이 대통령제 헌법을 제정함으로써 결국 일인 

의 독재체제 구축에 기여하는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당의 운명을 재촉 

하는 결과도 초래했다”고 평가하였다.경) 즉 이후 한국정치의 권위주의화가 

한민당의 타협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특정한 시기에 어떠한 제도의 선택이 옳거나 그르다는 해석은 사후적으 

로는 가능하다. 당시에 한민당의 헌법 수정은 사실상 불가피했다. 그러나 

이 타협이 곧바로 한국정치의 권위주의화를 초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한민당이 어떠한 정부형돼로 변경하고자 했으며， 

이숭만은 이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가 분석되어야 할 것이 

다. 그리고 나아가서 제헌국회 제정파의 정부형태에 관한 견해도 동시에 

검토되어야할것이다. 

2. 헌법안의 본회의 심의와 제정 : 대통령 권한의 통제에 관한 논 
쟁 

여기에서는 헌법안 섬의 과정에서 제헌의원들이 헌법초안의 정부형태에 

대해 어떠한 논쟁을 제기하였는지 특히 대통령의 권한과 관련된 논의를 고 

찰하고자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헌법초안의 대통령 권한은 모호 

하게 규정되었다.경) 이승만은 당시의 정치현실에서 .강력한 대통령제가 안 

24) 심지연， 위의 책， 1982 , p. 112. 

25) 헌법 초안의 대통령 권한은 이중적 특성올 지녔다. 첫째， 국무훤이 “대똥령의 권한 

에 속한 중요 국책을 (거의 전적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였다. 대똥령은 행정권의 

수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는 쟁에서 국무웬의 기구와 관계없이 독자 

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그러나 그외 긴급명령권과 계엄선포권， 조약체결 및 비준권， 

사면권， 국군통수권， 공무원담임권 퉁올 규정하고 있지만， 이 권한은 대체로 국무회 

의의 의결 사항과 중복된다. 그러므로 헌법 훤안의 내각책임제 대통령과 크게 다를 

바가 없으며， 오히려 의원내각제 헌법 원안에 있는 민의원 해산권이 빠져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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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이다’ 는 견해를 주장하였고 반면에 한민당은 ‘강한 대통령은 항상 통 

제되기 어렵다’ 는 견해를 주장했다. 이러한 대립의 결과 대통령제를 취하 

되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 사안을 국무회의의 의결 .. (헌법초안 제 67조)을 

거치도록 규정한 것이었다 26) 즉 헌법초안온 국무에 관한 결정권과 책임소 

재가 불분명하였던 것이다. 

제헌의원들은 이와 같은 모호한 대통령 권한 설정에 대해 대체로 네 가 

지 입장올 개진하였다. 첫째， 이승만과 유진오(중기) . 그리고 일부 독립촉 

성국민회 의원들은 정세적 입장에서 행정에 관한 전권을 부여하는 강력한 

대통령제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들은 국무원을 합의체로 운영하 

는 것을 반대했으며， 대통령의 국무총리 · 국무위원 임명권， 법률안 거부권 

(이승만 강력히 주장)을 주장했다. 둘째， 김준연， 조헌영 동의 한민당 의원 

들은 대통령의 권한 사항을 국무원이 의결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을 견제 

하고자 했다. 세째， 유진오(후기)와 독촉국민회 일부， 그리고 일부 무소속 

의원들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국무총리와 나누어 갖도록 함으로써 그것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네째， 일부 무소속 의원들은 대통령의 권력을 통제하 

려는 이상의 방안이 실행되기 어렵다는 견해를 가졌다. 그들은 국회 우위 

의 권한을 확립하기 위해서 국회가 국무위원의 임명권과 정부 불신임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대통령의 권한에 의해 국회 권한이 침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에서 대통령의 권한은 더욱 약화되었다. 둘째， 그러나 국무원 기구내의 대통령은 상 

당한 - 국무원의 훈영여하에 따라서는 절대적인 - 지위흘 가질 수도 있었다. 대통 

령은 국무총리와 기타 국무위원으로 조직되는 합의체 즉 국무원의 의장이 된다. 그 

리고 대통령이 임면하는 국무총리가 부의장이 된다.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장 역시 

대홍령에 의해 모두 임면된다. 이것은 행정권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임변에 관한 전권올 대흉령에게 부여한 것이다. 또한 헌법초 

안은 대통령 및 국무총리， 국무위원 둥이 불법행위로 인한 탄핵 이외에 ‘정치적 책 

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사무처， 위의 책， 제 17호. pp. 4-5 

26) 헌법초안 제 67조 국무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기타 국무위원으로 조직되는 합의체 

로서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 중요 국책올 의결한다. 국회사무처， 위의 책， 제 17호.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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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대통령제의 툴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올 홍제활 방안을 모 

색한 두 번째， 세 번째 입장과 마지막의 의원내각제 입장울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한다. 

1 ) ‘합의체’로서의 국무원 대통령의 인사권 제한 

(1) ‘국무원 합의체’ 에 의한 대통령 권한 통제 

대통령중심제를 옹호한 의원들은 국무원을 합의체로 운영하는 규정에 대 

해 두 입장으로 대립하였다. 전자는 대통령의 의사 와 국무원의 결의’ 가 

상치될 때 국무원의 결의를 우선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후자는 대통령에게 

보다 강력한 권한을 부여할 것을 주장하였다. 표결 결과， 국무원을 합의체 

로 운영하는 문제는 해석상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헌법초안의 내용과 

동일한 안이 가결되었다. 즉 제헌의원들은 국정이 대통령의 ‘단독’ 이 아닌 

국무원의 ‘의결’ 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체로 동의하였으나， 그 

것의 최종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이 문제는 헌법에 보다 분명한 조항을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실제적인 운영에 있어서 많은 분쟁을 초래하게 했다. 아래에서는 이에 관 

한 헌법초안 제 67조와 제 71 조27)의 해석을 둘러싼 논쟁을 살펴보고자 한 

다. 

6월 28일 제 19차 회의의 질의웅답 과정에서 권숭렬 전문위원과 김준연 

(한민당) 기초위원은 특히 제 67조의 해석을 놓고 견해를 달리하였다. 김경 

도(독촉국민회) 의원은 “헌법 제 71조에 대통령의 권한을 부여해 놓고 또 

국무회의의 결의를 겸하라 한 것은 그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으며 책임소재 

가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질의하였다 28) 이것은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과 

국무원을 통한 견제의 딜레마를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헌볍기초위원이 

었으며， 한민당의 핵심인물로서 헌법초안 수정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올 

27) 제 71 조 좌의 사항은 국무회의의 의결올 경하여야 한다.1. 국정의 기본적 계획과 정 

책. 2. 조약안， 선전， 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에 관한 사항. 3. 헌법개정안. 법률 

안， 대통령령안.4. 예산안， 결산안， 재정상의 긴급처분안， 예비비지출에 관한 사항， 

(중략l. 국회사무처， 위의 책. 제 17 호. p. 응. 

28) 국회사무처， 위의 책， 제 19호.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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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김준연 의원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의 이 발언은 한민당 

이 어떠한 입장에서 헌법의 운영을 구상하고， 대통령제로 수정하고자 했는 

지를잘보여준다. 

대통령중심제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에게 무한한 독재권올 맡긴 

다 할 것 같으면 거기에 폐해가 있다고 생각한 점도 없지 않아 있융니다. 

- 대통령이 국회에 나와서 발언을 혹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과 정부위 

원이 국회에 나와서 발언을 하고 답변을 할 수 있읍니다. 둥등 대통령이 

공포하는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부서를 합니다. 또는 대통령 

과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올 합해 가지고 국무원이라는 합의체를 조직합니 

다. 거기에 있어서 대통령은 의장이 됩니다‘ 국무회의의 의결은 과반수로 

서 작정한다 퉁퉁의 제도를 말할 것 같으면 - 우리는 세계 헌법과 역사 

를 참조하고 해서 우리는 가장 새로운 헌법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었읍니 
다 29) 

즉 김준연 의원은 (의원내각제에서 입장올 변경하여) 대통령중심제를 취 

하면서도 대통령의 국정에 관한 전권 행사를 우려하였다. 따라서 그는 헌 

법 초안 제 43조의 국회의 정부위원 출석 답변 요구， 제%조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부서， 그리고 제 67조의 국무왼 합의체 운영 둥을 통해 대통령 

의 권한을 견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대통령과 국무원의 결의가 상치될 경우， 김준연 의원은 “국무회 

의의 의장인 대통령은 회의체(국무회의)에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한 바로 이러한 특정이 미국의 대통령중심제와 다른 점이라고 강조 

하였다. 조헌영(한민당) 의원 또한 “대통령의 권한은 국무위원의 의견을 

통해서 행사할 수 있지만， 국무위원의 의견을 무시하고는 할 수 없다”고 주 

장하였다 10) 요컨대 대통령이란 단순히 국무원의 ‘의장’ (presider)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권숭렬 전문위원은 “행정의 권한이 누구에게 속하느냐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즉， 그는 “대통령의 의사”를 따라야 된다 

고 주장했다 31) 

29) 국회사무처， 위의 책， 제 21 호. p. 29. 

3이 국회사무처 , 위의 책 . 제 19호. pp.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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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대통령중심제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대체로 대통령이 국무훤의 결 

의에 복종해야 한다는 정에 반대하였다. 조국현(대성회) 의원은 김준연 의 

원의 해석에 대해 “대통령책임제가 아니라 내각책임제”라고 반박하였다. 

그는 “권한만 대통령에게 주어 놓고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 

은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갱) 

요컨대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 사안을 국무회의의 의결올 거치도록 한 것 

은 헌법의 실제 운영과정에서 갈등의 소지가 훨 것이 분명했다. 만일 대통 

령이 국무회의의 의결 과정을 형식적인 절차 정도로 이해한다든가 또는 의 

결을 거칠 의지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면， 대통령은 사실상 국무에 관해 전 

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것이었다. 더우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임면의 전 

권을 가진 대통령중심제는 더욱 그러활 것이었다. 

(2) ‘임면권 제한’ 에 의한 대통령 권한 통제 

대통령제 옹호자들은 대통령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엄연권올 제한하고 

자 하였다. 이들은 헌법 초안 제 68조33)의 해석과 관련하여 대체로 두 가지 

입장을 견지했다. 전자는 국회의 국무총리 승인권은 인정하지만， 국무위원 

임면의 전권을 대통령이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후자는 국회의 국무총리 

승인권 및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천권(提薦權)을 헌법 조항에 넣어야 한 

다는 입장이다. 표결 결과， 전자의 입장이 보다 우세하였다. 제헌의원들의 

논쟁을 살펴 보기에 앞서， 헌법 기초 전문위원이었던 유진오 위원이 대통 

령의 임면권과 관련하여 어떠한 견해를 표명했는지 그 입장의 변화 과정과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유진오(중기) 전문위훤은 1948년 6월 28일 제 19차 회의에서 “국무총리 

와 국무위원의 임변에 관한 전권올 대통령이 갖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였 

다 34) 그는 그 이유로 “행정권의 신속한 운용”율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그 

31) 국회사무처， 위의 책， 제 19호. pp. 13-14; 조선일보. 6, 29; 국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417. 

32) 국회사무처， 위의 책， 제 19호. p. 17. 
33) 제 68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엄연한다. 국무위원의 총수는 국무총리률 

합하여 8인 이상 15인 이내로 한다. 군인온 현역옳 면환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임면될 수 없다. 국회사무처. 위의 책. 제 17호.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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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이런 주장은 헌법 초안 제 67조에 대한 김준연외 해석파 {또 그 자신 

의 해석과도) 완전히 대립되는 것이었다. 즉 대통령이 국무위원 엄변의 전 

권을 가진다면. 국무원을 합의체로 운영하여 대통령올 견제하려는 시도는 

무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유진오의 해석대로라면 국무위원 임변에 대한 대 

통령의 전권행사는 불가피한 것이므로， 국무원의 견제권은 레토릭에 불과 

한 것이었다. 그는 대통령의 국무총리， 국무위원 임면권에 대해서， 헌법기 

초자가 아니라 개인적 입장에서 “국회의 동의롤 얻는 것이 필요한 제도”라 

고 의견을 덧붙혔다.i5) 이와 관련하여 유진오 위원은 후에 그의 『헌법기초 

회고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임명에 관해서는 나의 「원안」에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숭인을 받아야 한다J r국무위원은 - 국무총 

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로 되어 있었던 것인데，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안에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로 되 

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임명에 관한 전권을 무조건 

대통령에게 주는 헌법하에서는 헌법학자가 아무리 재주를 부려도 「해석 

으로」 이것을 내각책임제적 방향으로 끌어 가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다. 국회해산과 내각불신임은 지금 와서 어찌할 도리가 없지만 이 조문이 

라도 뒤집어서 원안을 도로 살리면 국회의 발언권은 현저하게 증대되고 

국무총리의 권위는 향상되어 국무위원 통솔이 가능케 되며， 헌법전체를 

내각책임제의 방향으로 끌고 가는 발판을 삼을 수도 있는 것이다 56) 

이상에서 그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임명에 관한 전권올 주는 헌법”을 

“해석으로” 그리고 “조문이라도 뒤집어서” “내각책임제의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고 하였다. 즉 유진오 위원은 대통령중심제 ‘헌법초안기초자’ 의 입 

장과 의원내각제 ‘헌법원안기초자’ 의 입장 둘 사이에서 상당한 갈동을 겪 

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입장과 개인적 소신 사이에서 고심했던 것이 

다. 

34) 국회사무처 , 외의 책 , 제 19호. p. 3. 
35) 국회사무처 , 위의 책 , 제 19호. p.3. 

:16) 유진오， 위의 책. p. R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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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오(후기) 위훤이 여기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옳 한 것은 1948년 6 

월 30일 제 1 독회 마지막날 제 21 차 회의가 끝날 무렵에서였다. 그는 이 때 

헌법초안 제 56조 37) 제 68조， 제 93조38) 둥에서 “대통령의 독재”가 우려되 

므로 수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정치조직의 통일성”과 “강력 

한 정치”를 주장하면서도 헌법안 제 1독회 질의웅답 때 대통령의 권한 제 

한에 소극적 태도에서 선회하여 아주 적극적으로 “대통령의 독재”요소를 

지척하였다 39) 그리고 국회와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시키고자 “국회의 국 

무총리 임명 동의권”과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추천권”올 주장하였다. 헌법 

초안에 따르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임면은 대통령의 권한에 속했다. 

이를 놓고， 유진오는 강력한 정부의 필요성과 대통령 독재의 위험성이라는 

양립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하여 갈퉁올 겪었다. 그러나 국무총리의 국회동 

의는 그 성격이 모호했고， 행정부내 국무총리의 독자적 권한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의 구상은 대단히 허약한 것이었다. 

한편 진헌식(독촉국민회)， 안준상(조선민족청년단) 의원 등은 유진오 위 

원의 우려에 동의하였다 40) 제헌의원 4인과 더불어 진헌식 의원은 제 68 

조에 관한 수정안을 제출하였다. 이 수정안에서 그는 첫째， 국무총리는 국 

회의 승인을 받을 것， 둘째， 국회의원 총선후 새로운 국회가 성립되면 국무 

총리는 다시 송인을 받을 것， 세째， 국무총리에게 국무위원 임명에 대한 제 

천권을 줄 것을 주장하였다. 이것은 앞에서 유진오 전문위원이 제안한 채 

68조 수정안과 통일한 내용이다. 이 모든 제안의 실질적 의미는 “국회에 

37) 제 56조 전시 또는 비상사태에 제하여 꽁꽁의 안녕 질서롤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활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온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발하거나 또 재정상 펼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중략). 국회사무처. 위의 책， 제 17호， p. 5. 

38) 제 93조 회계년도가 개시될 때까지에 예산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정부는 전년도 

의 예산올 실행한다. 이러한 헌법초안에 대해 유진오 전문위원은 다음과 같이 수정 

하자고 주장하였다. 예산에 대한 의결권은 대단히 중대한 것이므로 만일 예산이 성 

립안되는 경우에 우리 국회도 예산이 의결휠 때까지 연기콜 하면서 반드시 예산올 

의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회사무처， 위의 책， 제 21 호， pp. 31-32. 
39) 국회사무처， 위의 책， 제 21 호， pp.30-31 
40) 국회사무처， 위의 책， 제 21 호，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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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률 둔 확고한 정부”의 필요성이다. 즉 국회에 겨초훌 두어야 확고한 정 

부가 유지될 수 있으며， 국민의 의사에 합치되는 정치훌 할 수 있다고 주장 

하였다. 

반면에 송창식(독촉) 의원온 대통령중심제의 핵심은 국무위원 임변의 전 

권을 대통령이 행사하는데 있다고 주장하였다 41) 또한 그는 국무위원율 추 

천하도록 함으로써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곧 의원내각제라고 

반대하였다. 이윤영(조선민주당) 의원 또한 “국무총리의 제천으로 대통령 

이 국무위원올 임명”하는 것은 “내각책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고 반 

대하였다. 

결국 최운교(무소속) 의원은 절충안올 제시하였다. 그것은 국회의 국무 

총리 동의안은 그대로 두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었다. 표결결과， 최운교의 개의안이 재 

석의원 165. 가 117. 부 19로 가결되었다. 

최운교의 개의안이 절대다수로 가결된 것은 국무회의롤 “합의체”로 운영 

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었다. 즉 제헌의훤들이 제 67조 해석을 놓고 

-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에 복종해야 하는 여부 - 대체토론 파정에서 

벌였던 열띤 논쟁과는 달리， 이 조항은 제 2독회 표결 과정에서 이의없이 

통과되었다. 반면에 국무위원 임면 사항은 달랐다. 이미 제헌의원들은 대 

통령의 권력남용을 막기 위해 국무회의훌 “합의체’로 운영하는 데는 절대 

적으로 찬성하였다. 그러나 만일 특정 정당에서 국무총리가 나오고， 국무 

원을 그 정당 - 예컨대 한민당 - 이 장악하게 된다면 사정은 달라지게 될 

것이다. 대통령에게 국무위원 임명의 전권올 부여하고자 했던 의원들은 국 

무총리(국무원)가 대통령의 의사를 따르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하둥 자 

기가 생각했던 정책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던 것이다. 이제 대 

통령은 국무총리의 국회 승인 문제외에 국정을 총팔할 실질적 권한을 얻은 

셈이었다. 

그러나 국무총리의 선임에 국회의 발언권올 증대시키는 것은 대통령을 

견제하는데 필수적이었다. 왜냐하면 정부가 국무원의 의결에 의해 운영되 

41) 국회사무처， 와의 책， 제 26호.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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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어야 한다는 제 67조 조항에도 불구하고 최종결정권이 누구얘게 있는지 

에 대한 조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2) 내각불신임권，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삭제 

(1) ‘내각불신임권’ 에 의한 국회의 우위 

의원내각제 용호자들은 대통령의 권력을 통제하려는 이상의 방안이 실제 

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고 인식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국회가 내각을 불신 

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제 67조에 대한 대통령 

제 옹호자들의 견해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서순영(무소속) 의원은 국무원 

제도가 유명무실해짐으로 인하여 사실상 대통령 전제를 용언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관직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 국무원 제도에 참가하여 그 의장이 되고， 

국무위원 즉 행정 각 부장으로 하는 중임제로 되어있다. 허명의 중간기구 

인 국무원의 존재는 사실 필요가 없지 않은가? 본래 국무원(내각)은 국 

정의 중추기관이요 그 수상이 되는 국무총리의 존재에 정치적 기대가 큰 

것이다. 그러나 위의 초안의 제도는 결국 국무총리의 존재롤 기피하거나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겸임코자 하는 정치사상(초안 제있조는 형식화의 

위험이 있음)에서 배태한 것이라고 보지 않올 수 없다 42) 

서순영 의원에 의하면， 국무위원 임명권올 가진 대통령이 의장이 되는 

국무원 제도는 결코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 

다. 그러므로 헌법 초안대로 국무원을 구성했다 해도 국무총리는 아무런 

권한도 행사하지 못하며， 오히려 대통령이 수상의 역할까지 겸하게 된다고 

비판하였다. 그에 의하면， 이와 같은 제도는 대통령제가 아닌 “총통제” 또 

는 “주석제”라는 것이다. 

조봉암(무소속) 의원은 나아가 제 67조에서 .국무원 회의의 의결을 겸 

하”는 것은 막강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오히려 “합리성울 부여하기 위한 

묘안”이라고 해석하였다. 그에 의하면， 실제로 “국무원올 대통령이 임명하 

42) 국회사무처， 위의 책， 제 20호.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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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그 대통령을 반대활 수 있는 국무원이란 실제 있올 수 없다”는 것이 

다.성) 그의 지적대로라면， 대통령의 독재는 이미 제현현법에 내재된 것이 

었다. 그는 헌법초안 제%조 규정 또한 대통령의 톡재에 편의를 도모하는 

법률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는 오히려 “국회는 어디까 

지나 행정부의 독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회 자체의 우위적인 권한을 확립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특히 “특수한 과도적 시기에는 (반드시) 

국회의 권한이 행정부 보다 우위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삭제’ 에 의한 국회 우위 

의원내각제 옹호자들은 헌법 초안에 규정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삭제함으로써 국회를 행정부 보다 우위에 두고자 하였다. 김병회(무소속)， 

서순영(무소속) 의원은 특히 헌법 초안 제 39조 44) 제 71 조 3항 등의 대통 

령의 권한에 의해서 국회 권한이 오히려 “소극적， 형식적”으로 취급된다고 

비판하였다. 김병회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가 군국주의롤 싫어하고 독재나 전제를 싫어합니다 헌법올 제 

정하는 데 모든 방면에 있어서 가장 민주주의적이래야 활 것이올시다. 헌 

법초안이 -- 현재 유력한 입장에서 강한 자의 입장에서 이것올 결정한 것 

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대통령에게 모든 권리를 부여한 이 권리 범위 

를 보면 - 법률제출권을 주고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에 제 의사에 맞지 

않는 경우에 또 거부하는 거부권까지 주고 있읍니다 미국인도 대통령 

에게 헌법제정이나 개정권은 주지 않았읍니다 일본 천황에게 헌법의 

개정권을 주지 않고 있읍니다 - 제 56조 - 제 66조 - 실제에 있어서 신 

성불가침의 규정입니다. 그리고 탄핵이라는 규정을 하였지만 탄핵 역시 

설제에 있어서는 무시한 것입니다. 이런 모든 권력을 대통령에게 주변 국 

회에 순종할 것이 어디에 있겠느냐 - 대단히 위험스럽습니다 45) 

43) 국회사무처， 위의 책， 제 21 호. p.23. 
44) 제 39조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중략) 대통령이 공포한다‘ 만일 。l의가 있는 때 

에는 대통령은 이의서를 부하여 국회로 환부하고 국회는 재의에 부한다 (중략) 국 

회사무처， 위의 책， 제 17호. p. 4. 

45) 국회사무처， 위의 책， 제 20호. pp.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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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그는 대통령의 법률제출 및 거부， 그리고 개정의 제안권 퉁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다고 강력히 비판하였다. 대통령의 이러한 권한이 곧 국회 

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김병회 의원은 지금 우리가 유력한 입장 

에 있”지만， “우리가 무력한 입장에 갈 때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올 언제 

든지 생각해야” 된다고 강조하였다. 그의 이러한 언급은 일종의 예언처럼 

들린다. 헌법 제정 과정에서 정세적 사고에 경도된 제헌의원들은 김병회 

의원의 이러한 우려롤 보다 심도있게 고려했어야 했다. 

제 39조에 관련하여 제 25차 회의에서 윤재욱(대동청년단) 의원 또한 “국 

회에서 가결된 법률(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국회 

는 자문기관에 지나지 않“으므로 대통령이 거부권올 행사할 수 없도록”하 

자고 주장하였다 46) 이문원 의원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수정안을 지지합니다. 정세에 비추어서 시급히 정부률 수립해서 독 

립전취의 최대임무가 급박함으로써 여러 가지 미미한 점을 나중에 미룬 

다고 할지라도 지금 우리나라 독립전취의 가장 훤동력이 되는 것온 단훤 

인 이 국회라고 봅니다 독립전취할 기관은 우리 국회가 최고 기관이 

며 유일한 기관이올시다 그런데 - 대통령이 그 국회에서 제정한 법 

률을 거부권을 행사 실행하게 된다고 하면 그야말로 국회는 아마 생각해 

보아도 자문기관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고기관이며 입법기 

관인 본 국회의 성능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정안을 -
통과해야만 국민의 대표로 입법기관에 나온 본의를 다한다고 생각합니 
다 47) 

여기에서 국회의 위상에 관한 상이한 입장들옳 발견활 수 있다. 윤재욱， 

이문원 등 의원내각제 옹호자들은 국회가 “최고의 입법기관 “독립전춰의 

원동력”임을 주장하였다. 그런데 헌법초안 제 39조에 의하면. 국회는 “자 

문기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수정안에 대해 이승만 의장 

은 “어느 정부에서든지 행정부 수반”이 “국회를 통파한 국회 법안을 부인 

할 권리가 있다”고 반박하고， 수정안 관철을 주장하는 의원들에게 “아무리 

46) 국회사무처， 위의 책. 제 25호. p. 35. 
47) 국회사무처， 위의 책， 제 25 호. pp.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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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의견과 수정안이 있다고 해도 그 일은 지금 헌법 통과해서 정부수립하 

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없는 것”이라고 표결을 요청하였다.써) 표결결과는 

수정안이 재석의원 178, 가 46, 부 113으로 부결되고 원안이 가결되었다. 

이는 이승만이 헌법심의과정에서 거둔 결정적인 승리였다. 

〈표〉 헌법 제정 과정의 주도세력 및 정부형태 

3 , 헌법제정과정의 특징 

이상의 헌법의 제정 과정은 주도 세력의 변화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정 

화할 수 있다. 각 단계를 표로 나타내면 〈표〉와 같다. 

헌법 제정 과정의 특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초안 기초 과 

정과는 달리， 본회의 심의과정에서는 제헌국회의 여러 정파가 각기 자파에 

게 보다 유리한 정부형태를 타 정파에게 셜득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많았 

다. 본회의 심의 파정에는 이숭만과 한민당 이외의 다양한 세력들 - 독촉， 

무소속， 대통청년단， 조선민족청년단， 대성회 동 - 이 참여하여 의견을 표 

명할 수 있었다. 헌법안 제 1독회 대체토론에서는 발언 신청자 74명 중 56 

명이 발언하였다 49) 이는 제헌의원 정원의 1/4 이상에 해당된다. 표결에는 

대략 152명에서 186명이 참여하였다. 이런 점에서 모든 의원들이 만족할만 

한 수준은 아니었으나 - 발언하지 못한 의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므 

48) 국회사무처， 위의 책， 제 25 호， p‘ 36. 
49) 5 . 10 선거 당선 당시의 당척을 기준으로 하면， 무소속 34 명， 독촉 11 명， 한민당 6 

명， 기타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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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 대체로 자유로운 의견이 개진되고 토론되었다. 그러므로 이숭만의 

정치적 의도나 한민당의 전략이 개입될 여지가 훨씬 적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헌법초안 기초과정에는 의원내각제가 다수의 지지를 받았지만， 본 

회의 헌법 심의 과정에서는 대통령제 옹호자가 다수였다.치l) 헌법기초위원 

회에서 의원내각제를 옹호했던 한민당 퉁이 대통령중심제로 선회하였고， 

(헌법초안 단계에서 어떤 입장을 지지했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독촉， 무소 

속 세력 다수는 대통령제를 지지하였다. 

세째， 헌법제정과정에서 이숭만은 시종일관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 

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그는 대통령중심제 헌법 초안을 채택하는 데. 그리 

고 헌법안 심의를 조속히 종결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1) 이숭만 

은 헌법초안 작성 단계에서 헌법기초위원들파 팽팽히 맞섰다. 이후 이숭만 

은 국회의 전원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대통령제 헌법의 필요성을 셜득하고 

이를 관철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제안은 부결되었다. 이후 이승만은 

반내각제 운동을 선언함으로써 대통령제 헌법을 관철시켰다. 2) 이승만은 

또한 헌법안 제 2독회 종반에 헌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 가능한 발언 

을 줄이고， 수정안올 철회하도록 제헌의원들을 압박하였다';1) 서순영， 강 

욱중 의원둥 대통령제를 강도 높게 비판하던 의원내각제 옹호자들마저도 

수정안을 모두 철회하였다. 이숭만과 제헌의원들은 조속한 정부 수립을 위 

해서 철저한 헌볍 심의를 유보했던 것이다. 

네째， 헌법안 심의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논의된 조항에 관한 최종 표결 

50) 김홍우는 헌법안 대체토론 참석자들의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찬반분포롤 도표로 작 

성한 바 있다. 그 표에 의하변， 대통령중심제 찬성자가 26명이었으며. 의원내각제 

찬성자가 17명이었다. 김홍우， ’‘제헌국회에 있어서의 정부형태론 논의 연구 r의정 

연구』 제 3권 제 1 호(서울· 의회발전연구회. 1997) pp.236-237. 

51) 각 조항의 수정안이 이숭만이 사회를 본 이툴간에 집중적으로 철회되었던 것으로 보 

아서， 이숭만은 조속한 헌법 통과를 휘해 ‘수정안 철회가 곧 정부수립올 앞당긴다’ 

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헌법 수정안의 철회는 비단 이승만 단독의 의사는 아니었 

다 신익회 부의장에 의하면， 의회간부， 수정안 제안자. 전문위원 둥은 헌법안에 대 

해 이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안 제 2독회 과정에서 수정안올 제안하지 않고 철회 

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요컨대 제헌의훤들은 헌법올 조속히 심의해야 된다는 이 

숭만의 요구를수용하기로합의했던 것이다. 국회사무처， 위의 책， 제 26호.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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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제헌의원들은 국정이 대통령의 ‘단독’ 이 아닌 국무원의 ‘의결’ 에 의 

해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체로 동의하였으나， 그것의 최종결정권이 누 

구에게 있는 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의원내각제 헌법원안 

제 67조에 “내각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조직되는 합의체”라고 규정하 

였다. 제헌의원들은 내각을 “국무원”이라 칭하고 “대통령과 국무총리， 기 

타 국무위원으로 조직되는 합의체 로 헌법안올 수정하는 데 큰 이의를 제 

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체토론 과정에서 대통령과 국무원의 결의가 상치 

될 경우를 상정하여. 국무원의 결의를 우선할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에게 

보다 강력한 권한을 부여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 옐띤 논쟁올 벌였다. 제 

67조에 대해 김명동 의원(외 13인)과 유래완 의원(외 10인)이 수정안을 제 

안하였지만 철회하였고， 표결과정에서 별 이의없이 통과되었다. 즉 국무원 

을 합의체로 운영하는 문제는 실제 정치 운영에서 발생훨 어려움올 남겨 

놓은채 헌법초안의 내용과 통일한 안이 가결되었던 것이다. 

2) 제헌의원들은 국무위원 임면의 전권을 대통령에게 주고자 했다. 헌법 

제 68조의 경우， 진헌식 의원은 의훤내각제 원안과 통일한 안을 수정안으로 

제출하였다. 즉 그에 의하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된 국무총리는 반드시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천으로 대통령이 임 

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의 이 안은 재석 165인 중 39명만이 찬성하였 

고 90명이 반대를 하였다. 헌법상에 규정된 대통령의 국무위원 임면권은 

이후 실제 정치 운영 과정에서 특히 반민족행위처벌법 제정과정에서 국회 

와의 갈둥에 부딪혔다. 

3) 헌법안 제 1독회 과정에서는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에 관한 논쟁이 핵 

심 사안이었지만， 이후 제 2독회 과정에서는 대통령제의 틀 내에서 대통령 

의 권한을 제약할 방안이 핵심 사안이 되었다. 

헌법 원안에 의하면. 민의원이 대통령， 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동의 

탄핵 소추를 결의할 수 있고， 참의원이 이틀 심판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민 

의원이 내각 또는 국무위원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올 채택할 때에는 내각이 

총사직하거나 또는 해당 국무위원이 사직하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된 헌법 

초안 제 45조와 제 46조 대체토론 과정에서 서순영， 조봉암 의원은 국무위 



법의 제정과 훈엉 / 서회경 379 

원 임면의 전권올 대룡령이 갖는 데 반대하였으며， 쟁준. 강욱중， 원장길 

의원 동은 국회의 정부 불신임안올 넣자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제 2독회 축 

조 심의에서 서순영 의원(외 10인)의 수정안은 철회되었고， 이들 조항에 

대한 표결은 이의없이 통파되었다. 따라서 헌법안 제 1 독회 질의웅답 및 대 

체토론 때까지는 소수의 의원내각제 웅호자들이 대통령제에 강력한 비판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후 제 2독회 과정에서 다수의 제헌의원들은 대통령 

제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제약할 방안올 모색했던 것이다. 한민당 

동의 대통령제 옹호자들온 대통령의 권한 사항을 국무원이 의결하도록 함 

으로써 대통령올 견제하고자 했으며， 무소속 의원과 일부 독촉 의원들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국무총리와 나누어 갖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의 권력올 

견제하고자 하였다. 헌법초안과 1948년 7월 12일에 최종적으로 확정된 헌 

법을 비교해 보면， 수정된 조항은 바로 대통령 전제에 대한 이들의 우려와 

직접 관련되었음을 알 수 있다 S2) 

III. 헌법운영기 0948.7. 18-12. 18) 

1. 정부 수립기(7. 18 ,.....8. 15): ‘국무원에 의한 대통령 통저|’ 
구상의무력화 

1948년 7월 17 일， 마침내 대한민국 초대 헌법이 공포되었으며， 이 헌법 

에 의해 정부를 수립해야 할 과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이 시기에 국 

회와 정부의 권력 분배를 둘러싼 헌법 해석상의 대립이 실제적인 문제로 

둥장하였다. 대통령과 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훤들을 선출해야 했기 때 

문이다. 문제의 초점은 국회가 이들의 선출에 어느 정도 권력을 행사할 것 

인가였다. 특히 어떤 인물이， 어떠한 방식으로 국무총리에 선임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국회와 정부의 권력관계를 실제척으로 결정할 수 있는 핵심적 

52) 정부형태와 관련된 조항중 수정된 조항윤 제 52조， 제 56조， 제 68조， 제 93조이다. 이 

중 56조의 긴급명령 관련조항과 제 68조의 국무총리 숭인 조항은 대통령의 권한파 

관련하여 헌법 심의 파정에서 가장 핵심 쟁정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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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이었다. 이 당시 이숭만이 “국무총리률 차지한다는 것윤 정치조직의 

구축올 위한 싸움의 시초가 되는 것 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 점올 잘지 

적한 것이었다 53) 이 싸움에서 숭리하기 위해 제시원 이숭만의 명분은 “초 

당론”이었으며， 그 수단은 “담화 .. 54)였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국회의 의사 

를 무시하겠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조헌영 의원은 이숭만의 초당론에 대해 

국무총리 선임건 이상으로 “나라를 운영하는 데 중대한 견해 차이”라는 입 

장을 표명했다. 그에 따르면 정당없는 정치는 불가놓하며， 어떤 의미에서 

당시의 국회는 물론이고 대통령 조차 특정한 정치적 견해와 행위의 산물이 

었다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들의 논쟁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국무총리 선임에 관한 이승만과 한민당의 의견 대립 

이승만과 제헌의원 각 정파는 어떤 인물을 국무총리로 선입할 것인가에 

대해 상이한 견해를 갖고 있었다. 이승만은 당시 유력한 정당의 대표를 배 

제하고자 한 반면， 한민당은 “국회의 중심세력이 지지하는 인물”을 선정해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허) 

53) Oliver, Robert , 박일영 역， 앞의 책， p.250. 

54) ，담화’ 는 건국 초기에 정치지도자들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률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 

었다. 당시에는 이승만 이외에도 김구， 조명육， 장택상 퉁이 신문올 흉해서 담화를 

발표하였다. 본 연구는 이승만 둥의 이러한 담화발표훌 흉한 정치 운영 방식을 ‘담 

화’ 정치라는 용어로 표현하였다. 그런데 이숭만의 담화를 통한 정견 표명은 제헌의 

원들과의 갈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다. 예컨대 국무총리 임명 건의안. 반민족행 

위처벌법안， 여순사건 시국대책수습안 동에 대해 이숭만은 담화로 대웅하였다. 제헌 

의원들은 이숭만이 국회에 대한 발언을 중단하고 담화로 ‘국민’ 전체에다 의견올 표 

명한 것에 비판적이었다. 담화 내용이 대체로 일방적이고， 敎導的이었을 뿐만 아니 

라 담화 발표는 곧 ‘대통령이 국회에 구속되지 않는 자유로운 폰재’ 라는 것을 의미 

했기 때문이다. 이승만은 담화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려는 의도롤 갖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이숭만 정치의 ‘교도 적 특성을 지적한 것이 교도민주주의 (Guided 

Dεmocraα)이다. 진덕규， “이숭만시대 권력구조의 이해 한배호， 진덕규외. r1950 

년대의 인식J (서올: 한길사， 1981) , p. 19. 그리고 이상에서 지적한 ‘담화정치’ 의 운 

영방식은 오도넬이 지적한 위임 민주주의 (delegative democrac)')의 발생 배경 및 역 

사적 맥락올 고찰하는데 한 예가 될 수 있다. G.O’Donnel, “Delegative Democracy" , 

jα~mal qf Democracy, Vol. 5, ]an. 1994, pp. 56-62. 

55) 한편 무소속 의원(이진수. 이문훤， 김장렬， 황윤호 퉁)울은 7월 22일에는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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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만은 7월 27일 국회 제 35차 본회의에서 이윤영(조선민주당 부당 

수)을 국무총리로 임명하였다. 이승만은 ‘민의’ 와 ‘남북관계’ 를 고려하고， 

그리고 ‘지방열’ 을 막을 수 있는 인물로 이윤영을 선택했다 56) 그러나 이 

윤영은 유력한 정당의 대표도 아니고， “북에서 월남한 무당무파였으므로 

세력의 확장을 우려”할 필요가 없는 인물이었다 57) 이숭만은 당시 “정당의 

선도자”였던 김성수， 신익희， 조소앙을 초대 국무총리에서 배제하였다. 이 

들이 “정부를 조직하게 되면 각 정당이 경쟁하여 권리를 다투게 되므로 행 

정이 지연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숭만은 여러 발언에서 ’‘새로 국가를 건 

설하는 정부이므로 정당이나 파벌주의를 초월해서 오직 민의를 따라서 세 

워야” 함을 강조하였다 ')8) 그는 이미 7월 25일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건국 

초에 정당정치를 하면 국가 건설에 해가 된다”고 주장하고 “각 정파를 초 

월한 기능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59) 

이와 달리， 한민당은 7월 19일 국무총리에 김성수를 추대하기로 합의했 

으며， 7월 24일에는 “강력한 정부의 수립”을 요망한다는 당의 견해를 발표 

했다 60) 특히 한민당의 국무총리 선임에 관한 입장은 조헌영 의원의 발언 

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는 이숭만의 超黨的 견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 

하였다 

대통령 담화 발표에 의하면， 이 국회에서 파당이 있다. 그러나 대통령 

은 그 파당이 지지하는 인물을 내 놀 수가 없다 여기서 금후 정부를 

운영하고 나라를 운영하는 데 중대한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롤 

해결하지 않고는 금후 대통령과 국회의 의견 차이로 충돌될 줄 압니다. 

- 그러면 문제는 여기에 과거에 있어서 정치투쟁올 해 온 사랍은 반드시 

파당의 성격올 가진 것입니다. 반탁투쟁올 한 사랍 찬탁투쟁을 한 사람， 

에 조소앙을 임명할 것올 대통령에게 건의하였다. 동아일보， 1948.7. 23; 국사편찬 
위원회， 위의 책， p.61O. 

56) 국회사무처， 위의 책. pp. 6-7. 
57) 이윤영 r백사 이윤영 회고록J(서옳: 사초， 1984) ， p. 141. 
58) 서울신문， 1948. 7. 정;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p.608 
59) 국회사무처， 위의 책， 제%호， pp. 2-3. 
60) 동아일보， 1948.7.24; 국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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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파당에 속한사랍입니다. 대통령도반탁에 직접 투쟁한당파의 두령이 

사실입니다 여기 나온 여러분은 유엠 결의훌 지지하는 총선거률 지지 

하는 사랍이 모여 가지고 여기 국회가 성립된 줄 압니다. 그러면 여기 파 
당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부인 할 수 없는 줄 압니다 61) 

이상의 조헌영 의원의 주장을 살펴보면， 국무총리 인선 문제와 관련하여 

이승만과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현영 의원은 정당없는 정 

치는 불가능하며， 어떤 의미에서 당시의 국회는 물론이고 대통령 조차도 

특정한 정치적 견해와 행위의 산물이었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의하면， 과 

거에 정치투쟁 - 반탁투쟁， 총선거 퉁 - 도 파당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그럽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잘 싸왔고 독립정부를 수립하는 

데 초석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헌영은 “정당에 관계된 사랍은 

정부에 관계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대통령의 

견해”라고 반박하였다. 요컨대 조헌영은 국회의 위신올 달성하기 위해서 

“국회안에서 지지하는 사람”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승만 초당론은 해방 직후 정당의 난립과 파쟁에 대한 국민들의 혐오감 

을 염두에 두고 제시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상의 논의를 보건대， 이승만 초 

당론의 실제적 의미는 국회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올 뿐만 아니라， 국회내 

의 힘관계를 무시하겠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국회의 지지기반을 가진 국무 

총리를 선임하여， 국무원을 국회의 대행정부 통제기관으로 만들려고 했던 

제헌의원들의 의도와는 정반대되는 것이었다. 

2) 국무총리 선임과 대통령 권한의 통제 
국무총리 선임과 관련한 이상의 논쟁은 어떻게 귀결되었는가? 1948년의 

국회와 정부의 관계는 사실상 헌법의 몇 조항 이외에 그 어떠한 정치적 규 

칙도 형성되지 못했다. 제헌의원들에게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윤 법조문의 

해석과 운영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올 만큼 유통적이었다. 예컨대 이윤 

영 국무총리 승인안이 부결된 후 일부 제헌의원들온 국회에서 국무총리률 

선정해서 대통령에게 건의하자고 주장했다. 실제로 각 정당 단체는 개별적 

61) 국회사무처， 위의 책， 제 36호. pp.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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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국무총리 후보자를 대통령에제 경쟁적으로 건의했고， 또 다른 한편으 

로 국회내부에서는 전원위원회훌 개최하여 국무총리 후보자를 의론하고자 

했다. 

그러므로 국회에 강력한 지지기반올 가진 국무총리가 선입된다면， 헌법 

의 국무원 제도는 대통령의 독접적 권한올 견제할 수 있율 뻗만 아니라， 의 

원내각제로 운영될 여지도 있었던 것이다. 이 점은 한민당 의원들이 구상 

한 바이기도 했다. 김준연과 조헌영 의원은 국무원이라는 합의체를 통해서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 중요 국책을 단독이 아닌 협의에 의해 결정할 것올 

주장하였다. 더우기 제현헌법에 최종적으로 관철되지 못했지만， 진헌식， 

안준상， 김장렬 의원 동은 국무위원올 천거활 권한올 국무총리에게 부여하 

고자했었다. 

그러나 국무총리 인선대책에 관한 제헌국회의 최종척인 표결 결과훌 보 

면， 제헌의원 대다수는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전적으로 임명하는 것이 합헌 

적이라고 인식했다. 이것은 대통령중심제에 보다 충실한 입장이었다. 제헌 

국회의 정치세력들은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려롤 부결시킬 수는 있었지 

만， 각기 자파가 추대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는 그리 용이하지 않았다. 어 

느 정당도 경쟁에서 숭리한다는 보장은 없었던 것이다. 검준연 의원의 주 

장대로 “한 정당만 가지고 국무총리률 임명하든지 조직활 수가 없다 할 것 

같으면 두 파를 연합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결정해야 했다. 이러한 접근 

은 그가 대통령에게 권고한 것이지만， 동시에 제헌의회 각 정당 단체에게 

도 해당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연합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지 

않았다. 전원위원회 등의 공적 형식의 의론윤 당시 중심세력으로서는 한 

번 개최해 볼 만한 필요성이 있었지만， 소수파에게는 결코 유리한 방안이 

아니었다. 단지 그들은 이상의 국회내 논쟁올 통해서 대흉령의 헌법적 권 

한을 재확인하고， 제각기 사적인 형식의 건의에 의존하는 방식을 택했던 

것이다. 

2. 국회와 정부 갈둥기: 대통령의 권한 확대(1) 

헌법 심의 과정에서 이미 제기된 대통령의 권한 확대의 우려들이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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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로 드러났다. 예컨대 정부채훌 푼서의 국무 

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 副홈 요건과 관련되어서는 격심한 정치투쟁이 야기 

되었다. 이것은 대통령의 지위를 행정부의 유일한 ‘首長’ (the only one)으 

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국무회의의 ‘議長’ (the one of them)에 둘 것 

인지에 대한 싸움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 투쟁에서 패배한 국회는 친일 

자 처벌 건의안올 통해 대통령의 임면권을 제한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 건 

의안 또한 이숭만에 의해 거부되었다. 제헌의원들은 이승만의 사적인 정치 

운영과 인사에 관한 전권행사를 저지하기 위해 분투했다. 그들은 이슈를 

제기하는 데는 대체로 성공했으나， 결과적으로 그것올 발전시키는 데는 모 

두 실패했다. 이숭만 대통령이 제시하는 정세론적 명분이 너무 강력했던 

반면， 의원들은 국회의 결의 외에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시킬 아무런 정치 

적 수단도 갖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1 ) 대통령의 지위에 관한 논쟁 

(1) 유엔총회 대표 파견과 관련한 부서논쟁 

1948년 9월 4일 제 57차 회의에 이승만 대통령온 장면， 장기영， 전규홍 

의 유엔대표 선임을 위해 국회의장에게 “유엔총회의 정부대표 파견의 건” 

이란 명칭의 공문을 발송했다 62) 이 문서는 두 가지 점에서 국회의 논란을 

야기시켰다. 첫째， 국회 사무총장 전규홍이 정부의 대표에 선임되었다는 

점이며， 둘째는 유엔대표의 선임이 공식 국정 활동인지 아니면 대통령 개 

인의 결정인지， 그리고 이에 대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지의 여부에 관한 

점이었다. 

첫 번째 문제는 국회의 지위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었다. 김병회(무소 

속) 의원은 “국회의 사무총장올 대통령이 임의로 사절로 임명해서 보낼 수 

가 있는7F’를 질문했다. 이 질문에 대해 신익회 의장은 첫째， 전규홍 사무 

총장 대표 파견과 관련하여 대통령과 사전에 상의한 일이 없었으며， 공문 

이 온 후에 의견을 나누었음을 밝혔다. 둘째， 정치적 사안의 대소와 경중을 

고려해서 유엔총회 참석이 보다 중요하다는 이숭만의 의견에 동의했음을 

표명했다 63) 

이에 대해 서우석(한민당) 의원은 일단 국회의 사무총장을 대표로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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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의사훌 물어야 환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조헌영 

의원의 주장에 의하면， 국회의원이 외교 사절로 가는 것은 “법률에 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원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 는 국회법 제 10조의 규정으로 인 

해 그 직을 겸직할 수 있을른지 헌법상의 중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률적 문제보다 더 주목되는 정이 었다면， 대통령이 

국회 사무총장에게 정부의 업무를 위임하면서도 임명권자인 국회의장파 전 

혀 협의도 하지 않았다는 점일 것이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대통령의 지 

위률 국회와 행정부를 초월한 것’ 으로서 이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문제는 유엔대표의 정치적 지위에 판한 문제였다. 유엔대표 파 

견 문서의 성격은 모호했다. 즉 이 공문올 통해 유엔대표의 국회숭인용 요 

청한 것인지， 아니면 장면 · 장기영 의원과 전규홍 국회 사무총장의 정부 

차출에 대한 양해롤 요청한 것인지가 불분명했다. 꽁문의 앞 부분만을 보 

면 유엔대표는 공식적인 외교사절이며， 그렇다면 외교사절 선임에 대한 국 

무위원의 부서와 국회의 숭인이 펼요했다. 그러나 뒷 부분은 단순허 국회 

의 양혜툴 요청한 것처럽 보였다. 

이에 대해 조헌영 의원은 “국무회의의 원만한 운영올 확인하기 위한 제 

도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 라고 주장하고 이 문서롤 정부에 

회송하자고 동의하였다. 동의안올 표결한 결파， 재석의원 137명. 찬성 71 , 

반대 %로 가결되었다 64) 

이러한 표결 결과는 다읍과 같온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첫째， 정부가 제 

출한 유엔대표 파견 문서는 다수의 제헌의원들에게 “단순한 통지서”가 아 

닌 “국무회의에서 반드시 의결되어야 활 중대한 문서”이며 “국회에 승인을 

62) 국회사무처， 위의 책. 제 57호 p. 1. 유엔총회에 정부대표 파견에 관환 건 - 금차 9 

월부터 파리에서 개최되는 유엔 총회에 우리 청부외 국제숭인 요청과 기타 외교적 

활동을 위하여 파견할 우리 대한민국 정부대표중 귀국회 소속인사륨 좌기와 같이 선 

정되었아오니 그 뭇올 특히 양해하셔서 국가 만년대계률 위하여 국제의 활동에 저장 

이 없도록 - 경청하나이다. 정사 장면， 부사 장기영， 법훌자문 전규흥. 활동 기간 

- 대한민국 %년 9월 9일부터 약 3개월간 예정함. 

63) 국회사무처， 위의 책， 제 57호， p.5. 

64) 국회사무처， 위의 책. 제 57호，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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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하는 문서”로 인식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훌온 그 문서에 국무총 

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반드시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김준연 의원 둥은 유엔대표 파견 건의 부서 요건이 곧 대통령의 권 

한 행위를 견제하기 위한 것임올 강조하였다 65)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는 헌법심의과정에서의 주장올 되풀이하였다. 즉 유엔대표 파견 

문서를 포함한 “대통령의 행정권 발동”은 반드시 “국무회의의 결의를 거쳐 

야 한다”는 점이 미국의 정부형태와 다른 한국의 대통령책임제의 특정이라 

는 것이다. 한국의 대통령은 원칙상 자신이 임명한 국무원에 의해 견제를 

받도록 되어 있었으며， 이것이 제헌의원들이 구상한 대통령 단독의 국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했다. 

셋째， 조헌영 의원의 동의안의 표결 결과에서 보는 것처럼， 가장 주목해 

야 될 점은 제헌의원들이 더 이상 이숭만의 독주률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 

사를 표명했다는 점일 것이다. 특히 한민당은 자신의 정치적 훤칙을 단호 

하게 밝혔올 뿐만 아니라 국회얘서약 실력올 과시했다. 그것은 이숭만이 

국회와 한민당의 정치적 지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정치적 난판 

에 직면할 것이라는 사실올 알려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고를 받 

아 들이지 않고 자신의 의사에 의해 국가롤 훈영하고자 했던 이숭만은 결 

국 물리력과 담화정치에 의존하지 않올 수 없었고. 그 길은 권위주의로의 

도정과다름아니었다. 

(2) 정세론의 승리 및 부서논쟁의 귀결 

이승만 대통령을 겨냥한 이와 같은 맹렬한 꽁셰는 갑작스럽게 종결되었 

다. 공격의 선봉을 담당했던 조헌영 의원이 툴연 입장을 바꿔， “만장일치로 

결의”하자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막후에서 어떤 정치적 협상이 이루어졌는 

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 숭인 문제률 담당할 외교사절에 대한 

공격은 정치적 명분상 한계가 았었올 것이다. 이정래(한민당) 의원에 따르 

면， 외국측은 “국회가 대통령 특사를 인훈하지 않은 점”올 근거로 국회가 

정부를 반목하는 것으로 인식한다는 것이었다 66) 그러한 우려는 이승만이 

65) 국회사무처， 위의 책， 제 57호. p. 3. 
66) 국회사무처， 위의 책， 제 57호. p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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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킬 때마다 사용했던 어법이지만， 의원들에게도 커다 

란 정치적 부담을 느끼게 하는 상황이었다. 1948년 9월 8일 채 60차 회의에 

서 조헌영 의원은 “장면， 장기영 두 의원의 청가원을 처리하기 전에 먼저 

요전에 정부에서 보낸 서한에 대한 문제를 결정지을 것”을 주장하였다. 그 

는 이미 9월 4일 제 57차 회의에서 정부에 반환할 것을 결의한 유엔대표 파 

견에 관한 건과 관련하여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정부가 몇 일이 지나도록 그 문서의 수속을 갖추어 다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조헌영 의원은 입장을 변경하여 선발된 유엔 대표를 

적극 지지할 것을 주장하였다 67) 그 또한 정세론을 수용하였던 것이다. 조 

헌영의 이 동의안에 대해 이견이 많았지만 결국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8)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선임에서 국회의 의사를 배제했던 이승만 대통령 

은， 이 시기에 정부 운영에 대한 국회의 권력을 약화시키기 시작하였다. 이 

에 대해 한민당은 이승만의 계속되는 독주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 

명히 했다. 이숭만이 가장 심각하게 고려했던 점은 “대통령의 모든 결정이 

국무원의 동의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제헌의원들이 ‘조 

선식 대통령제’ 의 특정이라고 인식했던 헌법 제 66조(헌법초안 제 65조)의 

이 규정은， 헌법 제 68조(헌법초안 제 67조)의 규정과 더불어서 대통령의 

지위를 국무위원 중의 1 인으로 제한하려는 의도를 함축하고 있었다. 그것 

은 행정부의 수장이라는 의미조차 무색하게 만들 수도 있는 조항이었다. 

이승만은 이점올 용인할 수 없었다. 이정래(한민당) 의원은 “국회나 정부 

나 모두 다 처음인 만큼 휴은 알고도 위헌올 하는 수가 있겠고 모르고도 위 

헌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승만의 위헌온 상당 정도 의 

도적이었다. 이승만의 전략은 외형상 매우 간접적이고 우회적이었다. 그러 

나 그 조치가 겨냥한 목표는 국회의 권한을 최소한으로 축소시키고. 헌법 

의 대통령 권한올 최대한으로 확대 운영하도록 변용시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박해극(무소속) 의원은 국회라는 것은 정치의 원천이요 동시에 헌법 

이라는 것은 3천만의 민중의 생활 표준을 위한 생명선”이라고 주장했다. 

67) 국회사무처， 위의 책， 재 60호. pp.3-4 

(8) 국회사무처 , 위의 책 , 제 60호.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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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이숭만의 정치적 태도에 대한 반발윤 첫째， 정치 정세의 급 

박성， 둘째， 헌법조항의 모호성， 셰째， 이숭만의 권휘에 의해 무마되었다. 

2) 대통령의 입면권에 관한 논쟁 
반민족행위처벌법 제정은 신생국가의 정치적 정통성을 확립하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불가결한 문제였다. 그러나 보다 심각한 것은 정부내에 반 

민족행위자들이 침투하여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었다. 국무 

위원 인선 과정에서 살펴 보았듯이 이승만은 독립운동세력과 건국세력 보 

다는 실무능력을 지닌 이른바 ‘초당적 관리들을 선호했다. 그들은 대체로 

친일경력을 지닌 인물들이었는데， 특히 이승만의 현실 권력을 지지해 줄 

경찰， 관료 및 사법기관에 집중되어 있었다 69) 이숭만의 이러한 정부 구성 

때문에， 국회는 그것올 저지할 법적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했다. 그 방 

안이 정부내 친일자 처벌 건의안 및 반민족행위처벌법 제정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첫째， 대통령의 권한으로 위임된 임명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 

이었고， 둘째， 이승만이 초당적 입장에서 정국을 장악하는 데 필요한 “기 

계" (machine)를 셜치하는 데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었다. 

(1) 정부내 친일자 처벌 건의안과 대통령의 엄면권 

1948년 8월 18일 제 43차 회의에서는 반민법안 제 I 독회의 시작에 앞서， 

반민법안의 심의 절차 문제가 먼저 제기되었다. 김인식(대동청년단) 의원 

은 반민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정부내의 친일 

파를 숙청하는 건의안을 먼저 내자”고 제안했다 70) 그는 신정부의 상공부 

차관 임문환과 법제처장 유진오， 그리고 민회식 교통부 장관과 윤석구 체 

(9) 한승주는 그의 연구에서， 신생국가 수립이전부터 이미 경찰이나 행정관료조직이 건 

재(健在)하고 있었으므로 이승만이 이들 친일경력자률과 손잡는 것이 정부수립 뿐 

만 아니라， 자신의 정치척 생존에 보다 용이했옴옳 지적하였다. 스칼라피노(Robert 

A. Scalapino)도 한숭주와 동일한 주장올 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에서는 이숭만 

이 경찰과 행정조직을 장악해가는 과정에서 제헌국회와 어떠한 갈둥 관계에 있었는 

지 하는 점에 대한 분석이 미홉하다. 한숭주， “제 1공화국의 유산 한배호， 진덕규 

외 rl95Q년대의 인식J(서울: 한길사. 1981). pp. 29-35. 
70) 국회사무처， 위의 책. 제 43호.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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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 장관71) 01 반민족행위자에 해당됨올 구체척으로 언급하고 속히 정부 

의 친일자를 숙청할 것올 건의하자고 제안하였다. 

이남규(독촉) 의원은 김인식의 긴급통의안에 찬성하였고， 그 배경을 다 

음과같이 설명하였다. 

이 법안으로 말미암아 입법의원 시대에 상당한 시일이 걸렸던 그런 쓰 

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읍니다. 지금 우리가 민족반역자 법안옳 상정할 때 

에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읍니다. 하나는 우 

리의 민족정기를 살리고자 하는 그 원칙에서 이 반민족법올 해야겠다고 

하는 이것이 첫째 목적이요， 둘쩨로는 곧 시급히 우리의 정부가 조직이 

되어 가지고 우리의 관공리들이 임명되어지는데 여기서 이런 법이 빨리 

서야 새로 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방변의 모든 관리들을 참으로 우리 민중 

들이 기대하는 자로서 임무에 충당시키고자 하는 그 뜻에서 우리가 그 법 

안이 상정된 줄로 아는 것이올시다 지금 정식으로 임명되어지는 관리 

문제는 한 시간 한 시간이 급하게 되어지는데 이 법이 한 탈이나 두 달이 

나 걸려 가지고서 그것이 효력올 발생하게 된다면 관리들은 벨써 그 동안 

에 중앙부터 지방에까지 다 채용된 뒤라고 할 것인데， 이래 가지고서 한 

달 후에 비로서 법안을 내서 효력을 나타낸다고 하면 다시 그 자들을 숙 

청 또는 추방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해나가는 데에 있어서 대단히 혼 

란을 일으키게 되어질 그런 염려가 있다고 하는 말씀이올시다 한 2, :3 

조를 세워서 이렇게 생긴 사람은 새로 되어지는 우리 국가의 관리가 될 

수 없다는 등 또는 이런 사람은 임명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정도면 우선 
될 것이올시다.지) 

이남규 의원의 지적대로 반민족행위자 처벌파 관련해서는 이미 입법의원 

시대에 겪은 “쓰라린 경험”이 있었다. 미군정청은 민족감정올 무시하고 부 

일관료들을 대거 동용했던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에서도 통일한 사태 

가 벌어질 개연성이 점정 높아지고 있었다. 그는 입법의원 시대의 경험에 

비추어， 만약 이 법안이 한 두달 지연된다면 그것의 정치적 목적이 달성되 

71) 이후 반민법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윤석구 체신부 장관은 반민족행위자에 해 

당되지 않았음이 판명되었다， 

72) 국회사무처， 위의 책， 제션호，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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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속히 실행될 수 있는 건의안 몇 조목을 제 

시하자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이주형(독촉) 의원도 단순히 정부에게 친일 

파를 숙청하라 정도로 건의하는 것이 아니라 반민족행위 몇 조목올 규정해 

서 건의할 것을 주장하였다. 문시환(조선민족청년단) 의원은 정부 인선의 

친일파 동용은 헌법 전문의 정신에 위배되며， 만일 그런 인선이 사실이라 

면 건의 정도가 아니라 현정부률 탄핵할 것울 주장하였다 73) 

표결 결과. 김인식 의원의 긴급동의안은 재석 165. 찬성 139. 반대 0으로 
가결되었다.껴) 

(2) 친일자 처벌 건의안에 대한 이숭만의 입장 

이승만은 8월 20일 기자단과의 회견에서 이 건의안올 수용하는 듯이 답 

변하였다.꺼) 이 당시 이승만은 대통령의 법적 권한보다는 여론을 고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는 정부내 친일자 처벌은 반민법 제정 이후에야 

비로소 가능하다는 입장올 취했다. 반민법 제안자들이 우려했던 것은 바로 

그 점이었다. 지난 3년의 경험에 비추어 보건대， 법률의 제정과 조사， 처벌 

에는 많은 시간이 소용될 것이며， 그 사이에 처벌 대상자들은 정부의 요직 

을 장악하고 반격에 나셜 것이다. 윤재욱 의원은 그동안 가진 음모를 다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76) 따라서 두 진영의 싸움의 승패는 ‘시간’ 에 좌우될 

것이며， 이 ‘시간’의 유예는 ‘법치주의’의 원리에 의해 옹호되었다. 이숭 

만의 그 ‘법률’ 에 대한 강조가 지닌 실제척 의미는 그런 것이었다. 그리고 

이후의 역사는 반민법 제안자들의 우려가 결코 기우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그런데 「민주일보」 사셀에 의하면， 이 당시 이숭만은 “문제된 現長官에 

있어서는 영향올 고려하여 변동없올 것을 시사했다”고 하였다. 이숭만은 

사실상 국회의 결의를 전혀 수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숭만의 태도에서 

알 수 있는 바처럼， 이러한 건의안은 무력한 것이었다. 제헌의원들은 국무 

73) 국회사무처， 위의 책， 제 44호. p.9. 

74) 국회사무처， 위의 책， 제 44호. p. 10. 

75) 서울신문. 1948. 8. 21; 국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61. 
76) 국회사무처， 위의 책， 제 45 호.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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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임명 직전에 비록 완곡한 방식이었지만， 동일한 건의안옳 제출한 바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관철되지 못했다. 그런데 김인식 건의안에 

대한 이승만의 이러한 태도는 이후 진행될 반민법안 제정 및 실행 과정에 

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었다. 

(3) 제헌국회 의 분열과 국회의 자문기구화 

정부내 친일자 처벌문제는 국회의 분열로 이어졌다. 신익회 의장이 친일 

자가 포함된 정부위원 임명안을 의장의 권한으로 승인하였는데， 이에 대해 

김인식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사임으로 대응하였기 때문이다. 대체로 

반민법에 대해 온건한 입장을 견지했던 한민당과 독촉의 다수파 의원들은 

신익희 의장을， 반면에 강경한 입장을 견지했던 윤재욱， 조국현 등의 소수 

파 의원과 이문원 동의 무소속 의원들은 김인식 위원장올 옹호하였다. 신 

악회 의장의 정부위원 승인은 정부와의 정면대결을 피하고， 또 “국회가 정 

부를 파괴하려 한다”는 비난을 고려한 행동이었다. 그러나 강경파들은 신 

익회 의장의 이러한 행동이 건의안 뿐만 아니라 반민법을 무용지물로 만드 

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이 정부위원 임명안올 계기로 ‘국회가 정부를 

파괴한다’ 는 우려 이상으로 ‘정부에 의해 국회가 분열’ 되고 있었던 것이 

다-
한편 이 시기 제헌국회는 행정권 이양에 관한 국무총리의 서면 보고로 

인해 더욱 갈등이 격화되었다. 1948년 9월 3일 제 56차 회의에 이범석 국무 

총리는 행정권 이양에 관한 경과를 보고하였다77) 8월 26일 제 49차 회의 

7R)와 8월 30일 제 52차 회의 두 번에 걸쳐 정준 의원이 행정권 이양에 대한 

경과 보고를 정부에 요구했었다. 그런데 제%차 회의에서야 비로소 국무총 

리의 서면 보고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거의 셜명이라고 할 수도 

없었으며， 더구나 국무총리가 참석하지 않고 국회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하 

는 것은 규정에 없는 일이었다. 그것은 접점 공공연해져 가는 국회에 대한 

경시였다. 

77) 국회사무처. 위의 책， 제 56호. p. 10. 
78) 정준의 동의안 「행정권 이양에 대한 경과 보고를 정부에 요청할 것」이 재석 149. 찬 

성 75. 반대 15로 가결되었다. 국회사무처， 위의 책， 제 49호.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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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략한 국무총리의 보고에 대해 서용길(무소촉) 의훤온 “국회의 결의 

를 존중하지 않은 무책임한 처λF’라고 비판하였다. 윤채욱(대통청년단) 의 

원 또한 정부가 “국회에 성의가 없고국회률 일종의 사셜 단체 기관의 

한 회의”처럼 본다고 주장하였다.꺼) 

행정권 이양과 관련된 논의를 볼 때， 이 시기에 국회는 중요한 국무로부 

터 거의 소외되고 있었다. 김명동 의원이 주장한 바처렴 집행부는 이미 입 

법부의 집행기관이 아니었으며， 국회는 민의의 대표자 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국회의 건의는 거듭 거부되었고， 그들의 의사는 전혀 관철되지 않 

았기 때문에 윤재욱 의원의 표현대로 국회는 일종의 ‘정부의 참고기관’ 이 

나 ‘대통령의 자문기관. 으로 취급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에 항의하는 윤재욱 의원의 어조는 다분히 수세적이다. 그와 

같은 어조는 9월 3일 이문원 의원의 발언에서도 나타난다. 그는 정부의 대 

국회 국무 보고는 당연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부를 돕기 위한 

국회의 ‘호의’ 정도라고 이해하고 있다. 조헌영 의원 조차 국무보고가 의 

무라는 사실을 ‘참고’ 로 말한다고 발언하였다. 그러나 국회의 이러한 간청 

에 정부는 국무총리의 짧은 서신 외의 웅답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요컨대 반민법 제정 및 행정권 이양 과정을 거치면서， 국회에 대한 정부 

의 강압은 더욱 심해졌고， 국회의원들조차 어떤 의미에서 점점 그러한 현 

실을 수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국회와 정부 대결기 : 대통령의 권한 확대(11) 

여기에서는 여순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과 국무원의 정치적 책임 및 법률 

적 대책에 관한 논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여순 사건과 국가보안법 제정은 

1948년 5 . 10 선거 이래 국회와 정부의 관계를 둘러싼 논쟁과 정치투쟁의 

정점이었다. 제헌국회가 구성된 후 5개월여만에 여순 사건이 발생하였다. 

제헌의원들에 의하면， 이 사건은 단순한 군대의 반란이 아니었다. 이것은 

1948년의 정부수립으로 잠재해 있었으며， 건국의 또 다른 대안을 주장했던 

79) 국회사무처. 위의 책， 제 56호. pp.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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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자로부터의 전면적 도전올 의미하는 것이었다. 여순 사건은 “공산 

주의 정권과 민주주의 정권의 전초전" (이청천 의원)이었으며， 전 세계적인 

“공산주의 진영과 민주주의 진영의 대립”이 한국으로 확산(조헌영 의원)된 

이데올로기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단순한 민란이 아닌 

근대척 정치세계의 개막을 알리는 사건이었다. 한국 역사에서 세속적 정치 

이념에 기초한 전쟁은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첫째， 여순사건 발생의 정치적 책임 에 관해 격렬한 논쟁이 제기되었 

다. 그것은 결국 대한민국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논쟁으로 비화 

되었다. 제헌의원들은 여순사건 발생 직후 시국수습대책을 논의하였는데， 

그것의 핵심 내용은 ’‘내각을 개조하는 것”이었다 80) 즉 제헌의원들은 국무 

원에게 그 책임을 묻고자 하였던 것이다. 여순사건 발생에 관한 헌법상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였을 뿐만아니라， 셜사 대통령에게 그 책임을 묻고자 

해도 임기가 보장된 대통령을 쉽게 탄핵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내각개조 

안은 이승만에 의해 거부되었다. 이승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헌법은 대 

통령 중심제이며， 따라서 “입법부가 정부롤 개조활 권리도 없고 정부를 개 

조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81) 그것은 정세를 고려하면서도 대통령의 독 

재권을 예방하고자 했던 제헌국회의 구상과는 다른 것이었다. 정부의 책임 

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은 결국 자신이 만들어 낸 정부에 대해 국회가 무력할 

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정부의 권력에 의해 지배될 가놓성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둘째， 제헌국회의 여러 정파들중 한민당은 내각 교체롤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이 시기의 내각개조론은 한민당이 책임올 정부에 전가하거나 

정략적 의도에 의해 주창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승만의 인식도 

이와 같았다. 윤치영은 그의 회고록에서 건국초기 조각에 소외된 한민당 

이 이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반이숭만 운동 또는 반정부운동올 벌이게 되 

었고， 결국에는 정부의 실정이 모두 정부형태의 결함 때문이라고 주장하면 

80) 이 내각 개조안온 채석 145. 찬성 89. 반대 24로 가결되었다. 국회사무처， 위의 책， 
제 98호. p.822. 

81) 국회사무처， 위의 책， 제 97 호. pp. 794-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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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내각책임제롤 주장했다”고 지적하였다.없) 그러나 유진산은 한민당의 반 

정부노선과 내각책임제 주장은 두 가지 촉변에서 동시에 평가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83) 즉 이것온 한민당이 집권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발의 성 

격과 정부 실정에 대한 저항적 성격올 동시에 지닌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후자를 보다 강조하였는데 그것온 한민당의 내각책임제 주장이 - 그들의 

정치적 의도가 무엇이든 - 실정에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정부형태로의 변 

경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후 국회와 정부가 충툴하는 

사안들이 전개될 때마다 쟁점의 최종 핵심은 의원내각제 개헌론이었다. 이 

후의 일이지만， 한국 역사상 최초의 내각 총사직은 1960년 4월 21 일에 일 

어났다. 이숭만의 마지막 내각은 4 . 19혁명을 유발시킨 책임을 지고 총사 

직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역사는 헌법초안과정에서 제기된 헌법기초위원회의 우려률 증명 

하는 것이었다. 즉 그들은 국회에 의해 정부가 교체될 수 있는 제도가 대통 

령의 독재정치에 기인하는 “쿠데타나 혁명의 발생” 보다 정치적 안정을 가 

져다 줄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숭만의 주장대로，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하는 제도가 .정치적 안정’ 을 가져다 줄 수 있으려면， 두 가지 요건을 

만족시켜야만 했다. 즉 대통령의 연임(한국정치에서는 중임도 문제가 되었 

다)을 막을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대통령 재임기간 중의 ‘정치적 책임’ 을 

어떻게 물올 것이냐 하는 문제가 그것이다. 한국정치에서 전자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지만， 후자는 여전한 과제인 것이다. 

세째， 내각 개조안이 이숭만에 의해 거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셀적으 

로 제헌의원들은 공산주의자에 대한 대응책으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였 

다 84) 정부수립 초기 제헌의원들의 정세의식은 여순사건을 겪으면서 국가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심화되었다. 조국현 의원이 罵法自慶라고 표현 

했듯이， 국가보안법은 통일을 위한 정치활동올 제약할 뽕만 아니라 국회 

조차도 위협할 수 있는 것이었다. 국가보안법의 통과는 공산주의자들을 보 

82) 윤치영 r윤치영의 20세기~ (서울: 삼성출판사， 1991)， pp.238-239. 

83) 유진산 w해뜨는 지평선J(서울: 한얼문고， 1972) , p. 53. 

84) 국회사무처， 위의 책. 제 107호， 제 108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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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용이하게 처벌하도록 했지만， 동시에 정부 버판 세력의 정치활동 - 예 

컨대 정부형태의 변경 논의 - 동올 극도로 제약하였다. 조현영 의원온 이 

법에 의해 .. 정치적 행동하는 사랍은 다 걸려 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지 

적하였다. 그의 지적대로， 정부는 이 법안으로 임의적인 사법적 권력까지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사법적 권력올 넘어선 일종의 이념적 권력 

이었다. 왜냐하면 정부는 무엇이 국가의 이념에 적당하며， 그것올 위반하 

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올 의미하는가에 대한 해석의 권한까지 가지게 되 

었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 법은 “독약:" (조헌영 의원)이었옵에도 불구하고， 그것올 회피 

하기 어려운 현실이 존재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국가보안법은 제헌국회가 

직면한 상황의 이중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였다. 즉 민주주의와 자유 

라는 새로운 정치원리와 그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정치체의 생존이 먼저 

요청되었던 역사적 상황의 모순이었다. 국회는 민주주의적 련력의 기원이 

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박한 생존의 요구에 의해 스스로의 원리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다. 

네째， 이 시기에 보여준 이숭만의 정치적 태도는 주목할 만하다. 사건 초 

기에 그는 잠시 제헌국회 의장 시기의 모습으로 몰아갔다. 그는 국회에 출 

석하여 ‘당화’ 가 아닌 ‘대화’ 의 방식으로 열심히 이야기했다(11 월 6일). 

그리고 조헌영 의훤의 반박에 “조헌영 의원의 말하는 것은 뜻과 목적은 우 

리와 같은 것이나， 다만 시기가 어려운 형편에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라는 논평올 덧붙였다. 이는 “무익한 쟁론”이니 

“떠들지 말라”는 식의 담화적 태도와는 다른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조만 

간 위압적인 대통령의 태도로 돌아갔다. 그는 다시 “정부를 옹호하자”는 

담화를 라디오를 통해 발표하고， “정부를 타도하려는 공산분자들의 반란죄 

를 정부에 씌운다면 이것이 정부률 돕는 것인가， 공산분자를 롭는 것인가’ 

라고 국회를 비판하였다(11 월 10 일). 

이러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 조종숭 의원은 .. 유감스러훈 것온 대홍령께서 

그와 같은 역사를 더럽힐만한 이러한 사건이 남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한 

번 나오셔서 눈물겨운 마읍으로 난상토의 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김상교 

의원은 “대통령 선거시까지는 마치 우리가 천사와 같이. 우리가 서로히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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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난만스러운 어린 아이와 같았”다고 회고하고， 정부는 거듭되는 국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언반구도 없었을 뺑더러” ‘마이동풍’격이라고 비판 

했다. 육홍균 의원은 여순 사건과정에서 첫째， 정부가 “담화라고 신문 기타 

일반 사회에는 발표하면서도 우리 국회에 대해서 발표가 없”었으며， 둘째， 

이승만 대통령은 “담화로 발표해서 여러 가지 -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딴 

방면으로 말”했다고 주장하였다. 이숭만은 정치적 상황올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해석하는 능력이 탁월했으며， 그것올 전달하는 방법으로 라디 

오나 신문을 택했다. 그러한 전달수단은 근대적인 정치적 언술의 광범위한 

확산에 유리한 것이긴 했으나， 다른 한편 근대적 정치의 핵심인 ‘공론장’ 

을 위축시키는 ‘담화’ 정치의 ‘선전’ 수단이 되기도 했던 것이다. 

IV. 결 론 

1948년 5 . 10 선거와 제헌국회에 의한 대한민국 초대헌법의 제정， 그리 

고 제 1 공화국의 탄생은 한국 현대정치의 공식적 개막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매우 한정된 소수의 정치세력에 의한 정치척 대안이었다. 먼저 한국 

의 정치세계는 역사상 처음으로 이념에 의해 양분되었으며， 양분된 정치세 

계는 다시 수많은 정치적 지향으로 분열되어 있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주의를 정치이념으로 하여 탄생되었으나， 그중에서도 한정된 정치세력， 즉 

한민당과 이숭만의 협력에 기초하고 있었다. 건국 깨력들은 자유번주주의 

정치이념에서는 동의하였으나， 그것이 당대의 급박한 정치현실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대조적인 견해흘 가지고 있었다. 

제헌국회는 강온론으로 대립되었으며， 이로 인해 헌법제정파 운영과정에서 

많은 갈둥에 직변했다. 그러나 더 큰 갈풍과 대립이 국회와 정부 사이에 발 

생했다. 정치체의 생존을 강조했던 이숭만 대통령과 정부는 점점 더 국회 

를 국무로부터 소외시켰으며， 그 결과 정부와 국회는 화해할 수 없는 상황 

으로 진전되었다. 정부는 국회를 “정부를 파괴하는 단체”로 비난했으며， 

국회는 정부가 바로 그들에 의해 탄생된 정치기구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 

러한 대립과 갈동은 한국의 현대정치를 가장 두드러지게 특정짓는 점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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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의미에서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 논문은 그 기원 

이라고 할 수 있는 건국기의 ‘국회-행정부’ 관계를 고찰함에 의해， 한국 자 

유민주주의의 정치현실을 탐구하고자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