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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독립운동시기부터 중국 내 단체들을 중심으로 천연자원과 주요산업의 국유 또는 

국영의 원칙은 경제정책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이는 해방 후에도 이어져 좌우를 

불문하고 주요 정당, 사회단체들은 주요산업의 국유화를 강령에 규정하고 있었고, 

그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천연자원 관련 산업인 광산 역시 국유 또는 국영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천연자원과 주요산업의 국유화에 대한 일반적인 합의가 널리 

존재하였음은 좌우합작원칙이나 미소공동위원회의 질의에 대한 답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후자에 의하여 천연자원과 산업별 소유권 제도에 대한 구상이 상당한 

수준으로 구체화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천연자원과 주요산업의 국유 또는 국영에 대한 

일반적인 합의는 헌법제정과정에서 규범화된다. 1946년 신익희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무부 산하기관으로 출범한 행정연구위원회에서 최초로 작성한 헌법안을 

보면 임시정부 건국강령의 취지에 따라 이른바 五五憲草 등 중국의 헌법초안들의 

규정을 도입하여 천연자원 및 독점성을 가진 주요기업의 국유 또는 국영을 규정하

였고, 우익 중심의 민주의원이나 좌익 중심의 민주주의민족전선의 헌법안에서도 대형 

또는 주요산업의 국유 또는 국영을 채택하고 있었다. 나아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조선임시약헌 또한 민주의원의 헌법안을 그대로 계승하였다. 1948년 국회가 개원하

면서 이루어진 헌법제정과정을 보면 조선임시약헌을 기반으로 중국의 五五憲草 및 

그때까지 만들어졌던 기타 다른 헌법안들을 참고로 하여 초기부터 1948년 헌법 제85조 

및 제87조의 원형이 형성되었고 국회의 헌법기초위원회나 본회의에서 큰 이견없이 

그대로 헌법규정으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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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현행 헌법은 제119조에서 경제질서에 대한 원칙을 규정하고 그와 함께 경제와 

관련된 다른 많은 규정들을 두고 있다. 헌법상의 경제질서는 총칙에 해당하는 제

119조의 해석과 함께 헌법 제9장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규정들의 의미와 내용을 파

악하고 상호관계를 살펴보아야 비로소 전체적인 윤곽을 잡을 수 있다. 그러한 의미

에서 개별규정의 연혁에 대한 연구는 현행 헌법상의 경제질서를 파악하기 위해 필수

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헌법학계에서 이루어진 1948년 헌법제정에 대한 

연구들은 각종 헌법안과 논의들을 중심으로 제정과정을 검토하거나1) 일정한 정치

집단이나 개인을 중심으로 헌법사상과 헌법구상의 형성과 전개를 살펴본 것2) 등이 

있으나, 개별규정의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한 

연구로서 예를 들면 제헌헌법상 근로자의 이익균점권의 헌법화과정이나 제6장 

경제편의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 제16조 교육조항의 성립과정에 대한 연구3)와 국무

총리제도의 연원에 대한 연구4)를 찾아볼 수 있을 뿐이다.

1948년 헌법은 제85조에서 “鑛物 기타 중요한 地下資源, 水産資源, 水力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自然力은 國有로 한다. 공공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개발 

또는 이용을 特許하거나 또는 特許를 取消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行한다.”

고 규정하고, 관련하여 제87조에서 “중요한 運輸, 通信, 金融, 保險, 電氣, 水利, 

水道, 까스 및 公共性을 가진 기업은 國營 또는 公營으로 한다. 공공필요에 의하여 

私營을 特許하거나 또는 그 特許를 취소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行한다.”

라고 하여 중요 기간산업의 國公營을 규정하면서 자원관련 산업을 포함시켰다. 제

85조는 1954년 개정되면서 ‘국유로 한다’는 부분과 채취 등의 특허를 위해 ‘공공

1) 홍기태, 해방후의 헌법구상과 1948년 헌법성립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86. 2); 이경주, “미군정기 과도입법의원과 조선임시약헌”, 법사학연구, 제23호(2001), 

p.139; 김수용, 건국과 헌법(경인문화사, 2008).
2) 이영록, 유진오 헌법사상의 형성과 전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2000. 8); 정상우, 미군

정기 중간파의 헌법구상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2007. 2).
3) 황승흠, “제헌헌법상의 근로자의 이익균점권의 헌법화과정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제31집 

제2호(2002), p.299; “제헌헌법 ‘제6장 경제’편의 형성과정과 그것의 의미”, 법사학연구, 

제30호(2004), p.109; “제헌헌법 제16조 교육조항의 성립과정에 관한 연구, 국민 학교 

법학논총, 제23권 제2호(2011), p.549.
4) 정종섭, “한국헌법사에 등장한 국무총리제도의 연원”, 서울 학교 법학, 제45권 제4호 

(2004. 12), p.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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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부분이 삭제된 이래 조문의 위치가 변경되어 현행 헌법 

제120조 제1항5)으로 이어져 오고 있으며, 제87조는 당시 폐지되었다.6) 

3․1운동 이후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비롯한 중국 관내 독립운동단체들은 독립

국가의 경제정책과 관련하여 각종 천연자원 및 주요산업의 국유 또는 국영의 원칙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였고 이러한 내용은 좌우를 불문하고 정당 등 많은 독립

운동단체들의 강령 등에 반영되어 있었다.7) 그러나 1948년 헌법의 천연자원 및 주요

산업 국유화 규정과 독립운동시기의 각종 구상들은 기본적인 의미와 방향에서는 

일치하나 문언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이는 해방 후 헌법제정 과정에 중국 관내를 

비롯한 국외독립운동세력들과 함께 국내의 여러 정치세력들이 참여하였던 점과, 

정책적인 필요에 의한 정당의 정강과 헌법제정과정에 차이가 있는 점으로부터 기

인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 국유화 규정의 의미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정

책방향에 대한 합의와 함께 그것이 헌법에 규정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해방 후 헌법제정시기까지 관련 정당, 사회단체의 천연자

원 및 주요산업과 관련된 정책적 입장들을 확인하고 헌법제정과정에서 그러한 입

장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글에서는 1948년 헌법 제85조 및 제87조의 형성과정과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우선 해방 후 조선8)의 경제상황과 정치세력들의 정책방향들을 살펴본다. 당시 정치

세력을 크게 좌익과 우익, 중도로 나누어 각 진영의 대표적인 인물들의 국가건설

구상들과 함께 관련 정당의 정강정책들을 살펴보고, 미소공동위원회에 제출한 각 

정당․사회단체의 答申案을 통해 각 정치세력들의 정책적 입장들을 종합적으로 

5) “제120조 제1항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6) 1948년 헌법 제85조와 제87조의 변천과정은 정종섭, 한국헌법사문류(박영사, 2002), 

pp.516-517, 520-521 참조.
7) 전종익, “독립운동시기 천연자원과 주요산업 국유화 원칙의 도입”, 공법연구, 제41집 제1호 

(2012. 10), p.221. 
8) 1945년 일본 패망이후 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는 일본점령하의 한반도 지역을 ‘Korea’로 

지칭하였고, 이에 대한 공식번역은 ‘朝鮮’이었다. 미군정청 보 Vol. No.1(원주문화사, 

1993), pp.20-22. 이에 따라 북위 38도 이남 미군의 점령지역(the territory of korea south 

of 38 degrees north latitude)을 지칭하는 ‘South Korea’에 대한 공식번역은 ‘南朝鮮’이

었다. 예를 들면 ‘south korean interim government’는 南朝鮮過渡政府로 번역되었다. 

상게서, Vol. No.4, pp.45-47. 이 글에서는 편의상 한반도 전체를 나타낼 때는 ‘조선’으로, 

38도 이남을 나타낼 때는 일반적인 명칭인 ‘남한’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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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해본다. 이어서 민주의원 및 과도입법의원의 헌법안 등 1948년 헌법과 관련된 

헌법초안들과 그 형성과정을 검토하여 앞서 파악한 정치세력들의 입장들이 어떻게 

헌법규정으로 형상화되었는지를 살펴본다. 독립운동시기부터 천연자원 국유화는 

주요산업의 국유 또는 국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논의되어 왔다. 따라서 이 글에

서도 천연자원 및 주요산업에 대한 정책적 방향과 헌법안들의 입장을 함께 검토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독립운동시기에 있었던 독립한국의 경제정책에 대한 구상들이 

해방 후 헌법제정시까지 이어져서 당시 좌우를 막론하고 천연자원 및 주요산업 

국유화에 대한 일정한 견해의 일치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공동체의 그러한 공통된 

합의가 헌법규정으로 나타났음을 밝힐 것이다. 

II. 해방 후 정치세력들의 경제정책 구상

1. 해방 후 남한의 경제 상황

식민지 시대 조선은 농업국으로서 전 인구의 7할 이상이 농민이었다. 토지의 소유 

및 경작형태의 면에서 보면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을 통하여 근대적인 소유권 관계가 

성립되는 과정에서 농민과 농지의 소작화가 촉진되어 일제말기인 1943년에는 소

작지가 전체 농지의 60%를 넘어섰다.9) 특히 논, 밭 등 경지는 일본의 지배가 계속

되면서 일본인에게 집중되어 갔다. 일본인 소유의 논면적은 1931년 70만 정보, 

1941년 90만 정보로 조선 전체 논면적의 44% 및 54%에 해당하여 1930년대 중엽 

이후부터 일본인이 조선의 논의 절반가량을 소유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농업수입의 면에서도 일본인 농업인구는 조선 전체 농업인구의 0.2%에 불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41년 조선 농업수입의 15.1%를 차지하였다.10) 수리시설의 

향상 등의 영향으로 농업생산은 증대되었지만 그 과실은 대부분 일본인들의 손에 

들어갔고 조선인들은 생산수단인 경지를 상실하여 토지 없는 소작농민으로 혹은 

임금노동자로 재편되어간 것이다.11) 

한편 일제는 1930년대 이후 조선을 전쟁수행을 위한 병참기지로 이용하기 위하여 

 9) 유광호 외 4인, 미군정시 의 경제정책(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p.9.
10) 허수열, 개발없는 개발-일제하 조선경제개발의 상과 본질(은행나무, 2005), pp.95, 

124.
11) 상게서, p.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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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공업을 발전시켰고 그에 따라 총 생산비 중 공업생산액의 비중이 1930년대 

24%에서 1940년 40.5%로 상승되었다.12) 특히 일본산업자본의 직접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종업원 수 200명 이상의 대공장이 설립되었고, 점차 경공업에서 중화학

공업 중심으로 자본투자가 이루어져 조선의 공업구조는 근대화되고 고도화되었다. 

그러나 조선인의 공업생산액은 1939년을 기준으로 전체 공업생산액의 37.2%에 

불과하였고, 공업자산액 중 조선인 소유의 비중은 10%를 넘지 못하였다.13) 이와 

같이 식민지 시기 조선 광공업의 발달은 소수 일본인 자본의 성장에 의한 것이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조선인 자본도 절대적으로 성장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은 자급적 

및 부업적 가내공업과 재래적 기술을 기반으로 한 영세 중소공업 또는 정미업과 

같은 1차 상품의 단순가공에 그치는 것들이었다. 이에 따라 해방 당시 조선인 공업

자산은 5%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95%는 일본인 공업회사의 것이었다.14)

이러한 식민지시대의 경제구조는 해방이후 경제적 혼란의 원인이 되었다.15) 농업의 

경우 화학비료 생산의 격감과 경작지 면적의 감소로 식량생산이 급격하게 감소하

였고 유통구조의 붕괴로 수급불균형과 물가등귀 등의 현상이 나타났다. 공업의 경우 

일본의 자본과 기술인력이 본국으로 철수함에 따라 원료와 자본 및 인력의 부족

으로 인하여 생산이 크게 감소하였고, 일본시장을 대상으로 하던 소비재공업의 

생산활동은 중단되었다. 게다가 식민지시기 전력발전이나 철광, 탄광 등 중공업은 

북한지역에 집중적으로 위치하였으므로 남북의 경제단절로 인하여 동력이 필요한 

남한의 대규모공장은 제대로 가동할 수 없었다. 생산의 감소는 공급부족과 물가폭

등으로 이어져 도시에서의 실업과 실질임금저하로 나타났고 노동자들의 저항운동이 

확대되어 갔다. 농촌에서는 소작빈농을 중심으로 소작관계 및 토지소유관계의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동원할 수 있는 자원과 

자본은 매우 한정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요구들을 충족시키기는 매우 어려웠다. 

일본인들이 소유하여 운영하던 각종 공장과 시설 그리고 자원들이 제대로 이용

되고 있지 않던 상황에서 해방 후 이들을 어떻게 처리하여 경제재건에 이용할 것

인지는 큰 과제가 아닐 수 없었다. 이러한 점은 제한된 자원들을 전체 국가경제를 

12) 유광호 외 4인, 전게서, p.10.
13) 허수열, 전게서, pp.155, 167-172. 
14) 특히 일본인 회사의 구성을 보면 동척(東拓), 미쓰비시(三菱), 미쓰이(三井), 식산은행

(殖銀) 등 7대 자본의 자산이 전체일본인 기업자산의 2/3를 차지하고 있어서 일본대

자본 계통의 조선산업장악이 확연하게 나타난다. 상게서, pp.177-178. 
15) 이하 해방 후 경제혼란의 내용은 유광호 외 4인, 전게서, pp.12-14를 발췌요약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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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효율적으로 동원하고 배분해야 할 필요성과 맞물려 각 정치세력들의 경제

정책방향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2. 韓國獨立黨과 韓國民主黨의 경제정책

우익 민족주의 계열의 통일된 정당이자 임시정부를 지지하는 유일한 여당인 한국

독립당은 1930년 상해에서 결성될 때부터 三均主義를 기본사상으로 하여 黨綱에 

“土地와 大生産機關을 國有하여 國民的 生活權을 平等하게 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입장은 1941년 조소앙이 기초한 ‘大韓民國建國綱領’에도 그대로 

이어져 건국단계의 경제정책 중 첫 번째로 “大生産機關의 工具와 手段을 國有로 

하고 土地․鑛山․漁業․農林․水利․沼澤과 水上․陸上․空中의 運輸事業과 

銀行․電信․交通 等과 大規模의 農․工․商 企業과 城市 工業區域의 公用的 

主要 房産은 國有로 하고 小規模 혹 中等企業은 私營으로 함”을 규정하였다.16) 

해방 후에도 이러한 기본적인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다. 

해방직후인 1945. 8. 28. 있었던 제5차 임시대표대회 선언에서 한국독립당은 

“本黨의 一貫한 目標는 政治·經濟·敎育의 均等을 基礎로 한 新民主國을 建立하는 

同時에 族與族 國與國의 平等을 實現하고 나아가 世界一家의 進路로 向함에 

있는 것”이라고 밝혀 삼균주의에 입각한 국가건설을 목표로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黨綱에서 “計劃經濟 制度를 確立하여서 均等社會의 幸福生活을 保障할 것”을 

규정하였고, 黨策에서 土地國有 및 人民에 대한 分給(제7조, 제8조)를 규정함과 

동시에 “交通, 鑛山, 森林, 水利, 運輸, 電氣, 漁業, 農業 等 全國性의 大規模 

生産機關은 國家經營으로 할 것”(제9조)을 규정하였다.17) 또한 김구 주석은 같은 

해 9. 3. ‘국내외동포에게 고함’ 연설을 통해 당시를 “建國綱領에 명시한 바와 같이 

建國의 時期로 들어가려하는 過渡的 단계”로 규정하고 임시정부의 當面政策 14개

조를 밝히면서 제8조에서 “國內에서 建立된 正式 政權은 반드시 獨立國家, 民主

政府, 均等社會를 原則으로 한 新憲章에 依하야 組織할 것”이라고 하여18) 새로 

제정할 헌법의 사회경제분야의 기본원칙이 ‘均等’임을 확인하였다. 게다가 귀국 

후인 1946. 1. 8. 이미 제정 공포되었던 大韓民國建國綱領을 다시 발표함으로써 

건국강령상의 정책방향이 새로운 국가건설의 기본방향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분명히 

16) 전종익, 전게논문(2012), p.216.
17) 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34-한국독립당 II(국사편찬위원회, 2009), pp.263-270.
18) 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8-정부수반(국사편찬위원회, 2006), pp.31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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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19) 이와 같은 한국독립당의 정책은 당시 존재하였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계승에 대한 강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후 전개될 헌법제정과정에서 큰 영향을 주게 

된다.

한국독립당과 함께 해방이후 우익진영을 주도해 온 정당은 韓國民主黨이다. 한국

민주당은 해방 후 미군진주와 거의 동시에 결성, 창당되어 미군정이 끝나고 단독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미국의 한반도 점령정책에 협조를 아끼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군정청의 주요직책을 차지하는 등 정계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20) 한국민주당은 

해방과 동시에 우익 진영이 결집하여 조직한 정당으로서 원세훈의 고려민주당, 

김병로․백관수 등이 고려민주당과 합작하여 결성한 조선민족당, 백남훈 등의 한국

국민당, 송진우, 서상일 등의 국민대회준비회와 이인, 조병옥 등이 모여 1945. 9. 

16. 중경임시정부 지지를 표명하면서 발족하였다.21) 

한국민주당이 좌익에 대처할 목적으로 결집된 우익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

정책의 면에서는 한국독립당과 기본적인 방향에서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黨策에서 “國民基本生活의 確保”와 함께 “敎育 及 保健의 機會均等”을 규정하였고, 

“土地의 合理的 再編成” 역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경제정책의 면에서 “重工主義의 

經濟政策 樹立”과 함께 “主要産業의 國營 又는 統制管理”를 규정하여22) 국가의 

경제개입을 넘어 일정산업의 국영원칙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제정책은 민족

전체의 대표를 표방하는 정당으로서 경제적으로 계급간 큰 격차가 있었던 당시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었고, 그러한 점에서 좌익의 입장과 큰 차이가 있을 

수 없었다. 한민당의 수석총무 송진우23)는 政見發表 放送에서 당의 근본적 이념을 

19) 자료 한민국사 1(국사편찬위원회, 1968), pp.792-797.
20) 심지연, 한국민주당연구 I(풀빛, 1982), p.27. 이에 따라 이기하는 한국민주당을 ‘당시 

민족진영의 최대정당으로 좌익측과 과감히 투쟁하여 후일 한국정부를 수립한 主動體’로 

평가하였다. 이기하, 한국정당발달사(의회정치사, 1961), p.58.
21) 송남헌, 해방 3년사 I(까치, 1985), p.117.
22) 자료 한민국사 1, p.108.
23) 우익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던 송진우는 1932년 ‘三千里’에 발표한 “自由權과 社會權”

에서 이미 20세기를 ‘生存權 擴充의 專力時期’로 규정하고 이를 “당초 정치적으로만 

기회균등을 절규하던 세계인류는 一轉하여 경제적으로도 그 기회균등의 필요를 각성한 

까닭”으로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자유권과 생존권은 表裏이며 인류발달의 途程과 박애

평등의 이상의 면에서 출발점이 동일한 것으로 보았다. 이는 민족운동의 면에서 弱少

民族의 대부분이 無産群임을 전제로 “自由思想에서 出發된 民族運動이 生存權化하여 

가고 生存意識에서 社會運動이 自由權化하여 가는 것이 現下의 大勢”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자유권의 하나인 소유권에 대하여 公的인 

성격이 강조되면서 “地球는 人類의 共有物이다. 共有物인 以上에는 共同히 開拓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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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死의 運命을 가치한 우리民族全體를 包擁吸收하야 政治的으로나 經濟的으로

나 文化的으로 그 均等한 生成發展을 積極的으로 推進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政治的 民主主義가 獨裁的 專橫을 打破하는데 있는 것과 같이 經濟的 民主主義는 

獨占의 資本을 制壓하는데 있는 것이니 眞正한 意味의 經濟的 民主主義는 그 

政策에 있어서 社會主義의 計劃經濟와 일치한 점을 발견치 못하리라고도 생각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러므로 大資本을 要하고 獨占性을 띤 重要産業은 國營 혹은 

公營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하여24) 이러한 점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선전부장 

함상훈은 “정치적으로 자유․평등이 있더라도 경제적 불평등이 있다면 국민 각자의 

평등과 행복은 있을 수 없다”고 전제한 후 빈부의 차가 심하고 교육수준의 차가 

심한 곳에 자유, 평등을 바랄 수 없으므로 “경제적으로 원칙상 자유를 認하나 대

기업에 있어서는 국가경영으로 하여 대자본의 절제를 꾀하”며, “대자본․대지주에게 

통제정책을 써서 근로계급의 생활을 보장하려 한다”고 하여25) 경제적 불평등의 

해결을 위한 당의 입장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민주당은 결성시 기본 政策

에서는 주요산업의 국영원칙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천연자원에 대한 정책은 포함

되어 있지 않아 한국독립당의 당책 및 건국강령과는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1946. 

2. 8. 발표된 政策細目의 産業의 部에서 “鑛工業의 育成擴充을 위한 計劃經濟의 

確立, 大規模의 主要工場 及 鑛山의 國營 乃至 國家管理, 鐵道 其他 主要交通機

關 通信機關 及 動力의 國營 乃至 國家管理, 主要鑛山 其他 金融機關의 國營내지 

統制管理”를 규정하여26) 주요산업시설 및 기관과 함께 천연자원에 관하여도 국영 

내지 국가관리가 이루어져야 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한국민주당이 이와 같은 

정책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후 우익이라 하더라도 헌법제정과정에서 주요

산업 및 천연자원의 국유화를 받아들이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

3. 朝鮮人民黨․朝鮮新民黨과 國民黨의 경제정책

해방이후 가장 먼저 조직적 활동을 개시하였던 建國準備委員會는 여운형의 건국

동맹이 모체가 되고 안재홍 등이 긴밀히 협력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건국준비위원

할 것이며 共同히 管理하여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巨人의 숨결-古下 宋鎭禹 關係資

料集(동아일보사, 1990), pp.90-95.
24) 동아일보 1945. 12. 22.-23. 1면. 
25) 함상훈, “我黨의 主要政策”, 심지연, 전게서, pp.153-154.
26) 자료 한민국사 2(국사편찬위원회, 1969),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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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는 초기에 진보적인 중도노선에 따라 좌우의 인사들이 함께 참여하였으나 점차 

좌파적 성격이 강해지면서 인민공화국으로 개편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민공화

국이 공산당을 중심으로 운영되자 여운형은 좌우를 통합하고 협동전선을 이룩하기 

위하여 1945. 11. 12. 조선인민당을 건설하였다.27) 

중도좌파노선을 대표하는 여운형은 해방전인 1944. 8. 10. 비밀결사인 조선건국

동맹을 결성하여 지하에서 활동하였고, 해방 후 공개적으로 정치활동을 전개하면서 

27개항의 정책세목을 발표하였다.28) 이를 보면 이미 중요 생산, 교통, 통신기관의 

국유와 중요기업 상업기관의 국영을 제시하였고 공업, 광업의 계획적 확충과 기술

자의 계획적 동원, 신기술자의 대량양성 등 국가의 통제에 의한 경제발전을 독립

국가의 경제건설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29) 이러한 중도좌파적 경제정책의 방향은 

건국동맹의 후신인 조선인민당으로 그대로 이어졌다. 창당선언에서 “근로대중을 

중심으로 한 전 인민의 완전한 해방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고 선언한 조선인민

당은 당시의 정세를 “생산의 파멸, 질서의 불안으로 근로대중은 실업, 질병, 기아에 

직면하야 조속한 민주국가 성립과 생산의 부흥을 갈망”하고 있으나 “일부의 편협한 

고집으로 민족적 통일전선의 의의를 망각하고 내분을 是事”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강령으로 조선민족의 총역량 집결과 함께 “계획경제제도를 확립하야 전

민족의 완전해방을 기함”이 제시되었고 경제정책으로서 “주요 기업은 국영 又는 

공영으로 하고 중소기업은 국가지도하에 자유경영”, “광, 임, 수산업의 계획적 개발”

이 포함되어 있었다.30)

이러한 인민당의 노선에 대하여 여운형은 “進步的 民主主義 大衆政黨”으로 

표현하면서 참된 민주주의는 經濟的 民主主義를 전제로 하는 정치형태로서 “國民의 

대다수를 점하는 勤勞層의 經濟的 解放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것을 달성하는 것이 

27) 서중석, 한국 민족운동연구(역사비평사, 1996), p.249. 선전국장 金午星은 조선인

민당은 “현실적 과제인 완전독립의 실현을 위해서는 좌익정당과의 제휴뿐 아니라 우익

정당과도 공동전선을 취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좌우 양익을 공동전선에 

서게 하는 매개적 역할”을 수행하려 한다고 창당의 취지를 밝혔다. 김오성, “朝鮮人

民黨의 性格”, 심지연, 인민당연구(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1), p.241.
28) 이만규, 呂運亨先生鬪爭史(민족문화사, 1946), p.169; 심지연, 전게서, p.8.
29) 몽양 여운형선생전집발간위원회 편, 몽양 여운형 집 1(한울, 1991), p.207. 건국준비위

원회의 경우 구체적인 경제정책세목을 제시하는 않았으며 다만 강령 제2조에서 “우리는 

全 民族의 政治的, 社會的 基本要求를 實現할 수 있는 民主主義 政權의 樹立을 期

함”을 선언하고 있다. 이만규, 상게서, p.213.
30) 몽양 여운형 집 1, pp.237-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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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政治方法으로서의 民主主義”를 가리켜 말한다고 설명하였다.31) 나아가 

건국과업 중 특히 경제생활의 면에서 수행해야 할 일제잔재의 숙청을 위한 과제로서 

“日帝 시설인 산업운수기관 등의 몰수와 토지문제의 평민적 해결”을 제시하였고, 

신국가의 부강과 민족생활의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으로 “산업의 특수한 부문이나 

기관을 국영, 공영으로 하는 이외에는 광범한 私營을 용인하야 이윤의 자극과 개인의 

창의에 의한 자본주의적 발전의 상당한 기간을 許與”하는 것이 당시 조선사회의 

발전단계로 보아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32) 이로써 인민당의 경제정책으로 제시된 

주요 기업의 국공영이 일본인 소유 시설의 처리와 관련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 

자유시장경제와 통제경제를 혼합한 경제형태가 적절하다는 전제하에 경제의 신속한 

발전과 정상화를 위해 몰수한 주요기업을 국가관리하에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중국연안에서 귀국한 독립동맹33)의 후신으로 1946. 2. 16. 김두봉, 

백남운 등을 중심으로 결성된 朝鮮新民黨의 강령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조선신민

당은 창당선언에서 민족경제의 재편성으로 부강한 신조선 경제체제를 확립할 것과 

농업경제와 공업경제의 균등한 발전을 위한 농업경제의 개혁을 주장하였고,34) 

강령에서 “일본제국주의자 및 친일분자에게서 몰수한 대기업은 국영으로 하여 국민

경제의 발전을 도모할 것”을 제시하였다.35) 신민당의 정치이념을 정립한 백남운은 

해방된 조선의 경제체제를 “민주경제”라고 이름붙이고 이를 “민중의 생활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주는 경제생활의 신체제”라고 하면서 이를 “생산수단과 분리

되었던 생산력 담당자에게 생산수단을 법적으로 재분배하여 사회적 생산의 토대를 

31) 여운형, “人民을 土臺로 하는 政治”, 상게서, p.259.
32) 여운형, “建國課業에 대한 私見”, 상게서, p.328.
33) 華北朝鮮獨立同盟은 중국의 화북과 화남 지방을 중심으로 항일독립운동을 해왔으며 

산하에 무장전투부대인 조선의용군이 있었다. 중국 공산당의 해방구였던 화북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었으므로 이들과 긴밀한 협조하에 활동을 하였으며, 구성원의 중심은 

공산주의자들이었으나 그 이외에 항일운동을 위해 연안에서 합류한 사람들도 상당수 

존재하여 다양한 집단이 통일전선체를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심지연, 조선

신민당연구(동녘, 1988), pp.34-37. 독립동맹은 강령에서 “日本帝國主義者의 朝鮮에 있는 

一切의 資産 및 土地를 沒收하고 日本帝國主義와 密接한 關係가 있는 大企業을 國營

으로 歸屬시키며 土地分配를 實行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金正明 編, 朝鮮獨立運動

(V) - 共産主義運動篇(原書房, 1967), p.992.
34) 해방일보 1946. 3. 13. 2면, 김남식 외 2인 편, 한국 사 자료 총서 5(돌베개, 1986), 

p.168.
35) 민주주의민족전선 편, 해방조선 I(과학과 사상, 1988), p.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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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하고 생산력 담당자의 정당한 사유재산을 만들 만한 조건을 용인하여 주는 

것”이며 “다른 면으로는 대립성이 없는 단일성인 민족경제의 부강을 실현하는 것”

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민족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경지나 기타의 

생산수단을 생산력 담당자에게 재분배함으로써 민주경제의 기초를 구축하여야 한다.”

고 하고 생산조건의 불합리한 소유관계를 해결할 것을 주장하였다.36) 따라서 신민

당의 위와 같은 대기업의 몰수와 국영정책은 백남운이 제시한 바와 같이 생산수단의 

재분배를 통하여 민족경제의 부강을 실현하기 위한 경제건설방안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인민당과 신민당은 공산당과의 좌익 3당 통합으로 1946. 11. 23. 남조선노동당을 

발족시켰다. 그러나 노선차이로 분열되어 여운형과 백남운 등을 중심으로 한 사회

노동당이 결성되었고, 이를 계승한 정당이 근로인민당이었다. 이들의 강령을 보면 

인민당의 노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우선 사회노동당 강령 초안은 “從來의 日本

國家 日本人 親日派 民族反逆者의 所有 企業 鑛山 森林 鐵道 電車 港灣 河川 

通信 及 運輸機關의 國有化를 主張한다”고 규정한 후 이어서 “一切 重要産業 及 

貿易은 國營으로 하고 中小資本은 人民政府의 一定한 監督下에 그의 自由發展을 

保障할 것을 主張한다.”고 규정하였다.37) 근로인민당 역시 행동 강령에서 “重要企

業의 國有化와 (중)工業을 中심으로 한 基幹産業의 計劃的 建設을 圖謀하며 國民

의 日常 消費品과 國外輸出을 爲한 輕工業의 確立을 主張한다.”를 규정하였다.38) 

이와 같이 중도좌파정당들은 주요산업 또는 기업에 대한 국유 또는 공영의 방침을 

일치하여 주장하고 있었고, 천연자원에 대하여는 사회노동당 강령초안에서만 일본 

또는 일본인 등 소유의 광산과 삼림의 국유화를 언급하고 있었다. 이상에서 보면 

대체로 주요산업 및 천연자원의 국유화는 해방 후 일본 소유 재산의 몰수와 관련

하여 논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경제정책의 기본입장은 중도우파 정당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조선

국민당은 건국준비위원회의 좌경화에 따라 이를 탈퇴한 안재홍을 중심으로 중경임

시정부가 주도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족주의 진영을 결집하기 위하여 1945. 9. 

25. 결성되었다.39) 안재홍은 민족주의자이면서도 민족주의와 공산주의를 넘어서 

36) 백남운, 조선민족의 진로․재론(범우, 2007), pp.64-67. 
37) 자료 한민국사 3(국사편찬위원회, 1970), p.571.
38) 심지연, 조선 명론 연구(실천문학사, 1987), p.372는 “중공업을 중심으로 한 기간산업의 

계획적 건설”로 되어 있으나 자유신문, 1947. 5. 3. 1면에는 “공업을 중심으로 한”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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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超階級的 統合民族國家의 건설’을 역사적 사실의 논리적 요청으로 보았다. 이는 

일본의 지배와 해방을 超계급적 압박, 착취와 해방으로 보는 역사적 평가에 근거

한 것이었다.40) 이러한 그의 입장에 따라 국민당은 산업경제정책으로 우선 조선 

내에 있는 “日本人의 企業機關은 公私有를 勿論하고 이를 國家에 回收하여 國營 

또는 民營으로 適宜히 移管”하고 “衣食住行 四部門에 聯關된 重要産業 및 國防

工業은 大體 國營으로 하고 其外 重輕工業, 産業 貿易 商業 등은 自由 經營케 하고 

勞資關係는 國家가 調整함”을 제시하였다.41) 이에 대하여 안재홍은 일본인 재산을 

몰수하여 국영 또는 국가관리로 하는 것은 반세기 동안의 약탈, 침략에 대한 변상

이며 국민 流血의 배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독립국가의 經濟的 基本으로 절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國家의 이름에서 國民 또는 個性의 福利와 權威를 

무시하는 것은 국가이념에 위배된다고 전제하고 다만 위와 같은 國營은 생활필수

품의 需給관계와 물가의 平衡을 유지하여 大衆共生의 경제적 실천을 보장코자 

하는 것이며 國家安保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여하튼 企業은 

民間에 허여하되 國家의 指導下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42) 

이상에서 살펴본 인민당, 신민당, 국민당 등 중도파들의 경제정책방향은 이후 좌우

합작운동과 함께 남조선과도정부의 정책 방향에서 그 영향을 찾아볼 수 있다.

4. 조선공산당과 남조선노동당의 경제정책

해방 후 재건된 조선공산당의 기본노선은 박헌영의 “現情勢와 우리의 任務”에서 

찾아볼 수 있다.43) 1945. 9. 20. 당 중앙위원회에서 잠정적 정치노선에 대한 결정

으로 채택되어 실질적인 당강령 역할을 하였던 이 문서에서 박헌영은 당시 조선의 

상황을 “부르조아 民主主義革命의 段階”를 걸어가고 있으며 민족적 완전독립과 

토지문제의 혁명적 해결이 가장 중요한 중심과제라고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수행

39) 김인식, 복 후 국가건설론(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p.118. 
40) 안재홍, “新民族主義와 新民主主義”, 안재홍선집간행위원회 편, 민세안재홍선집 2(지식

산업사, 1983), p.55. 
41) 자료 한민국사 1, p.108; 이기하, 전게서, p.70. 
42) 안재홍, “國民黨 政綱․政策 解說”, 민세안재홍선집 2, pp.71-72.
43) 이른바 ‘8월 테제’로 알려진 이 문서는 1945. 8. 20. 박헌영에 의하여 작성된 후 일부 

보완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박헌영이 애초 작성한 문서는 러시아어 번역본으로 존재

하며, 이정박헌영전집 편집위원회 편, 이정 박헌 집 2(역사비평사, 2004)에 수록되어 

있다. 이하의 설명은 위 전집 5권에 수록된 조선공산당에 의하여 채택되었던 문서를 

기반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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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정책과업으로 언론 출판 집회 결사 가두진행 파업의 자유를 완전히 얻고, 

8시간 노동제의 실시와 함께 一般勤勞大衆生活의 急進的 改善을 위한 시설과 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함께 “日本帝國主義者 所有의 모든 土地 寺院 

山林 鑛山 工場 港灣 運輸機關 電信 銀行等 一切財産을 補償을 주지 않고 沒收

하여 國有化할 것”을 제시하면서 이는 인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의 요구라고 선언하였다.44) 정치적으로 노동자 농민의 소위 ‘혁명적 조선

푸로레타리아’만이 혁명의 영도자가 된다고 하여 미국식 민주주의와 대립됨을 분

명히 하고 있는 점과는 달리, 위와 같은 정책방향은 경제적인 면에서 앞서 살펴본 

우파 및 중도파의 입장과 대립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공산당의 경제정책방향은 우파의 비상국민회의-민주의원에 대응하여 

결성된 民主主義民族戰線의 강령과 정책에서 다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민주

주의민족전선에는 공산당, 인민당, 신민당 등 정당과 전국노동조합전국평의회, 전국

농민조합총연맹 등 약 30여 개의 단체가 가입하였고 임시정부의 국무위원이었던 

김원봉, 장건상, 성주식, 김성숙과 중도우파로 분류되는 인물들도 상당수 가담하여 

좌우와 중도파를 아우르고 있었다. 민주주의민족전선은 1946. 2. 15. 발표한 강령의 

경제건설 및 부흥방안에 대한 설명에서 “일본제국주의자, 민족반역자, 악질 친일분자 

등이 소유했던 산업, 교통, 은행, 상업의 일체를 국유로 하는 동시에, 이 민족산업

경제의 중요부문과 절대적인 비중을 민주정권이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인민 전체의 

물질적 행복을 증진케 하고 민족경제발전에 그것이 주된 원천이 되도록 할 것이다.”

라고 하며 “대자본가들이 자본을 독점하는 경향은 극복하여야 하지만 개인자본의 

활동을 제한하여서는 안될 것”이라고 하였고, 국가에 유리한 산업건설이라면 “개인

경영을 장려 보조하고 중소 상공업을 육성하여 국민의 생활필수품 공급을 원활

하게 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행동 슬로건의 ‘중요산업의 국영화’와 ‘중소상공

업의 자유발전과 국가의 보호지도’ 규정은 이러한 기본강령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45) 또한 같은 해 4. 22. 발표한 重要政策에 對한 報告에서 一般經濟對策 

중 經濟體制樹立要綱을 보면 “朝鮮의 經濟體制로서는 全人民의 所有이오 全人民의 

財産인 國營事業을 中心으로 하는 가장 進步的인 民主主義體制를 採用해야한다. 

中小産業에 對해서 그 生産過程이 社會化되지 못한 點을 考慮하야 或은 組合經營 

或은 個人經營으로 許諾하야 그 自由發達을 保護助長한다.”는 규정을 두었다.46) 

44) 이정 박헌 집 5, p.54. 
45) 해방조선 I, pp.110,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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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책방향은 국영산업 중심의 경제발전과 함께 중소산업의 자유발전에서 한

단계 나아가 구체적인 운영방안으로 조합과 개인경영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의

미가 있다. 이는 일본 소유의 재산을 몰수한 후의 경제건설방향으로 중요산업 이

외의 중소기업과 산업은 民營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것으로서 박헌영의 8월 테제

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며 인민당이나 사회노동당의 강령과 기본입장이 동일

하다. 이는 당초 민주주의민족전선이 공산당 뿐 아니라 여운형, 백남운 등 중도좌

파들까지 아울러 구성되어 있었던 점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정책의 

입장은 이후 만들어질 헌법초안에 그대로 반영된다.

민주주의민족전선 강령에 대한 중도좌파들의 영향은 이후 좌파 3당(조선인민당, 

조선신민당, 조선공산당)의 합당 후 분열되어 성립된 남조선노동당의 강령을 보면 

분명해진다. 1946. 9. 6. 남조선노동당준비위원회에서 발표한 강령초안은 제5조에서 

“强力한 民主主義國家의 物質的 土臺의 創設을 目的하고 日本國家와 日本人과 

朝鮮民族叛逆者에게 屬한 産業 鑛山 鐵道 海運 通信 銀行과 金融機關 商業機關 

及 文化機關의 國有化를 主張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47) 또한 토지개혁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나 국유화된 산업시설의 이후 처리와 운용방안에 대한 규정은 찾아

볼 수 없는 점에서 일단 국유화된 상태에서 국가가 경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것

으로 풀이된다. 이는 박헌영의 ‘8월 테제’에서 제시된 경제정책과업인 일본 소유 산

업시설의 몰수와 국유화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은 것이다. 남조선노동당 결성 후 

노선투쟁 끝에 중도좌파들이 사회노동당과 근로인민당으로 갈라져 나오고 남조선

노동당은 조선공산당에 의하여 장악되었던 점에서 위와 같은 국유화 강령을 이해

할 수 있다. 

5. 경제정책의 구체화와 천연자원의 국유화

가. 좌우합작 원칙과 중요산업 국유화

해방 후 각 정치세력들은 독립된 국가의 건설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는 각 정당의 정강, 정책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해방직후부터 시작된 

46) 해방일보 1946. 4. 22. 1면, 한국 사 자료 총서 5, p.249. 이 보고는 토지농업정책과 

일반경제대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토지농업정책은 다시 토지, 농업, 상업, 수산의 네 

가지 하위 정책으로 나뉘어 규정되어 있고, 일반경제대책은 경제체제수립요강과 경제

건설대책요강으로 구성되어 있고 후자의 하위에 금융대책, 화폐대책, 재정대책, 공업

대책, 광업대책 등 10개 대책을 규정하고 있다.
47) 자료 한민국사 3(국사편찬위원회, 1970), p.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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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세력들의 논쟁은  1945. 12. 16.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 이후에는 신탁통치안에 

대한 찬반이 주된 쟁점이 되었고, 1946. 3.∼5.에 있었던 미소공동위원회를 전후하

여서는 미군정의 임시행정부 수립구상과 좌우합작에 대한 논의들이 중심이 되었다. 

특히 좌우합작을 위한 논의48)는 미군정의 주선으로 민주의원 의장 대리인 김규식, 

한민당의 원세훈, 인민당의 여운형, 민주주의민족전선의 허헌 등 좌우 주요정치세

력의 대표들이 참여하여 이루어짐으로써 각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았다.49) 이들의 

논의과정은 그 자체로 새로운 국가건설을 위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의 원칙

들을 좌우가 서로 합의하여 가는 과정이었다. 따라서 여기에 제출된 원칙들을 보

면 각 정치세력의 경제정책에 대한 입장들의 차이와 그것들이 수렴하여 가는 상황

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1946. 7. 27. 발표된 민주주의민족전선의 좌우합작을 위한 5원칙을 보면 제

2원칙에서 “土地改革(無償沒收 無償分與) 重要産業國有化 民主主義的 勞動法令 

及 政治的 自由를 爲始한 民主主義 諸基本課業 完遂에 邁進할 것”을 제시하여 

토지개혁과 함께 중요산업의 국유화를 주요 경제정책의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50) 

특히 중요산업의 국유화는 민주주의민족전선의 기본강령과 중요정책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응하여 좌우합작위원회 우측 참가자들에 의하여 제시된 

8대 기본대책에서는 구체적인 경제정책에 대한 원칙은 제시되지 않았다. 다만 제7조

에서 “政治 經濟 敎育의 모든 制度 法令은 均等社會 建設을 目標로 하여 國民代

表會議에서 議定할 것”이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51) 이러한 우측의 입장은 한국

독립당과 한국민주당의 정당정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서 다만 政治․經濟․

敎育의 균등을 언급하고 있는 점에서 한국독립당의 三均主義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좌우의 합작노선을 대표하는 김규식과 여운형의 노력

으로 같은 해 10. 7. 좌우합작을 위한 7대원칙이 발표되었다. 그 중 제2원칙을 보면 

“土地改革은 沒收 有條件沒收 遞減買上 等으로 土地를 農民에게 無償으로 分與

48) 그 이전에도 좌우정당간의 회동과 합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미소공동위

원회를 앞둔 1946. 1. 7. 인민당, 한국민주당, 국민당, 공산당의 대표들이 모여 통일된 

의견을 제시한 ‘四黨共同코뮤니케’가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성명에서는 모스

크바 3상회의의 신탁통치결정에 대한 입장과 테러행위 방지에 대한 당부가 표현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국가건설방안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자료 한민국사 1, p.783.
49) 송남헌, 해방 3년사 II(까치, 1985), p.368. 
50) 자료 한민국사 2, p.958.
51) 상게서, p.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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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市街地의 基地 及 大建物을 適正 處理한다”고 규정한 후 “重要産業을 國有

化”한다고 규정하고 있다.52) 이로써 토지개혁에 있어서는 좌우의 입장을 절충함

으로써 민주주의민족전선의 무상몰수 무상배분에서 다양한 방식에 의한 취득과 

무상분여로 변경되었으나 중요산업의 국유화 부분은 민전에서 제시한 원칙이 그대로 

채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특히 중요산업의 국유 문제는 우측으로서도 어렵지 

않게 수용할 수 있는 것이었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좌우합작의 원칙은 좌우의 공산당과 한국민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

음으로써 전체 정치세력을 포괄하는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는 해방

정국에서 좌우가 실질적인 정책에 대하여 합의를 이룬 유일한 문서였으며, 나아가 

함께 발표된 ‘입법기구에 관하여 하지 장군에 대한 요망’이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을 

설립하는 근거가 되었고, 이후 7원칙은 중도파에 의하여 주도되었던 입법의원이 

실시한 각종 입법의 기본방향으로 작용하였던 면에서 의미가 크다.53)

나. 미소공동위원회의 공동결의 제6호 질의에 대한 답신안

좌우합작원칙과 함께 당시 각 정치세력들의 경제정책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는 자료로서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의 공동결의 제5호와 제6호에 의하여 이루

어진 질문과 자문에 대한 답신안이 있다. 미소공위는 공동결의 제5호에 의하여 민권, 

임시정부의 형태, 중앙정부, 지방정권기구, 사법기관 등에 대하여 조선의 諸정당 

및 사회단체에 질문서를 보냈으며, 공동결의 제6호에 따라서는 일제잔재의 청산문제, 

경제정책, 산업조직, 노동, 임금, 사회보험 등에 관해 자문을 구했다. 질문 내용 

자체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이에 대한 답신 역시 상세할 수밖에 없었고, 

주요정치세력 모두가 빠짐없이 제출하였다는 점에서 각 입장에 따른 국가건설방향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주요한 자료로 평가된다.54)

특히 주목해야할 것은 1947. 6. 7. 만들어진 제6호에 의한 질문서 중 B. 경제정책

(economic policies)을 묻는 부분이다.55) 이 부분을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와 두 번

째로 산업발전을 위해 일반적으로 필요한 조치와 농토 및 소작제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고, 세 번째로 산업의 조직(3. organization of industry)에 대한 질문이 

52) 자료 한민국사 3, p.468. 
53) 정상우, 전게논문, pp.127-128.
54) 서중석, “해방후 주요 정치세력의 국가건설방안”, 동문화연구, 제27집(1992), pp.228-229.
55) 이하 질문지의 내용은 정용욱, 이길상 편, 해방 후 미국의 한정책사 자료집 9-미소

공동 원회 자료(4)(다락방, 1995), pp.191-192.



1948년 헌법 천연자원 및 주요산업 국유화 규정의 형성 / 全鍾杙   17

이어진다. 이 부분에서 a. 산업생산과 분배에 관한 정책을 질문한 후 b.에서 이루

어진 소유권제도에 대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b. 각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소유권(公有, 私有, 共有)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는가:

b. What kind of ownership(public, private or cooperative) should be adopted for 

each of the following:

대형산업(예를 들면 금속과 화학) Large industries(for example, steel and chemicals)

중형산업(예를 들면 섬유와 신발) Medium industries(for example, textiles and shoes)

소형산업(예를 들면 가구와 농기구) Small industries(for example, furniture and 

farm tools)

은행 Banks

도매업 Wholesalers

소매업 Retailers

광물자원 Mineral resources

삼림 Forests

철도 Railroads

해운 Shipping companies

보험 Insurance

어업 Fishing industries

공공시설(예를 들면 전기, 수도, 통신) Public utilities(for example, electric power, 

water, communications)

가내공업 Household industries.

이 목록을 보면 대부분의 산업과 함께 생산을 위한 주요한 산업시설 및 생산수

단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에 대한 소유권제도로서 사적 소유 뿐 아니라 

공적인 소유 및 공동소유가 고려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질문지가 미소공동위

원회에서 작성되었고, 남북한정치사회단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위와 

같은 목록작성과 질문의 내용에 소련의 의도와 관점이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었음

을 알 수 있다.56) 

56) 1936년 개정된 소비에트 헌법 제6조는 “토지, 광물자원, 수자원, 삼림, 공장, 광산, 철로, 

수로 그리고 항공운송, 은행, 통신수단은 국가의 소유로서 모든 인민의 유산이다

(Article 6. The land, its mineral wealth, the waters, the forests, factories, mines, rail, 

water and air transport, banks, means of communications, (…) are the property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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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경제정책에 관한 질문에 대한 정당사회단체들의 답변은 놀랍도록 일치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답변들에 대한 미군정청의 분석보고서(Analysis of Replies 

to Questionnaires Submitted to the Joint Commission)는 모든 단체들이 진보적인 

농업 및 노동입법과 함께 주요산업, 광업, 철도와 공공시설의 국유화(nationalization 

of major industries, mines, railroads and utilities)를 일치하여 지지하고 있다고 서술

하고 있다.57) 

소유권제도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58) 

臨協 時協 立法議院 民戰 南勞黨

대형산업

원칙적 公有 

혹은 共有로 

하되 國家經營, 

업종에 따라 

委任經營 가능

國家經營

원칙적 公有 혹

은 共有로 하되 

國家經營, 업

종에 따라 委

托經營 가능

國有 國有

중형산업

원칙적 私有

私營, 국방상 

필요한 것은 

예외

官民合辨

원칙적 私有私

營, 국방상 혹

은 국민생활상 

절대 필요한 것

은 共有私營 

가능

國有 혹은 

公有

國有 혹은 

公有

소형산업 私有私營 私有私營 私有私營
대체로 私有, 

일부 共有

대체로 私有

私營, 일부 共

有 가능

은행

중앙은행, 특수

은행은 公有 

혹은 共有, 보

통은행은 국가

의 감독 하에 

私有私營

중앙은행은 國

營, 보통은행이 

필요한 경우 

국가의 감독 

하에 私有私營

을 허가

중앙은행은 公

有 혹은 共有로 

하고 國營, 보

통은행이 필요

한 경우 국가의 

감독 하에 私

有私營을 허가

國有 國有

state, i.e. the heritage of the whole people)”라고 규정하고 있다. Feldbrugge, F. J. M. 

ed. The Constitutions of the USSR and the Union Republics : analysis, texts, reports 

(Sijthoff & Noordhoff, 1979), p.80. 
57) 해방 후 미국의 한정책사 자료집 9, p.162.
58) 한민당계열의 단체로 우익의 견해를 대표하는 임시정부수립대책협의회(임협), 민주주의

민족전선, 좌우합작위원회가 중심이 된 시국대책협의회(시협) 및 입법의원의 답변내용은 

臨時政府樹立大綱–美 共委諮問案答申集(새한민보사, 1947)을 기반으로 하여 작성되

었다. 남로당의 답변은 해방 후 미국의 한정책사 자료집 9, pp.222-223에 수록된 

미군정의 보고서에 따라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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臨協 時協 立法議院 民戰 南勞黨

도매업 私營

업종에 따라 公

有國營을 할 수 

있되 국가의 

감독 하에 私

有私營 허가

업종에 따라 公

有國營을 할 수 

있되 국가의 

감독 하에 私

有私營 허가

國有 또는 

共有

國有, 일부는  

共有 가능

소매업 私營 없음 없음
私有 또는 

共有
私有

광물

(지하자원)
公有 公有 公有 國有 國有

삼림

농 가 소 유 의 

最高限定面積 

이외는 公有, 

임업 장려의 필

요상 일정기간 

허가제로 占有

權 허락

농가소유의 最

高限定面積 이

외는 公有, 임업 

장려의 필요상 

일정기간 허가

제로 占有權 

허락

농가소유의 最

高限定面積 

이외는 公有, 

임업 장려의 필

요상 일정기간 

허가제로 占有

權 허락

國有, 단 농민

이 소유한 小山

森林은 제외

國有, 단, 농민

소유의 小森林

이나 묘지용은 

제외

철도 公有國營 公有國營 公有國營 國有 國有

해운

국제항로는 共

有私營, 기타 

私有私營

국제항로는 共

有私營, 기타 

私有私營

국제항로는 共

有私營, 기타 

私有私營

國有 國有

보험

국가감독 하에 

公有 혹은 私

有

公有國營, 필요

한 경우 委託

經營 가능

公有國營, 필요

한 경우 委託

經營 가능

國有 國有

어업

연안어장 公有, 

경영은 허가제

하 私營, 원양

어업은 國家經

營 또는 보조로 

私營

연안어업은 원

칙적 公有로 

하고 경영권은 

허가제로 국가

감독 하 私營

연안어업은 원

칙적 公有로 

하고 경영권은 

허가제로 국가

감독 하 私營

大어업은 國有, 

小어업은 私有 

또는 共有

大어업은 國有, 

小어업은 私有 

또는 共有

공공시설 公有 또는 國有 公有國營 公有國營 國有 國有

가내공업 私有私營 私有私營 私有私營 私有 私有

이상의 표에 의하면 대형산업, 광물(지하자원), 일정면적 이상의 삼림, 철도, 국제

해운, 보험, 공공시설에 대하여 좌우를 막론하고 國公有로 하는 것에 일치된 의견이 

제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시 최소한 이러한 공통사항의 國公有에 대하여 



20   �서울대학교 法學� 제54권 제2호 (2013. 6.)

남한사회의 공동체구성원들의 광범위한 합의가 존재하였음을 의미한다. 특히 개별 

정치단체들의 정강과 정책 그리고 좌우합작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이 산업별, 항목

별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제도에 대한 논의는 존재하지 않았다. 미소공동

위원회의 위와 같은 질의에 의하여 비로소 각 정치세력들이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게 

되었고, 그 결과가 이러한 일치점으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헌법적으로 보면 이

때의 논의들은 천연자원 국유화에 대한 사고의 일치와 구체화를 확인할 수 있는 

최적의 자료라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미군정청으로서도 이미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다. 국무부에 의하여 

미군정청 고문단장으로 파견되어 미소공동위원회 미국측 대표단 5명 중 1명으로 

경제분과를 이끌었던 아더 번스(Arthur C. Bunce)59)의 경우 일찍이 일제하의 상황

에서 향후 조선의 경제운용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사적 소유와 사회적 소유의 이상

적인 혼합을 통해 독점과 경제력 집중의 위험을 방지하면서 최대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길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현형태로서 

인삼, 담배, 설탕, 아편 등의 전매제의 계속과 철도, 우편, 전신 및 전화 서비스의 

國有國營을 제시하였고, 이와 함께 광물, 삼림, 수력 등 천연자원의 국유화(state 

ownership of natural resources) 및 사적 개인들에 대한 개발 혹은 사용의 허가제를 

통하여 그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60) 또한 번스가 1947년 작성한 

남한경제부흥 3개년 계획61)에 의하면 당시 남한의 경제개발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자본의 확장이 아닌 이미 존재하고 있는 시설과 설비의 복구와 정상화

였고 이를 위해서는 각종 산업분야에서 미군정청의 많은 비용부담이 필요한 상황

이었다. 따라서 미군정청의 입장에서도 대부분이 일제 또는 일본인 소유였던 대규모 

공업이나 광산 등을 이용한 경제개발을 위해 국유 또는 국영을 통해 생산을 정상화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었다. 게다가 1946. 8. 미군정청여론국의 주민들을 

59) 번스의 해방 후 내한활동에 대해서는 안종철, “해방 전후 아더 번스(Arthur C. Bunce)의 

활동과 미국의 대한정책”, 미국사연구, 제31집(2010), pp.145-154 참조. 그는 미군정

종료 이후에도 미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원조의 책임자가 되어 한국의 재건과 부흥을 

위해 활동하였다. 
60) Arthur C. Bunce, “The Future of Korea: Part I”, Far Eastern Survey, Vol. XIII, No. 8 

(1944), pp.68-6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해방 후 미국의 ｢ 한인식｣ 자료(선인, 2001), 

pp.2-3.
61) Arthur C. Bunce, “Proposed Three-year Program for the Rehabilitation of South Korea”, 

미군정기정보자료집 하지(John R. Hodge) 문서집 1(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95), 

pp.54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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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70%가 사회주의를 찬성한다고 하여62) 

당시 남한주민들이 일정한 정도의 국유 내지 국가경영을 기반으로 한 경제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음을 미군정청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한 점에서 

위와 같은 대규모 공업 및 천연자원에 대한 국, 공유제는 미군정청 역시 반대할 

사항이 아니었다. 

이와 같이 해방 후 남한 사회에서 이루어졌던 주요산업 및 천연자원 국유화에 

대한 합의는 결국 1948년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기에 이른다. 이하에서는 해방 이후 

1948년 헌법에 이르기까지 각종 헌법안과 관련 문서들에서 이러한 합의내용이 반영

되어 규정화되는 과정을 검토해본다.

III. 1948년 헌법 제85조 및 제87조의 성립

1. 행정연구위원회의 헌법초안

해방 후 헌법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행정연구위원회를 통하여 시작되었다. 행정

연구위원회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귀국한 후 행정조직의 정비를 준비하기 위하여 

1945년 12월초 내무부 산하에 조직된 단체로서, 내무부장 신익희를 위원장으로 하여 

일제 강점기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하여 행정실무에 밝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구성되

었다.63) 위원회의 행정간칙(行政簡則)64)에 의하면 위원회는 臨時政府建國綱領을 

실천함에 필요한 행정과정을 준비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서(제1조) 지식, 학력 

등을 감안하여 행정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위원을 위촉하였고(제2조) 국토

계획, 행정계획, 법제, 광공, 농림, 수산 등 20개의 전문위원회로 구성되었다(제3조). 

특히 전문위원회 중 법제위원회는 담당업무로서 法制一般, 過渡期立法(民, 刑, 商, 

戶籍, 訴訟 등의 法)과 함께 ‘新憲章’을 포함하고 있어(간칙 제3조 제4문 法制條) 

결성시부터 헌법제정에 대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위원회의 설치목적에 비추어 보면 1946. 1.∼3. 사이에 이루어진 행정연구위원회 

헌법분과위원회65)의 헌법초안작성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건국강령의 취지를 헌법

62) 자료 한민국사 3, p.105.
63) 유치송, 해공 신익희 일 기(해공신익희선생 기념회, 1984), p.444.
64) 중앙일보 현대사연구소 편, 미군 CIC 정보보고서 1(선인, 1996), pp.416-421.
65) 장경근, 최하영, 강명옥의 회고를 종합하면 작성에 참여한 사람은 강명옥, 김용근,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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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조문화하는 작업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초안작성은 임시정부의 건국

강령과 大韓民國臨時憲章을 기본으로 하고 다른 자료들을 참작하여 수정하는 형식

으로 이루어졌고, 특히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 및 중화민국헌법안 등이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66) 게다가 1933년 이래 만들어진 중화민국헌법초안들 자체가 

이미 國民經濟와 國民敎育에 대한 별도의 장을 두어 규정하면서 바이마르 헌법의 

영향이 언급되고 있는 점을 보면67) 경제관련 규정들에 대한 두 문서들의 영향은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헌법안의 제2편 제3장 경제생활 부분68)을 보면, 경제질서 

규정(제75조)을 먼저 두고 계약 및 영업의 자유(제77조), 소유권(제78조), 토지에 

대한 국가의 감독권(제78조)을 규정하는 것은 바이마르 헌법 제151조부터 제155조의 

순서와 같으며, 경제질서의 정의의 원칙 적합성(제75조), 계약자유의 법률유보(제76조), 

소유권행사의 공공복리적합성(제77조)은 각각 바이마르 헌법 제151조, 제152조, 

제153조에서 도입된 것임을 알 수 있다.69) 

그러나 초안 제78조 제3문의 천연자원 규정과 제79조 기업의 공영원칙 규정은 

바이마르 헌법과는 구별된다. 제78조 제3문은 “土地에 附着한 鑛物 及 經濟上 利用

할 수 있는 自然力은 國家의 所有에 屬하고 國民이 取得하는 所有權에 因하여 

影響을 받지 아니함”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바이마르 헌법은 제155조 제4항에서 

천연자원에 대한 국가감독을 규정하고 있을 뿐 國有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70) 이는 

1933년 中華民國憲法草案初稿草案에서부터 도입되어 1936년 中華民國憲法草案 

근영, 윤길중, 이상기, 장경근, 최하영의 7인이었다. 김수용, 전게서, pp.31-32.
66) “헌법기초당시의 회고담: 최하영씨와의 대화”, 국회보, 제20호(1958, 7), p.41; “헌법기

초당시의 회고담: 강명옥씨와의 대화”, 앞의 책, p.45. 최하영은 바이마르 헌법과 중국의 

五權헌법초안을 모법으로 참고하였다고 하였고, 강명옥은 특히 경제통제와 관련하여 

바이마르 헌법, 자유중국헌법 및 필리핀 헌법을 참고하였다고 하였다. 이와 함께 필리핀 

헌법은 1948년 제2단계 헌법초안심의에서 참고하였다는 최하영의 회고를 종합하면, 

결국 제1단계 초안에 영향을 준 기본자료는 바이마르 헌법과 중국의 헌법초안들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헌법초안과 바이마르 헌법의 구체적인 영향에 대한 분석은 김수용, 

앞의 책, pp.48-51 참조.
67) 繆全吉 編著, 中國制憲史資料彙編-憲法篇(國史館, 1989), p.480.
68) 이하 헌법안의 내용은 국회보, 제20호, pp.59-64에 의하였다.
69) 이하 바이마르 헌법조문은 Dürig/Rudolf, Texte zur deutschen Verfassungsgeschichte 

(C.H. Beck, 1996), pp. 207-208에 의하였다. 번역은 송석윤, 기시 의 헌법학(정우사, 

2002), p.382를 참조하였다.
70) “모든 토지매장물과 경제적으로 이용 가능한 자연력은 국가가 감독한다. 사적인 경제

고권은 입법을 통해 국유로 한다(Alle Bodenschätze und alle wirtschaftlich nutzbaren 

Naturkräfte stehen unter Aufsicht des Staates. Private Regale sind im Wege der Gesetzgebung 

auf den Staat zu überfüh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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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五五憲草를 거쳐 1946년 중화민국헌법에 규정된 “附着於土地之鑛, 及經濟

上可供公衆利用之天然力 屬於國家所有, 不因人民取得土地所有權而受影響”를 

그대로 번역한 것이다.71) 이와 함께 제79조 “公共事業 及 其他 獨占性을 有하는 

企業은 國家의 公營을 原則으로 함. 但 必要에 依하여 國民의 私營을 許可함을 

得함. 國家는 國防上 緊急한 需要에 因하여 特許한 私營事業을 臨時管理하며 또는 

法律에 의하여 此를 相當한 補償으로써 公營에 歸收함을 得함” 역시 1934년 중화

민국헌법초안수정안에서 도입되어 五五憲草에까지 이어진 중국헌법상의 “公用事業 

及其他有獨占性之企業 以國家公營爲原則. 但因必要 得特許國民私營之. 國家對

於前項特許之私營事業 因國防上之緊急需要 得臨時管理之. 並得依法律收歸公營 

但應予以適當之補償”를 그대로 번역한 것임은 분명하다. 반면 바이마르 헌법은 

우편, 전신, 전화(제88조), 철도(제89조), 수로(제97조)의 국유 또는 국가귀속을 규정

하고 있을 뿐 일반적인 공용사업이나 독점성있는 기업의 국공영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천연자원 및 주요산업의 국유화 또는 국가관리는 사회주의의 영향으로 1922년 

五全憲法草案과 1923년 改進宣言이래 중화민국헌법문서들에 도입되어 손문의 國

民政府建國大綱으로 이어져 결국 헌법초안들에 포함되었고,72) 임시정부의 대한민국

건국강령 자체가 손문의 삼민주의와 국민정부건국강령의 영향을 받았으며,73) 임시

정부가 중국에 위치하고 있어 자료의 입수가 상대적으로 수월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행정연구위원회가 헌법초안작성시 건국강령상의 천연자원 및 주요산업 국유

화를 법규정화하면서 중국헌법초안들을 참고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게다가 

초안작성자들이 대개 일제 강점기 법학을 공부한 사람들로 구성되었으나 일본의 

명치헌법 및 그 이전 헌법제정 논쟁시의 헌법초안들에서는 이와 관련된 규정을 찾아

보기 어려운 점74)까지 더하여 보면 이들이 이 부분에서 각종 중국헌법문서들을 참고한 

것은 분명하다.

이때 만들어진 헌법초안은 제목은 ‘韓國憲法’으로 되어 있고 이후 1948년 국회

71) 중국헌법상 천연자원규정의 도입과 전개는 전종익, “중국근대헌법과 천연자원 규정의 

도입”, 법사학연구, 제44호(2011. 10), pp.77-79 참조.
72) 상게논문, pp.66-74.
73) 신우철, “건국강령(1941. 10. 28.) 연구”, 앙법학, 제10권 제1호(2008. 4), pp.71-74. 
74) 家永三郞 등 3人 編, 明治前期の憲法構想(福村出版, 1987)에 수록된 헌법초안들을 

살펴보면 토지의 국유(植木枝盛, 憲案, 197조, p.248) 또는 도로, 전신, 우편, 철도, 기선에 

대한 천황의 관리(西周, 憲法草案, p.294) 등의 규정은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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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헌법제정시 논의의 바탕이 된 최초의 초안이라는 의미로 ‘第一段階憲法

草案’으로 명명되기도 한다.75) 따라서 이 단계에서 이루어진 중국헌법문서들의 

영향은 계속 이어져 결국 1948년 헌법에까지 이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 헌법

초안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산하기관에서 작성한 것으로서 행정연구위원회가 내무

부장 신익희의 지휘를 받았고 대한민국건국강령의 실현을 위한 작업으로 이루어졌던 

점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한국독립당의 국가건설방안을 구체화한 헌법안이라는 

한계가 있다. 그러한 점에서 천연자원 및 주요산업 국유화에 한정하여 보면 중국

헌법의 영향을 받은 헌법초안상의 제78조 제3문 및 제79조가 당시 다른 정치세력

들과의 사이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국민적 합의는 이후 이루어지는 국가건설방향에 대한 논의와 헌법안 작성들을 거

치면서 나타나게 된다.

2. 남조선대표대한국민민주의원의 헌법안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한 행정연구위원회와는 별도로, 비상국민회의와 

이를 이은 남조선대표대한국민민주의원(이하 ‘민주의원’이라 한다)에서 헌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비상국민회의는 좌파인 조선공산당, 인민당, 연안의 독립동맹을 

제외하고 임시정부의 비상정치회의와 이승만의 독립촉성중앙협의회 등 우파와 일부 

중도파들을 중심으로 과도적 입법기관을 지향하여 결성된 것으로서 1946. 2. 1. 첫

회의를 시작하였고, 그 최고정무위원회가 미군정의 과도정부 설립구상에 따라 민주

의원으로 전환하여 같은 달 14. 개원되었다.76) 그러한 과정에서 여운형과 종래 임시

정부에 참여하였던 김원봉, 김성숙 등 일부 중간파들이 탈퇴하면서 민주의원은 

대체로 우익들의 통합기구로 자리매김된다. 

비상국민회의와 민주의원은 각각 헌법기초를 위한 위원들을 위촉하여 헌법초안을 

작성하였고 상호 협의를 거쳐 헌법안이 마련되었다.77) 비상국민회의의 작업이 

75) 국회보, 제20호, p.59.
76) 민주의원이 결의한 民主議院規範은 제1조에서 민주의원이 비상국민회의의 결의에 의한 

最高政務委員으로 조직된다고 규정하였고 제2조에서 과도정권 수립과 기타 긴급한 

제문제의 해결에 관하여 관계방면과 절충하여 필요한 제조치를 행할 것을 임무로 규

정하였다. 따라서 비상국민회의가 의회적 성격을 가진다면, 민주의원은 집행기관의 성

격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상우, 전게논문, pp.78-84.
77) 비상국민회의는 법제위원 7인(신익희, 최동오, 김정설, 김준연, 한근조, 김병로, 이봉구)

을 선출하고 이들로 하여금 임시정부의 임시헌장을 기준으로 이를 수정하여 헌법안을 

작성하는 수정위원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구성된 헌법선거법수정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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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임시정부의 대한민국임시헌장을 기반으로 외국의 헌법들을 참작하여 

헌법안을 기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78) 민주의원의 헌법기초가 임시정부측의 

조완구, 조소앙, 김붕준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완성된 헌법안79)의 기본적인 

편제는 1944. 4. 22. 대한민국임시헌장과 유사하였다.80) 헌법안은 제1장에 총강을 

배치하여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과 주권의 소재, 국민, 영토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2장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生活均等權(제5조), 文化 및 厚生均等權(제6조), 

自由權(제7조), 국가기관에 대한 要求權(제8조), 參政權(제9조), 國民의 義務(제10조)

로 나누어 규정하였다. 제5조의 生活均等權과 제6조 文化及厚生均等權은 임시헌장

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서 제5조에서 계획경제의 원칙과 함께 각종 경제관련 

조항들을 규정하고 제6조에서 교육, 보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5조 제5호에서 “大規模의 主要工業 及 鑛山의 國營 又는 國家管理”를 

규정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한국민주당의 정책세목에 규정되어 있던 “大規

模의 主要工業 及 鑛山의 國營 乃至 國家管理”81)를 거의 그대로 옮겨 온 것이다. 

한국민주당이 비상국민회의와 민주의원의 주요한 참여단체였으며 이 조항을 포함

하고 있는 상위의 생활균등권의 기원이 된 均等生活이라는 용어가 일찍부터 한국

독립당 黨義에 존재82)하던 것이라는 점에서 이 규정이 양측의 합의와 절충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나아가 민주의원에 참여한 중도파를 포함한 우익 

단체들 사이에 대규모의 주요공업과 대표적으로 천연자원과 관련된 광산에 대한 

國營 정책을 헌법규범화하는 것에 합의가 있었음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정책적 합의의 모습은 이승만이 민주의원의장 자격으로 1946. 3. 7. 발표한 

過渡政府當面政策 33개항 중 제7항에서 “重要한 工業과 鑛業과 森林과 銀行과 

鐵道와 通信과 運輸와 모든 公益機關等 事業을 國有로 만들어 發展식힐 것입니다.”

헌법분과위원으로는 최동오, 김용무, 강병순, 김병로, 안재홍, 김약수, 조만식, 원세훈, 

김붕준, 김준연이 임명되었다. 자료 한민국사 2, pp.6, 53. 민주의원의 경우 헌법대책

연구위원에는 김붕준, 최익환, 김도연이 있었다. 상게서, p.325. 한편 김준연에 의하면 

민주의원의 헌법기초위원으로 조완구, 조소앙, 김붕준이 임명되었다. 김수용, 전게서, 

p.75. 이에 의하면 헌법대책위원과는 별개로 실제 민주의원의 헌법을 기초한 사람은 

이들 3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78) 자료 한민국사 2, p.53.
79) 민주의원의 ‘大韓民國臨時憲法’의 내용은 고려대학교 박물관 편, 민 유진오 제헌헌법

계 자료집(고려대학교 출판사, 2009), pp.34-58의 영인본에 의하였다.
80) 김수용, 전게서, pp.81. 
81) 자료 한민국사 2, p.26.
82) 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33-한국독립당 I(국사편찬위원회, 2009),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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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선언한 것과83) 이어서 같은 달 18. 발표된 민주의원의 臨時政策大綱이 제1항

에서 “全國民의 完全한 政治的 經濟的 敎育的 平等의 原則을 基礎로 한 獨立國

家의 均等社會를 建設함”을 규정하고 제7항에서 “主要한 重工業 鑛山 森林 公益

施設 銀行 鐵道 通信 水利 漁業 電氣 及 運輸機關 等은 이를 國營으로 함”이라고 

규정84)하고 있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임시정책대강에 대한 국민당위원장 안재

홍85)의 설명을 보면 이들과 헌법안의 주요산업 및 천연자원 규정간의 관계와 규정의 

취지를 알 수 있다. 그는 우선 “임시헌장과 임시정책은 서로 表裏本末이 되는 바”

로서 “국민의회를 거치어 정식정부가 나온 후에라도 국가시설은 대체 이에 준거할 

바”라고 하여 임시정책대강의 연장선에서 헌법안이 만들어진 것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제1항에서 표명한 기본이념은 “임시정부가 해외에 있을 때에 벌써부터 주장

하여 온 三均制度의 정신을 건설로써 실천도정에 들어가려고 하는 바”라고 하여 

임시정부의 영향을 분명히 하였다. 제7항에 대하여는 “富力의 집중 偏在로서 재산을 

독점하여 대중생활을 壟斷하는 폐해가 없도록 모든 산업적, 상업적 기업은 감독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라 설명하고, 이는 “민간기업이나 개인영업을 함부로 제한 압박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충분한 신축성과 융통성을 주어서 극좌편향적인 독재

경향을 지양시키려는 진정한 민주주의 민족국가로서 대중공생의 俱全한 실천을 

꾀하는 바”이며, 이로써 자본가와 기술전문가, 노동자가 협동체제에서 경제를 운영

하게 되고 “국영의 경우 기업진은 순연한 국가봉사의 정신에서 될 것이고, 자본가적, 

착취적 야망을 떠나서 있게 되는” 결과가 온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그에 의하면 

헌법안의 국영 내지 국가관리 규정은 자본의 집중과 독점 등에 의한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함으로써 “전 민족이 계급분열을 지양 회통하여서 협동단결”하여 

“산업경제 재건설과 국가기구의 제운영에 전 心魂을 쏟아 넣”도록 하기 위한 필요

83) 당면정책 33개항은 大東新聞 1946. 3. 4.-9.에 게재되어 있다.
84) 자료 한민국사 2, p.244. 제1항은 “政治 經濟 敎育의 均等을 基礎로 한 新民主國을 

建設하여서 內로는 國民 各個의 均等生活을 確保”라고 규정한 한국독립당 黨義의 

내용을 수정한 것이며, 제7항 역시 같은 당의 黨策 제9조 “交通, 鑛山, 森林, 水利, 

運輸, 電氣, 漁業, 農業 等 全國性의 大規模 生産機關은 國家 經營으로 할 것”을 기본

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34, pp.173-174.
85) 안재홍은 민주의원을 “민족 총의가 그를 지지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천으로 이행

하려는 조국재건의 정통적 기관”이라고 보고 적극 지지하면서 참여하고 있었다. 이하 

그의 견해는 “국민당수 안재홍 씨 방송 민주의원의 정책(1) - 자율적 통일과 자주적 

건국”, 고려대학교박물관 편, 민세안재홍선집 7(지식산업사, 2008), pp.50-52에서 인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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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결국 주요산업 및 광산 등에 대한 國營 또는 國有정책은 

계급간의 대립을 기반으로 한 좌익의 논리에 대응하여, 향후 만들어질 새로운 국가

경제의 기본방향으로서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그 폐해를 극복하면서 계급협동을 지향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우익들의 공통된 인식하에서 도입된 것임을 알 수 있다.

3. 민주주의민족전선의 헌법안

한편 우파들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하여 좌익단체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민주주의

민족전선에서도 헌법제정을 준비하였다. 민주주의민족전선은 인민의 총투표에 의

하여 선거될 인민대표대회가 구성될 때까지 과도적 임시정부의 역할을 맡을 것을 

자임하며86) 정부수립 전후에 시행되어야 할 제반 시책을 연구하기 위한 전문위원

회를 설치하였고, 그 중 臨時約法기초위원회에서 헌법안의 기초를 구상하는 임무를 

맡았다.87) 전문위원회의 연구결과가 1946. 4. 20. ‘重要政策에 對한 報告’ 및 ‘臨時

憲章 政府及行政機構組織要綱에 對한 報告’의 형식으로 발표되었는데, 경제정

책에 대한 내용은 전자에서 찾아볼 수 있다.88) 이 보고는 一般經濟對策의 經濟體

制樹立要綱에서 國營事業의 中心과 中小産業의 組合經營 또는 個人經營의 허

용을 선언하고 있고,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주주의민족전선 강령의 행동슬

로건 중 ‘중요산업의 국영화’, ‘중소 상공업의 자유발전과 국가의 보호지도’를 문

구를 변경하여 규정한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방향은 민주주의민족전선의 헌법안

인 ‘朝鮮民主共和國臨時約法試案’89)에서도 그대로 찾아볼 수 있다. 시안은 별도

로 경제정책에 대한 장을 두고 있지 않으나 제2장 人民의 基本的 權利 及 義務 

제17조에서 일반적인 人民의 營業의 自由를 규정하고90) 이어서 제18조의1에서 

“朝鮮人民의 中小個人資本은 企業經營의 自由가 法律로서 保障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규모의 주요산업 국영방침을 명시적으로 헌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민주

주의민족전선의 강령과 기존에 발표된 정책방향에 비추어 이 규정을 반대해석해 보면 

중소개인자본이 아닌 대자본 및 주요산업은 국영을 원칙으로 함을 표현한 것이라 

86) 서중석, 전게서 p.348. 
87) 기초위원으로 허헌, 김용암, 김약산, 성주식, 조평재, 정진태, 김응섭, 이강국, 한길언, 

정노식의 10인이 임명되었다. 해방조선 I, p.162. 
88) 해방일보 1946. 4. 22. 1면, 한국 사 자료 총서 5, p.249.
89) 약법시안의 내용은 민 유진오 제헌헌법 계 자료집, pp.7-32에 의하였다.
90) “제17조 朝鮮人民은 財産 私有의 權利, 契約, 營業의 自由를 享有하며 法律에 依한 

外에는 이를 侵奪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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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물론 이 시안은 완성된 헌법이 아닌 約法제정을 위한 시안으로서 공식적으로 채택

되지 않았던 한계가 있다.9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안은 좌익측의 법률가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헌법구상으로서 당시 좌익 측의 경제정책이 헌법규정화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게다가 중요산업 국유화는 이후 민주주의민족

전선측의 좌우합작 5원칙에 그대로 계승되었고 결국 좌우가 합의한 합작 7원칙에 

규정되게 된다. 또한 유진오에 의하면 이 시안은 1948년 헌법초안 작성시 참고자료로 

활용되었으므로92) 이후 헌법제정을 위한 논의과정에서 계속하여 영향을 미친 것

으로 볼 수 있다.

4.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헌법안

민주의원이 우파들의 결집체가 되고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이후 미군정은 

극좌와 극우를 배제하고 중도적인 정치세력을 규합하여 조선인들에 의한 임시정부와 

임시입법기관을 구성하여 이를 통해 간접적인 통치를 시행할 계획을 세운다. 미군

정은 우선 이를 위해 김규식, 원세훈, 여운형 등으로 이루어진 좌우합작위원회를 

적극 지원하여 좌우합작 7원칙을 도출하게 하였고, 이러한 합작원칙에 의거하여 

임시입법기구로서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이 설립되었다.93) 

과도입법의원은 특별위원회로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와 임시헌법기초위원회를 

구성94)하여 국가조직법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먼저 1947. 2. 

27. 정부조직법에 해당하는 ‘南朝鮮過渡行政組織法草案’이 제출되었으며, 이어서 

같은 해 3. 11. 서상일 의원을 중심으로 한 의원들에 의하여 ‘南朝鮮過渡約憲案’이 

제출되었다.95) 이와는 별도로 임시헌법기초위원회에서도 ‘朝鮮民主臨時約憲草案’을 

작성하여 김붕준 의원이 의장에게 제출하였다.96)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임시헌법기초

위원회,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의 연석회의를 통하여 이들을 합친 ‘朝鮮民主臨時約憲 

91) 정상우, 전게논문, pp.104-105.
92) 유진오, 헌법기 회고록(일조각, 1980), p.22.
93) 이경주, 전게논문, pp.143-144.
94) 행정조직법기초위원에는 신익희, 오하영, 천진철, 신중목, 문진교, 장연송, 정광조, 백남용, 

서상일이 선출되었고, 임시헌법기초위원에는 김붕준, 손문기, 최동오, 김철수, 이봉구, 

하경덕, 박승호, 이주형, 변성옥이 선출되었다. 김수용, 전게서, p.93.
95) 남조선과도입법의원속기록 2(여강출판사, 1984), pp.61, 241-243. 이하 남조선과도약헌

안의 내용은 이에 의하였다.
96) 自由新聞 1947. 4. 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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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97)이 만들어졌고, 심의를 거쳐 같은 해 8. 6. ‘朝鮮臨時約憲’이 최종확정되

었다.98) 

서상일이 주도하여 만든 남조선과도약헌안은 총강과 입법의원, 행정부, 사법, 재정

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국민의 권리에 대하여는 제2조에서 “人民은 法律上 平等이며 

民主主義의 모든 基本的 自由와 權利를 享有함”이라는 포괄적인 규정만이 존재

하였다.99) 반면 김붕준의 조선민주임시약헌 초안100)은 제1장 총강에 이어 제2장에 

國民의 權利義務를 두어 생활균등권(제4조), 문화 및 후생균등권(제5조), 자유권(제6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민주의원의 ‘大韓民國臨時憲法’을 문구만 수정

하여 이어받은 것으로서, 제4조 제5호에서 “大規模 主要工業 及 鑛山의 國營 又는 

國家管理” 역시 그대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심의에 회부된 조선민주임시

약헌 수정안에서도 변함이 없었고101) 별다른 異論없이 최종확정되어 조선임시약헌102)

에 그대로 규정된다.

과도입법의원에서 이루어진 조선민주임시약헌 수정안 제2독회를 보면 생활균등권의 

각호에 대해서 대체로 별다른 논의 없이 원안대로 통과되었고, 제7호 ‘공장의 경영

관리에 노동자대표참여’ 규정에 대하여 많은 의견이 개진되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제4조의 규정의미와 배경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있다. 우선 서상일 의원은 제4조 

생활균등권에 대하여 “이것은 政治的으로는 民主主義이며 經濟的으로는 國家社

會主義의 精神을 말한 것이얘요. 이것은 建國理念이애요.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企業家本位만 생각하지 말고 勞資協助 卽 資本家이건 勞働者이건 다 生活均等해

야 하겠다는 것이 이 法의 基本理念이라 봅니다.”라고 말하여 생활균등권을 적극 

지지하는 의사를 밝혔다.103) 서상일 의원은 당시 한국민주당 소속으로서 그가 주도

하여 제출하였던 남조선과도약헌안에는 이와 같은 규정들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지지를 역설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한국민주당 소속 의원

들을 포함하여 의원들 사이에 이에 대한 일정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었음을 알 수 

 97) 남조선과도입법의원속기록 3(여강출판사, 1984), p.39.

 98) 상게서, pp.197, 227.

 99) 서상일 의원은 약헌안이 법률전문가 4-5인이 영국, 불란서, 일본, 중국, 필리핀 등 각국

헌법을 참조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상게서, p.255. 
100) 당시 신문기사를 토대로 정리한 초안의 내용은 김수용, 전게서, pp.430-438 참조,
101) “제4조 제5호 大規模 主要工業 及 鑛山의 國營 또는 國家管理.”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속기록 3, p.45.
102) 약헌의 내용은 민 유진오 제헌헌법 계 자료집, pp.102-103에 의하였다.
103) 남조선과도입법의원속기록 3,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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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생활균등권에 대한 내용은 이미 민주의원의 헌법안 작성시 포함되었던 내용

이었고 특히 제4조 제5호는 사실상 한국민주당 강령을 거의 그대로 옮겨온 것으로

서 우파라고는 하나 한국민주당 소속 의원들로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게다가 

주요산업의 국유화가 좌우합작 7원칙에 포함되어 있었던 점에서 鑛山에 대한 내용

만이 덧붙여진 이 규정에 대하여 여타 다른 의원들에게도 異論이 있을 수 없었다. 

이와 함께 원세훈 의원의 발언을 보면 당시 국유화 규정이 도입된 배경을 알 수 

있다. 그는 당시 모든 大企業體는 일본에게서 빼앗아 미국인이 꼭 틀어쥐고 있으

므로 조선인에게 자본가다운 자본가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지금 工

場主는 敵産管理를 맡은 이들이여요. 그 運命이 얼마될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資本家다운 資本家가 없어요. 大企業은 앞으로 國家經營이 되겠지요. 그러니 말할 

것도 없고 다만 良心的 奮發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勞働者와 資本家가 一心

一體로 나가지 아니하면 우리 민족은 앞으로 어려우리라고 봅니다.”104)라고 언급

하였다. 이로써 당시 대부분의 산업체가 敵産으로서 미군정의 소유로 되어 있고 

조선인 소유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에서 주요기업들을 국유화한다는 것은 건국 후 

민족적 역량의 총결집과 온 국민의 협동을 통한 경제개발 도모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각 정당 및 사회단체들의 주요 정책방향에 포함되어 있었던 주요산업 및 

천연자원 국유화 원칙은 좌우 각 단체들의 합의를 거쳐 헌법안에 공식적으로 규정

되게 되었다. 조선임시약헌상의 국유화 규정은 문언상으로 한국민주당 강령 및 한국

독립당 등 우파를 중심으로 하는 민주의원의 헌법안을 기반으로 하면서 민주주의

민족전선의 입장이 좌우합작원칙을 통해 반영되어 형성되었으므로 우파는 물론 중

도좌파까지 포괄하는 정치세력의 합의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과도

입법의원에서의 헌법안 논의시기가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의 제6호 결의에 의한 

질의서를 계기로 각 정치단체들이 천연자원 및 주요산업의 소유권제도에 대한 정

책방향을 논의하여 답신안을 작성하고 있던 때와 일치하므로, 결국 답신안의 입장

들이 조선임시약헌을 통하여 헌법규정화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물론 과도입법의

원에서 최종확정되어 통과된 조선임시약헌은 미군정장관으로부터 인준을 받지 못

104) 이어서 “그러므로 大企業體는 모두 勞働者가 經營하라 한 것에 反對할 이가 없을 

것입니다. 大企業體는 國家所有인데요 그러니 參與하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나 

알자하는 것이여요.”라고 하며 노동자참여규정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다. 남조선과

도입법의원속기록 3, 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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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보류되어 시행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105)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연자원 

및 주요산업 국유화에 대한 정치단체들의 일반적 합의와 헌법규범화의 방향을 이 

시기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에서 의의는 크다. 1948년 헌법제정시에도 이와 

같은 정책적 방향과 헌법규범에 대한 합의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이는 

구체적인 헌법규정으로 나타나게 된다.

5. 국회의 1948년 헌법제정

가. 사법부의 憲法改正要綱과 유진오 私案

헌법의 제정은 여러 정치세력들 간에 그때까지 이루어졌던 논의들과 헌법안들을 

확인하고 종합하여 단일화하는 과정이다. 그러한 점에서 천연자원 및 주요산업 국

유화에 한정하여 1948년 헌법제정과정을 보면, 당시 헌법규정화에 대한 일반적 합

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기본적인 내용이 초기부터 확정되어 변동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헌법제정의 준비는 남조선과도정부의 사법부에서 이루어졌다. 1947. 6. 30. 

남조선과도정부 사법부는 법전편찬위원회와 헌법기초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憲法

改正要綱을 작성하였고 이를 토대로 한 헌법안 작성에 착수하였다.106) 한편 이와는 

별도로 헌법기초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던 유진오를 중심으로 윤길중, 황동준, 

정윤환 등이 참여한 이른바 유진오 私案107)이 만들어져 위원회에 제출되었다.108) 

법전편찬위원회 헌법기초분과위원회의 憲法改正要綱을 보면 제7장 국민경제 부분

에서 民生主義와 生計의 均等에 이어 토지의 국민전체 소유, 소유권의 법률상 

보호와 징세․징수 및 토지사용의무를 규정한 후 “鑛物, 天然力—國家所有”와 

“國家公營事業—獨占性, 緊急時”를 별도로 명문화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109) 헌

법개정요강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조선임시약헌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

본적인 편제가 조선임시약헌을 토대로 하고 있었다.110) 조선임시약헌과 마찬가지

105) 남조선과도입법의원속기록 4(여강출판사, 1984), p.325.
106) 김수용, 전게서, pp.176, 191-193. 헌법기초분과위원회는 황성수, 한근조, 정윤환, 정문모, 

장후영, 신익희, 유진오로 구성되어 있었다.
107) 유진오의 이 헌법안에 대한 명칭은 사실상 이 안이 가지는 개인적 성격에 따라 ‘유진오 

사안’이라고 이름 붙인 이영록, 전게논문, p.81에 의하였다.
108) 유진오, 전게서, pp.23-25, 37. 
109) “朝鮮法制編纂委員會起草要綱(一)”, 법정, 제3권 제6호(1948. 6), pp.39, 28.
110) 김수용, 전게서, p.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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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1장 총강에 이어 제2장 인민의 권리의무에서 평등권, 자유권, 요구권, 정당한 재

판을 받을 권리, 참정권, 의무를 순서대로 규정하고 특히 平等權의 하위 항목으로 

생활균등권과 문화․후생균등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러한 점은 명백하다. 

다만 조선임시약헌의 생활균등권에 있었던 경제관련 규정들이 제7장 국민경제를 

규정하면서 위치가 변경되었다. 헌법구성의 말미에 경제와 교육에 대하여 규정하

고 마지막에 헌법개정을 배치하는 것은 중국의 1936년 中華民國憲法草案 이른바 

五五憲草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특히 제7장 국민경제 부분의 규정순서를 보면 이

와 일치한다.111) 따라서 요강상의 “鑛物, 天然力—國家所有”와 “國家公營事業—

獨占性, 緊急時”는 五五憲草의 제118조 및 제123조112)를 요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유진오가 개인적으로 작성하였다는 이른바 유진오 사안113)에서도 헌법개정요강과 

같은 맥락에서 조선임시약헌 및 중국헌법초안의 영향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제1회 

초고의 編別부분을 보면 유진오는 애초 원고지에 前文, 總綱, 國民의 權利義務, 國民

議會, 政府, 法院, 財政, 補則을 기입해 놓았는데 이는 제목만 일부 변경되었을 뿐 

조선임시약헌의 구성과 일치한다. 이후 이를 수정하여 제5장 법원 다음에 ‘제6장 

經濟機構(制度)’, 제7장 재정 다음에 ‘제8장 地方制度’, ‘제9장 憲法改正’을 원고지의 

줄 사이 빈칸에 기입하거나 기존의 내용을 지우고 하단에 기입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진오는 조선임시약헌을 기본모델로 하고 이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초안을 

작성하였던 것이다.114) 유진오가 사안을 작성한 것이 헌법기초분과위원회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고,115) 위원회의 헌법개정요강에서 요구하는 대로 조선임시약헌을 

개정하는 형식으로 초안작성이 이루어졌으며, 전체적인 구성의 면에서 경제생활을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고 마지막 장에 헌법개정을 배치한 것이 헌법개정요강의 내용과 

일치하는 점들을 종합해 보면, 유진오의 헌법안 작성이 사법부에서 제시한 작업

111) 繆全吉 編著, 전게서, pp.559-560.
112) “제118조 附着於土地之鑛 及經濟上可供公衆利用之天然力 屬於國家所有, 不因人民

取得土地所有權而受影響”; “제123조 公用事業 及其他有獨占性之企業 以國家公營

爲原則 但因必要時 得特許國民私營之。國家對於前項特許之私營事業 因國防上之

緊急需要 得臨時管理之 並得依法律收歸公營 但應予以適當之補償.”
113) 유진오 개인의 헌법안으로는 제1회 초고와 이를 정리하여 사법부에 제출한 사법부 

제출안이 있다. 이하의 내용은 민 유진오 제헌헌법 계 자료집, pp.105-196에 수록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였다.
114) 김수용, 전게서, p.211.
115) 유진오, 전게서,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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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116)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헌법개정요강의 국민경제 부분이 중국의 五五憲草에 기반

하였으므로 유진오 사안의 경제제도부분 역시 중국헌법의 영향은 당연한 것이었다. 

천연자원 및 주요산업의 국유화와 관련하여 유진오 사안은 “鑛物, 石炭 其他 重要한 

地下資源, 水力 其他 經濟上 利用할 수 있는 모든 自然力은 國有로 한다. 公共必

要에 依하야 (一定한 期間) 그 開發 또는 利用을 特許하거나 또는 特許를 取消함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야 此를 行한다.”(제1회 초고 제89조; 사법부 제출안 제94조)

라고 하고 나아가 “運輸, 交通, 通信, 金融, 水道, 電氣, 까스, 其他 獨占性 또는 

公共性을 가진 企業은 國營으로 한다. 公共必要에 依하야 (一定한 其間) 그 公營 

또는 私營을 特許하거나 또는 그 特許를 取消함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야 此를 

行한다.”(제1회 초고 제91조 제1, 2문; 사법부 제출안 제96조 제1, 2문)라고 규정하고 

있다.117) 조선임시약헌 제4조 제5호의 ‘대규모 주요공업 및 광산의 국영 또는 국가

관리’를 두 개의 조문으로 분리하여 광물 및 천연력과 독점성 있는 사업의 국가

공영으로 나누어 규정하도록 한 것이 헌법개정요강이었고 이는 중국의 五五憲草에 

따른 것이었다. 유진오가 같은 맥락에서 두 개의 조문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를 

고민하였다면, 그 시작은 중국 五五憲草 제118조와 제123조였을 것이다.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의 부분과 필요한 경우 개발 또는 이용이나 私營을 ‘特許’

하며 특허의 취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부분은 이러한 시작점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나아가 천연자원 규정의 제2문과 주요산업 국영 규정의 제2문이 내용과 

구조가 동일한 것을 보면 작성자가 五五憲草 제123조 제2문을 변형하여 두 조문에 

모두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천연자원의 국유 또는 국영 대상을 획정하고 열거하는 부분은 유진오가 

사안을 사법부에 제출하기 이전인 1948. 3. 발표한 논문에서 ‘천연자원(공기와 모든 

종류의 잠재적 에너지를 포함한)의 국유를 선언한 헌법’으로 1922년 아일랜드 자유

국헌법(愛蘭自由國) 제11조118)를 언급하였고, 바이마르 헌법상의 경제조항의 영향을 

116) 헌법개정요강과 유진오 헌법안의 선후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헌법개정요강의 작성시

기는 명확하지 않으나 적어도 1948. 5. 이전에 작업이 이루어진 것은 확실하다. 김수용, 

전게서, p.183. 유진오는 憲法私案을 위원회에 1948. 5. 초에 제출하였다. 유진오, 전게서, 

p.37. 
117) 두 조문 모두에서 제1회 초고에는 ‘일정한 기간’이라는 표시가 수정하여 삽입되어 

있으나 사법부 제출안에는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118) 아일랜드 자유국 헌법(CONSTITUTION OF THE IRISH FREE STATE 1922) 제11조는 

국유의 대상으로 ‘영토상의 모든 토지와 하천들, 광산과 광물들(All the lands and wa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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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면서 五五憲草 제118조를 바이마르 헌법 제155조 제4항과 같은 취지라고 

한 점119)에서 보면 이들 헌법규정들이 참고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주요산업의 

국유화 대상에 대해서도 유진오는 바이마르 헌법이 우편, 전화, 통신, 철도, 수로, 

항로표식 등을 전부 국유로 한 것(제88조 내지 제101조)에 비하여 五五憲草 제118조

가 도리어 불철저하다고 설명하고 있어120) 이들 규정들이 기반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대한민국건국강령121)과 한국독립당 당책 제9조122)에서 열거하고 있는 

국가경영의 대상들과 미소공동위원회의 공동결의 제6호 질의에 대한 답신안에 나

타난 산업조직의 소유권제도 부분 역시 고려가 되었을 것이다.123) 특히 독점성 또는 

공공성을 가진 기업의 경영을 國營, 公營, 私營의 세 가지로 구분한 것은 미소공위 

제6호 질의에서 소유권 제도를 ‘public, private or cooperative’로 나누어 질문한 것의 

영향을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사안 제1회 초고를 보면 ‘일정한 기간’이라는 표시가 

수정하여 삽입되어 있고, 이후 유진오가 천연자원과 관련하여 일정한 기간을 명시한 

이유에 대하여 “무기한으로 특허를 계속한다면 천연자원의 국유라는 것은 空文化

하고 사실상 私有로 化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특히 필리핀 헌법 제7조 

제1항을 언급하고 있는 것124)을 보면 필리핀 헌법 역시 참고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유진오 사안의 천연자원 및 주요산업의 국유화 규정은 조선임시약헌과 

mines and minerals, within the territory of the Irish Free State)’, ‘모든 자연자원들(all 

the natural resources)’ 그리고 ‘모든 지적 재산권 및 영업권들(all royalties and franchises)’

을 열거하고 있다. http://www.irishstatutebook.ie/1922/en/act/pub/0001/print.html. 2013. 3. 

21. 검색.
119) 유진오, “國家의 社會的 機能(一)”, 법정, 제3권 제3호(1948. 3) pp.9-10.
120) 상게논문, p.10.
121) “大生産機關의 工具와 手段; 土地․鑛山․漁業․農林․水利․沼澤과 水上․陸

上․空中의 運輸事業, 銀行․電信․交通 等과 大規模의 農․工․商 企業과 城市 

工業區域의 公用的 主要 房産.”
122) “交通, 鑛山, 森林, 水利, 運輸, 電氣, 漁業, 農業 等 全國性의 大規模 生産機關.”
123) 유진오는 헌법기초회고록에서 헌법초안 작성시 참고한 자료로서 세계주요각국의 헌법과 

여러 학자들의 저서 외에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조선임시약헌, 대한민국건국강령, 

우드월 헌법안, 조선민주공화국임시약법, 민주의원 헌법안, 미소공위에 제출된 자문 

5, 6호에 대한 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 그리고 각정당의 강령과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유진오, 전게서, p.22. 
124) 유진오, 憲法解義(명세당, 1949), p.180. 유진오는 필리핀 헌법 제7조 제1항을 언급하

고 있으나 1943년 필리핀 헌법에서 천연자원의 보존과 이용(Conservation and Utilization 

of Natural Resources)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제8조 제1항(Ariticle VIII, Sec. 1)

이며, 여기에서는 25년을 기한으로 개발 및 이용을 허가하도록 하고 있다. http://www. 

gov.ph/the-1943-constitution/ 2013. 3. 2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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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요강에서 시작하여 중국 五五憲草를 기반으로 하고 여러 외국헌법들과 

함께 대한민국건국강령, 미소공위 제6조 질의에 대한 답신안 등을 참고하여 작성

되었다. 이후 이 규정들은 다른 헌법안과의 절충과 국회에서의 심의를 거치면서도 

거의 원형에 변함이 없이 1948년 헌법에 규정되게 된다.

나. 대한민국 헌법초안의 작성

1948. 5. 10. 총선거가 실시된 이후 신익희를 중심으로 한 행정연구위원회가 다시 

가동되어 헌법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제1단계 헌법초안과 유진오 사안의 

절충이 이루어졌고 이로써 제2단계 헌법초안, 즉 유진오․행정연구회 공동안이 만

들어졌다.125) 이때 만들어진 제2단계 초안은 국회에 구성된 헌법기초위원회에 제출

되었고, 이와 함께 소위 ‘권승렬안’으로 불리는 법전편찬위원회 헌법기초분과위원

회안이 제출되었다. 이들을 토대로 헌법기초위원회의 토론을 거쳐 헌법초안이 작성

되었고 같은 해 6. 23. 국회 본회의에 제출되었다.126) 국회에서 3회의 독회를 거친 후 

마침내 7. 17. 헌법이 제정되었다.

행정연구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제2단계 헌법초안의 작성 과정은 제1단계 헌법

초안과 유진오 사안간의 절충이었다. 법률의 위헌심사와 관련된 법원 부분을 제외

하고 권력기구나 기본권 등 기본적인 헌법원칙에서 양자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으

므로 대체로 절충은 어렵지 않게 진행되었다. 경제분야와 관련하여 별다른 의견충

돌이 없었던 이유에 대하여 유진오는 “농지개혁조항을 제외하고는 당시의 status 

quo에 별다른 변혁을 가하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127) 특히 

重要企業의 國營원칙에 대하여 “우리나라 중요기업의 대부분(철도, 항만, 전신, 전화, 

수도 등)이 일정 때부터 이미 국영 또는 공영으로 내려온 데다가 해방후 일본인 

소유의 모든 재산이 대소를 막론하고 미군정에 의해 몰수되었기 때문에 중요기업을 

국영화한다고 하여도 우리 국적을 가진 私人의 재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몰수 

또는 强制買上하는 일이 絶無”하므로 “우리나라 경제체제에 아무런 변혁도 가져

오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128)에 비추어보면 천연자원의 국유화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양 헌법안의 문언을 보더라도 앞서 살펴본 

125) 제2단계 헌법초안의 내용은 국회보, 제20호, pp.70-76에 의하였다.
126) 대한민국국회, 제헌국회속기록 1(선인문화사, 1999), p.203.
127) 유진오, 전게서(1980), p.41.
128) 상게서, p.30.



36   �서울대학교 法學� 제54권 제2호 (2013. 6.)

바와 같이 제1단계 헌법초안의 천연자원 및 주요산업의 국유와 국영에 관한 제78조 

제3문 및 제79조는 중국 五五憲草 제118조와 제123조를 번역한 것이고, 유진오 사안

(사법부 제출안)의 제94조와 제96조는 중국의 위 규정을 바탕으로 수정한 것이므로 

기본적인 내용이 동일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구체적인 조문의 작성은 제1단계 초안이 

유진오 사안보다 2년이나 앞서 만들어진 이유로 이론적, 실제적으로 현저히 완성

도가 떨어져 있었으므로 그동안의 헌법지식과 현실변화를 반영하여 수정된 후자가 

중심이 되었다.129) 이에 따라 만들어진 제2단계 헌법초안은 유진오 사안의 문구를 

일부 조정하여 제89조 “鑛物, 其他 重要한 地下資源, 水力 其他 經濟上 利用할 수 

있는 모든 自然力은 國有로 한다. 公共必要에 依하여 一定한 期間 그 開發 또는 

利用을 特許하거나 또는 特許를 取消함은 法律에 依하여 此를 行한다.” 및 제92조 

제1, 2문 “運輸, 交通, 通信, 金融, 水道, 까스, 其他 獨占性 또는 公共性을 가진 

企業은 國營으로 한다. 公共必要에 依하여 그 公營 또는 私營을 特許하거나 또는 

特許를 取消함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行한다.”를 규정하게 된다.

이와 같이 천연자원 및 주요산업 국유화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것은 

국회의 헌법기초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헌법기초위원회130)에 제2단계 헌법

초안과 함께 제출되어 참고안으로 사용된 이른바 권승렬안131)은 제109조에서 “鑛物 

其他 重要한 地下資源 및 公共經濟에 利用할 수 있는 水力 기타 自然力은 國有

이다. 國民經濟의 必要에 依하야 開發 又는 利用의 許可 又는 그 繳消는 法律의 

定한 바에 依한다.”라고 하고 제111조에서 “運輸, 通信, 水道, 電氣, 까스, 金融, 

保險, 其他 公共性을 가진 企業은 國營 또는 公營으로 한다. 國民經濟의 必要에 

依하야 私營의 許可 又는 그 繳消는 法律의 定한 바에 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었다. 이는 水力, 公共經濟, 國民經濟의 必要, 特許와 許可, 電氣, 獨占性과 公共性 

등 문구가 일부 다를 뿐 제2단계 헌법초안의 관련 규정과 큰 차이가 없다. 권승렬이 

법전편찬위원회를 위한 헌법안을 준비하였으므로 기본적으로 헌법개정요강을 중심

129) 이영록, 우리 헌법의 탄생(서해문집, 2006), pp.84-84.
130) 정식명칭은 憲法及政府組織法起草委員會이나 편의상 줄여 ‘헌법기초위원회’로 한다. 

기초위원으로 위원장 서상일, 부위원장 이윤영을 포함하여 28명이 임명되었다. 명단은 

제헌국회속기록 1, p.45 참조. 전문위원으로는 고병국, 임문한, 권승렬, 한근조, 노진설, 

노용호, 차윤홍, 김용근, 윤길중, 유진오가 임명되었다. 이 중 김용근, 노용호, 유진오, 

윤길중, 차윤홍은 제2단계 헌법초안 작성에 참여하였던 사람들이다. 유진오, 전게서

(1980), pp.46-47.
131) 이하 헌법안의 내용은 민 유진오 제헌헌법 계 자료집, pp.197-226에 수록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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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작업을 진행하였을 것이며, 이때 이미 제출되어 있던 유진오 사안이나 관련

자료들을 참조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132) 이러한 점에서 양자는 많은 부분에서 

서로 일치할 수밖에 없었다. 천연자원과 주요산업 국유화 규정들의 경우에도 위와 

같이 제2단계 헌법초안과 권승렬안이 기본적으로 일치하였으므로 회의에서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없었다. 이러한 점은 헌법기초위원회 제3독회 심의의 대상이 된 

헌법안133) 제87조 “鑛物, 其他 重要한 地下資源, 水力 및 經濟上 利用할 수 있는 

自然力은 國有로 한다. 公共必要에 依하여 一定한 期間 그 開發 또는 利用을 特

許하거나 또는 特許를 取消함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此를 行한다.” 및 제89조 

“重要한 運輸, 通信, 金融, 保險, 電氣, 水道, 까스 및 公共性을 가진 企業은 國營 

또는 公營으로 한다. 公共必要에 依하여 私營을 特許하거나 또는 特許를 取消함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行한다.”가 제2단계 헌법초안을 기본으로 하여 권승렬

안의 보험 등 일부 문구를 보충하는 정도로 수정이 된 것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 

결국 위 제3독회 심의안의 규정들은 거의 수정 없이 헌법기초위원회에서 국회에 

1948. 6. 23. 제출한 헌법초안의 제84조 및 제86조134)로 규정된다.

다. 국회본회의 심의

국회본회의 심의를 보면 천연자원 및 주요산업의 국유화에 대하여 근본적인 방향에 

대한 의문보다는 개별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다. 우선 제1독회에서 

전문위원 유진오는 경제규정 전반에 대하여 “헌법의 기본정신은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사회적 민주주의와의 조화”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의 자유와 평등과 권리를 

위하고 존중하는 동시에 경제균등을 실현해볼려고 하는 것이 이 헌법의 기본정신”

이라고 설명하였다.135) 특히 경제에 관하여 국가적 통제가 원칙이 아닌가 하는 

132) 이영록, “｢권승렬안｣에 관한 연구”, 법과 사회, 제24호(2003), p.137. 유진오는 권승렬

안에 대하여 자신이 작성한 헌법안을 토대로 한 것이어서 독자적 안으로 볼 수 없다

고 주장한다. 유진오, 전게서(1980), pp.48-49.
133) 제헌국회 헌법기초위원회 제3독회 심의안의 내용은 민 유진오 제헌헌법 계 자료집, 

pp.227-250에 수록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였다.
134) 제헌국회속기록 1, p.207. “제84조 鑛物, 其他 重要한 地下資源, 水力과 經濟上 利用

할 수 있는 自然力은 國有로 한다. 公共必要에 依하여 一定한 期間 그 開發 또는 利

用을 特許하거나 또는 特許를 取消함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行한다.”; “제86조 

重要한 運輸, 通信, 金融, 保險, 電氣, 水道, 까스 및 公共性을 가진 企業은 國營 

또는 公營으로 한다. 公共必要에 依하여 私營을 特許하거나 또는 特許를 取消함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行한다.”
135) 제헌국회속기록 1, p.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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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에 대하여 헌법안에 의하면 경제적 활동은 원칙적으로 자유이나 “경제적 활동이 

공공성을 띠우는 정도로 이르를 때에는 국가권력으로서 경제문제에 간섭을 한다는 

것”이며, “경제상 자유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이라는 그 

두 가지 원칙 하에서 인정되는 것”이 경제장의 기본정신이라고 하면서 그에 대한 

예로서 중소상공업에 관한 자유경제 원칙과 대규모 기업, 독점성․공공성있는 기업의 

국영 및 국방상, 국민생활상 긴절한 필요시 법률에 의한 사기업의 국공영화를 예로 

들었다.136)

제84조 천연자원 규정과 관련해서 水産과 山林을 포함시킬지 여부가 헌법기초

위원회에서부터 많은 논의가 있었고, 국회본회의에서도 찬반의견이 서로 엇갈렸다. 

제1독회를 보면 헌법초안과 같이 산림을 私有로 하자는 주장은 국유로 하면 養木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논거로 하였고, 같은 맥락에서 산림보호를 위하여 농지와 

같이 이를 일반농민에게 배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137) 이에 대

하여 산림을 국유로 한다 하더라도 사유재산과 마찬가지로 국유림에서도 함부로 

나무를 베어내는 경우 법률로 制裁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맞섰다.138) 

이러한 대립은 제2독회에서도 이어져서 찬반토론을 거쳐 제85조 제2항에 “산림은 

국유 또는 공유를 원칙으로 하되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야 농민의 사유를 용인할 

수 있다”는 서상일 의원의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나 부결되었다.139) 수산자원과 관련

하여 제1독회에서 어류에는 근해, 연해, 원해의 이동하는 성격이 있어 이를 국유로 

할 수도 사유로 할 수도 없으므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유진오의 설명140)에 대하여, 

어촌이 전체적으로 독점화되어 있어 어민의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국유화해야 한다는 주장141)이 제기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제2독회에서는 수산자원의 

경제적 중요성과 함께 이미 과거부터 수산자원은 國有 또는 公有와 같이 취급되어 

점유권을 인정한다거나 어업권을 허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제84조에 ‘수산자원’

을 삽입하자는 수정안이 발의되었고, 결국 가결되었다.142)

136) 상게서, p.213. 그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

정의”와 “경제상의 약자를 다만 도와줄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전체에 관해서 균형

있는 발전을 하는 것”을 경제의 기본정신이라 부연설명하고 있다.
137) 상게서, pp.266, 268, 302, 481. 
138) 상게서, pp.297-298.
139) 상게서, p.484.
140) 상게서, p.267.
141) 상게서, p.292.
142) 상게서, pp.475-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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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까지 발의되지는 않았으나 이들 규정과 관련한 의미 있는 질의․응답도 

상당수 존재하였다. 우선 제84조 및 제86조 특허의 상대방과 공공필요성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유진오는 특허의 대상은 국가이외의 사람에게 許한다는 의미로서 

私用 또는 公共團體의 이용이 모두 된다는 의미이며, 공공필요성은 결국 법률로서 

구체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143) 또한 그는 제84조 국유가 되는 경제상 이용

할 수 있는 자연력의 범위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해석상 전부 ‘重要한’이 걸리는 

것으로 보아 “조고마한 自然力이라든지 시골에서 물레방아를 부친다는지 風車바

람을 분다든지 하는 것은 여기 포함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144) 이러한 설명은 

이 규정으로 말미암아 국민에게 부여되어 왔던 천연자원의 개인적 이용에 대한 권

리는 제한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제86조와 관련해서는 所有權과 經營權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유진오는 기초자의 의도는 국영 또는 공영의 경우 國有 또는 公共團

體 소유를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론적으로는 국영이라도 소

유권은 國有, 公有, 私有가 모두 가능하므로 조문의 불완전성을 인정하고 소유권 

귀속을 명시하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145) 이와 함께 일제 강점기의 지

배계급들이 군정의 보호를 받아 여전히 경제적, 정치적 세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重小商工業 重小기업을 모두 국영으로 하여 생산과 배급수단을 사회화하는 방향

으로 이끌어가자는 의견146)이 제시되기도 하였으나 관련된 수정안이 제출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제86조 주요산업 국유화와 관련하여 제2독회에서 발의된 수정안은 

‘水利’를 삽입하자는 내용이었다. 제84조의 水力과 水利는 구분되는 것으로서 

전자는 물의 역학적 이용이라면 후자는 논에 물을 대는 것과 같이 물을 물건처럼 

이용하는 것이라 면서 개간사업이나 간척사업 등이 식량문제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이는 반드시 국유화해야 한다는 것이 논거로 주장되었고, 

별다른 반대의견 없이 수정안이 가결되었다.147) 제2독회에서 수정된 헌법안은 

제3독회에서 그대로 통과되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국회본회의의 심의를 보면 천연자원 및 주요산업 국유화 

143) 상게서, p.267.
144) 상게서, p.269.
145) 상게서, p.270.
146) 상게서, p.326.
147) 상게서, p.385. 이와 함께 제86조 제2문을 삭제하자는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철회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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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은 특별한 반대 없이 원안의 위치가 변경되고 水産資源(제85조) 및 水利(제87조)

만이 삽입되는 것으로 수정되어 가결되었다. 이는 국회본회의의 심의절차 자체가 

이미 형성된 이 부분에 대한 합의를 확인하고 규정화하는 과정이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IV. 결

일제 강점기 대부분의 기업과 생산시설들이 일본 또는 일본인에 장악되어 있었고, 

경제개발이 일본의 수요와 필요에 맞추어 이루어진 상황에서, 해방 후 조선에게는 

일본인들이 소유하여 운영하던 각종 시설과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제를 

재건해야 할 과제가 부여되어 있었다. 독립운동시기부터 중국 내 독립운동 단체들을 

중심으로 천연자원과 주요산업의 국유 또는 국영의 원칙은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

되어 있었다. 이는 해방 후에도 이어져 좌우를 불문하고 주요 정당, 사회단체들은 

주요산업의 국유화를 강령에 규정하고 있었고, 그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천연자원 

관련 산업인 광산 역시 국유 또는 국영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천연자원과 

주요산업의 국유화에 대한 일반적인 합의가 널리 존재하였음은 좌우합작원칙이나 

미소공동위원회의 질의에 대한 답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후자에 의하여 천연

자원과 산업별 소유권 제도에 대한 구상이 상당한 수준으로 구체화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천연자원과 주요산업의 국유 또는 국영에 대한 일반적인 합의는 헌법제정

과정에서 규범화하기에 이른다. 1946년 신익희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 내무부 

산하기관으로 출범한 행정연구위원회에서 최초로 작성한 헌법안을 보면 임시정부 

건국강령의 취지에 따라 이른바 五五憲草 등 중국의 헌법초안들의 규정을 도입하여 

천연자원 및 독점성을 가진 주요기업의 국유 또는 국영을 규정하였고, 우익 중심의 

민주의원이나 좌익 중심의 민주주의민족전선의 헌법안에서도 대형 또는 주요산업의 

국유 또는 국영을 채택하고 있었다. 나아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조선임시약헌 

또한 민주의원의 헌법안을 그대로 계승하였다. 1948년 국회가 개원하면서 이루어진 

헌법제정과정을 보면 조선임시약헌을 기반으로 중국의 五五憲草 및 그때까지 만들

어졌던 기타 다른 헌법안들을 참고로 하여 초기부터 1948년 헌법 제85조 및 제87조의 

원형이 형성되었고 국회의 헌법기초위원회나 본회의에서 큰 이견없이 그대로 헌법

규정으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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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해방 후 1948년 헌법의 천연자원 및 주요산업 규정의 형성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국유화 정책과 헌법규정 형성의 과정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대한민국건국강령과 임시헌장이 큰 영향을 미치며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신국가건설을 위한 기본정책으로서 공식

적으로 채택하였던 건국강령과 임시헌장은 한국독립당 및 관련 인물들을 통하여 

정당, 사회단체들의 정책방향에 영향을 미쳤고, 특히 한국민주당과 더불어 우익의 

정책형성에 큰 기여를 하였다. 헌법제정과정을 보아도 초기작업의 기반이 되는 것이 

건국강령과 임시헌장이었고 이들을 기반으로 한 제1단계 헌법초안이나 민주의원의 

헌법초안이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이나 국회의 헌법제정작업에 그대로 계승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국유화 규정에 대한 중국헌법초안의 영향이다. 종래 1948년 

헌법의 경제조항들은 대체로 독일 바이마르 헌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왔다.148) 

물론 앞서 살펴본 경제조항의 상당한 내용들이 바이마르 헌법의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천연자원 및 주요산업의 국유화에 한정하여 보면 五五憲草 등 

중국헌법초안상의 규정들이 원형이 되고 있으며, 다른 관련 자료들을 참고로 수정

하여 1948년 헌법규정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중국근대헌법사에서 이러한 

국유화 정책의 도입이 중국국민당의 국공합작 과정에서 소련 및 중국공산당의 영향

으로 이루어졌던 점에서 보면,149) 국유화 규정들의 문언상의 근원은 멀리 소련 사회

주의 헌법에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세 번째로는 국유화 

규정들의 도입에 좌익의 기여가 크지 않았던 점이다. 독립운동시기 국유화 정책의 

도입이 좌우의 연합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점에서 그에 대한 초기 사회주의의 영향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해방 후의 과정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공산당, 남로당 

등의 좌익들은 헌법제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1948년 헌법은 남한단독

정부의 설립에 참여한 우익들이 중심이 되어 제정되었다. 따라서 국유화 규정들은 

정부와 우익들의 경제건설과 이를 위한 자원활용의 필요성에 의하여 도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적인 국유화 규정이 헌법상의 경제조항으로 받아

들여진 배경에는 해방 후 곤궁과 혼란이라는 사회경제적 배경이 있었다. 일본의 

압도적인 지배와 수탈에 이은 일본자본과 기술인력의 철수에 따른 생산의 공동화와 

148) 예를 들면 한태연 외 4인, 한국헌법사(상)(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 p. 383; 김철수, 

한국헌법사(대학출판사, 1988), p.125; 김효전, “한국헌법과 바이마르 헌법”, 공법연구, 

제14집(1986), pp.37-43.
149) 전종익, 전게논문(2011), pp.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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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부족은 도시와 농촌을 불문하고 경제적 혼란과 사회적 대립을 격화시켰고, 

좌우를 불문하고 하루빨리 당시 존재하였던 자원과 생산시설들을 총동원하여 어느 

개인이 아닌 전체 국민을 위한 경제건설을 실현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천연자원과 주요산업이 적산으로서 미군정에게 귀속

되어 있었고, 조선인 자본가들은 친일의 굴레를 벗어나기 어려웠던 점에서 이들의 

사유를 인정하는 것은 당시 용납되기 어려웠다. 

1948년 헌법상의 천연자원 및 주요산업의 국유화 규정은 1954년 개정되어 현행 

헌법에는 국유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헌법 제120조 제1항이 천연자원에 

대한 채취, 개발, 이용이 국가의 허가 사항이 아닌 기간의 제한을 받는 특허사항임을 

명시하여 일반적인 직업의 자유의 대상과는 달리 취급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현행 헌법의 입장은 천연자원의 이용 등에 따른 이익이 원칙적으로 개인들에게 귀속

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며, 천연자원은 국가공동체 전체를 위하여 운용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1948년 헌법에 천연자원 및 주요산업의 

국유화를 명시한 제정자들의 의도는 여전히 현행 헌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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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해방 후 천연자원 및 주요산업의 국유화 정책 규정 및 강령

연도 이  름 내    용 비고

1945 韓國獨立黨 黨策

交通, 鑛山, 森林, 水利, 運輸, 電氣, 漁業,

農業 等 全國性의 大規模 生産機關은 

國家經營으로 할 것

우

1945 

韓國民主黨 

政策 主要産業의 國營 又는 統制管理

우
1946 政策細目

大規模의 主要工場 及 鑛山의 國營 乃至

國家管理

1945 朝鮮人民黨 政策
주요 기업은 국영 又는 공영으로 하고 

중소기업은 국가지도하에 자유경영
중도좌

1946 朝鮮新民黨 綱領

일본제국주의자 및 친일분자에게서 몰수한 

대기업은 국영으로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할 것

중도좌

1946 社會勞動黨 綱領 草案

從來의 日本國家 日本人 親日派 民族反

逆者의 所有 企業 鑛山 森林 鐵道 電車

港灣 河川 通信 及 運輸機關의 國有化를 

主張한다.

一切 重要産業 及 貿易은 國營으로 하고 

中小資本은 人民政府의 一定한 監督下에 

그의 自由發展을 保障 할 것을 主張한다.

중도좌

1947 勤勞人民黨 行動綱領

重要企業의 國有化와 (중)工業을 中심으로 

한 基幹産業의 計劃的 建設을 圖謀하며 

國民의 日常 消費品과 國外輸出을 爲한 

輕工業의 確立을 主張한다.

중도좌

1945 國民黨 政策

衣食住行 四部門에 聯關된 重要産業 및 

國防工業은 大體 國營으로 하고 其外

重輕工業, 産業 貿易 商業 등은 自由 經

營케 하고 勞資關係는 國家가 調整함.

중도우

1946
民主主義民族

戰線

행동슬로건
중요산업의 국영화

중소상공업의 자유발전과 국가의 보호지도

좌
重要政策에 

對한 報告

朝鮮의 經濟體制로서는 全人民의 所有

이오 全人民의 財産인 國營事業을 中心

으로 하는 가장 進步的인 民主主義體制를 

採用해야한다. 中小産業에 對해서 그 生産

過程이 社會化되지 못한 點을 考慮하야 

或은 組合經營 或은 個人經營으로 許諾

하야 그 自由發達을 保護助長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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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이  름 내    용 비고

1946 南朝鮮勞動黨 綱領 草案

强力한 民主主義國家의 物質的 土臺의 

創設을 目的하고 日本國家와 日本人과 

朝鮮民族叛逆者에게 屬한 産業 鑛山 鐵道 

海運 通信 銀行과 金融機關 商業機關

及 文化機關의 國有化를 主張한다.

좌

1946
左右合作委員會 

左右合作原則

土地改革에 있어 沒收 有條件沒收 遞減

買上 等으로 土地를 農民에게 無償으로 

分與하며 市街地의 基地 及 大建物을 

適正處理하며 重要産業을 國有化하며 社

會勞動法令 及 政治的 自由를 基本으로 

地方自治制의 確立을 速히 實施하며 通貨 

及 民生 問題 等等을 急速히 處理하야 

民主主義 建國課業 完遂에 邁進할 것

중도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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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해방 후 헌법안들의 천연자원 및 주요산업 국유화 규정

연도 이  름 내    용

1946
행정연구위원회 제1단계 

헌법초안

제78조 土地에 附着한 鑛物 及 經濟上 利用할 수 

있는 自然力은 國家의 所有에 屬하고 國民이 

取得하는 所有權에 因하여 影響을 받지 아니함.

제79조 公共事業 及 其他 獨占性을 有하는 企

業은 國家의 公營을 原則으로 함. 但 必要에 

依하여 國民의 私營을 許可함을 得함. 國家는 

國防上 緊急한 需要에 因하여 特許한 私營事

業을 臨時管理하며 또는 法律에 의하여 此를 

相當한 補償으로써 公營에 歸收함을 得함.

1946
남조선대표대한국민민주의원 

大韓民國臨時憲法

제5조 大韓民國國民은 左記 各項 政策의 確立에 

依하여 生活均等權을 享有함.

  5. 大規模의 主要工業 及 鑛山의 國營 又는 

國家管理

1946
민주주의민족전선 

朝鮮民主共和國臨時約法試案

제18조의 1 朝鮮人民의 中小個人資本은 企業經

營의 自由가 法律로서 保障됨.

1947
남조선과도

입법의원

南朝鮮過渡約憲案

(일명 서상일안)
없음

朝鮮民主臨時約憲

草案

(일명 김붕준안)

제4조 朝鮮의 國民은 左記 各項 政策의 確立에 

依하야 生活均等權을 享有함.

  5. 大規模 主要工業 及 鑛山의 國營 又는 國

家管理

朝鮮民主臨時約憲 

수정안

제4조 朝鮮의 國民은 左記 各項 政策의 確立에 

依하야 生活均等權을 享有함.

  5. 大規模 主要工業 及 鑛山의 國營 또는 國

家管理

朝鮮臨時約憲

제4조 國民은 左記 各項 政策의 確立實施에 依

하여 生活均等權을 享有함.

  5. 大規模의 主要工業 及 鑛山의 國營 또는 

國家管理

1948
조선법제편찬위원회  

憲法改正要綱

제7장 國民經濟

  一. 鑛物, 天然力 - 國家所有

  一. 國家公營事業-獨占性, 緊急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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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이  름 내    용

1948 
憲法草案

(유진오 私案)

제89조(제94조) 鑛物 石炭 其他 重要한 地下資源, 

水力 其他 經濟上 利用할 수 있는 모든 自然

力은 國有로 한다. 公共必要에 依하야 (一定한 

期間) 그 開發 또는 利用을 特許하거나 또는 

特許를 取消함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야 

此를 行한다.

제91조(제96조) 運輸, 交通, 通信, 金融, 水道, 

電氣, 까스, 其他 獨占性 또는 公共性을 가진 

企業은 國營으로 한다. 公共必要에 依하야 

(一定한 其間) 그 公營 또는 私營을 特許하거나 

또는 그 特許를 取消함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야 此를 行한다.

1948
행정연구위원회 제2단계 

憲法草案

제89조 鑛物 其他 重要한 地下資源, 水力 其他 

經濟上 利用할 수 있는 모든 自然力은 國有로 

한다. 公共必要에 依하여 一定한 期間 그 開發 

또는 利用을 特許하거나 또는 特許를 取消함은 

法律에 依하여 此를 行한다.

제92조 運輸, 交通, 通信, 金融, 水道, 까스, 其他 

獨占性 또는 公共性을 가진 企業은 國營으로 

한다. 公共必要에 依하여 그 公營 또는 私營을 

特許하거나 또는 特許를 取消함은 法律이 定

하는 바에 依하여 行한다.

1948

법전편찬위원회 

헌법기초분과위원회 

憲法草案(권승렬안)

제109조 鑛物 其他 重要한 地下資源 및 公共經

濟에 利用할 수 있는 水力 기타 自然力은 國

有이다. 國民經濟의 必要에 依하야 開發 又는 

利用의 許可 又는 그 繳消는 法律의 定한 바

에 依한다.

제111조 運輸, 通信, 水道, 電氣, 까스, 金融, 保險, 

其他 公共性을 가진 企業은 國營 또는 公營

으로 한다. 國民經濟의 必要에 依하야 私營의 

許可 又는 그 繳消는 法律의 定한 바에 依한다.

1948
국회 헌법기초위원회 

헌법안(국회제출)

제84조 鑛物 其他 重要한 地下資源, 水力과 經

濟上 利用할 수 있는 自然力은 國有로 한다. 

公共必要에 依하여 一定한 期間 그 開發 또는 

利用을 特許하거나 또는 特許를 取消함은 法

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行한다.

제86조 重要한 運輸, 通信, 金融, 保險, 電氣, 水

道, 까스 및 公共性을 가진 企業은 國營 또는 

公營으로 한다. 公共必要에 依하여 私營을 特許

하거나 또는 特許를 取消함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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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이  름 내    용

1948 대한민국 헌법

제85조 鑛物 其他 重要한 地下資源, 水産資源, 

水力과 經濟上 利用할 수 있는 自然力은 國

有로 한다. 公共必要에 依하여 一定한 期間 

그 開發 또는 利用을 特許하거나 또는 特許를 

取消함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行한다.

제87조 重要한 運輸, 通信, 金融, 保險, 電氣, 水

利, 水道, 까스 및 公共性을 가진 企業은 國營 

또는 公營으로 한다. 公共必要에 依하여 私營

을 特許하거나 또는 特許를 取消함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行한다.

투고일 2013. 5. 2     심사완료일 2013. 5. 28     게재확정일 201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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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mation of Natural Resources and Basic Industries’ 

Nationalization Clauses in 1948 Constitution

Chon, Jong-Ik*

150)

Before independence, the independent movement societies arrived at establishing 

some common principles for reconstruction of Korea. One of such principles was 

nationalization of natural resources and basic industries. After August 15, 1948, that 

policy can be easily found in the many platforms of political parties and associations 

regardless of right and left. We can find same policies in the principles for coopertaion 

of right and left, and answers of political organizations to the questions from the 

Joint Soviet-American Commission. It demonstrates that there were general consents 

for nationalization principles at that time. The nationalization clauses of 1948 

Constitution were made by adopting these agreements. The first draft of constitution 

made at 1946 by research committee for administration under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Korea had the natural resources and basic industries’ nationalization 

provisions which were modified from modern chinese constitutions, and other drafts 

of right and left wings also had same clauses for large and basic industries. In the 

legislation process of 1948 Constitution, the nationalization clauses were adopted at 

the first stage and confirmed in the congress without sincere dissents. 

Keywords: natural resources, nationalization, basic industries, 1948 Constitution, constitution 

of China

*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Law/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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