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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정기 ‘서울시헌장’의 재발견*

-‘지방-국민국가-동아시아’의 구조와 긴장-

55)

강석정**

[국문 요약]

이 글은 미군정기 ‘서울시헌장’을 주로 다룬다. 서울시헌장을 기초로 서울은 대한민국에

서 유일한 특별시가 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까지 서울시헌장의 영문본만 

발견되었을 뿐, 국문본은 발견되지 않았다. 종전에는 서울시헌장을 실패한 지방자치규범으로 

평가하고, 그 실패 원인을 좌우의 대립이라는 이데올로기적 요인으로 귀속시켜 왔다. 이 글

은 서울시헌장 국문본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를 법적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하였다. 그리고 

서울시헌장이 이를 둘러싸고 있는 제반 국내․국제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했는지, 그런 상

 * 논문 초고를 읽고 논평한 부산대학교 문준영 교수에게 감사드린다.

** 변호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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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작용 속에서 서울시헌장이 어떻게 작동, 변질되었는지 등을 구조적․동태적 관점에서 분

석함으로써 서울시헌장의 역사적 맥락이나 위상을 ‘지방-국민국가-동아시아’ 질서의 연계 

구조에서 재정립하고자 하였다. 한편 서울시헌장을 매개로 한 서울특별시 정책의 실패 원인

을 국내 정치 투쟁이나 이데올로기적 요인이라는 단일하거나 결정적 인자로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도 비판적으로 재검토하였다.

[주제어] 서울시헌장, 헌장, 법해석보고서, 서울, 특별시, 미군정, 지방자치, 국민국가, 

동아시아 

Ⅰ. 머리말

서울이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특별시로서의 명칭과 독립적 위상을 가진 기

원을 탐색하면 1946년 8월 ‘서울시헌장’이라는 법 텍스트를 만나게 된다. 

1945년 해방 직후 미군정이 시작되고, 1946년 8월 서울시헌장, 같은 해 9월 

군정법령 제106호가 공포됨으로써 그 전까지 한성, 경성이라고 불리던 서울

은 서울특별시로 명명되고, 경기도로부터 분리․독립되어 지금까지 이르렀

다. 그런데 미군정이 헌장(Charter)을 매개로 서울을 특별자유시(municipal 

corporation)1)로 명명하고 영구존속(perpetual succession)하는 불멸의 존재

처럼 만들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과연 서울은 특별한 공간이 되어야 했

는지, 당대 동아시아 질서 속에서 서울시헌장의 함의는 무엇인지 등의 의문

은 충분히 해소되지 못한 상태이다.

서울시헌장을 주요 소재로 삼은 선행 연구를 보면, 법학에서는 서울시헌장

을 현대적 지방자치규범의 초기 사례로 언급하거나, 역사학에서는 서울시헌

장을 통한 서울특별시 정책을 일본제국주의 잔재 청산, 미국․미군정 대한정

책의 하위 과제 수준에서 고찰해 왔다. 그럼에도 양자 모두 미군정 주도의 

서울시헌장, 서울특별시 정책, 지방자치 정책 전반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거

나,2) 실패로 평가해 왔다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3) 실패의 원인을 분

1) 서울시헌장 영문본의 ‘municipal corporation’은 국문본에서는 ‘특별자유시’로 번역되어 있다.

2) 한편 긍정적 서술로는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육백년사� 권5(서울특별시, 1983), 102~103면.

3) 손정목, �한국지방제도․자치사연구� 하권(일지사, 1992), 111면; 구병삭, �주석 지방자치법(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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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함에 있어서 “미군정의 의지는 발표나 공표 그 이상이 아니었다”4)라고 하

면서 미군정이라는 외부 타자의 주관적 요인을 강조하거나, 심각한 좌익세력

의 파괴활동으로 인한 사회질서 문란,5) 좌우 대립의 결과,6) 미군정의 우파 

육성 정책7) 등 이데올로기적 원인으로 귀속시켜 왔다. 기존 연구의 문제는 

논의의 기초가 되어야 할 서울시헌장이란 객관적 법규범 자체에 관한 분석 

작업은 생략한 채 ‘좌익 대 우익’이란 이데올로기적 도식에 따른 분석에 머물

렀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서울시헌장이 서울이라는 공간에 국한된 국지적 지

방 차원의 자치규범에 불과했던 것처럼 전제한 뒤 서울시헌장이 이를 둘러싼 

정치․경제․사회 환경 속에서 어떻게 탄생, 작동, 침식되었는지를 분석하지 

못하고, ‘지방-국민국가-동아시아’ 질서라는 일종의 연계 구조 내에서 조망

하지도 못했다.

따라서 이 글은 법규범 내재적 시각을 기본으로 서울시헌장의 객관적 문

언을 심도 있게 분석한 다음, 이를 서울과 중앙정부, 지방자치와 국민국가의 

관계라는 틀 안에서 이해하고, 해당 법규범을 둘러싸고 있는 제반 국내․국

제적 환경은 서울시헌장과 어떻게 상호작용했는지, 상호작용 속에서 서울시

헌장이 어떻게 작동, 변질되었는지 등을 구조적, 동태적 관점에서 보고자 한

다. 법질서와 정치․경제․사회적 환경간의 역학, 지방자치와 국민국가의 사

이에 존재하는 근원적 긴장 관계 등을 포착함으로써 서울시헌장의 역사적 맥

락이나 위상을 지방-국민국가-동아시아 질서의 연계 구조에서 재정립하고

자 함이다. 한편 이 과정에서 서울시헌장을 매개로 한 서울특별시 정책의 실

패 원인을 과연 국내 정치 투쟁이나 이데올로기적 요인이라는 단일하거나 결

정적 인자로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도 재검토될 것이다.

판)�(박영사, 1991), 68~69면; 김동훈, �지방의회론(수정판)�(박영사, 2002), 201~202면; 오동석, 

｢지방자치제의 형성과정-해방 후부터 지방자치법 제정까지-｣, �공법연구� 31-4(한국공법학회, 

2003), 59면.

4) 김수자, ｢해방후 미군정의 서울시 고문위원회 구성과 ‘자치도시’ 공표(1945~48)｣, �서울과 역사�

97(서울역사편찬원, 2017), 258면.

5) 김동훈, 앞의 책, 202면.

6) 오동석, 앞의 논문, 59면.

7) 김수자, 앞의 논문, 2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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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서울시헌장 국문본의 발견 및 분석

서울시헌장의 탄생 배경을 비롯하여 역사적 함의, 실패 여부와 원인 등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서울시헌장의 내용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헌장의 전문이 온전

히 남아있는지와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는 해방 후 약 70년이 지난 최근까지

도 제대로 파악되지 못했다. 기존 연구는 사료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당시 

신문기사를 통하여 서울시헌장의 개요 정도만 파악한 수준이었거나,8)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에 소장된 미군정기 관보철을 통하여 서울시헌장 중 영문본

만 확인한 상태였다.9)

그런데 최근 서울시헌장의 전문-영문본과 국문본-을 모두 볼 수 있게 되

었다. 국립중앙도서관(www.nl.go.kr) 해외수집기록물란에 있는 ‘The U.S.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자료를 검색하면 서울시헌

장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다.10) 위 자료에 포함된 미군정청 관보철 중 하나

(Korea Official Gazette Miscellaneous Vol. 1.)에는 서울시헌장의 영문본과 

국문본이 모두 존재하는데, 국문본 표지에는 ‘서울市憲章’, 영문본 표지에는 

‘CITY CHARTER’11)라고 되어 있다. 영문본은 이미 발견된 일리노이대학

교 소장본12)과 동일하다.

1. 서울시헌장의 내용과 문제점

미군정청 관보에 편철된 서울시헌장 영문본은 총 7개의 Title, 총 59개의 

8) 손정목, 앞의 책, 105~106면.

9) 최정태, �한국의 관보-조선조에서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까지-�(아세아문화사, 1994), 122면.

10) 서울시헌장 전문은 국립중앙도서관(www.nl.go.kr) 해외기록수집물란에 올려져 있는 ‘NARA(The 

U.S.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자료를 검색하여 ‘RG 56 General records 

of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 Country Files 1934-59, Korea Official Gazette 

Miscellaneous Vol. 1.’에 수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 정리한 것이다.

11) 본문에서는 ‘CHARTER OF THE CITY OF SEOUL’로 되어 있다.

12) 미군정청, �미군정청관보-Vol. No.1, Sept.1945-Sept.1946�(원주문화사, 198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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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으로 구성되어 있고, 반면 국문본은 총 7개의 장, 총 58개의 조로 구

성되어 있다.13) 이번에 확인된 서울시헌장 국문본을 기준으로 하면, 개요는 

다음과 같다.

① 제1장은 시의 명칭, 시의 구역, 시의 권한 전반, 일반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14) ② 제2장은 시 간부 직원을 열거하고, 선거직원 및 그 임

기, 시 직원이 국외여행이나 결원인 경우, 시의 직원이 될 수 있는 자격, 시 

직원 등의 신원보증, 참사회의 권한,15) 참사회의 인원․보수․의사, 휴직과 

파면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시 조직의 인적 구성 방법은, 선거직과 시장 등

이 임명하는 임명직으로 크게 구분되어 있는데, 시장 1명, 총 15명을 초과하

지 않는-다만 1947년 총선거까지는 8명- 참사회원, 회계검사관 1명, 법무관 

1명, 재정관리관 1명은 선거에 의하도록 한 것이 특이하다. ③ 제3장은 참사

회에 의한 입법 절차, 이와 관련된 시장의 승인․불승인․거부․삭감의 권한 

및 그 절차, 기록의 공개 및 법안․결의안의 효력, 긴급안건 등에 대하여 규

정한다.16) ④ 제4장은 참사회, 각 회, 각 위원회, 각 부장 및 역원이 가지는 

권한과 직무, 심문․조사․호출권, 행정사무 불간섭 원칙, 행정법규, 면허․

감찰 등을 규정한다.17) ⑤ 제5장은 선거로 임명되는 시장, 시법무관, 재정관

13) 이 글에서는 분량의 문제로 영문본과 국문본의 목차 대비는 생략하였다.

14) 시의 권한과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제2조를 보면, “…본 시는 시정 시직원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그의 필요 편의에 의한 부수 법규를 제정 실시할 수 있으며, 道府에 부여된 권한을 有하며 

그 권한은 본령에 의하여만 제한할 수 있음 … (중략) … 본령에 게기한 권한은 그에만 제한하는 

취지는 않임”이란 부분이 주목되는데, 참사회의 권한이 비교적 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15) 제9조 중에는 “시의 권한은 본령의 규정을 일반시민에게 보류된 권한 又는 특히 직원회, 위원회에 

부여된 권한 이외에는 참사회가 此를 향유하야 본령의 규정에 의하야 행사함”이라고 규정하여 제2

조처럼 참사회에게 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16) 대표적으로 제13조는 “참사회의 사무집행은 시령 又는 결의에 의하며, 결의는 서면으로 제출하야 

출석투표자의 과반수로써 체결함. 입법수속은 시령의 형성에 의할 것이며 시령 初頭에는 ｢서울시

민의 민의에 의하야 제정함｣이라고 冒書함”이라고 한다. 제16조는 “선거권, 권리양도, 공채발행 及 

토지의 매매임대차에 관한 법안은 긴급안건으로 의결함을 不得함 … (중략) … 재산권보장, 보건안

전에 직접 필요한 건과 일정한 기한 내에 처리하도록 법률상 규정된 사항은 본령 긴급안건으로 

함”이라고 규정한다.

17) 제17조에서는 “회 又는 위원회의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에 기증 유증 기타 방법으로 인하야 취

득되는 부동산 及 동산은 시에 귀속됨”이라고 규정한다. 제18조는 “각 부장은 행정관장, 소속회 

及 위원회를 통하야 左記 제 법안을 참사회에 제출함. 부여된 권리를 행사하며 부과된 의무를 이행

함에 필요한 건. 소관 하에 있는 개인상사회사에 대한 제반 허가 기타의 행위에 관한 수수료 기타 

요금의 설정 개정에 필요한 건”이라고 규정한다. 제20조는 “시장과 참사회는 조사 목적 외에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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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관, 회계검사관 등의 권한과 직무, 선거직의 보좌관 및 그 직원, 시장이 임

명하는 행정관장의 권한과 직무를 규정한다.18) 선거를 통하여 임명되는 시

공무원이 적지 않고, 다양한 유형이라는 점이 독특하다. ⑥ 제6장은 시장 아

래의 각 부나 국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7~8개의 부(Department), 2개의 회

(Board)가 있다. 각 부․국은 공영부(營繕保管局, 不動産局 포함), 경찰부, 

소방부(放火局 포함), 학무부, 공익사업부, 보건위생부, 후생부, 상공부/상공

국19)가 있다.20) 경찰부는 조문명만 남아 있고, 내용이 전혀 없다. 시법무관

이 임명하는 검시관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있는 점이 이채롭다. 각 회는 교

육회, 허가소원회(許可訴願會)가 있다.21) 교육회에는 학교관리관, 도서국이 

있다. ⑦ 제7장은 시장이 임명하는 각 위원회, 인사처, 시의 예산․회계 절

차, 봉급, 기금 융통, 부채의 제한, 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헌장의 효력 발

생일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위원회(Commission)는 공원위원회, 예술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다.

그런데, 영문본과 국문본의 각 조문을 대조하면 몇 가지 문제가 발견된다. 

영문분과 국문본상 동일 조항의 내용이 일부 다르거나, 영문본과 국문본의 

번역이 조금 다른 뉘앙스를 지니고 있는 경우가 발견된다. 대표적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22)

관장, 선거역원, 회 及 위원회의 책임행정 사무 及 임무 등에 관하여 당해 책임자를 통하야 此를 

취급함. 각 회, 위원회는 그 소관행정사무에 관하야는 조사 목적 이외에는 그 수석집행관을 통하야 

此를 행함”이라고 규정한다. 제21조는 “참사회는 각 부서의 직무권한 수속 방식을 명세상술한 행정

법규를 제정하야 출판 발포함을 得함”이라고 규정한다.

18) 제23조는 “시장은 최고집행기관이며 법규에 의한 사령장이 발행됨. 시장은 선거역원으로 보수는 

월봉  원, 연봉  원임. 시장은 금 25,000원의 보증금을 요함 … (중략) … 시장은 본령의 규정에 

의하야 각 위원 及 기타 간부 역원을 임명함 … (중략) … 시민의 생명재산, 안녕질서, 又는 시의 

재산을 脅威하는 긴급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여하 부문이라도 

소집 조직 지휘할 권한 직무를 有함”이라고 한다.

19) 조문명은 ‘상공국’으로 되어 있지만, 해당 조문 본문에는 ‘상공부’로 되어 있다.

20) 제44조는 “공익사업부는 공익사업관리자가 此를 담임하고 관리자의 보수는 연봉 원으로 하며, 시

장이 임명 파면할 수 있음”이라고 규정한다.

21) 허가소원회의 경우, 제48조에서 “허가 또는 면허를 출원한 자가 그 소관부서에서 그 발행이 거부 

又는 취소된 경우 혹 何人이라도 허가면허가 下付되면 그 운영의 결과 자신 又는 일반사회의 이익

에 해를 당한다고 사료하는 경우에는 此를 허가소원회에 소청할 수 있음.”이라고 규정한다.

22) 그 밖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① 시청 직원 등의 보수에 관한 부분인데, 영문본에서는 금액이 

모두 특정되어 있는 반면, 국문본에는 금액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다. ② 영문본 제13조의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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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문본 제2조 중에는 “현행 법령 及 결의는 本令과 모순이 無한 限 此

를 개폐할 시까지 依然有效함”라는 부분이 있는데, 영문본 제2조 중에는 이

에 상응하는 문장이 없다. 또 국문본 제3조 단서는 “단 본령 또는 본령에 의하

여 제정된 명령에 별단의 규정이 있을 시는 此限에 不在함”이라고 규정하는

데, 영문본 제3조를 보면 이러한 단서에 상응하는 문장23)이 없다. ② 영문본 

제36조는 ‘Police’라는 조문명 아래, 본문 내용으로 “The police department 

shall have all the powers and duties that are now and that may hereafter 

be conferred on the police department at provincial level24)”이라고 기재되

어 있는 반면, 국문본에는 조문명으로 “경찰부”만 남아 있고, 본문 내용이 

아예 없다.25) ③ 국문본 제58조의 경우, “此 헌장은 1946년 8월 붙어 유효

함”이라고 한 반면, 영문본 제59조는 “This charter shall take effect at 

twelve o’clock noon on tenth day of August, 1946.”26)으로 되어 있다.

이같이 영문분과 국문본이 같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영문본 및 국문본

의 제13조처럼 조문명의 누락은 단순 실수로 보이고, 영문과 국문의 뉘앙스

가 일부 다른 것은 번역의 미숙함으로 보이지만, 국문본 제2조의 일부, 영문

본 제36조와 해당 부분 국문본과의 차이점 등은 단순 실수로 단정하기 쉽지 

않다. 헌장수여식이 8월이 아니라 11월 21일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있었다는 

점, 11월 21일 헌장수여식에서 언급된 서울시헌장은 총 58개의 조문이라고 

당시 신문에 보도되었던 점,27) 영문본과 국문본의 관보 인쇄상태를 육안으

명 “Action by Resolution or Ordinance”가 국문본 제13조에는 누락되어 있다. ③ 영문본 제51조 

마지막의 “The commission shall supervise and control the expenditure of all appropriation made 

by the board of supervisor for music and the advancement of art or music” 부분이 국문본에는 

없다.

23) 즉 “unless a different procedure is provided in, or by ordinance enacted under authority of, the 

charter”식의 문장이 없다. 이 문장은 후술하는 사법부 �법해석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다.

24) “경찰부는 지방의 도 차원에서 경찰부가 가지는 모든 권한과 직무를 가짐” 정도로 해석된다.

25) 영문본 제36조 경찰부(Police)가 국문본에는 조문명만 있고 그 내용이 없으니, 영문본 제36조 이하

부터는 영문본과 국문본의 조문이 정확히 상응하지 않게 되었고, 그 결과 영문본은 총 59개의 조

문, 국문본은 총 58개의 조문이 되었다. 즉 제1조부터 제35조까지는 영문본과 국문본이 동일한데, 

영문본 제36조부터는 국문본과 상응하지 않는다. 한편 1946년 11월 21일에 있었던 헌장수여식에 

대한 신문기사를 보면, 총 조문 수를 58개로 특정한 것으로 보아, 헌장수여식에서 언급하는 시헌장

은 국문본일 가능성이 더 높다.

26) “1946년 8월 10일 정오 12시부터 효력 발생” 정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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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확인하면 상단 및 하단에 인쇄된 관보 서식의 문자와 글자체가 조금 다른 

점,28) 영문본은 효력발생일이 ‘8월 10일’로 정확히 특정된 반면 국문본의 효

력발생일은 그저 ‘8월’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영문본과 국문본이 각

각 다른 일시에 완성되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29) 즉 후술하는 �법해석보고

서�에서 보듯이 1946년 4월경 이미 서울시헌장 초안이 존재하였으므로 영문

본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완성되었고, 이를 국문으로 번역하고 내용을 검토

하던 중, 미군정청이 8월 10일 공포를 급히 서두르다 보니 영문본만 8월 10

일자 관보로 공포되었고, 국문본은 조금 뒤에 일부 수정작업을 거쳐 완성되

었음에도 일시만 8월 10일로 소급하여 인쇄한 다음 관보 형식을 갖추어 관

보철에 추후 편입되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30)

특히 국문본에서의 경찰부(Police)의 경우, 내용이 없고 조문명만 남아있

다는 사실은, 당시 역사적 사건들과 연계시키면 하나의 가정을 해 볼 만하다. 

1946년 9월 17일 서울의 경찰행정을 관할하는 수도관구경찰청이 신설되어 

제1관구 경찰청(경기도관할)과 분리된 점,31) 1946년 10월 23일 법령32) 제

114호 �道기구의 개혁� 제5조에서 “道경찰부는 此를 폐지함. 도지사는 임무, 

27) �대동신문� 1946년 11월 21일, “서울특별시헌장, 전문 7장 58개조”.

28) 영문본은 Official Gazette, USAMSIK Charter City of Seoul 10 Aug 1946 인 반면, 국문본은 

Official Gazette, USAMSIK Charter City of Seoul 10 Aug 46 이다.

29) 일부 신문(�대동신문� 1946년 11월 21일, “서울특별시헌장, 전문 7장 58개조”)은 “제58조 ｢此 헌

장은 1946년 8월 14일 오후 12시로부터 유효함｣으로 끝마치었다”라고 했으므로, 필자가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국문본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

30) 손정목은, 미군정이 상당 기간 서울시에 헌장 전문을 내려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8월 14일에 

미군정이 한글로 된 헌장을 실제 작성, 보유하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표시했다. (손정목, 앞

의 책 105면 참조); 당시 신문을 보더라도 “신생 서울특별시를 운영 해 나가는데 기본 법규가 될 

특별시헌장의 국역분이 요지음 번역을 마치고 사법부의 승인을 얻었으므로 20일 시로부터 그 전문

이 발표되었다”(�대동신문�, 1946년 11월 21일 “서울특별시헌장, 전문 7장 58개조”)라고 한다.

31) 이에 대하여는, 서울시사편찬위원회, �서울특별시사-해방후 시정편�(서울특별시, 1965), 737, 910

면; 수도관구경찰청, �해방 이후 수도경찰발달사�(수도관구경찰청, 1947), 175, 179면 참조. 한편 

1946년 9월경 신문 등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군정청 경무부에서는 17일부로 기구를 

개혁하는 동시에 경찰간부의 대이동을 단행하였는데, 금반의 이동은 주로 과거 왜정시대에 있어서 

경찰간부로서 자기 일개인의 영달을 위하여 민족운동을 방해하거나 혹은 인권을 유린한 자로 일반 

민중의 원성이 적적한 자를 단호히 이번 기회에 제거하고 사회의 신망이 두터운 인물을 등용하여 

배임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라 한다.” [�조선일보� 1946년 9월 21일, “경찰기구 개혁으로 경찰간부 

대이동”(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자료 대한민국사 권3’에서 인용)]

32) ‘ordinance’는 군정법령 또는 법령으로 번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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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 문서, 재산 及 직원은 道경찰부와 동등의 권한이 有한 경무부 소속 각 

管區경찰청에 이관함.”이라고 규정한 점, 1946년 10월 23일 시작한 朝美공

동회담에서도 경찰 문제가 집중 논의되었던 점33)을 고려하면, 1946년 9

월~10월경 경찰 조직․기구의 전반적 변경은 서울시헌장 영문본 ‘Police’ 항

목의 수정 작업을 필요로 했고, 영문본의 해당 부분 내용이 삭제되어 국문본

과 같이 잠정적으로 정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 부분의 내용 부재는, 

단순히 경찰권을 누가 가지고 통제하는가의 ‘경찰권의 소지자․행사자’ 문제

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은 경찰권이라는 것이 지방자치와 국민국가의 상

호 관계에 있어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쟁점 중 하나이고, 양자의 긴장․충돌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는 지점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34) 

다시 텍스트 자체로 돌아가면, 영문본과 국문본의 불일치라는 문제는 영문

본과 국문본간의 우열 내지 효력 순위 문제도 야기한다.35) 영문본과 국문본

이 만약 실제로는 동시에 공포된 것이 아니라면, 혹시 뒤의 국문본은 앞의 

영문본에 대한 사실상의 정정(訂正)으로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인지의 고민

도 하게 만든다.

결국 위와 같이 서울시헌장 원문이 전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규범 

자체에 내재한 결함이 확인되었다. 이 문제는 서울시헌장의 현실적 규범력을 

약화시키는 본질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결코 사소하지 

않을 수 있다.

33) 이에 대하여는, 국립중앙도서관 해외기록물, RG 407 Records of The Adjutant General’s Offfice, 

1905-1981, Administrative Service Division, Operation Branch, Foreign(occupied) Area Reports, 

1945-54, Summation Of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Activities in Korea, No. 13, 

October 1946. 13면; �동아일보�, 1946년 11월 19일 “경찰행정을 검토, 조미공동회담서 발표” 참조.

34) 이에 대하여는 후술하는 �법해석보고서� 의견(opinion) 제281호 참조.

35) 태평양 미국육군총사령부 포고 제1호 제5조에 따르면, “군정기간 중 영어를 가지고 모든 목적에 

사용하는 공용어로 함. 영어와 조선어 또는 일본어 간에 해석 又는 정의가 不明 또는 不同이 生한 

때는 영어를 기본으로 함”이라고 한다. 이후 1947년 6월 28일 행정명령 제4호에 따라 1947년 7월 

1일부터 남조선과도정부의 공용어는 조선어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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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헌장의 모델

그동안 서울시헌장의 규범적 모델(model)에 관하여는 아예 무관심하거나 

샌프란스시코 시헌장을 모방한 것36)이라는 주장이 통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검증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샌프란시스코 시헌장을 검

색하여 1943년 기준 ‘Charter of the City and County of San Francisco’37)과 

비교하였다. 비교한 결과, 몇 개 조문을 제외하고는, 목차, 조문명, 각 조문의 

문장 표현이 거의 동일했다.38) 전반부에서는 목차나 조문명이 동일하다가, 

후반부로 가면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양자간 차이는, 샌프란시스코 시헌장에

서 부(Department)로서 다양한 권한과 기능을 지닌 기구가 서울시헌장에서

는 부(Department)와 위원회(Commission)로 분화되거나, 상대적으로 조금 

더 축소된 기능을 담당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양자의 구조와 조문별 내용을 보면, 일견 양자간 공통점이 차이점을 압도

한다. 그렇다면 샌프란시스코 모델에 따라 서울시헌장을 만든 작업은 당시 

서울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졌다고 단언하기는 어렵

다. 미국의 도시 중 왜 굳이 샌프란시스코 모델이 선택되었는지도 알 수 없

다. 본래 자치는 ‘균질성․통일성․일반성’보다는 ‘다양성․특수성․특별성’

에 더 초점을 두는데 두 헌장간 문언적 유사성은, 자치의 근본 취지를 반감

시킨다. 더구나 샌프란시스코 시헌장은 다양하고 복잡한 기구를 채용하고 있

36) �동아일보� 1947년 12월 21일, “서울시장 김형민, 시자치문제에 관해 기자회견” 참조.

37) 이하에서 ‘샌프란시스코 시헌장’으로 약칭한다. 샌프란시스코 시헌장 원문은 ‘Charter of the City 

and County of San Francisco’, re-published by Authority the Board of Supervisors, DAVID A. 

BARRY, Clerk of the Board, 1943.에서 발췌하였다.

38) 서울시헌장 영문본을 보면, 샌프란시스코 시헌장의 문장과 대부분의 표현이 동일하다. 대표적으로 

제1조를 본다. 서울시헌장 제1조는 “Section 1. The City of Seoul is hereby constituted a 

municipal corporation to be known as SEOUL.  The boundaries of the municipal corporation 

are the present limits of the City of Seoul consisting of Following eight districts: Choong Koo 

……and Yung doung Po Koo, and as such may be extended as provided by law.”이고, 샌프란시

스코 시헌장 제1조는 “Section 1. The City and County of San Francisco Shall Continue as a 

municipal corporation known by name as San Francisco. The boundaries of the municipal 

corporation are those set forth in the Political Code of California and as such may be extended 

as provided by law.”이다. 양자간의 조문별 대비는 분량의 문제로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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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수회 개정을 하면서 토착화된 규범으로 보이는 이상, 서울에서 즉각 실행

하기에는 곤란한 부분도 상당히 있었다.39)

반면, 양자의 미세한 차이도 무시할 수 없다. 대표적으로 서울시헌장에서 

부(Department)의 나열된 순서를 보면 ‘공영부(영선보관국, 부동산국), 경찰

부(검시관), 소방부, 학무부(교육회, 학교관리관, 도서국), 공익사업부, 보건

위생부, 후생부, 상공국(부), 허가소원회, 공원위원회, 예술위원회, 도시계획

위원회, 인사처’순으로 되어 있어, 샌프란시스코의 순서와는 조금 다르다. 당

시 미군 제40군 군정중대 문서를 살펴보면, 식량, 도로, 소방, 교육, 쓰레기, 

전염병, 보건 등이 서울시의 고질적 문제처럼 상시 대두되었고, 서울시 군정

관 월슨(James E. Wilson)의 성명서에서도 첫 번째 업무로 도시 청소를 언급

하였으며,40) 1946년 4월 5일 신문기사를 보면 전 뉴욕시장이었던 라가디아

가 윌슨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도시의 재건이 이야기 소재처럼 등장했다.41) 

이는 서울의 주요․긴급 당면 과제를 감안하여 부․국․회를 선별해 설치하

고 각각의 중요도에 따라 순차 조문화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 검시관, 

학무부의 일부분, 인사처 부분도 샌프란시스코 시헌장과는 다르다. 참사회원

의 수도 최초 8명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아마 당시 서울시가 총 8개의 구(區)

로 구획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42) 한편 서울시헌장의 공영부와 소방부 

부분은, 1946년 8월 7일 법령 제104호 �토목부의 설치�와의 연계성도 느껴

진다. 즉 서울시헌장은 샌프란시스코 모델의 광범위한 모방이면서, 동시에 

미묘한 변형과 개성도 지니고 있다.

한편, 샌프란시스코 모델의 광범위한 모방․차용을 부정적으로만 평가하

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양자의 강한 유사성은 서울시헌장의 현실적 

적응력을 떨어뜨리는 부정적 측면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서울시헌장은 샌프

39) 예를 들면, 회계검사관, 법무관, 재정관리관을 투표로 선정하는 것(제5조) 등은 당시 긴급한 당면과

제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40) 서울역사편찬원, 앞의 책, 122면 이하 참조.

41) 1946년 4월 5일 �한성일보�, “명랑 서울시를, 전 뉴욕시장 라씨 윌손 시장을 격려”.

42) 한편 참사회원의 총원은 15명을 초과할 수 없다(제10조)고 하는데, ‘15’라는 숫자는 샌프란시스코 

시헌장의 영향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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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시스코 모델의 강한 민주성, 진보성을 승계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기 때

문이다. 이러한 특징은 영문본 제44조(국문본 제43조)에서43) 두드러진다. 이 

조항은 공익사업부의 설치 목적이나 정책적 지향을 명시한 조항이다. 일단 

다른 부․국의 경우에는 이처럼 설치 목적 내지 정책 방향을 적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 조항은 그 자체로 낯설기 때문에, 서울시헌장은 샌프란스

시코 시헌장을 단지 복제하였다고 비판받을 만하다. 하지만, 다른 한편 당시 

서울시의 공익사업과 재원 확보가 긴급한 당면 과제였고, 미군정이 그 중요

성을 인식했기에 특별히 차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이상, 이 조항의 진보적․

실용적 측면을 무시할 수도 없다. 

결국 중요한 점은 양자의 유사성/차별성의 정도가 아니라, 법규범과 법규

범을 둘러싼 제반 조건․환경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진행되어 갔는가에 있다. 

강한 유사성에 혼재된, 낮은 현실적응력이라는 음(-)과 높은 민주성이라는 

양(+), 이러한 두 힘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우위를 점할지 여부는 이후 시헌장

을 둘러싸고 펼쳐지는 제반 정치․경제․사회적 환경, 실행 주체의 의지, 역

사적 시간에 달려 있었다. 

43) 서울시헌장 국문본 제43조는 “공익사업부. 제43조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은 市가 취득

하야 결국 市에 歸하여 한다는 것은 市民의 명백한 목적이며 의도임.”이고, 서울시헌장 영문본 제

44조는 “Public Utilities Department. section 44 It is declared purpose and intention of the 

people of the city, when public interest and necessity demand, that public utilities shall be 

gradually acquired and ultimately owned by the city.”이고, 샌프란시스코 시헌장 제119조는 

“Public Utility Policy. Section 119 It is declared purpose and intention of the people of the city 

and county, when public interest and necessity demand, that public utilities shall be gradually 

acquired and ultimately owned by the city and county. Whenever the board of supervisors, as 

provided in sections 101 to 104, inclusive, of this charter, shall determine that the public interest 

or necessity demands the acquisition, construction or completion of any public utility or utilities 

by the city and county, or Whenever the electors shall petition supervisors, as provided in 

section 105, 179 and 180 of this charter, for the acquisition of any public utility or utilities, 

the supervisors must procure a report from the public utilities commission thereo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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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서울시헌장의 탄생 맥락 또는 배경

이상의 규범적 내용과 문제를 지닌 서울시헌장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준비 

과정을 거쳐 1946년 8월에 발표되었는지 등 탄생의 맥락이나 배경, 과정에 

관하여는 지금까지 자세히 연구되지 않았다.

서울시헌장 탄생의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울시헌장이 미군정

에 의하여 특별발표된 1946년 8월 이전의 국내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

하다. 주한미군사44) 등에 의하면, 해방 후 1년으로 접어드는 1946년 서울의 

상황은, 일본인들의 철수, 북조선과 만주에서 서울로의 대거 주민 이주, 전염

병 만연, 경제 혼란, 미군정에 대한 비난 팽배 등으로 요약된다.45) 한편 미군

정에서 파악하고 추진했던 지방 제도 분야만 국한하여 보더라도, 지방과․지

방행정처의 설치와 폐지가 반복되었던 이상,46) 초기부터 준비된 정책 기조

가 존재했는지 여부는 다소 불확실해 보인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해방 후 

어느덧 1년으로 접어 들었지만 여전히 혼란한 국내 상황 하에서, 그리고 미

군정의 다소 불명료해 보이는 정책 기조 아래에서, 어떻게 서울시헌장이라는 

획기적인 법 텍스트가 등장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인지 서울시헌장은 8․15 

해방 1주년을 맞이하여 미군정에 의하여 급조된 것에 불과하고, 소위 정치적 

이벤트 정도로 저평가하는 입장이 대체로 통용되어 왔다.47)

그러나 서울시헌장의 1946년 8월 14일자 특별발표를, 당시 아무런 사전 

지식 없던 서울시민들에게 갑자기 등장한 환심 정책 내지 급조된 법규범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우선, 1945년 11월 17일부터는 윌슨(James E. Wilson) 

중령이 지휘하는 제40군정중대가 서울시 행정을 담당하게 되는데,48) 윌슨의 

44) 이에 대하여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에 있는 ‘미군정기 자료 미군

정사’를 활용하였고, 이 사이트의 국역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45) 국사편찬위원회, �주한미군사 1�(국사편찬위원회, 2014), 447~448면; 안진, �미군정과 한국의 민주

주의�(한울아카데미, 2005), 174면; 이혜숙, �미군정기 지배구조와 한국사회�(선인, 2008), 553면.

46) 이에 대하여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 베이스 �주한미군사�, 권3, 제2장 중앙정부 설립, 기

획과(planning Section) 참조; 국사편찬위위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주한미군사�, 권3, 제2장 중앙

정부의 설립, 지방과(provincial Affairs Section) 참조.

47) 대표적으로 손정목, 앞의 책, 102면; 한편 8월 14일자 공보부 특별발표에 대하여는 �대중일보�, 

1946년 8월 17일, “서울시를 특별시로, 도서 이탈 자치제 실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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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성명서 내용 중에는, 다음과 같이 헌장에 대한 언급이 분명히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곳은 조선의 수도(principal city of korea)이다. 이곳은 숙련된 민주주의, 효율

성, 그리고 협동이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근면한 주민들에게 매우 질서정연한 행복

을 가져온다는 것을 아시아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아시아의 위대한 도시 중 한 

곳이 되어야 한다 … (중략) … 우리가 떠날 때 조선의 인민들이 전국을 다시 활성

화하기 위한 본보기로서 수도인 서울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서울의 

모든 기능을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

시 서울을 법적, 물리적, 정치적으로 재조직(reorganize)해야 한다. 나는 서울이 어

떠한 정치적 분파의 통제 아래 놓이지 않고 오직 중앙정부를 지키는 독립 도시

(independent city)로서 설립되어야 한다는 강한 신념을 갖고 있다 … (중략) … 

중앙정부의 보금자리이자, 조선에서 가장 큰 도시인 서울은 마침내 경기도의 관할

에서 벗어날 것이며, 워싱턴 DC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분리된(separate) 정치적 단

위로서 설정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시의 모든 차별적인 법령이 폐지되고 민주주의

의 한계 내에서 올바르게 작동한 법률체계를 서울시에 제공할 새로운 헌장(new 

charter)이 채택되어야 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이 헌장(charter)과 법령은 공평

한 과세와 자유롭고 보편적인 선거 그리고 포괄적인 교육체계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중략) … 끝으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서울의 모든 주민들에게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민주적 절차를 훈련시키는 것이다.49)

둘째, 미군정청에서 발간한 �법해석보고서�(�Selected Legal Opinions of 

The Department of Justice�)50)를 보더라도, 1946년 4월경에 이미 서울시헌

48) 최초의 서울시 군정관(Military Mayor of Seoul)은 제임스 킬로프(James S. Killouh) 소령이었고, 

11월 17일 윌슨 중령이 뒤를 이었다.

49) 서울역사편찬원, �국역 서울지역관할 미군정문서�(서울역사편찬원, 2017), 217~218면. 필자가 원

문을 참조하여 일부 표현을 수정하였다.

50)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Selected Legal Opinions of The Department 

of Justice, Seoul, 1948. 참조. 이를 ‘법견해선집’[고지훈, ｢주한미군정의 점령행정과 법률심의국의 

활동｣, �한국사론� 44(서울대학교, 2000), 209면], ‘유권해석선집’[조소영, ｢미군정청 사법부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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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51) �법해석보고서�의 의견 제281

호(opinion #281)를 보면, 당시 민정장관(Civil Administrator)과 군정장관

(Military Governor)이 “서울시헌장 초안(proposed charter for the city of 

seoul)”에 대하여 질의하자, 1946. 4. 26. 다음 의견이 제시되었다.52)

의견 제281호-1946년 4월 26일 

제목: 서울시헌장 초안

1. 서울시헌장 초안은 2가지 기본적 문제를 제기한다. 1) 미군정은 기존에 설립

된 통치 시스템을 재조직(reorganization)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나아

가야 하는가? 2) 그것은 다른 전통을 지닌 인민(people)들에게 우리의 관념을 

어디까지 투영, 부과시키게 될 것인가? 민주주의에 대하여 말하자면, 그것은 

서로 다른 형태로 등장한다는 점이 기억되어야 한다. … (중략) …

4. 개요(introduction) 제4항(par. 4)은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민주적 중앙정부 

수립과 동시에, 지방(道)정부 시스템의 수립 및 시 정부 시스템의 설립이 있을 

것이다.” 추측하건대, 이것은 헌법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한 경우, 

일반적 입법(general legislation)을 기다리지 않고, 서울시 정부를 설치하려는 

시도는 시기상조이다. … (중략) …

9. 초안에 대하여 문장별 분석은 고사하고, 조문별 분석은 가능하지 않다. 그러

나, 해당 초안은 일반적인 통치 구조에서 서울을 이탈시키는데, 그것은 道

(provinces)에도 관련되며, 그리고 이러한 혼란에서 기인하는 많은 문제를 일

으키고 새로이 까다로운 상황들을 많이 만들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능과 역할에 관한 실증적 연구-사법부 유권해석집 제1부의 정리와 자료를 중심으로-｣, �법사학연

구� 30(한국법사학회, 2004), 71면]으로 번역하는데, 이 글에서는 편의상,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

연구소, �미군정기 정보자료집-법무국 사법부의 법해석 보고서�(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97) 등에 의거하여 �법해석보고서�로 번역한다.

51) �법해석보고서�는 미군정청 사법부 내 법률심의국이 제시한 각종 법적 의견들을 사후에 선별하여 

1948년 8월 14일경 최종정리한 모음집이다. 이에 대하여는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문준영 외 2), 

｢대한민국 법원 재건 시기의 미군정 법률고문 ‘에른스트 프랭켈(Ernst Praenkel)’ 등 대한민국법원

의 재건 및 성립에 관한 인물들에 대한 연구 제1권 연구보고서｣(법원행정처, 2016), 150~151면 

참조.

52) �법해석보고서�는 ①권과 ②권으로 분책되어 있고, 영문으로 작성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분량 및 

이해 편의를 위하여 한글로 축약,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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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그 효과는 지방(道) 및 일반 정부 조직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 조직을 흐트러뜨릴 수도 있다. 여하튼, 그것은 조선인의 국가

(korean state)의 장래 형성에 있어서, 완전한(integral) 해결책이 아니라 부분

적(partial)인 해결책에 해당한다.

10. 다른 소견이 강구되어야 한다. 헌장이라고 불리는 그 문서는 그 전체를 놓고 

볼 때, 고도로 중앙집권적인 정부 시스템을 가진 국가에 있는 어느 동양의 

도시에 부여될 것이 아니라, 미국의 어느 도시에 채택되어야 할 헌장처럼 

읽힌다. … (이하 생략) …53)

 

윌슨의 1945년 11월 성명 및 �법해석보고서�의 1946년 4월 26일자 의견

을 종합하면, 서울시헌장 자체는 사전 준비 기간을 거쳐 만들어졌고 급조되

지는 않았다.54) 

그런데 서울시헌장의 사전 준비 작업이 있었는지 여부, 사전 작업의 충실

성 여부를 넘어서서, 다른 지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윌슨의 성명에

서 그가 사용한 단어와 그것들의 배치를 주목한다. 위 성명은 윌슨 개인의 

언어가 아니라 미국․미군정의 정책 기조를 대변하고 있다. 성명의 주요 어

구를 열거하면 ‘숙련된 민주주의, 아시아의 위대한 도시, 전국을 활성화하기 

위한 본보기, 재조직, 정치적 분파의 통제 아래 놓이지 않음, 독립 도시, 새로

운 헌장, 민주적 절차 훈련’ 등이 있다. 성명에 따르면, 조선은 미국적 민주주

의를 동아시아에서 구현하는 중요한 장소이고, 서울은 조선 전체의 본보기, 

핵심이므로 정파적 중립성과 독립성의 상징으로서 헌장이 필요하며, 이것은 

종국적으로 조선인을 위한 민주적 절차의 훈련이라는 말이다. 여기에 서울시

헌장 탄생의 배경과 맥락이 표출되고 있다. 서울시헌장은 단순히 서울이라는 

한 도시의 자치규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방(서울)-국민국가(조

선)-동아시아․세계(미국 등)의 연계 구조 속에서 조망되어야 마땅한 다의

53) Selected Legal Opinions of The Department of Justice(법해석보고서) 1권, 62~63면.

54) 한편 1992년 당시 서울시헌장 본문을 확보하지 못했던 손정목은 미군정 공보부의 특별발표를 근거

로, 시헌장의 효력발생일을 8월 14일 정도로 보았지만, 관보로 공포된 서울시헌장의 영문본을 기준

으로 본다면, 효력발생일은 8월 10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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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것이다. 한편 이러한 구조 속에서 우리는 특수 역사적인 미국적 민주주

의가 일종의 보편으로서 다가오는 장면도 목격하게 되고, 미국이 동아시아를 

바라보는 시각에 숨겨진 우월감, 오리엔탈리즘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위 법해석보고서 의견에서 주목할 점은 서울시헌장을 바라보는 

사법부 법률기초국(Legal Drafting Bureau)의 시각이다.55) 첫째로, 서울시헌

장이 그 자체로 서울시의 자치규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헌법구조, 

통치구조, 신생 국가의 구조와 직결된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 둘째

로, 서울시헌장을 매우 비관적으로 본다. 특히 “다른 소견이 강구되어야 한

다. 헌장이라고 불리는 그 문서는 전체를 놓고 볼 때, 동양의 고도로 중앙집

권적인 정부 시스템을 가진 국가의 어느 도시에 부여될 것이 아니라, 미국의 

어느 도시에 채택되어야 할 헌장처럼 읽힌다.”라는 부분은, 서울시헌장의 도

입을 반대하는 입장처럼 읽힌다. 

그러면 이렇게 회의적․비관적 평가는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일까? 또 다

른 미군정 법률고문인 프랭켈(Ernst Fraenkel)은 1946년 1월 24일에 “이 나

라와 민족은 실로 원시적이다 … (중략) … 우리는 아는 게 별로 없고 아마도 

결코 이해할 수 없을 사람들을 통치하는 일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는 법령과 

심지어 헌법적 법을 발포하고 서양적(occidental) 사고에 기초하는 제도들을 

확립하고 우리의 전통과 문명의 틀 안에서만 의미가 있는 관념들을 이 나라

의 정부에 적용하고 있다. 앞서 말한 것들이 가리키듯이 나는 우리의 노력

(의심할 여지없이 그 동기는 매우 선하지만)이 과연 이 프로그램을 발포하는 

자가 염두에 두고 있을 결과들을 가져올지 조금 회의적이다.”56)라고 말한 바 

있다. 결국 종합해 보면, 미군정은, 조선에 대하여 거의 알지 못했고, 그나마 

있는 미흡한 지식을 전제로 하더라도 서구 중심적이었으며, 미국적 제도의 

한국적 이식에 대하여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위 의견 중에서 

“역사적인 이유로, 시 자치에 대하여는 특별히 경찰권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55) 위 의견의 작성자(prepared by) 퍼글러(Charles Pergler)는 1946년 4월에 한국에 도착하여, 같은 

해 5월 22일 미군정청 사법부 법률심의국 수석법률고문에 취임하였다. 퍼글러에 대한 자세한 이력

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문준영 외 2), 앞의 글, 75~76면 참조.

56)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문준영 외 2), 앞의 글, 141~1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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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이 있어 왔다.”라고 언급한 부분도 주목되는데, ‘자치의 특수성․특별성 

대 국민국가의 통일성․일반성’의 구도가, 시헌장 자체의 개별적 내용 문제

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찰권 조직’이라는 해방 당시 첨예했던 정치현실

적 쟁점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서울시헌장은 급조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더 중요한 점은 서

울시헌장은 미국이 동아시아 정책을 본격적으로 형성하는 시점, 전후 국제 

질서의 재편 구도 하에서 탄생하였다는 사실이다. 서울시헌장은 미국 민주주

의의 동아시아적 적용과 이식의 규범적 상징이었고, 서울은 그러한 이상을 

실제로 구현하는 주요 거점 중 하나였다. 그래서 서울시헌장은 결코 단순한 

국지적 자치규범이 아니다. 그리고 이를 법규범적 차원에서 보게 되면, 서울

시헌장은 단순한 지방자치법령 수준을 넘어서서, 국가구조 및 헌법 차원의 

문제이기도 했다. 그래서 미군정 내부에서 매우 신중한 입장이 동시에 표출

되었다.

한편 서울시의 자치 논의가 오로지 미군정의 의중과 주도하에서만 등장했

던 것은 결코 아니다. 1945년 말부터 한국인들과 서울시 자체 차원에서도 

독자적 자치 문제를 논의해 왔기 때문이다.57) 그러나 그것은 서울시헌장처

럼 장문의 진보적인 법 텍스트를 전제로 한 것까지는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위 �법해석보고서� 의견과 같이, 미군정 내부에서조차 서울시헌장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이 분명 존재하고 있었다. 상황이 이러했다면, 서울시헌장 작

업은 왜 계속 추진되었고, 이후 특별 발표로 이어진 것일까? 미군정은 서울

시헌장을 “그것은 광복 1주년 기념일에 미 군정장관이 서울주민에게 주는 

특별선물”58)이라고 표현했는데, 특별선물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였

을까? 

1946년 여름경 콜레라의 만연, 폭우로 인한 교통․통신망 두절 등 각종 

재해 발생은 서울시민들, 나아가 남한 사람들에게 희망적 선물이 절실한 상

황이었음은 틀림없겠지만, 단지 이러한 외부적, 현상적 요소만을 서울시헌장

57) �자유신문�, 1945년 12월 5일 “완전자치 목표, 서울시제 개혁안을 제출”.

58) 손정목, ｢특별시와 직할시의 유래｣, �도시문제� 37-4(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2), 96~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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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추진 및 발표의 동기로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좀 더 거시적 배경을 고민

할 필요가 있다. 

앞서 윌슨의 성명서에서 드러난 ‘재조직(reorganize)’이라는 단어와 더불어, 

마침 �법해석보고서� 의견 제281호가 이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위 의견은 

첫머리에서 “미군정은 기존에 설립된 통치 시스템을 재조직(reorganization)하

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이

상, 서울시헌장 역시 미군정의 재조직(reorganization)59) 정책이라는 시각에

서 위상과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 당시 미군정 정책의 기조나 방향을 살펴

보자. 미군정장관 러취는 1946년 9월 11일에 개최된 조선인 각 부처장과 미

국인 각 부처장의 회의석상에서, 미군정이 이미 1946년 3월경부터 모든 직

능을 조선인에게 이양하는 ‘한국인화(Koreanization)’ 정책을 추진해 왔었다

고 명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60) 그리고 대표적으로 미군정 사법부의 경우

를 보더라도, “법무국의 명칭은 1946년 3월 29일 군정법령 제64호에 의해 

사법부로 바뀌었다. 하위 부처는 부가 국으로 공식적으로 바뀌었다. 이 명칭 

변경은 주한미군정청(재조선미군정청)의 모든 과에 적용되었다. 부에서의 기

능은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월 2일 군정법령 제67호에 의해 총무처

가 폐지되고 모든 법적 기능이 사법부장 휘하의 국가적 단계에 이전되고 통

합되는 재편(reorganization)이 단행”61)되었다. 따라서 서울과 전국 각 도

(道)를 아우르는 지방자치 차원에서의 재조직 정책은 늦어도 1946년경 초반

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된 것으로 볼 수 있고,62) 서울시헌장도 이러한 본격

적인 ‘재조직’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위 의견 제281호의 요청자(request 

by)가 민정장관(Civil Administrator)과 군정장관(Military Governor)인 점도 

59) ‘reorganization’을 ‘재조직’으로 번역한다. 당시 미군정관보에 실린 법령(ordinance)들을 읽어 보면, 

‘개혁’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의 ‘주한미군사’에서는 ‘재편’으로 

번역하였다.

60) �동아일보� 1946년 9월 13일, “각 부서의 직능이양 책임지고 직무를 수행하라, ｢러취｣ 장관 談”.

61) �주한미군사� 권3, 제5장 사법부 제7절 사법부의 재편: 조선인화 부분 참조.

62) 한편 다음과 같은 서술도 있다. “사법부와 경찰은 한국화(koreanization)가 가장 먼저 실시된 곳이

다. 주한미군사(HUSAFIK)를 보면 사법부의 한국화는 1945년 11월 미군정이 모든 것을 한국인들

에게 맡기고 고문으로 물러나 앉음으로써 완결되었다.”[브루스 커밍스 지음, 김주환 역, �한국전쟁

의 기원� 상권(청사, 1986), 2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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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정을 뒷받침한다.

또 지방자치 차원에서는 1946년 3월 이후, 서울을 비롯한 각 도․군․면

을 전반적으로 재조직하는 것이 불가피한 법제도적 상황이었다. 1946년 3월 

14일 법령(ordinance) 제60호 �지방회의 해산�은63) 기존의 도회, 부회, 읍

회, 면협의회와 군․도(郡․島)의 학교평의회를 해산하였는데, 이렇게 종전 

지방조직을 법적으로 해체해 버린 이상, 그러한 해체 상태가 지속될 수는 없

고, 논리적으로 당연히 재조직의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64)

종합하면, 서울시헌장 작업은 애초 ‘재조직’이라는 미군정의 기본 정책 하

에서 출발하였으나, 이후 미소공위의 무기 휴회, 좌우합작을 향한 미군정의 

미묘한 정책 방향 조정, 해방 1주년의 도래, 기상 이변 및 경제 상황 악화로 

미군정에 대한 반감 증대로 인하여 정치적 이벤트가 불가피했던 상황이 서로 

맞물려가면서 8월 14일 특별 발표라는 결과를 낳았다고 보인다. 한편 미군정 

법률고문들은 ‘자치의 특수성․특별성’이 ‘국가의 통일성․일반성’ 문제의 

이면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미군정청 최상층부도 그러한 인식을 이

해하고 온전히 공유했는지는 매우 의심스럽다. 서울시헌장 초안에 대하여, 

미군정 법률고문들로부터 회의적 시각이 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정

청이 1946년 8월 10일자 관보로 서울시헌장을 공포한 뒤 8월 14일에 특별발

표를 하였던 이상, 법률고문 집단과 미군정청 최상부 군인 집단 간에는 자치

와 국가 조직을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서, 간극이 있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63) 법령 제60호 �지방회의 해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1945년 8월 15일 이전 38도 이남에 

존재한 각 道會, 이하 別記하는 하급 府會, 邑會, 面協議會, 각 郡,島의 학교평의회를 玆에 해산함. 

제2조 도지사는 基 소관 내 지방회의 모든 자금, 기록, 재산을 지정한 군정관 또는 직원의 관리재산

으로써 보관, 통제 하에 두게 하고, 更히 조선군정장관의 지령이 有할 때까지 군정청재산으로써 

보관, 유지, 보호케 할 事. 제3조 본령은 공포 일시 10일 후에 효력을 生함.”

64) 이에 대하여, “이것은 해방 이후 사실상 상실된 지방의회의 기능을 제도적으로 확인할 것일 뿐이었

다. 결국 도지사․부윤․읍․면장의 집행기관만이 남아 군정의 명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였다”(오

동석, 앞의 논문, 57면 각주 37)라고 평가하는 입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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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서울시헌장의 전개

이제 미군정 지방자치 정책의 중요 작품이었던 서울시헌장이 이후 과연 

그 규범력을 실현했는지, 해당 법규범을 둘러싼 현실적인 제반 환경 안에서 

어떠한 양상과 과정을 거쳐 구체적으로 전개되어 나갔는지를 추적해 본다.

1. 서울시헌장과 법령 제106호의 관계

서울시헌장이 관보를 통해 공포되었다고 해서, 법적으로 완벽히 서울특별

시가 성립한 것일까? 서울시헌장 제1조는 기존 ‘경성부’를 ‘서울시’라고 칭한

다고 하면서, 통상 한성․경성이라고 불리는 도시에게 서울이라는 새로운 이

름을 부여하고, 내부 조직이나 기관 구성에 더 초점을 두고 있지, 경기도와의 

법적 관계를 명확히 설정하지는 않았다.65) 오히려 1946년 9월 18일 법령

(ordinance) 제106호 �서울특별시의 설치�66)가 공포되어 시헌장의 후속 조

치가 병행됨으로써 정식으로 서울은 경기도에서 분리․독립되었고, 법적으

로 ‘서울특별시’로서 탄생하였다.

그런데, 왜 헌장(charter)이 먼저 등장하고, 법령(ordinance)이 나중에 등

장하게 된 것일까? 헌장을 지방자치단체의 헌법규범으로 본다면, 이와 같이 

헌법 수준의 헌장이 법률 수준의 법령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등장하는 것이 

법논리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군정법령의 전체 체계를 놓고 본

다면, 헌장이라는 법규범 형식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미군정기의 제반 법

규범은 포고(Proclamation), 법령(Ordinance), 행정명령(Executive order), 

65) 서울시헌장에는 정확히 ‘서울특별시’라는 용어도 없다. 영문본을 보면, ‘municipal corporation’으

로 되어 있는데, 이를 국문본에서는 ‘특별자유시’라고 번역했을 뿐이다.

66) 해당 법령의 목차를 보면, 국문본은 “제1조 경기도 관할로부터 서울시의 분리, 제2조 특별시의 설

치, 제3조 본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관, 제4조 서울시의 관할구역, 제5조 시행일시”이고, 영

문본은 “1. Removal of seoul from jurisdiction of kyonggi, 2. seoul established as independent 

city, 3. transfer to effectuate purpose of ordinance, 4. districts within seoul, 5. effective date”이

다. 법령 제1조에서는 “서울시를 경기도관할로부터 분리함”, 제2조는 “서울시는 조선의 수도로써 

특별시로 함. 서울시는 도와 동등한 직능 及 권한이 有함”이라고 규정하고, 제5조는 “본령은 공포 

후 10일에 효력이 生함”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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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 등이 있었는데, 헌장은 이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고, 미군정기 여

러 법규범에서 헌장이란 형태를 취한 사례는 서울시헌장이 거의 유일하기 때

문이다. 따라서 서울시헌장이 애초 법령(ordinance)의 형식을 취하지 않았던 

이유 및 법령 제106호와 동시 공포되지 않고 헌장이 법령 제106호보다 1달 

정도 먼저 공포된 이유에 대하여도 의문이 생긴다.67) 법령 제106호보다 헌

장(charter)이 먼저 등장했던 상황만 놓고 보면, 미군정의 8월 서울시헌장 공

포는 그 정치적 배경을 의심할 만하다. 손정목도 “군정 1년간의 실정에 따가

운 비판을 가해 온 서울 시민들의 환심을 사겠다는 것”68)이었다고 냉소적으

로 말하였다.

그런데 법규범적 차원에서 볼 때, 실질적인 문제는, 헌장(charter)와 법령

(ordinance)이 제정․공포된 선후가 아닐 수 있다. 양자가 모두 미군정이 발

한 법규범인 이상, 더 중요한 문제는 둘 사이의 우열 및 상호 충돌의 해소에 

있다. 마침 서울시헌장 국문본 제2조 중 일부를 보면 “현행 법령 及 결의는 

本令과 모순이 無한 限 此를 개폐할 시까지 依然有效함”이라고 규정하고는 

있지만, 이상하게도 영문본 제2조 중에서는 이러한 문언이 보이지 않는다.69) 

이렇게 되면 헌장과 법령 상호간의 법적 우열 관계를 명확히 확정하고, 충돌

이나 모순을 해소시킬만한 준거가 있는지 애매하게 된다.70) 서울시헌장은 법

형식, 법체계의 차원에서 볼 때 문제의 소지를 품고 있었고, 이는 서울시헌장

의 규범력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현실적 구현을 방해하는 요소 중 하나였다.

이 문제점은 결국 나중에 현실화되었다. �법해석보고서� 1947년 5월 13일

자 의견 제1055호에서 “서울시헌장(1946. 8. 10. 승인)과 1946년 9월 18일

자 법령 제106호(서울특별시의 설치), 그리고 1946년 10월 23일자 법령 제

67) 미군정관보철에서 서울시헌장은 일종의 잡철(miscellaneous)로 편제되어 있다. 일리노이대학 소장

본에서도, 포고와 법령 사이에 끼워져 있지만, 목차에는 기재되어 있지도 않았다. 이는 헌장

(charter)의 법규범적 위상의 애매함을 은연 중 드러내는 것이다.

68) 손정목, 앞의 책, 102면. 

69) 한편 샌프란시스코 시헌장 section 2.에는 국문본과 유사하게 “All ordinances or resolutions in 

force at the time this charter takes effect and not inconsistent therewith shall continue in force 

until amended or repealed”라는 내용이 있어, 더 혼란스럽다.

70) 포고 제1호에 따르면, “영어와 조선어 또는 일본어 간에 해석 又는 정의가 不明 또는 不同이 生한 

때는 영어를 기본으로 함”이라고 하므로, 해당 국문본의 규정은 무의미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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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호(道기구의 개혁-reorganization) 간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본 부서의 

1947년 3월 10일자 의견 제916호71)에서 논의되어 왔다.”라는 부분을 보면, 

헌장과 법령간의 충돌, 우열에 관한 이론적 문제가 이후 실제 불거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의견은 법령과 서울시헌장의 우열 관계에 대하여도 언급한

다. “법령 제114호가 서울시헌장을 무효화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응의 사실

(prima facie)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서울시는 중앙의 각부와의 관계에서, 

해당 헌장 조항에 따라 ‘특별시’로서 적용되어야 한다 … (중략) … 법령 제

114호는 시헌장 제2조 5항(…모든 법규를 제정, 실시할 수 있으며72)…등)에 

의하여 서울시에게 부여된 특별한 권한을 제한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는 않는

다”라고 하면서도, “물론 어떠한 자치법령도 중앙정부(national government)

의 법령(Ordinance) 또는 다른 지령(Directive)에 반할 수 없다고 이해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2. 1946년 11월 헌장수여식의 함의

서울특별시의 법적 탄생 직후 국내 상황은 혼란스러웠다. 특히 대구에서 

10․1 사건이 일어나는73) 등 국내 치안은 불안정하였다. 그러나 혼란 중에

도 지방자치의 재조직 과정은 순차 진행되었다고 보인다. 1946년 10월 23일 

법령 제114호 �道기구의 개혁�을 통해 道 차원의 재조직이 구체적으로 진행

되었고,74) 같은 달 26일경에는 서울시 기구가 일부 개편되었기 때문이다.75)

71) 이 의견은 �법해석보고서�에 없다.

72) 영문본에서는 “the city may make and enforce all laws, ordinances and regulations necessory, 

convienient or incidental to the exercise of all rights and powers in respect to its affairs, officers 

and employees…”이라고 되어 있고, 국문본은 “본 시는 시정, 시직원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그의 필요, 편의에 의한 부수법규를 제정, 실시할 수 있으며… (후략)”이라고 되어 있다.

73) 이에 대하여는 손정목, 앞의 책, 109면. 

74) 제1조(목적)는 “본령은 모스코 협약에 규정된 대로 조선전체의 임시 민주정부를 수립한 통일조선국가

가 속히 건설되기를 기하며 과도입법기관을 건설함으로 정부에 민주적 요소의 참가를 증가하야 민주

주의 원칙 우에 국가의 발전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함”라고 규정하고 있다. 

75) 그러나 서울시헌장의 문언 그대로 개편되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이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서울

육백년사�, 권5, 1983. 103면 참조; 신문기사로는 �자유신문�, 1946년 10월 24일, “서울시헌장 준

비”); �조선일보�, 1946년 10월 27일, “서울특별시 기구 개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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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서울시헌장의 공포, 경기도로부터 분리된 서울특별시의 법적 탄생, 

道기구의 개혁에 이어, 1946년 11월 21일에는 서울시헌장의 수여식이 거행

되었다.76) 이로써 서울시헌장이란 규범이 작동하기 위한 형식적 외관만큼은 

완벽히 갖춘 셈이다. 당시 미군정 자료를 보면,77) 11월 21일에 서울의 전도

(奠都) 553주년 기념식이 열린 사실과 함께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서울을 독

립된 특별시로 만든 9월 28일,78) 헌장의 수여식이었다.”79)라고 긍정적 어조

로 자평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헌장이 관보로 공포되었던 8월 10일로부터 몇 개월

이 지난 11월에 이르러서야 위와 같이 헌장 수여식이 거행된 것에 대한 경위

가 파악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방 1주년을 맞이하는 8월 중순에 예정되어 

있던 헌장수여식이 혼란한 국내 상황으로 인하여 11월로 미루어 진 것일 수 

있고, 애초 계획되지도 않았던 헌장수여식이 11월경 급조되었을 수도 있지

만, 명확한 자료는 없다.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유력한 가정을 해 볼 수 있다.

우선 1946년 초중반 미군정의 공보정책이란 요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946년 3월에 공보부가 정식 탄생하고, 4월 18일 법령 제71호 �도공보과의 

설치�80)가 있었으며, 10월 18일에는 공보부 조직이 개편되었다.81) 무엇보다 

“1946년 중반부터 미국은 한국에 대한 공보정책을 강화할 필요성을 인식하

기 시작했다. 이는 1946년 6월 트루먼 대통령의 특사인 폴리(Edwin W. 

Pauley)가 남한과 북한을 시찰한 뒤 트루먼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 잘 드러

난다. 폴리는 이 서한에서, 한국은 미국의 아시아 전역에서의 성공 여부가 

걸린 ‘이데올로기 전장’으로서, ‘몰락한 봉건주의에 민주주의 경쟁체제’가 잘 

적용될지 아니면 ‘공산주의가 더욱 강화될지’가 판가름 될 장소라고 강조”82)

76) �동아일보� 1946년 11월 21일, “시민의 행복과 권리보장, 시헌장 수여에 윌손 시장 담”.

77) RG 407 Records of The Adjutant General’s Office, 1905-1981, Administrative Service Division, 

Operation Branch, Foreign(occupied) Area Reports, 1945-54, Summation Of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Activities in Korea, No. 14, November 1946.

78) 법령 제106호의 효력 발행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79) 원문은 “highlighting the celebration was the presentation of a charter dated 28 September 

making Seoul an independent city with provincial status”로 되어 있다. (각주 77 자료 13면)

80) 제1조 도청공보과의 신설 “공보과를 북위 38도이남 조선 각 도청 내무국 내에 창설함”.

81) 이에 대하여는, 정용욱 엮음, �해방의 공간, 점령의 시간�(푸른역사, 2018), 10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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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이에 대해 트루먼은 1946년 7월 16일자 답신에서 “한국이 아시아 지

역에서 우리의 모든 성공 여부가 달려 있을지 모르는 이념적 전쟁터라는 점

에 나도 동의합니다 … (중략) … 우리의 현 정책 중에서 대사의 흥미를 끌만

한 점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도․지방의 주요 지위에 대한 선거(election 

for key local and provincial post)를 실시하고, 입법의원을 구성하여, 선출된 

대표들로 입법의원의 일부를 구성케 한 후 이것으로 대한국민대표민주의원

을 대체하게 함으로써 남한의 행정에 대한 한국인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83)이라고 말했던 것을 보면, 미군정의 공보정책이 헌장수여식 거행은 물

론, 나아가 이후 법령 제126호의 등장에까지 영향을 주었다는 추측을 뒷받침

한다.

다음으로 1946년 중반의 국내 경제 상황이란 요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946년 서울지역의 미가(米價) 동향과 여론 조사 결과와의 상관관계를 연구

한 송재경의 분석을 참고하면, 1946년 7월부터 1946년 11월까지 서울 암시

장의 미가(米價)는 최고치를 찍고 있었다.84) 당시 서울의 식량위기는 미군정

에 대한 강한 불만으로 이어졌고 이러한 불만을 감소시킬 조처로서 헌장수여

식이 급히 고려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그리고 이상의 배경과 경제적 환

경 아래에서, 1946년 소위 ‘10월 항쟁’이란 사태가 헌장수여식의 직접적 계

기가 되었을 수 있다. 즉 “10월 항쟁은 미군정으로 하여금 자신의 점령 통치

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요인이 되었고, 하지 중장으로 하여금 남한의 경제생

활과 민중생활을 호전시킬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지 

82) 육군부 민정국 문서철 상자번호 249, From Truman To E.W. Pauley ｢Letter From H. Truman 

To E.W. Pauley｣ (박수현, ｢미군정 공보기구 조직의 변천(1945.8~1948.5)｣, �한국사론� 56(서울

대학교, 2010), 397~398면에서 재인용); “1946년 9월 3일 란킨 로버츠(Rankin Roberts) 중령이 

하지와 맥아더에게 제출한 ｢한국에서 정치교육․공보 계획 촉진안｣(Coordinated and Accelerated 

Political Education and Information Program for Korea)은 미군정의 공보활동을 변화시킨 계기가 

되었다 … (중략) … 그 내용은 미군정이 그간 공보활동을 통해 얻은 개선책을 담았으며, 로버츠가 

10월에 미국으로 가 약 두 달간 국무부와 육군부 담당자들과 실현방안을 협의했다.”(박수현, 앞의 

논문, 398면)

83) FRUS 1946, The Far East Volume Ⅷ,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정치 정책, 폴리에 대한 대통령의 

답신서” 참조. (번역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 베이스 인용)

84) 이에 대하여는 송재경, ｢미군정 여론조사로 본 한국의 정치, 사회 동향(1945~1947)｣, �한국사론�

60(서울대학교, 2014), 698면, 70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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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수 없게”85)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헌장수여식의 숨겨진 배경 분석과는 별개로, 헌장수여식

이라는 화려한 의식(儀式)은, 시민자치의 이념 및 본질과는 정합하지 못한 

채 살짝 어긋나 있었다. 우선 ‘공개식’, ‘발표식’ 등이 아닌, ‘수여식’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헌장의 역사적 본질이 비록 특허장(franchise)이라고 가

정하더라도, ‘수여’라는 말 속에는 ‘수평성’보다는 오히려 ‘수직성’이 느껴진

다. 윌슨의 축사에서 “시민제위는 이것이 우리의 헌장이라는 의미에서 언론

기관 기타 모든 방법을 통하여 한조목 한조목씩 철저히 검토하여 가장 선미

로운 헌장이 되도록 하여 주기 바란다. 다시 말하자면 서울시에 관한 모든 

합법적 사항은 서울시민 여러분이 결정한다는 기쁨과 책임을 이 헌장을 통하

여 실천해 주기를 바란다.”86)는 말은, 그 기저에 민주자치의 정상 모델의 보

유자․선도자인 미군정/서구가, 민주자치의 무경험자․비숙련자인 서울시민

/동양에게 ‘이상적 자치’를 준다는, 시혜적 시선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앞서 

트루먼의 폴리에 대한 답신에서 “우리는 우리 형태의 민주주의를 한국인들

에게 판매하기 위해 공보․교육 운동을 계속 진행할 계획”87)이라고 했는데, 

‘민주주의의 판매자인 미국과 구매자인 조선’, 그리고 이를 매개하는 ‘교육’

이라는 말에서, 자본주의와 오리엔탈리즘의 결합을 읽어낼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헌장수여식에서, ‘아래에서 위로’ 그리고 ‘개별성과 특수성이 

일반성과 보편성으로’ 수렴․지향한다는 자치의 근본이념을 직관적으로 도

출해 내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헌장수여식은, 시민자치의 공식 선언이면서

도 동시에 자치의 형식과 실질간의 괴리도 드러내는 순간이다. 이러한 괴리

는 미군정 역시 이미 인식하고 있었을지 모른다. 1946년 8월경 미군정 여론 

조사 자료88)에서도 이미 이렇게 언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인들은, 그

85) 정용욱, �해방전후 미국의 대한정책�(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3), 327면.

86) �동아일보� 1946년 11월 21일, “시민의 행복과 권리보장, 시헌장 수여에 윌손 시장 담”.

87) 원문은 “to sell to the Koreans our Form of democracy”라고 하고 있다.

88) RG 407 Records of The Adjutant General’s Office, 1905-1981, Administrative Service Division, 

Operation Branch, Foreign(occupied) Area Reports, 1945-54, opinion trends-Korea(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1943. 3, opinion trend #21, Samuel E. Green Lt. Col ORD Director, 

1946. 8.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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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원하는 것과 미군정이 주고자 하는 것 사이에 심연이 있다고 믿는다.”89)

3. 서울시헌장과 법령 제126호의 관계

1946년 11월 헌장수여식이 서울시헌장이라는 규범이 작동하기 위한 형식

적 절차의 마지막 단계였다면, 다음 단계는 그것의 실질적 구현이다. 서울시

헌장의 규범력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 후속조치는, 서울시의 

인적 요소 중 선거직 공무원을 충원하는 선거, 대표적으로 의결기관인 참사

회원과 집행기관인 서울시장 선거 법령의 제정과 신속한 실시이다.90)

앞서 보았듯이 법령 제60호를 통하여 기존의 일본식 지방자치는 사라졌

다. 서울과 각 도(道)를 아우르는 조선의 지방자치 체계 전반을 재조직화

(reorganization) 및 한국인화(koreanization)하는 일련의 수순을, 1946년 8

월 10일 서울시헌장, 같은 해 9월 법령 제106호 �서울특별시의 설치�, 같은 

해 10월 제114호 �道기구의 개혁�, 같은 해 11월 법령 제126호 �道 及 기타 

지방의 官公吏, 會議員의 선거�의 공포로 본다면, 이제 지방자치의 재조직에

서 남은 후속 작업은 ‘서울특별시의 선거 사무 법령’과 ‘도 및 지방의 관공리, 

회의원 선거 사무 법령’의 제정인 것이다.91) 그래서 법령 제126호는 서울시

헌장의 연장선상의 법령이고,92) 미군정의 지방자치 정책의 구도는 서울시헌

89) 원문은 “The Koreans believe that there is a gulf between what they want and what Military 

Government has striven to give them”.

90) 이에 대하여 손정목은 “헌장이 제정되었으니 당연히 헌장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과 시 의회격

인 참사회원 기타 선거직 공무원의 선거가 실시되어야 하고 이렇게 시민의 직접선거로 당선된 시

장이 행정장관을 임명함으로써 행정관장 주도 아래 시 행정업무가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러

나 서울시는 이 헌장에 의하여 종전까지 4부 1실 15과를 7국 2처 26과로 크게 확장하고 부시장을 

행정장관으로 그 명칭을 바꾼 것밖에는 이렇다 할 변화가 없었다.”(손정목, 앞의 책, 108~109면)라

고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91) 법령 제126호 제3조에서는 “제2조에 규정한 선거제의 관공리 및 각 회의원은 조선과도입법의원이 

제정하여 군정장관의 동의를 득한 법령에 의하여 남녀의 성별 업이 보통선거로서 … (후략) ….”라

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서울시 자체 선거법령도 향후 과도입법의원이 제정하게 될 법령과 유기

적으로 대응하는 내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당시 미국은 점령통치과정에서 제기되는 

여러문제들과 남한 내 정치세력 사이의 파쟁을 입법의원이라는 공간을 통해 수렴해 내고 이를 미

국의 의도에 따라 조절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다. (정용욱, 앞의 책, 317면 참조)

92) 다른 한편 법령 제126호는 중앙의 과도입법의원 설치에 대응하는 성격의 것이기도 했다. 이에 대

하여는 정용욱, 앞의 책, 334면 참조.



176   法史學硏究 第58號

장과 법령 제126호의 결합을 통하여 법적으로 온전히 드러난다. 두 규범은 

미시적․내용적으로는 다르고 이질적이지만, 거시적․정책적 측면에서 보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상호 의존․지지 관계이다.

애초 서울시헌장 제5조에서도 분명히 1946년과 1947년에 총선거를 실시

하기로 규정되어 있었다.93) 실제 미군정은 서울시 선거를 준비하였던 것처

럼 보이기도 한다. 왜냐하면, 헌장수여식 직전인 1946년 11월 15일 법령 제

126호 �道 及 기타 지방의 官公吏, 會議員의 선거�94) 제3조에서 “본령의 규

정은 서울특별시의 선거사무에는 적용치 않이함”이라고 규정한 것을 보면, 

미군정은 별도로 서울시만의 선거 법령을 분명히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

다. 그러나 국내 정세를 보면, 서울시 선거 법령을 즉각 완성하여 신속히 추

진하기에는 상당히 불리한 환경이었다. 서울시 선거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과도입법의원선거조차, 11월 4일경 김규식은 해당 입법의원 선거가 반민주

적이었으므로 무효화하라는 건의를 하였고, 11월 25일경 하지 중장은 서울

시와 강원도만 재선거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기 때문이다. 서울시헌장과 법

령 제126호의 후속작업이자, 지방자치 재조직의 실질화인 서울시 선거법령 

작업은 지연되었다.

과연 당시에 서울시 선거에 관한 법령 작업은 실제 진행되고 있었던 것일

까? 11월경 신문기사는 마치 2~3개월 안에 서울시 선거가 실시될 것처럼 분

명히 보도하였다.95) 그런데 이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서울시 선거직 공무

원을 위한 선거법령이 정식 제정, 발표되었다는 신문기사는 보이지 않는다.

93) 서울시헌장 제5조는 “시장, 참사회원, 회계검사관, 법무관 及 재정관리관은 시민 투표로 선정함. 

1946년과 其後 매년마다 총선거로 左記 직원을 선거함 … (중략) …1947년과 其後 매 제4년마다 

총선거로 참사 7명을 선거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94) 제1조는 “본령의 목적은 도 及 기타 지방의 중요 관공리와 각 회의원을 조선인 대다수의 자유로운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 규정을 제정하여 민주주주의적 지방자치의 원칙하에 국가발전을 촉진함에 

있음”이라고 규정한다.

95) �자유신문� 1946년 11월 26일, “서울시장 민선은 2, 3개월 후에 실시, 윌손 미국인시장 담”; �동아

일보� 1946년 11월 26일, “시장선거는 2,3개월 후, ‘웰손’ 서울시장과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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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서울시헌장의 침식

1. 관선 참사회 구성과 법령 제135호의 등장

1947년으로 접어들면서 서울시만의 선거법령 문제가 무대에서 완전히 사

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전과는 다른 흐름이 보인다. 즉 서울시헌장과 서울

특별시 정책의 규범적 구도를 침식할 수 있는 제반 사회․정치 환경이 만들

어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과도입법의원을 둘러싼 미군정의 입장과 이에 대한 

좌익과 소련군 사령부의 대응,96) 우파가 점차 주도권을 발휘해 가는 국내 

정치 상황, 미국․미군정의 대한정책의 조정․변화와 맞닿아 있었다.

1947년 1월 20일에 과도입법의원에서 반탁 결의안이 통과되고, 1월 30일, 

2월 20일경에 이르면, 서울시만의 선거법안 작업이 준비되었으나, 2월 말에 

부득이 과도적으로 참사회원이 관선으로 선출될 것이고,97) 미군정과의 문제

로 인하여 서울시 선거법령의 추진이 연기되었다는 취지의 신문기사가 등장

한다.98) 이 변화는 국내 정치 상황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미군정이 과도

정부 수립을 선전하며 선거를 활용하려 하자, 좌익은 과도입법의원에는 불참

하면서도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선거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는데, 

민전의장단인 허헌, 김원봉과 민전 사무국장 박문규는 1월 31일 러취 군정장

관을 방문하여 지방선거에 관한 민전의 행동강령과 세칙을 교부하는”99) 등

의 사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미군정측의 대응인지, 1947년 2월 27

일경 서울시 참사회원 8명이 관선됨으로써,100) 참사회원의 민선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1947년 3월 15일 법령 제135호 �官公

吏任免�에101) 이르러서는 미군정에 의하여 서울시장의 민선마저도 연기되

96) 이에 대하여는 정용욱, 앞의 책, 334면 이하 참조.

97) �동아일보� 1947년 1월 30일, “서울시장등 민선 3월 중 임시조시로 보선”.

98) �경향신문� 1947년 2월 20일, “3월 5일까지 시민은 등록하라, 시장선거문제 등에 언급”.

99) 정용욱, 앞의 책, 335면.

100) �자유신문� 1947년 2월 27일, “서울시 참사, 8씨를 관선”.

101) 제1조 1946년 11월 15일부 법령 제126호 규정에 의한 관공리선거에 적용할 수속을 규정하는 보

통선거법을 조선과도입법의원이 제정할 때까지 임명에 관하야 이하의 훈령을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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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미군정은 민전(民戰)이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선거에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히자, 선거를 연기시켰는데102) 이는 아마 “미군정은 선거를 통해 

좌익측이 대거 지방의 일선 행정책임자나 자치기구의 장으로 진출하는 사태

를 우려”103)하였고, “선거를 통해 기존의 권력기구에 변동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기”104) 때문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정치적 시각만이 아니라, 법규범 자체 시각에서 보더라도, 법

령 제135호의 등장은 가볍게 지나칠 수 없다. 미군정의 지방자치 재조직을 

상징하는 두 축은 서울시헌장과 법령 제126호라고 볼 수 있는데, 법령 제135

호는 법령 제126호를 폐지하지는 않았지만, 효력 정지 상태에 빠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서울시헌장과 법령 제126호의 상호 지지 관계를 고려할 

때, 법령 제126호의 효력 정지 상태는, 동시에 서울시헌장의 규범력과 추진

력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 즉 서울시 참사회의 민선 포기, 즉 1947년 2월말

에 관선으로 참사회원을 구성한 것도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잠정적 조치가 아

니었고, 어쩌면 3월 초의 법령 제135호를 예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관선참사회가 구성되고, 서울시장의 관선도 결정되자마자, 쟁점은 

기존에 있던 동회(洞會)의 존폐 문제, 즉 지방자치의 최하부 조직 개편으로 

옮겨진다. 1947년 3월 20일과 25일에 시 당국에서 동회 존폐 문제를 참사회

에 상정하였다는 기사가 등장하고,105) 3월 27일에는 서울시장은 동회의 폐

   (가) 생략

   (나) 각 부처장, 도지사 及 서울특별시장은 민정장관의 추천에 의하야 군정장관이 此를 임명

함 … (중략) … 군정장관의 該 임명은 1946년 8월 24일부 법령 제118호 제5조에 규정한

대로 조선과도입법의원의 인준을 조건으로 함. 

   (다) 각 도 내 임명은 당해 도지사에 의하며 현행법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선인사행정처의 

승인을 조건으로 함. 본 규정은 서울특별시 내 임명에 관하야 서울시장에게 此를 적용함 

… (중략) …

제3조 본령의 규정은 조선과도입법의원이 보통선거법을 제정하거나 又는 관계되는 관직의 선거

에 관하야 다른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만 此를 시행함.

102) 정용욱, 앞의 책, 336면. 

103) 정용욱, 앞의 책, 336면.

104) 정용욱, 앞의 책, 337면.

105) �자유신문� 1947년 3월 20일 “동회철례를 검토 중”; �동아일보� 1947년 3월 25일 “어찌되나, 

동회존폐 문제, 참사회서 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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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적극 추진한다.106)

2. 과도입법의원의 논의, 미국․미군정의 기류

위와 같이 일견 잠정적인 것에 불과해 보이지만, 의미심장한 변화는 미군

정 쪽만이 아니라, 국내 정치세력 쪽에서도 명확히 감지된다. 과도입법의원

에서 지방자치법안에 대하여 한 논의를 살펴보면, 1947년 4월 7일 제46차 

회의에서 내무경찰위원회의 지방자치조직법안 제1독회가 진행되었다. 원세

훈은 동회(洞會)의 개편을 주장함과 동시에, 미군정의 법령 제126호나 서울

시헌장의 구도와 취지를 다음과 같이 마치 “나라의 진취에 대한 방해물”로 

비유하기도 하였다.

나는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집권제를 써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

재에 미군정에서 하는 것을 보면 아메리카 연방제를 가지고 그대로 써요. 그래가지

고서 도와 도 사이에는 나라와 나라 사이 같은 그런 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폐해가 있습니다. 자칫하면 군과 군 사이에도 딴 나라와 같은 감이 있습니

다. 하니까 차라리 우리가 중앙집권제에 의지해서 모든 것이 통일 안 되고는 우리

의 발전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중략) … 이지간에 자치법이라는 것이 

군정청에서 나온 것이 있어요. 그것은 완전히 아메리카헌법제다, 벌써 서울헌장-헌

법-이 나왔습니다. 우리 국가 헌법은 못 나왔어도 이것은 나왔어요. 하니까 도장관

은 도의회에서 임명하라고 하리라고 하지만 중앙은 연방중앙정부 밖에는 안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 복구하는 나라의 앞에 진취에 대해서 크게 지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107)

106) �동아일보� 1947년 3월 27일 “洞聯에 정치색 농후, 참사회서 토의연구 중”; 그러나 이러한 동회 

철폐는 반대에 부딪치게 되고(�자유신문�, 1947년 4월 8일 “동회 개혁 반대, 각 구 대표들 대책 

토의” 참조), 그러자 서울시장은 더욱 강경한 태도를 취하였다(�자유신문� 1947년 4월 10일, “반

대고집하면 경찰력을 발동”).

107) 이에 대하여는 여강출판사 편, �남조선과도입법의원속기록 1-5� 제20호(여강출판사, 19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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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1947년 4월 10일경 신문기사를 보면, 시장 민선에 대하여 서울시

장 김형민이 “당 시로서는 독자적으로 보선을 실시할 의사로 일시 보선법을 

준비해 왔지만, 상사(上司)의 양해가 업서 좌절되었다. 본직으로서는 시참사

회의 결의를 구하고저 한다.”108)라고 발언하는 것으로 보아, 서울시의 독자

적 보통선거법은 미군정에 의하여 보류가 지시되었던 것처럼 보인다. 한편 

1947년 5월에는 서울시의 동회 개혁안을 중심으로 서울시장과 동연합회 간

에 대립이 격화되었고,109) 일종의 애매한 절충이 이루어졌다.110)

1947년 6월과 7월경에 이르자 서울시 선거법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신문

기사에 등장하는데, 선거법초안이 시참사회에서 성안되었다는 중대한 내용

이다.111) 이처럼 그간 보류된 서울시의 선거법령이 드디어 참사회를 통과함

으로써 이제는 마치 미군정 사법부의 결단만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

게 된 경위는, 미군정이 그 전인 5월 17일 법령 제141호로 �남조선과도정부�

108) �동아일보� 1947년 4월 10일, “동회개혁은 시정상 불가피, 시장의 보선문제는 당분 보류”.

109) 이에 대하여는 �경향신문� 1947년 5월 4일 “서울시동회개혁안 둘러싸고 시당국과 동련간의 대립 

격화”(자료 대한민국사 4권에서 재인용); �동아일보� 1947년 5월 18일 “동회 폐합 중지, 동회장

은 민선으로, 군정당국 시에 방침 지시” 참조. 한편 이러한 대립의 원인에 대하여 “당시 동회 및 

동연합회에서는 좌익계통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양자의 관계가 원할치 않았다고 하는데, 그 

사실 여부는 현재로서 알 수 없다”[이기수, �수도행정의 발전론적 고찰�(법문사, 1968), 45면; 서

울시사편찬위원회, �서울육백년사� 권5(서울특별시, 1983), 116면]는 평가도 있다.

110) �자유신문� 1947년 5월 20일, “동회철폐 유산, 서기 1명만 시청직원으로?”; �자유신문� 1947년 

6월 21일, “서울시동회장규정 발표, 4개월간 분규 이에 원만타결”.

111) “압흐로 시행될 민선서울시장을 비롯하야 참사회 회계 법무 재정관리관 등의 선거법초안이 방금 

시참사회에 상정되여 회의되고 잇는데 그 개요는 다음과 갓다. 즉 피선거권 급 선거권 자격은 

지난번 입법의원에서 토의된 부일협력자 급 민족반역자에 해당되는 자를 제외한 남녀로서 만 20

세 이상 만 6개월 이상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시민은 선거권이 부여되고, 만 25세 이상 만 5년 

이상 거주하는 자에 대해서만 피선거권 자격이 잇게 되여 잇다. 그리고 선거에 잇서서는 립후보

제로 하야 립후보자는 정당사회단체 중에서 선출된 10명으로 조직된 선○원회에서 작성한 선거

명부에 등록된 50명 이상의 유권자의 ○○추천을 밧거나 또는 정당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유권자

로서 강연 출판물 등으로 자유로운 선거운동도 ○게 되어잇다.” [�자유신문� 1947년 6월 2일, 

“서울시장 민선선거법 초안 중”.(글자 판독이 불가능한 부분은 ‘○’으로 표기)]; “문: 참사회에서 

이미 독회를 끝마친 서울시 보선문제는 그 후 어떻게 되었는가. 답: 입의(立議)보선법도 통과되어

서 서울시 보선법도 급속히 진전될 것이다. 참사회에서 성안하여 사법부에서 채택되면 곧 실시될 

것이며 만약 사법부에서 채택 안 되면 立議에 회부할 터인데 선거권자 연령은 立議와 마찬가지로 

23세이다.”(�경향신문� 1947년 7월 10일, “시보선법 급속진전 중”); “문: 시장을 비롯한 시역원

의 보선문제는 어찌되엇는가? 시장: 시의 보선법은 참사회에 설치된 소위원회에서 성안을 보앗

는데, 대체로 입법의원 보선법에 준하게 될 것이다.” (�동아일보� 1947년 7월 10일 “시역원 선거 

입의 보선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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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명명하고, “남한과도정부의 선포 이후 입법의원을 통한 보통선거법 입법

화와 선거를 통한 과도정부 수립을 계속 추진”112)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그런데 이렇게 드디어 등장할 것 같던 서울시의 독자적 선거법령은 또 다

시 보류된다. 1947년 5월 22일에 시작된 제2차 미소공위에서의 임시정부 논

의가 교착 상태에 빠지고,113) 1947년 7월 12~13일경 웨드마이어 사절단

(Wedemeyer Mission) 방문 소식이 언론을 통해 국내로 전해지며, 7월 19일 

여운형의 암살 등 좌우합작의 기대감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미국의 남한 단

독정부 수립을 향한 정책은 명확해 지고 있었다. 미국은 한국 문제를 유엔을 

통해 해결하려 했다. 7월 14일의 신문기사114)는 ‘선거기일이 미정’이라는 소

식을 분명히 전하고 있다. 서울시헌장에 따른 서울시 선거법령 문제는 논리

적으로 미소가 논의한 임시정부의 형태․조직 구조 문제에 연동되어 있었고, 

미국․미군정에게 있어서 애초 1순위의 비중을 지니거나 신속히 진행해야 

할 긴급 과제는 아니었다. 더구나 “미국 국무부는 8월 중순부터는 유엔 감시

하의 선거절차 마련에 착수하였고, 비슷한 시기에 미소공위 미국대표단은 남

북총선거방식에 적용될 선거 계획의 고안에 들어갔고, 그것이 9월 중순에 완

성되었는데,”115) 이렇게 이전과 다른 새로운 보통선거법령이 진척되는 상황

에서, 서울시만의 독자적 선거법령은 미국의 대한정책 전체 구도에서 볼 때

는 불필요한 잡음만 만들 수 있었다.

이러한 국외 정세와 미국의 정책 변화는 별론으로 하고, 일부 우파가 강력

히 주장하는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 분위기가 탄력을 받아가는 국내 정치 

상황에서, 서울시만의 자치 선거 문제는 쉽지 않았다. 과도입법의원 1947년 

7월 30일 제119차 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사법위원장 백관수가 심사 

수정한 지방자치조직법안 제1독회가 있었다. 이 법안에서 서울특별시에 대

한 부분만 보면, 전국의 시장뿐만이 아니라 마치 서울시장도 정부주석이 임

112) 정용욱, 앞의 책, 354면.

113) 정용욱은 미소공위가 7월경부터 교착, 사실상 결렬 상태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한다. 이에 대하여

는 정용욱, 앞의 책, 408면 이하 참조.

114) �자유신문� 1947년 7월 14일, “서울시장민선법초안, 선거연령을 개정인상”.

115) 정용욱, 앞의 책, 4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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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 서울시 각 구의 장을 정부주석이 임명하며, 서

울시의 감독권을 중앙정부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등116) 서울시만의 특

수성은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조직법안 제50조에서는 미

군정의 지방자치 구도의 중요 축이었던 법령 제126호를 완전히 폐지하려고 

하고 있다. 1947년 9월 10일 제139차 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장과 내무경찰

위원장이 함께 상정한 지방자치조직법안이 다시 논의되기는 하지만, 서울시

에 관한 한 법제사법위원회의 기존 안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과도입법의

원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던 우파는 자치․분권보다는 중앙집권․통제에 확

실히 더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117)

위와 같이 애초 서울시헌장의 취지와 구도는 침식되어 갔다. 당시 국내 현실 

속에서 보더라도 국민국가의 ‘통일성․균질성․일반성’이라는 힘은 지방자치

의 ‘개별성․특수성․특별성’을 압도해 가고 있었고, 서울시헌장도 그런 힘의 

자장 속에서 예외일 수 없었다. 이는 지방-국민국가의 구조 안에 잠재된 양자

간의 긴장이 그대로 표출되는 것이다. 한편 미국의 대한정책 내지 동아시아 

정책이라는 힘은 그 긴장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지는 않고 있었다.

116) 주요 조문은 다음과 같다. “제29조 종전의 府를 市로, 島를 郡으로 개칭하고, 그 구역명칭의 변경

은 법률로써 정함. 서울시는 조선의 수도로서 특별시로 하고 도와 동등한 직능과 권한이 있음 

… (중략) … 제36조 시의 하급 행정구역으로 동을 둠. 단 서울특별시는 구 及 동을 둠. 읍, 면의 

하급행정구역으로 리를 둠. 구, 동, 리에 구장, 동장, 리장을 두되, 그 행정기구는 시, 읍, 면 조례

로써 정함 … (중략) … 제37조 시, 읍, 면 의회는 시, 읍, 면 주민이 직접 선거한 의원으로써 

조직함.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의 정원수는 시내 각 구를 선거구로 하야 30,000인마다 1인으로 

하되, 단수 15,000인 이상 된 때에는 1인을 증선함. 일반시의회 의원의 정원수는 그 시를 위한 

선거구로 하야 인구수 100,000인 미만의 시는 30인, 100,000인 이상 200,000 미만의 시는 35인, 

300,000인 이상의 시는 40인으로 함 … (중략) … 제42조 시장은 시의회에서 선거한 2인의 후보

자 중에서 정부주석이 임명함. 서울특별시의 구장은 서울특별시장이 상임위원회의 동의로 추천하

야 정부주석이 임명함…제44조 시, 읍, 면 행정집행에 필요한 직원도 시, 읍, 면장이 시, 읍, 면 

상임위원회의 동의로 임명함 … (중략) … 제47조 서울특별시에 대한 감독권은 중앙정부에 속하

고, 그 외의 시에 대한 감독권은 도장에게 속하고 읍, 면에 대한 감독권은 군장에게 속함 … (중

략) … 제49조 본법은 입법의원 선거법과 병행하야 실시하되, 그 절차는 행정수반이 정함. 제50조 

1946년 11월 15일부 군정법령 제126호는 此를 폐지함.”(밑줄: 필자)

117) 이와 관련하여 신우철, �비교헌법사론-대한민국 입헌주의의 형성과 전개�(법문사, 2013), 

272-273면 참조. [“당시 좌파(창조파, 개조파)의 그것(헌법문서)은 ‘지방대표’ 내지 ‘지방의회(선

거)’에 중점을 두는 반면 … (중략) … 우파(정부옹호파)의 그것은 ‘지방행정’ 내지 ‘지방정부(단체

장․감독)에 중점을 둔 차이점이 발견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 모두 강력한 중앙집권적 

성격의 지방제도를 구상한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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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47년 10월 동회장(洞會長) 선거

서울시헌장에 입각한 서울시장과 참사회원 등 선거와는 별개로, 10월 1일

에 이르러 서울시의 하부조직인 동회장 선거가 실시되는데, 당시 신문기사에 

따르면, 마치 약 282명의 기존 동회장의 임기가 9월말로 만료되는 관계로 

부득이 실시된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118) 동회장 선거 규정의 개요는 1947

년 10월 신문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선거유권자는 10월 1일을 기준으로 연령 만 20세 이상의 조선인으로 당해 구역 

내에서 한 세대를 일우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안흔 경우에는 독립한 생계를 일우고 

있는 사람 또는 당해 구역 내에서 법인, 공장, 창고, 영업소, 사무소 그 외 이러한 

것에 준하는 것의 대표자(또는 관리자)이며, 연령 25세 이상의 조선사람으로서 6개

월 이상 당해 동회 구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은 선거권자 이외의 사람이라도 피선거

권이 있다. 9월 21일 현재로 선거인명부를 조사작성하고 동 24일에 이를 종람케 

하였음으로 이에 대하야 의의가 있을 때에는 28일까지에 수리하기로 되었다. 그리

고 동회장 후보자를 추천코저 할 때는 29일까지 동회에 제출해야 하면 일단 선거가 

끝난 다음 당선인에 대한 의의가 있을 때에는 10월 3일까지 할 수 있다.119)

당시 신문기사를 보면,120) 아마 상당히 유사했을 법한 서울시 자체의 선

118) �자유신문� 1947년 10월 1일, “금일 실시될 동회장 선거”.

119) �동아일보� 1947년 9월 24일, “동회장선거, 10월 1일 일제실시”.

120) “이번 동회장의 개선은 악덕 동회장을 일소하고, 동민을 위하야 헌신할 수 있는 공정무사한 민주

주의적 동회장을 선거함으로서만 그 의의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반 시

행되는 선거규측과 그 시행방법을 볼 때 가장 비민주주의적인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一. 

즉 동회장 선거규측에 있어서, 첫째, 선거권자를 극도로 제한하고 문맹을 배제하야 사실상 동내의 

압도적 다대수의 근로대중을 선거에 참가치 못하게 하였다. 만 20세 이상이면 남녀를 물론하고 

선거권 피선거권을 부여하여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선거규측 제2조에는 선거권을 세대주로만 

국한하야 청년층과 부녀를 배제하고 투표에 있어서 동 7조에 ｢피선거인의 성명을 자필기재｣케 

하여 동내 다대수를 점하는 문맹선거인단을 사실상 제외하였다. 둘째, 피선거권 인사의 연령을 

만 25세 이상 6개월 이상 거주자로 제한하야 청년과 거주의 이동이 심한 근로인민의 입후보를 

제한하였다(제3조). 셋째, 선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선거관리인과 입회인을 

일부 세력이 독점하야 투표의 효력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반동분자의 당선을 확보하는 

길을 열어두었다. 즉 현재 거의 전부가 비민주적인 동회 사무장으로써 선거관리인으로 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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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법령을 짐작케 함과 동시에 동회장이라는 하부 단위 선거가 서울시 자체는 

물론 국내 권력 투쟁의 장에서 어떠한 정치․사회적 의미를 지녔는지도 추

측할 수 있게 한다. 좌익인 민전(民戰)은 동회장 선거규정의 문제점을 강하

게 비판하였다. 당시 서울시의 동회장 선거의 결과를 보면, 약 35퍼센트의 

저조한 투표율에서 드러나듯이, 주민대표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준이었다.121) 

민전의 강한 비판122)은 과장이나 수사(修辭)를 감안하여 독해해야 하지만, 

이때 동회장 선거 규정이나 그 시행 일시는 아마 우익측에게 유리하게 조성

되었던 것처럼 보이고, 선거 결과도 하부 단위에서의 시민 자치를 구현하지 

못했으며, 결과적으로 서울시장과 참사원을 위한 서울시 선거법령을 다시 추

동시키는 역할도 전혀 하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여파 때문인지, 

1947년 12월 20일에는 서울시장 김형민의 기자 회견이 있었다. 그 내용이 

12월 21일 신문기사123)에 실리는데, 서울시가 이미 완성된 서울시 선거법령

안을 가지고 있지만, 미군정청 사법부가 반대했다는 취지로 보도하고 있

다.124)

국내에서 중앙집권의 구심력과 지방자치의 원심력이 여전히 충돌하고 조

정되는 과정에서, 미국과 미군정의 방향 설정과 미세한 조정은 중대한 의미

를 지닐 수 있는데, 이 무렵에 이르면, 미국의 대한정책 및 그 하위 범주에 

속하는 지방자치 관련 정책 기조나 방향은 이전과 달라졌거나, 설사 이전과 

그다지 달라진 것이 없다고 보더라도, 확실히 더 명확해져 있었다. 애초 미군

정의 서울특별시 기획의 중추였던 서울시헌장은 이 시점에 이르면 사실 거추

장스러운 물건으로 전락해 있었다. 

규정하였으며(제4조), 관리인을 2인의 선거입회인을 선임(제8조)하고, ｢투표｣의 효력은 선거입회

인의 의견을 들어 관리인 차를 결정(제11조)하기로 되어 있다.” (�조선중앙일보� 1947년 10월 

2일, “民戰서 동회장선거의 비민주성 지적”)

121) 당시 선거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독립신보� 1947년 10월 2일, “과연 동민의 대변자?”; �현대일

보� 1947년 10월 3일 “투표자는 불과 오할, 기권많은 것은 문맹?”; �자유신문� 1947년 10월 7일, 

“기권 많았던 동회장 선거”.

122) �조선중앙일보� 1947년 10월 2일, “民戰서 동회장선거의 비민주성 지적”.

123) �동아일보� 1947년 12월 21일, “헌장발효 못하는 모순된 서울시, 시장선거 않고 참사는 관선뿐”.

124) 이는 9월 21일에 한반도의 독립문제를 미소공위가 아닌 유엔총회의 결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제안이 유엔에서 채택된 것과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다.



미군정기 ‘서울시헌장’의 재발견   185

4. 모호한 상태의 서울시헌장

상황이 위와 같이 전개되었지만, 이후 서울시헌장이 법적 효력을 전부 상

실했던 것은 아니다. 우선 1947년 12월 30일 법령 제158호와 제159호125)를 

보면, 제158호 �허가권의 이관 及 폐지에 관한 건� 제4조에서는 “종전 경무

부에서 소관하여 오는 허가사항 중 前條에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관해 도지

사 及 서울시장에게 이관함”이라고 규정하고, 제159호 �관공리임면�에서 

“각 道 및 서울시 직원의 임면은 당해 도지사 및 서울시장이 이를 행함. 다만 

현행법이 요구하는 조선인사행정처의 승인을 수함을 요함. 군수, 읍면장 또

는 島司의 임면은 조선인사행정처의 승인이 필요치 않음”이라고 하면서 여

전히 서울시장의 독자적 권한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126) 특히 경찰권과 

관련하여 1948년 2월 15일 신문기사를 보면,127) 당시 경찰청장과 도지사․

서울시장의 경찰권의 분배가 심각하게 문제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법해석

보고서� 1948년 5월 28일자 의견 제1583호에서 서울시장 및 참사회의 권한

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서울시는 오로지, 참사회에 의해 적절하게 통과되고 

유효한 결의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 양도할 수 있고 

또는 법령에 의하여 부여받아, 시를 대표하여 매수 또는 매도할 권한이 부여

된, 역원 또는 위원회를 통하여 적법하게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 양도할 

수 있다 … (중략) … 참사회가 직무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특정한 승인이나 

법령도 필요하지 않다. 시헌장은 그들에게 이러한 권한을 부여한다 … (후

략) …”고 회답하고 있는 것을 보면, 비록 관선참사이기는 하지만, 참사회의 

법적 권한은 존중되고 있었다.128)

이상과 같이 서울시헌장은 규범적 내용만 보면 모든 면에서 특별했지만, 

125) 3월 15일자 법령 제135호를 개정한 것이다.

126) 이에 대하여 손정목은 “중앙인사행정처의 지나친 간섭, 그로 인한 행정능률의 저하 등에 대한 

비판에 대처한 개정이었다.”이라고 평가한다. (손정목, 앞의 책, 72면)

127) �조선일보� 1948년 2월 15일, “장택상,경찰의 민중에 대한 신체구속과 시경협상위원회 구성 언

명”(자료 대한민국사 6권에서 재인용).

128) 의견 제1583호를 마지막으로 �법해석보고서�상 서울시헌장과 관련된 의견은 발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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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구도와 특수성․특별성이 침식되어 갔다. 서울시헌장의 어떤 부분은 미약

하나마 규범력을 유지했지만, 시민자치의 핵심인 서울시의 선거법 문제는 그 

규범력을 구현하지 못하고, 순차적 준비, 연기, 보류, 거부, 사실상 포기의 긴 

경로를 거치면서 사그라졌다. 얼마 후인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헌법이 

공포되고, 11월 17일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정, 12월경 지방자치법 

초안이 완성되는 등 제헌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제정 논의가 진행되면서 서울

시헌장과 서울특별시 문제는 지방자치법으로 사실상 흡수되어 버리고 애초

의 독자성․독립성을 잃어버렸다.

Ⅵ. 서울시헌장의 실패 원인

서울시헌장의 내용과 문제점, 서울시헌장의 탄생과 침식, 1948년 7월 헌

법 제정 이후 지방자치법으로의 사실상 흡수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서울의 현실은 윌슨의 성명이나 서울시헌장의 애초 문언처럼 자유롭거나 특

별하지는 않았다. 아시아의 위대한 도시 서울은 탄생하자마자 성장을 멈추었

다. 즉 미군정의 서울시헌장, 서울특별시 기획, 지방자치 정책은 성공했다고 

평가하기 쉽지 않다. 그러면 이제 그 원인에 접근해 보아야 한다. 다음과 같

이 실패의 원인이 된 다양한 인자들과 그것들의 관계를 조심스럽게 재구성해 

볼 수 있다.

첫째, 미군정 관보철을 통해 원문을 검토한 결과, 서울시헌장은 성립 당시

부터 법규범으로서 결함이 있었다. 영문본과 국문본의 문언적 불일치가 있

다. 형식적으로 법령(Ordinance)이 아니라 헌장(Charter)이라는 다소 이례적

인 법규범 형식이 채용될 필연성은 없었다. 미국의 많은 도시 중 굳이 샌프

란시스코 모델이 선택된 이유를 파악하기도 어렵다. 구체적 내용을 보더라도 

서울시만의 특성이 적극 반영되었다기보다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것을 축

약한 편에 조금 더 가까웠다. 한편 샌프란시스코 모델의 장점인 강한 민주성

은, 만약 서울시만의 선거가 실시되었다면 배가․증폭되었겠지만, 결국 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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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서 도리어 서울시헌장 자체의 힘을 더욱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

다. 예를 들면, 샌프란시스코 모델을 대폭 차용하여 참사회의 권한이 강력하

고(서울시헌장 제2조, 제9조), 참사회원, 회계검사관, 법무관, 재정관리관 등

을 투표로 선정하는(제5조) 등 민주적 성격이 돋보였지만, 이후 선거법령이 

무산되면서 해당 조문은 물론, 헌장의 나머지 부분까지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둘째, �법해석보고서� 등을 참조할 때, 서울시헌장을 매개로 한 서울의 법

적 재조직이 기본적으로 국가 전체의 통치 구조, 헌법 차원의 문제임을 완벽

히 이해하지 못했거나, 그러한 관점을 시헌장에 온전히 투영시키지 못했다. 

비록 미군정 사법부 법률고문들은 이런 측면을 진지하게 고민하였지만, 최종 

결정권자인 미군정청 최상층부 군인들은 이 문제에 크게 주목하지는 않았던 

것처럼 보이고, 결국 서울시헌장에는 사법부 법률고문들의 고민이 충분히 반

영되지 않았다.

셋째, 헌장수여식에서도 드러나듯이, 미군정은 국내 정세적 판단에 치중하

여 서울시헌장을 활용하였다. 미군정의 정책 실패, 특히 미가(米價) 폭등으로 

드러난 경제적 혼란은 미군정으로 하여금 서울시헌장의 정치적․홍보적 의

미에 더 무게 중심을 두게 만들었고, 국가구조 및 헌법규범적 차원의 문제는 

뒤로 밀려나 있었다.

넷째, 서울시헌장의 핵심적 부분이자 시민 자치를 대표하는 서울시 선거직 

직원을 구성하는 선거법령이 등장하지 못했다. 남조선과도입법위원의 선출 

과정에서도 드러나듯이, 선거법령의 마련과 실행은 입법 작용이면서 동시에 

어렵고 미묘한 극도의 정치행위이다. 모든 유형․단위 선거는 국가 운용의 

중심적 인력을 공급함으로써 국가의 골격 형성 및 국가의 통일성․일반성을 

구성․선도해 나아가는 기초적인 작업이다. 만약 서울시헌장의 애초 구상대

로 서울시의 독자적 선거법령이 만들어지고, 곧 시행되어 참사회원들과 서울

시장만이라도 순조롭게 구성되었다면, 서울시는 특별성을 획득했을지 모른

다. 그러나 서울시헌장이란 법규범을 둘러싼 제반 정치․사회․경제 환경이 

달라지고, 서울시헌장과 상호 지지적 관계인 법규범(법령 제126호)마저 효력 

정지 상태에 빠지면서, 서울시의 선거법령은 등장하지 못했고, 이는 다시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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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 기본법인 서울시헌장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다.129) 그 바탕에는 미군정

의 공보 정책에서도 보이듯이, 반공 이데올로기로 동아시아․세계 질서를 인

식․구축하려고 했던 미국의 큰 그림이 깔려 있었고, 이것이 미소공위의 결

렬,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향한 정책 조정 등 변화하는 동아시아 정세, 그리

고 과도입법의원에서의 지방자치조직법안 논의 과정에서 드러나듯이 국내 

정치 세력의 국가구조에 대한 기본적 구상 등이 서로 맞물려가면서 결국 미

군정으로 하여금 서울시만의 선거법령을 연기, 보류, 포기에 이르게 했던 것

으로 보인다. 비록 1947년 10월에 서울시 동회장 선거규정이 등장하고, 선거

까지 실시되었지만, 저조한 투표율에서 보이듯이, 애초 내용상 문제점이 있

었고, 서울시 자체 선거법령의 추동력이 되지도 못했다.

다섯째, 자치적이고 독립적이며 특별한 도시로서의 서울은, 비록 의미 있

는 목표이기는 했겠지만, 해방공간 사람들의 우선순위 목록에서는 뒤로 밀려

나 있던 후순위 과제였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왜냐하면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에서 논의된 조선임시약헌안, 지방자치조직법안 등을 보면, 서울특별시만의 

독자성이나 특별성은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정치세력

들, 특히 점차 강한 힘을 획득해 나갔던 우파는 자치․분권보다는 중앙집

권․통제에 더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추측하는 것은 제헌헌법이나 

정부 수립 이후 지방자치법 제정 과정에서도, 지방분권이나 서울시만을 위한 

특별하면서 강력한 관심을 발견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특별한 

서울시보다는 더 긴급하고 중대한 현안 과제가 있었고, 이것이 서울시헌장 

실패 원인의 인자일 수 있다. 또 하나, 좌․우파를 불문하고, 국민국가를 형

성하는 힘겨운 노정에 있어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다양성․특수성․특별성’

의 원심력보다는 ‘균질성․통일성․일반성’을 지향하는 구심력이 점점 강하

게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고, 그 기저에는 ‘지방-

국민국가’ 구조 안에 내재한 본질적 긴장관계가 있었다.

129) 서울의 인구와 위상을 고려할 때, 서울시 선거법령이 시행되었다면, 남한 정치의 향방을 결정하고 

미래의 가늠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조선 전체의 선거법과 그 실행상의 문제점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시뮬레이션 작업도 될 수 있었으며, 이후 5․10 선거의 중요한 자산이 

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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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서울시헌장이 기획, 추진되는 전체 과정 안에서 서울시민의 구체

적 이상이 반영되지 못했고, 이들의 참여는 없었다. 서울시민은 서울시헌장

의 주연은커녕 조연조차 되지 못했고, ‘지나가는 행인’으로 비유되는 ‘엑스트

라’였다. 이것은 단지 서울시민들의 역량이나 의지 부족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 문제의 근원도 굳이 찾는다면, 1945년 해방 직후 인민공화국․인

민위원회에 대한 미군정의 부인으로 인하여 자치의 진정한 토대와 실질을 구

성하는 시민들의 참여 공간과 그 의지가 초반부터 위축되었기 때문으로 추측

할 수 있다.

기존 연구처럼 서울시헌장에 기초한 서울특별시 기획의 실패 원인을 극심

한 좌우 대립의 결과, 미군정의 우파 육성 정책 등 하나의 결정적 인자로 귀

속시키거나, 이데올로기적 요소가 절대적으로 우세했다고 판정하는 것은 쉽

지 않고 적절하지도 않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법규범 자체의 문제, 지방자치

와 국민국가의 본질적 긴장 관계, 관련 법규범들간에 존재하는 유기적 결합

의 붕괴, 법규범을 둘러싸고 펼쳐지는 국제질서나 국내 정치․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 이질적인 법문화, 서구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나 경험의 부족 

등 다수의 인자들이 역사적 시간 속에서 복합적으로 결합하면서 서울시헌장

을 침식하고, 결국 자유롭고 특별하면서 민주적인 서울특별시 기획은 좌초되

었다고 비유하는 편이 더 적절할 것이다.

Ⅶ. 맺음말

서울시헌장을 통해 특별자유시로 다시 태어나고, 동아시아의 위대한 도시

로 비상하고자 했던 서울의 이상은 달성되지 못하였다. 민주․자유․독립을 

표방했지만, 우월감․이해부족을 동시에 품은 자치시 기획, 신생 국가 조직

의 구성 작업이라는 중요한 문제의식의 부족, 시민은 배제된 자치시 규범의 

정립 과정, 미군정이라는 주도자의 타자성과 실행 의지․절차의 비일관성, 

강한 민주적인 장치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낯선 도시의 것을 그대로 차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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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과 내용, 국제 질서의 재편과 미국․미군정의 정책 변화 등을 비롯하여 이 

모든 것이 서울시헌장의 이상을 잠식해 들어갔다. 그 기저로 들어가면, 우리

는 서울특별시의 탄생과 변모의 전체 과정 그 어디에도 서울시민들의 능동적 

모습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도 발견한다. 축제가 되었어야 할 1946년 

11월 21일 헌장수여식에서도 서울시민들의 모습은 수동적이고 희미하다. 그

러나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헌장이 공식적으로 폐기된 것도 아니었다. 서울시

헌장은 그대로 지켜지지 않았지만, 완전히 부정되지도 않았다. 서울은 자유, 

독립, 특별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고 동력을 잃고 어정쩡하게 멈추었다. 이

렇게 모호한 상황은 다소 도식적으로 표현하면, ‘군사점령/샌프란시스코/미

국/민주주의 판매자’로 표현되는 세계 질서의 선도자와 ‘무주지(無主地)/서

울/조선/민주주의 구매자’로 표현되는 세계 질서의 수용자 사이에 존재하는 

거리감을 드러낸다. 양자의 거리는 점점 좁혀질 것 같았지만, 더 벌어지는 

듯한 모습도 연출했으며, 그 탓을 단순히 국민국가 수립을 향한 촉박한 시간

과 긴급성 때문이었다고 변명할 수만은 없다. 미군정기 서울시헌장은 동아시

아․세계사적으로는 냉전의 초입에 세계질서의 주도자가 되려는 미국과 그 

흐름 안에서 자주․독립하려는 한국인들 사이, 그리고 좌(左)로 표상되는 익

명의 시민들과 우(右)로 표상되는 소수 정치결사체 사이, 나아가 지방자치의 

특수성․특별성과 국민국가의 통일성․일반성 사이에 존재하는, 결코 쉽게 

절충될 수 없는 갈등과 긴장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이다.

나아가 서울시헌장-진보적․민주적․미국적 법규범-이 식민지에서 막 해

방된 나라-더구나 분단 상태-의 토양 위에서 어떻게 등장하게 되고, 여타 

법규범들과 관련을 맺으면서 작동하며, 새로 형성되는 동아시아 질서, 사

회․정치․경제적 환경 하에서 어떻게 전개, 침식되었는지를 주의 깊게 보아

야 한다. 서울시헌장을 매개로 지방-국민국가-동아시아 질서의 연계 구조, 

서구 민주주의의 본질, 법규범과 사회현실의 상호작용과 역학 관계를 읽어내

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 법규범의 성공 조건까지 모색해 보는 것에 핵심이 

있다. 1946년 서울시헌장은 이런 근본적 과제를 포착하기에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고, 서울시헌장의 역사적 경험은 향후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의 자치



미군정기 ‘서울시헌장’의 재발견   191

규범 정립과 운용에 있어서 교훈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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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30)

A Rediscovery of ‘Charter of the City of Seoul’

 in the Period of U.S. Army Military Government:

The Structure of ‘Local/Nation-State/East Asia’ 

and the Tensions within it

Kang, Seokjeong*

This paper reviews mainly ‘Charter of the City of Seoul’(hereafter Charter) 

during the American Military Occupation in Korea. With the Charter, Seoul 

became the only special and independent city in Korea and has came to this 

day. But until recently, only the english version of Charter was found and 

no korean version has been found. In the past, the Charter was regarded as 

a failure and the cause of failure was attributed to ideological factors such 

as strong conflict between the leftist and the rightist.

This paper first identifies the existence of korean version of the Charter 

and analyzes it closely from legal point of view. And analyzes in a structural 

and dynamic perspective how the Charter interacts with the various domestic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s around it. Furthermore, aims to reestablish 

historical context and status of the Charter under the structure of 

‘Local/Nation-State/East Asia’. On the other hand, this paper reviews critically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attribute the failure of special and independent 

Seoul plan through the Charter to a single factor, for example, political power 

* Ph.D. course in Pusan National University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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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ggle or ide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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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n military occupation, U.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Local government, Nation-State, East As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