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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4․19혁명 이후 권력분산을 통한 민주주의의 실현, 경찰 및 선거제도의 개혁 등 혁명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짧은 기간 안에 정치제도의 많은 부분이 변경되었다. 헌법개정을 통
하여 내각책임제를 채택하고, 국회와 수상에게 집중될 수 있는 행정권을 견제하고 분산하기
위하여 상원을 도입하며, 선거관리기구를 독립된 헌법기관화하고 감찰위원회를 국무총리로
부터 상대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권력의 집중에 의한 독재를 방지하는 면에서 성
공적인 것이었다. 여기에 정당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위헌정당해산제도와 등록제로 헌법과
법률에서 규정된 것 역시 과거에 대한 반성의 면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경찰법 제정이 실패
함으로써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경찰의 중립성 보장이 규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
도적으로 실현하지 못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한 것이었다. 1960년 개정헌법과 후속 법률에서
볼 수 있는 각종 정치제도의 기본적인 구조는 상당수 현재 헌법상 각종 제도의 원형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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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있으므로 그 도입시 논의들을 찾아보는 것은 현재 제도의 뿌리를 검토하는 면에서 의미
가 크다. 당시의 경험들은 이후 개헌시기에 있을 정치제도의 개혁에 대한 논의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4․19혁명, 헌법개정, 내각책임제, 양원제, 경찰법, 감찰위원회, 선거관리

Ⅰ. 서
1960년 헌법의 개정은 4․19혁명1)으로 나타난 정치체제개혁에 대한 열

망이 결집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1960년 헌정체제는 5․16 군사쿠데타로 인
하여 1962년 개정되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존속하였으나, 국민의 민주화
요구에 의하여 형성된 민주헌정체제라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큰 의의를 가지
고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1950년대에 이르기까지 헌법에서 규범적으
로 채택하고 있던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민주적 정치체제는 현실에서 실현되
지 못하였다. 일제강점기의 헌법문서들은 실제 국가의 운영을 위한 문서라기
보다 장차 독립된 이후 건립할 새로운 국가의 구성을 위한 준비문헌이었다.
이들은 근대입헌주의 헌법의 이념들을 실현하기 위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
기는 하였으나 당해 규정들이 실제 우리 사회에 적용될 때에 어떠한 문제점
이 들어날지 여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한 측면이 강하였다. 이러한 점은
미군정기를 거쳐 형성된 1948년 헌법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제헌과정이
비록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문서들을 기반으로 하면
서 해외의 각종 헌법규범들과 이론적 논의들을 참작하여 헌법전을 만드는 것
이었다 하더라도,2) 헌정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서 적절히 적용되
어 실제 규범력을 가지는 헌법을 만들기는 쉽지 않았다. 애초부터 헌법상의
1)

2)

1960년 ‘4․19’를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와는 별도로, 1960년 당시 문교부에서
호칭을 ’사월혁명‘으로 통일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정하였고(동아일보 1960. 7. 29. 3면, “4월혁명으
로”), 현재에는 이에 대한 공식명칭으로 ’4․19혁명‘이 사용되고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1호-제13조). 따라서 이 글에서는 현행법에 따라 ‘4․19혁명’을 사용한다.
1948년 헌법 제정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영록, 뺷우리 헌법의 탄생뺸(서해문집, 2006), 57~
1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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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제도들은 실제 운영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이 나타날 것이 예정되
어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헌법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이루어진 1952년과 1954년 헌법개정은
1948년 헌정체제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이승만 정권의 정

치적 이익을 위한 위로부터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다. 따라서 여전
히 1960년 당시 헌법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정치체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
점은 해결되지 않고 있었다.
앞선 헌법개정들과는 달리 1960년 헌법의 개정은 4․19혁명으로 확인된
국민의 열망을 헌법을 통해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승만 정부를 거치면
서 독재를 경험한 국민들은 국가권력이 제한되고 기본권이 보장되며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는 헌정체제를 소망하였다. 이러한 바램은 4․19혁명
을 통해 분출되었고 그 결과 1960년 헌법이 성립되었다. 이와 같이 1960년
헌법은 1987년 6월 항쟁으로 나타난 국민의 여망을 반영하여 형성된 현행
헌법과 함께 우리 현대 헌정사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에 의하여 만들어진
헌법에 해당하며, 그에 대한 헌정사적 의의를 규명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간 1960년 헌법과 관련된 헌법학계의 논의는 헌법규정의 개정 내
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3) 특히 1948년 제헌헌법을 통하여 형성된 대
통령제 정치체제가 제1, 2차 헌법개정을 거치면서도 계속 유지되었던 점에
서 최초의 내각책임제 또는 의원내각제 정부형태의 채택이 많은 주목을 받
아 왔다. 또한 현행 제도의 원형에 해당하는 헌법재판소 제도 역시 관심을
받아왔다.4) 그러나 그 외에 개정된 헌법규정들이 구체적인 제도로 구현되는
모습까지를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그 의미를 분석하는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
았다.
따라서 이글에서는 1960년 헌법의 헌정사적 의의를 구체적인 정치제도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려 한다. 이미 내각책임제 및 헌법재판소 등 헌법 규
한태연 등, 뺷한국헌법사(하)뺸(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47~91면; 김영수, 뺷한국헌법사뺸(학문사,
2000), 470~480면; 성낙인, 뺷대한민국헌법사뺸(법문사, 2012), 109~125면.
4) 정종섭, ｢1960년 헌법에서의 헌법재판소의 최초 등장과 배경｣, 뺷법과 사회뺸 36(법과사회이론학회,
2009), 385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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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개정 내용 자체에 대한 분석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왔으므로 헌법개정
과정의 특징과 함께 개정헌법을 실현하기 위해 이루어진 각종 법제도의 개정
과정과 내용들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려 한다. 비록 5․16 군사쿠데타로 인
하여 1962년 개정되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존속하기는 하였으나 개정된
헌법 규정들을 구현하기 위한 입법의 경과 및 그와 관련된 논의들은 1960년
헌정제체의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보는 점에서 헌정사적인 의의를 찾아가기
위한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Ⅱ. 4․19혁명의 과제와 헌법개정
4․19혁명의 직접적인 원인이 3․15 부정선거였다고는 하나 근본적인 원

인은 당시까지 누적되어 온 이승만 정부의 독재와 기본권에 대한 억압, 정책
적 무능과 부패였다. 이승만 정부의 통치에 항거하는 투쟁의 주역들인 학생,
문필가, 언론인 등은 해방이후 학교교육을 통해 민주주의의 이념과 가치를
습득한 세대들로서,5) 이념으로서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제도화하고 실제로
구현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실제로 혁명 당시 학생들은 정권의 폭정과 사
회부패에 대한 불만, 부정선거와 경찰의 포학에 대한 분격, 국가와 민족의
장래 근심 등을 주요동기로 봉기에 참여하였다.6) 이들은 구호, 호소문, 벽보
등을 통해 학원의 자유, 부정선거배격, 부패와 독재배격, 경찰의 포학규탄,
시위권리보장, 정권의 사퇴, 구속학생 석방 등을 주장하였다.7) 4․19혁명의
분수령이 되었던 대학교수단의 시국 선언문에서도 대통령, 국회의원 등이 책
임을 지고 물러날 것과 정․부통령 선거의 재실시, 부정선거의 주모자 및 학
생살상자들의 처벌, 부정축재자의 처단과 함께 경찰의 중립화 및 학원의 자
유보장, 학원의 정치도구화 배격 등을 요구하고 있었다.8) 이와 같이 혁명의
최장집, ｢제2공화국하에서의 민주주의의 등장과 실패｣, 백영철 편, 뺷제2공화국과 한국민주주의뺸,
나남, 1996, 33면.
6) 김성태, ｢4․19 학생봉기의 동인｣, 한완상 등, 뺷4․19 혁명론 I뺸(일월서각, 1983), 116면.
7) 위의 글, 107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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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역들은 대체로 독재배격, 부정선거 방지 및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 부정선거 및 부정부패 등 과거의 청산을 혁명의 과제로 제시하
였다.
4․19혁명 이후 정치권은 위와 같은 혁명주역들의 요구를 받아 제도적으

로 권력분산을 통한 민주주의의 실현,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 경찰 및 선거제
도의 개혁, 과거청산 등을 구체화할 과제를 안고 있었다. 헌법의 개정은 이러
한 과제해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 그러나 개헌은 항쟁 주역들과의 긴
밀한 의사소통을 통해 그 주장들을 제도적으로 구체화하는 절차 없이 기존
정치권에서 주장하던 내용들을 실현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3․15 부정선
거에 항거하는 시위대의 요구에 의하여 1960. 4. 26.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
령직 사임과 정부통령선거의 재실시, 내각책임제 개헌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9) 이에 국회는 같은 날 대통령의 즉각 하야와 함께 3․
15 선거의 무효와 재선거 실시, 과도내각하의 완전 내각책임제 개헌, 개헌

후 민의원 해산 및 총선거 실시를 결의하였고, 곧바로 국회에 내각제개헌안
기초위원회가 구성되었다.10) 이와 같이 착수한 개헌작업은 신속하게 이루어
져 같은 해 5. 11. 개헌안이 국회에서 제안되었고,11) 같은 해 6. 15. 재적의
원 218명 중 208명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12) ‘내각제개헌안 기초위원회’의
명칭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당시 정치권은 이승만 사임 후 별다른 논의
없이 곧바로 혁명의 중심과제인 ‘민주화’를 ‘내각제의 채택’으로 확정하였다.
또한 기초위원회 구성으로부터 개헌의 완료까지 50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
고, 특히 중간의 정부공고기간 30일13)을 고려하면 개헌안을 작성하고 논의
하는 기간은 1달도 채 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짧은 기간 안에 개헌작업이
가능하였던 것은 기존에 마련되어 있었던 개헌안을 토대로 일부 수정하는 형

8)
9)
10)
11)
12)
13)

학민사 편집실 편, 뺷사월혁명자료집 4․19의 민중사뺸(학민사, 1984), 92~93면.
동아일보 1960. 4. 27. 1면, “이대통령 하야 결의”.
국회회의록 1960. 4. 26. 제4대 제35회 제9차 본회의, 9~10면.
국회회의록 1960. 5. 11. 제4대 제35회 제17차 본회의, 부록.
국회회의록 1960. 6. 15. 제4대 제35회 제37차 본회의.
동아일보 1960. 5. 12. 1면, “내각책임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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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초안 작성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로써 당시 정치권이 4․19혁명으
로 발생한 개헌의 기회를 이용하여 혁명 주역들과의 긴밀한 의사소통 없이
자신들이 오랫동안 염원하던 내각책임제 개헌을 추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실 1954년 개헌 이후에도 자유당과 민주당에서는 여러 차례 내각책임제
채택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을 마련하여 논의하였다.14) 가깝게는
1959. 6. 10. 민주당 정책소위원회가 작성한 내각책임제개헌요강이 발표되었

고,15) 이를 토대로 민주당의 정책위원회는 구체적인 내각책임제개헌안을 작
성하였다.16) 위 개헌요강을 살펴보면 민주당은 개헌안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근대 각국의 내각책임제헌법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제 원칙을 그대로 채

택’하였고, ‘권력구조의 변경과 아울러 특히 한국민주정치의 성장과 국민의
기본자유의 보장문제’를 고려하였으며, ‘법률로 규정할 수도 있는 것을 헌법
으로 보장하도록 한 바’가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에 따라 개헌
요강은 정부형태로서 내각책임제를 채택(대통령의 국가의 상징적 지위와 형
식적이며 의례적 권한, 부통령제도 폐지, 행정권의 내각귀속, 민의원의 내각
불신임권과 내각의 민의원 해산권 등),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항(언
론에 대한 사전검열 및 허가 등의 폐지, 집회의 사전통고나 인가 폐지, 정당
활동의 자유보장), 선거위원회의 조직과 권한 강화(중앙선거위원회 도입 등),
경찰공무원의 중립화(위원회 제도 도입), 인사의 중립화(공무원의 중립과 신
분보장을 위한 위원회 설치), 사법권의 독립보장(법관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대법원장 선출, 대법원장의 법관임면권, 배심제 등), 헌법위원회의 조직과 권
한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었고, 이후 발표된 개헌안에서 이를 조문형태로 구
체화하였다.
헌법개정안기초위원회는 민주당 4명(엄상섭, 조재천, 정헌주, 윤형남), 자
유당 4명(이재학, 박세경, 정운갑, 이형모), 무소속 1명(황호연)으로 구성17)
되어 여야간 합의에 의하여 개헌안을 마련하는 형식을 취하였고 실제로 위원
14)
15)
16)
17)

서희경, 뺷한국헌정사뺸(포럼, 2020), 285면.
동아일보 1959. 6. 10. 2면, “내각책임제개헌요강과 해설”.
동아일보 1959. 11. 17.-19. “민주당정책위서 작성한 내각책임제개헌안”.
국회회의록 1960. 4. 29. 제4대35회 제11차 본회의,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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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는 양당의 개헌안요강대조표를 작성하여 검토하는 방식으로 심의를 하였
다.18) 그러나 자유당은 이승만 정부와 책임을 함께하는 여당이었던 점에서
개헌안의 작성은 민주당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양당의 요
강19)을 비교해보면 양당은 정부형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대통령의 권한 등
에 관한 부분에서 일부 차이가 있었을 뿐 내각책임제 채택에 대해서는 대체
로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 기본권 및 선거위원회 등 기타 사항에 대하
여는 민주당만이 개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었다.20) 이후 공청회 등을 거쳐 작
성된 개헌안21)은 대체로 민주당의 의견이 반영되어 내각책임제 정부형태를
포함하여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 정당조항의 도입, 선거위원회의 헌법
기구화, 경찰의 중립화 조문 도입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었다. 종래 민주당의
개정안에서 주요하게 변경이 된 점으로 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선거제와 헌법
재판소의 신설 등이 있을 뿐이었다.
결국 개헌안의 제안이유 설명에서 이번 내각책임제 개헌안이 ‘많은 젊은
학도들의 피로써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22) 실제 개
헌안의 작성과정에서 1회 개최된 공청회를 제외하고 학생 등의 의사를 모아
반영하는 절차는 존재하지 않았다. 기존의 개헌안을 수정하는 형식으로 작성
된 개헌안은 국회토론과정에서 별다른 변화없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결과
혁명의 주역들인 학생들은 절차적으로 헌법개정에 자신들의 요구가 반영되
었다고 생각하기 어려웠다. 그러한 부분 중 대표적인 것으로 이승만 정부하
에 있었던 부정부패와 선거부정 등의 처벌 및 청산을 위한 조치가 있었다.
혁명적인 상황에서 사회의 안정을 위해 제도의 개혁을 서둘러야 할 필요성이
있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때 이루어진 개혁에 국민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이로써 도모하였던 사회의 안정은 더욱 멀어질 수
18) 경향신문 1960. 5. 1. 1면, “민․자 양당의 개헌안요강대조표”.
19) 위의 글.
20) 구체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한 사전검열 및 허가의 폐지),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선거위원회의 헌법기관화, 경찰행정의 중립화, 인사행정의 중립화,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함 등이 민주당 개헌요강에 포함되어 있었다.
21) 국회회의록 1960. 5. 10. 제4대 제35회 제16차 본회의, 2~6면.
22) 국회회의록 1960. 6. 10. 제4대 35회 제33차 본회의,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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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없다. 결국 1960년 헌법개정과정의 문제는 새로운 민주당 정부 출범
이후 혼란과 갈등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Ⅲ. 양원제의 실현과 국회법의 개정
입법부와 집행부가 서로 독립되어 있어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대통령제와는 달리 내각책임제 정부형태에서는 의회가 유일한 국민의 대표
기관이며 행정부의 구성과 조직이 의회에 의존하므로 입법부와 행정부간 권
력의 공화현상이 발생하고 수상이 의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강력한 통치를 하
는 경우 이를 견제하기가 어렵게 된다.23) 따라서 이론적으로만 보면 내각책
임제를 채택한다고 하여 이승만 정부의 대통령제에서 나타났던 권력집중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물론 집행권이 국가원수인 대통령과
총리로 분리된 행정부에 부여되어 있어 권력통제 장치가 없는 것은 아니나,
국가원수가 국가의 상징적 존재로서 형식적․의례적 권한만을 가지는 경우
대통령의 이러한 기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내각책임제에서 상원
으로 하여금 국민의 직접선거로 구성되는 하원의 독주에 대응한 균형추 역할
을 수행하도록 양원제를 채택24)하는 것은 권력 제어의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내각책임제개헌안 기초위원장 정헌주는 1960년 헌법 개정초안의 양원제
채택에 대하여 ‘내각책임제에 있어서 다수당의 전제를 견제하고 의결에 신중
을 기한다는 의미에 있어서 내각책임제 헌법에 대다수의 예가 양원제를 채택
하고 있는 그 전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여25) 이것이 하원과 함께 총리에
대한 권력집중을 견제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다만 1952년 헌법개
정으로 양원제가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은 구성
23) 정종섭, 뺷헌법학원론뺸(박영사, 2018), 985~986면.
24) 성낙인, 뺷헌법학뺸(법문사, 2020), 365면.
25) 국회회의록 1960. 6. 10. 제4대 제35회 제33차 본회의,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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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았고 그러한 상황이 1954년 헌법까지도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실제로
양원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논란과 시행착오를 피할 수 없었다.
헌법개정안기초위원회에서 국회부분 초안 작성시 논란이 많았던 부분은
참의원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1952년 헌법에서부터 참
의원은 지역대표로서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의
원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므로(1952년 헌법 및 1954년 헌법
제32조), 이를 다른 형태로 개정할지 여부가 논의되었다. 당시 그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것이 직능대표제와 지방의회의 간선제였다. 그러나 전자는 직업
단체가 ‘여당의 괴뢰로 전락’될 가능성과 그 결과 ‘참의원이 여당일색’이 되
고 ‘선거의 부정을 조장’할 우려로 말미암아, 후자는 간선제가 가지는 민주적
한계로 말미암아 채택되지 못하였다.26) 다만 민의원과의 중첩을 피하기 위
하여 참의원의 선거구를 특별시와 도로하고, 정원을 민의원의원정수의 4분
의 1로 제한하며, 임기를 4년과 6년으로 달리하는 것으로 양자가 구별되도록
하였다.
개정초안에서 양원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민의원의 중심적인 역할을 원칙
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민의원 해산시 동시개회의 원칙에 의한 참의원의 폐
회(제35조의 2 제2항), 국무원의 민의원에 대한 연대책임(제68조 제3항), 민
의원의 국무총리지명에 대한 동의권(제69조) 및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권(제
71조) 등이 규정되었다. 또한 양원의견 불일치시 민의원의 재의에 부하여 예

산안은 단순 의결로, 그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 것을 국회의 의결로 보도록 하였고(제37조), 양원

합동회의는 대통령 선거의 경우로 제한하였다(제53조). 다만 참의원 의장이
대통령권한대행에서 민의원의장에 우선하며(제52조), 헌법재판소 심판관 중
3인의 선출을 참의원에서 하도록 하여(제83조의 4 제2항) 참의원에 제한적

인 우선권이 주어져 있었다.
국회토론과정에서 이러한 초안에 대하여 피선거권이 같고 선거권자도 다
26) 위의 글,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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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지 않은 상황에서 1인의 의원이 더욱 다수의 국민을 대표하는 참의원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여야 하며 참의원 선거구가 지나치게 넓어 강력한 정
당의 배경이 없는 사람에게 불리하다는 변진갑 의원의 문제제기27)가 있었을
뿐 다른 논의는 없었다. 이에 대한 정헌주 기초위원회 위원장의 답변은 1960
년 헌법상 참의원의 지위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었다.
“상원이라는 것은 현재 본 위원회가 생각할 때라든지 국민이 생각할 때에는 하

나의 조정적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것은 역시 민의원이 되어야 되고 또 내각이라든지 정부도 그 민의
원에 대해 가지고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데 다만 참의원을 두는
것은 그 조정적인 역할을 갖다가 맡기자 하는 데 불과한 것이지 참의원에도 민의원
과 같은 동등한 권력을 주기 위해 가지고 참의원을…… 양원을 갖다가 생각하지는
안 했던 것입니다.”28)

헌법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국회법 개정이 추진되었고, 양원 기초위원들의
연석회의에서 이견이 있었던 부분은 민의원에서 부결된 안건의 참의원 회부
문제와 참의원의 상임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이었다. 개정초안은 민의원에서
부결된 의안을 참의원으로 보내지 않고 단순히 통고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 외에 초안은 전원위원회 및 양차표결의 폐지, 정기국회 일자의
조정, 민의원의 예산결산위원회 신설 등 상임위 구성, 교섭단체 구성 인원수
15명으로 축소,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른 상임위원회 개최 및 상임

위원회 속기록 작성과 본회의 보고 등을 주요내용을 하여 구체적인 국회운영
과 관련된 여러 개정규정들을 담고 있었다.29)
개정초안에 대한 민의원에서의 토론과정에서도 각원에 선의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안건들 중 부결된 것들의 처리가 주요한 쟁점이 되었다. 민의원의
27) 국회회의록 1960. 6. 13. 제4대 제35회 제35차 본회의, 23~25면.
28) 위의 글, 27~28면.
29) 국회회의록 1960. 8. 16. 제5대 참의원 제36회 제4차 회의, 4~5쪽; 1960. 8. 27. 제5대 민의원
36회 제12차 본회의, 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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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독회에서 각원에 선의권이 부여되지 않은 것들 중 부결된 안건을 다른
원으로 보내지 않는 것, 특히 민의원 부결 안건을 참의원에 송부하지 않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취지에 위배된다는 김창수, 조한백 의원의 주장이
있었다.30) 이에 대하여 국회법개정법률안기초특별위원장대리 윤길중 의원은
부결된 안건을 다른 원으로 보낸다는 것은 양원제도에서 독립기관으로서 기
관 자체의 권위상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입법정책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31) 그는 이후 참의원에서 부결된 안건을 민의원으로
송부하여 재의를 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 민의원의 재의권에
따라 가능하다며 초안에 이를 삽입하였다고 설명하였다.32) 이어진 제2독회
에서 김창수 의원은 법률안을 제외하고 다른 안건은 민의원에서 부결되었더
라도 참의원으로 송부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나 채택되지 않았고,
결국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다.33)
참의원에서는 민의원에서 가결된 국회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참의원의
상임위원회를 조정하고 예산결산위원회를 신설할지 여부와 함께 민의원에서
부결된 안건의 송부와 관련하여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후자의 경우 민의
원에서 부결된 안건도 모두 참의원으로 송부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강
력하게 제기되었다. 민의원 측에서는 부결된 안건을 동일 회기 내에 다시 재
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논거를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민의원에서 부
결된 안건은 그 뜻을 참의원에 통지한다’를 ‘민의원에서 부결된 안건은 그
뜻을 붙여서 참의원에 전송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되어 재논의가 가능
하도록 하였다.34) 이러한 참의원 수정안에 대하여 민의원에서는 별다른 이
견이 없었고35) 결국 총투표의원 184명 중 129명이 찬성하여 그대로 참의원
안이 가결되었다.36)
30)
31)
32)
33)
34)
35)
36)

국회회의록 1960. 8. 30. 제5대 민의원 제36회 제14차 본회의, 3~4, 10~11면.
위의 글, 13면.
국회회의록 1960. 9. 2. 제5대 민의원 제37회 제1차 본회의, 11~12면.
국회회의록 1960. 9. 5. 제5대 민의원 제37회 제3차 본회의, 17~20면.
국회회의록 1960. 9. 16. 제5대 참의원 제37회 제9차 본회의, 16면.
참의원 수정안에 대한 민의원 본회의 논의에서는 오직 김창수 의원의 찬성 발언만이 있었다.
국회회의록 1960. 9. 17. 제5대 민의원 제37회 제14차 본회의,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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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양원제를 채택하여 운영할 때 하원의 구성과 기능은 기존 국회와
유사한 것으로 보면 제도의 설계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새롭게 상
원을 구성하는 경우 그 구성방법과 함께 지위와 권한을 어떻게 정할지 여부,
특히 하원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여부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
분이다. 헌법규정상으로는 이미 1952년에 양원제가 채택되었으므로 1960년
상황에 맞추어 그 규정을 개정하기만 하면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라 생각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시까지 실제 양원제가 운영되지 않았던 점을 보면
4․19혁명 이후 최초로 양원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설계에 들어갔다

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이러한 점은 헌법개정안의 기초 작업에서부터 상
원인 참의원의 구성과 권한 관계에 대하여 많은 이견들이 존재하였고, 국회
법 개정과정에서도 결국 끝까지 문제되었던 부분이 양원관계에 대한 규정이
었던 점을 보면 분명해진다.
특히 내각책임제 하에서 하원과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상원
을 두고 상원의원의 선출과 구성방식이 하원과 특별한 차이가 없는 대표적인
국가가 일본이었던 점에서 당시 일본국 헌법과 국회법이 참고가 될 수 있었
다. 그러나 일본국 헌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양원이 동등한 지위를 가지며 예
산안의 의결을 제외하고 하원인 중의원이 아무런 우선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
으므로,37) 1960년 헌법상의 양원제와는 질적으로 달라 헌법과 국회법의 개
정이 일본의 예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내각책임제이
면서 양원제를 채택한 영국과 독일 역시 상원이 각 귀족원과 연방참사원으로
서 하원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구성되었으므로 우리가 이들 국가의
제도를 참고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때 이루어진 국회법 개정
은 양원제를 채택한 이들 나라들의 제도들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후 1961. 5. 16.까지 짧은 기간 동안 민의원과 참의원은 공존하면서 입
법부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때로는 민의원과 참의원의 견해가 달라 입법
37) 일본국 헌법 제59조-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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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다소 시간이 걸리기도 하였고, 때로는 별다른 이견없이 신속히 안건이 처
리되기도 하였다. 그러한 면에서 하원과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상원
의 도입은 운영상으로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양원제의 운영 경험이 충분히 쌓여갔다면 급하게 만들어진 헌법과 국회법의
관련 규정들에 대한 평가와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우
리만의 양원제의 모델도 만들어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러
한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쿠데타에 의한 헌정의 중단을 맞이하였고 이후 양원
제는 다시 채택되지 않았다.

Ⅳ. 내각책임제의 채택과 행정부의 변화
1. 정부조직의 변화
국회는 헌법개정의 기본방침이 내각책임제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
정 헌법에 알맞은 정부조직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하였
다. 국회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이 헌법개정안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인정
하여 헌법기초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38) 이에 따라 정부조
직법의 개정안은 국무총리와 국무원, 행정각부의 법적 지위와 상호관계에 대
한 변경이 주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었다.
1960. 6. 15. 통과된 헌법개정안은 고전적인 의원내각제 또는 내각책임제

의 전형적인 틀에 따른 것이었다.39) 대통령은 국가의 상징적 지위로서 형식
적이며 의례적인 권한만을 가지고 있었고, 행정권은 민의원에서 선출되는 국
무총리와 그에 의하여 임명되는 국무위원으로 구성된 국무원에 속하였다(제
68조). 특히 국가의 주요사무를 모두 국무회의의 필수적 의결사항으로 규정

함으로써(제72조) 국무회의를 국가최고의결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38) 국회회의록 1960. 5. 27. 제4대 국회 제35회 제22차 본회의, 5면.
39) 성낙인, 앞의 책(각주 3), 1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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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에게 민의원해산권을 부여하고 민의원에게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권을
부여하여(제71조) 양자간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다. 국무총리는 행정부 수
장이며 국무회의의 의장으로서 행정부 구성권인 국무위원 임면권(제69조 제
5항) 및 국무위원 중 행정각부의 장을 임면할 수 있는 권한(제73조)을 부여

받았고, 국무회의의 소집권, 국무원령 발령권 및 국회에 대한 의안제출권, 행
정각부의 지휘․감독권 역시 가지고 있었다(제70조).
이러한 헌법개정안에 따라 만들어진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위의 헌법규정
들을 보다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우선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의 결
의에 따라 행정각부를 지휘․감독하고(제2조), 행정각부의 처분이나 명령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무총리가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그에 대한 국무원의 방침을 정할 수 있도록 규
정을 두었다(제3조). 또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조직되는 국무원의 의장
은 국무총리가 담당하고 의안을 제출받아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의사를 정리
할 수 있는 권한 및 국무원 사무의 지휘․감독권을 의장에게 부여하여(제8
조, 제9조) 국무총리가 행정부의 수반임을 분명히 하였다. 국무원에 대하여
는 국무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제9조 제1항)
그 통할 하에 외무부 등 12개의 행정각부를 두었으며(제14조) 국무회의에 상
정될 의안을 정리하고 국무원의 공보, 법제, 인사, 상훈, 방송관리와 기타 서
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국무원 사무처를 신설하였다(제11조 제1항).
국무원 사무처는 원칙적으로 행정각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처
리하는 기구로서(제11조 제2항) 행정각부에 소속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공보실 등이 여기에 속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의원내각제 개헌에 대비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원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것은 정무차관제도의 도입이다. 정무차관제도는 원래 1948. 7. 14. 제안된
정부조직법 제정안 제29조에 규정되어 있던 것으로서 당시 전문위원 유진오
에 의하면 이는 국회와 정부의 긴밀한 연락을 위한 것이며 일본에도 존재하
였으나 원래 의회제도의 발상지인 영국의 제도였다.40) 이와 같이 정무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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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내각책임제 정부형태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
가 절충되어 있는 당시 정부형태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이었다. 국회논의
과정에서 행정의 간소화와 재정상의 이유로 결국 삭제되었으나41) 이후 국회
는 같은 취지로서 행정 각부에 국회의원 중에 임명하는 정무관을 두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시도하기도 하였다.42) 정무차관제의 내각책임제적 속성
과 그간 이를 정부의 운영에 도입하려 했던 국회의 시도들에 비추어 볼 때
내각책임제를 채택한 헌법하에서 이를 도입하는 것은 적절한 것이었다. 정부
조직법 개정안은 행정각부에 행정사무처리와 소속 공무원의 지휘감독을 위
해 장관을 보좌하는 종래의 사무차관에 더하여 정책과 기획수립 및 정무처리
를 보좌하는 정무차관을 두었고 국회의원이 이를 겸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
14조 제4항). 개정안 기초위원장 정헌주는 정무차관제 도입의 취지를 의회와

행정부간 정책결정 및 집행의 조화를 위한 것으로 설명하였다.43)
이에 더하여 정부조직법 개정안 중 당시 개정의 취지를 잘 보여주는 것의
하나로 제2장 국무원에 경찰기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둔 것이 있다. 개정
안은 제13조에서 “① 경찰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안위원회를 둔다.

② 공안위원회의 조직과 경찰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공안위원회의 조직과 경찰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라
고 규정하여 특별히 경찰의 중립성 보장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조항은 경찰이 집권당과 행정부에 예속되어 사병화되었던 이승만 정부에서
의 상황과 결정적으로 3․15 부정선거에서 각종 선거부정에 경찰들이 동원
되었던 경험이 배경이 된 것이다. 이는 이후 개정된 헌법이 제75조에서 행정
각부의 조직과 직무범위를 법률로써 정하도록 하면서 “전항의 법률에는 경
찰의 중립을 보장하기에 필요한 기구에 관하여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한

40) 국회회의록 1948. 7. 14. 제1대 국회 제1회 29차 본회의, 14면.
41) 국회회의록 1948. 7. 16. 제1대 국회 제1회 31차 본회의, 11~12면.
42) 국회회의록 1951. 8. 22. 제2대 국회 제11회 48차 본회의, 2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가결되었으나
이승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정무관의 도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과정과
의의는 서희경, 앞의 책(각주 14), 171~173면 참조.
43) 국회회의록 1960. 6. 13. 제4대 국회 제35회 32차 본회의,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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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대응한 것으로서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개정이 동시에 추진되어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경찰 중립성의 법률적 보장은 정부조직법 규정을 넘어
경찰법 제정의 추진으로 이어진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마지막 제30조에 공무원의 직무상 비위를 감독하기 위
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감찰위원회를 두도록 한 것도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
이다. 원래 1948년 제정된 정부조직법은 공무원에 대한 감찰사무를 담당하
기 위해 대통령소속하에 감찰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1954년 개헌 이후 개정된 정부조직법(1955. 2. 7. 법률 제354호로 개정된

것)은 감찰위원회를 폐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위를 감찰하기 위하여 대통
령 소속하에 감찰원을 두도록 하였고 그 조직과 직무에 대하여 별도의 법률
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나 입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44) 그 대신 대통령령으
로 대통령 소속하에 사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감찰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4․19혁명 이후 이루어진 정부조직법 개정에서 다시 감찰위원회 제도로 복

귀하도록 한 것은 지난 기간 임의기관인 사정위원회에서 담당하였던 공무원
의 부정부패에 대한 내부적인 감찰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반성
적 고려에 의한 것이었다.45) 이러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신정부에서 감
찰위원회법이 제정되었다.
헌법개정 후 이루어진 정부조직법의 개정안에 대한 국회토론을 보면 방송
관리권의 귀속 문제를 제외하고 별다른 논의가 없었고 그 조차도 기초위원회
에서 재차 합의를 하여 개정안에 변동은 없었다. 다만 경찰법의 제정이 예정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시행시까지의 공백을 위하여 부칙 제4조에서 “제13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이 시행될 때까지 치안․소방에 관한 사무는
내무부장관이 장리하고,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내무부에 치안국을 둔
다.”는 내용이 보충되었다. 그 외에 별다른 이견없이 정부조직법은 원안대로
통과되었다.46)
44) 1956년 10. 18. 국회는 감찰원법을 통과시켜 정부에 이송하였으나 대통령은 국무원을 감찰대상으
로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국회에서 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
다. 국회회의록 1957. 8. 1. 제3대 국회 제25회 48차 본회의, 4~5면.
45) 국회회의록 1960. 9. 16. 제5대 민의원 제37회 제13차 본회의,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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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 정부조직의 개정은 내각책임제 헌법개정의 후속작업이 주요내용
을 이루고 있어 국무총리와 국무원, 행정각부와 관련된 규정들은 헌법의 취
지를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서 법률에서 별도의 제도를 도입한 것은 찾아보
기 어렵다. 오히려 경찰의 중립성 보장을 위해 ‘공안위원회’제도를 도입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위를 감독하기 위하여 감찰위원회를 두도록 한 것이 지
난 정권에서의 경찰의 폐해와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일소해야한다는 혁명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정부
조직법상의 이들 규정들은 새로운 제도 도입의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어 구
체적인 제도의 모습과 실제 운영은 이후 입법을 기다려야 알 수 있는 것이
었다.

2. 경찰법 제정의 실패
정부조직법과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경찰법의 제정 역시 서둘러 추진되었
다. 경찰의 중립화를 위한 법률의 제정은 과도정부가 들어선 직후부터 논의
되었다. 1960. 4. 30. 경찰중립을 제도화하기 위한 특별법을 기초하기 위해
9인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결의안이 박병배 의원의 제안으로 제출되어 같은

해 5. 2.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고,47) 같은 달 14. ‘경찰중립화법안제정요강’이
발표되었다. 법사위원회 전문위원 서일교에 의하여 발표된 위 요강은 국가경
찰의 일원화 문제와 경찰직무의 한계를 명백히 할 것, 인사행정의 균일화,
중앙공안위원회 및 시도공안위원회 설치, 경찰관의 신분보장, 검찰의 경찰사
무 감독, 도경찰책임자의 임용자격을 변호사로 제한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
고 있었다.48) 당시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찰이 정권의 사병화’되어서는 안된
다는 경찰 중립화의 요구는 일반시민 뿐 아니라 경찰내부에서도 존재하고 있
었고 이를 제도화하는 방법으로 국립경찰과 자치경찰의 분리, 경찰관리를 위
46) 국회회의록 1960. 6. 24. 제4대 국회 제35회 45차 본회의, 2면.
47) 국회회의록 1960. 5. 2. 제4대 국회 제35회 12차 본회의, 4~5면.
48) 경향신문 1960. 5. 14. 1면, “공안위제도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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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안위원회의 설치, 정치사찰의 금지 및 검찰의 우위성 확립이 제시되기
도 하였다.49) 한편 과도정부도 내무부에 경찰행정개혁심의회를 조직하여 경
찰행정개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사하도록 하였고50) 이를 통해 법안에 대
한 의견을 제시하였다.51)
법안제정요강에 의하면 경찰의 중립성 보장을 위한 조직형태로 위원회제
도를 도입하는 것 자체에 대하여는 법제정 초기부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찰과 관련한 중요한 정책과 인사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하게 하는 것은 일찍이 미군정시기에 경험해본 것이었다. 미군정청
은 국립경찰을 조직하여 도지사의 권한으로부터 경찰행정권을 분리하면서
경무국을 두었고52) 남조선과도정부 내에 중앙경찰위원회를 설치하여 인사
와 정책 등 주요업무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부여하였다(중앙경찰위원회의
설치53) 제2조, 제3조). 위 위원회는 경무부장, 민정장관이 각 부처장 중 추천
하는 2명, 사법부장이 심판관 또는 검찰관 중에서 추천하는 2명, 기타 군정
장관이 임명하는 인원을 포함하여 6인으로 구성되어(제5조) 경찰이 행정권
에 전적으로 귀속되지 않도록 하였다. 한편 1954년 제정된 일본 경찰법 역시
총리 산하에 국가공안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찰에 대한 관리권을 부여하고 지
방에 지방공안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었다. 짧은 기간에 제정안을 마련하여
야 하는 상황에서 미군정시기의 경험과 일본의 입법례는 주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경찰중립화를 위한 논의에서 공안위원회 설치에 대
하여는 자연스럽게 의견이 모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정안의 기
초에서 쟁점이 된 것은 공안위원회 제도를 구체화하는 방법이었다. 경찰을
행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간섭을 하지 못하게 하면 책임정치의 측면
에서 문제가 생기고 반대로 행정부에 예속시키는 경우 경찰의 사병화를 막을
수 없게 되므로 이러한 모순된 상황을 적절히 조절하여 제도화하는 것이 가
49)
50)
51)
52)
53)

동아일보 1960. 5. 3. 1면, “우리가 바라는 경찰기구개편안”.
법률신문 1960. 6. 13. 4면, “경찰행정개혁심의회령”.
이현희, 뺷한국경찰사뺸(한국학술정보, 2004), 266면.
이현희, 위의 책, 161면.
1947. 11. 25. 제정, 군정법률 제1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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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큰 과제가 아닐 수 없었다.54)
같은 해 6. 9. 당시 국회에 제출된 경찰법안을 보면 우선 제1조에서 경찰
법의 목적을 “경찰로 하여금 중립하여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에 전심케 하기 위하여”라고 하여 정치적 중립을 제일 목
적으로 제시하였다. 법안은 제2조에서 경찰의 직무범위를 공공질서의 유지,
생명과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과 진압, 수사와 체포, 교통단속과 영장의
집행 등으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특히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
여 경찰이 직무범위를 이탈하여 정치행위에 관여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함을
선언하였다.
법안은 정치적 중립을 제도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직속으로 중
앙공안위원회를 두어 경찰의 인사와 시설관리 및 소방관리까지 전반적인 사
항을 관장하게 하였다(제3조). 중앙공안위원회는 국무총리가 행정각부의 장
관이 아닌 국무위원, 소위 무임소장관으로 임명하는 위원장과 민의원의 교섭
단체 중 의원수가 많은 2개의 교섭단체에서 각 선출한 2인, 대법관 및 고등
법원장으로 구성된 법관회의에서 선출한 1인,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선출한 1인으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마지막 2인은 어느 정당에도 소속할 수
없도록 하였다(제4조). 또한 이들의 임기를 3년으로 보장하고(제8조), 일정한
경우 선출한 기관에서만 해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제6조), 보수를 행정각
부차관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하여(제10조) 경찰행정이 행정부는 물론 정치
권으로부터도 독립하여 이루어지도록 보장하였다.
경찰법 제정안 기초에서 크게 쟁점이 되었던 것은 국가경찰로 일원화할
것인가 아니면 지방경찰을 두어 분권화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특히 중앙
에서 경찰을 장악하고 정치도구화 및 사병화하였던 경험에서 그 폐단을 막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55) 결국 전국적 규모의 범죄 등에 대비하
게 위하여 지방자치경찰을 도입하지 않으면서도 이와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한
방안들이 마련되었다. 우선 경찰조직은 중앙공안위원회의 사무기관으로서
54) 국회회의록 1960. 6. 9. 제4대 국회 제35회 32차 본회의, 8~9면.
55) 위의 글, 9~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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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지휘․감독을 받는 경무청을 두고(제11조) 그 소속하에 특별시와 각도에
경찰청, 각 경찰청 산하에 경찰서와 소방서를 두도록 구성되었다(제14조 제4
항, 제6항). 한편 특별시와 각도에 지방경찰청장의 보직에 대한 동의권 및
경무관․총경 및 경감의 해임과 면직의 건의권(제32조)을 가지는 지방공안
위원회를 두어 인사에 대한 중앙의 독주를 견제하도록 하였다. 지방공안위원
회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특별시장이나 도지사가 임명하는 1인, 지방법
원법관회의에서 선출한 1인, 지방변호사회에서 선출한 1인, 민의원교섭단체
에서 각각 선출한 2인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하여(제28조) 중
앙공안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행정권은 물론 정치권으로부터의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다. 그밖에 기초안은 소위 “훌륭한 인재, 지식이 있는 사람, 자격
이 있는 사람은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놈을 오히려 배제를 하고 무자격한
사람…… 사람도 잘 뚜드리고 사람도 잘 죽이고 말 잘 듣고 아첨 잘하는 놈
을 전부 앉혀 가지고 이 나라를 이렇게 망쳐 논”56) 적폐를 시정하기 위하여
경찰임용에 시험제를 채용하였다(제18조).
법안 작성과정이나 법안 제출 이후에 공안위원회의 구성과 지위에 대한
많은 이견들이 제시되었다. 우선 법안 작성과정에서 중앙 및 지방 공안위원
회의 위원의 구성에서 교섭단체에서 선출한 위원은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
유로울 수가 없으므로 이를 배제해야 한다는 견해가 존재하였고 특히 지방공
안위원회의 경우 정당에서 위원을 선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며 대학
에서 선출한 교수 1인을 위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
다.57) 그러나 여야의원이 서로 견제함으로써 균형을 이루게 된다는 취지에
따라 그대로 정당추천 위원이 남아있게 되었다. 또한 중앙공안위원회 의장이
무임소 국무위원 중 총리에 의하여 임명되는 이상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받
도록 하더라도 운영상 국무원의 지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
과 국립경찰과 지방경찰로 이원화하는 것이 자치행정의 취지에 보다 부합한
다는 비판도 존재하였다.58)
56) 위의 글, 11면.
57) 동아일보 1960. 6. 17. 3면, “번우창 : 경창중립화법안심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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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이견들 속에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경찰법안에 대한 심의
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를 넘긴 1961. 1. 19.에서야 비로소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기획위원회에서 법안 심의에 착수하였고,59) 기대와는 달리 심
의가 지지부진하자 같은 해 3.20. 국회에서 경찰법안 심의를 촉구하는 결의
안이 제출되기도 하였다.60) 이후 위 법안 이외에도 고담용 의원 등이 제안한
법안과 주도윤 의원이 제안한 법안 그리고 정부의 위촉을 받아 경찰행정개혁
심의회에서 제안한 법안 4가지가 마련되었고 그 절충을 위한 심의가 이루어
졌으나 특히 중앙공안위원회의 구성을 둘러싼 이견으로 말미암아 단일한 법
안의 본회의 상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61)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경찰법의 제정은 4․19 혁명의 직접
적인 원인에 대한 대책이면서 그 성과를 제도화하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이루
어져야 하는 것이었다. 특히 개정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입법을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었으므로 제정을 미루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상황이 계속됨을 의미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입법안이 계속하여 제출되고 국회와 정부
가 입법을 서두르지 않았던 것은 “경찰중립화법안이 되지 않고 경찰여당화
법안 그러니까 여당으로서 실력을 부릴 수 있게 되고 책임은 안 질 수 있게”
하고자 한 것이라는 김창수 의원의 발언62)과 같이 민주당 정부가 집권 후
경찰권을 여전히 장악하고자 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3. 감찰위원회법의 제정
혁명의 과제로서 경찰중립화 만큼이나 중요하게 주장되었던 것이 공무원
의 부정부패 근절이었다. 정부와 국회로서는 이를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취
하여야 했고 이를 위해 공무원재산등록법 및 감찰위원회법의 제정을 추진하
58)
59)
60)
61)
62)

경향신문 1961. 1. 21. 1면, “경찰법안의 문제점”.
위의 글.
국회회의록 1961. 3. 20. 제5대 민의원 제38회 36차 본회의, 14~15면.
국회회의록 1961. 4. 27. 제5대 민의원 제38회 59차 본회의, 3~5면.
국회회의록 1961. 4. 18. 제5대 민의원 제38회 제32차 내무위원회,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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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나 후자만이 성공할 수 있었다.63)
정부수립 이후 공무원에 대한 감찰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되었던 감찰위원회64)는 1955. 2. 7. 자유당 정권이 부정을 마음대로 저
지르기 위해 감찰기능을 없애려고 한다는 야당의원들의 비난 속에 정부조
직법 개정으로 폐지되었다.65) 이승만 정부는 그 대신 대통령 소속하에 사
정위원회를 두어 공무상의 직무상 비위를 조사․보고하도록 하였다.66) 사
정위원회는 법률에 근거가 없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직접 의결할 수
있었던 감찰위원회와 달리 공무원의 직무상 비위를 조사하여 임명권자와
징계위원회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는 권한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사정위
원회 규정 제2호) 제도적으로 정부의 감찰기능은 약화된 상태였다.67) 따라
서 혁명 이후 부정부패의 방지와 감찰사무의 강화를 위한 신속한 제도 도
입을 위해서는 종전의 감찰위원회를 기반으로 이를 개편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었다.
신정부가 들어선 이후 감찰위원회법안의 제출은 양일동 의원 외 29인에
의하여 이루어졌고68) 이를 토대로 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60. 10. 31. 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제출된 법안69)을 보면
우선 폐지 전 감찰위원회는 공무원의 위법 또는 비위 소행에 관한 조사와
정보수집, 처분요청 및 고발에 권한이 한정70)되었던 것에 비하여 법안의 감
찰위원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공무원 및 행정기관과 함께 국영
기업체 또는 주식의 과반수가 국가에 귀속하는 법인의 직무상 비위를 감찰하
63) 국회는 3부고급공무원재산등록법 제정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과제로 넘
겼고(국회회의록 1960. 9. 21. 제5대 민의원 제37회 제17차 본회의, 22면), 정부에서도 법무부를
중심으로 공무원재산등록법안을 기초하기도 하였으나(법률신문 1960. 10. 24. 4면, “공무원재산등
록법안을 성안”) 완성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지는 않았다.
64) 정부조직법(1948. 7. 17. 제정, 법률 제1호) 제6장 감찰위원회
65) 감사원, 뺷감사 60년사 I뺸(감사원, 2008), 132~135면.
66) 사정위원회 규정(1955. 3. 7. 대통령령 제1017호) 제1조.
67) 감사원, 앞의 책(각주 65), 138면.
68) 국회회의록 1960. 9. 16. 제5대 민의원 제37회 제13차 본회의, 2~4면.
69) 국회회의록 1960. 10. 31. 제5대 민의원 제37회 제36차 본회의, 14~18면.
70) 정부조직법(1949. 3. 25. 개정, 법률 제22호) 제43조, 감찰위원회 직제(1950. 3. 31. 제정, 대통령령
제317호)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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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밖에 국회(각원과 위원회 및 국정감사반 포함)의 조사가 요구된 제 행
정기관 또는 행정공무원의 비위를 감찰하는 권한이 부여되었다(제2조). 여기
서 공무원에는 일반적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행정공무원과 함께 공법
인의 임원, 국영기업체 또는 주식의 과반수가 국가에 귀속하는 기업체 기타
법인의 관리인, 임원 및 기타 유급직원, 그리고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
을 가진 자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촉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어(제3조) 넓은 범위에서 공무를 담당하는 자들의
비위를 감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무위원은 헌법기관으로서 법률상의 기관
인 검찰위원회에서 감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며 선거공무원은 선거관련
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이유로 제외되었다(제14조 제1항).
감찰위원회법 제정에서 가장 유의하였던 것은 그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행정부의 영향으로부터 독립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었다. 폐지
전 감찰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이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 1인과 위원
8인으로 구성되었고 감찰위원과 관련하여 정치참여 및 영리목적 업무 종사

를 금지하는 규정만이 존재하여(정부조직법 제40조, 제41조, 45조) 행정부
소속 위원회로서 대통령의 지휘를 받은 지위임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 이에
반하여 제출된 감찰위원회 법안은 감찰위원회가 국무총리에 소속하면서도
직무상 독립하여 있음을 명시하였고(제4조), 위원장은 민의원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가 임명하도록 하고 6인의 감찰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
가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감찰위원장은 국회의원을 겸할 수 있도록 하여(제5
조) 국무총리의 정치적 영향력이 차단되도록 하였다. 또한 감찰위원의 임용
자격을 명시하여 전문성을 보장하면서도(제11조) 임기와 신분보장을 명시하
고(제8조, 제9조) 겸직금지와 정당가입 금지 등의 규정을 두어(제10조) 넓은
범위의 정치적인 영향으로부터도 독립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밖에 위원회의
의결을 비밀, 무기명투표로 규정한 것(제28조 제2항)도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
법안은 감찰위원회가 의결로서 공무원의 비위사실을 조사하여 징계처분을
행하며(제14조), 각 기관의 비위와 관련된 내용은 의결로서 국무총리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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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계원 등에 보고 또는 통고하도록 규정하였다(제14－16조). 징계처분을 받
은 자는 불복하여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고(제31조) 외교관에 대한 파면 또
는 정직의 의결에는 국무총리가 재심을 요구할 수 있었다(제33조). 법안 성
안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은 감찰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였으나 일단 초안에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아 허용되는
것으로 하였다.
민의원토론 과정에서 감찰위원회의 구체적인 직무와 관련한 많은 질의와
응답이 있었으나 원안이 수정된 것은 많지 않았다. 그 중 주요한 것을 보면
우선 제11조 제6호의 감찰위원의 임용자격으로 ‘학식, 덕망이 있는 자로서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만한 자’를 규정한 것은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단서에서 “본호에 의한 감찰위원은 2인을 초
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다른 자격요건을 무력화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
였다. 감찰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은 물론 집행정지 가처분을 허용
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도 등장하였으나 결국 행정소송은 제기할 수 있으며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절충되어 통과되었다.71)
그밖에 감찰위원장의 국회의원 겸직과 관련하여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시 국
회의원선거법과의 조정을 위해 선고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임하도록 하
는 규정이 제10조 제2항으로 신설되었다.
참의원 토론에서 감찰대상 공무원의 범위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결국 ‘감찰위원장 임명에 양원의 동의 필요’와 ‘위원장의 국회위원 겸직 금
지’ 사항만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되었다.72) 그러나 민의원의 재의에서 원안
대로 가결되어 이러한 수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73)
감찰위원회는 헌법상의 기구도 아니었고, 종래 존재하였던 기관이라는 점
에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4․19혁명 시기 이승만
정부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를 해결하는 것
71) 국회회의록 1960. 11. 19. 제5대 민의원 제37회 45차 본회의, 13, 19면.
72) 국회회의록 1960. 12. 31. 제5대 참의원 제37회 63차 본회의, 23면.
73) 국회회의록 1960. 12. 31. 제5대 민의원 제37회 67차 본회의,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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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민주당 정부의 큰 과제였다. 따라서 감찰위원회법의 제정은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한 답변으로서 제도화를 이룬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행정부에 속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감찰위원회의
지위는 국무총리에게 집중되는 권력의 분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이
후 감사원 제도의 원형에 해당하는 면에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Ⅴ. 정당 및 선거관리제도의 변화
1. 정당제의 변화
개정된 1960년 헌법 제13조는 제1항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정당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
가의 보호를 받는다. 단,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판결로
써 그 정당의 해산을 명한다.”고 규정하여 정당에 대한 특별조항을 두고 있
다. 이는 과거 진보당 사건에서와 같이 정부의 일방적인 정당해산이 있었던
것을 경험삼아 “정당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어 정당의 국가기관적인 성격을
확실히 하고 야당의 육성을 위해 정당의 자유를 일반 집회․결사의 자유로
부터 분리해 고도로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74) 이러한 헌법규정의
취지에 따라 정당에 대한 법률규정들을 정비해야할 필요가 있었다.
사실 정당에 대한 법률안은 헌법개정 이전에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었
다. 1960. 5. 14. 조재천 의원 등 10인은 ‘신문등 및 정당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였고 이는 곧 문교위원회에 심사를 위해 회부되었다.75) 당
시 제출된 법안을 보면 정당에 대한 규정은 단 2개의 조문에 불과하였다. 법
74) 국회회의록 1960. 6. 10. 제4대 국회 제35회 제33차 본회의, 헌법개정기초위언장 정헌주 제안이유,
16면.
75) 국회회의록 1960. 5. 23. 제4대 국회 제35회 제19차 본회의,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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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은 우선 제3조 제1항에서 정당, 기타 정치적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였을 때 그 대표자로 하여금 5일 이내에 명칭, 정강․정책, 당헌․단
칙․회칙․규약 또는 이에 준하는 기본규칙,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와 중요
간부의 주소․성명, 조직연월일을 기재한 등록신청서를 공보실장에게 제출
하도록 하였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 대한 지부의
등록, 제3항에서 변경등록신청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정당의 특별한 보호를
위하여 법안은 공보실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이나 도지사로 하여금 위의 등록
신청에 형식상 불비가 없는 한 3일이내에 등록하도록 하고, 그들이 정당한
이유없이 등록을 아니하는 경우 그 기간만료일에 등록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어(제3조 제4항, 제5항) 정당의 등록제가 사실상 허가제와 같이 운
영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었다. 정당은 매년 공보실장에게 인원수, 활동개황,
회계개황을 보고하고 해체시 그 사유와 해체연월일을 보고 하는 것(제4조)
이외에 별도의 의무가 없어 행정부로부터의 간섭이 배제되었다.
헌법개정을 준비하면서 만들어진 위 법안에 대한 심사는 헌법개정 이후에
이루어졌다. 조재천 의원은 제안이유의 설명에서 정당과 관련하여 과거 “정
당의 등록에 관해서 군정법령에 의해서 등록제라고 그렇게 되어 있으면서
실제 운영상은 정당의 결사를 허가제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되어 있”었다
고 지적하고 “개정된 헌법에 있어서는 이 정당 즉 결사의 자유에 대해서 허
가제를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당, 기타
단체의 결성의 자유는 보장하”되 “어디서 누구가 어떠한 명칭의 정당이나
단체를 조직하고 있으며, 그 정당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공
공복리상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등록제를 마련하였다고 개정의 의미를 밝
혔다. 국회는 위 법률안을 아무런 질의와 토론도 없이 간단하게 원안대로 통
과시켰다.76)
위 제안이유를 보면 위 법률안이 종래 유명무실하였던 등록제를 실질적으
로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서 헌법개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취지에 부합하
76) 국회회의록 1960. 6. 24. 제4대 국회 제35회 제45차 본회의, 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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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미리 조율하여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정당에 관한 1960년 헌법 제
13조와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제도의 도입은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

하고자 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처분에 의해서 유력한 진보적 야당이 등록
취소되어 사라지고 말았던 불행한 과거”에 대한 반성의 산물로서 “발생사적
측면에서 정당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부각”되며 “정당 중에
서도 특히 정부를 비판하는 역할을 하는 야당을 보호하는 데에 실질적인 의
미”가 있다.77) 따라서 위 법률과 함께 헌법재판소법의 제정은 이와 같은 개
정 헌법의 정당보호의 취지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들이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 선거관리기구의 설치
정부수립 이후 선거사무는 국회의원선거법 및 민의원선거법 등 각종 선거
법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행하였다. 1948. 3. 17. 군
정법령 제175호로 제정된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하면 중앙의 국회선거위원회
는 위원 15인으로 조직하고 대법원 대법관이 그 위원장이 되며(제18조), 각
도 및 서울시 선거위원회의 위원장 및 후보위원장은 당해구역에 소재하는 고
등심리원, 지방심리원 지원의 심판관이 되었고(제19조), 각 선거구의 선거구
선거위원회의 위원장 및 후보위원장은 당해 선거구 소속 도의 지방심리원장
이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제20조). 이는 법관으로 하여금 선거관리를
맡아하도록 하여 행정기관에 의한 관여를 차단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
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선거관리 기구의 구성은 정부수립 이후 같은 해
12. 23. 국회의원선거법이 개정되는 가운데에서도 계속하여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1950. 4. 12. 종전 선거법을 폐지하고 새롭게 제정된 국회의원선거법
에서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을 대통령이 위촉하고, 각급 선거위원회 위원은 서
울특별시장, 도지사 또는 구청장, 시장, 군수 등의 추천으로 상급 선거위원회
77) 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판례집 26-2하,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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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촉하도록 규정(제19조)하여 법관의 관여는 배제되었다. 게다가 선거위
원회의 간사, 서기 등 보조기관 역시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위촉되도록
규정되어(제25조) 선거위원회는 내무부의 부속기관으로 전락하였고, 관권․
부정선거방지를 방지하는 공정한 선거관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
하게 되었다.78)
선거의 과정이 공정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그 결과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
들이기 어렵게 되고 전체 국가공권력의 토대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79) 3․15 부정선거가 도화선이 되어 4․19 혁명이 이루어진 것에 비추
어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1960년 헌법은
제6장에 별도로 중앙선거위원회를 두고 제75조의 2에서 “선거의 관리를 공
정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선거위원회를 둔다. 중앙선거위원회는 대법관중에
서 호선한 3인과 정당에서 추천한 6인의 위원으로 조직하고 위원장은 대법
관인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중앙선거위원회의 조직, 권한 기타 필요한 사항
은 법률로써 정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이승만 정부에서 있었던 부정선거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었고, 법관에게 위원장을 맡겼던 이전의 선거
위원회로 복귀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이후 제정된 선거위원회법은 이러
한 취지에 따라 법관의 관여를 분명히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었다.
선거위원회법은 헌법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그에 앞서 1960. 6.
1.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안이 제출되어 심사가 이루어졌고80) 같은 달 4. 본회

의에 회부되었다. 당시 제출된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81) 제1조에서 위 법
의 목적을 “선거관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위원회의 조직, 권한 및
직무를 규정함”이라고 밝혀 공정한 선거관리가 주된 목적임을 분명히 하였
고, 제2조 제1항에서 선거위원회의 조직으로 중앙선거위원회 산하에 각 7인
으로 구성되는 서울특별시․도선거위원회, 구․시․군선거위원회, 투표구선
거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에서 민의원의원선거위원회
78)
79)
80)
81)

성승환, 뺷헌법과 선거관리기구뺸(경인문화사, 2015), 90~91면.
전종익, ｢선거제도의 입법과 선거운동의 자유｣, 뺷헌법재판연구뺸 4-1(헌법재판연구원, 2017), 99면.
국회회의록 1960. 6. 1. 제4대 국회 제35회 제26차 본회의, 2면.
국회회의록 1960. 6. 4. 제4대 국회 제35회 제29차 본회의 부록, 22~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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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참의원선거에 있어서 개표구선거위원회가 되도록 규정하였다. 위 법안은
중앙선거위원회위원은 헌법에 따라 대법원장 또는 정당에서 추천한 위원을
국무총리가 위촉하고, 서울특별시․도선거위원회위원은 고등법원 또는 지방
법원이 추천하는 법관인 2인의 위원과 정당에서 추천한 5인의 위원을 중앙
선거위원회가, 구․시․군선거위원회위원은 특별시․도선거위원회가 자기
스스로 선정한 2인과 정당에서 추천하는 5인을, 투표구선거위원회위원은
구․시․군선거위원회가 자기 스스로 선정한 2인과 정당에서 추천하는 5인
을 각 위촉하는 것으로 규정하여(제4조 제1항－4항) 기본적으로 법관이 선
거관리에 관여하면서도 정당의 추천인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위원회를 구성
하였다. 또한 정당에서 추천하는 선거위원은 민의원에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
에 균분하도록 하면서 균분할 수 없는 경우 의석수가 많은 정당부터 순차로
배정하도록 하였고(제4조 제5항),82) 특히 검찰관, 경찰관, 군인을 선거위원
이 될 수 없도록 하여(제4조 제6항) 정당간의 균형을 통해 서로 견제하도록
하면서 혹시 있을 경찰, 군인 등을 통한 행정권의 관여가 배제되도록 하였다.
게다가 각급선거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당추천 아닌 위원 중 호선하
는 것으로 하여(제5조 제2항)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
다. 여기에 위원의 임기를 보장하고(제6조) 선거공고일로부터 개표종료시까
지 일정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
속되지 아니하고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도록 신분을 보장하여(제8조) 안정된
선거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밖에 각급선거위원회에 사무국장, 간사,
주사 등을 상설기관으로 두어(제9조) 선거위원회가 하나의 독립기관으로 독
자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제출된 법안에 대하여 국회 본회의 제1독회에서 질의와 대체토
론은 없었다.83) 헌법개정 후 이루어진 제2독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와 체계를 심사하여 필요한 수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제2조 제4항이
“구․시․군선거위원회는 참의원의원선거에 있어서 개표구선거위원회가 된
82) 이 경우에도 동일한 정당 소속자가 3분의 1을 초과할 수는 없었다.
83) 국회회의록 1960. 6. 9. 제4대 국회 제35회 제31차 본회의,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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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로 변경되었고 제4조 제6항의 ‘검찰관’을 ‘검사’로 변경되는 것 등 세부
적인 문구의 수정이 이루어졌다. 그밖에 예비위원제도를 도입하자는 수정안
이 제시되기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84) 오히려 부칙과 관련하여
위 법 시행 후 처음 실시되는 민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등록된 교섭단체’를
등록된 정당으로 간주하는 경과규정을 두자는 수정안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는 자유당으로부터 탈당한 의원들로 구성된 헌정동지회의 지위와
관련된 것으로서 4․19혁명 정신과 관련하여 철회해야 한다는 등 많은 반대
의견이 제시되었고 결국 투표를 통하여 수정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일부 문구의 수정이 있은 이외에 처음 제안된 법안이 거의 그대로 법률로서
성립되었다.85)
선거관리가 행정부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독립된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
행하도록 하는 것은 단순히 종래 대통령과 행정부에 집중되었던 권력을 분산
하고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것을 넘어 공정한 선거를 통해 전체 국가권력
의 정당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민주헌정체제의 기반을 굳건히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선거관리 기구를 헌법상에 명시하고 법관들이 주요한 역할을
하도록 함과 동시에 정당간의 동등한 참여로 상호 견제가 가능하도록 하여
선거관리의 공정을 보장하도록 하는 당시의 제도는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선
거관리기구의 기본적인 구조를 구현한 것이었다. 물론 이후 개별 선거에서
그 공정성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된 경우는 계속하여 존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선거관리 기구의 기본구조가 아직까지 변동없이 유지되는
것은 당시 이루어진 부정선거방지를 위한 노력이 여전히 유효함을 나타내는
것이며, 그러한 점에서 헌정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84) 국회회의록 1960. 6. 16. 제4대 국회 제35회 제38차 본회의, 10~11면.
85) 국회회의록 1960. 6. 17. 제4대 국회 제35회 제39차 본회의, 7면.

4․19혁명과 1960년 헌법의 헌정사적 의의

39

Ⅵ. 결
1960년 헌법은 이승만 정부를 거치면서 독재를 경험한 국민이 이를 극복

하고자 하는 여망을 담은 것이었다.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혁명의 주역들
은 독재배격, 부정선거 방지 및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
그리고 부정선거 및 부정부패 등 과거의 청산을 혁명의 과제로 제시하였고,
헌법의 개정은 이러한 과제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 그러나 개
헌과정에서 혁명의 주역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절차적 기회는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고 실제 개헌은 정치권에서 기존 주장되던 내용을 중심
으로 이를 수정․보완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정치제도 개혁의 중심은 정부형태로서 내각책임제를 채택하는 것이
었다. 이는 이승만 정부의 대통령제에서 나타났던 권력집중의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방안으로 오랫동안 정치권에서 논의되던 것으로서, 정치권은 이승만
사임 후 곧바로 혁명의 중심과제인 ‘민주화’를 ‘내각제의 채택’으로 확정하였
다. 이에 따라 개정된 헌법은 고전적인 내각책임제의 전형적인 모습으로서
행정부의 구성과 조직이 의회에 의존하는 모습을 담고 있었고 의회와 행정부
의 구성과 권한 등도 그에 맞추어 변경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의회제도에서 가장 큰 변화는 정부와 하원의 견제를 위하
여 양원제를 채택하여 실현하는 것이었다. 특히 헌법개정안의 기초 작업에서
부터 상원인 참의원의 구성과 권한 관계에 대하여 이견들이 존재하였고, 국
회법 개정과정에서도 양원관계에 대한 규정들이 계속하여 논의되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하원과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상원의 도입이 확정되어
짧은 기간이었으나 운영상으로도 상당한 성과를 낼 수 있었다.
행정부 조직의 개편은 내각책임제 헌법개정의 후속작업으로서 우선 정부
조직법상 국무총리와 국무원, 행정각부와 관련된 규정들이 헌법의 취지를 충
실히 구현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또한 정부조직법은 경찰의 중립성 보장
을 위해 ‘공안위원회’제도를 도입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위를 감독하기 위
하여 감찰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지난 정권에서의 경찰의 폐해와 공무원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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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패를 일소해야한다는 혁명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
로 후속작업으로서 공안위원회 제도를 중심으로 한 경찰법 제정이 많은 논란
속에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고, 감찰위원회법만이 제정․시행되어 절반의 성
공을 이룬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당시 확립된 행정부에 속하면서도 상대
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감찰위원회의 지위는 국무총리에게 집중되는
권력을 분산하는 것으로서 이후 감사원 제도의 원형에 해당하는 면에서 의의
가 크다.
정당과 선거관리기구와 관련하여서는 양자를 모두 헌법상의 기구로 규정
하고 행정부의 영향을 차단함으로써 과거의 폐해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우선
정당과 관련하여 헌법에 정당에 대한 국가의 보호 및 정당해산심판제도를 규
정하여 정당을 정권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하였고 법률을 개정하여 유명무실
하였던 등록제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였다. 선거관리기구는 각종 선거
법상의 기구로서 미군정시기부터 법관의 관여로 행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운
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1950년 선거법의 개정으로 선거관리기구가 내무부의
부속기관화하면서 공정한 선거관리기능을 다하지 못하였고 이는 3․15 부정
선거로 이어졌다. 따라서 선거기구를 개편하여 선거부정을 방지하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는 것은 혁명의 중요한 과제였고 이에 따라 선거관리기구를 헌
법기관으로 격상하고 이전과 같이 법관이 관여하게 하여 행정부는 물론 국회
로부터도 독립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선거관리 기구의 기본구조는 아직까
지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다.
헌법개정과 정치제도에 관한 법률개정은 4․19혁명 직후 거의 동시에 약
간의 시간의 전후를 두고 이루어졌다. 헌법개정안을 성안함과 동시에 법률
제․개정안이 마련되기도 하였고, 심지어 개헌안보다 일찍 후속법률의 초안
이 국회에 보고되기도 하였다. 짧은 기간에 정치제도의 많은 부분을 변경하
는 작업이었으므로 헌법 개정은 기존 개헌안을 수정하는 형식으로, 법제는
주로 과거의 법제나 외국의 법제를 참작하여 수정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제를 내각책임제로 변경하고 국회와 수상에게 집
중될 수 있는 행정권을 견제․분산하기 위하여 상원을 도입하며 선거관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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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헌법기관화하여 독립된 헌법기관화하고 감찰위원회가 국무총리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한 당시의 정치제도 개혁은 과거에 경험하였던
권력의 집중에 의한 독재를 방지하는 면에서 성공적인 것이었다. 여기에 정
당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위헌정당해산제도와 등록제로 헌법과 법률에서 규
정된 것은 야당의 지위를 보장함으로써 권력의 견제를 더욱 강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경찰법 제정이 실패함으로써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경찰의 중립성 보
장이 규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실현하지 못한 것은 비
판받아 마땅한 것이었다. 이승만 정부에서 경찰의 사병화와 부정선거 동원을
경험하였던 당시 경찰의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이 4․19혁명의 중요한 과제였
던 점에서 이는 명백히 과거청산과 제도개선의 면에서 한계를 보여준 것이었
다. 여기에 부정선거 및 부정부패 등에 관여한 주요 인물들의 법적 처리가
지지부진하면서 국민들 사이에 혁명 과제의 불이행에 대한 불만이 쌓여갔고
민주당 정부하에서 또 다른 갈등으로 작용하였다.
이승만 정부의 권력의 집중과 독재, 부정부패의 만연과 표현의 자유 등 기
본권 침해를 겪으면서 국민들은 권력의 분산과 견제가 실현되고 국민의 기본
권이 보장되는 헌정체제를 수립하고자 하는 열망을 보였고, 이러한 바램이
표출되어 제도화된 것이 1960년 헌법과 그에 따른 정치제도였다. 당시의 정
치제도 개혁은 다소 결함을 가지고 있었으나 적어도 대통령과 행정부에 집중
되어 있던 권력을 분산시키고 기능적으로 상대적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도입한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1960년 헌법의 정치체제의 특징과 평가는 현행 1987년 헌법의 개
정을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들 중 가장 핵심적인 정치제도 부분의 개
혁에 대한 논쟁을 위해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 1960년 개정헌법과 후속 법률
에서 볼 수 있는 각종 정치제도의 기본적인 구조는 상당수 현재 헌법상 각종
제도의 원형으로서 남아있으므로 그 도입시 논의들을 찾아보는 것은 현재 제
도의 뿌리를 검토하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 게다가 현재와는 다른 내각책임
제와 양원제의 경우에도 당시 이를 운영하였던 경험과 그와 관련된 당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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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들을 분석해보면 우리 자신이 과거에 행했던 소중한 실험의 경험을 얻을
수 있다. 이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교훈들은 이후 개헌시기에 있을 정치제도
의 개혁에 대한 논의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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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stitutional meaning of 4.19. Revolution
and 1960 Constitution

Chon, Jong ik*
86)

After the April 19 Revolution, many parts of the political system were
changed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to carry out tasks of the Revolution
such as realization of democracy through distribution of political power and
reform of the police and election system. Through constitutional revision, the
parliamentary government system was adopted and the Senate was introduced
to check and decentralize the administrative power that could be concentrated
o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Prime Minister. Adding that, the election
management organization was made as an independent constitutional
institution, and the inspection committee was relatively independent from the
Prime Minister. It can be estimated that these reform was successful in
preventing dictatorship and the concentration of political power. However, the
failure to enact the police law deserves to be criticised that it was failure to
guarantee the neutrality of the police. Since many of the basic structures of
various political systems in the 1960s revised constitution and subsequent
statutes remain as prototypes in the current constitution, it will be very helpful
to review the experiences of that time on reform of the political system in
the present Constitution.
* Professor, 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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