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9

4 ․ 19 혁명과 반부패제도
184)

김대홍*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1. 허정 과도정부의 한계
2. 법리적 한계
Ⅲ. 특별법 제정의 계기
1. 육대사건 판결의 여파
2. 헌법적 근거의 마련
Ⅳ. 특별법 제정의 쟁점들
1. 전체 법안의 쟁점
2. 각 법안별 쟁점
Ⅴ. 특별법 제정의 평가
1. 장면 내각의 좌고우면
2. 죽은 권력과 살아있는 이해관계
Ⅵ. 맺으며

[국문 요약]
4․19 혁명 이후 반부패의 키워드는 부정선거와 부정축재의 두 가지로 수렴되었다. 부정
축재는 4․19 혁명으로 몰락의 끝을 맞이하게 된 이승만 정부를 향한, 그리고 부정선거는
4․19 혁명의 기폭제가 되었던 3․15 총선을 향한 부정의 개념 규정이었다. 부정선거와 부
정축재의 처벌은 제4차 개정 헌법 부칙에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방향성이 제시되었
다. 특별법의 제정은 혁명과업의 완수를 위해서는 필수불가결의 것이었지만, 법치주의의 원
칙 하에서 이루어져야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4․19 혁명 이후 부
정선거사범과 부정축재자의 처단을 위해 제정되었던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반민주행위
자공민권제한법｣, ｢부정축재특별처리법｣, ｢특별재판소및특별검찰부조직법｣의 4개 특별법을
대상으로 하여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제정의 계기, 특별법 제정의 쟁점들, 그리고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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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에 대한 평가라는 순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특별법안은 헌법 부칙의 개정과 상호불가
분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인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의 기초일로부터는 물론 개헌안의
통과일로부터도 상당 기일이 경과한 후에야 실제 법제정이 이루어졌다. 이는 법제정 과정에
서 적지 않은 난관과 진통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제어] 4․19 혁명,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부정축재특별
처리법, 특별재판소및특별검찰부조직법

Ⅰ. 들어가며
법제를 새로운 질서의 형성이라는 정(正)의 측면과 기존의 잘못된 점을 바
로잡는 반(反)의 측면으로 구분한다면 4․19 혁명 이후 관련 법제의 입법 방
향은 정(正)과 반(反)의 양 측면 모두에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正)의
측면은 4․19 혁명의 성과를 최대한 반영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실질적
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내각책임제로의 개헌 움직임이었고, 반(反)의 측면은
이승만 정부에서의 부정축재 및 3․15 부정선거 등 그간의 누적되어온 폐단
과 부패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관련자의 처벌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 움직임이었다. 이러한 반(反)의 측면은 제4차 개정 헌법 부칙에 다음과
같이 그 방향성이 제시되어 있었다.
이 헌법 시행당시의 국회는 단기 4293년 3월 15일에 실시된 대통령, 부통령선거
에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와 그 부정행위에 항의하는 국민에 대하여 살상 기타
의 부정행위를 한 자를 처벌 또는 단기 4293년 4월 26일 이전에 특정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현저한 반민주행위를 한 자의 공민권을 제한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으며 단기 4293년 4월 26일 이전에 지위 또는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
로 재산을 축적한 자에 대한 행정상 또는 형사상의 처리를 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신설 1960. 11. 29.>
전항의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
<신설 1960.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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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법은 이를 제정한 후 다시 개정하지 못한다. <신설
1960. 11. 29.>

위와 같이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반(反)의 방향성이 정해졌지만, 특별
법에 어떠한 내용을 담을 것인가는 본격적인 이해의 충돌을 예고하는 문제였
다. 그리고 내각책임제로의 제3차 개헌 이후 다시금 헌법 부칙을 개정했다는
것은 그 방향성의 설정 자체부터 순조롭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여
기에서는 이러한 점들에 주목하여 4․19 혁명 이후 반부패제도를 위한 법제
의 형성과정과 쟁점들,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Ⅱ.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1. 허정 과도정부의 한계
4․19 혁명 이후 반(反) 부패의 키워드는 부정선거(不正選擧)와 부정축재
(不正蓄財)의 두 가지로 수렴되었다. 부정축재는 4․19 혁명으로 몰락의 끝

을 맞이하게 된 이승만 정부를 향한, 그리고 부정선거는 4․19 혁명의 기폭
제가 되었던 3․15 총선을 향한 부정(不正)의 개념 규정이었다. 당시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만 보더라도 이러한 점은 분명하게 나타났다 : “3.15 부정
선거를 조작한 주모자들은 중형에 처하여야 한다”, “학생 살상의 만행을 위
해서 명령한 자 및 직접 하수는 즉시 체포 처벌하라”, “정치적 지위를 이용
또는 권력과 결탁하여 부정축재한 자는 관․군․민을 막론하고 가차없이 적
발처단하여 국가 기능을 세우라.”1)
그러나 부정선거와 부정축재의 처단을 위한 출발은 순조롭지 않았다. 선언
과 실현은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우선 이승만 정부 이후 등장한 허정 과도
1)

“시국선언문”, 조선일보, 1960.04.26., 조간 3면; “4․19 학생의거의 의의 (하)”, 동아일보,
1960.05.03., 조간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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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1960. 04. 27.~1960. 06. 16.)는 부정선거와 부정축재의 처단을 기존
질서의 유지라는 전제 하에 당시 현행법의 틀 안에서 실시한다는 입장이었
다. 특히 1960년 5월 3일 내외 5개 정책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면서는 “불법
적인 일체행위를 봉쇄하는 혁명적 정치개혁을 비혁명적 방법으로 단행하려
한다”는 의미 모순의 선언을 하였다.2)
이러한 태도는 부정선거와 부정축재의 처벌을 단행할 허정 과도정부 주요
기관장의 기자회견에서도 이어졌다. 당시 신임 이태희 검찰총장은 첫 기자회
견에서 3․15 부정선거사범 엄단과 불법축재자 처단의 검찰방침을 천명하였
지만, 불법축재자에 대해서는 “국가의 번영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처단이라는 단서를 달았다.3) 윤병호 재무장관 역시 기자회견에서 “부정축재
를 한 사람들에 대한 세제상의 책벌방안을 강구중”이라고 하여 현행법의 테
두리 내에서의 조처라는 입장을 밝혔다.4) 검찰총장이나 재무장관은 행정부
내의 관료라는 한계가 있었지만, 과도정부 수반인 허정 스스로 역시 현행
법이라는 선을 그었다. 즉, 과거정권하에서 이루어진 부정축재를 시정할 것
이지만, 그 조치는 어디까지나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5)
이러한 데는 무엇보다 허정 내각이 4․19 혁명 이후의 과도정부라는 한계
를 들 수 있다. 과도정부라는 성격 때문에 “민주혁명을 완성할 만한 강력한
정치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제약이 지적되었다.6) 또한 과도정부 수반인 허정
에 대해서도 “너무 온건 정권교체에 난관”이라는 인물평이 제시되었다.7) 허
정 과도정부에 의해 단행된 정부 주요 보직의 인사조치에 대해서는 “이승만
정권의 연장이거나 그 부패집단의 연명을 꾀”한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였
다.8) 이에 따라 허정 과도정부가 출범한지 한 달이 지나지도 않아 “현임시정
2)
3)
4)
5)
6)
7)

“비화 제2공화국 <42> 혁명재판(3)”, 동아일보, 1980.08.05., 4면.
“부정축재자처단”, 동아일보, 1960.05.07., 조간 3면.
“세법상의 책벌강구”, 동아일보, 1960.05.12., 석간 1면.
“부정축재는 환원활용”, 경향신문, 1950.05.21., 석간 1면; “부정축재는 환원활용”, 동아일보,
1950.05.22., 조간 1면.
“대법원장등의 사의번복과 과도정부의 배신인사”, 조선일보, 1960.05.04., 석간 1면.
“허씨는 너무 온건 정권교체에 난관”, 조선일보, 1060.05.01., 조간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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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본질적으로 구정권의 연장이요, 따라서 혁명세력을 대표할 만한 하등의
정신적 기초가 없는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혁명완수를 위한 특별처벌입법
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9)

2. 법리적 한계
특별처벌입법의 필요성은 3․15 부정선거사범과 4․19 발포명령사건의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법리적 차원에서도 제기되었다. 당시 해당 사건의 심
리를 맡고 있던 서울지방법원 형사재판부에서는 “정․부통령선거사범의 면
소논과 동공소시효의 기산점문제, 국가보안법의 확장해석 불가론, 경찰관직
무집행법에 기한 경찰발포와 동발포명령의 위법성조각론 등 허다한 법리적
난점에 봉착하여 고민하고” 있었으며, 법조계에서도 “대체로 그러한 법리상
의 난점을 시인하고 개헌을 통한 특별법제정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고 보
도되었다.10)
법리적 난점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우선 대통령․부통령선거법(법률 제
247호, 1952.07.18. 제정)은 폐지되었다고 해석되므로 동위반자에 대하여 범

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는 면소의 선고(형사소송법
제326조)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주장이 나오게 된 근거는 제3차
개헌으로 대통령선거가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직선제를
전제로 한 대통령․부통령선거법은 개정 헌법이 효력을 발생하는 1960년 6
월 15일 이후부터는 동헌법 제53조의 대통령 간선제 규정에 저촉되어 당연
히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이다.11)
8)
9)

“대법원장등의 사의번복과 과도정부의 배신인사”, 조선일보, 1960.05.04., 석간 1면.
“혁명완수를 위한 특별처벌입법의 필요성”, 동아일보, 1960.05.20., 석간 1면 사설 : 해당 사설에서

는 특별처벌입법에 대해서 당시 현행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특별처벌법의 제정․시행을 주장하였
는데, 구체적으로는 형사법상의 공소시효의 진행을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정지하는 입법조치,
형식상의 합법성을 가장한 실질상의 불법이득을 문제의 대상으로 규정, 소추의 제1심을 고등법원
형사재판부로 하고 법률문제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절차규정, 특별검찰부
및 특별재판부의 임시 설치 등을 제시하였다.
10) “혁명과업의 완수는 혁명정신으로”, 동아일보, 1960.07.25., 석간 1면 사설.
11) “삼․일오 선거사범 처벌에 관한 입법조치를 제안한다”, 조선일보, 1960.06.22., 석간 1면 :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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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부정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 역시 문제되었다. 당시 대통령․부

통령선거법 제97조에서는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3개월 경과로 완성되
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가 종료
한 때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3․15 부정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1960년 6월 15일 이전에 완성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부통령선거법의 처벌조항이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역시 대다수의
선고사범에게 면소의 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12)
이외에도 국가보안법의 적용에 대해서는 동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부정선거에 공무원을 동원한 것을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보는 것은 죄형법
정주의에 반하는 확장해석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또한 4․19 ‘데모’가
‘데모’ 당시에는 국법상 폭동 또는 소요에 해당하는 범죄이니만큼 관계 관헌

의 발포명령이나 발포사실은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한 행위로
정당시되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었다.13)
이러한 주장들에 대하여 당시의 반응은 “법이론 자체로서는 대체로 큰 오
류가 없다”는 것이었다.14) 즉, “개헌의 부칙 속에 이러한 의문이나 이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명문의 경과규정을 두었더라면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았
을 것”이지만, “개헌으로 그 선거법이 실효하였다는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정밀한 법이론을 전개하더라도 변경할 여지가 없는 것 같다”는 것이었다.15)
초대 대법원장이었던 김병로 역시 “죽은 법률조항으로써는 처벌할 수 없지
않느냐”는 입장이었다.16)
이와 같은 당시의 반응에 대해서는 현재의 법이론의 관점에서 그 당부를

12)
13)
14)
15)
16)

기사에서는 대통령․부통령선거법에 대해서 전부무효설, 전부유효설, 일부유효설이 있다고 소개하
면서 전부유효설에 대해서는 뚜렷한 이론적 근거가 없다고 하였고, 일부유효설에 대해서는 선거법
을 행위법규와 처벌법규로 구분하여 처벌법규는 효력을 그대로 지속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정법의
법이론이라기보다는 법감정의 표현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혁명과업의 완수는 혁명정신으로”, 동아일보, 1960.07.25., 석간 1면 사설.
“혁명과업의 완수는 혁명정신으로”, 동아일보, 1960.07.25., 석간 1면 사설.
“혁명과업의 완수는 혁명정신으로”, 동아일보, 1960.07.25., 석간 1면 사설.
“삼․일오 선거사범 처벌에 관한 입법조치를 제안한다”, 조선일보, 1960.06.22., 석간 1면.
“혁명완수는 입법으로”, 경향신문, 1960.08.18., 조간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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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박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그보다는 법리적 측면에서도 4․19 혁명의 정당
성과 완결성을 찾으려 했다는 점에서 더 큰 의의를 찾아야 할 것이다. 즉,
“혁명정신을 헌법보다 우위의 법효력을 가진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되며, “처

벌을 불가능하게 하는 듯한 개헌과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의 법감정 내지 혁
명정신의 두 요소를 원만히 절충하는 길을 모색하는 것”을 당시의 당위적 과
제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17)

Ⅲ. 특별법 제정의 계기
1. 육대사건 판결의 여파
1960년 7․29 총선거에서 정권을 잡은 민주당은 장면 내각을 발족시킨다.

장면 내각의 출범을 전후하여 이승만 정부 시절 부정축재자와 3․15 부정선
거사범, 4․19 발표명령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의 요구가 더욱 거세
졌다. “비혁명정권인 허정 과도정부에 대하여 혁명과업의 수행을 맡겼다는
것이 책임있는 정치지도자 및 일반국민들의 어리석은 처사”였다손 치더라도
“혁명정신에 투철하지 못한 현사법부는 그들 원흉을 개헌 이전의 정․부통

령선거법 위반죄목으로만 다스리려고 하였는가 하면 그나마도 근자에는 전
기 선거법이 폐기되었다는 것을 구실로 삼아 면소론조차 표면화되었던 실
정”에 비판이 더해진 것이었다.18) 초대 대법원장이었던 김병로 또한 “제2공
화국의 새 국회는 3․15 부정선거사범과 부정축재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을
하루 속히 제정함으로써 혁명과업을 완수해야 한다”고 하여 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태었다.19)
이러한 상황에서 특별법 제정 움직임의 결정적 촉매제가 된 것은 1960년
17) “삼․일오 선거사범 처벌에 관한 입법조치를 제안한다”, 조선일보, 1960.06.22., 석간 1면.
18) “시급히 혁명과업 완수에 필요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경향신문, 1960.08.10., 조간 1면 사설.
19) “혁명완수는 입법으로”, 경향신문, 1960.08.18., 조간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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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8일 이른바 ‘육대사건(六大事件)’의 피고인에 대한 지나치게 관대한 판

결이었다. 4․19 발포명령사건, 장박사 저격배후사건, 서울시․경기도 부정
선거사건, 민주당 전복음모사건, 정치깡패사건, 제3세력 제거음모사건 등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재판장 장준택)는 유충렬(전 서울시경 국장)과 백남규
(전 서울시경 경비과장)에게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그렇지만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홍진기 9월․김종원 무죄․이정재 집유” 등 “검사
구형을 거의 전복”하는 관대한 판결을 내린 것이었다.20)
재판부는 발포 최고책임자로 지목된 홍진기(전 내무장관)와 조인구(전 치
안국장)의 살인교사, 곽영주(전 경무대 경찰서장)의 살인 혐의에 대해서 무
죄를 선고하였다. 또한 고대생습격사건의 최고지령자로 지목된 신도환(전 반
공청년단장) 및 장박사 저격배후사건의 피고인인 이익흥(전 내무장관), 임흥
순(전 서울시장), 김종원(전 치안국장) 등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와 같은 무죄 판결의 이유는 대부분 증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신빙성
이 떨어지고, 증거가 불충분하여 범증이 없다는 것이었다.21)
재판부는 이른바 면소론의 주장에 대해서는 한시법 이론을 채용하여 그를

20) “육대사건피고 48명에 언도”, 경향신문, 1960.10.08., 석간 1면 : 해당 기사에 따른 각 피고인의 검
찰 구형과 공소죄목, 재판부 선고형량은 다음과 같다.
사 건

피고인

홍진기
4․19
발포명령 관계
백남규
장박사
저격배후 관계

선고

죄목 피고인

사형

9월

②④
유충렬
⑥⑦

사형

사형

무기

무기

①

구형

선고

죄목 피고인

선고

죄목

사형

3년

①⑩
⑪

김종원

사형

무죄

③⑧

①④ 곽영주

조인구

3년

무죄

②

사형

무죄

③

구형

임흥순

사형

5년

③④
이익흥
⑤⑨

장영복

사형

집행
유예

③⑧ 박사일

사형

3년

③④
오충환
⑧

사형

집행
유예

③⑧

최응복

2년
6월

공소
기각

김용진

3년

면소

④⑫ 강남희

5년

2년
6월

④⑫

7년

3년

④⑤ 이순구

3년

무죄

④⑤ 고종엽

5년

2년

④⑤

이상국

3년

공소
기각

⑦⑮ 이태희

4년

10월

8월

형
면제

⑥

서울시․경기도
최헌길
부정선거 관계

민주당
전복음모 관계

구형

고상원

3년

2년

신언한

5년

집행
유예

유시태

8월

형
면제

④

⑫

⑥

④
⑦⑮ 김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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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척하였다. “정치권력분포사정의 변경으로 인한 헌법개정이 예기치 않은 법
률의 형식상 폐지”를 가져온 것에 불과하므로, “대통령․부통령선거법 위반
범죄는 동법이 시행되는 그때나 폐지된 오늘날에나 처벌해야 한다는 국가적
요청에는 하등의 변함이 없”다는 것이었다.22) 이러한 면소론의 배척은 조광
범(전 여수 경찰서장)에 대한 광주지법(재판장 김용근)의 면소 판결이나 장
택상(전 국무총리)에 대한 서울지법(재판장 이돈명)의 면소 판결과는 법리
구성이 다른 것이었다. 그렇지만 검사의 구형보다 훨씬 가벼운 선고형량이
문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권력분포사정의 변경으로 인한 헌법개정”이
라는 당시 재판부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 같은 재판부의 판결이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일으킨 것은 당연했다. “사
월혁명유족회와 독립운동자들도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이라고 비난”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주학생총연맹에서도 “반혁명적이며 반민주적인 법원의 부당

임화수

10년

2년
6월

임상억

5년

3년

거순환

5년

이수보

⑫⑬
신도환
⑮

7년

무죄

⑬

강승일

5년

2년
6월

2년
6월

⑬

백청일

단3년
장5년

단3년
장5년

2년

⑬

김재운

이정식

5년

2년
6월

⑬

김태련

5년

2년
6월

최창수

3년

오윤석
제3세력
이정재
제거음모 관계

정치깡패 관계

공소죄목

④⑬ 유지광

10년

5년

⑬⑭

⑬

문장주

5년

2년

⑬

단1년6
월
장2년

⑬

원민수

단2년
장5년

2년

⑬

단3년
장5년

2년

⑬

강효상

단3년
장5년

무죄

⑬

신동호

5년

3년

⑬

주요한

5년

2년
6월

⑬

⑬

김성종

5년

2년

⑬

박 호

2년
6월

집행
유예

⑬⑮

1년

⑬

조열승

5년

집행
유예

⑬

이경수

3년

무죄

⑬

1년
6월

집행
유예

⑭

홍영철

3년

1년

⑬

김복록

1년
6월

3만환

10년

집행
유예

②⑬
16
⑭◯

벌금

⑬

①살인 ②살인교사 ③ 살인미수 ④선거법위반 ⑤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 ⑥무고 ⑦무고교사
⑧위증 ⑨수뢰 ⑩권리행사방해 ⑪조세범처벌법위반 ⑫업무상횡령 ⑬특수폭행치상 ⑭공갈 ⑮
16 특수협박․특수감금
사기 ◯

21) “육대사건판결의 초점”, 동아일보, 1960.10.09., 석간 3면; “얼빠진 재판의 놀라운 경형언도”, 경향
신문, 1960.10.09., 조간 1면 사설.
22) “육대사건 판결이유 (완)”, 경향신문, 1960.10.13., 조간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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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판결을 결사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23) 국민여론도 악화되어 “‘국
회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3․15 부정원흉을 처벌하라!’는 등 ‘플래카드’를 흡
사 3․15 의거 때를 연상케 하는 ‘데모’가 감행”되기 시작하였고,24) “독재의
앞잡이였던 육대사건 피고에 대한 재판부의 경형 언도에 격분한 국민감정은
9일부터는 대구, 부산, 마산 등기에서 폭발”하였다.25) 또한 “사월혁명 유족들

과 부상자들은 10일 밤 민주당 중앙당부 앞과 명륜동의 장면 총리 사저 앞에
서 연좌 ‘데모’로 들어”가는 등 서울 주요거리에서도 ‘데모’가 전개되었다.26)
10월 11일 상오에는 4․19 부상 학생들에게 민의원 의사당까지 점령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민주당 내부에서 장면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 제안이 주장되
기까지 하였다.27) “제2공화국 수립 이후 장내각은 실정을 되풀이”하였고,
“장총리와 조법무부장관이 선거원흉과 부정축재자처벌은 현행법만으로도 족

하다고 주장함으로써 특별법 제정을 지연”시켰으며, “11일 상오에 일어난 무
정부사태를 사전에 방산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28) 이처럼 ‘육대사
건’의 재판결과는 장면 내각의 존립 기반을 흔들게 할 정도로 그 여파가 큰
것이었다.

2. 헌법적 근거의 마련
장면 총리는 ‘육대사건’ 판결 이후 심상치 않은 상황 전개에 “육대사건의
재판결과에 ‘커다란 충격’을 받았으며 조속히 헌법을 개정하고 혁명정신에
부응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담화를 즉시 발표하였다.29) 또한 법질서
교란은 용인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입법부와 협력하여 혁명정신에
“육대사건판결에 불만의 ‘데모’”, 동아일보, 1960.10.09., 석간 3면.
“육대사건판결에 불만의 ‘데모’”, 동아일보, 1960.10.09., 석간 3면.
“판결파동 비통한 데모”, 경향신문, 1960.10.11., 조간 3면.
“특별법제정을 촉구”, 경향신문, 1960.10.11., 조간 3면.
“의사당 소동후의 정국동향”, 경향신문, 1960.10.12., 조간 1면; “장내각 불신임논의”, 동아일보,
1960.10.12., 석간 1면.
28) “장내각 불신임논의”, 동아일보, 1960.10.12., 석간 1면.
29) “개헌으로 혁명입법”, 조선일보, 1960.10.09., 석간 1면.
23)
24)
25)
2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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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각한 민주반역자처벌 및 부정축재자처리를 위한 개헌과 특별입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30)
윤보선 대통령 역시 “지금 이 현실에서 국민들이 격분하는 사태를 수습하
는 데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원흉들을 중벌에 처할 수밖에 별도리가 없게” 되
었다면서 “국민의 여론에 따라 특별법제정을 하루 속히 국회에서 이룰 것을
촉구”한다는 담화를 발표하였다.31) 그리고 “헌법 제98조 규정에 따라 헌법
개정을 제안하기로 정식결정”을 내리면서 “헌법개정의 제안은 부정선거원흉
들의 엄중처단을 위한 혁명입법을 가능케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발표하였다.32)
‘육대사건’ 판결의 여파는 “특히 그동안 특별법 제정을 말로는 서두르면서

도 미루어왔던 정계에도 큰 자극”을 가하여서 의원 대부분이 “국민감정에 맞
는 판결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비롯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데
에 의견이 일치”되었다.33) 이에 따라 “‘데모’대의 혁명적 압력을 받은 국회”
에서도 “(ㄱ) 금명간에 석방된 원흉을 재수감토록 입법할 것, (ㄴ) 원흉처단을
위해 개헌과 특별법제정을 서두르는 법이 통과될 때까지는 원흉에 대한 공판
을 중지할 것등을 결의하고 무용한 정쟁에 허송세월하느라고 혁명완성을 태
만한데 대해 형식적이나마 국민에게 공개사과하는 조치를 취”하였다.34)
보다 구체적인 움직임은 ｢민주반역자에대한형사사건임시처리법｣의 제정
이었다. “국회의 부실을 규탄하는 거창한 ‘데모’가 의사당을 휩쓴 바로 다음
날인” 10월 12일 민의원 본회의에서는 전문 5조로 된 ｢민주반역자에대한형
사사건임시처리법｣을 2․3회 독회를 생략하고 통과시켰다.35) 동법안의 주요
골자는 민주반역자에 대한 공판절차를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정지하고, 재
판에 회부된 피고인들에게는 형사소송법상의 구속갱신회수제한의 규정을 적
30)
31)
32)
33)
34)
35)

“장총리담화 ‘혁명정신구현주력, 법질서 교란하면 용인할 수 없다’”, 동아일보, 1960.10.12., 석간 1면.
“육대사건판결 혁명정신을 망각”, 경향신문, 1960.10.10., 석간 1면.
“윤대통령 개헌제안키로 결정”, 동아일보, 1960.10.11., 조간 1면.
“육대사건판결 정계에도 커다란 충격”, 동아일보, 1960.10.09., 석간 1면.
“혁명입법과 의회정치의 위기”, 경향신문, 1960.10.12., 조간 1면 사설.
“원흉재판정지, 석방자는 재수감”, 동아일보, 1960.10.13., 조간 1면; “민주반역자 임시처리법공포”,
동아일보, 1960.10.14., 석간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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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지 않으며, 재판결과 석방된 피고인들은 즉시 구속한다는 것이었다. 임
시처리법이 발효되자, 10월 14일 밤부터 최응복(전 서울시 부시장), 이순구
(전 경기도 내무국장), 강효상(깡패) 3인을 정식으로 구속하면서 재수감이 시

작되었다.36)
이와 같은 급박한 상황 전개와 함께 정치권에서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개
헌을 단행하기로 하였다. 민의원 본회의에서 10월 17일 “부정선거원흉과 부
정축재자의 처단 및 현저한 반민주행위자의 공민권 제한 규정 등 특별법 제
정의 길을 터놓기 위한 헌법개정안”이 윤형남 법사위원장으로부터 정식으로
제안되었고,37) 개헌안은 한 달 동안의 공고기간을 거친 뒤 11월 23일 민의
원 본회의 및 11월 28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38)
민의원 본회의 표결에서는 구자유당계 의원 33명이 투표에 불참하였고,
출석 의원 200명 중 191명의 가표가 있었다.39) 불참한 의원들은 과거 공민
권 제한대상으로 성명이 공표된 의원들이었다.40) 참의원 본회의 표결에서는
출석 의원 52명 중 44명의 가표가 있었고, 3명의 부표, 3명의 기권표, 2명의
무효표가 있었는데, 부표나 무효표는 대부분 구자유당계의 의원들에 의한 것
이었다.41)
1960년 11월 29일 헌법개정안의 공포와 함께 부정선거사범과 부정축재자

의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헌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개헌 공고기간 중
에 특별법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
전개는 당시 장면 내각이나 국회의 주도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데모｣ 군
중의 의사당 난립으로 경화된 3․15 뒷치다꺼리는, 혁명입법으로 발전하고
소급법으로서의 부정축재처리법을 만드는데 급전직하로 나착”이 된 것이었
36) “10.8판결석방자 재수감개시”, 경향신문, 1960.10.15., 조간 3면; “어제밤 3명을 재수감”, 동아일보,
1960.10.15., 석간 3면.
37) “개헌안, 정식제안”, 동아일보, 1960.10.18., 조간 1면.
38) 제5대국회 제37회 민의원회의록(제48호), 1960.11.23; 제5대국회 제37회 참의원회의록(제40호),
1960.11.28.
39) “개헌안통과”, 동아일보, 1960.11.24., 조간 1면.
40) “표결불참의 저의짐작”, 경향신문, 1960.11.24., 조간 1면.
41) “개헌안, 참원서도 통과”, 동아일보, 1960.11.29., 조간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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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민주당 신파건 구파건 당으로서의 의견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비판
은 그러한 사정을 잘 보여주는 것이었다.42)

Ⅳ. 특별법 제정의 쟁점들
1. 전체 법안의 쟁점
부정선거사범과 부정축재자의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본격화됨에 따
라 10월 17일 민의원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는 전문위원으로 하
여금 “부정선거원흉과 부정축재자처벌등을 위해서 제정할 특별법안의 요강”
을 작성하도록 하였다.43) 그리고 10월 29일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안과 부
정축재자특별처리법안의 요강”이 우선 성안되었다.44) 그렇지만 이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특별법 제정에는 여러 쟁점이 있었는데, 특별법의 형
식을 통일된 단일법(單一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 법률의 복수법(複數
法)으로 할 것인지부터가 문제되었다.45)

특별법의 형식은 개정될 헌법의 부칙과도 관련되었던 부분이다. 즉, 민의
원 본회의에 10월 17일 제안되었던 헌법개정안에는 “① 부정선거관련자와

② 부정축재자 처벌 ③ 특정지위에 있는 자로 반민주적 행위를 한 자에 대해
공민권을 제한하는 문제 ④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의 설치 문제”가 이미
반영되어 있었는데, 개헌안의 통과를 전제로 해서 이를 단일의 법률로 포괄
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의 법률로 분리할 것인지가 문제되었던 것이다.46)
당시 민의원 법사위에는 “민주반역자처벌임시조치법안(서민호의원), 부정

김진현, ｢不正蓄財處理顚末書｣, 뺷신동아뺸(1964년 12호), 동아일보사, 1964, 166면.
“전문위에 위촉 특별법요강 작성”, 동아일보, 1960.10.18., 석간 1면.
“민의원법사위 특별법요강을 성안”, 동아일보, 1960.10.30., 석간 1면.
“특별법제정에 난관허다”, 경향신문, 1960.10.18., 조간 1면; “전문위에 위촉 특별법요강 작성”, 동
아일보, 1960.10.18., 석간 1면.
46) “11월초 본회의 상정 개헌 따른 특별법안”, 조선일보, 1960.10.18., 조간 1면.

42)
43)
44)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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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재특별조치법안(동), 부정선거관여자공권정지에관한법률안(동), 부정축재
자처벌에관한임시특별법안(조영구․김채용의원),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이
종린의원), 대통령․부통령선거법위반행위에대한특별조치법안(진형하의원),
민주반역자에대한특별처리법안(이종린의원),

민주반역자처벌에관한특별재

판소설치법안(김준태의원)”의 8개 특별법안이 이미 제출되어 있었다.47) 특
별법안 요강 작성에는 이들 법안도 참작이 되었는데, 각 법안별로 강․온의
견해차가 있는 것이어서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48)
결국 민의원 법사위에서 일차적인 요강 작성을 맡겼던 “전문위원들은 ‘단
일화된 요강을 작성하기에는 이견의 정도가 너무 심했다’는 이유로” 이미 민
의원에 제안되어 있던 “8개의 특별법안을 종합하고 약간의 법리상 의견을
첨가한 ｢특별법제정자료｣만을 제출”하였다.49) 10월 27일까지 예정되어 있
던 전문위원의 특별법안 요강 마련이 불발된 것이었다. 이에 민의원 법사위
에서는 8개 특별법안 각 제안자의 제안취지 설명을 들은 후 직접 요강을 작
성하기로 하였다.50)
이와 함께 민의원 법사위에서는 10월 28일 “① 3․15부정선거관련자처벌

② 반민주행위자의공민권제한 ③ 부정축재자처벌 ④ 특별재판부및특별검찰
부설치등에관한특별법안”을 기제출된 8개 법안을 토대로 기초하기로 하고,
제특별법의 요강 내지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사위 내에 2개 소위원회 반
(班)을 구성하였다.51) 이에 따라 구성된 제1소위는 “부정선거관계, 특별재판

소구성문제, 공민권제한문제”를, 제2소위는 “부정축재관계”를 담당하여 10
월 31일까지 법안을 성안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기로 했다.52)
이러한 일정에 맞추어 민의원 법사위에서는 10월 29일 “부정선거관련자
47) “혁명입법안 심의착수 법사위서”, 경향신문, 1960.10.28., 석간 1면.
48) “처벌대상에도 이견”, 동아일보, 1960.10.24., 1면.
49) “특별법제정은 지연”, 동아일보, 1960.10.28., 조간 1면; “특별법작성에 착수”, 동아일보,
1960.10.29., 조간 1면.
50) “특별법작성에 착수”, 동아일보, 1960.10.29., 조간 1면.
51) “혁명입법 30일까지 기초”, 조선일보, 1960.10.29., 조간 1면.
52) “특별법기초에 2개 소위구성”, 경향신문, 1960.10.29., 조간 1면; “월말까지 완결토록”, 동아일보,
1960.10.29., 석간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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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법안과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에 대해서 그 초안을 완성하였다.53) 그러
나 “‘단기 4293년 4월 26일 이전 특정지위에 있었던 자의 공민권제한’에 관
한 법과 특별재판부 및 특별검찰부의 구성에 관한 법”에 대해서는 같은 날
결론이나 성안을 보지 못하고,54) 이틀 뒤에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과
특별재판소및특별검찰부조직법”의 초안을 각각 완성하였다.55)
이로써 “혁명완수를 위하여 헌법개정을 전제로 하고 특별입법을 서둘러
온 민의원 법사위에서는 10월 31일 상오에 ①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② 부
정축재자처리법 ③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④ 특별재판소및특별검찰부조
직법의 4개 법안의 기초를 끝내었다.”56) 그리고 이와 같이 성안된 4개 법안
의 초안에 대해서 일부 수정을 거쳐 10월 31일에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안
을,57) 11월 1일에는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안을,58) 11월 3일에는 특별
재판소및특별검찰부조직법안과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제
특별법안의 심의를 완료하였다.59)
이처럼 ‘육대사건’ 이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부정선거사범과 부정축재
자의 처벌을 위한 특별법 초안이 모두 마련되었다. 개헌을 전제로 해서 이루
어진 신속한 법안 기초였다고 하지만, 4․19 혁명을 기점으로 하면 6개월이
나 지난 다음의 초안 마련이었다. 또한 “특별법의 제정은 비상시에나 취해지
는 혁명적 입법인 만큼 단일 종합법으로 제정하고 특별재판부로 하여금 단심
제로 처리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명분이 있었지만,60) 이미 여러 법
률안이 나와 있었고, 견해 차이 또한 심했던 만큼 개헌안 부칙에 제시되어
있던 각 사안별로 4개의 특별법 초안을 작성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되었다고
53)
54)
55)
56)
57)
58)
59)
60)

“혁명입법 두 초안완성”, 조선일보, 1960.10.30., 조간 1면.
“민의원법사위 특별법요강을 성안”, 동아일보, 1960.10.30., 석간 1면.
“선거․피선거권, 공무원자격정지 자동 케이스 7년, 심사 케이스 5년”, 조선일보 1960.10.31., 석간
1면.
“심사 ｢케이스｣는 부산파동까지 특별재판=단심제로”, 동아일보, 1960.11.01., 조간 1면.
“자동 ｢케이스｣ 삭제”, 경향신문, 1960.11.01., 조간 1면; “자동 케이스 존치여부로 논란”, 동아일
보, 1960.11.01., 석간 1면.
“공민권제한안 법사위통과”, 동아일보, 1960.11.02., 석간 1면.
“｢특별법안｣ 법사위 완전통과 ‘부정축재소위’ 원안대로”, 동아일보, 1960.11.04., 조간 1면.
“반혁명적인 잡음을 일소하고 특별법제정을 서두르자”, 경향신문, 1960.10.19., 조간 1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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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61)

2. 각 법안별 쟁점
1) 개요

부정선거사범과 부정축재자의 처벌을 위한 4개 특별법안은 각 법안별로
쟁점이 분명했다. ｢특별재판소및특별검찰부조직법｣은 그 구성과 심급이, ｢부
정선거관련자처벌법｣은 처벌 대상자와 소급처벌의 문제가, ｢반민주행위자공
민권제한법｣은 공민권 제한의 대상자가, ｢부정축재특별처리법｣은 부정축재
의 정의와 액수, 소급기간이 각각 주요한 쟁점이었다.
부정선거사범과 부정축재자의 처벌을 위한 4개 특별법안의 기초가 완료된
것은 11월 3일이었다. 그렇지만 실제 법제정이 이루어진 일자는 서로 달라서

｢특별재판소및특별검찰부조직법｣은 12월 30일에,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과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은 12월 31일에, ｢부정축재특별처리법｣은
해를 넘긴 1961년 4월 17일에 각각 제정․시행되었다.
특별법안이 개헌안과 상호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인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의 기초일로부터는 물론 개헌안의 통과일로부터도 상당 기일
이 경과한 후에야 실제 법제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법제정 과정에서 적
지 않은 난관과 진통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단일법 형식으로의
제정까지 논의되었던 각 법안의 법제정 일자가 5개월 가까이 차이가 났던
것은 각 법안의 쟁점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대립에 있어 그 첨예함에 차이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61) 민의원 법사위에서는 헌법부칙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에 따르는 특별입법에 대해 개념적으로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제5대국회 제37회 민의원법제사법위원회의록(제8호), 1960.10.28.). 이 네 가지
개념을 두고 입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부정축재자처벌을 위한 법과 부정선거원흉 및 발포책임자
와 특별재판소 설치를 위한 법”의 2개 법안이 제시되기도 하였고(“특별법요강 수일내 작성”, 경향
신문, 1960.10.23., 석간 1면), 공민권제한규정을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안에 넣어 ① 부정선거관련
자처벌법안, ② 부정축재자특별처리법안, ③ 특별재판부와특별검찰부구성에관한법안의 3개 법안이
제시되기도 하였다(“민의원법사위 특별법요강을 성안”, 동아일보, 1960.10.30., 석간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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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재판소및특별검찰부조직법｣ 및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특별재판소및특별검찰부조직법｣의 경우에는 그 구성과 심급이, ｢부정선
거관련자처벌법｣의 경우에는 처벌 대상자와 소급처벌의 문제가 쟁점이었음
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그렇지만 ｢특별재판소및특별검찰부조직법｣은
절차적인 부분에 관한 것으로 법규 자체보다도 재판관과 검찰관의 실제 인선
이 문제되는 것이었고,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도 이미 재판까지 진행된 상
황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쟁점이 정리된 상태였다. 따라서 법안 자체를 두
고 큰 충돌은 없었다. 이러한 점은 두 법안의 민의원 법사위 초안과 최종 입
법을 비교해 볼 때도 분명히 드러난다.

｢특별재판소및특별검찰부조직법｣을 먼저 살펴보면, 심판부나 검찰부의 구
성, 심급, 심판기간 등에서 대해서 민의원 초안과 최종 입법 사이에 큰 차이
가 없었다.62) 즉, 특별재판소장과 특별검찰부장은 민의원에서 선출하도록 했
고, 사형․무기의 판결 이외에는 단심으로 했으며, 심판기간을 3월 이내로
한 것도 동일했다. 다만, 초안에서는 특별재판소에 5인의 심판관으로 구성된
심판부 3부를 두고 심판관은 법관․국회의원․변호사․대학교수․언론인
각 1인으로 구성하도록 한 것을, 최종 입법에서는 심판부를 5부로 늘리고 국
회의원 대신 4월혁명단체대표가 참여하도록 수정했다. 특별검찰부에 대해서
는 30인 이내의 검찰관을 두되, 특별검찰부장이 현직 검사 중에서 위촉하도
록 한 것을 검사 또는 변호사 중에서 위촉하도록 수정했다. 그리고 본법의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기소하도록 한 것을 2월 이내로 단축하였다. ｢특별
재판소및특별검찰부조직법｣ 초안에서 오히려 논란이 되었던 것은 반민주행
위자의 처단에 있어 거증책임을 전환하여 그를 피고인에게 지우도록 하고 자
백의 증명력 제한을 배제하는 특례를 둔 것이었는데,63) 공청회와 민의원 법
사위의 논의를 거치면서 해당 조문이 삭제되었다.64)
62) 민의원 초안은 경향신문 기사 “특재및특검조직법초안”(1960.11.03., 석간 1면) 및 국회회의록 “특
별재판소및특별검찰부조직법초안”(제5대국회 제37회 민의원법제사법위원회의록(제11호), 1960.11.
03.)을, 최종 입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연혁법령 ｢특별재판소및특별검찰부조직법｣을 참조.
63) “피고에 거증책임 지우기로”, 경향신문 1960.11.03., 석간 1면.
64) 제5대국회 제37회 민의원법제사법위원회의록(제17호), 1960.11.15; “채증주의를 채택”,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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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의 경우에도 민의원 초안과 최종 입법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다.65)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은 3․15 부정선거에 있어 주도
적 부정행위자, 기타 부정행위자, 살인․상해․폭행등과 이의 지휘명령등 행
위자에 대한 처벌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민의원 논의 과정에서는 ‘기타
부정행위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기타 부정행위자
는 주도적 부정행위자 이외자로 ① 부정선거의 모의를 하거나 ② 부정선거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거나 ③ 부정선거실시에 적극적으로 찬동 또는 협조한 자
로 규정되었는데, 여기에서 ‘적극적으로’의 의미가 막연하다는 것이었다. 그
렇지만 기타 부정행위자는 꼭 처벌해야 할 ‘악질적인’ 사람이 있을 때 그를
반드시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규정이므로, 검찰부나 재판부에 운용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조문 자구가 그대로 유지되었다.66)
3)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위의 두 법안과 달리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과 ｢부정축재특별처리
법｣은 민의원 법사위의 초안부터 최종 입법까지 그를 둘러싼 논란이 그치지
를 않았다. 먼저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을 보면, “새로 제정할 특별법
에서 가장 큰 말썽이 될 것”이라고 한 것처럼, 그 대상자를 두고 “자유당정권
하에서 특정한 지위에 있던 자로서 현저한 반민주행위를 한 자에 국한”되어
야 한다는 온건론과 “3․15선거 당시의 국무위원, 자유당 당무위원은 말할
것도 없고 각 지방관서의 장과 각급 금융기관의 장, 자유당 각 핵심당부 위
원장, 그리고 군수, 서장, 교육감, 각급 학교장, 각급 검찰청검사장과 검사 등
에 이르기까지 공민권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강경론이 대립하였다.67)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의 초안에서도 이와 관련한 내용이 문제가 되
1960.11.16., 석간 1면.
65) 민의원 초안은 동아일보 기사 “부정선거관련처벌안”(1960.10.30., 석간 1면) 및 국회회의록 “부정
선거관련자처벌법안”(제5대국회 제37회 민의원법제사법위원회의록(제9호), 1960.10.30.)을, 최종
입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연혁법령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을 참조.
66) 제5대국회 제37회 민의원회의록(제42호), 1960.11.16; 제5대국회 제37회 민의원회의록(제43호),
1960.11.17.
67) “처벌대상에도 이견”, 동아일보, 1960.10.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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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른바 ‘자동 케이스’로 ‘현저한 반민주행위를 한 자’의 의제조항을 두
고 격론이 벌어진 것이었다.68) ‘자동 케이스’는 개정될 헌법안 부칙에 대해
서도 위배되므로 삭제해야 한다는 온건론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강경론
이 다시 한 번 대립하였다.69) 법안의 초안 작성과정은 물론 이후의 논의과정
에서 자동 케이스 삭제론, 자동 케이스 유지론, 자동 케이스 확대론, 반민주
행위자의 의제가 아닌 추정을 규정한 심사 케이스 확대론, 자동 케이스의 심
사 케이스 전환론 등 여러 이견이 엎치락뒤치락 하였다.70)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민의원 본회의에서는 자동 케이스를 유지하도록 한
법사위안 원안 그대로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을 통과시켰다.71) 그러나
참의원 법사위에서 자동 케이스는 심사 케이스로, 심사 케이스는 삭제하자는
수정안이 제시되어 다시 한 번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다.72) 결국 최종 입법에
서는 참의원의 수정안이 부결되고, 민의원안으로 최종 가결되었다. 반민주
행위가 의제되는 자와 추정되는 자를 구분하고 공민권 제한의 기간을 전자
에 대해서는 7년, 후자에 대해서는 5년으로 규정한 법안이었다.73) 민의원안
대로 통과되기는 하였지만,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을 두고 이처럼 ‘말
썽’이 많았던 것은 공민권의 제한이 공무원이 되는 자격과 선거권․피선거
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정치세력의 재편성과 깊은 함수관계”가 있었기 때문
이었다.74)
68) 민의원 법사위 초안에 의하면 ‘자동 케이스’와 ‘심사 케이스’는 각각 제4조와 제5조에 규정되어 있
었고, 다음과 같이 구분되었다 : 제4조 (현저한 반민주행위의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었던 자는 현저한 반민주행위로 간주한다; 제5조 (심사의 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위

69)
70)

71)
72)
73)
74)

에 있던 자로서 현저한 반민주행위가 있었던 자는 심사위원회의 판정으로 공민권을 제한할 수 있
다.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전문”, 경향신문, 1960.11.02., 조간 2면)
“자동 케이스 존치여부로 논란”, 동아일보, 1960.11.01., 석간 1면.
“선거․피선거권, 공무원자격정지 자동 케이스 7년, 심사 케이스 5년”, 조선일보, 1960.10.31., 석
간 1면; “자동 ｢케이스｣ 삭제”, 경향신문, 1960.11.01., 조간 1면; “심사 ｢케이스｣는 부산파동까지
특별재판=단심제로”, 동아일보, 1960.11.01., 조간 1면; “혁명입법공청회 자동 케이스 삭제․축소
론이 우세”, 경향신문, 1960.11.10., 석간 1면; “제한범위를 축소”, 경향신문, 1960.110.13., 석간
1면; ｢자동 케이스｣ 다시 ｢추정 케이스｣로, 동아일보, 1960.11.30., 조간 1면 등.
“법사위원안대로 통과”, 경향신문, 1960.11.30., 석간 1면.
“｢자동｣을 ｢심사｣로”, 경향신문, 1960.12.24., 석간 1면.
“공민권 제한법 민원안대로 통과”, 경향신문, 1960.12.31., 석간 1면.
“비화 제2공화국 <61> 혁명재판(22)”, 동아일보, 1980.09.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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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정축재특별처리법｣

｢부정축재특별처리법｣은 이해관계의 대립이 더욱 첨예했다. 4개 특별법
중 민의원 초안과 최종 입법 사이에 가장 큰 차이를 보였고, 유일하게 해를
넘겨 제정된 법안이기도 했다. 민의원 법사위의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 초안
에 의하면, 부정축재의 정의는 지위 또는 권력을 이용하여 “조세에 관한 법
률에 위반하여 국세를 포탈 또는 감면하는 행위” 또는 “법령에 위반하여 국
유재산 또는 공유재산(귀속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공무원
의 부당한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로, 부정축재의 액수
는 이득액 1억환 이상으로 하되, 공무원일 경우에는 5천만환 이상으로, 부정
축재의 소급기간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60년 4월 26일까지의 이승만 정
부 시기 12년으로 되어 있었다.75)
그러나 이 초안은 이후 많은 수정을 겪게 된다. 우선 정부․여당에서는 부
정축재자의 처벌범위를 축소하자는 데 의견일치를 보았다.76) 이에 따라 정
부․여당에서 11월 15일 성안한 부정축재처리안에서는 부정축재의 액수를
명시하지 않고, “정치세력과 결탁한 현저한 거액의 부정 축재”로 하여 조사
위원에게 결정의 재량권을 주었고, 부정축재의 시기도 “탈세나 부정융자 등
은 과거 5년간으로 하고 여타 부정축재는 과거 8년간으로” 하였다.77) 그러
나 “정치세력과 결탁하였다고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거액’의 액수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여당안이
민의원 법사위안보다도 혼란을 더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를 자아낸 것은 당연
했다.78)
이후에도 ｢부정축재특별처리법｣은 그 처벌범위의 축소를 둘러싸고 논란과
이견이 계속되었다. 최종성안도 이루어지 못하여 “개헌에 따르는 특별법중
가장 말썽이 많은” 법안이 되었고,79) 급기야는 부정축재처리법안이 성안될
75)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 내용(상)”, 동아일보, 1960.11.04., 석간 2면;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 내용
(하)”, 동아일보, 1960.11.05., 석간 2면.
76) “제한범위를 축소”, 경향신문, 1960.11.13., 조간 1면.
77) “정부․여당 부정축재처리안도 성안”, 동아일보, 1960.11.16., 조간 1면.
78) “왜 부정축재의 한계를 명시않는가”, 동아일보, 1960.11.16., 석간 1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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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까지 개헌안의 표결을 미루자는 주장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다.80) 결국에는
“4개 혁명법안 중 마지막 하나인 부정축재처리법안”은 연내 통과가 무산되

고 차기 국회로 이월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81)
해를 넘겨서도 법안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1월 24일에야 민의
원 본회의에서 “오랜 말썽 끝에 성안된”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의 심의에 들
어갔다.82) 그렇지만 십수 개의 수정안이 민의원에 제출되는 등 혼란은 계속
되었다.83)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은 이후 2월 9일 민의원에서 “드디어 통과”
되었고,84) “자구정리만 11일이 걸려” 참의원에 송부되었다.85) 참의원에서는
법안 심의를 위해 재정경제위원회(이하 재경위) 주최로 3월 4일 공청간담회
를 열었는데, “마치 민의원안 성토대회” 같은 분위기 속에서 처벌범위의 축
소 주장이 다시 제기되었다.86) 이에 따라 대폭 수정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참의원에서는 한 달 뒤인 4월 4일 민의원 송부안에 대해 일부만을
수정하여 통화시켰다.87) 부정축재의 정의에 대해서만 수정을 한 것인데, “그
내용에 들어서는 중대한 차이가 있는 것”이었다.88) 4월 10일 민의원에서는
참의원에서 수정하여 민의원으로 회부해 온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을 재의표
결하여 통과시켰고,89) 정부에서는 4․19 혁명 1주기를 불과 이틀 앞둔 4월
17일 관보에 게재하였다.90)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제정된 ｢부정축재특별처리법｣은 부정축재의 정의와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정부․여당구인위 부정축재처리법안 최종성안 지연”, 동아일보, 1960.11.19., 석간 1면.
“개헌안 23일 표결”, 동아일보, 1960.11.22., 조간 1면.
“부정축재처벌법안 차기국회에 이월”, 경향신문, 1961.01.01., 2면.
“본회의심의 부정축재자처리법안”, 동아일보, 1961.01.24., 석간 1면.
“4개수정안 부정축재법안에”, 경향신문, 1961.01.27., 조간 1면; “10개의 수정안 부정축재처리법
안”, 경향신문, 1961.01.28., 조간 1면; “수정안 15개이상 나올듯”, 경향신문, 1961.01.28., 석간 1면.
“부정축재 처리법안 드디어 통과”, 경향신문, 1961.02.09., 석간 1면; “부정축재처리법안, 민원통
과”, 동아일보, 1961.02.09., 석간 1면.
“자구정리만 11일이 걸려”, 동아일보 1961.02.21., 석간 1면.
“‘거물급만 엄단케’ 부정축재안공청회서 지배적”, 경향신문, 1961.03.04., 석간 1면; “마치 민원안
성토대회”, 동아일보, 1961.03.05., 조간 1면.
“부정축재처리법안 참의원서 수정통과”, 경향신문, 1961.04.05., 조간 1면.
“부정축재처리법안의 현명한 수정”, 동아일보, 1961.04.05., 석간 1면.
“민의원 부정축재 참의원안을 통과”, 경향신문, 1961.04.10., 1면.
“부정축재특별처리법(법률제602호)”, 관보 제2833호, 196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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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축재의 액수, 그리고 부정축재의 소급기간에서 초안과 많은 차이가 있었
다. 우선 부정축재의 소급기간을 보면, 민의원 재경위에서는 부정축재의 소
급기간을 이승만 정부 시절 12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였다. 법안 논의과정에
서 5년, 8년, 10년, 12년 등 여러 안이 있었지만, 이를 일률적으로 5년으로
정한 것이었다. 그 근거는 세금에 대해서 그 시효가 5년이므로 그와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다.91) 그렇지만 “부정축재자를 처벌하자는 법이
아니고 부정축재자를 보호하자는 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고,92) 최종
입법에서는 5년을 원칙으로 하되, 국․공유재산이나 귀속재산을 대상으로
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8년으로 하는 어중간한 형태가 되었다.
부정축재의 액수는 민의원 초안부터 그 기준액수가 너무 높다는 비판이
있었다. “부정축재들은 슬금슬금 전화통까지 빼돌려 팔아 먹는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으니, 도둑놈 잡는데는 시기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
같다”고 한 신문기사처럼,93) 일반인 1억환, 공무원 5천만환 이상의 이득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부정축재자들이 “이미 여러갈래로 재산도피를 시킨 뒤임
으로” 처벌을 피해갈 우려가 있었다.94) 이에 따라 민의원 재경위안에서는 공
무원이나 정당인은 3천만환 이상으로, 일반인은 부정축재의 유형에 따라 3
천만환에서 1억환 이상까지 부정축재의 액수를 세분화하였다.95) 최종 입법
에서는 공무원․정당인은 1천5백환 이상을, 일반인은 3천만환 이상을 원칙
적 기준으로 하되, 부정축재의 유형에 따라서는 1억환 이상으로 액수에 차등
을 두는 방향으로 정해졌다.
부정축재의 정의는 보다 이해관계가 직접적인 부분이었다. 애초 민의원 재
경위안에서는 부정축재의 정의를 “본법에서 부정축재라 함은 직접 간접으로
지위 또는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특혜조치
를 받거나 기타 국민 공지의 정치적 특혜로서 현저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91)
92)
93)
94)
95)

제5대국회 제37회 민의원회의록(제67호), 1960.12.31.
제5대국회 제38회 민의원회의록(제11호), 1961.01.25.
“시기의 중요성 인식하라”, 경향신문, 1960.10.30., 석간 1면.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 내용(상)”, 동아일보, 1960.11.04., 석간 2면.
제5대국회 제38회 민의원회의록(제10호), 196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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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참의원 재경위 논의과정에서 이
러한 정의가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하므로 그 한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단기 4293년 3월 15일에 실시한 대통령․부통령선
거를 위하여 집권당에 선거자금 3000만 환 이상을 제공하거나 조달한 자로
서”라는 요건이 추가되었다. “4월 혁명의 직접적인 동기가 3․15 부정선거
에 있었고 혁명입법의 하나인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도 3․15 부정선거
를 기준하고 있으니 부정축재자의 처리도 3․15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생각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96)
여기에서 더나가 참의원 본회의에서는 “3000만 환 이상의 자금조달자와
자금제공자를 구별할 때에 있어서 자진해서 준 것과 또한 강도적 행위에 의
해서 빼앗긴 것과는 구분이 되어야 하겠다”는 의견까지 제시되었고,97) 급기
야는 부정축재의 정의에 ‘자진’이라는 자구가 추가되었다. 이에 대해 “이러면
이것은 자진 다 안 했다고 할 테니 압력을…… 내부의 압력으로 외부의 압력
으로 전부 뺏겼지 자진은 아니요 그러면 그 자진을 무엇으로 규정하실 텐가
이것 알고 싶습니다”라는 반론이 제기되었지만, “기왕 혁명과업 완수와 거리
가 멀 바에는 그런 차질도 없이 명료하게 조문을 설정해서 이로써 피해를
안 입도록 하자 또는 정치적인 조작행위를 막도록 하자 그런 데에서 오히려
의의가 있다”는 주장에 묻혔다.98) 이러한 자구 수정은 사실상 “부정축재자
의 정의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하고 부정축재자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것
이었지만, 최종 입법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99)

96)
97)
98)
99)

제5대국회 제38회 참의원회의록(제38호), 1961.04.01.
제5대국회 제38회 참의원회의록(제38호), 1961.04.01.
제5대국회 제38회 참의원회의록(제40호), 1961.04.04.
공제욱, ｢4․19 및 5․16 이후 부정축재자 처리과정에 대한 연구｣, 뺷논문집뺸(제21집), 상지대학교,
1999, 1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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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특별법 제정의 평가
1. 장면 내각의 좌고우면
4․19 혁명 이후 부정선거사범과 부정축재자의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

은 헌법 부칙의 개정과 함께 그 방향성이 정해졌고,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및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부정축재특별처리법｣, ｢특별재판소및특별
검찰부조직법｣의 제정으로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우여곡절의 연
속이었고, 최초의 법안이 최종적인 입법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등 결과
또한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장면 내각의 좌고우면과 우유부단함을 지적할
수 있다. 부정축재자나 부정선거사범, 발포명령자의 처벌에 대한 장면 내각
의 태도는 “처음에는 자유민주주의적인 입장에서 비혁명적인 방법으로 현존
하는 법적 테두리안에서의 처벌이라는 원칙론을 내세웠다가 4․19주도세력
과 지식인들의 반발과 항의가 거세지자 사법부에 그 화살을 돌려보기도 했다
가 그것이 미흡하다는 것이 밝혀지자 국회로 그 처리문제를 넘기는 등 처음
부터 일관된 자세를 결여하고 있었다.”100)
‘육대사건’ 재판에 대해서도 신정부가 “현행법의 테두리에서 처단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원흉재판(元兇裁判)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재판결과를 초래한 것이므로 행정부가 그 책임을 져야한다는 비난”이
일었지만, 장면 내각은 “정부로서는 현행법으로써도 충분히 처단할 수 있다
고 믿었었기 때문에 최고형을 구형했던 것이며 사법부에서도 거기에 상응할
형벌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는 소극적이 아니었다고 변
명”하였다. 또한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도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특별법안을
제출하느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이미 국회에 제출되
어있는 특별법안을 국회가 속히 선처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발표하였다.101)
100) 오명호, ｢第二共和國과 民主的實驗｣, 뺷사회과학논총뺸(제17집), 한양대학교 사회과학대학, 1998,
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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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대사건’ 재판의 여파로 떠밀리듯 진행된 특별법 제정과정에서도 장면

내각의 태도는 여전히 적극적이지 않았다. “중대한 입법에 관해서 내각이 주
도성을 가져야 하는 것”인데, “내각이 반대로 국회에 의해서 영도된다는 것
은 내각책임제의 본연의 상태가 아닌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고,102) 개헌안
통과 이후에도 여전히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자,
“장면씨는 금반 혁명과업완수에 대하여 책임져야할 제일인자라는 것을 명심

해야 한다. 혁명특별법안의 내용이 국민들의 혁명정신에 부합된 것이 되건안
되건간에, 그에 대한 책임은 장면내각과 그 여당인 민주당에게 있는 것이다”
라는 비난에까지 직면하게 되었다.103)

2. 죽은 권력과 살아있는 이해관계
특별법 제정의 지지부진함과 실망스런 결과는 장면 내각의 무기력함이 그
첫 번째 원인이었지만, 본래 특별법의 제정은 “민주반역자의 철저한 처단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와 보복이나 혼란을 피하고 법치주의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디렘마｣를” 조화시켜야 하는 고난위도의 작업이었다.104) 또한 “원
래 혁명 과업의 수행이란 기존제도 내지 질서의 파괴를 의미하는 것인바 이
파괴에서 모든 국가와 국민의 사회생활에 미치는 연쇄반응은 중대한 것이므
로 이의 영향을 항상 고려하여 특히 국가의 산업경제가 위축 마비되거나 나
아가서는 민족분열의 요인을 조성하는 일이 없도록 최단시일에 중점적으로
이를 공정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이었다.105)
장면 내각의 무능력에 더하여 국민의 불안감과 국가 산업경제의 위축이라
는 명분은 특별법의 본래 취지를 더욱 흐리게 하는 데 일조하였다. 이미 죽
은 권력을 대상으로 한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과 달리 살아있는 이해관계
101)
102)
103)
104)
105)

“개헌으로 혁명입법”, 조선일보, 1960.10.09., 석간 1면.
“특별입법에 장면내각은 주도성을 가져라”, 동아일보, 1960.10.31., 1면 사설.
“장면내각은 특별입법에 관한 정부안을 제출하라”, 동아일보, 1960.11.29., 석간 1면 사설.
“혁명입법안 심의착수 법사위서”, 경향신문, 1960.10.28., 석간 1면.
제5대국회 제37회 민의원법제사법위원회의록(제8호), 196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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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상대해야 하는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이나 ｢부정축재특별처리법｣
의 제정과정에서는 더욱 그러했다.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에서 이른바 ‘자동 케이스’ 논란도 결국에는
대상자의 범위를 축소하기 위한 명분을 찾기 위한 것이었다. “혁명정신에 의
해서 반민주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처단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근본대원칙인
만큼 틀림없는 일”이지만, “너무 범위를 확대시켜서 국민으로 하여금 보복행
위를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또 너무 범위를 넓혀 잡음으로
인해서 공무원, 기타 여러분에게 지나친 불안감과 공포감을 가지게 하는 것
이 이 사회의 불안 또 정치적인 불안을 가져오는 그러한 결과를 조장시킬
염려만큼은 될 수 있는 대로 이것을 너무 확대시키지 말자고 지배적인 공기
가 돌아갔다”는 주장은 그러한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었다.106)

｢부정축재특별처리법｣에서는 보다 노골적으로 처벌범위의 축소를 위한 움
직임이 전개되었다. 민의원에서 부정축재처리법안이 통과되자, 한국경제협
의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대한건설업회․대한방직협회의

경

제단체에서는 경향신문과 조선일보 등 주요 일간지 1면에 1961년 3월 1일
자로 “북한괴뢰에 이익을 주는 부정축재처리가 되지않도록”이라는 제하의
성명을 게재하였는데, 해당 성명에서는 “부정축재처리법안이 노리고 있는
것은 사회주의혁명이라고 규정하드라도 변명할 여지는 없을 것이며 공산화
로의 길을 닦아 주는 길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는 주장까지 등
장하였다.107)
이와 같은 성명은 당시로서는 폭탄적인 것이었는데,108) 이에 이어 개최된
참의원 재경위의 부정축재처리법안 공청간담회에서 쏟아진 발언들도 마찬가
지였다. “처벌한도액이 너무 낮아 유수한 기업체뿐 아니라 중소기업에 이르
기까지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규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
106) 제5대국회 제37회 민의원회의록(제53호), 1960.11.29.
107) 경향신문, 1961.03.04., 조간 1면 하단 광고; 조선일보, 1961.03.04., 조간 1면 하단 광고.
108) 당시 이 성명을 필두로 하여 한국경제협의회가 주도한 참의원에서의 부정축재처리법안 폐기공작
에 관해서는 김진현, ｢不正蓄財處理顚末書｣, 뺷신동아뺸(1964년 12호), 동아일보사, 1964, 167-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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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경제구조를 거꾸로 뒤집는 결과를 가져올 것”,109) “범법을 하지 않고서
는 기업운영이 불가능하였던 자유당치하의 실정으로 미루어 보아, 거의 대부
분의 업체가 부정축재처리법의 처벌대상이 될 것”,110) “부정축재의 정의가
모호하여 운용여하에 따라서는 이 법이 망민법(網民法)이 될 우려가 없지 않
다”111)는 주장이 되풀이되었다.
이러한 적극적인 저지 움직임 속에 ｢부정축재특별처리법｣은 참의원에서
그 대상자가 극소수로 축소되어 수정 입법되는 운명을 맞았지만, 이에 대한
당시의 평가는 오히려 긍정적이었다. “우리 헌법의 경제조항 개정도 없이 마
치 4․19혁명이 사회주의혁명과 같은 착각을 갖고 모든 기업가를 처벌하려드
는 측이” 있었다.112) “부정축재처리로 인한 국민경제의 혼란과 기업인들의
불안과 기업의욕의 상실등을 극력 방지하력고 애쓴 것이라는데 대해서 경의
를 표해서 마지 않는다”113)는 것이었다. 이러한 당시의 평가는 경제단체를
위시한 살아있는 이해 앞에서 특별법 제정을 통한 4․19 혁명과업의 완수라
는 구호가 얼마나 공허한 것이 될 수 있는가를 보여준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Ⅵ. 맺으며
지금까지 4․19 혁명과 반부패제도라는 주제 하에 4․19 혁명 이후 부정
선거사범과 부정축재자의 처단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제정의 계기,
특별법 제정의 쟁점들, 그리고 특별법 제정에 대한 평가라는 순으로 논의를
전개해 보았다. 특별법의 제정은 혁명과업의 완수를 위해서는 필수불가결의
것이었지만, 법치주의의 원칙 하에서 이루어져야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는 것
이었다. 그 어려운 균형을 길을 걸어가는 데 장면 내각은 좌고우면했고, 살아
109)
110)
111)
112)
113)

“한도액 낮아 경제파탄”, 동아일보, 1961.03.04., 석간 1면.
“부정축재처리법에 대한 경제단체의 성명서를 보고”, 1961.03.05., 조간 1면.
“‘거물급만 엄단케’ 부정축재안공청회서 지배적”, 경향신문, 1961.03.04., 석간 1면.
“어느것이 올바른 부정축재처리인가”, 경향신문, 1961.04.09., 석간 2면.
“부정축재처리법안의 현명한 수정”, 동아일보, 1961.04.05., 석간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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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이해는 그 불안정한 틈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특별법의 한계를 두고
“차라리 이성계 이조시조 때부터로 정하시지”114)라고 했던 당시의 시사만평

은 지금에도 곱씹어보아야 할 풍자였다.
헌법 부칙에서 제정된 특별법을 다시 개정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혁명 완
수를 위한 법집행은 단기간 내에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반민족
행위처벌법｣ 시행 경험의 뼈아픈 교훈을 상기한 것이기도 했다. 그렇지만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부정축재특별처리
법｣, ｢특별재판소및특별검찰부조직법｣의 4개 특별법은 그 우여곡절의 제정
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법집행의 기회조차 가져보지 못한 채 짧았던 장면
내각과 함께 그 운명의 끝을 같이 했다고 할 수 있다.

114) 경향신문, 1960.10.29., 석간 1면 경향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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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pril 19 Revolution and Anti-Corruption
Kim, Dae Hong*
115)

After the April 19 Revolution, the key words for anti－corruption converged
into two categories : fraudulent election and illegal accumulation. The latter
was the conceptualization of unfairness toward the Syngman Rhee
administration, which collapsed due to the April 19 Revolution, and the former
was that of injustice toward the 3․15 General Election, which was the catalyst
for the April 19 Revolution. Enacting special laws was suggested as the
direction for punishment of fraudulent election and illegal accumulation in the
4th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It was indispensable for the completion
of the revolutionary task, but it had to be done under the principle of rule
of law to gain legitimacy. The four special laws, 'Punishment Act of Persons
Related to Fraudulent Election', 'Citizen Rights Restriction Act against Anti－
Democratic Actors', 'Special Act on Disposal of Illegal Accumulation', and 'Act
on the Establishment of Special Court and Special Prosecutor', were enacted
after the April 19 Revolution in order to root out the old and corrupt forces
under the Rhee administration and to protect the democratic system of Korea.
In this study, I looked into the necessity, the motivation, the process and the
issues of enacting the four special laws, and evaluated the significance of them.
Although the four special laws were recognized as having an inextric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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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with the 4th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the actual legislation
was made only afte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passed from the date of
passage of the amendment as well as from that of submission of the bills.
This shows that there were a number of difficulties and conflicts during the
legislative process.

[Key Words] April 19 Revolution, Punishment Act of Persons Related to
Fraudulent Election, Citizen Rights Restriction Act against
Anti-Democratic Actors, Special Act on Disposal of Illegal
Accumulation, Act on the Establishment of Special Court and
Special Prosecu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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