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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제헌국회 소장파는 이승만 정권 초기 진보적이며 저항적인 세력으로 항상 언급
되지만, 실상 이들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이 글은 제헌국회 소장파의 핵
심 세력이었던 성인회의 결성 과정과 이들의 활동을 통해서 소장파의 성격을 살
펴보고자 하였다.
성인회는 김약수 중심의 신당 결성을 표방하며 결성된 원내 조직이었다. 그러
나 성인회는 김약수의 정당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이는 내부적으로 이념적, 조직
적 결속이 불완전하였기 때문이다. 결속력이 강하지 못했던 이유는 최초의 결집
과정과 관련이 있다. 이들은 외군철수에 대한 공통적 동의를 기반으로 모였지만,
이들의 결집에는 신익희, 지청천 등의 국회 내 주요 세력의 재편에 따른 대응작용
인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단정 추진 세력들도 참여하게 되었고, 반
공주의를 둘러싼 입장의 차이도 있었다. 이러한 이질성이 외군철수라는 민족주의
적 이슈로 봉합된 상태였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성인회는 해방공간의 중도세력
과 조직적 계승관계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외군철수, 남북 협상, 농민적 농지개혁 등 내용의 측면에서 중도세력의 입장을
계승한 측면은 있다. 성인회는 외군철수라는 민족주의적 이슈를 중심으로 원내에
서 세력을 확장했다. 이를 통해 동인회와 통합하여 동성회를 결성하였고, 김구,
김규식 등 원외의 남북협상 세력과 접근하는 경향을 보였다. 동시에 성인회는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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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개혁의 실현을 위해 원내의 제 세력, 나아가 이승만과도 공동보조를 취하였다.
이런 적극적인 활동과 영향력 확대는 원내 이승만 세력의 입지를 위협하였고, 결
과적으로 국회프락치사건으로 희생되었다.
주제어 : 성인회, 동인회, 소장파, 제헌국회, 김약수, 남북협상, 외군철수

Ⅰ. 머리말
1948년 정부 수립 직후 정치사에 대한 연구는, 이승만의 정권 확립 과정, 반
공독재체제가 수립되어 가는 과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 과정 속에
서, 그에 반대하고 저항했던 세력은 핍박당하고 소멸해 온 것으로 그려졌다.
그리고 이 저항하고 핍박 받았던 세력의 시원적 존재로서 언급되는 대상 중
하나가 제헌국회 소장파였다.1)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단 정부가 수립
된 상황에서 반 이승만적 입장을 계속 표명했던 세력의 존재를 통해서, 정치
적 활력이 그래도 국회 내에서는 살아있었다는 것을 확인하려는 것이다. 그래
서 대체적으로 이 ‘소장파’는 중도세력으로 분류된다.2) 이는 이 저항세력의 기
원을 해방 공간의 남북협상 세력, 좌우합작 세력에서 찾으려는 시도였던 것
같다.
제헌국회기 소장파가 중도세력이라는 규정에는, 이들 소장파가 저항자이자
진보세력으로서 어느 정도 고정적이며, 일관성 있는 실체였다는 전제가 선험
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 대체로 1949년 6월의 국회프

1) 제헌국회 소장파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로 백운선의 ｢제헌국회 내 ‘소장파’에 관한 연구｣(서울대학
교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1992)가 있다. 그 외 소장파를 직접 대상으로 하지는 않지만 제헌국회
소장파의 성격이나 활동에 대해 참고할만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손관수, ｢귀속재산처
리법 제정에 관한 연구-권력대립 측면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2 ; 서중석,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 2, 1996 ;서중석, 조봉암과 1950년대 상, 1999 ; 김윤영,
｢1950년의 ‘내각책임제 개헌’ 논의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6 ; 김성
보, ｢입법과 실행과정을 통해 본 남한 농지개혁의 성격｣, 농지개혁연구,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1 ; 이정은, ｢制憲國會期 靑丘會, 新政會의 政治活動과 路線｣, 學林 25, 연세대학교, 2005.
2) 박찬표는 소장파 세력이 소멸하기 전까지 한국 정치 구도를 ‘보수 양대 세력과 중간 우파 세력의 3
자 정립구도’라고 보고 있으며(박찬표, 48년 체제, 후마니타스, 2010, 130쪽), 중도파를 연구한
윤민재 역시 제헌국회 소장파를 해방정국 중도파의 연장선에 위치시키고 연구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윤민재, 중도파의 민족주의 운동과 분단국가,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412～464쪽).

244

석당논총 72집

락치 사건 이후 이 세력이 소멸 몰락하거나 혹은 기회주의적 선택을 하는 것
으로 이야기된다.3) 그러나 제헌국회기 소장파가 과연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만큼 단일하거나 일관된 실체였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이 글은 이런 의문
에서 출발하며, 그래서 제헌국회 소장파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제헌국회 소장파는 이승만 정권 초기 진보적이며 저항적인 세력으로 항상
언급되지만, 실상 이 세력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제헌국회 소장파’를 직접
대상으로 한 연구는 백운선의 연구가 거의 유일하다.4) 백운선은 무소속구락
부 성명, 외군철퇴 동의안 제출 등 계기적으로 있었던 정치적 행동에의 참여
를 기준으로 소장파의 범위를 규정하고, 이들의 활동과 노선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소장파 연구의 시원으로서 소장파의 범위를 규정했다는데 큰 의의
가 있다. 그러나 계기적 행동에의 참여를 기준으로 삼은 탓에, 사실상 소장파
로 거의 활동하지 않은 인물이 소장파로 분류되어 있기도 하고, 입법과정이나
각 행동마다 참여하는 인원의 규모가 크게 차이남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를 설
명하지 못하고 있다. 개원초기 무소속구락부로부터 이후 1949년 소장파 전성
시대까지의 변화와 흐름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그 외에 제헌국회기의 구체적 정파 집단에 주목한 연구로 김성보와 이정은
의 연구가 있다. 김성보와 이정은은 여러 국회의원 그룹 중에서 동성회를 소
장파로, 그 외 그룹을 ‘군소정파’로 규정하고, 이 ‘군소정파’에 대한 연구를 통
해 이들 사이의 차별성을 드러냈다. 김성보는 농지개혁 입법 과정에 대한 연
구에서 이승만에 대한 비판적 지지세력으로서 이정회의 성격을 살폈다.5) 그
리고 이정은은 소장파 노선으로 오인되어 연구대상으로 인식되지 못했던 청
구회의 활동과 노선을 밝혔다.6) 그러나 정작 소장파의 중심이었던 동성회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없다.7)
동성회(同成會)는 신성균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한독계의 동인회(同仁會)
3) 손관수, 앞의 글 ; 김윤영, 앞의 글 참조.
4) 백운선, 앞의 글.
5) 김성보, 앞의 글.
6) 이정은, 앞의 글.
7) 연구자에 따라 소장파로 규정짓는 범위가 다르다. 정치적 공동행동을 기준으로 소장파를 규정하는
백운선은 성인회, 동인회, 청구회에 이정회 일부까지 포함해서 넓은 범위로 ‘소장파’로 규정하고,
김성보와 이정은은 동성회를 소장파로 보고 그 외 세력은 ‘군소정파’로 규정하고 있다(백운선, 김성
보, 이정은 앞의 글 참조). 그러나 1949년 상반기 중심적인 활동을 했던 것이 동성회라는 것에 대해
서는 이견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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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김약수를 중심으로 하는 성인회(成仁會)가 1949년 2월 통합하여 만들어진
국회 원내 조직이었다. 이 동성회는 1949년 상반기 ‘소장파 전성시대’를 이끌
었던 중심세력으로서, 국회프락치 사건의 타겟이었다. 동성회를 이룬 두 세력
중 보다 중요한 쪽은 성인회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내에서 논쟁이 벌어질 때
그 논쟁을 주도하는 것이 주로 성인회계 인물들이었기 때문이다. 국회프락치
사건의 가장 큰 희생자들도 김약수를 비롯한 이 성인회 인물들이었다.8)
그래서 이 글은 제헌국회 소장파의 핵심 세력이었던 성인회를 연구 대상으
로 삼고, 성인회의 결성과 활동, 변화를 추적하고자 한다. 시기적으로는 1948
년 10월경 성인회 결성이 논의되는 시점부터 1949년 6월 국회프락치 사건 전
까지로 한정할 것이다. 국회프락치 사건은 별도의 논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먼저 1948년 하반기 성인회가 결성되는 과정과 이 안에
서 드러나는 구성원 간 이질적 모습을 살펴 볼 것이다. 그리고 3장에서는
1949년 초 이들이 다른 세력과 연합하면서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모습과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복합적인 모습을 살필 것이다. 이를 통해서 제헌국회 소장
파, 나아가 제헌 국회기 정치활동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

Ⅱ. 1948년 하반기 신당운동과 성인회의 결성
1. 신당운동과 성인회 결성
성인회는 1948년 12월 4일 결성된 원내 단체로서, ‘소장파 국회의원’들을 주
축으로 조직되었고 당시 국회 부의장이었던 김약수가 참여하였다. ‘민족사회
주의 노선을 지향하는 동시에 민족통일을 無血로써 완성시키며 민족정기를
바로잡는’ 것을 당면 강령으로 내세운 이 원내 조직은 김약수를 중심으로 준비
중이던 신당의 원내 조직이 될 것이라고 알려졌다.9)
8) 국회프락치 사건으로 체포된 인물들은 노일환, 이문원, 김약수, 최태규, 이구수, 황윤호, 김옥주, 강
욱중, 김병회, 박윤원, 서용길, 배중혁, 신성균 등 13명이었는데, 이들 모두 동성회에 소속이었고 이
들 중 신성균, 이문원 2명을 제외하고 모두 성인회 구성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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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것은 이 성인회 구성원의 성격이다. 전체 31명 중 9명이 대동청년
단에 관련되어 있었고, 강욱중 1명이 조선민족청년단, 노일환, 김옥주 2명은
한민당에 당적을 두고 있었다. 나머지 의원들은 개원 초기 무소속구락부에 속
했던 의원들이었다. 성인회 소속 의원 명단 및 관계 단체는 다음과 같다.10)
대동청년단원
한민당원
독촉
무소속
기타

김기철, 김용재, 김인식, 박기운, 배중혁, 백형남, 원장길, 육홍균, 임석규(이상 9명)
노일환, 김옥주(이상 2명)
김병회, 이석(이상 2명)
김광준, 김동준, 김중기, 박윤원, 박종남, 서용길, 이성우, 정진근, 조규갑, 이구수,
조옥현, 차경모,11) 최태규, 황병규, 황윤호(이상 15명)
강욱중(족청), 김약수(조선공화당), 김익노(한독)(이상 3명)

주목되는 것은 대동청년단 관계자 9명이다. 대동청년단은 반공과 단독정부
수립이라는 이승만 노선에 충실했던 단체였다.12) 이 대동청년단 출신들이 김
약수를 중심으로 하는 성인회의 주요 구성원이었다는 점은 뜻밖이다. 이 대청
계의 결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신익희, 지청천, 조소앙 등 거두들이 관
계된 신당 운동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소속으로 국회에 진출한 의원들이 정치적 결사를 조직하고자 하는 움직
임은 국회 개원 직후부터 있었다. 1948년 6월 말 경에 국회에는 한민당/3·1
구락부(독촉국민회계)/무소속구락부를 세 축으로 하는 세력구도가 만들어졌
다. 이후 8월 15일 정부 수립 이전까지 이 세 축의 구도는 대체로 유지되었
다.13) 정부수립 후 이승만이 8월 19일 기자회견에서 정당운동 단계로 들어섰
다고 언명하고,14) 여러 인물들을 만나며 여당 조직을 추동했다. 여기에 정부
9) ｢소장파 국회의원 27명, 成仁會 조직｣, 국제신문, 1948년 12월 4일, 자료대한민국사 9(국사
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ID=dh_009_1948 _12_04_ 100, 이하
한국사DB로 약칭하며 자료의 ID만 전제한다. 한국사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여 모든 온라인 자료
는 2018년 11월에 확인하였다).
10) 1949년 당시 발행된 잡지 기사를 인용한 백운선은 김익기, 허영호 2명을 더 해 33명을 성인회 구
성원으로 보고 있다(백운선, 앞의 논문, 82～83쪽). 이 글에서는 1949년 5월에 있었던 2회 국회
폐회식 때의 기록을 기준으로 삼았다(제2회 국회 폐회식 속기록(1949년 5월 2일), 4-7쪽, 국회 회
의록 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record). 이하 회의의 회차와 날짜만 전제한다. 모든 기
록은 2018년 11월에 확인하였다.)
11) 차경모를 대동청년단 관계자였던 것으로 분류하는 연구자도 있으나 다른 자료에서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무소속으로 분류하였다(김윤영, 앞이 글 17쪽 각주 54번).
12) 대동청년단에 관해서는 김수자, ｢대동청년단의 조직과 활동(1947~1948)｣(역사와 현실 31,
1999)를 참조.
13) 제헌국회 초기 세력 동향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김영상, ｢국회내 각 파 세력분포도｣, 신천지,
1949. 3 ; 강영수, ｢정당개편은 어디로?｣, 신천지, 1948. 10.
14) ｢남한 정계의 재편 동향｣, 서울신문 1948년 8월 25일, 자료대한민국사 8(한국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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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입장을 분명히 한 조소앙이 가세하면서 정당 결성 운동은 여당/야당 여
부가 혼재한 채 복잡한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민족대정당 결성을 이야기하며 복잡하게 진행되던 신당 운동은, 10월 들어
서면서 신익희와 국민회를 중심으로 한 대한국민당과 조소앙을 중심으로 한
사회당이 각각 추진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15) 개원 초에 한민당/3·1구
락부/무소속구락부의 세 축이었던 세력 동향은 한민당/대한국민당/사회당의
세 축으로 재편되었다.16) 문제는 지청천이 한민당과의 통합을 주장하며 우왕
좌왕하는 사이에 중심을 놓쳐버린 대동청년단이었다. 다음의 기사를 보자.
…대청은 이의 직접 영향을 받아 친한민·친한독·현상유지 등의 3자 간에 삼
파전이 자체 내에서 격화되어 있었는데, 믿을만한 정계소식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근자에 와서 국회의 大靑系 의원들은 金若水 부의장을 중심으로 국회내 소장파를
규합하여 現대청을 기반삼아 또 하나의 야당조직을 기도 추진하고 있다 한다. 이
는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한민당 소장파에서도 일부 합류하리라는
바, 그 기도가 실현될 때에는 국회 내의 상당한 수효의 전위적인 席數를 확보할 것
으로 보이는데…17)

정당 결성 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동청년단 내부에 내홍이 생겼고, 이
들 중 일부에서 부의장 김약수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당을 조직하자는 흐름이
생긴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대청(大靑)내 반한민파’라고 규정되었다.18) 즉,
지청천이 한민당과의 합당을 주장하는 과정에 반발한 대동청년회계 의원들이
성인회의 한 축을 구성한 것이다.19)
성인회를 구성한 또 다른 한 축은 앞의 기사에서 ‘국회내 소장파’라고 언급
ID=dh_008_1948_08_25_0020)
15) 이 때의 정당 결성 움직임에 대해서는 김수자, 이승만의 집권초기 권력기반 연구, 경인문화사,
2005를 참고.
16) ｢신년 정계동향과 민족진영 합작운동의 전망｣, 서울신문, 1949년 1월 1일, 자료대한민국사
10(한국사DB, ID=dh_010_1949_01_01_0150).
17) ｢정계동향, 大同靑年團系 국회의원들, 6인 성명 파탄 후 별도의 신당 조직작업을 추진중｣, 수산경
제신문 1948년 10월 23일, 자료대한민국사 8(한국사DB, ID=dh_008_ 1948_10_23_0100).
18) ｢野黨工作에 得効｣, 경향신문, 1948년 10월 27일 1면(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http://newslibrary.naver.com , 이하 뉴스라이브러리라고만 전제한다).
19) 12월 말에 지청천은 대한국민당 합류를 결정했지만, 각자의 입장을 결정한 의원들을 돌려세울 수
는 없었다(｢李靑天 大同靑年團長, 大靑단원들은 모두 大韓靑年團·大韓國民黨으로 합류한다는
성명서를 발표｣, 한성일보 1948년 12월 22일 자료대한민국사 9(한국사DB, ID=dh_009_1948
_12_22_0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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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의원들이다. ‘국회내 소장파’로 불리는 이들의 범위와 실체를 정확하게
규정하기는 어렵다. 정당 결성 운동이 복잡하게 진행되면서 의원들의 소속이
불분명했고, 당시 언론에서 사용하던 ‘소장파’라는 단어에도 정확한 기준이 없
었기 때문이다.20) 다만, 1948년 8월 말에 민주노농당(民主勞農黨)이라는 정
당을 준비하던 의원들 중 일부가 성인회에 참여한 것이 확인된다. 김익노, 김
중기, 박윤원, 박종남, 이석, 차경모, 황윤호 등이 그들이다.21)
위 기사 마지막에 언급되고 있는 ‘한민당 소장파’는 노일환과 김옥주이다.
그리고 넓게 보면 김약수와 서용길 역시 한민계로 볼 수 있다. 김약수는 1945
년 9월 한국민주당의 발기때부터 참여하여 조직부장으로 활동하다가 1946년
10월 한민당을 탈당하였다.22) 서용길 역시 한민당에 관계했다가 한민당을 탈
당하고 민중동맹에 참여하는 등 김약수와 같은 행보를 걸었다.23)
이렇게 성인회는 대청계 일부, 독자적 정당을 모색하고 있던 세력들 중 일
부, 그리고 한민당에서 이탈한 인물들이 모여서 결성한 단체였다. 그러나 이
것만으로는 이들이 김약수 중심 신당 추진까지 운운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것이 1948년 10월, 11월에 있었던 외군철퇴 문제와 관
련된 일련의 사건들이다.
1948년 10월 13일에 박종남 의원 외 45명의 동의로 ‘외군철퇴 요청에 관한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 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느냐 마느냐를 놓
고 논쟁이 벌어졌고, 국회의원들끼리 몸싸움이 생겨 경위가 출동할 정도로 대
립이 격렬하였다.24)
이 날 오전 회의의 사회를 본 것이 김약수였다. 김약수는 동의안 상정을 주
장하는 의원들에게 발언 기회를 주고자 하였고, 반대 입장을 가진 의원들은
20) 백운선은 이 때문에 성인회·동인회 참여 여부와 함께 계기적 공동행동을 소장파 범위 규정의 기
준으로 삼았다(백운선, 앞의 글, 80～83쪽).
21) ｢무소속구락부 의원들, 民主勞農黨籌備委員會 조직｣, 민주일보 1949년 8월 24일, 자료대한민
국사 8(한국사DB, ID=dh_008_1948_08_21_0050).
22) 김약수의 활동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들을 참고했다. 김하나, ｢김약수의 진보적 정치노선과 민족
공화당 결성운동｣, 가톨릭 대학교 역사학과 한국사 전공 석사학위논문, 2003 ; 강민우, ｢金若水의
현실인식과 민족운동｣, 서강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4.
23) ｢7개정 당대표 中央政友연락협의회(가칭) 결성｣, 서울신문, 1946년 7월 10일, 자료대한민국사
2(한국사DB, ID=dh_002_1946_07_08_0010) ; ｢韓民黨員 又復 대거 탈당｣, 자유신문, 1946년
10월 22일(한국사DB, ID=npfp_1946_10_22_v0001_0140).
24) ｢외군철퇴 긴급동의안 문제로 찬반 양측 격돌｣, 서울신문, 1948년 10월 15일, 자료대한민국사
8(한국사DB, ID=dh_008_1948_10_13_0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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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불만을 표했다. 소란이 커지자 잠시 휴회 후 속개했는데, 이때는 신익희
가 사회를 보았다. 신익희는 반대로 동의안 상정을 주장하는 의원들의 발언을
억제하였다. 이번에는 동의안 상정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불만을 표했고, 발언
기회를 얻어 동의안 내용을 낭독하려고 하다가 몸싸움이 발생하였다.25)
11월에 미군주둔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한 차례 더 있었다. 군사적 방비의
필요를 이유로 미군의 계속 주둔 필요성을 주장하는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
되었던 것이다.26) 이날 토론에서 반대 입장의 의원들이 발언 기회를 계속 요
청하였으나 신익희에 의해 제지당했고, 이들은 이에 반발하여 회의장에서 퇴
장하였다. 그리고 이 결의안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의 성명서가 연달아 발표
되었다.27)
이 일련의 사건에서 외군철퇴를 주장하고 미군 주둔에 반대했던 의원들 중
일부가 이후에 성인회 결성에 참여하였다.28) 10월에 외군철퇴 동의안 제출
논란 열흘쯤 후에 김약수 중심 신당 추진 소식이 알려졌고, 11월에 미군주둔
결의안 논란 후 약 열흘 뒤인 12월 초에 성인회가 결성되었다. 1948년 하반기
신당운동 등으로 복잡한 정치상황 속에서, 대청계 일부, 무소속 일부, 한민당
에서 이탈한 일부가 외군철퇴 문제를 계기로 모여 성인회로 발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외군철퇴 문제에 대한 공통적 동의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이념적, 조직적
결속력은 불완전하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성인회에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가
진 세 그룹의 의원들이 모여 있었고, 사안에 따라 다른 입장을 드러냈다. 이와
25) 제1회 87차 국회본희의회의록, 1948. 10. 13, 1～13쪽(국회 회의록 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record). 이하 회의의 회차와 날짜만 전제한다).
26)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10월 19일 발생한 여순 사건이 있었다. 최윤동 의원 외 98명의 발
의로 제안된 이 결의안은 88명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제1회 109차 국회본희의회의록, 1948. 11.
19, 14쪽).
27) ｢13명의 국회의원, 미군주둔 결의안에 반대하는 성명서 발표｣, 서울신문, 1948년 11월 21일,
자료대한민국사 9(한국사DB, ID=dh_009_1948_11_20_0030) ; ｢미군철수, 국회의원 18명, 미
군주둔을 반대하는 성명서 발표｣, 독립신보, 1948년 11월 24일, 자료대한민국사 9(한국사
DB, ID=dh_009_1948_11_22_0040).
28) 10월의 외군철퇴 동의안에 서명한 45명 중 26명이 이후 성인회에 가담했다. 12월 성인회 결성 당
시 참여한 국회의원은 27명이었는데, 당시의 명단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외군철퇴 동의안에 서명
한 26명과 큰 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성인회 소속 의원의 전체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빠
른 시점은 1949년 3월인데(김영상, 앞의 글, 24쪽), 이 때의 명단을 기준으로 하면 성인회원 중 외
군철퇴 동의안에 서명하지 않은 의원은 강욱중, 김광준, 김기철, 김약수, 김익기, 이석, 허영호 등
7명이다. 이 중 김기철은 미군주둔 결의에 반대하는 성명에 참여했고(서울신문, 1948년 11월
21일, 앞의 기사), 허영호는 1949년 1월에 보궐 당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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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1948년 11월에 있었던 국가보안법 제정 토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가보안법(안)은 11월 9일에 본회의에 상정되었는데, 이 날 정당과 세력의
구분 없이 법안 자체에 결함이 많다는 비판을 받았다.29) 논의 끝에 법제사법
위원회에 재회부가 결정되었고 11월 11일에 새로운 법안이 제출되었다. 그런
데 세부사항의 문구 몇 가지가 수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원래의 법안과 동일했
다.30)
결국, 이 법안을 토론할 예정이던 11월 16일에 김옥주 의원 외 47명의 명의
로 ‘국가보안법안 폐기 동의안’이 제출되었다. ‘폐기 동의안’에 대한 찬성 발언
을 통해 미루어보면, 이후에 성인회의 주축을 이루게 된 소장 의원들과 동인
회계 의원들이 ‘폐기 동의안’에 찬성했음을 알 수 있다.31) 우선 신성균, 조국
현, 배헌 의원 등 동인회(한독계) 의원들이 ‘폐기 동의안’에 찬성했다. 이들은
주로 악용 우려를 제기했는데, 임시 정부 표방 세력, 즉 김구와 한독당을 불법
화할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다. ‘중경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국헌에 의지해
서 정부를 참칭한 것(인가)’라거나 ‘이 법안이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고 죄 없
는 사람을 가두게 될 것’이라는 신성균 의원의 발언이 이를 잘 보여준다.32)
그리고 대표 발의자 김옥주를 비롯해 노일환, 김광준, 서용길, 김중기, 박해
정 등이 ‘폐기동의안’에 찬성했는데, 이 중 박해정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가 이
후에 성인회에 가담했다.33) 이들은 동인회계 의원들과 약간 다른 측면에서 국
가보안법을 비판하였다. 이들은 이 법이 과거 치안유지법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하면서, 좌익을 막고자 한다면 민주주의적 입법을 통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 또 악용의 우려를 지적하면서 형법 등 기존 법률로 모두 제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34) ‘폐기 동의안’은 표결을 거쳐 부결되었지만, 이어진 18일, 19일의

29) 제1회 99차 국회본회의회의록, 1948. 11. 9, 참조. 그 외 국가보안법 제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 1, 80～83쪽(역사비평사, 1991)을 참조.
30) 제1회 101차 국회본회의회의록, 1948. 11. 11, 1～2쪽 국가보안법(초안) ; 제1회 107차 국회본회
의회의록, 1948. 11. 18, 4이기하, 한국정당발달사, 의회정치사, 1961.5, 백관수 의원 발언.
31) 이 폐기 동의안에 서명한 47명이 누구인지는 확인할 수가 없다.
32) 제1회 99차 국회본회의회의록, 1948. 11. 9, 5쪽, 신성균 의원 발언;제1회 105차 국회 본회의회의
록, 1948. 11. 16, 해당 의원 발언. 이승만 정부는 여순사건 진압·처리 과정에서 김구와 한독당을
타겟으로 하고 있었다(서중석, 앞의 책, 167～179쪽 참조).
33) 제1회 105차 국회 본회의회의록, 1948. 11. 16, 해당 의원들 발언. 박해정 의원은 이후에 민국당에
가담했다(제2회 국회 폐회식 속기록, 1949. 5. 2, 4～7쪽 참조).
34) 제1회 105차 국회 본회의회의록, 1948. 11. 16, 해당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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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에서도 서용길, 박윤원, 노일환, 강욱중, 황윤호 등 성인회에 참여하는 의
원들은 국가보안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였다.35)
문제는, 이 법안을 발의했던 인물들도 성인회에 참여했다는 점이다. 애초에
이 법안은 9월 3일에 김인식 의원 외 32명이 내란행위처벌법 제정에 관한 동
의안을 제출한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다.36) 이 내란행위처벌법 대표 발의
자였던 김인식 의원은 ‘일찌기 법을 제정하여 저들을 다 쫓아버리거나 잡아들
였다면 여순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애국자 한 둘이 섞이는 우
려가 있을지라도 이 법을 제정해야한다’고 격분하였다.37)
김인식은 서북청년단 출신의 대동청년단원이었는데, 이런 반공주의적 인식
을 성인회에 참여한 대청계 의원들 모두가 공유하고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
다. 다만 대청계 의원들이 이 토론에 거의 참가하지 않았고, 국가보안법을 적
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던 것만은 분명하다.38) 나중에 성인회에서 매우 주도
적으로 활동한 김병회 의원 역시 법안 제안자 32명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이
는데,39) 그 역시 국가보안법 관련 토론 내내 발언이 없었다.
이는 성인회 구성원들간에 이념적 이질성이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국가보
안법을 둘러싼 이런 상반된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함께 성인회 결성에 참
여한 것은 이율배반적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국가보안
법 논의 이후에 있었던 ‘미군주둔에 관한 결의안’ 논란 때문으로 보인다.40) 정
치·사상의 자유에 관한 입장 차이가, 외군철퇴라는 민족주의 의제를 통해 봉
합된 것이다. 이런 불안정한 봉합은 성인회의 이념적, 조직적 결속력을 약화
35) 제1회 107차 국회 본회의회의록, 1948. 11. 18, 제1회 108차 국회 본회의회의록, 1948. 11. 19, 해
당 의원들 발언.
36) 9월 30일에 이 법안의 작성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부탁했고, 국회에서 여순 사건에 대한 보고가 있
었던 10월 28일에 법안을 급속히 작성할 것을 최촉했다(제1회 105차 국회 본회의회의록, 1948.
11. 6, 1～2쪽, 신익희 발언).
37) 제1회 105차 국회 본회의회의록, 1948. 11. 16, 3쪽, 김인식 의원 발언.
38) 이 날 토론에서 대청계 성인회원 중 김인식, 박기운, 배중혁 의원 3명이 발언했는데, 박기운 의원
은 ‘법안에 공산당 잡는다는 골자를 넣기 전에는 반대할 수밖에 없으니 골자를 넣어달라’는 조국현
의원의 발언에 ‘재청한다’는 발언을 했고 배중혁 의원은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자는 발언을 했다(1
회 105차 국회 본회의회의록, 1948. 11. 16, 해당 의원 발언). 그 외에는 국가보안법 토론 내내 발
언이 없었다.
39) 김병회 의원은 국회프락치 사건 재판 최후진술에서 “내가 제안한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내 자신이
처벌받게 된다는 것은 통탄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국회프락치사건 제18회
결심공판, 피고인들이 최후 진술｣, 자유신문 1950년 2월 15일, 자료대한민국사 16(한국사
DB, ID=dh_016_1950_02_13_0020).
40) 미군주둔에 관한 결의안이 제출된 것은 국가보안법안이 통과된 이후인 11월 20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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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고, 이후 정당으로 발전하는데 어려움을 노정하였다.

2. 김약수의 민족공화당과 성인회
성인회는 김약수 중심의 신당 추진을 염두에 두고 결성된 단체였다.41) 실
제로 성인회가 결성되고 나서 김약수의 신당 추진은 속도를 냈다.42) 성인회가
결성된 며칠 뒤인 12월 9일 신당 결성준비위원회를 열어 신당 조직 대강을 결
정하고 김약수를 준비위원장에 선임하였다.43) 12월 말에는 당명을 공화당(共
和黨, 이후 민족공화당으로 변경)으로 정하고 준비위원회 부서를 결정 했다.
이 때 성인회 회원이었던 차경모(車庚模)가 기획위원으로 참여하였다.44)
1949년 1월 18, 19일 양일간 상임위 연석회의를 열어 당시(黨是)로 사회민주
주의를 표방하기로 결정하였다.45) 3월경에는 서울시 당부를 결성하고 지방
조직 확대에 나서는 등 진전을 보였고 4월에는 발당(發黨) 할 것이라고도 했
다.46) 그러나 실제 당 조직 결성은 쉽게 진척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1948년 12월에서 1949년 1월 사의의 정계 상황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이 시기에 김성수·신익희·이청천·안재홍·조소앙 사이의
합작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주요 세력 간에 개편이

41) 국제신문, 19489년 12월 4일, 앞의 기사.
42) 김약수가 결성하고자 했던 민족공화당에 대해서는 김하나의 연구가 참고가 된다(김하나, 앞의 논
문). 그러나 김하나는 원내 국회의원들과의 관계를 면밀히 살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43) ｢金若水 중심의 新黨, 조직 대강을 결정｣, 자유신문 1948년 12월 11일, 자료대한민국사 9(한국
사DB, ID=dh_009_1948_12_11_0060).
44) ｢共和黨(가칭), 준비위원회 부서를 결정｣, 평화일보 1948년 12월 30일, 자료대한민국사 9(한
국사DB, ID=dh_009_1948_12_29_0070)
그 외에도 강욱중, 김동준, 김병회, 김중기, 서용길, 황윤호 등 성인회 구성원들이 중앙 부서의 간
부로 참여했다는 기록이 있다. 사찰 요람 속에 기록된 중앙 부서 명단이다(서울특별시 경찰국 사
찰과, 앞의 책, 135쪽). 문제는 이 명단이 작성된 시점이다. 이 자료에는 민족공화당 결성준비위원
회의 결성 시점을 1948년 11월로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이 자료에 나타난 중앙부서의 명단이 정
당 추진을 막 시작한 1948년 11월 무렵의 것인지, 아니면 이후 정당이 진척된 후의 명단인지 확실
치 않다. 자료가 편철된 시기는 1955년으로 되어 있다. 더불어 1950년 7월 전쟁 중에 서울시 임시
인민위원회에 제출된 민족공화당 정당신고서 간부 명단에는 이들 국회의원의 이름이 없다.(서울
시임시인민위원회, 정당 사회단체 등록철, 1950. 7(한국안보교육협회 영인, 1989)
45) ｢민족공화당. 결당 공작 속행｣, 조선일보 1949년 1월 22일, 조간 1면(DB 조선
http://srchdb1.chosun.com).
46) ｢金若水 중심의 民族共和黨결성준비위원회 활동｣, 자유신문 1949년 3월 9일, 자료대한민국사
11(한국사DB, ID=dh_011_1949_03_09_0040) ; ｢共和黨結成進捗 四月中에 結黨式｣, 경향신문
1949년 3월 17일, 1면(뉴스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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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규모 정당이 지방까지 조직세를 키우는 것은 어
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하게는 내부적 입장차이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우
선 사회당과의 관계 문제가 있었다. 성인회의 소장 의원 중 김병회, 박윤원,
이구수, 최태규가 사회당에 가입했던 것이 확인되며, 이 중 김병회, 박윤원은
사회당 남북통일기초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47) 언론에 74명의 국
회의원들이 사회당에 정식 입당했다고 보도되었던 것을 보면48) 성인회 의원
들 거의 전부가 사회당에 관계하고 있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이 때문
에 성인회가 처음 결성되던 12월 초부터 이미 김약수 신당과 사회당의 합작이
거론되었다. 그러나 김약수는 이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이 때문에 일부 의원들이 이탈하기도 하였다.49)
뿐만 아니라 조선공화당을 포함하여 원외에 있는 김약수 자신의 기반 조직
과 원내 젊은 국회의원들 사이에 갈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언론
에 보도된 민족공화당에 대한 남로당 측의 공작계획서인데, 원외의 당준비위
원들 사이에 원내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불만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당수 김약수의 국회중점주의 及 국회 내 공작에 대한 비밀주의를 폭로 배격함
으로써 국회내 당수 일파의 동향을 밝히는 동시에 국회의원과 당준비위원과의 알
력을 야기시킬 것50)

“특히 성인회 국회의원이 현재 발당 준비 중에 있는 민족공화당 소속”이라
는 주변의 시선에 대해 김약수 본인이 원내 조직과 민족공화당은 별개라고 선
을 그은 것은 이 때문으로 보인다.51)
47) 서울특별시 경찰국 사찰과, 위의 책, 44쪽 ; ｢社會黨, 남북통일기초위원회를 구성｣, 독립신문
1949년 3월 8일, 자료대한민국사 11(한국사DB, ID=dh_011_1949_03_ 03_0080).
48) ｢신년 정계동향과 민족진영 합작운동의 전망｣, 서울신문, 1949년 1월 1일, 자료대한민국사
10(한국사DB, ID=dh_010_1949_01_01_0150)
49) ｢각 정당·단체의 최근 동향｣, 민국일보, 1948년 12월 7일, 자료대한민국사 10(한국사DB,
ID=dh_009_1948_12_07_0040). 1949년 1월에는 사회당 측에서 합동 교섭을 제안했는데 김약수
가 ‘즉석에서 거부’하였다(｢金若水 국회부의장, 社會黨과 民族共和黨간의 합당설을 부인｣, 조선
일보, 1949년 1월 18일(자료대한민국사 10, 한국사DB, ID=dh_010_ 1949_01_16_0030).
50) ｢民族共和黨에 對한 그들의 行動計劃, 동아일보, 1949년 3월 27일, 자료대한민국사 11(한국사
DB, ID=dh_011_1949_03_25_0010).
51) 김약수는 1949년 2월 18일 성인회와 동인회의 합동준비원회 자리에서 위와 같이 말했다(｢同仁會
와 成仁會가 합동하여 同成會로 발족｣, 연합신문, 1949년 2월 20일, 자료대한민국사 10, 한

254

석당논총 72집

원외의 민족공화당 준비위와 원내 국회의원들 사이의 입장 차이가 어느 지
점에서 발생했는가에 대해서는 더 면밀한 고찰이 필요하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입장의 차이를 좁히기 보다는 다른 정당이나 단체에 가담하는 방식을 선
택한 의원들이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성인회를 중심으
로 정당을 추진하는 것은 잘 진척되지 않았다. 대신 정당 추진과는 별개로, 원
내에서의 세력 확장을 시도하였다.

Ⅲ. 1949년 초 성인회의 활동과 ‘소장파’의 확장
1. 외군 철수 운동과 동성회 결성
1949년 1월 말에 한국민주당과 대한국민당이 합당을 결정하면서 원내의 정
치 지형에 변화가 생겼다. 김성수, 신익희, 지청천 등의 거두가 모두 참여한
거대 정당의 탄생은 아직 정당을 만들지조차 못한 국회 내의 다른 세력들에게
위협적이었다. 이에 대한국민당에 참여했다가 한민당과의 합당에 반대해 탈
당한 의원들이 이정회를 중심으로 결집해 ‘비한민세력과 통일공동전선을 구
성할 것을 결의’했다. 성인회를 포함하여 다른 세력들도 여기에 전적으로 동
의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52) 이후 국회 내의 비한민세력은 여러가지로 세력
결집을 시도했다.
성인회는 외군 철퇴 문제를 제기하며 다수 국회의원들의 동조를 얻어냈다.
1949년 2월 5일, 김병회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하는 ‘남북화평통일에 관한 결
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결의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우리는 조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유엔 신한국위원단의 입국을 계기로 전
국민의 의사를 대표해서 다음과 같은 결의를 한다.
1. 민족적 애국진영을 총 단결하여 민족역량을 집결하도록 노력할 것.

국사DB, ID=dh_010_1949_02_18_0080).
52) ｢以正會, 非韓國民主黨세력과 통일전선 구성할 것을 결의｣, 한성일보, 1949년 1월 25일, 자료
대한민국사 10( 한국사DB, ID=dh_010_1949_01_25_ 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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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북화평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유엔 결의에 의한 한국 내 주둔 외군의 즉
시 철퇴를 실천하도록 유엔 신한국위원단에 요청할 것.53)

이 결의안 내용의 핵심은, 국회의 이름으로 UN 신한국위원단에 외군 철퇴
의 실천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이 결의안 발의에 찬성 서명한 국회의원은 71
명에 달했는데, 이는 전체 국회의원의 1/3이 넘는 수였다. 이 71명이라는 숫자
에 대해 미국측은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것이라고 평가했
다.54)
결의안이 실제 통과될 것을 우려한 신익희는 이승만의 국회 출석을 요청했
고, 이승만은 직접 국회에 출석해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나
라는 되든지 안 되든지 민주주의가 서든지 공산당이 서든지 막론하고 그것을
해나가려고 해 가지고 문제를 일으켜 보겠다 한다면 어데까지나 해보시요.”라
고 반 협박조로 말했다.55) 이승만의 이런 발언은 표결에 영향을 미쳤고, 재석
159에 찬성 37, 반대 95로 결의안은 부결되었다.56) 결의안에 동의했던 71명
중 상당수가 의사를 철회한 것이다.
이날 이승만의 협박성 발언에도 불구하고 찬성 의사를 밝힌 37명의 대부분
은 성인회와 동인회 의원들이었다.57) 며칠 후인 2월 10일에 성인회와 동인회
는 합동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2월 18일에 성인회와 동인회 의원들은 합동준
비회를 열고 동성회(同成會)라는 이름으로 통합을 결정했다. 이 합동으로 대
략 60명의 국회의원이 행동통일을 기할 것이라고 보도되었다.58) 미국측은 이
조직의 탄생이 외군 철수 운동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보았다.59) 실제로 한 달
뒤인 3월 19일에는 김약수와 노일환, 이문원, 김병회, 박윤원, 강욱중, 황윤호
등 동성회원들이 ‘외군을 철퇴시키고 남북의 평화통일을 달성시키는데 노력

53) 제2회 24차 국회본회의회의록, 1949. 2. 7, 8쪽.
54) G-2 Periodic Report, No 1057, 1949. 2. 7, 1쪽(주한미국정보일지 7, 한림대학교 아시아문제연
구소 자료총서 2, 1989, 242쪽).
55) 제2회 24차 국회본회의회의록, 1949. 2. 7, 3～7쪽, 이승만 발언.
56) 위 속기록, 18쪽.
57) 김영상, 앞의 글, 24쪽.
58) ｢同仁會와 成仁會가 합동하여 同成會로 발족｣, 연합신문, 1949년 2월 20일, 자료대한민국사
10(한국사DB, ID=dh_010_1949_02_18_0080).
59) G-2 Periodic Report, No 1075, 1949. 3. 1, 1쪽(주한미국정보일지 7, 한림대학교 아시아문제연
구소 자료총서 2, 1989, 3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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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달라’는 내용의 ‘자율적 평화적 남북통일 메시지’를 UN 신한국위원단에 전
달하였다.60)
이는 정부의 의지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회는
이 행보를 통해서 통일 문제에 관한 자신들만의 입장을 확고히 하고 결속력을
높여가고 있었다. 1949년 6월 18일의 결성대회에서 김약수는 “남북이 분단된
현실에 있어 사대사상(事大思想)을 지양하여 남북을 막론하고 외군을 완전 철
퇴시키고 38선의 국제성을 제거하여 통일국가를 수립하도록 우리가 해결하여
화평통일”하는 것을 동성회 결성 의의로 명확히 했다.61)
김약수의 발언 중 ‘38선의 국제성을 제거하여…우리가 해결하여 화평통일’
이라는 문구는 1949년 상반기 제기되었던 새로운 남북협상설과 관련하여 중
요한 의미가 있어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 상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4월경 김구, 김규식, 그리고 김약수가 태평양통일기구를 결성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62) 둘째, 5월 경 한독당의 정치 참여설이 제기 되었
다.63) 이 두 상황의 진위와 관계없이,64)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그 자체가 원외
의 남북 협상파와 원내의 김약수가 서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었음을 방증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양자의 접근 경향과 김약수의 원내 세력으로서 동
성회의 결성은 이승만에게 위협적이었을 것이다.

2. 농지개혁법 논의와 ‘소장파 전성시대’
동성회의 적극적 활동은 외군철수 운동에만 머물지 않았다. 통일문제보다
더 광범위하게 非한민-민국계 의원들을 결집하게 한 것은 농지개혁 문제였다.

60) ｢金若水 등 소장파 국회의원들, 자율적 평화적 남북통일 메시지를 유엔한국위원단에 전달｣, 서
울신문, 1949년 3월 20일, 자료대한민국사 11(한국사DB, ID=dh_011_ 1949_03_19_0020).
61) ｢화평통일운동을 목표로 국회내 同成會 결성｣, 조선일보, 1949년 6월 18일, 자료대한민국사
12(한국사DB, ID=dh_012_1949_06_18_0190).
62) G-2 Periodic Report, No 1102, 1949. 4. 13, 3쪽(주한미국정보일지 7, 한림대학교 아시아문제
연구소 자료총서 2, 1989, 475쪽).
63) ｢韓獨黨政策轉換｣, 동아일보, 1949년 5월 13일, 1면(뉴스라이브러리).
64) 태평양통일기구의 경우는 계획이 있었다 하더라도 실현이 불가능했다. 얼마 뒤 김약수가 체포되
고 김구가 암살되었기 때문이다. 한독당의 정치 참여설에 대해서 한독당은 즉각 담화를 내어 이를
부정하였고, 도진순은 이를 보도한 동아일보 기사를 조작된 오보라고 보고 있다(도진순, 한국민
족주의와 남북관계,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333～3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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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은 해방 후 모든 정치세력이 이야기하던 첫 번째 과제였고, 공산주의
와의 체제 대결 속에서 미군정이 요구하던 개혁이었으며, 북한과의 체제 경쟁
속에서 남한의 이승만 정부도 요구하던 개혁이었다. 이 농지개혁의 실현을 위
해 동성회는 다른 국회의원 단체들과 공동보조를 취했다.
농지개혁법 논의에서 가장 논란이 된 것은 농지 가격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
가 하는 부분이었다. 당시 한민-민국당의 입장이 반영되어 국회 본회의에 제
출된 ‘농지개혁법안’에는 농지 가격이 평년 수확량의 30할(300%)로 책정되어
있었다. 이는 정부안에서 제시한 20할보다 높은 것이었는데, 비민국계 의원들
은 이 정부안 보다 더 낮게 지가 책정할 것을 원하고 있었다.65) 이 문제에 대
응하기 위해서 민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원내 의원 그룹인 동성회․이정회․청구
회 소속 의원 60여명이 공동 모임을 가졌다. 이들은 3월 15일에 이정회관에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한 공동행동을 논의하였고, 지가 보상액에 대한 행동 방
침을 결정하였다.66) 이들이 합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제1안 최고 10할로 유상매상하여 무상분배할 것
△제2안 10할로 유상매상하여 유상분배하되 상환기한은 5년으로 균분할 것
△제3안 최고 15할로 체감매상(대지주는 희생하여 5할정도로 매상)하되 소지주
의 利害를 고려하여 15할로 유상분배하되 5년간 균분할 것

이들이 합의한 수준이 높았던 것은 아니었다. 농지 소유 상한 문제, 농지 분
배 이후의 매매 문제, 농지 분배 대상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은 각 그룹 내에서
도 제대로 합의되지 못했다.67) 농지개혁법 토론 과정에서 동성회 관련 의원들
65) 당시 주요 정당 단체들이 제시한 지가 책정안과 상환 방식은 다음 표와 같다.
지주에 대한 보상율
농민의 상환율
동성회
10할 / 20년 분할
무상(10할 과세)
사회당
10할 / 5년 균분
10할 / 5년 균분
대한노농당
15할 / 5년 균분
12할 5분 / 5년 균분
청구회
15할
15할
이정회
20할 이하 / 10년 균분
12할 / 6년 균분
민주국민당
30할 / 10년 균분
30할 / 10년 균분
｢국회 내 각 정당·정파의 농지개혁법안에 대한 주장｣, 연합신문, 1949년 3월 17일, 자료대한
민국사 11(한국사DB, ID=dh_011_1949_03_17_0040) ; ｢農改法案圍繞 區區한 各派主張｣, 동아
일보, 1949년 03월 17일, 1면(뉴스라이브러리).
66) ｢非民主國民黨측 국회의원들, 농지개혁법안 수정에 공동보조｣, 경향신문, 1949년 03월 17일, 자
료대한민국사11(한국사DB, ID=dh_011_1949_03_15_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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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제각각 그룹을 지어 수정안을 제출했는데,68) 동성회 내에서 농지개혁방안
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방증한다.
동성회·청구회·이정회의 공동행보는 지가 보상액을 낮추고 상환 기간을
줄이는 것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공동
행동은 성공하여, 최종 통과된 법안에서 지가 보상율은 15할, 상환율은 12.5
할로, 상환기간은 5년으로 결정되었다.69)
그런데 이 논의 과정에서 주목할 것은 동성회원들이 보여준 이승만 정부에
대한 이중적 태도이다. 1949년 2월에서 3월에 이르는 시기에 이승만과 국회는
반민특위 특경대의 활동과 권한 문제 등을 놓고 대립하고 있었다. 동성회 의
원들은 반민특위 활동에 적극적이었고, 또 앞서 살펴보았듯이 외군철수와 통
일문제 등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이승만 정부와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었다.
그런데 같은 시기 농지개혁법 토론 과정에서 이들은 친정부적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태도를 보여주며, 필요에 따라 공동보조를 취하였다.
그 첫 번째는 농지개혁법 통과 전까지 농지 매매를 금지하는 ‘농지개혁에
관한 임시조치법안(이하 임시조치법안)’에 대한 논란에서였다. 원래 3월 10일
에 국회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던 법안은 ‘농지개혁법안’이 아니라 ’임시조치법
안’이었다. 이 ‘임시조치법안’은 처음에 김병회 외 90인이 제출한 법안이었
다.70) 법안이 제출되자 곧이어 대통령 비서실에서 이 법안에 찬성하는 담화를
발표하였다.71) 이 법안이 산업위원회에 회부되자, 이들은 ‘임시조치법안’을
바로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 세 차례 시도하였다.72) 그렇게 해서 3월 10일
67) 김성보, 앞의 글, 147～148쪽 참조.
68) 김병회 의원 외 13인, 육홍균 의원 외 16인, 이구수 의원 외 30인, 김익로 의원 외 19인 등 제각각
수정안이 제출되었다.
69) 이 입법 과정에 전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성보, 앞의 글을 참조.
70) ｢金秉會 외 90의원, 농지개혁에 관한 임시조치법안을 제출｣, 서울신문, 1949년 2월 22일, 자료
대한민국사 10(한국사DB, ID=dh_010_1949_02_22_ 0040).
71) ｢대통령 비서실, 농지매매·증여를 금지하는 농지개혁임시조치법에 찬성하는 담화를 발표｣, 연
합신문, 1949년 2월 25일, 자료대한민국사 10(한국사DB, ID=dh_010_ 1949_02 _25 _0060
72) ｢제2회 40차 국회본회의｣, 서울신문, 1949년 2월 26일, 자료대한민국사 10(한국사DB, ID=
dh_010_1949_02_25_0200) ; ｢金秉會의원 외 69인, 농지개혁에 관한 임시조치법 부의 요구서를
다시 제출｣, 독립신문, 1949년 3월 10일, 자료대한민국사 11(한국사DB, ID=dh_011_
1949_03 _07_0020); ｢金秉會의원 등 91인, 농지개혁에 관한 임시조치법안을 국회에 재차 제안｣,
서울신문, 1949년 3월 10일, 자료대한민국사 11, 한국사DB, ID=dh_011 _1949_03_ 09_
0030).

제헌국회기 ‘성인회’의 결성과 활동

259

안건이 상정되었는데, 민국당 김봉조 의원의 긴급동의로 ‘임시조치법’을 포함
한 다른 법안을 모두 보류하고 그날 상정되어 있지 않던 농지개혁법을 앞당겨
심의하기로 결정된 것이다.73)
김병회, 김옥주, 서용길, 강욱중 등 동성회 구성원들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
발하였다. 이승만은 3월 12일 ‘농지개혁에 관한 임시조치법안을 속히 통과시
켜 공포케’하라고 요구하는 서한을 직접 국회로 보내왔고, 이에 보조를 맞추어
김병회 의원이 ‘임시조치법’을 먼저 논의하자며 의사일정변경 동의를 제출하
였다. 김병회 의원의 이 제안은 55명의 찬성을 받았으나 과반수에 미치지 못
하여 결국 부결되었다.74)
두 번째는 정부안 상정 논란이다. 예정에 없던 농지개혁법안 토론이 긴급
상정되자, 서용길 의원은 국무회의안과 국회안(산위안) 중 어느 것을 표준하
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75) 그리고 서용길 외 30여인의 연명으로 정부
안 재상정을 요구하였으나, 이미 요청 기한을 넘긴 뒤라 상정에는 실패하였
다. 이에 대해 서용길 의원은 “정부의 국무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을 묵살하
려고 하는 그 권리를 누가 부여했든가…국가의 각의를 통과해서 나온 법안을
국회의 일 분과가 폐기하는 그러한 특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반성”하라며 목
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어느 때에는 정부에 무조건 반대하는 논조로 하다
가…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여기서 하자고 안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냐는 비난을 듣기까지 했다.76)
농지개혁법안 토론 과정에서 동성회 의원들이 보여준 이런 태도는 흥미롭
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측의 법안을 무조건 본회의에 상정하라는 주장은
헌법 제정 당시의 논의에서 ‘의회 우위’를 주장하던 것과 배치되는 태도였다.
더구나 ‘임시조치법안’ 논란의 경우에서는 이승만과 서로 주고받으며 공동보
조를 취하기까지 하고 있었다. 이런 모습은 농지개혁을 실현시키려는 목표와
지주세력을 대변하는 민국당에 대한 불신을 공유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
인다.
73) 제2회 50차 국회본회의회의록, 1948. 3. 10, 2쪽, 의사일경변경에 관한 건 토론.
74) 제2회 52차 국회본회의회의록, 1949. 3. 12, 1～7쪽.
75) 제2회 50차 국회본회의회의록, 1949. 3. 10, 7쪽 서용길 발언.
76) 제2회 52차 국회본회의회의록, 1949. 3. 12, 2쪽 신익희 발언, 4～5쪽 서용길 발언, 7쪽 조헌영 발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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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시기의 동성회의 적극적 활동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과정을 거치면서 친이승만 성향의 이정회가 분열되었다는 점이
다. 4월 15일 이정회 소속 국회의원 중 35명이 이정회를 탈퇴하여 별도로 ‘이
승만의 일민주의를 강력히 추진하는 단체’로서 일민구락부를 조직하였다.77)
이들이 분립한 계기가 되는 사건은 임영신 상공부장관에 대한 파면 사건이었
다. 그러나 이들이 분립해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이정회 주도 인물들이
동성회, 청구회와의 공동행보쪽으로 기울어 있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제3회 국회가 폐회하던 6월 20일에 동성회·이정회·청구회는 ‘민국당계
의원에 대한 공동전선을 강화하기 위하여…삼파교섭위원회(三派交涉委員會)
를 조직’하는데 까지 이르게 되었다.78) 농지개혁법 토론을 거치는 과정에서
非민국계 세력 규합의 중심축이 동성회를 중심으로 한 ‘소장파’의 확대쪽으로
기울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바로 이 시기가 이른바 ‘소장파 전성시대’라고 불
리는 시기이다.
이 과정에서 이정회에서 떨어져 나온 친이승만 세력인 일민구락부의 원내
입지는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런 국회 내 정치 지형은 이승만에게
위협적이었을 것이다. 삼파교섭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제3회 국회가 폐회한 바
로 다음 날인 6월 21일에 김약수를 포함한 국회의원 7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데에는, 이런 상황을 역전시키고자 하는 이승만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
하였을 것이다.

Ⅳ. 맺음말
이 글의 목적은 제헌국회기 소장파의 핵심 세력이라고 이야기되는 성인회
의 결성 과정과 이들의 활동을 통해서 소장파의 성격을 살펴보는 것에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통해 성인회, 나아가 제헌국회 소장파의 성격에 대해서
다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77) ｢以正會 소속 국회의원 35인, 다른 의원들과 함께 一民俱樂部를 결성｣, 연합신문, 1949년 4월
20일, 자료대한민국사 11(한국사DB, ID=dh_011 _1949_04_15_0120).
78) ｢無爲 30日間의 足蹟 臨時立法會議決算｣, 경향신문, 1949년 06월 20일, 1면(뉴스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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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성인회는 해방 공간의 중도세력과 조직적 계승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
렵다. 김약수 등 해방공간의 중도세력으로 활동한 인물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
만, 집단으로서의 성인회는 중도세력을 계승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들의 결집
과정 자체가 특정 세력이 중심이 된 주도적 과정이 아니었고, 결과적으로 단
정노선을 지지했던 대동청년회 인물들이 다수 참여하였다. 그러나 이 계승관
계의 문제를 소장파 전체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 이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
서는 ‘한독계’라고 불리는 동인회계 의원들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외군철수, 남북 협상, 농민적 농지개혁 등 내용의 측면에서 중도세력
의 입장을 계승한 측면은 있다. 특히 외군철수와 평화적 통일 등 민족문제에
있어서 그러했고, 1949년 초에 원외의 남북협상 세력과 서로 접근하는 경향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입장들이 선언적 차원을 넘어 구체적 합의를
이루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평화적 통일을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극우 반공주의적 관점을 내포하고 있었던 점에서 그러하다. 농지개혁과 관련
된 문제에서 이런 점은 더욱 두드러진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일치된 입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간 제헌국회 소장파에 대한 관심은 이승만과의 대립관계에 집중되어 있
었다. 이런 관점은 ‘소장파’의 저항성과 진보성을 부각시켜 바라보게 해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글은 성인회라는 조직에 대한 구체적 추적을 통해서 ‘소
장파’ 내부의 세력 구성과 이념적 한계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소장파’의 성격
을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성인회와 함께 동성회를 구성했던 동인회에 대한
고찰과 함께 민족문제가 아닌 의제에서 다른 국회의원 조직들과 어떤 차별성
을 갖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차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논 문 투 고 일 2018년 10월 15일
논 문 심 사 일 2018년 10월 17일
논문심사완료일 2018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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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ormation and Activities of ‘Sungin Hway’
in the Constitutional Assembly
Park Snag-hee
The ‘Young members’ in the Constitutional Assembly are always referred
to as progressive and defiant forces. But, in fact, there are not many studies
of them. This article is intended to examine the political inclination of the
‘Young members’ through the activities of ‘Sungin Hway’, which was a key
player.
‘Sungin Hway’ was a group of parliamentary men to form a new party
with Kim Yak-soo. However, it did not develop into Kim's party. This is
because ideological and organizational ties were incomplete. The reason
for the lack of cohesion is related to the initial cohesion process. Their
unity is a response to the reorganization of major powers in the National
Assembly, including Shin Ik-hee and Ji Chung-cheon. In the process,
differences in views on anti-Communism were covered by nationalistic
issues, and those who were seeking to establish a limited government in
South Korea joined the group. In terms of organization, it had no
relationship with the mid-of-the-roader. in liberation period
In terms of content, it has relationship with the mid-of–the– roader.
‘Sungin Hway’ worked to withdraw foreign troops, reunite the two Koreas,
and land-reform. ‘Sungin Hway’ expanded its influence through the
nationalistic issue such as withdrawal of foreign troops. Through this
activity, ‘Sungin Hway’ integrated with ‘Dongin Hway’ to form ‘DongSung
Hway’. They have tended to approach inter-Korean negotiators such as Kim
Koo and Kim Kyu-sik. At the same time, ‘Sungin Hway’ cooperated with all
the groups in Congress and even Syngman Rhee, in order to realiz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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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reform. The expansion of influence through these activities threatened
the position of Rhee Syng-man in the National Assembly, which resulted in
their sacrifice in the parliamentary espionage incident
Key Word : Sungin Hway, Dongin Hway, Constitutional Assembly,

Kim Yak-soo, withdrawal of foreign troops,
inter-Korean negot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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