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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韓國 大統領制의 成功을 實現하기 위한 運營 모델
1)

鄭 宗 燮*

Ⅰ. 序論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제헌헌법 당시부터 議院內閣制와 大統領制를 놓고 

정치세력간에 논의를 심각하게 해온 터이고, 정치세력간에 정치적인 계산으로 
정부형태가 산출되면서 제헌헌법의 대통령제도 내각책임제적인 요소가 들어있

는 이른바 ‘변형된 대통령제’ 다. 이러한 변형된 형태의 ‘韓國式 大統領制’는 

우리 나라 정치의 굴곡된 역사 전개에 따라 여러 차례의 헌법개정을 거치면서 

超權力的 大統領制(hyperpresidentialism), 新大統領制(Neo-Präsidentialismus),1) 

‘大統領中心制’(présidentialisme)의 형태를 가지는 權威主義的 大統領制

(authoritarian presidentialism)의 형태를 가지게 되었고, 1987년 헌법의 개정으
로 민주화로의 이행과정에서 다소의 성격변화가 있었지만 초권력적 대통령제

의 요소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고 여전히 변질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

에서 현실에서는 대통령이 ‘선출된 제왕’(elected monarch)과 같이 권력을 휘두

르고 국정이 파행을 거듭하는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양상을 낳았다.2) 특히 민

주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에서는 법치주의의 

현격한 후퇴와 대통령 1인의 독주 양상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 고, 실제에서
는 국민의 지지를 잃어 허약하고 불안정한 정부이면서 겉으로는 강하게 보이

려고 권력을 무리하게 행사하고 남용하는 ‘超權力的 大統領’(hyperpresident)의 

行態도 露呈시켰다. 이러한 것은 초권력적 대통령제 정부형태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양상이다.3)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副敎授

1) Karl Loewenstein, Verfassungslehre, 3. Auflage(Tübingen: J.C.B. Mohr, 1975), 
62쪽 이하, 430쪽 이하 참조.

2) 자세한 것은 鄭宗燮, “韓國의 大統領制 政府形態: 그 制度와 現實,” 鄭宗燮, 憲
法硏究 3(서울; 博英社, 2001), 177쪽 이하를 보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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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대통령제는 대통령과 부통령을 가지는 형태의 대통령제가 아니고, 

대통령만 존재하고 임명직 공무원인 국무총리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형태

의 대통령제를 가지고 있다.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원칙적으로 

분리되어 구성되고 운 되는 獨立性의 原理가 지배하지만(독립성의 원리가 지

배하여도 권력분립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배제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법률안제출권, 國家緊急權(대통령령(decree)이 국회의 법
률을 대신하는 권한도 포함되어 있다)과 광범한 赦免權, 憲法改正案提案權, 國

民投票附議權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헌법재판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장과 재

판관을 임명하고(특히 재판관 3인인 직접 대통령이 지명) 사법기관인 대법원

장과 대법관을 임명하는 등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지위도 가지고 있는 변질

된 형태의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다. 미합중국의 대통령제와는 달리 부통령

도 존재하지 않고 내각의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와 같은 통제도 받지 

않는다.

특히 그동안 우리 헌정사의 굴곡으로 말미암아 ‘초권력적 대통령제’에서 보

이는 대통령에 의한 국회의원의 장악과 이로 인한 국회의 기능 상실 또는 약

화로 인하여 국회가 대행정부 통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대통령제

의 핵심원리인 행정부와 입법부간에 견제와 균형이 지켜지지 않아 大統領 1인 

중심의 權力 集中(centeralization of power)이 발생하 다. 대통령 1인으로의 
권력의 통합과 집중에서는 우리나라 특유의 ‘오야붕(親分)-꼬붕(子分)’의 구조에 

의한 ‘패거리집단’ 政黨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 고,4) 이른바 한국식의 국회의

3) Carlos Santiago Nino, “Hyperpresidentialism and Constitutional Reform in 
Argentina,” Arend Lijphart/Carlos H. Waisman(ed.), Institutional Design in New 
Democracies(Boulder: Westview Press, 1996), 168쪽 참조.

4) 이러한 것은 과거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에서도 대통령이 소속
한 정당이 대통령 개인을 중심으로 하여 그 추종자들이 규합된 집단의 성격을 노정시

켰고, 김 삼, 김대중의 경우도 그들이 야당으로 활동하던 때나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때나 공히 그들의 추종자들을 중심으로 규합된 세력들이 정당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

다. 그 결과 그러한 정당은 우두머리가 정치적 권력을 상실할 때는 급격하게 해체되
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아직도 한국 정당은 진정한 정당으로서의 모습이나 성격을 가지
지 못하고 ‘패거리집단’의 성격을 노정하고 있다. 이러한 ‘패거리집단’으로서의 정당은 
정치권의 신진대사를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정치시장을 독점하여 그 이익을 챙기고 

국가기능까지 사적인(possessive) 것으로 변질시켜 민주화로의 이행에서 큰 걸림돌이 되
고 있다. 민주화의 과제를 안은 김 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가 자기에게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지 않고 과거 독재와 권위주의정부가 노정한 통치행태를 유사하게 또는 확대 반

복함으로써 오히려 민주화에로의 이행을 왜곡시킨 것에 그들의 큰 실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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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후보 공천권과 정치자금의 제공 방식은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후보공천권과 

정치자금에 관한 실질적 힘을 가진 정당의 보스(boss)인 대통령에게 종속되도

록 만들었다.5) 그 결과는 국회가 행정부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대통령제가 權力分立의 原理에 따라 작동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

래하 다.

현재까지 한국 대통령제는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대통령의 권력
행사의 독주에 의한 부작용이 국정의 실패를 가져오는 오류를 반복하고 있다. 

노태우 정부 다음에 등장한 김 삼 정부나 김대중 정부 모두 그 이전의 통치

방식을 극복하지 못하고 權威主義統治를 여전히 노정한 채 강력한 대통령 1인

이 독주하는 양상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그 결과 거대한 규모로 저질러지는 

권력형 부정부패가 반복되었고,6) 이런 부정과 부패는 대통령의 가족과 측근인

물들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저지르지는 양태를 보 다.7) 한국에서 대통령 1

5) 예컨대 초권력적 대통령제에 해당하는 아르헨티나의 경우 재임중인 대통령이나 
차기 대통령이 될 사람은 통상 각기 자기 정당의 당수 고, 정당이 내부적으로 민주적
인 형태를 띤 경우에조차 이런 당수가 의사결정권을 사실상 장악하 고, 의회의원과 같
은 선출직의 공천에서도 막강한 향력을 가졌다. 이러한 점은 아르헨티나 정치에서 대
통령이 당수로 있는 여당 소속의 의원은 자신의 지위유지와 관련하여 대통령의 의지에 

극히 민감하게 반응하며 활동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 다. C. S. Nino(註 3), 167쪽 
참조. 이러한 점은 우리 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있어온 양상으로 민주화 이행과정에 김
삼과 김대중의 통치에서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다. 한국에서는 정치자금의 문
제가 더 심각하게 부가되어 있다. 김 삼과 김대중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兩金 政治’의 
폐단이기도 하다. 김 삼과 김대중은 그동안 집권하지 못한 때나 집권한 때나 공히 이

러한 구조를 바탕으로 하여 계속 권력을 유지해왔기도 하다. 이런 부분에서도 한국 정
치는 여전히 ‘초권력적 대통령제’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6) 2002년 8월 28일 국제 민간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는 ‘2002년 국제 투명성․부패지수(CPI)’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는 102개 국가 가운데 
코스타리카, 요르단, 모리셔스와 함께 부패지수 4.5로 40위를 하 다. OECD 국가 중에
서는 최하위로 나타났다. 핀란드(9.7), 덴마크와 뉴질랜드(9.5), 아이슬란드(9.4), 싱가포
르와 스웨덴(9.3), 캐나다와 룩셈부르크 그리고 네덜란드(9.0), 국(8.7) 순으로 상위권
에 속하 고, 일본이 20위, 대만이 29위, 이탈리아가 31위, 말레이시아가 33위로 나타
났다. 또 우리 나라는 ‘OECD 뇌물방지협약’을 비준한 국가 중 뇌물공여의 가능성이 가
장 높게 나타났다. 1999년 조사에서는 19개국 중 18위로 나타났고, 2002년 5월에 발표
에 의하면, 러시아, 중국, 대만 다음으로 뇌물지수(BPI)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RESSian, 2002년 8월 20일자 보도.

7) 김 삼 정부에서는 대통령의 아들인 김현철이 구속되었고, 김대중 정부에서는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업과 김홍걸이 구속되었다. 이러한 구속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역에서 저질러진 부정․부패에 국민들의 강력한 비판과 사건에 대한 엄정 수사와 처

벌을 요구하는 여론에 힘입어 대통령의 임기 중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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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게 권력이 집중된 것은 ‘權力의 私有化’를 촉진시켜 국가 기능 전체가 왜

곡되는 결과를 빚었다. 국가권력의 작동에서 공적 성격이 탈락하고 사적 성격

으로 변질되어 인사, 재정, 군은 물론이고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공

정거래위원회, 감사원, 금융감독원 등 감독과 사정의 기능까지 대통령의 사적 

의도에 따라 왜곡되는 양상까지 초래되었다. 이러한 것은 여전히 한국의 대통

령제가 獨裁나 權威主義統治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아직도 

초권력적 대통령제의 구조 속에서 권력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8) 예컨대 아르헨티나의 경우에도 ‘초권력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기 위한 

논의가 있었으나 1994년 헌법개정이 있었음에도 아직 이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9)

우리 헌법은 권력분립원리의 실현방식으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고, 대통

령의 권한 행사에 대하여 통제하는 여러 장치를 두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그나

마 이런 권력통제장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 다. 특히 대통령이 인사권을 

사적으로 남용하여 이런 권력통제장치가 올바로 작동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권력핵심세력의 측근들 즉 인너서클(inner circle)내의 인물

로 私的 緣故를 중심으로 인사를 하는 방식을 취하여 결국 適材適所에 능력 

있는 인물을 기용하는데 실패하고 권력을 대통령의 사유물로 전락시켰다. 검

8) ‘초권력적 대통령제’의 특징은 대통령의 직선, 대통령 1인에게 국가원수의 지위
와 행정수반의 지위의 통합, 대통령에 의한 내각 구성에 있어서 무통제, 필요․위급한 
상황에서의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인정, 인신구속의 연장 등 긴급권에 의한 국민의 기본
권 제한, 국가긴급권의 발동에서 의회의 법률을 대신하는 대통령령(decree)의 발령, 의
회의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의회입법권의 행정부에의 광범한 위임, 행정부에 
의한 중앙은행의 통제, 형확정자 이외의 경우까지 광범한 대통령의 사면 인정, 대통령
이 정당의 보스를 겸하여 정당과 선출직에 대한 공천권 장악, 대통령에 의한 사법부 장
악, 사법부의 독립성 확보 취약 등으로 기술된다. C. S. Nino(註 3), 165쪽 이하 참조. 

9) 아르헨티나의 초권력적 대통령제의 뿌리는 법적으로나 현실에서나 1853년 아르
헨티나헌법에 기원을 두고 있는데, 이 헌법은 강력한 대통령을 만들어내었다. 이 헌법
을 고안해낸 이론적 이데올로기인 Juan Bautista Alberdi는 아르헨티나에서의 내전의 역
사에 비추어 아르헨티나는 미합중국헌법과 결별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권력의 창출에
서는 민주적이면서 그 행사에서는 절대주의적인(absolutist) ‘선출된 군주’(elected king)
의 체제를 정하고 있던 1813년 칠레헌법을 선호하 다. C. S. Nino(註 3), 165쪽 참조. 
이러한 것은 미합중국의 헌법은 우리와 맞지 않고 우리에게 알맞은 주체적 민주주의인 

‘한국적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 ‘한국적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기 위하여 유
신이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헌법이 필요하다고 하는 논리를 만들어 창출시킨 박정희 

독재의 ‘10월 維新’과 1972년의 ‘維新憲法’을 아르헨티나의 경우와 비교해보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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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중심세력

들의 부정과 반대세력에 대한 억압의 도구로 이용된 것도 公權力의 私有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국무총리나 장관의 직을 戱畵化시킨 것도 이런 인사의 폐단

에서 초래된 것이기도 하다.

‘초권력적 대통령제’가 극을 달리던 박정희 정부가 1979년 붕괴되고 1972年 

憲法이 1980년과 1989년의 헌법 개정을 거치면서 점차 완화되어 왔지만 실제
에서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대통령제는 독재나 권

위주의통치로 변질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부를 

독재 또는 권위주의통치라고 공격하던 세력들이 정권을 장악한 김 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도 그들 못지 않게 권력을 독재적으로 또는 권위주의적으로 행사

한 것이다. 그 결과 우리 사회에서는 ‘新 獨裁’, ‘帝王的 大統領制’, ‘新權威主義 

統治’라는 양태를 만들어 내었다. 강한 대통령제가 바로 이런 强權統治를 의미
하는 것은 아니다. 강한 대통령제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바탕을 두고 국민

의 자발적인 지지를 충분히 얻어 사회의 합의를 끌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국정

을 효율적으로 운 하는 것이므로 강권적 통치가 될 수 없다. 강권적 통치는 

국민의 지지가 미약하고 국민적 합의의 도출에 실패하여 사회 통합이 어려워

짐에 따라 정권의 허약함을 대외적으로 은폐하기 위하여 권력을 무리하게 행

사하는데서 초래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제가 성공하지 못하고 파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

은 ‘초권력적 대통령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헌법이나 관련 정치관련법 그

리고 제도에 있어서도 문제점들이 적지 않지만 大統領制 政府를 어떻게 운용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과 방법에 대한 모색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에

도 큰 원인이 있다. 역대 대통령 역시 대통령제 정부를 어떻게 운 하여야 성

공할 수 있는가에 대해 충분한 인식이 없었고, 그래서 대통령의 역할 설정과 
국정 운용방식, 대통령 참모들의 운용 방식, 내각의 역할과 운용 방식 등에 대

하여 올바른 그림들이 없었다. 특히 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지는 군부세

력들에 의한 권위주의통치가 막을 내린 후인 김 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에서

도 대통령은 독재와 권위주의시대의 야당 보스의 체질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

른바 ‘패거리정치’와 地域主義에 기반을 두고 있는 추종자들의 집단을 거느린 

보스로서 주위 사람들을 데리고 臨機應變으로 국정을 운 해간 것이라고 평가

할 수 있다. 이들에게서는 국가권력을 국민의 복리 실현과 공익 실현의 메커



鄭 宗 燮 [서울대학교 法學 제43권 제3호 : 265∼300270

니즘으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봉건적 지배력으로 인식하여 투쟁의 대

상으로 삼았고 권력을 쟁취한 다음에는 국민에 대하여 無所不爲로 지배력을 

행사하 다. 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로 법치주의가 심하게 훼손되고 법과 질서

가 권력자의 정치적 욕망에 의해 파괴되었다. 그 결과 이들의 집권기간 10년 

동안에도 한국 대통령제는 성공하지 못하 고, 이들도 전임자들과 마찬가지로 

민주법치국가의 건설에 실패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었다.10)

따라서 이제는 우리 대통령제를 성공시키는 방법을 매우 구체적으로 접근하

여 그 방도를 찾아내야 하는데,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현행 헌법이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대통령의 역할 설정과 국정 운용방식, 대통령의 

참모들의 운용 방식, 내각의 역할과 운용 방식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작동계

획을 세우고 그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도 이런 이유이다. 

이러한 것은 헌법의 실현에 있어서 憲法工學(constitutional engineering)적인 접
근이기도 하다.11) 물론 대통령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행정부의 

역에서만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여 충분한 것은 아니고, 이와 동시에 국회가 

정상화되어 대통령제 정부형태에서 국회가 맡아야 하는 자기 기능을 충분히 

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연히 요구된다. 대통령제를 채택한 많은 나라에서 대통

령 1인의 독주에 의하여 대통령제가 실패한 큰 원인이 의회의 기능 저하와 사

법부의 독립이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12)

대통령제가 성공하지 못한 경우, 그 해결책은 여러 수준에서 접근할 수 있

10) 종전의 권위주의정부와 비교할 때, 김 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에서 새로 나타

난 상황은 대통령의 아들이 아버지의 권세를 등에 업고 국정에 깊이 관여하여 국정을 

왜곡시키고 엄청난 부정과 부패를 저질 다는 점과 이른바 ‘秘線組織’의 국정 관여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대통령제에서 심각한 위험요소중의 하나가 대통령 참모들이 사실상 
대통령의 권력을 행사하는 점이다. 이들 참모에 대해서는 법적인 통제장치가 없으므로 
결국 대통령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으나 대통령이 이런 전횡을 방치하는 이상 대통령

제는 파행으로 치닫게 된다. 특히 ‘비선조직’의 국정 개입은 그 자체 위헌이다. 입헌국
가에서 국가권력은 엄격한 권한 배분과 권한 행사의 절차와 통제의 시스템 속에서 작

동되는데, 이런 시스템 밖에서 자의적으로 국가권력을 작동시키는 ‘비선조직’의 국정 개
입은 민주법치국가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있을 수 없는 불법이다. ‘비선조직’에 의한 국
정운  역시 ‘권력의 사유화’에 해당한다.

11) Giovanni Sartori, Comparative Constitutional Engineering, second edition(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94/1997), 195쪽 이하 참조. 

12) G. Sartori(註 11), 91쪽 이하; Juan J. Linz/Arturo Valenzuela(ed.), The Failure 
of Presidential Democracy, Vol. 2(Baltimore/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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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예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대통령제가 아닌 새로운 정부형태를 모색하는 

것과 대통령제를 다시 디자인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는 헌법

의 개정이 필요하다.13) 헌법의 개정에는 광범한 조사와 국민들의 참여를 통하

여 가장 합당한 정부형태를 도출하여야 하므로 여기에는 충분한 시간과 신중

한 절차가 요구된다. 헌법을 개정하는 수준보다 낮은 수준에서 방안을 찾는 

것은 현행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우리 대통령제가 실패한 원인을 찾아내어 이

를 교정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이다. 헌법의 정부형태만 변경

한다고 하여 어떤 정부형태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부수되는 여러 

시스템이 그에 합당하게 고안되고 원래의 기능대로 작동하여 주어야 성공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 에서는 당장 김대중 정부 다음에 출범할 차기 정

부가 정부 출범 시부터 어떻게 해야 현행 헌법상의 대통령제에서도 과거와 비

교하여 대통령제를 성공적으로 운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

이므로 후자의 경우에 한정하여 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것은 객관적 시스템과 그 운 이라는 것에 한정되는데, 성공한 대통

령이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대통령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는 主觀

的인 要件과 德目들을 갖추어야 함도 물론 필요하다. 국가운 에 요구되는 이

런 보편적인 요소들은 이미 동양에서 安民論과 帝王學에서 발전되어 왔고, 서

구에서도 그리스시대 이후 통치자 또는 정치가의 德(virtue)의 문제로 다루어져 

13) 예컨대 아르헨티나의 경우 초권력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헌법
의 개정을 전제로 하여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제도연구소’는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혼합
된 이원정부제를 검토한 결과 모두 단점이 있고 또 아르헨티나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아 새로운 형태의 혼합된 정부형태(mixed government)를 고안하 다. 즉 國家元首
(head of state)와 政府首班(head of government)을 구별하고, 국가원수는 의회에서 특별
다수결로 선출하되 특정 정당의 黨籍을 가지지 못하게 하여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

여 상징적이고 의례적인 권한만 행사하고, 정부수반은 국민이 선출하여 행정부를 운
하되 의회의원의 2/3의 찬성으로 불신임을 할 수 있게 했다. 이런 불신임이 있으면 정
부수반은 동시에 의회를 해산할 수 있게 하여 다시 정부수반의 선거와 총선거를 실시

한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정부수반에 대한 국민의 직선 욕구가 강하고 아르헨티나의 정
치상황에서 그 지위의 상징적 의미가 커서 그 명칭은 “President of Government”로 하
고 국가원수는 의미대로 “Head of State”로 하 다. 프랑스식의 이원정부제가 안고 있
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대통령제의 장점과 의원내각제의 장점을 결합한 것이라고 제시

된 것이었다. 1994년 헌법 개정에서는 대통령이 국가원수와 정부수반을 겸하는 것으로 
되었다. C. S. Nino(註 3), 172쪽 이하 참조. 일본국에서 헌법개혁의 안으로 오래 동안 
거론되고 있는 ‘首相公選制’도 천황을 그대로 두고 정부수반을 국민이 직선하자는 구상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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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이러한 문제도 먼저 대통령의 역할을 분명히 설정하여야 그 다음 이러

한 인식을 전제로 하여 대통령의 역할을 수행할 합당한 사람을 선출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대통령 본인도 이런 역할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體化하여 그에 

요구되는 자질과 덕목들을 갖추도록 노력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 가능하다.

Ⅱ. 韓國 大統領制에서 大統領과 國務總理의 役割

1. 憲法上의 地位와 役割

(1) 大統領

우리 헌법상 대통령은 國家元首(head of state)와 政府首班(head of 

government)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데, 아직도 종래의 超權力的 大統領制의 잔

재가 남아 있어 국정 책임자로서의 지위가 이에 부가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 대통령의 지위는 크게 대외적 國家元首로서의 지위, 국정의 최고책임자

로서의 지위, 行政首班으로서의 지위로 대별할 수 있다. 대통령의 역할도 이러

한 지위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것은 지위와 권한에 대한 법적인 관점이므

로 실제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규범적인 테

두리 내에서 다양한 상황들과 여건들에 따라 달라지고 그러한 역할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수행했는가에 따라 그 대통령의 성공여부가 결정된다.
대통령의 역할을 재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통령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가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국가원수는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니고 대외적인 것이다. 즉 특정한 국가업무에서 대한민국

을 대표하여 그 업무를 행하는 지위이다. 여기에는 조약의 체결․비준, 선전포

고와 강화, 외교사절의 신임․접수에 관한 권한이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에는 6․25전쟁의 휴전당사자에 외국이 개입되어 있으므로 통일정책에 관한 

권한도 대외적인 요소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결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표로서 수행하는 국가업무의 주된 것은 국방, 외교․안보, 통일에 관한 것이

다. 물론 이런 업무의 수행이 대통령 1인에 전적으로 專屬된 것은 아니고 사

안에 따라 국회도 개입하고 관여하며, 행정부 내에서도 그 권한의 행사과정에

서 남용과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가 있다.
둘째, 대통령은 특정한 사안에서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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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機關의 構成權과 國家 守護에 관한 權限이 이에 해당한다. 헌법기관의 구

성권으로는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 대법원장․대법관의 임

명, 선거관리위원의 임명, 국회의 임시회 집회 요구권, 榮典授與權, 赦免權 등

이 이에 해당한다. 국가 수호에 관한 권한으로는 긴급처분․명령과 긴급재정

경제처분․명령을 발하는 권한, 계엄선포권, 전쟁수행에 관한 권한, 통일에 관

한 권한도 이에 해당한다. 통일문제는 단순히 행정부의 행정차원이 아니고 북
한과의 관계와 외국과의 관계를 띠고 있으며 이는 입법부인 국회와 사법부와

도 관련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권한은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관여하는 권한에 

해당하고 동시에 대외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정 최고책임자로서의 지위는 이러한 역에 한

정되는 것이고, 모든 국가의 업무에서 국정최고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 아

니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으로 
변질되고 대통령 스스로도 군주와 같이 행동한 것에는 대통령이 국가의 모든 

역에서 국정최고책임자 즉 ‘超權力的 大統領’(hyperpresident)이라고 생각한 

잘못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박정희 정부 때 領導的 指導者論(領導者(Führer) 

待望論이 이를 뒷받침하 다)에 따라 권력이 집중된 대통령의 지위를 도자

로 자리매김하여 워낙 국정최고책임자라고 부각시켰고(1972년의 ‘維新憲法’에

서 극치를 보인다) 그 이후 대통령들도 이를 불식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정치
현실에서는 그 후유증이 아직도 없어지지 않고 있다. 김 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에서도 赦免權의 행사에서 오용과 남용이 빈발해 사법부의 기능과 권한을 

왜곡한 것도 이러한 도자적 대통령에 대한 인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무관

하지 않다.14)

14) 우리 나라 대통령이 가지는 赦免權은 매우 광범하다. 사면에 一般赦免과 特別
赦免이 있는데, 통상 사면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해 행해지는 것과 달리 재판을 
받고 있는 자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일반사면에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정
하고 특별사면에는 국회의 동의가 없는 것으로 하되 특별사면에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과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도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권한은 ‘초권력적 
대통령’이 가지는 형태의 권한이다. 1948년에 제정된 赦免法은 ‘超權力的 大統領制’가 
최고 수준에서 극성을 부리던 1972년헌법 당시에도 이 방식으로 작동하 고, 민주화로
의 이행 단계인 지금도 과거의 모습 그대로 있다. 한번도 개정된 적이 없다. 대통령이 
가지는 이러한 광범한 사면권은 우리 정치에서 남용되어 대통령의 지위를 無所不爲의 

지위로 올려놓고 법치주의와 재판의 기능을 극심하게 훼손시켜 왔다. 김 삼 정부와 김

대중 정부에서도 사면권의 남용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 다. 특별사면을 폐지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만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사면을 할 수 있게 하되, 이 경우에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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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대통령은 행정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는 위에서 본 국

가원수로서의 지위에서 가지는 역할과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가지는 역할을 

제외한 것으로서 일상적으로 행정부가 수행해야 할 업무에 관한 권한이다. 공

무원의 임명권, 국군통수권, 법률안제출권, 행정정책결정․집행에 관한 권한, 

행정입법인 대통령령을 발하는 권한, 예산안제출에 관한 권한, 예산의 집행에 

관한 권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대통령이 이러한 권한을 가진다는 것은 법적인 권한의 귀속과 책임이 그러

하다는 것일 뿐, 이런 모든 일을 대통령이 직접 수행하는 것은 아니며, 누구라

도 지식과 능력의 한계상 이런 업무를 모두 직접 수행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러한 권한중 대통령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것은 직접 수행하되 대부분은 권

한의 위임에 의하여 행정각부에서 그 업무를 처리한다. 그래서 거대한 행정조

직과 공무원들이 있다.

(2) 國務總理

우리나라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제정부에서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부통령이 

없다. 우리 헌법상 부통령과 국무총리의 존재에는 변화가 있었다. 대통령과 부
통령이외에 국무총리를 함께 둔 경우도 있었고, 국무총리를 두지 않고 미합중

국헌법의 경우와 같이 대통령과 부통령을 둔 경우가 있었으며, 부통령을 두지 

않고 대통령과 국무총리만 둔 경우가 있었다. 이를 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역대 헌법상 부통령과 국무총리의 존폐 현황》

헌법

항목

1948년헌법-

1952년헌법
1954년헌법

1960년6월
헌법-1 9 6 0

년11월헌법

1962년헌법-

1969년헌법
1972년헌법 1980년헌법 1987년 헌법

정부
이승만 

정부
→ 장면정부 박정희 정부 → 전두환 정부

노태우-김 삼

-김대중 정부
정부형태 대통령제 → 내각책임제 대통령제 → → →

부통령

존치여부

○

(국회선출)
○

(국민선거)
× × × × ×

국무총리

존치여부
○ × ○ ○ ○ ○ ○

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국회가 동의하는 과정에서는 법원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구하
도록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민주화와 법치주의로 가는 하나의 방안이다. 이러한 것
은 현행 헌법 하에서 赦免法의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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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副統領 대신에 대통령제에서는 보기 힘든 國務總理를 두고 있

는데, 국무총리의 지위는 평상시와 비상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平常時에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는 임명직 공무원

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命을 받아 행정각부를 統

轄한다(憲法 § 86②). 따라서 국무총리는 대통령과 독립되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행정각부와 별개로 독립적인 업무 역을 가지고 있지 않다.
과거에는 행정업무 가운데 행정각부와 별개로 국무총리의 업무 역을 독립

적으로 설정하여 부여한 경우가 있었다.15) 그러나 현행 헌법은 이런 방식을 

폐지하고 행정각부의 업무와 관련해서는 국무총리의 업무를 순전히 행정각부

를 통할하는 역할에 한정하고 있다. 일상적인 국정의 운 에서 국무총리는 국

무회의의 부의장으로 활동하고(憲法 § 88③), 대통령의 국법상의 행위에 副署

를 하도록 하고 있다(憲法 § 82).
非常時에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권한대행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憲法 § 71).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가지는 광범하고 강력한 권한을 대행할 수 있기 위해

서는, 민주주의원리에 의할 때, 대통령처럼 민주적 정당성이 국민으로부터 직

접 부여되어야 한다. 즉 代議制民主主義(representative democracy)에서는 대통

령의 권한대행자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상 대

통령의 권한대행시스템에서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단지 국무총리의 

임명에서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여(憲法 § 86①) 간접적으로 민주적 정당

성을 부여하는 수준에 있다.16)

이러한 국무총리의 지위에서 볼 때, 국무총리는 행정각부를 독자적으로 통

할할 수 없고 언제나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통할한다. 이러한 명은 포괄적으

로 행해질 수도 있고 개별적으로 행해질 수도 있다. 만일 대통령이 행정각부

15) 1948년 헌법(1948. 7. 17), 1952년 헌법(1952. 7. 7), 1954년 헌법(1954. 11. 29)
에서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장관을 통리 감독하여 행정각부에 분

담되지 않은 행정사무를 담임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것이 1962년 헌법(1962. 
12. 26)부터는 행정각부에 분담되지 않은 행정사무를 담임한다는 것을 폐지하고 현재와 
같이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내각책임제를 채
택하 던 1960년 6월 헌법(1960. 6. 15)과 1960년 11월 헌법(1960. 11. 29)에서의 국무
총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경우에 국무총리는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으

로 설정되었다.
16) 우리 나라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 대행제도와 그 문제점에 대한 상세한 것은 鄭

宗燮, “大統領 權限의 代行制度,” 鄭宗燮(註 2), 205쪽 이하를 보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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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할하라고 명하지 않으면 국무총리는 일상적으로 대통령의 국법행위에 부

서나 하고 국무회의에 부의장으로 참석하는 수준에 머물게 된다.

헌법이 정하고 있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관계에서 볼 때, 대통령이 국무총

리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국정운 의 방식과 성격이 전혀 다르게 나타

날 수 있다.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을 집중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는 

그야말로 ‘얼굴마담’, ‘防彈총리’, ‘代讀총리’로 이용하는 양상이 벌어진다. 그리
고 국정수행능력과 무관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좋은 인물을 국무총리로 임

명하여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져야 할 부담을 국무총리로 하여금 대신지게 만

드는 것도 이러한 유형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에 국무총리는 행정각부를 통할

할 수 있는 능력과 지식이 없기 때문에 명목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질은 대통령

이 행정각부를 직접 통할한다. 이런 경우에는 대통령의 능력과 식견의 부족 

그리고 판단상의 오류에서 오는 정책의 실패가 일선 행정에 바로 반 되는 결

과를 가져와 국정운 상의 위험이 증가된다. 대통령 1인의 실책과 오류 또는 

고집으로 국민의 삶과 국가의 운명이 좌우되는 매우 위험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대통령이 업무수행에서 萬機親覽하는 방식을 취할 때 따라오는 위험성

이다. 이러한 것은 국정운 이 機能中心型이기보다는 人物中心型의 형태를 띤 

것으로 국가운 과 정치에서 近代性이 확립되지 못한 독재나 권위주의통치에

서 볼 수 있다. 제3세계의 권위주의 정치나 君主制의 遺産이 남아 있는 경우
에 발견된다.

이러한 대통령제의 운 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하나

로 먼저 대통령제에서 국정운 의 실제를 직시하고 국정운 에서 대통령과 국

무총리의 역할을 기능적으로 다시 설정하여 대통령 1인이 독주하는 超權力的 

大統領 또는 帝王的 大統領의 양상을 극복하는 것을 모색해볼 수 있다. 이러

한 것은 대통령제의 국정운 에 대하여 權限中心的 視覺을 탈피하여 機能中心

的 視覺으로 접근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에 대하여 

기능중심으로(functional presidency) 접근하면 국정운 에 있어서 대통령의 역

할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고,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관계나 대통령과 내

각 즉 행정각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인 관계정립을 할 수 있다.17)

17)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가지고 있는 미합중국의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과 백악관
의 역할에 대하여 기능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Stephen Hess, Organizing the 
Presidency(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88), 171쪽 이하(특히 2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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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1  국정운 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역할을 기능적으로 새롭게 설정한다.

2. 國政 運營에서 大統領과 國務總理의 役割 再設定

(1) 大統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통령의 헌법적인 지위와 권한은 매우 광범하고 또 

그러한 권한과 권한의 행사에 따른 책임은 대통령제 정부에서는 법적으로 대

통령에 귀속되지만, 실제에서는 이런 권한을 모두 대통령이 직접 행사할 수는 
없다. 국정운 에 요구되는 전문성, 효율성, 안전성, 기능성에서 대통령이 행정

부의 수반으로서 수행해야 할 많은 업무들은 權限의 委任으로 행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어떤 나라든지 대통령의 

役割 設定(role definition)이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대통령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법적으로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이라고 할

지라도 실제에서는 그 권한의 행사에서 권한을 어떻게 위임하고 어떤 조직체

계를 통하여 행사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적인 권한에 의하면 장관이 

할 일을 대통령이 직접 할 수도 있고 모든 공무원도 대통령이 직접 고르고 임

명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업무의 실제상 대통령이 이런 일을 다할 수 있는 능

력과 시간도 없고 국정 운 의 기능상 대통령의 권한을 이렇게 행사하면 국가

메커니즘이 올바로 작동할 수도 없고 국정운 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대통령에게 법적으로 광범하게 부여되어 있다

고 하더라도 올바른 국정운 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업무수행에서 萬機親覽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대통령제가 성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대

통령이 직접 챙기거나 직접 업무를 수행해야 할 사항과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

부에 위임하여 이들로 하여금 직접 관장하게 해야 할 사항을 올바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역할 설정의 구체적인 세 한 모습은 그 나라가 처한 상황이나 해당 

정부가 수행해야 할 국가과제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일상적인 업

무를 계속 수행해야 할 정부와 개혁이 필요한 정부의 경우 차이가 있을 수밖

에 없고, 개혁정부의 경우에도 그 개혁의 과제에 따라 구체적인 모습은 달라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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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대통령이 萬機親覽하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며 우리나라에 요구되

는 개혁의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업무에서 반드시 대통령

이 수행해야 할 부분을 정확히 설정하여 대통령으로 하여금 이에 집중하여 국

가를 운 하게 할 필요가 있다. 국정의 운 에 있어서 選擇과 集中을 추구하

여 한정된 자원과 여건에서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이다.

이런 관점에 서면, 결국 대통령은 위에서 본 대통령의 지위 가운데 국가원

수와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의 지위에 따르는 역할을 직접 수행하고, 그 외에 

그 당시 정부가 수행해야 할 필요불가결한 개혁과제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긴

요한 개혁과제를 직접 관장하게 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렇게 되면 결

국 대통령은 국방, 통일, 외교․안보의 업무를 수행하고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일과 개혁과제 가운데 ‘대통령 프로젝트’(presidential project) 또는 ‘대통령 프

로그램’(presidential program)을 수행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나머지 일상적인 행

정부의 업무는 국무총리가 중심이 되어 행정각부가 관장하게 된다. 통일

(reunion policy), 외교(foreign affair),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와 관련된 부서

는 대통령이 직접 챙기게 된다.

대통령프로젝트 또는 대통령프로그램은 ‘대통령의 과제’(President's agenda)
로 확정된 것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국정 운 에서는 언제나 한정된 

자원과 여건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조건 속에서 어떻게 하면 국정운 의 성과

를 크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사회에서 제기된 많

은 이슈(issue)들 가운데 대통령이 재임하는 동안 해결해야 할 것을 고르고 그

러한 과제 가운데 우선 순위를 설정하여 그 가운데서 대통령이 관심을 집중하

여 직접 관장하고 챙겨야 할 성질의 과제가 ‘대통령의 과제’로 결정된다.18) 이
러한 과제의 규모는 당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고려하여 결정된

다.19)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란 시간, 정력(energy), 정보, 전문적 식견, 

정치적 자산(political capital)을 말하며,20) 정치적 자산에는 정당과 의회의 지

18) Paul C. Light, the president's agenda, third edition(Baltimore/London: The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1999), 2쪽 이하, 4쪽 이하 참조.

19) P. C. Light(註 18), 52쪽 이하 참조.
20) P. C. Light(註 18), 16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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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국민 여론의 찬성, 선거에서의 지지율, 전문가집단의 평판 등이 해당된

다.21) 대통령의 국정운 에서의 成敗에는 대통령이 이러한 대통령의 과제를 

어떻게 잘 선정하여 수행하느냐가 크게 작용한다. 대통령의 과제로 선정하여 

수행할 조건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에 넘치는 일을 무리하게 

추진하거나 즉흥적으로 이런 저런 과제를 국가의 주요정책으로 추진하다보면 

결국 국정운 에 실패하게 되고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을 수 없게 된다. 
여기에 부정과 부패가 겹치면 완전히 실패한 대통령으로 전락한다.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을 보건대, 이러한 대통령의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인

식과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대통령선거의 과정에서 각 부문별로 대략 100개정

도 항목을 정하여 이른바 ‘100대 과제’라는 것을 선거공약으로 발표하고 대통

령에 당선되면 이를 개혁과제라고 하여 추진한 수준이었다(이러한 공약은 결

국에는 후보들이 서로 베끼고 겉으로 유권자에게 호감이 가는 것을 추가하여 

선거에서는 별반 의미가 없었다). 이러한 방식의 국정운 은 우선순위의 결정

에서 진지한 검토도 없었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시행계획도 마련되지 않았고, 

또 선거의 성격상 인기는 없지만 국가의 발전에는 정말 긴요한 과제(국가적으

로 매우 중요하지만 이의 추진에서는 국민의 인내와 일정한 정도의 고통이 수

반되는 과제)는 포함될 수 없었다. 그래서 ‘준비된 대통령’이니 ‘수권 태세가 

완비된 세력’이니 했어도 모두 거짓에 지나지 않는 宣傳煽動을 위한 선거용 
구호 을 뿐이었다. 그 결과 개혁이라는 중요한 개념은 實踐槪念으로 되지 못

하고 결국 虛僞意識(false consciousness)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충

분히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고 준비도 안된 아이디어를 선거공약이라고 하여 

무리하게 강행하여 국민의 합의와 지지도 이끌어 내지 못하고 국정의 실패만 

초래하는 오류를 저지르고 끝나버렸다.

우리나라의 경우 차기 정부는 여전히 국가의 개혁을 올바로 수행해야 할 과

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은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여 이를 대통령

프로젝트로 추진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자면 대통령은 국정의 모든 업무에 

관여하여 만기친람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참모진(staff)을 대통령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인적 자원에 합당하게 조직하고,22) 다양한 아이디어 제공원(source 

21) P. C. Light(註 18), 25쪽 이하 참조.
22) 대통령 참모진에 대해서도 충분한 인식이 없었다. 대통령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친위세력으로 구축하거나 권력의 사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으로 이용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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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ideas)을 확보하여 활용하고,23) 능력이 있는 싱크탱크(Think Tank)를 구축하

여 대통령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러한 대통령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는 데는 참모조직을 그에 합당하게 조직하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하고,24) 널리 인재를 구하여 당파를 초월한 싱크탱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

수불가결하다.

제안 2

1) 대통령은 대외적 국가원수와 국정최고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2) 대통령은 국방, 외교․안보, 통일에 관한 업무를 직접 처리한다.

3) 대통령은 대통령프로젝트의 수행에 집중한다.

4) 대통령의 대통령프로젝트의 수행에 적합한 참모진을 조직한다.

5) 국정의 일상 업무는 국무총리를 총괄자로 하여 행정각부에 맡긴다. 

(2) 國務總理

우리 헌법상 국무총리는 평상시 大統領의 補佐機關이지만, 대통령이 국가원

수로서의 역할과 국정최고책임자로서의 역할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행정

수반으로서 수행해야 할 업무의 대부분을 국무총리에게 위임하여 그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행정부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하면 대통령도 과중한 업무의 

부담에서 해방될 수 있고 그런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프로젝트와 자신

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

국무총리가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되면 국무총리직을 수행할 인물을 그 직에 

적합한 사람으로 임명해야 하고, 능력 있는 행정총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얼굴마담’, ‘防彈총리’, ‘代讀총리’와 같이 형식적인 역

했다. 역대 대통령의 경우 참모진의 구축과 운용에서는 다양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함
성득, 대통령학(서울: 나남출판, 1999), 97쪽 이하 참조.

23) P. C. Light(註 18), 86쪽 이하 참조.
24) 국정운 에서 여러 나라의 대통령이나 수상의 참모진에 대해서는 이송호, 대통

령과 보좌관(서울: 博英社, 2002), 42쪽 이하, 172쪽 이하, 250쪽 이하, 281쪽 이하, 358
쪽 이하, 521쪽 이하, 553쪽 이하; 최평길, 대통령학(서울: 박 사, 1998/2002), 119쪽 
이하, 175쪽 이하; 김충남, 성공한 대통령 실패한 대통령(서울: 둥지, 1998), 257쪽 이
하, 277쪽 이하, 297쪽 이하; Bradley H. Patterson Jr., The White House Staff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2000); Charles O. Jones(ed.), Preparing 
to be president: the memos of Richard E. Neustadt(Washington, D.C.: The AEI Press, 
2000), 107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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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이런 방식으로 국정을 운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 국무총리의 임명에 의한 동의안을 처리할 때도 그 시스템

에 적합한 판단을 해주어야 한다. 인사청문에서는 행정각부의 장악력과 국정

수행능력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된다.

국무총리가 이러한 역할을 맡게 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는 내각을 실질적으

로 장악하여야 하고, 국정 전체를 이끌고 갈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국무회의
의 운 방식과 행정업무의 수행에서 국무총리와 각부장관의 관계 등이 그에 

맞게 재조정되고 새롭게 설정되어야 한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

리고 전체 국무위원이 참석하여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憲法 제89조)을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국정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데는 국

무회의를 활용하는 것이 큰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그리고 현재까지 국무회의

가 운 된 실태를 보면, 대통령의 ‘말 ’을 지시받는 수준이고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 부처의 장관간에 실질적인 토론이 전개되지 못하 다. 이

미 결론은 나 있는 상태에서 회의를 하는 것이고, 장관들은 자기 부처의 일이 

아니면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회의는 일상적으로 행정부를 

역동적으로 운 하는 데는 부적합하다.

새로운 국정운 모델에 의하면, 국무총리는 내치의 행정업무에 대하여 실질

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사안별로 필요한 관계부처장관회의는 수시로 개

최되어야 하고, 부처간 협조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국무총리가 조정자의 역할

을 충분히 수행해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관계부처의 실무자들간의 회

의와 의사소통은 더욱 활발하게 되고 행정이 형식적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평상시에 국무총리의 역할이 이렇게 수행되면 국무총리가 국정을 완전히 파

악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闕位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

는 비상시에도 대통령의 권한대행자로서의 역할을 훨씬 충실하고 수월하게 수

행할 수 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간에 이러한 역할 분담이 생기면 행정부는 실질적으로 二

元化되어 운용되고 分權化의 효과를 얻게 된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행정부

의 운 에서 발생하는 법적인 책임은 궁극에 대통령이 지게 된다. 이러한 법

적인 효과는 대통령제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당연한 것이다.25) 이런 경우에도 

25)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형태를 속칭 ‘책임총리제’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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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보면, 국무총리와 내각이 자기 책임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

니다. 이런 경우에도 국무총리의 업무수행은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위임에 의

해 이루어지고 대통령의 감독 하에 수행하게 된다. 이들은 대통령으로부터 명

을 받고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대통령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이러한 행정부 운 의 실질적 이원화를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올바로 인

식하고 그 시스템에 맞게 각자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시스템의 작동에 있어서 

긴요하다. 통상 법적으로 행정부를 이원화하는 방식으로는 프랑스식의 二元政

府制를 들 수 있는데, 여기서는 국가업무 가운데 대통령과 수상의 업무가 이

원화되어 있어 서로간에 갈등이 발생한다. 국가의 업무가 역별로 완전히 별

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고 서로간에 협조와 조정이 필요한 것이 많은데, 이

원정부제에서는 이런 경우에 대통령과 수상이 대립하면 국정은 혼란에 빠지게 

된다. 그런 반면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국정운 에 있어서 역할

을 분담하는 이런 방식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간에 대립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런 이원화는 법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운 상의 것이므로 대통령과 국

무총리간의 대립이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해임할 

수 있으므로 이원정부제에 발생하는 것과 같은 갈등은 발생하거나 오래 존속

할 수 없다.

이러한 행정부의 이원적 운 시스템은 대통령의 능력상 도저히 국정 전반을 

챙길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국정이 올바로 운 되게 하는 것이고, 대통

령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대통령의 독주로 인한 권위주의통치 또는 대통령 독

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 국정의 운 을 효율적인 것

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며 부처간의 협조를 더욱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기도 하다. 헌법을 개정하지 않으면서 현재 우리 대통령제가 처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現實適合性이 높은 해결방안이다.

국무총리나 내각이 국민에 대하여 국정운 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국무총리나 내각이 자기 책임 하에 국정을 운 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는 부

적합한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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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3

1) 국무총리는 대내적 행정업무의 실질적 총괄자 역할을 수행한다. 

2) 국무총리는 국방, 외교․안보, 통일 이외의 행정업무를 직접 관장한다.

3) 국회는 인사청문에서 국무총리의 새로운 역할을 중요시한다.

《새 모델에서의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역할 분담》

지위 역할분담 업무

1. 국가원수
2. 국가최고책임자

대외적 업무(국방, 외교․안보, 통일)
대통령 프로젝트

대통령3. 행정 수반

상당위임

실질적 업무 수행

국무총리 일상적 내치 행정

(국방, 외교안보, 통일)

Ⅲ. 强化된 實務型 內閣

1. 內治 中心으로서의 國務總理

(1) 國內 行政의 實質的 統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역할을 조정하여 설정하면, 대통

령은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와 국정최고책임자로서의 지위에서 가지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즉 국방, 외교․안보, 통일 등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이 직접 챙
기되, 나머지 행정수반으로서 수행해야 할 업무는 기본적으로 국무총리에게 

위임하여 국무총리가 실질적으로 행정정책의 결정과 집행에서 주도권을 가지

고 국정을 운 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대통령은 행정수반으로서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이다.



鄭 宗 燮 [서울대학교 法學 제43권 제3호 : 265∼300284

따라서 국무총리가 이렇게 국내 행정을 실질적으로 통할한다고 하더라도 대

통령은 그 감독하는 지위에 있게 되므로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업무상 단절될 

수 없다. 실질적으로 국무총리가 국정을 운 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책임

은 대통령이 지므로 국정운 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이 알고 있어야 한다. 

국무총리로 하여금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대략의 내용을 보고하게 할 수도 

있고, 그 외 정기적인 업무보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시스템의 
작동상 유의할 것은 이러한 경우에도 대통령이 국무총리의 직무수행에 강하게 

개입하면 대통령과 국무총리간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신뢰하고 대통령 스스로 심한 관여와 개입을 자제하는 자세가 필

요하다.

그동안 역대 대통령의 국정운  行態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시스템이 성

공하려면 대통령 스스로 대통령의 역할에 대한 획기적인 인식의 전환이 있어

야 하고, 우리 정치문화도 대통령 1인 독주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

러한 것은 대통령을 사실상 ‘선출된 군주’로 보는 시각이 교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국무총리의 역할이 이렇게 조정이 되면 국무총리실의 조직과 운 방식도 그

에 적합하게 조정되어야 한다.

(2) 國務會議의 實質的 主宰

국무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고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이다(憲法 § 88

③). 그런데 새로운 국정운 시스템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접 관장할 사항에 관

한 안건을 다루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고 역할 분담상 국무총리가 실질적으로 관장할 사항에 관한 안건을 

다룰 경우에는 의장의 권한을 부의장에게 위임하여 국무총리로 하여금 회의를 

주재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국무회의를 효과적으로 운 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국무회의의 

소집권을 대통령과 국무총리에게 부여하는 것도 구상해볼 여지가 있다. 현 政

府組織法은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同法 
§ 12①). 따라서 이러한 방식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政府組織法의 개정이 필요

하다. 국무총리에게 國務會議의 召集權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는 필요

한 경우 수시로 국무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국무총리는 모든 국무위원이 참석



2002. 9.] 韓國 大統領制의 成功을 實現하기 위한 運營 모델 285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국무회의를 소집하지 말고, 관계장관회의나 소

회의 등을 통하여 관계 장관을 직접 만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무회의의 소집권을 대통령과 국무총리에게 나누어주는 방식을 취하지 않

을 경우에는 통상의 경우에 대통령과 국무총리간의 갈등을 없애기 위하여 대

통령이 정례적인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이 경우 대통령이 관장하는 사항에 관

한 안건이 다루어지지 않거나 특별히 회의에 참석할 필요가 없으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방식을 취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안이다. 아무튼 국정 운 의 

역할 분담방식에 의할 때, 국무회의의 운 에 관해서는 일정한 틀이 마련되어

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무회의의 운 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새

로운 국무회의의 운 을 폐지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으

므로 새로운 시스템에 합당하게 국무회의의 운 의 기본틀은 법률로서 정해두

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국무회의에 대해서는 政府組織法 제12조와 제13조에 정하고 있는 수준

이고, 그 운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법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제안 4 ｢국무회의의 운 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3) 國務委員 任命提請權의 實質的 行使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역할을 분담하여 국정을 운 하는 방식을 취할 때 국

무위원의 임명에서도 새로운 방식이 요구된다.

먼저 국방, 외교․안보, 통일 분야의 국무위원은 대통령과 사전에 의견을 조

정하여 가능한 한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국무총리가 제청하는 것이 필요하

다. 이 부문의 국무위원은 대통령과 호흡이 맞아야 해당 분야의 업무 수행이 

원활할 것이므로 대통령의 의사와 배치되는 인물을 제청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아울러 대통령이 이런 업무를 올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國家安全保障會

議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 회의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머지 국무위원은 국무총리가 주도적으로 선정하여 그 임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국무총리가 내치의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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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기와 호흡이 일치하는 사람을 잘 골라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適材適所의 원리를 충족하여야 함은 

두말할 여지도 없다. 어떤 경우에도 국무위원의 임명이 종래와 같이 정략적이

고 論功行賞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새로운 역할분담의 방식으로 국정을 운 함에 있어서 人事에 있어서도 그에 

합당한 시스템이 이와 같이 구축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구조에서 혹시나 대통
령 개인의 인맥과 국무총리 개인의 인맥이 개별적으로 형성되어 갈등을 빚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갈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시스템은 올바로 

작동하기 어렵게 된다. 이런 문제의 발생에 대한 통제는 궁극적으로 대통령의 

국무위원 임명권을 행사하여 할 수 있으나, 여론의 비판적 감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가의 재정 분야와 인사 분야 국무위원의 임명에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간

의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다. 재정과 인사분야는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확보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므로 국가의 재정과 공무원의 인사를 관장하는 장

관의 임명제청에서는 사전에 대통령과 충분히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

통령제라고 하더라도 재정과 인사에 대하여 대통령이 독주를 하는 것은 허용

되지 않는다. 특히 새로운 역할 분담 시스템에 의할 때, 재정과 인사에 관해서

도 權力의 集中과 濫用은 배제되어야 하므로 대통령이 이를 독점하는 것은 바

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분야에서 국무총리가 권한을 독점하여 대통령

과 의견을 충돌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이러한 재정, 인사관련 국무

위원의 제청을 전적으로 국무총리의 관장사항으로 정하고 이에 관하여 국무총

리와 대통령간에 심각한 의견의 충돌이 있는 경우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해임

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것은 국정의 원활한 운 에 적합하지 않고, 또 국무총리

를 실질적 책임자로 하여 내치를 관장하게 하는 시스템도 왜곡시킬 수 있다.
국무위원의 임명과 관련한 이러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해서는 ｢국

무위원의 임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무위원의 임명에 있어서 제청과 임

명의 프로세스를 상세히 입법화하여 프로세스가 자의적으로 왜곡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새로운 역할 분담시스템에서는 내치에 있어서 국무총리의 國務委員 任命提

請權이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되므로 이러한 권한의 행사가 정치적인 힘이나 대

통령의 자의적인 의사에 의해 왜곡되는 일이 발생할 수 없게 입법화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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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현재까지는 국무위원의 임명에 있어서 국무총리의 임명제청권이 형

해화되어 왔으므로 이를 실질화하는 데는 법률로서 국무위원 임명의 절차를 

상세하게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안 5  ｢국무위원의 임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4) 國務總理의 對國會 活動 强化

새 시스템에 의하면 국무총리는 내각을 실질적으로 운 하므로 행정부의 원

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대국회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총리는 일상적으로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통하여(憲法 § 62①) 국회의원을 설득하고 국회와의 

관계를 긴 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 쓸모 없는 정치적인 소모전을 피하고, 행
정부와 국회와의 관계에서 대통령에게 부담을 가능한 한 적게 만들기 위해서

는 국무총리의 대국회 활동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물론 대통령이 직접 관장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국회를 설득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이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면을 통하여 의사표시를 하여

(憲法 § 81) 국회의원을 적극 설득하는 일이 필요하다. 과거와 같이 대통령이 

군주와 같이 군림하면서 국회를 경시하고 국회의 의사소통을 소원하게 하는 

것은 대통령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없게 만든다. 특히 대통령이 국가개

혁의 과제를 대통령프로젝트로 정하여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국회의 적극

적인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 것이 많은 만큼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일하는 대통

령이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국회에 출석하여 직접 국회의원을 설득하는 활

동이 중요하다. 물론 사안의 성질상 대통령이 국회에 출석하여 직접 발언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도 있고,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도 있으므로 사안에 합당하게 그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새로운 시스템에 의하면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역할이 분담되므로 대국회 활

동에 있어서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무총리의 활동도 중요하다. 물론 장관의 

대국회 활동도 중요하므로 장관이 직접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憲法 § 62

①) 경우도 있지만, 내치 행정의 실질적 관장자인 국무총리가 대국회 활동을 

주로 맡는 것이 국정운 에서는 더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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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國務總理 辭退時 內閣 連帶責任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내각이 책임을 지고 실질적으로 能力本位로 국정을 운

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통령이 쉽게 국무총리나 장관을 교체할 수 없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내각의 팀웍(teamwork)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은 대통령이 스스로 새로운 시스템에 합당하게 내각에 대한 인사권을 신중

하게 행사하면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더 안정된 시스템으로 정

착시키는 방안으로는 국무총리가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실질적으로 관장하던 해당부처의 장관이 함께 퇴임되도록 하는 것이 있다.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한 팀이 되어 팀웍을 발휘하여 

행정부운 의 책임을 지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간

의 갈등을 방지하고 상호간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총리의 사퇴시 국무

위원을 동반 사퇴시키는 방법이 필요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국무총리와 국무

위원의 同時退任의 方式을 실시하면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제청권과 관련

하여 국정의 공백이 생길 수 있으므로 국무총리를 먼저 해임하거나 사임하게 

한 후 새 국무총리가 임명된 후에 관련 장관의 임명제청을 하게 하고 해당 부

처의 장관을 임명함과 동시에 사직서를 제출한 장관의 사직서를 수리하거나 

해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러한 동시퇴임의 방식에서는 해당 부처의 장관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연

대책임으로 인하여 퇴임하여야 하는 인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해당 장관을 다시 임명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동반사퇴의 방식에서도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憲法 § 63③).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하면 대통령은 특별히 잘못

된 점이 없는 한 해당 국무위원을 해임하여야 새 시스템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 국무총리가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부처의 장관을 교체하기 위

하여 그 해임을 건의하면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헌법상 국무총리가 해임되거나 퇴임하는 경우 국무위원이 자동으로 퇴

임되는 것은 아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의원을 연대하여 동시에 퇴임하게 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국무총리와 각 국무위원의 진퇴를 개별적으로 할 것인가는 

법률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러한 동반사퇴의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에도 국방, 외교․안보, 통일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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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통령이 직접 관장하는 역이므로 이런 부처의 장관은 동반 사퇴되지 않

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안 6
내각의 팀웍을 확보하기 위해 국무총리 사퇴시 내각의 연대책임을 

지게 할 수 있다.

2. 國務會議 및 關係長官會議의 活性化

국무총리가 내치의 실질적 책임자가 되고 이를 확실히 파악하여 대통령과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와 관계장관회의가 국정에 관한 활

발한 討論場이 되도록 해야 한다.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이 자유로이 모

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종래 국무회의는 자기 부처의 문제가 아니면 

발언을 잘 하지 않고 타 부처의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터부시

하여 왔으나, 이는 국무회의의 기능에 합당하지 않다. 특히 새로운 시스템의 

국정운 에서는 국무총리가 내치의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계부처의 의견

을 조율하고 행정부의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하므

로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회의에서는 모든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종래의 

정치풍토에서 볼 때 대통령이 회의에 참석하면 관계 장관이 활발히 의견을 개

진하고 자신의 구상을 관철시켜나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경직된 

풍토가 개선될 때까지 우리의 국정운 을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만들기 위해

서는 국무총리로 하여금 내치를 관장하게 하고 국무총리 앞에서 자유로이 토

론하게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특히 국무총리와 장관과의 意思疏通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관계 장관 전

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경직되게 운 하기보다 필요한 경우 언제나 관련 장관

과 논의하는 것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국무총리와 장관의 의사소통이 항상 

민주적으로 열려 있어야 하고 장관이 국무총리에게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만드

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行政各部의 長官室 機能 强化

(1) 長官의 業務適合性 確保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장관실은 일하는 장관실이 된다. 장관은 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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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처의 업무를 수행해갈 능력과 부처장악력을 가져야 한다. 장관 스스로 

해당 부처의 업무와 운 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이를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국방, 외교․안보, 통일분야의 장관은 업무를 완전히 파악하여 대통령의 국

정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그 외 분야의 장관은 업무의 숙지를 

전제로 국무총리와 긴 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부처의 업무를 수행하

여야 한다. 국무총리의 대국회 활동이 활발하게 되면 내치는 각 부처의 장관
에 의해 실질적으로 수행되고 국무총리는 조정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게 

되므로 장관의 업무능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무총리는 이런 장관의 業務適合性을 임명제청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

아야 하고, 장관이 임명된 후 업무의 수행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확인되면 소

신을 가지고 장관의 해임을 건의해야 한다.

(2) 長官 在職期間의 충분한 保障

장관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장관의 재직기간이 최소 2년 이상

은 되어야 한다. 김대중 정부에서 장관의 평균 재직기간은 10개월이 조금 넘

는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장관직은 일하는 장관이 되지 못하고 논공행상의 감
투로 전락하여 정치적으로 이용될 뿐이다. 그 결과 국정은 왜곡될 수밖에 없

다. 장관의 재임기간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면 대통령이 

국정을 효과적으로 운 할 수 없고 장관직이 論功行賞의 사적인 수단으로 변

질되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에 대한 충성이 직무의 공적인 성격을 압도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소신 있는 행정을 추진할 수 없고 장관이 언제나 대통령이

나 국무총리의 눈치를 보게 된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역할을 분담하는 새 
시스템에서는 행정의 실질이 각부장관에 의해 수행되므로 장관직은 어떤 경우

에도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개인의 정실에 따른 인사의 도구로 사용되면 안 된

다. 새 모델에서는 장관에게 요구되는 제1의 덕목은 해당 부처의 업무에 대한 

업무수행능력이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장관은 최소 2년 이상 근무하게 해야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제안 7 장관의 임기는 최소 2년 이상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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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長官의 參謀陳 構築

일하는 장관실이 되기 위해서는 장관도 자신의 참모들을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실질적으로 장관을 보좌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참모진(staff)이 구축되어

야 한다. 이러한 참모는 해당 장관과 進退를 같이 하는 지위에 있다. 장관의 
참모는 새 모델에 합당하게 장관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장관

에게 부처운 과 여러 정책적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해당 부처 공무원은 해당 

부처가 집행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장관실 운 의 새로운 스타일은 장관과 참모들에 의해 개발되어 추진되며, 

부처 공무원은 행정실무를 수행한다. 장관의 참모는 다른 장관의 참모와의 관

계를 유기적으로 유지하여 각부 장관들간의 구상을 미리 조율하고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의 운 에 조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한다.

장관의 참모는 기존의 공무원 조직에 부담을 주면 안 된다. 따라서 언제나 

장관의 참모는 해당 장관과 진퇴를 같이 한다. 그래야 후임 장관이 취임하는 

경우에 다시 그 장관의 참모를 둘 수 있다. 장관의 참모가 남아 해당 부서의 

직을 차지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 장관의 참모를 지내다가 해당 부서의 중

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장관의 참모와 해당 부처의 공무원들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부처의 운 이 매우 어렵게 된다. 장관실에 참모조직이 있는 것이 

해당 부처의 공무원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와야 이런 시스템이 성공할 

수 있다.

제안 8 장관에게 참모진을 조직할 수 있게 한다.

(4) 長官의 次官 任命權 保障

장관이 해당 업무에 대해 자신의 소신을 펼칠 수 있기 위해서는 차관의 임

명권이 장관에게 주어져야 한다. 차관을 대통령이 직접 선정하여 임명하게 되

면 업무의 수행에서 장관과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새로운 시스템은 내각
에 대한 대통령의 신임과 신뢰가 바탕이 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시스템의 정합적 작동을 위해서는 그에 부합하게 장관으로 하여금 차관을 직

접 선정하고 임명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장관의 차관 임명에는 국무총리도 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결국 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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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참모조직과 차관을 자신과 호흡을 가장 잘 맞출 수 있는 인물로 조직

하여 해당 부처 공무원들에게 지시를 하며 일을 하게 된다. 이러한 조직의 운

은 부처운 에서의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장관의 변경에 따라 관료조직에 

신선한 바람을 계속 불어넣을 수 있게도 만든다.

제안 9  장관의 차관 임명권을 보장한다.

(5) 長官의 國會 出席․發言 活性化

장관이 자신의 업무에 대해 소신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려면 

국회의 협조와 도움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장관은 가능한 한 국회에 

출석하여 국회의원들을 설득시키고 협조를 구하는 일을 하여야 한다. 그럼으

로써 행정부처와 국회간의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줄이고 긴 한 紐帶關係가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행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안이 改革法案인 경우에

는 해당 부처 장관에 의한 국회의원의 설득은 필수적이다.
대국회 활동에서 국무총리와 장관들간의 활동비중을 어느 정도로 안배할 것

인가 하는 것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의 성격과 활동행태 그리고 사안에 따

라 달라질 수 있는 가변적 성격을 띠는 것이다. 그러나 새 시스템에 의하면 

부처업무의 실질적 내용을 파악하고 자신의 철학에 따라 부처를 운 하는 것

이 장관이므로 장관이 국회의원을 접촉하는 일은 보다 빈번해질 수밖에 없다.

Ⅳ. 國家情報院, 檢察 등 權力機關의 中立 實現

김대중 정부에서도 경험했듯이 역대 정권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할 

권력기관을 통치의 사적인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에 있어서 큰 변화가 없었다. 

점점 국가권력을 사유화시키는 경향이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국가의 공적 권

력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실현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특정 집단이 사회를 지

배하는 권력적 도구로 변질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기능의 왜곡과 변질은 무엇보다 권력기관의 중립성이 붕괴되면

서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國家

情報院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지배세력의 사적 지배의 도구로 변질되고,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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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이 집권세력에 의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은 대통령의 독주를 더욱 가속

화시킨다. 대통령의 독주와 독재 그리고 권력의 남용을 가장 앞장서서 감시하

고 통제해야 할 국가정보원이나 검찰이 이런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되면 국

가의 공적 기능이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국가정보원과 檢察은 업무와 인사에서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성을 확

보하여야 하고, 그 업무에 부합하는 독립성을 획득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을 따로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있어야 하고, 만일 따로 

둔다면 현재와 같이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에 임명되는 관례도 과감히 혁파하

여야 한다. 검찰총장은 검사생활의 마지막 예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검찰

의 정치적 중립성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檢察總長의 임기제는 오히려 말 

잘 듣는 走狗의 임기만 보장해주는 셈이 된다. 현재까지 검찰총장의 임기제가 

지켜지지 않고 임기제가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에 기여하지 못한 것은 본말이 

전도되었기 때문이다. 법무부장관도 실무 검찰 출신의 인사로 임명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법무부가 검찰업무에 직접 개입할 수 없게 

하는 것을 철저히 관철시키고 법무부로 하여금 국가의 법률업무를 수행하게 

한다면 검찰총장을 실무출신의 인사로 하고 법무부장관은 실무출신이 아닌 인

사로 하는 것이 보다 합당할 수도 있다.

우리가 경험했듯이 國稅廳이나 公正去來委員會, 監査院도 정치적으로 이용
되어서는 안되고 특히 대통령의 자의적인 지배도구로 변질되면 안 된다. 경찰

도 마찬가지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의 문제이다. 대

통령의 공식적인 활동에 대한 분명한 기록이 없고 대통령의 발언을 기록한 것

이 없는 상태에서는 대통령의 권력의 남용위험성은 언제나 상존한다. 따라서 

대통령의 직무상의 발언과 지시는 언제나 공식적 기록에 빠짐없이 기록되어야 

하고 일정 기간 후에는 공개되어야 한다. 물론 국가안보와 같이 외부로 공개

할 수 없는 성질의 사안에서는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것은 국가정보원장의 대통령 단독면담 및 보고인데, 

단독 면담과 보고가 인정되더라도 그 내용은 자세히 기록되어야 한다. 또 하

나의 문제는 검찰총장의 단독면담인데, 사건의 처리나 정보의 보고와 관련해

서는 검찰총장은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을 면담하면 안 된다. 이른바 獨對 또
는 直報라는 형식의 단독면담이나 보고는 절대 금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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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경찰이나 검찰을 통하여 통치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면 안 된다. 

대통령 비서실을 경찰이나 검찰과 접히 연결시켜 운 해서도 안 된다. 특히 

서로간에 情報報告의 경쟁을 시키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수집된 정보 가운데 국가운 에 특별히 필요한 정보

는 관련 부처의 장관에게 통지되고 관련 부처의 장관이 공식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경찰이나 검찰 그리고 국가정보원을 대통령 개인차원에서 정보보고의 
경쟁을 시키면 해당 기관은 결국 忠誠競爭을 하게 되고, 이들 기관에 의한 대

통령의 權力濫用을 통제하는 기능은 죽게 된다. 이들의 통제기능이 죽게 되면 

결국 대통령에 의한 獨裁와 獨走 즉 권력남용이 횡행하게 된다.

Ⅴ. 결론

우리 헌법이 취하고 있는 대통령제는 변질된 형태의 대통령제이다. 이른바 
내객책임제의 요소라고 일컫는 부분들이 대통령제의 요소와 혼합되어 있어서 

그렇게 성격을 규정하여 왔다. 그러나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와 행정부간에 있

어서 民主的 正當性의 부여에서 이원적 구조를 취하고 있는 대통령제는 국회

와 행정부간에 독립성의 원리가 지배하여 그 조직과 운 에서 독립적이어야 

서로간에 균형적인 권한의 배분과 권력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채택하여온 변질된 대통령제는 이러한 대통령

제에 적용되는 이런 원리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이른바 내각책임제적인 

요소라고 불리는 요소들에 의해 방해를 받아왔고, 그 결과는 도리어 대통령제

를 독재와 권위주의로 작동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이러한 대통령제와 조화되

기 어려운 요소는 내각책임제적 요소로 볼 것이 아니라 대통령제에서의 異物

質로 보아 제거해야 할 성질의 것이다. 대통령제를 취하려면 국민에 의해 선

출되는 副統領을 두어 비상시에는 대통령의 권한대행자로 하게 하고 평상시에

는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는 프로젝트를 운 하거나 대외적인 활동에서 대통령

을 도와주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행정부로 하여금 법률안을 제출하지 

못하게 하여 명실공히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게 하고 이러한 

지위에 걸맞게 국회의 기구들이 확대 개편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각부 장

관이 국회의원직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헌법의 

개정을 요한다. 헌법의 개정에서는 비단 대통령제를 개선하는 수준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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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閣責任制를 채택하는 문제 또는 프랑스식의 二元政府制를 채택하는 문제들

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우리의 문화와 조건상 미국식 대통령제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양상이 나타나고 권력 독주와 勝者獨食의 권력투

쟁이 되풀이될 위험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공존의 원리가 존재하는 내각책임

제로의 전환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형태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근본적인 과제들이 남아 있음에도 이 에서

는 현재의 헌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헌법의 운용을 통하여 우리가 안고 있는 

한국 대통령제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을 설계해 보았다. 그것은 원

리적으로는 문제가 많이 남아 있지만 현재 헌법의 구조 내에서도 운용의 시스

템을 다시 설계하고 새로운 모델로 국정을 운 하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양상

이나 국정 운 에서 나타나는 대통령 1인의 독주현상을 상당히 불식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현대사에 拂拭되지 않고 모습을 달리하며 
나타나는 대통령 1인에 권력이 집중된 權威主義統治와 獨裁를 극복하고 국정

의 원활한 운 을 기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무엇보다 시스템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그 다음으로 권력을 작동할 인물이 갖추어야 할 주관적인 덕목과 요

소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이러한 고안의 결과는 위에서 보았듯이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역할을 새로 

설정하고 국정 운 에서 업무를 분담하게 하는 방식이다. 이는 헌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위 법령들을 작동시

켜 헌법을 새롭게 운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의 재조정에는 단순히 대통령

과 국무총리의 役割의 分擔만으로 충분할 수 없고, 그 역할 분담에 따라 국정

이 제대로 운 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스

템을 새로이 구축하는데 필요한 것은 제안으로 제시하 다.

이러한 새 모델에 의한 국정 운 은 종래의 우리 국정 운 방식과 비교할 

때 획기적인 것이므로 이러한 시스템이 성공하려면 그러한 시스템에 투입되는 

인적인 役割因子(factor)들이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새

로운 모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모델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 그리고 실

제의 행동지침에 대하여 참여하는 인적 자원들(actors)이 숙지하여야 한다. 특

히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이러한 모델을 體化하고 이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역할을 이와 같이 나누어 기능적으로 그 역할을 재조

정하고,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그 헌법상의 위상을 복원하고, 사법부의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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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보하면 현재의 헌법 하에서도 대통령제는 상당히 정상적으로 운용되어 

대통령제의 장점이 살아나고 성공한 대통령이 나올 수 있다고 보인다. 물론 

헌법개정을 전제로 하여 더 나은 정부형태에 대한 모색과 논의는 여전히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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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ew Suggestion to overcome the Korean 

Authoritarian Presidency
26)

Jong-Sup Chong
＊

Korea has maintained a presidential system since the 1948 Constitution with 

the exception of brief period of 1960-1961.  Under the presidential system, 

Korea was ruled by a military regime and authoritarian government. The new 

civilian governments, President Kim Youngsam's government(1992-1998) and 

President Kim Daejung's government(1998-now) appeared to show the Korean 

presidential system as successful. However, the Korean presidential system is 
not successful, even now. In reality, power is centralized with the Presid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is weak to control the President's power 

effectively. Kim Youngsam and Kim Daejung acted like elected latter-day 

kings and criticism was raised. It seems that these governments are forms of 

"new dictatorships" or "new authoritarianism". Under Kim Daejung's 

administration, populism is very serious as we find this phenomena in  
developing countries. This populism and "new authoritarianism" are additional 

obstacles to the democratization of Korea.

The current hot issue is revision of the current Constitution to change or 

further develop the presidential system. Proposed alternatives are development 

of the Korean presidential system like that of the U. S., the adoption of a 

parliamentary system or the hybrid system like that of France.
This article aims at suggesting a new model to make current presidential 

system be operated successfully without revision of Constitution. I try to 
redefine the role of President. The role of President should be restricted to a 
'head of state' and a main figure to deal with the reunion, national security, 
foreign affairs and President's agenda. The ordinary governmental affairs 

* Professor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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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uld be handled by the prime minister. The prime minister is appointed by 
the President and has just the power to supervise the cabinet according to the 
President's orders. The prime minister doesn't have the power to handle the 
ordinary governmental affairs. However, when the President delegates some 
part of his power to the prime minister, The prime can handle the ordinary 
governmental affairs.

This is the model to redefine the role of President as a 'head of state' and 
the prime minister as a 'head of government', even though the legal status of 
President is a 'head of state' and a 'head of government'. 

This model is based on the decentralization of presidential power. In this 
model, the prime minister is also able to select the persons who will be 
appointed as a minister by the President and vice-minister. He can also 
appoint his staffs.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 presidential staffs should be experts to handle 
the President's agenda, not bureaucrats who makes President more authoritative, 
to supervise the cabinet. The Blue House should be changed from a 
politics-oriented body to a policy-oriented one.

Korean presidentialism shows an authoritarian regime or a kind of 
hyper-presidentialism. The presidency operates as an "imperial presidency". I 
am sure that this suggested model will contribute to overcoming the Korean 
authoritarian presiden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