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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헌법이 규정한 정부형태와 이를 둘러싼 정치제도들 간 제도적 정합성에 

주목하고 이 정합성의 확보를 위한 제도변화의 비용까지 고려함으로써, 바람직한 한국

의 개헌 방향이 무엇인지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미국식 순수대통령제와 프

랑스식 준대통령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수반해온 요소들을 제도적 정합성의 측면

에서 적시한다. 이를 통해, 한국 정부형태의 운영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부정합성을 노

정해온 요소들이 무엇인지 비교적 관점에서 인지할 수 있으며, 나아가 제도적 정합성

을 띤 각 정부형태로의 전환 시 소요되는 상대적 비용까지도 예측이 가능해진다. 본 연

구 결과, 현 시점에서 한국 정부형태의 순수대통령제로의 전환을 선택한다는 것은, 제

도적 정합성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그 비용이 너무 높을 뿐더러 그 효과 또한 매우 장

기적으로만 나타나게 될 소지가 크다. 반면 준대통령제를 그 대안으로 삼는 경우, 비록 

헌법의 근본적 변화를 동반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없지 않으나, 제도적 정합성의 

관점에서 변경해야할 다른 정치제도들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비용은 훨씬 덜 소요

되는 개헌의 선택지일 수 있다.

주제어: 정부형태, 제도적 정합성, 순수대통령제, 준대통령제, 전환 비용

   

I. 서론

본 논문은 헌법이 규정한 정부형태와 이를 둘러싼 정치제도들 간 제도적 정합성에 

주목하고 이 정합성의 확보를 위한 제도변화의 비용까지 고려함으로써, 한국 헌법의 

바람직한 개정 방향이 무엇인지 고찰하는 것을 그 목표로 삼는다. 1987년의 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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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함께 직선 대통령제가 통치구조의 핵심으로 삽입된 헌법으로의 개정이 있은 이후, 

한국 정부형태에 대한 비판은 지난 20여 년 동안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 왔다. 즉, 제3

의 민주화 물결과 함께 민주화를 맞았던 몇몇 다른 신생민주주의 국가들에서처럼(Linz 

and Stepan 1996), 1987년 헌법 또한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앞둔 이 시점에 제도적 측

면에서 더 이상 정부형태의 정상적 작동을 견인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민주화 

이후 다수의 대통령이 임기 중 자주 ‘제왕적’이라고 비판받을 정도로 독단적인 권력을 

행사해 오다가 임기 후반에 가서는 극심한 레임덕에 시달리는 등 한국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만성적인 정치적 갈등의 상황이 조성되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헌을 무작정 지연시키기는 어려워 보인다. 

문제는 현재까지 제기되어 온 개헌론의 다수가 선진국들의 성공 사례를 들어 순수대

통령제, 준(準)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등으로의 헌법 개정을 촉구하면서도, 각 정부형태

의 정상적 작동을 위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여타의 정치제도들에 대해서는 거의 고

려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실 하나의 정부형태는 이를 둘러싼 비헌법적 정치제도들, 

이를테면 정당구조 등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그 유형에 상관없이 정상적으

로 작동할 수 있지만, 반대로 기대되는 작동 효과를 전혀 창출하지 못할 수도 있다(정

준표 2004, 290). 후술하겠지만, 만약 미국에서 정당들이 강한 위계를 지니고 있었더

라면, 여야 간 갈등은 한국보다도 더 극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기존 개헌론

들은 헌법 외의 정치제도들에 대해 깊이 고려하지 않으며, 고려한다 해도 각 권부 특히 

행정부의 구성적 측면에서만 이를 결부시키는 경우가 많고, 입법 및 집행 등 정치과정

의 기능적 측면에서 정부형태 작동에 초점을 맞춘 경우라 하더라도 대통령제 하에서의 

분점정부(divided government) 상황을 독립 혹은 종속변수로 삼는 연구들에만 주로 

한정되어 있다. 이렇듯 구성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을 아울러 견제와 균형을 추동하는 

헌법 외의 여타 정치제도들, 그리고 이들 간 제도적 정합성에 대한 고려가 미약하다보

니, 한국 정부형태의 작동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문제점들의 원인 또한 

정확하게 인지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 어떠한 통치구조를 

목표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바람직한 정부형태를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인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그 적절한 답이 제시되어왔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현행 한국 대통령제의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을 모범을 제시함

에 있어, 구성적 측면뿐 아니라 기능적 측면에서도 해당 정부형태가 견제와 균형을 유

지한 채 작동하게끔 유인하는 제도적 요소들 및 이들 간 정합성 여부에 초점을 맞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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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사례로 미국식 순수대통령제와 프랑스식 준대통령제를 선택하고자 한다.1) 전자

의 경우 대통령제의 기원이자 이를 채택한 국가 중 예외적으로 민주주의의 지속적 발

전을 이루어온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논란의 여지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후자의 경우, 그 개념상에서부터 혼란이 있을뿐더러 프랑스의 사례를 꼽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뒤베르제(Duverger 1980, 

165-166)에 따르면, 준대통령제의 개념적 요건은 ① 공화국 대통령이 보통선거를 통해 

선출될 것, ② 대통령이 상당한 정도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을 것, 그리고 ③ 대통령에 

상응하는 총리 및 장관들이 행정권을 보유하며 의회의 불신임이 없는 경우에만 재직할 

수 있을 것 등 세 가지이다. 하지만, 다수의 국가들이 결코 동질적이지 않은 준대통령

제를 채택·운영해 온 와중에도(Roper 2002), 1958년 프랑스 제5공화국 출범 이후의 

준대통령제야말로 가장 대표적으로 뒤베르제가 제시한 구성 요건들을 충족시키며 안

정적으로 운영되어온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의 정부형태를 살펴보는 것

은 구성적·기능적 측면에서 두루 제도적 정합성을 유지한 채 작동해온 준대통령제의 

모범 사례를 이해하는 데 비교적 적절해 보인다. 

위 두 개의 모범 사례들을 검토한다 함은 헌법이 규정한 정부형태와 이외의 정치제

도들 간 정합성을 띤 제도적 결합체에 주목하는 것인 만큼, 이를 통해 한국의 정부형

태 운영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부정합성을 노정하고 나아가 정치적 발전을 저해해온 요

소들이 무엇인지 비교적 관점에서 인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울러 이는 한국의 현행 

  1) 본 논문에서 굳이 의원내각제를 제외한 채 미국의 대통령제와 프랑스의 준대통령제만을 개

헌의 대상일 수 있을 모범 사례로 선택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현실적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학계와 달리 정치권과 국민 수준에서는 의원내각

제에 대한 선호가 다른 정부형태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개헌 국면에서 의원내각제가 채택될 가능성 또한 그리 높지는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의 관점에 따르면, 제도적 정합성을 기하고자 할 때 행정부의 스스로에 대한 독자적 구

성 권한이 강해질수록 의회의 기능적 권한 또한 강해지는 일종의 양 권부의 구성적 권한과 

기능적 권한 간 상충(trade-off) 관계가 형성될 소지가 큰데, 의원내각제의 경우 의회로 하여

금 행정부 구성의 권한을 보유토록 하되 상대적으로 약한 기능적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게

끔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현행 대통령제로부터의 전환 방향이 준대통령제와 근본적으

로 다르지 않다. 즉, 뒤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대통령직을 온존시키느냐 마느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준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정부형태는 그 정상적 작동에 앞서 상당히 유

사한 정치제도들의 보완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감안해, 본 연구는 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

여 그 제도변화의 방향이 상이한 순수대통령제와 대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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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 미국식 순수대통령제와 프랑스식 준대통령제 가운데 

어느 편을 선택하는 것이 비용의 측면에서 보다 유리할 지도 판단할 수 있게 해줄 것

이다. 

이러한 목표를 지닌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절에서는 기존 개헌론들을 비

판적으로 검토하고 정부형태의 작동을 단지 헌법만이 아닌 여타 정치제도들과의 제도

적 정합성의 측면에서 고찰한다. III절에서는 한국 정부형태의 두 가지 대안으로 미국

식 순수대통령제와 프랑스식 준대통령제를 제시하는데, 각각을 구성적·기능적 측면에

서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이들의 바람직한 작동을 가능케 하는 보완적 제도들에 대해서

도 살펴보고자 한다. IV절에서는 비교적 시각에서 현행 한국 대통령제가 노정해 온 작

동상의 문제들을 제도적 요소 간 부정합성으로 환원시켜 설명하며, 만일 개헌을 시행

한다면 제도적 정합성의 측면에서 순수대통령제와 준대통령제 가운데 어느 편으로 전

환을 하는 것이 한국의 정부형태를 둘러싼 현 제도적 배열 상태에서 보다 적절한 방향

일지 제시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V절 결론에서는 본 연구를 요약하고 그 함의를 

제시한다.  

 

 

II. 기존 개헌론에 대한 검토 및 정부형태를 둘러싼 제도적 정합성

민주화와 함께 개정된 1987년 헌법의 탄생 이후 개헌론자들은 나름대로 파악한 한

국 정부형태의 문제점들을 적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통치구조의 기초라 할 헌법을 다

시 한 번 시대의 흐름에 맞춰 개정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그러나 개헌의 

지향점과 관련해서는 논자들마다 그 선호가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며, 주지하다시피 미

국식 순수대통령제, 프랑스식 준대통령제, 그리고 의원내각제 등 세 가지 형태로 불균

등하게 분포되어 있다.      

이 가운데 미국식 순수대통령제 내지는 4년 중임의 정·부통령제로의 전환을 주장

하는 논자들은 미국의 대통령제와 다른 한국만의 헌법 요소들, 이를 테면 단임제, 국

무총리제, 의원의 장관겸직 등의 폐지를 개헌의 핵심적 지향점으로 삼아 왔다(박찬욱 

2004; 함성득 2009). 이러한 입장은 여론 및 정치권으로부터도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

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왔는데(강원택 2014, 35), 개헌의 범위를 최소화함으

로써 정부형태 변화가 초래할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출되는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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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을 존속시킴에 따라 상대적으로 전환의 비용 또한 덜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미 언급했듯, 순수대통령제로의 헌법 개정만으로 이 정부형태가 

곧바로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박기덕 2009, 179).

물론 미국식 정·부통령제로의 개헌을 주장하는 이들 논자의 다수는, 민주화 이후 

빈번해진 분점정부의 출현이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통치능력을 제한해 왔다는 점에 근

거하여, 선거주기 등 헌법 외적 정치제도들까지 함께 바꿈으로써 정부형태 작동의 제

도적 조화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즉, 4년 중임제로의 변화가 단점정부(unified 

government) 형성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결과적으로 순수대통령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Shugart 1995). 이는 비록 순수대통령제로의 전환을 

지향하는 개헌론자들만의 입장은 아니나(장훈 2001; 정준표 2004), 정부형태를 둘러

싼 다른 정치제도들과의 정합성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포

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 하지만 분점정부의 상황이란 사실 순수대통령제

가 내재하는 견제와 균형 원리의 핵심적 기제로도 해석될 수 있는 만큼, 과연 제도적으

로 미리 차단되어야 할 결함으로만 치부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순수대통령제

의 정상적 작동이 의미하는 바는, 정치행위자들로 하여금 분점정부의 상황을 극복하

고 안정적인 통치에 기여할 수 있게끔 유인할 수 있음이라야 마땅할 것이다. 따라서 미

국식 순수대통령제로 전환하는 데 어차피 헌법 외의 여타 정치제도들의 보완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대통령직을 온존시킨다는 명분 하에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꼭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 수 있다. 

한편, 상당수의 또 다른 개헌론자들은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론에 근거하여 대통

령 1인으로의 권력집중과 이로 인한 정치과정의 파행을 문제 삼아(안순철 2004; 정종

섭 2002), 대통령직의 폐지 또는 약화를 주장하는 동시에 현 대통령제보다는 의원내각

제 또는 준대통령제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는 함의를 내포한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일반적으로, 의회가 민주적 정통성을 독점적으로 보유하며 입법권과 행

정권이 상호 융합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제에서와 같은 교착이 잘 발생하지 않을 뿐

더러, 총리와 내각의 임기가 고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행정부가 실정을 반복하거나 지

지율이 급락하게 될 시 총리를 포함한 내각 구성원을 교체하거나 연립정부 내 소속 정

당을 조정함으로써 이를 타개할 수 있는 유연성을 지닌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Linz 

1990; 1994). 아울러 영국의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 체제의 경우 상대적으로 그 

정도가 약하기는 하나, 의원내각제는 통상 대통령제 특유의 ‘승자독식’의 위험을 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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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동시에 합의제적 민주주의의 접근을 통해 다원화된 정치적 수요를 보다 잘 흡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Lijphart 1994; 1999). 준대통령제로의 개헌

론자들 역시 가변적 정치 상황에 따라 대통령으로 하여금 행정권력의 일부를 그에 반

하는 정당에 소속된 총리라 하더라도 이관할 수밖에 없게끔 제도화시킬 것을 주장한

다는 점에서, 유연하면서도 합의제적인 정부형태에 대한 지향성을 공유하고 있다(김용

복 2012, 71). 

그러나 이들 개헌론자의 상당수는 그간 정치과정을 파행으로 이끌어 온 정부형태를 

둘러싼 제도적 문제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대통령의 강압적 권력자원들에 과도

하게 주목하고 있다는 한계를 보인다. 물론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다수가 자

행했던 집권당에 대한 개인적 지배나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권력기관들에 대한 은밀한 

의존 등은 대통령으로 하여금 ‘제왕적’이라는 혐의를 받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드는 심

각한 문제들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러한 결함들이 개헌의 핵심적 논거가 될 수는 없

으며, 오히려 정부형태 작동과의 직접적 관련성이 낮은 데도 불구하고 통치에 치명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악성의 관행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적절해 보인다. 즉 어

떤 방식으로든 교정되어야 할 제도적 병폐 가운데 하나임에는 분명하지만, 헌법의 대

통령제적 요소들을 온존시킨 채로도 해소가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나아가, 전술

했던 분점정부의 잦은 출현 등의 요인들 탓에, 민주화 이후 한국의 대통령이 여전히 제

왕으로 간주될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부터도 회의론이 제기되기 시작한 지 오래인 현

실이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제 외의 다른 정부형태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개헌론자들의 

경우, 한편으로는 대통령제 하에서의 이원 정통성의 충돌 및 정치적 무책임성을, 다른 

한편으로는 의원내각제 또는 준대통령제 하에서의 유연성 및 합의제성을 두루 주장해

온 린쯔(Linz 1990; 1994)나 레이파트(Lijphart 1994; 1999) 등의 일반론에 천착하는 

경향이 짙다. 하지만 한국의 대통령제가 꼭 대통령제 일반의 약점들 탓에 그 작동상의 

문제들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뿐더러, 의원내각제나 준대통령제로 헌

법 조항들만 바꾼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 작동의 우월성이 담보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한즉 의원내각제 또는 준대통령제로의 개헌에서도 역시, 제도적 정합성의 차원

에서, 각 정부형태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게끔 보완되어야만 할 여타의 정치제도들

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요구된다. 사실 대통령제를 온존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다수

가 미국식 순수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선호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의원내각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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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환이 수반할 불확실성의 비용에 대한 우려도 현실적으로 없을 수는 없다(김용복 

2012, 69). 특히 의원내각제의 경우 다당제 및 비례대표제와 제도적 조화를 이루는 것

으로 알려져 있으며, 정부형태의 안정적 작동을 위해서는 각 정당이 내부적으로 응집

성과 일체감을 확립할 수 있게끔 뒷받침해주는 당내 규율 또한 견고하게 유지되어야만 

한다(강원택 2006, 109-110). 아울러 군부의 쿠데타로까지 이어졌던 제2공화국 시절의 

정치적 혼란조차 당시의 정부형태 탓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바(강원택 2009, 

45), 이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은 사회적 비용이 추가적으로 계

상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도 하다. 준대통령제 또한 그 성공적 작동 요건들의 다수가 

의원내각제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Linz 1994, 55), 그 비용에 대한 부

담감이 결코 작을 수만은 없다. 그럼에도 의원내각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권형 대통

령제나 준대통령제로의 개헌이 더 선호되는 것은 여전히 외형상 요구되는 변화의 범위

가 작다는 점에서 후자로의 전환이 전자의 경우에 비해 비용이 덜 소요될 것으로 예측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최장집(2007, 183) 등도, 현행 대통령중심제

가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정당제도화가 미숙한 한국적 상황을 고려하

여 의원내각제보다는 준대통령제로의 전환이 보다 현실적임을 피력한 바 있다.

하지만 헌법은 정부형태의 작동과 직결되는 권부들 간 상호작용을 주조하는 틀로서

는 어디까지나 부족할 수밖에 없다. 특히, 서론에서 밝혔듯, 제대로 작동하는 정부형

태란 구성적 측면 및 기능적 측면을 아우르며 권부들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담보할 

수 있어야만 하는데, 이러한 상호작용의 양상은 헌법이 최초 목적했던 바와 상이하게 

나타날 소지가 클 뿐 아니라, 설령 부합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 조항들만으로 달성된 

것이 아니며 여타의 정치제도들과의 정합성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단

순히 개헌만으로는, 정치행위자들 간 갈등의 장으로 변질돼버릴 소지가 큰 행정부 구

성의 차원에서건 입법 및 집행 등 기능적 차원에서건, 해당 정부형태의 균형적 작동과 

원활한 통치 패턴의 달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도적 정합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의원내각제로의 전환 비용이 가장 높고 순수대통령제로의 전환 비용이 가장 낮을 

것으로 쉽게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국민투표라는 절차상

의 난제를 거쳐야 한다고는 하나 꼭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작업은 아닐 수 있는 반

면, 오히려 여타의 정치제도들을 바꾸는 건 훨씬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상황에서도 단지 개헌만으로는 권부들 간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적절한 상호작용의 패턴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해낼 수 없다. 오히려 여타 정치제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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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을 통해 그 제도적 정합성이 제고되어야만 개헌의 최종적 목표도 실현될 수 있을 

것인 만큼, 어떤 정부형태로의 전환이 그 비용을 가장 절약할 수 있는 선택인지에 대해

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하에서는 현재 우리 정부형태의 대안들 중에서 

미국식 순수대통령제와 프랑스식 준대통령제를 들어 각각의 작동 원리를 구성적 측면 

및 기능적 측면으로 나누어 서술하는 한편, 이들의 정상적이고 효과적인 작동을 가능

케 하는 보완적 제도들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III. 대안적 정부형태의 두 유형: 순수대통령제와 준대통령제

1. 권력분립에 입각한 견제와 균형: 미국식 순수대통령제 

1) 행정부 구성의 차원

미국 대통령은 주요 행정부 및 사법부 공무원직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의회로부터 상당한 수준의 사전적 견제를 받는다. 대통령은 연방대법관, 행정부 각 부

처의 장·차관, 대사, 군 장성 등 최고위직에서부터 다수 국가기관의 국·실장급에 이

르기까지 후보지명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 가운데 약 1000여 명의 공직후보자가 인

사청문회를 거쳐 연방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만 한다(김판석 2002, 305). 특히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행정부 구성의 차원으로만 좁혀 볼 때도, 여타 대통령제 국가들과 비

교해 미국 대통령이 특별히 더 자율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박

찬욱 2004, 90). 상원의 행정부 각 부처 장관후보자들에 대한 인준 과정은, 비록 자주 

정치적 논쟁의 대상으로 부상하곤 하는 연방대법관의 임명 과정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

지만, 대체로 후보자들의 전문성과 도덕성에 대한 매우 까다로운 검증으로 점철된다. 

따라서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들로부터 종종 전문성 혹은 도덕성의 결함이 발견될 수 

있고, 이들이 항상 상원의원 다수의 선호에 부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심지어 엽관

제(spoils system)의 속성으로 인해 행정부 구성 과정에서 정파적 이해관계가 완전히 

탈색되기도 쉽지 않다. 

그렇지만, 미국에서 행정부 구성은 길게는 몇 달을 넘기는 인준 과정을 거치게 되더

라도, 대체로 대통령의 본래 지명대로 이루어져 왔다. 다수의 대통령제 국가들에서는, 

적어도 명목상의 국무총리라도 존재할 시, 의회가 사전적 인준 과정을 통해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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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을 부결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잦은 것에 반해, 실제로 미국에서 지난 200여  년간 

각 부처의 장관후보자가 상원 인준 과정에서 거부된 경우는 단 12회에 불과했다(김일

환·장인호 2010, 233). 더욱이 상원의 지난한 인준 절차를 거쳐 구성이 완료된 행정

부는 더 이상 의회에 책임을 지지 않으며, 사실상 장관들은 오로지 대통령에 의해서만 

해임될 수 있을 뿐이다. 의회는 헌법에 의거,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통해 행정부에 책

임을 물을 수 있으나, 역사상 단 한 차례도 성사된 적이 없을 만큼 매우 예외적인 권한

에 불과하다. 

이는 결국 미국식 순수대통령제의 경우 대통령이, 의회로부터의 사전적 견제에도 불

구하고, 일종의 고유 권한 행사의 차원에서 행정부 구성을 주도할 뿐 아니라 대부분의 

책임 또한 부여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2) 즉, ‘건국의 아버지들’ 가운데 하나인 메디

슨(James Madison)의 권력분립형 헌정 구상 이래로 미국의 정부형태는 각 권부의 존

폐에 대해 최대한의 독립성을 부여하는 권력분립의 원리를 지향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을 모방해 순수대통령제에 가까운 정부형태를 도입한 국가 중 어떤 형태로든 의회

의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가 필리핀, 한국, 나이지리아 정도에 불과한 것 또한 

바로 이러한 원리를 따르고자 했기 때문이다(Shugart and Carey 1992, 110). 그러나 

앞서 살핀 미국 행정부 구성 과정에서의 상원 검증 절차에서도 보듯, 각 권부 특히 행

정부가 독자적인 존립을 보장받는다는 건 타 기관이 구성적 권한 자체를 공유할 수 없

다는 의미이지, 어떠한 외부 견제로부터도 절연되어 있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순수대통령제란 미국에서처럼 행정부 구성에 있어 의회가 권력분립을 지향하는 한편, 

이하에서 살펴볼 것이듯, 높은 수준의 기능적 견제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통치의 균형 

유지에 기여할 수 있을 때만 제도적 정합성을 띠는 정부형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입법 및 집행 감독의 차원

미국 의회는 입법의 차원에서 헌법적인 고유 권한을 행사한다. 헌법에 따르면, “모

든 입법권은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 미합중국 연방 의회에 부여”되어 있다(1조 1항). 

또한 연방 의회는 모든 연방 법안을 발의·심의·의결할 권한 및 세입에 관한 법안을 

심의·의결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1조 7항). 물론 사회 변화의 속도가 점차 빨라지

  2) 마찬가지로, 바로 이 순수대통령제의 권력분립 원리로 인해,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의 입장

에서 의회에 대한 구성적 권한이라 할 수 있을 의회해산권을 보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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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오늘날에 행정부가 명령이나 규칙의 차원에서라도 입법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

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대통령과 행정부는 법률안제출권을 보유하지 못한 

자신을 대신하여 법률안을 발의해 줄 의원을 찾아내 ‘대리 발의’를 추진하거나 의회에 

그 심의를 권고할 수도 있다(박찬욱 2004, 90-91; Hague and Harrop 2011, 364-365). 

더욱이 미국 대통령은 의회의 입법권에 대한 사전적 견제의 수단으로 종종 법률안거

부권을 행사한다. 이는 미국식 순수대통령제가 입법 차원에서 행정부로 하여금 의회

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기능적 견제를 가할 수 있게끔 허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

럼에도 미국 의회는 입법권을 여타 국가기관에 위임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른바 ‘위임

금지법리’(non-delegative doctrine)를 원칙적인 수준에서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이광진 

2014, 305-306). 다시 말해, 미국 의회는 일부 견제에도 불구하고 입법 기능의 차원에

서 예의 권력분립에 상응하는 정도의 주도적 위치를 수호해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미국 의회는 행정부의 집행에 대한 감독 차원에서도 이례적으로 강한 권한

을 행사한다. 우선, 의회의 행정부 집행에 대한 감시는 상·하원의 상임위원회 소관으

로 상시적 성격을 띠고 있다(박찬욱 1996, 475). 많은 국가들에서 그러하듯 특정 기간

동안에만 실시되는 연례적 행사가 아닌 것이다. 상임위원회의 일차적 역할이 법률안

의 기안·심의 등 입법 차원에 놓여 있다는 것은 불문가지이겠으나, 이들에게 있어 행

정부에 대한 감시 역할 또한 적잖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Aberbach 1990, 34-46). 더

욱이, 1974년 워터게이트(Watergate) 사건 이후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행정기관 및 

관료의 권력남용 스캔들 등에 대해서는 의회 내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포괄적인 청문

회를 수반하는 강도 높은 국정조사를 벌이기도 한다. 아울러 미국의 경우 최고감사기

구를 의회에 소속시킴으로써 의회의 행정부 집행에 대한 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해왔다. 

미국 감사원(General Accounting Office)의 경우 비록 몇몇 국가들의 최고감사기구처

럼 직무감찰까지 수행하는 것은 아니나, 상시적으로 회계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정보를 

의회에 전달함으로써 행정부로 하여금 국리민복을 충족시키고 집행성과의 향상을 도

모할 수 있게끔 강제하고 있다(공병천 2010, 53; 박재완 2002, 452-457). 따라서 행정

부의 정책에 대한 의회의 감독 차원에서도, 입법의 차원에서와 마찬가지로, 후자에 강

력한 권능을 허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미국식 순수대통령제는 양 권부의 존폐에 대한 상호 간 구성적 권한에 제한

을 둠으로써 권력분립을 지향하는 만큼이나, 의회로 하여금 행정부에 대해 강한 기능

적 권한에 기초한 견제를 가할 수 있도록 설계됨으로써 해당 정부형태가 균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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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할 수 있도록 유도해왔던 것이다. 

3) 의회 및 정당구조

위에서 미국 사례를 들어 살펴보았듯, 한편으로는 행정부와 의회 간 권력분립을 꾀

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상호 간 강한 기능적 견제가 가능토록 함으로써 통치의 균

형 달성을 추구하는 바람직한 순수대통령제의 확립을 위해선 사실 몇 가지 제도적 보

완기제가 요구된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역시 의회의 풍부한 인적·물

적 자원과 정당구조의 비위계성일 것이다.

우선 미국 상·하원 소속 의원들은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많은 보좌 및 지원 인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2001년을 기준으로 연방 하원의원 1인이 무려 18명

의 정규직 보좌관을 고용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4명의 비정규직 보좌관을 더 둘 수 있

다. 심지어 상원의원의 경우 채용할 수 있는 보좌관 수에 법적 제한이 없을 정도이다. 

이때 하원의원 1인이 1년에 보좌진에게 지급하는 기본 액수가 대략 90만 불, 상원의

원의 경우 적게는 120만 불에서 많게는 200만 불을 초과하기도 하는 만큼, 최고급 인

력을 의회로 유인할 수 있는 물적 기반 역시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박선규 2003, 

138). 더욱이 미국에서 입법 및 행정부 집행에 대한 감독을 맡는 상·하원의 상임위원

회는 제108차 의회(2003~2005)를 기준으로 상·하원이 각기 약 90여 개에 달하는 분

과위원회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의 측면에서 무려 3000여 명이 넘는 정

책 전문가가 해당 업무를 지원한다(Hague and Harrop 2011, 372). 물론 전술했듯, 감

사원 역시 제도적으로 입법부 소속이다. 다시 말해, 미국의 순수대통령제 하에서 의회

는 의원들로 하여금 행정부와의 권력분립에 상응하는 수준의 강한 기능적 권한들과 

함께 이를 떠받치는 막대한 규모의 인적·물적 자원까지 활용할 수 있게끔 허용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한편, 미국의 정당구조는 이념적 유연성, 약한 당내 규율, 지방 중심의 정치과정 등

의 요소들로 인해 성숙된 민주주의 국가들 가운데에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비

위계적이다(Sartori 1997, 89). 특히 대통령은 물론 여타 다선 의원들 또한 정당의 지

배자로 군림할 수 있도록 해줄 만한 권력 자원들, 이를테면 공천권 등을 보유하고 있

지 못하다. 미국 의원들이 정당의 노선에 집착하며 활동할 유인보다는 주로 자신의 지

역구 이해에 부응하며 의정 활동을 펼칠 유인을 더 많이 가지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

다. 따라서 대통령 역시 대화와 설득을 통해 사안에 따라 정당의 경계를 뛰어넘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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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초당적 협조를 얻어낼 수 있게 된다(조정관 2004, 79). 이를 테면 미국에서 행정

부 구성 과정은, 정치적 거래를 동반할지언정, 주기적으로 여야 간 정쟁의 소재로 비하

되거나 선정적인 폭로전을 동반하는 심각한 갈등으로까지 이어지는 일이 드물다(최준

영 2008, 88; Mackenzie 2001). 또한 입법과정에서 법안의 통과 여부가 분점정부 여

부에 결정적 영향을 받지 않아 왔다는 점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Mayhew 1991). 아울러 의회의 대 행정부 감독 또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발목

잡기의 도구보다는 행정부의 집행에 대한 견실한 기능적 견제로 절제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단점정부 하에서도 의회의 대통령에 대한 견제가 충분히 효과적

일 수 있으며, 분점정부 하에서도 국정의 효율성이 심각할 만큼 훼손되지 않는다. 전술

했듯, 대통령을 향한 강력한 견제 권한과 구조적 자원들까지 의회에 부여하는 미국의 

정부형태가 만약 견고한 위계를 내재한 정당구조와 결합했더라면, 일종의 제도적 부정

합성을 낳음으로써 행정부와 의회 간 상시적 교착, 나아가 정치적 파행의 반복적 재현

을 초래했을 것이다. 요컨대, 미국의 정부형태는 권력분립 원리를 통해 행정부와 의회 

상호 간 구성적 권한에 제한을 둠으로써 각각이 독자적으로 존립할 수 있게끔 보장하

나, 양 권부의 기능적 차원에서의 상호 견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제도적 

정합성을 기함으로써 통치를 위한 균형을 비교적 절묘하게 유지해 왔다고 볼 수 있다. 

2. 권력공유에 입각한 견제와 균형: 프랑스식 준대통령제

1) 행정부 구성의 차원

프랑스 대통령은 행정부 구성의 차원에서 의회로부터 미국 대통령과는 그 성격이 질

적으로 다른 견제를 받는다. 프랑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의회의 사전동의에 의해 

제약되지 않는 독자적 총리임명 권한을 부여받고 있지만(8조), 하원이 총리와 장관들, 

즉 내각에 대한 불신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받기 때문에(49조, 50조), 대통

령의 행정부 구성은 의회로부터 보다 근본적인 통제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사실 이 해

임의 권한이야말로 정치적 책임의 부과 기제로서 임명의 권한보다 더 관건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자로부터 후자가 파생될 수는 있지만 그 역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강

신구 2014, 125). 심지어 헌법은, 의회에만 사후적으로 책임을 지는 총리가 장관들에 

대한 임명 제청권까지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Elgie 1999). 그러나 다른 한편, 대통

령 역시 한 차례 의회해산권을 발동한 이후 1년 안에 다시 의회의 해산을 시도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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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제약 외에는 별다른 제한 없이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바, 종종 자신에게 우호적

인 의회를 구성하고자 정치적 결단을 내릴 수 있다(Huber 1996, 25; Turner 1997). 즉, 

프랑스에서 대통령과 의회는 서로의 존폐에 대해 구성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다. 

따라서 프랑스 정부형태에 있어 가장 주목받아야 할 경우인 여소야대의 상황이 되

면, 대통령으로서는 의회 측에 총리 임명에 대한 주도권을 넘기지 않을 수 없고, 결

국 행정부는 야당이 선호하는 인사들로 구성될 개연성이 크다. 이른바 동거정부

(cohabitation) 국면이 조성되는 것이다.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의 신임경쟁에서 의회

를 능가할 자신에 차 의회를 해산하지 않는 한, 이러한 국면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물

론 의회의 행정부 구성권은 대통령이 의회 내 다수세력에 대해 상대적으로 강한 지배

력까지 확보하곤 하는 우파 대통령들의 집권 시기, 특히 드골(Charles de Gaulle) 대통

령 재임 시절에는 특별히 부각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Morel 1996, 44). 하지만, 적어

도 이론적으로는, 프랑스 정부형태 하에서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 또는 정당연합이 의

회 내 다수 지위를 차지한다 하더라도, 집권세력 내부의 권력구도에 따라 반드시 대통

령이 행정부에 대한 구성의 권한을 독점적으로 보장받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이는 프랑스식 준대통령제가 대통령과 의회, 특히 야당 다수의 입법부로 하여

금 행정부 권력을 공유하게끔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정부형태임을 의미한다. 뒤베르제

(1980) 본인을 포함해 논자에 따라서는 프랑스 준대통령제의 경우 동거정부가 아닐 시

에는 대통령제로, 동거정부일 시에는 의원내각제로 바뀌어가며 운영된다고 보기도 하

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계열적 측면에서 여전히 대통령과 의회의 지지를 받는 총리

가 번갈아 행정권력에 대한 주도적 접근성을 확보하게 된다는 점에서 권력공유의 원리

에 입각해 합의제적 국정운영을 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동거정부일 때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고, 여대야소일 시에도 대통령과 의회가 행정부 구성의 권한을 공유하며 그 

책임 또한 나누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2) 입법 및 집행 감독의 차원

프랑스 의회는 입법 기능의 차원에서 행정부에 비해 상당한 열세에 놓여 있다. 헌법 

34조에 따르면, 의회는 시민권, 국방의무, 국적·신분·혼인·상속·형벌, 법원의 지위, 

과세 및 통화발행, 선거제도, 공공법인의 창설, 공무원 대우, 기업국유화, 세입·세출 

등 국가 통치의 근간이 되는 사안들에 관해서 법률제정권을 행사하나, 그 외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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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은 행정부의 규칙명령 사항으로 되어 있다. 반면 행정부는 의회의 입법사항에 대

해 기한과 목적을 적시한 채 그 권한의 위임을 요청할 수 있고(38조), 만약 의원발의 

법안이 행정부의 규칙명령 사항에 속하거나 세출의 증가 혹은 세입의 감소를 초래하게 

된다면 의회로 하여금 이를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강제할 수도 있다(40조, 41조). 더욱

이 의회는 행정부가 요구할 시 법안의 통과를 반드시 일괄표결로 결정해야만 하는 의

무를 진다(44조). 심지어, 대통령은 헌법 16조에 의거해 비상대권을 발동함으로써 입

법권을 행사하는 것까지 보장받는다(박찬욱 2004, 104-105; 홍태영 2008, 17-18). 이

는 역설적이게도 의회가 입법 차원에서 입법부라는 명칭이 무색할 만큼의 취약한 위상

만을 보유하며, 오히려 행정부가 그 주도권을 행사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에 이르

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중요한 점은, 권력공유의 원리상 프랑스 의회가 

반드시 입법 기능 차원에서 열세에 놓여 있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행정부가 입

법을 주도한다고는 하나, 의회는 해당 내각이 구성될 당시에 이미 그 권한을 나누어 

행사했기 때문이다.

한편, 프랑스 입법부 역시 그 본연의 역할로서 대정부질문 등의 연중 정례화 또는 

상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소속 정보소위원회를 통해 수시로 행정부의 집행에 대한 견

제 성격의 감시를 시행해 왔다. 더욱이 프랑스 의회의 경우, 입법과정에 관여하지 않

으면서 순수하게 국정조사의 권한만을 행사하는 ‘상·하원 합동평가단’이나 ‘위임대표

단’ 등의 의회특별기관까지 두고 있다(박인수 2005, 200-201). 이는 프랑스 의회가 마

치 이 국가 특유의 의회주권주의(parliamentary sovereignty)적 전통에 걸맞을 만큼 행

정부 집행에 대해 상당히 강력한 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게끔 한다. 하지

만 프랑스에서 의회는 행정부 감독 차원에서 미국에 비해 훨씬 약한 견제 권한만을 보

유하고 있다. 우선, 헌법에 의해 상임위원회의 수는 단지 6개로만 제한되는데, 이는 의

회에 의한 지나친 행정통제가 초래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던 것이다(홍태

영 2008, 18). 국정조사권 행사에도 현실적으로 기한과 대상의 측면에서 많은 제약들

이 수반되며, 앞서 언급한 의회특별기관들조차 40여 년 동안 단지 10여 차례만 가동되

었을 뿐이다. 물론 의회는 국정감사 권한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박인수 2005). 무엇보

다도, 미국 감사원의 경우와 달리, 프랑스 감사원은 의회 소속이 아니며 준사법적 독

립기관 형태의 회계검사원으로 볼 수 있는 만큼(공병천 2010, 52), 의회로서는 이 기관

으로부터 물적·인적 측면에서 행정부 집행에 대한 견제 능력을 보조받지 못함은 물론 

오히려 그 자신도 이 기관의 감사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입장에 놓여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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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의회의 경우 입법의 차원에서와 마찬가지로 행정부 감독의 차원에서도 역시 강

한 기능적 권한을 지니지는 못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전술했듯 프랑스 의회는 행정부 구성 단계에서 이미 대통령에 대해 권력분점

에 상응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바, 행정부에 대한 강한 기능적 견제력까지 결합

된다면 제도적 측면에서 모순 내지는 중복을 낳을 소지가 있으며, 대통령과 의회가 합

의를 통해 행정부 운영을 해나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강한 의

회는 권력공유의 원리에 기초해 정부형태 운영상의 균형을 추구하는 프랑스식 준대통

령제의 제도적 정합성에 근본적으로 위배될 수 있는 것이다.

3) 의회 및 정당구조

의회가 행정부 구성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대통령과 나누지만, 입법 차원에서 행정

부에 비해 열세에 놓일 뿐 아니라 행정부 집행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약한 견제력만

을 지니게끔 설계된 프랑스의 권력공유형 준대통령제의 정상적 작동에는 사실 몇 가지 

제도적 보완기제가 요구된다. 그 가운데서도 특기할 요소는 역시 견고한 위계를 지닌 

정당구조와, 행정부를 통제하기보다는 지원하는 수준의 능력과 자원만을 지닌 의회구

조일 것이다. 

우선 미국에서와 달리 프랑스 제5공화국 정당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그 결속력과 규

율이 강한 편에 속하는데(Suleiman 1994, 142), 이는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 내지 정당

연합이 의회 내 다수를 차지하건 그에 반하는 세력이 다수를 차지하건, 의회가 행정부 

구성에 참여하고 나아가 그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라 할 수 있다. 경험적으로도, 프랑스 제5공화국 시기의 내각들은 그 이전과 비교해 훨

씬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조홍식 1998). 준대통령제 하에

서 규율이 견고하게 잡힌 정당체계가 부재할 시 정당의 지도자들은 자신이 속한 정당

에 대해 위계적인 통제력을 확보할 수 없는 만큼, 대통령이든 그에 반하는 당의 지도

자이든 일사불란하게 다수를 이루는 정당연합을 형성할 수 없고, 따라서 행정부 구성

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뿐더러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내각을 떠받칠 수 없다. 무엇보

다도 대통령과 총리 각각이 소속된 정당 혹은 정당연합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지 못

하고 있다면, 이 정부형태 하에서 동거정부가 형성되었을 때 이 둘이 행정권력을 공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다. 더욱이, 만약 준대통령제 하에서 규율이 취약한 정

당들로 인해 자칫 의회가 총리 선출조차 못할 정도로 무질서한 상황이 조성되어 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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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대통령으로 하여금 비상대권 등 예비적 권력을 사용하도록 만드는 빌미를 줄 수

도 있다(Linz 1994, 53-54). 따라서 프랑스 준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과 의회가 행정

부 구성권을 공유할 수 있도록 유인하자면, 반드시 정당구조상의 당내 결속력과 규율

이 강하게 유지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강한 위계를 지닌 정당구조는 자칫 의회로 하여금 행정부의 집행

에 대해 과도한 비토권을 행사하게끔 유인할 수 있는 것으로 비판받는다. 물론 홍태영

(2008, 21)이 지적하듯 프랑스 제5공화국 출범과 함께 정당들이 강한 규율을 갖게 되

면서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의회의 권한이 크게 약화된 것은, 처음부터 이 같은 위험성

을 줄여줬던 측면이 있었다. 동일한 맥락에서 프랑스 의회는 미국에서와 같은 막대한 

규모의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받지도 못한다. 그럼에도 여소야대의 상황에서는 약한 

힘을 가진 의회나마 최소한의 고유 권한에 의거해, 강한 위계를 지닌 야당 지도자들 

주도로 일사불란하게 행정부에 대한 발목잡기를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특기

할 점은, 이렇듯 견고한 위계를 지닌 정당들의 경우에도 준대통령제 하에서는 그들이 

처한 정치과정에서의 유인구조가 순수대통령제에서와는 전혀 다르게 형성된다는 사실

이다. 프랑스의 정부형태 하에서 의회 내 다수당 내지 다수연합은 대통령의 소속 여부

와 관계없이 당시의 행정부를 대리인(agent)으로 삼는 주인(principal)에 해당되기 때문

에, 내각이 주도하는 입법 또는 집행에 대해 강한 비토권을 행사할 유인 자체를 가지

지 않는다. 따라서 프랑스 의회는, 특별한 정치적 돌발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한, 강한 

권한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행정부 주도의 국정운영을 상시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로 

그 역할을 제한시킬 가능성이 높다. 앞서 언급했듯, 의회가 행정부에 대해 강한 기능적 

견제력을 보유할 경우 제도적으로 모순 내지는 중복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요컨대, 프랑스 의회는 강한 위계를 지닌 정당구조를 배태함에도 그 스스로가 정치

과정에서 주도적인 기능을 수행하진 않으나, 규율적인 정당들에 의존해 행정부 구성

의 권한을 대통령과 공유하는 만큼 행정부가 주도하는 국정운영의 기능적 측면에 있어

서도 사실상 그 성공여부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지 않을 수 없다. 즉 프랑스 준대통령

제가 정상적이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데 있어 양 권부 간 행정부 구성권의 분점은 본 

정부형태의 핵심이며, 여기에 보완적 제도로서 강한 위계를 지닌 정당구조가 수반됨에 

따라 권력공유에 입각한 채 합의를 통한 견제와 균형을 담보하는 제도적 정합성이 달

성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의회가 강한 기능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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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대통령제 특유의 권력공유의 원리상 행정부에 대한 과도한 비토권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프랑스 의회가 구조적으로 그러한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

다는 점 또한 제도적 정합성의 측면에서 모순 혹은 적어도 비효율적 중복은 제거시켜 

주는 바, 본 정부형태를 최적화시켜 운영하는 데 부분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하겠다.

IV. 한국 대통령제를 둘러싼 제도적 부정합성과 전환 비용의 문제

1987년 헌법에 따르면, 한국 대통령은 국무총리 임명 시 국회의 인준을 받아야한다

는 것만 제외하면, 비록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는 하나, 이에 법적으로 구애받지 않고 

각 부처 장관들을 임명할 수 있다. 총리 인준에 관한 의회의 권한 탓에 파생되는 정치

적 갈등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적어도 헌법적 차원에서만 본다면 내

각 구성의 측면에 있어 대통령은 고유 권한을 보유한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 대

신 대통령은 의회해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는 현행 한국 대통령제가 행정부 구성의 

차원에 있어, 권력공유의 원리에 입각한 프랑스의 정부형태보다는 그 기원에 부합하

듯 권력분립의 원리에 입각한 미국의 형태에 훨씬 더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Shugart 

and Carey 1992, 155).

하지만 한국 의회는 입법이나 집행 감독 등 기능적 측면에서 미국과 같이 독보적이

면서도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이를테면, 한국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이 지니지 

못한 법률안제출권을 보유한다. 또한 회계검사뿐 아니라 직무감찰까지 시행하는 감사

원이, 미국처럼 의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 프랑스처럼 준사법형 독립기관의 

지위조차 얻지 못한 채 대통령 직속으로 편제되어 있다. 물론 국회는, 헌법에 따라, 공

식적으로 국정조사권을 지니며 매해 일정 기간 동안 실시하는 국정감사권도 보유하고 

있다(61조). 그러나 미국과 같은 막대한 규모의 인적·물적 자원을 향유하지 못하는 

탓에 이 권한들을 효과적인 기능적 견제력으로 승화시킬 수 없다(장훈 2010, 219).3) 

  3) 한편, 2003년 국회 예산정책처, 2007년 국회 입법조사처가 신설되면서 한국 의회도 미

국의 선례를 따라 인적·물적 자원의 측면에서 그 기능적 능력을 배가시킬 수 있었다(장

훈 2010, 219). 그럼에도 한국의 경우,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의 형성 이래로 행

정부의 권한과 관료집단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강하고 비대한 편에 속해왔음을 고려했을 

때, 의회의 기능적 역량이 미국의 수준에 도달하기란 여전히 요원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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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형태는 명백히 권력분립을 지향하는 미국식 순수대통령제의 행정부 구성적 

특성을 지향하고 있지만, 행정부와 의회 간 기능적 권한 및 자원의 배분에 있어서는 오

히려 프랑스에 더 가까워 보인다. 즉 행정부의 구성적 측면에서의 우세가 의회의 기능

적 측면에서의 견제력에 의해 상쇄되지 못한 채 균형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는 일종의 

제도적 부정합성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제왕적’이란 혐의하에 대통령과 그 측

근들을 중심으로 반복되어온 부정부패가 근절되기 어려운 것도, 대통령의 광범위한 인

사권 및 의회의 행정부 집행에 대한 취약한 감시 능력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상대적으로 강한 위계를 지닌 한국의 정당구조 역시 정부형태의 정상적 작동

을 저해하며 또 다른 제도적 부조화를 야기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에서는 민주

화 이후 지금까지도 지역주의가 정당체계 주조의 가장 영향력 있는 균열로 작용해 왔

는데, 이로 인해 지역을 대변하는 정당의 지도자가 사실상 공천의 전권을 행사하며 다

양한 공직 후보자들은 물론 소속 의원들까지도 수직적으로 규율해왔다(Shin 1999, 

180).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야당 지도자들의 경우 대개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통령제 특유의 ‘승자독식’의 원리상 현직 대통령의 국정운영

에 협조할 유인을 가지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현 대통령의 반복되는 실책이야말로 차

기 대통령선거에서 야당 지도자의 당선 가능성을 높여주는 첩경일 것인 바, 이들은 강

하게 규율 잡힌 자신의 당을 최대한 동원함으로써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제동을 걸 소

지가 크다.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제는 여타 정부형태들에 비해 정치적 갈등을 유발할 

위험성이 더 큰데, 한국에서는 강한 위계의 정당구조까지 결합되면서 만성적인 정치 

파행의 원인으로 작용해왔던 것이다. 

전술했듯 비록 한국 의회는 기능적 측면에서 강한 권한이나 능력을 보유하지 못하

며 따라서 행정부 집행, 특히 대통령의 독선에 대해 효과적으로 감시하지도 못하지만, 

의회의 미약한 권한들이나마 분점정부 시 강한 위계의 정당구조와 결합된다면 행정부

에 대한 과도한 발목잡기의 도구로 변질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 물론 김영삼, 김대중 

등 지역정치를 독점하던 지도자들이 현역에서 은퇴하면서 또는 국민경선 등 공직후보 

추천 과정의 상향식 기제들이 부분적으로 도입되면서, 계파들 간 합종연횡이 나타나고 

이전의 강한 정당규율 역시 다소나마 완화된 측면이 분명히 있다(박경미 2008; 장훈 

2002). 그럼에도 미국에서처럼 야당이 대통령과의 개별적 협상을 통해 당론으로부터 

이탈하는 행태를 보이는 걸 상상하기란 여전히 어렵다. 야당의 입장에서 볼 때 주적은 

대통령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온존하는 탓에, 강한 위계의 정당구조 또한 정치적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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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악순환을 그리며 지속되어 왔던 것이다. 

예를 들어, 대통령은 헌법적으로 행정부 각료들 중 오로지 총리에 관해서만 의회로

부터 승인을 획득하면 됨에도, 한국에서 총리 인준 과정은 언제부터인가 가장 첨예한 

정치적 갈등의 장이 되어 버렸다. 국정조사나 국정감사 역시 집행성과의 향상을 도모

하고 부정부패를 제어함으로써 국리민복을 충족시키자는 본연의 기능에는 잘 활용되

지 못한 채, 단지 정치적 스캔들로 비화될 이슈들만을 솎아내는 통로로 여겨지는 경우

가 다반사이다. 다시 말해, 존폐에 있어 독립적이되 막강한 권한을 지닌 행정부, 약한 

기능적 권능만을 보유한 의회, 그리고 딱딱한 위계를 지닌 정당구조 간의 제도적으로 

부정합한 결합은, 행정부 또는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 국회를 대개의 경우 단점정부 

시에는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거수기’로, 분점정부 시에는 실효성 있는 견제는 하지 

못하면서 정치적인 발목잡기에만 골몰하는 ‘천덕꾸러기’로 만들고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정부형태를 바꾸는 작업을 더 미룰 수 없음은 자명하다. 하지만 한

국의 정부형태를 둘러싼 제도적 배열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미국식 순수대통령제와 

프랑스식 준대통령제 가운데 어느 쪽을 염두에 두고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그 전환 비

용의 측면에서 더 바람직한지 따져보는 예비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전술했듯, 한국

의 대통령제는 헌법 조항만으로 볼 때, 명백히 미국식 순수대통령제에 더 가깝다. 특히 

권력분립 원리의 핵심이라 할 행정부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은 비교적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하며 의회의 주도적 개입을 불허하고 있다. 반면, 행정부와 의회 간 기능적 권한 

및 자원의 배분에 있어서는 미국보다도 프랑스에 더 가까워 보인다. 즉, 한국에서 행

정부는 입법과 집행 등 기능적 차원에서 매우 강한 권한과 능력을 보유하는 반면, 의

회는 입법이나 행정부 집행의 감시 등을 수행하는 데 있어 비록 대체로 관련 권한들은 

확보하고 있지만 인적·물적 측면에서 그에 상응하는 뒷받침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다. 더욱이 정당구조는 상대적으로 강한 위계를 배태하고 있는 바, 이 역시 미국의 정

당들보다는 프랑스의 정당들과 더 유사한 조직형태를 띠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현재 정부형태를 미국식 순수대통령제로 전환한다고 했을 때, 헌

법상에서 바뀌어야 할 조항들은 실상 그리 많지 않다. 서론에서 언급했듯, 국무총리제

를 폐지한 후 부통령직을 신설하고, 5년의 단임제를 4년의 중임제로 전환하며, 의원의 

장관겸직 등만 금지한다면, 헌법적으로는 4년 중임의 순수대통령제가 만들어질 수 있

다. 그러나 문제는, 본 정부형태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채 정상적으로 작동되

도록 하기 위해서는 헌법 외의 조건들로서 의회의 보다 강한 권한과 이를 뒷받침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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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물적 자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규율 강한 정당구조로부터 개별 의원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원내정당 체제로의 전환 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결코 용이

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를 테면, 그렇지 않아도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줄이자는 담론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한국적 실정에서 의회의 권능을 높이고자 천문학적인 비용을 쓰

는 데 국민적 동의를 구한다는 건 현재로서는 불가능해 보인다.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정당구조상의 강한 위계 역시 지역주의가 지금보다 훨씬 더 탈색되지 않는 한, 어느 

수준 이상으로 해체되기 어려울 것이다. 여러 요인들로 인해 정당 내 규율이 꾸준히 약

화되어 온 것은 사실이나, 의원 개개인이 미국만큼 자율적인 원내 행태를 보이는 수준

에 도달하기까지는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정부형태

의 정상적 작동을 꾀하고자 순수대통령제로의 전환을 선택한다는 건, 제도적 정합성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그 비용이 너무 높을 뿐 아니라 그 효과 또한 매우 장기적으로 나

타나게 될 소지가 크다.

한편, 한국의 현재 정부형태를 프랑스식 준대통령제로 전환한다고 했을 때, 헌법상

으로는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 의회는 내각에 대한 불신임권을 보유하는 한편 

대통령은 반대로 의회에 대한 해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허용하는, 따라서 그간의 권

력분립 원리 대신 권력공유의 원리를 내재하는 헌법으로의 전면적 개정이 요구되기 때

문이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한국의 현행 정부형태를 둘러싼 제도들의 배열 상태로 

봤을 때, 프랑스식 준대통령제로 전환하고자 할 시 헌법적 요소들의 수정 외에는 별다

른 변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의 행정부는 프랑스와 유사하게 이미 강

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관료기구 또한 중앙집권적일 뿐 아니라 그 상대적 규모도 

방대하다. 국회 역시 프랑스에서처럼 입법 및 행정부 감시 기능에 있어 주요 권한들은 

대부분 보유하고 있지만, 그 능력과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앞서 언급했

듯, 한국의 정당들은 프랑스의 그것처럼 여전히 상대적으로 견고한 위계구조를 보유하

고 있다. 비록 한국 정당들의 위계가 약화되는 추세에 있고 계파 간 경쟁의 양상도 파

생되고 있지만, 이는 프랑스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홍태영 2003) 아직

은 유의미한 변수로 인정되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단지 개헌만으로도 정치행

위자들이 준대통령제의 합의제적 운영에 기여하게끔 유인하는 제도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형태의 전환을 시도함에 있어 프랑스식 준대통령제를 그 

목표로 삼을 시, 비록 헌법의 근본적 변화를 동반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없지 않

으나, 제도적 정합성의 관점에서 변경해야할 다른 정치제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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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려 비용 측면에서는 훨씬 효율적인 개헌의 선택지일 수 있다고 본다.

V. 결론                           

현실적으로 개헌을 통한 정부형태 변화를 꾀하려는 이 시점에 특정 통치구조로의 전

환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가에 대한 깊은 고려가 부재한다면, 개헌론 자체를 

탁상공론으로 만들어 버릴 위험을 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착안했던 본 

연구의 결과, 현 시점에서 한국 정부형태의 정상적 작동을 꾀하고자 미국식 순수대통

령제로의 전환을 선택한다는 건, 신제도주의 관점에 따른 제도적 정합성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그 비용이 과다할 뿐 아니라 그 효과 또한 매우 오랜 시간 후에나 나타나게 

될 소지가 크다. 반면 프랑스식 준대통령제를 그 대안으로 삼는 경우, 비록 헌법의 근

본적 변화를 동반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없지 않겠으나, 제도적 정합성의 관점에

서 변경해야할 다른 정치제도들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오히려 비용이 훨씬 덜 소

요되는 개헌의 선택지일 수 있다. 만약 이 안이 실현된다면, 1987년 민주화 이후 갈

등으로만 점철되었던 한국 정치도 행위자들로 하여금 합의제적 국정운영을 이룩하게

끔 유인하는 제도적 기반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침 헌법연구자문위원

회(2009)와 헌법개정자문위원회(2014)도 연이어,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대통령

과 의회의 건설적 불신임안에 의해 사퇴해야 하는 총리가 행정권력을 분점하는 이원정

부제 혹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개헌의 첫 번째 대안으로 권고했던 만큼, 정치권은 물론 

학계와 국민 수준에서도 프랑스식 준대통령제로의 개헌을 더욱 진지하게 고민해야할 

시점이 도래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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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stitutional Harmony around a Government Form 
and a Desirable Way for Korean Constitutional 

Amendment: 
The Cases of the U.S. Pure-Presidentialism and the French 

Semi-Presidentialism

 Sun-Woo Lee |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article explores a desirable way for the Korean constitutional amendment to 

occur by focusing on a government form defined by a constitution and institutional 

harmony around the form, and even by considering the cost of institutional change 

for obtaining the harmony. For this goal, first of all, this paper suggests which 

institutional factors have made the American pure-presidentialism and the French 

semi-presidentialism work well, respectively, in terms of institutional harmony. This 

can make it possible not only to recognize which factors have caused institutional 

disharmony in the opera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form,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but also to predict the relative costs in changing the Korean government 

form to each alternative having institutional harmony. As a result of this study, 

choosing the transformation into pure-presidentialism is too costly and likely to make 

an effect only in a long-term perspective. In contrast, selecting the transformation 

into semi-presidentialism can be a better option because this would accompany few 

other institutions which should be reformed in terms of institutional harmony than in 

the above case, although this way can be a little burdensome in that it should entail a 

fundamental change in the constitution.

Keywords: government form, institutional harmony, pure-presidentialism, semi-

presidentialism, transformational c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