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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미국식 대통령제와 내각제적 권력-융합성의 결합을 특징으로 하

는 우리나라의 헌정 구조 하에서, 법률안 거부권은 제왕적 대통령

의 군림을 야기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대통령이 법률안 제출권

과 거부권을 통해 입법의 전 과정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함으로써

대통령-의회 관계의 균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는 것

이다. 본 연구는 거부권 정국이 불러일으키는 정치적 파장에 비해

학문적 관심이 부족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거부권을 기능

적으로 유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거부권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한

국 정치의 제도적 배열에 대한 거부권의 합치성을 평가하고자 하

였다.

법률안 거부권은 활용 의도에 따라 방어적, 균형자적, 평판-관리

적 그리고 도구적 거부권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방어적 거부권

과 균형자적 거부권은 각각 의회의 견제에 대한 행정부의 대항,

대중영합주의 법안에 대한 제약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헌법이

의도한 거부권의 기능에 잘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분석 결

과, 민주화 이후 발생한 총 27회의 거부권 정국 중 20회(74%)가

방어적 거부권 및 균형자적 거부권으로 분류되었는데, 이는 거부

권이 삼권분립이라는 헌정구조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왔음

을 방증한다. 거부권은 평판-관리를 위한 제스쳐나 여론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도구적 수단으로 고려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

우 행정부 견제 및 부적절한 법안에 대한 차단막으로 활용되었다.

본 연구의 정치학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거부권

을 대통령이 손쉽게 오·남용할 수 있는 장치로 해석하는 기존의

시각에서 탈피하여, 각종 지지율, 법안의 내용, 의회 구성과 선거주

기 등의 대통령이 지닌 정치적 자원 및 정치적 맥락을 고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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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차원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한국 정치학계에서

그동안 주목받지 못한 거부권 위협을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부각

시켰다. 몇몇 사례들은 거부권을 행사할 의사가 있다는 엄포만으

로 의회의 실질적인 정책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었는

데,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위협 시점과 발언 강도를 조정한다는

것은 거부권 위협이 정치-전략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셋째, 본 연구는 거부권 정국에 대한 과정 추적을 결합한 심층적

인 사례 분석을 통해 한국의 정치구조 속에서 법률안 거부권이 가

지는 제도적 의의에 대한 평가를 제공하였다. 요컨대 거부권은 의

회정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에 대응하는 기제로서

권력분립의 헌정가치를 가장 극적으로 드러내는 순간이었던 것이

다.

주요어 : 법률안 거부권, 대통령-의회 관계, 삼권분립

학 번 : 2016-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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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대통령제는 권력의 분산과 견제를 전제로 하지만, 입법과 관련하여 대통
령에게 주어진 제한적 권한이 있다. 바로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한 대
통령의 거부권(Presidential veto, 법률안 거부권)이다. 한편 한국의 정치
구조는 법률안 거부권에 더해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까지 허용하고 있는
데, 이 때문에 대통령이 강력한 행정권 뿐 아니라 입법의 전 과정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함으로써 의회 권력에 비해 상대적 우위를 점하는 것이 아
니냐는 우려가 형성되었다. 이 때문에 최근 개헌 논의에서도 제왕적 대통
령제의 탈피와 관련하여 법률안 거부권이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논
란의 핵심에는 우리 헌법이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는 권력분립 원칙에 입
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법률안 제출권과 법률안 거부권을 모
두 갖고 있다는 데 대한 비판 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2016년 출범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나타난 행정부-입법부의 의견대
립은 거부권을 둘러싼 양부의 역학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정부 측에서 
법률안 제출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특위위원은 “정부는 
거부권도 가지고 있다.”고 반박하였고1), 곧이어 정부는 공식적인 의견서를 
통해 거부권이 반드시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다. 즉 의회는 법률
안 제출권과 거부권이 동시에 인정되는 것이 과도한 권한 부여라 보는 반
면 행정부는 국가 운영의 효율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는 입장을 견지하
고 있는 것이다(연합뉴스 2017년 3월 20일).  
 표출된 갈등의 형태로 볼 때, 거부권에 대한 논쟁은 입법부에 대한 행정
부의 일방적 통제라는 양부 간 권력 분배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거부권 정국 하에서 대통령에게 쏟아지는 비판도 같은 맥
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국회의 존재를 부정하는 독재이자 제왕적 발상
’2), ‘입법부 위에 군림하려는 행태’3) 등의 비판 속에는 대통령의 거부권 

1) 출처: http://www.n-opinion.kr/ (검색일 2018년 6월 18일).
2) 2016년 5월 25일 천정배 당시 국민의당 공동대표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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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만들어진 법안을 손쉽게 차단한다는 점에서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정치적 독선이라는 시각이 담겨있다. 거부
권이라는 카드를 꺼내드는 순간, 어떤 대통령도 이와 같은 비판에서 자유
롭지 못하였다. 
 그러나 어떤 제도의 의의를 분명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피상적인 수준
의 해석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 실제로 거부권이 행사된 구체적 사례에 대
한 실제적 이해 없이 거부권이 헌법이 부여한 목적을 넘어 남용·오용 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
문이다. 따라서 헌법이 거부권을 명시한 근본적 취지가 무엇이었는지, 그
리고 실제 거부권의 운용은 어떤 맥락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치학적 맥락에서 한국 대통령의 
거부권을 다루는 연구는 충분치 않은 실정이다. 현실 정치에서 거부권이 
가져오는 파장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의 본질을 바라보려는 노력
이 충분치 않았던 것이다. 피상적 관점을 벗어나 한국적 맥락에서 거부권
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학문적 고찰이 필요한 때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연구의 관심은 거부권의 실제 행사는 물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위협’
을 포함하는 거부권 정치(Veto politics)로 요약된다. 거부권 위협(veto 
threat)은 지금까지 학계에서 크게 주목하지 않았지만, 의회의 정책조정을 
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례 분석을 위한 이론적 분석틀은 미국 정치를 배경으로 한 선행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되 한국적 맥락과의 적합성을 고려할 것이다.  
분석 범위는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가 ‘정상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민
주화 이후를 대상으로 하며, 정치적 자원과 정치적 환경이 거부권 정치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에 주목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적 맥락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은 방어적/평판-관리적/균형
자적/도구적 성격 중 하나로 분류될 수 있으며 각 유형의 거부권은 각기 

3) 2016년 6월 27일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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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변수에 의해 추동될 뿐 아니라 거부권이 불러온 역학 변화에 따라 
각기 다른 정치적 결과로 귀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요컨대 거부
권 정치는 대통령과 의회, 양부의 권력 다툼이라는 수준을 넘어 행정부 수
반으로서 추구해야 할 가치, 전국이라는 포괄적 지역구를 대변하는 정치적 
포지션 등 다양한 정치성을 담고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주장이다.     

Ⅱ. 선행연구 검토

1. 미시·거시적 접근법과 법률안 거부권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founding fathers)’은 권력의 분립을 미국 정치 
체제의 근간으로 삼았다.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는 헌정 구조는 비록 입법
부와 행정부의 권력을 나누었지만, 대통령이 입법부와의 협상 테이블에 마
주 앉을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바로 법률안 거부권을 통해서이다. 미
국 연방헌법 제1조 제7항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4) 실제로 그동안 미국의 대통령들은 다양한 이유로 거부권

4) 미국 연방헌법 제1조제7항2문: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모든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되기에 앞서 대통령에게 이송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 
는 이에 서명하며,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서를 첨부하여 이 법률안
을 발의한 의원으로 환부해야 한다. 법률안을 환부 받은 의원은 이의의 대략을 
의사록에 기록한 후 이 법률안을 다시 심의해야 한다. 다시 심의한 결과, 그 
의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할 경우에는 이 의원은 이 법률안을 대통
령의 이의서와 함께 다른 의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다른 의원에서 이 법률안을 
재심하여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할 경우에는 이 법률안은 법률
로 확정된다. 이 모든 경우에서 양원은 호명, 구두 표결로 결정하며, 그 법률
안에 대한 찬성자와 반대자의 성명을 각 원의 의사록에 기재해야 한다. 법률안
이 대통령에게 이송된 후 10일 이내(일요일은 제외)에 의회로 환부되지 아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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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행사해왔으며5), 1789년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을 시작으로 
2017년 현재까지 총 2,574회의 거부권 행사가 이루어졌다. 대통령 별로 
행사 횟수의 차이가 두드러지는데, 이는 대통령마다 거부권 행사의 원인과 
전략이 달랐다는 것을 암시한다. 
 법률안 거부권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하
나는 집계 데이터를 이용하여 제도적 특징과 같은 보다 큰 그림으로 거부
권을 이해하고자 하는 거시적 접근법이며, 다른 하나는 행위자 수준의 전
략적 논리에 주목하는 미시적 접근법이다(Cameron 2009). 거부권에 관한 
초기 연구들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어떠한 정치적 환경이 거부권 행사와 
관련되는지, 경험적인 방식으로 그 인과관계를 밝혀내는데 집중하였다(Lee 
1975; Copeland 1983; Rohde & Simon 1985; Woolley 1991; Gilmour 
2002). 이 연구들은 어떤 내용의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
는가보다는 어떤 제도적 변수가 법률안 거부권 행사의 차이를 가장 잘 설
명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였다. 
 거시적 접근 연구의 시초라 할 수 있는 로드와 사이먼(Rohde & Simon 
1985)은 1945년부터 1980년 사이에 있었던 거부권 행사와 의회의 반응에 
대해 집계된 자료를 통한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였다. 저자들은 대통령과 
의회 간 갈등 양상을 결정짓는 것으로 대통령의 정치적 자원(political 
capital) 보유 정도에 주목했다, 다시 말해 의회 내 여당 의석수와 대통령 
지지도와 같은 변수가 거부권의 효과와 깊은 관계를 가진다고 주장하였으
며, 이에 선거 주기, 경제적 분위기 그리고 군사적 상황과 같은 정치적 환

때에는 그 법률안은 대통령 이에 서명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률로 확정된다. 
다만, 연방 의회가 휴회(adjournment)하여 이 법률안을 환부할 수 없는 경우
에는 법률로 확정되지 아니한다.

5) 많은 연구자들은 거부권을 중요하지 않은 법안에 대한 거부권(minor veto)와 
중요한 법안에 대한 거부권(major veto)로 나누고 있다. 즉, 중요하지 않은 법
안에 대한 거부권도 심심찮게 행사된다는 것이다. 심지어 카메론(Cameron 
2000, 2009)의 분석에 따르면 많은 거부권(vast majority of vetoes)이 그다
지 중요하지 않은 법안에 대해 행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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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political environment)을 더하면 거부권 정치를 상당 수준 설명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뒤이은 연구들은 실업률, 중간 선거, 공공정책의 입안 
빈도, 대통령의 특성 등과 같은 다양한 변수들을 도입함으로써 분석모델의 
정교화를 시도하였다(Shields & Huang 1995; Gilmour 1995). 
 그 중에서도 울리(Woolley 1991)의 연구는 주목할 만하다. 그는 로드와 
사이먼의 연구가 상호작용하는 변수들의 효과를 통제하지 못하였다는 문
제점을 제기하며, 대통령 자원의 수준에 따라 선거 주기의 효과, 거부권의 
대상이 되는 법안의 중요도가 달라진다고 역설한다. 그에 따르면 거부권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중요하지 않은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minor 
veto)는 양부 갈등과 선거 주기 효과가 결합한 결과이다. 이 유형에 해당
하는 거부권은 대통령 자원의 많고 적음과 유리되어 순수하게 양부의 이
해관계의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반면 중요한 법안에 대한 거부는 대
통령의 영향력과 강한 상관관계를 가진다. 대통령의 영향력이 강하다면 거
부권 없이도 중요한 법안의 입안이 순조로울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원치 
않는 법안의 입안을 막기 위해 거부권 행사를 고려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기존의 계량적 연구들이 등한한 법안의 내용을 중요성이라는 척도
로 도입하여 “밀과 겨를 가려내는(The “Wheat-from-the-Chaff”)” 작업
의 필요성을 일깨웠다는 의의를 가진다.
 제도적 변수들 이외에 상황적 요인들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어떤 상황 하에서’는 물론 ‘어떤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울리(Woolley 1991)는 협소하고 배타주의적 법안, 
대통령의 이념과 배치되는 법안, 기술적 결함이 있는 법안 등 대통령이 거
부권을 고려할 만큼 반대할 유인을 가지는 법안을 “반대할만한 법안
(Objectionable legislation)”이라 칭하였다. 반대할 만한 법안의 추진은 
거부권 정국의 필요조건이다. 반대할 만한 법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애초
에 거부권을 고려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
펴본 계량적 연구들은 데이터화, 조작적 정의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이 개
념을 분석모델에 도입하기를 주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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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할만한 법안의 입안이 다양한 설명변수와 거부권 행사의 매개변수로 
작용한다는 점을 상기할 때, 계량적 연구들의 한계는 분명해 보인다. 길모
어(Gilmour 1995, 2011)는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여당의 찬성표를 대통
령의 정책 선호에 대한 긍정적 프록시(proxy), 야당의 투표를 부정적 프록
시로 상정하는 모델을 디자인한다. 이러한 조작화는 여당 정부와 야당의 
갈등이 담긴 반대할만한 법안에는 유효할 수 있지만 양부갈등이라는 거부
권 정치의 큰 축을 포함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잠재적 결함을 내포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요컨대 거부권에 대해 거시적 분석을 시도한 연구들은 방
법론적 한계에도 이슈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작용과 관련한 유용한 학술적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거부권 정치의 메커니즘에 대해 보다 적실성 있는 
분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행위자 수준의 접근법을 통한 보완적 설명을 
필요로 한다. 
 거부권을 행위자 수준에서 분석하고자 시도한, 미시 정치적 관점에서의 
법률안 거부권에 관한 연구는 로머와 로젠탈(Romer & Rosenthal 1978)
의 ‘Take-it-or-leave-it(TILI)’ 협상 모델을 들 수 있다. 이 모델에 따르
면 거부권은 의회와 대통령이 플레이하는 TILI 협상에 속한다. 의회가 대
통령에게 어떠한 법안을 제시하면, 대통령은 받아들이고(take-it) 승인하거
나, 혹은 거부권을 통해 거절할(leave-it) 수 있다. 거절할 경우 수정된 법
안이 제시되거나 현상 유지로 귀결된다. 기존의 법안이 3분의 2이상의 의
원들에게 호소할 만큼 지지를 구하고 있지 못하다면 의회는 대통령이 만
족할만한 정책적 양보를 결심해야 한다. 이 모델에 의하면 어젠다를 제시
하는 권력은 의회가 독점하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은 의회로 하여금 상당한 
정도의 정책 양보를 강요한다(Romer & Rosenthal 1978; Cameron 
2009). “독점적 아젠다 제시자(monopoly agenda setter)”의 영향력에 초
점을 둔 이 모델은 삼권분립 하의 입안 과정에 대한 기술적 분석들과 결
합되어 대통령의 거부권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를 한 단계 발전시켜 왔다 
(Krehbiel 1998; Ferejohn and Shipan 1990). 
 그런데 입안 과정이 언제나 단판(one-shot), 즉 “싫으면 그만 두던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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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식으로만 설명되는 것은 아니다. TILI 협상의 가정을 완화한 순차적 
협상 모델(Sequential choice model)은 의회의 독점적 어젠다 제시권을 
인정하지만 입안 과정에 양부 간 협상의 가능성을 인정한다(Baron & 
Ferejohn 1989, Cameron 2000). 대통령이 반대할 만한 법안에 거부권
을 행사하게 되면, 의회는 해당 법안의 내용을 조정하여 다시 대통령의 승
인을 요구할 수 있다. 즉 이 모델은 무한정으로 반복가능하고 비협력적인 
게임을 통해 입안의 영역에서 대통령 거부권의 정치적 효과를 설명한다. 
이 모델의 변형을 통해 맥카티(McCarty 2000)는 재정적 로그롤링
(financial log-rolling)을 통해 재선을 목표하는 의원집합과 국가 전체를  
대변하는 대통령의 갈등을 다루었는데(Carter & Schap 1987; Inman 
1993), 그에 따르면 대통령의 거부권은 법안 제안자들에게 연합의 수준을 
더 확대해야한다는 압박을 줌6)으로써 비효율적인 프로그램의 입안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이 효과는 거부권의 기각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찬성표가 
증가할수록 강화된다. 따라서 대통령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거부
권을 통해 사회 전체의 비용부담으로 소수의 수혜자에게 혜택을 주는 정
책의 추진을 효율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과 의회의 이해관계 차이와 그에 따른 갈등이 지역구의 차이에 연
원을 둔다는 것은(Mayhew 1974; Carter & Schap 1987; Inman 1993; 
McCarty 2000) 정치적 협상의 과정에서 유권자라는 제 3자가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유권자의 반응이 거부권 협상의 영향요인 중 하나라면 
이를 둘러싼 협상가들의 전략적 신호(signal)는 필연적이다. 정치인들이 끊
임없이 유권자에게 정치적 입장(political position)을 표명하려 애쓴다는 
점을 상기할 때(Mayhew 1974) 이러한 신호를 고려하지 않은 채 거부권 
정치를 설명하려는 것은 현실 정치를 제대로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
러한 문제의식은 길모어의 저작(Gilmour 1985)이 제시하는 “전략적 반목
(Strategic disagreement)”라는 개념에서 출발하여 책임 전가 모델

6) 배분 정책과 최소승리연합(minimum-winning coalition)에 대해서는 Baron 
& Ferejohn(1989)의 “Bargaining in legislatures” 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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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me-game model)로까지 발전한다(Smith 1988; Groseclose 1995; 
Groseclose & McCarty 2001). 
 이 모델에 따르면 대통령은 입법과정에서 서로 상충할 수 있는 두 개의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키고자 한다고 가정한다. 첫째 법안은 자신의 개인적 
선호와 일관되어야 하며, 둘째 중도적인 정책을 선호하는 유권자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법안을 제시하는 의회는 이러한 대통령의 이해관계를 역으
로 이용하여 정치적 이득을 취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의회는 대통령이 
반대할만한 법안을 의도적으로 제안함으로써 유권자에게 대통령을 극단적
인 정치적 입장에 있다고 각인시키려한다. 이러한 전략은 선거를 앞둔 시
점에서, 여론이 관심을 가질만한 중요한 법안에 대해 유효하며 단일정부보
다는 분점정부 일 때 더욱 빈번하게 차용된다. 저자들은 추가적인 경험적 
분석을 통해 실제로 중요한 법안에 대해 행사된 거부권은 대통령 지지도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었다(Groseclose & McCarty 2001). 요
컨대 교착상태 하에서 의회는 종종 타협적이 아니라 다가올 선거 캠페인
을 위한 쟁점적 이슈화를 택하는 것이다. 
 카메론(Cameron 2000)은 대통령과 의회가 거부권을 통해 법안 내용에 
대해 일종의 협상을 벌인다는 순차적 거부권 협상(Sequential Veto 
Bargaining) 모델을 제안 한다. 역사적 사례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협상은 
시기, 정당체제 그리고 대통령의 개인적 특성에 구애받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카메론에 따르면 대부분의 중요하지 않은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minor veto)은 법안 자체의 소멸로 귀결되지만 중요한 법안에 있
어 거부권(major veto)은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조정하기 위한 도구의 역
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상대방의 선호에 대해 불완전한 정보만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입안 과정에서 거부권은 정책 조정을 추동하는 원동력이 되며, 
자연스레 의회로 하여금 대통령이 수용할 만한 정책 위치를 학습시키는 
과정이 되기 때문이다(Cameron and Elmes 1994; Cameron 2000). 
 대통령은 핑퐁게임의 과정에서 의회가 자신의 선호에 대해 충분히 학습
함으로써 자신의 정책 선호에 대한 평판이 차후에 입안될 법안의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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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이고 협상의 역학에도 영향을 미치기를 고대한다. 이를 위해 꼭 거부
권을 실제로 행사할 필요는 없다. 거부권을 행사할 의사가 있다고 위협하
는 거부권 위협(veto threat)도 협상 포지션 강화에 충분히 기여하기 때문
이다(McCarty 1997; Matthews 1989). 그러나 블러핑(bluffing, 엄포전
략), 즉 승인할 의사가 있는 법안에 대한 거부권 위협은 대단히 전략적인 
선택이지만 협상에 실패하거나 용인할만한 법안의 입안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위험을 수반하기도 한다. 요컨대 순차적 거부
권 협상 모델에서의 거부권은 분리된 양부 사이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불완전한 정보(incomplete information)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전략적
인 협상 도구로 이해된다. 

2. 한국의 거부권에 대한 연구
 
 법률안 거부권에 대한 연구가 다차원적으로 누적되어 온 미국과 달리 한
국 학계에서는 법학자들의 비교 연구 및 법학적 고찰이 주를 이루어 왔다
(이용재 2010; 강승식 2013; 박진우 2015; 전찬희 2016). 정치학적 관점
에서 거부권을 전면적으로 논의한 연구는 전형철, 함성득(2005)를 제외하
면 사실상 부재하다. 이들은 각 정부별로 대통령 특성, 분점정부와 대중 
지지도로 대표되는 내부 정치적 환경 그리고 선거주기와 대중의 관심, 대
북상황이라는 외부 정치적 환경을 주요 변수로 삼아 거부권을 설명하고자 
한다. 거부권이 행사된 모든 사례를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고, 역사적 맥
락을 충분히 서술하고 있다는 의의를 가지지만 정부 단위의 특성을 통해 
거부권이라는 특수한 정치적 시점을 설명하려는 데는 논리적 제약이 따른
다. 
 한편 단일 사례를 심도 있게 다룬 연구도 존재한다. 김인영(2013)은 택시
법의 발의 당시부터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을 분석적으로 기술하였다. 그러나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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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단일 사례 연구의 함의
를 일반화하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 또한 미국 정치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의 방법론이나 결과를 그대로 한국 정치에 적용하는 데도 한계가 존
재한다.
 개헌 이래 한국에서는 총 66회의 거부권 행사가 이루어졌는데, 이 중 무
려 45회가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의한 것이었다. 양부 관계가 제도적 안
정기에 들어선 민주화 이후에는 4명의 대통령7)이 총 16회의 거부권을 행
사한다. 2,574회에 달하는 거부권 사례로부터 데이터를 구축한 미국과 달
리, 한국의 경우 절대적인 사례 수의 부족으로 계량적 분석에 어려움이 따
른다. 
 또한 정치 제도적으로도 미국과 한국은 큰 차이가 존재한다. 첫째, 우리
나라는 행정부가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법안일수록 
대통령의 정책적 입장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대통령의 불확실한 선
호가 협상의 원동력이 된다고 주장하는 순차적 거부권 협상 이론 등 양부 
간 불완전한 정보(incomplete information)의 조건을 전제한 모델들의 
적실성이 떨어진다(Matthews 1989; McCarty 1997; Cameron 2000). 둘
째,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연임을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재선이라는 강
력한 정치적 동기를 가진 미국의 대통령과는 상이한 이해관계를 가진다. 
예컨대 재선을 위해 특정 지역에 재정적 자원을 투자하려는 동기
(McCarty 2000)가 미국 대통령에 비해 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중요하지 않은 법안에 대한 거부권과 중요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구분
해야할 정도로(Cameron 2000) 활발한 행사가 이루어지는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의 법률안 거부권은 활용 빈도가 낮다. 거부권 행사가 불러올 정
치적 파장을 상기할 때, 거부권은 중요한 혹은 적어도 대통령이 상당한 관
심을 가지고 있는 법안에 국한되어 행사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요컨대 제도적·환경적·관습적 차이로 인해 미국정치를 배경으로 이뤄져 
온 집계적 연구와 정교한 모델링을 한국 정치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존

7)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은 노무현 대통령 시기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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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국적 맥락에서 진행되어온 선행 연구의 이론
적 성과를 고려하되, 한국적 맥락을 고려한 거부권 정치의 분석틀을 상정
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대통
령의 거부권 활용에 대해 총체적이고 탐색적인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Ⅲ. 이론적 분석틀

1. 대통령제와 법률안 거부권

 권력 분립을 전제로 하는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입법 과정에 어느 정도
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흥미로운 학술적 논쟁의 대상이
었다. 대통령이 입법 영역에서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또 어떤 메커니즘을 거쳐 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열
띤 논의가 이어져왔다. 정치의 영역에서 대통령은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행위자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논의는 대통령이 입법 영역에 들어서는 순
간 그가 가지고 있던 정치적 통제권을 어느 정도 상실하며, 입법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영향력을 두고 의원, 이익단체 등 다른 행위자들과 경쟁하는 
처지가 된다는 것을 전제한다(Bond & Fleisher 1990). 입법과 관련해서
는 제한된 권력으로 참여하는 입안 경쟁의 과정에서 대통령은 의회로부터 
행정부를 견제하려는 시도나, 행정부에 재정 부담을 안기는 포퓰리즘식 법
안의 입안, 또는 대통령의 핵심 정책 어젠다를 훼손시키려는 도전에 직면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난관들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대통령만이 자신의 정치적 의지
를 입법 과정에서 관철할 수 있다. 운 좋게도 지지율, 여당 의석 등과 같
은 정치적 자원(political capital)을 충분히 갖춘 대통령의 경우 영향력
(power to influence)과 설득력(power to persuade)을 기반으로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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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법안을 성취하거나 원치 않는 법안의 입안을 막아낼 수 있다
(Neustadt 1960). 만약 그의 협상력이 충분치 못한 경우, 대통령은 헌법
이 부여한 권한인 법률안 거부권(혹은 법률안 재의요구권)을 고려하게 된
다. 삼권분립의 구조 하에서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의 입법 주도권을 보
장하지는 않지만 견제를 위한 최후의 수단이 되어줄 수는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이 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
한 통로이다(McCarty & Poole 1995). 미국 대통령은 1인당 평균 58.5회
의 거부권을 행사하였으며, 사소하다고 느낄 수 있는 법안부터 예산안, 국
정 어젠다 같은 주요 법안까지 거부권의 대상이 된 법안의 내용도 광범위
하다. 거부권을 명시하고 있는 미국 연방헌법 제1조 제7항에 따르면 거부
권의 종류는 의회가 송부한 법률안을 10일 이내에 환부하는 환부거부
(return veto, regular veto)와 연방의회의 휴회로 10일 이내에 환부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대통령은 법안에 대한 서명을 거부함으로써 법안을 
폐기시키는 보류거부(pocket veto)로 나뉜다. 연방 헌법은 보류거부를 예
외적인 상황으로 상정하고 있지만, 총 2574회의 거부권 행사 중 환부거부
가 1508회, 보류거부는 1606회를 이루고 있어 행사 빈도에는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8) 
 한편 우리나라 헌법 제 53조 제 2항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
통령은 15일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헌
법 제 53조 제5항9)에 따라 미국과 달리 보류거부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거부권이 행사된 사례는 제헌 이래 총 66건에 지나지 않는데, 그 
중 절반이 넘는 45건이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에 의해 이루어졌다. 민주화 
이후에는 총 16차례의 거부권 행사가 있었으며, 같은 시기 미국에서 총 

8) 출처: https://www.senate.gov/ (검색일: 2018년 5월 28일) 
 (http://www.senate.gov/reference/Legislation/Vetoes/vetoCounts.htm)
9)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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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건의 재의요구가 이루어졌음을 상기할 때 우리나라 대통령제에서 거부
권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림1>10)은 제헌 이래 오늘날까지, 같은 기간 동안 미국과 한국의 거부
권 행사가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선명하게 보여준다. 눈에 띄는 것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양국 모두에서 특정한 대통령이 재임한 시기에 
유난히 많은 거부권이 행사되었다는 점과 오늘날로 올수록 행사의 빈도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의 선호가 거
부권 행사 빈도와 상관관계는 가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트루먼
(Harry S. Truman),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 닉슨(Richard 
Nixon) 등이 유의미하게 거부권 카드를 자주 꺼내들었으며 이들은 분점정
부 하에서 정국을 이끌어가야 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한편 오늘날에 들어 거부권 행사 횟수가 극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은 

10) 한국과 미국의 각 연도별 거부권 횟수를 포함한 데이터를 구축한 후, 
LOESS(locally weighted scatter-plot smoothing)을 활용하여 거부권 행사
의 추세가 잘 드러나도록 평활(smoothing)하였다.

<그림 1> 연도별 거부권 행사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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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치에서 정당극화가 야기한 정치적 환경의 변화와 관계된다. 1980
년대 이후 정당 극화(political polarization)의 추세가 장기화되면서 의회
의 입법 역량이 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고, 대통령이 의회를 우
회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경향도 함께 나타났다(Barber & McCarty 
2015). 심지어 극화로 인한 양당 간 교착상태 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의회가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을 구하는 상황도 빈번해졌다(NPR 
2013년 5월 9일). 즉 입법 영역에서 대통령의 역량이 강화되면서 거부권
의 도구적 유용성이 다소 감소한 것이다. 한국의 경우,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가 안정적이지 못했던 이승만 대통령 시기에 거부권 행사가 집중적으
로 이루어졌다. 이후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여소야대 국면을 마주했던 노태
우 대통령11)이 다른 대통령들에 비해 거부권을 많이 행사했다. 그러나 전
반적으로 볼 때 이 두 대통령의 경우는 오히려 예외적인 사례로 볼 수 있
다.
 미국과 한국은 대통령제라는 정부구조를 택하고 있고, 대통령이 의회의 
법률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으로 보
장받는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1948년에서 2016년, 
같은 시기 동안  거부권 행사에 있어 양국 간 10배 이상의 빈도 차이가 
나타난 것일까?12)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법률안 거부권이 기초한 권력구
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연방헌법에서 규정하는 미국 정치 체제의 지배원
리는 다름 아닌 삼권분립이며(Wood 1969; Cameron 2000), 대통령 거부
권은 이러한 권력분립 구조 하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통해 입법부로부터 
“스스로의 권위를 보호하고”, “파벌의 영향이나 숙고의 부족으로 인한 부
적절한 법안의 입안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Madison & Hamilton 1947; Dixon 1978). 법률안 거부권은 연방헌법 
하에서 미국 대통령이 입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적 장치이

11) 노태우 대통령은 총 7차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12) 1948년에서 2016년의 기간 동안 미국에서 699차례, 한국에서 66차례의 거부

권 행사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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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McCarty & Poole 1995) 행정부와 입법부가 각기 다른 정책 
선호와 이해관계를 보일 때,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구조적 인센티브를 
가지게 된다(Cameron 2000). 
 한편 한국의 경우, 헌정구조가 안정화되는 역사적 과정을 거치며 권력의 
분립을 기초로 한 미국 대통령제와 달리 내각제적 운영이 가능한 장치들
을 구비함으로써 일종의 권력-융합적인 구조가 성립되었다. 특히 이승만 
대통령의 재임기간 동안 대통령 권력이 국회를 지배하는 방향으로의 권위
주의화를 달성하였으며, 이 때 성립된 대통령에의 권력집중은 아직도 우리
나라 대통령제의 기본적인 운영방식으로 작용하고 있다(진영재 2004). 예
컨대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과 같이 헌정구조에 지금까지 내포되어 있는 
내각제적 요소는 한국 대통령으로 하여금 입법부의 정치과정에 적극적으
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다. 
 실제로 19대 국회를 기준으로 의원 발의안의 가결율은 34.8%에 불과한
데 반해 정부안의 그것은 73%에 이르며(안진모 2017) 의원안에 비해 정
부 제출안이 원안에 가깝게 통과될 확률은 단점정부에서 9배, 분점정부에
서 8배 정도 높다(문우진 2013). 발의안건 수13)의 차이를 차치하더라도14) 
대통령이 자신이 원하는 정책 어젠다를 공식적인 입법 과정을 통해 추진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한국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미국 대통령에 비
해 정치적 부담이 큰 선택지로 만들 수 있다.
 한국에서의 거부권 행사는 제헌 이래 총 66회이지만, 민주화 이후에는 
16회에 불과하기 때문에 거부권 정국은 아주 드물게 발생하는 정치적 사
건이자 예외적인 현상이라고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그만큼 대통령의 거부
권 행사는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정부 입법권, 대통령이 
여당을 장악하는 정당 정부적 성격(강원택 2001)과 높은 정당응집력, 정치

13) 제 19대 국회 기준, 정부발의안 1093건, 의원발의안 15,444건 (안진모 2017)
14) 문우진(2013)의 연구에 따르면 심지어 발의안건수가 늘어나더라도 정부안이 

가결될 확률은 줄어들지 않는다. 행정부가 입법부에 비해 높은 의제 실현 능력
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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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부담 등에도 불구하고 역대 대통령들은 거부권을 행사해 왔고, 거부권 
정국은 예외 없이 대단한 정치적 파장을 불러왔다. 거부권 정국은 정파적 
갈등을 넘어 행정부와 입법부, 양부의 갈등과 이해관계 차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정치적 상황이라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주목할 만한 사건이다. 그
렇다면 한국의 대통령은 어떤 법안에 대해, 어떤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
는가? 법률안 거부권을 “왜” 행사하는지에 답하기 위해서는 권력 형태로
부터 파생되는 구조적 인센티브와 대통령의 동기에 대해 체계적으로 숙고
할 필요가 있다. 

2-1. 한국 대통령은 왜 거부권을 행사하는가? 

 법안의 중요도에 구애받지 않고 거부권이 행사되어온 미국의 경우와 달
리 한국적 맥락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에 앞서 반대할만한 법
안의 상징적, 그리고 실질적인 의미에 대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
령이 거부권 행사를 숙고하게 되는 정치적 요인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 입법부로부터 행정부를 보호하기 위한 방
어막(veto as a shield to the executive)으로, 둘째 부적절한 법안의 입
안을 막아내기 위한 수단(veto as an additional security against the 
enaction of improper laws)으로서 거부권을 고려할 수 있다(Madison 
& Hamilton 1947). 
 입법 과정이 언제나 법안을 만들어내는 역할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의회
에서의 모든 활동은 유권자의 시선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의회는 자신들
의 정치적 입장을 유권자들에게 호소하기 위해 대통령이 선호하지 않을 
법안을 추구할 수 있다(Groseclose and McCarty 2001). 다시 말해, 때
때로 대통령과 협력하기 보다는 대립하는 모습이 의회의 우월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의회는 대통령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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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각을 의도하기 위해 특정 법안을 내세울 수 있다. 길모어(Gilmour 
1995)는 “의회는 대통령의 극렬한 반대를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통과시키려 할 수 있는데, 이는 거부권이 자신들의 정당의 인기를 
얻는데 도움이 되는 반면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믿기 때
문이다”라고 주장한다. 즉 대통령과의 타협보다는 전략적 반목(strategic 
disagreement)이 주는 정치적 이점이 클 때, 대통령의 입장에서 반대할만
한 법안15)이 추진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정치적 상황이 의회로 하여금 대통령과의 반목을 선호하
게끔 하는가? 이에 대해 로드와 사이먼(Rohde & Simon 1985)은 대통령
의 정치적 자원과 정치적 환경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정
치적 자원에는 여당 의석수로 대표되는 의회 내 대통령에 대한 지지 정도
와 대중 지지율이 포함되며, 정치적 환경으로는 총선, 대선과 같은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는지의 여부가 해당된다.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얼마만큼
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가는 반대할만한 법안의 입안에 가장 주요한 영
향을 미치는 속성으로, 여러 차례 경험적으로 검증된 바 있다(Edwards 
1980; Light 1991). 또한 대통령의 권력이 개인적인 흥정과 설득의 능력
과 직결된다는 뉴스타트(Neustadt 1960)의 통찰에 따르면 대통령의 설득
력은 곧 대중들로부터의 지지에 기반하기 때문에, 대중의 지지율은 대통령
의 정치적 자원으로 치환될 수 있다.
 대통령이 위와 같은 정치적 자원을 결여하고 있을수록, 즉 의회 내에서는 
물론 의회 밖에서도 큰 지지를 받지 못할수록, 의회는 대통령과의 대립각
을 세워 정치적 구별 짓기를 시도하게 된다. 전술하였듯 이러한 행위는 유
권자를 전제한 것이기 때문에 특히 선거주기와 맞물려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Rohde & Simon 1985; Woolley 1991). 책임전가 모델
(Blame-game model)이라고도 불리는 이런 전략은 유권자들에게 중도적

15) 울리(Wooley 1991)에 따르면 법안의 내용이 너무 협소하거나 배타적일 때, 
대통령의 이념과 상충될 때, 기술적 결함이 있을 때 등이 대통령 입장에서 법
안에 반대할 만한(objectionable) 상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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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입장을 호소하려는 대통령과 이런 대통령의 입장을 극단적으로 보이게 
만들어 대통령 지지도 하락을 노리는 의회의 대립 과정에서 거부권이 행
사될 수 있다고 요약된다. 
 이러한 전략적 반목은 거부권의 두 가지 원초적 목적 중 입법부로부터 
행정부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으로서의 활용과 관계된다. 의회의 전략적 
반목은 내용적으로 두 갈래로 나누어진다. 첫째, 행정부와 입법부, 양부 
간의 권력 싸움이다. 의회는 행정부에 대한 감사권 확대와 권한 약화, 대
통령 및 측근에 대한 특검 등을 통해 의도적이고 전략적으로 갈등을 유발
할 수 있다. 둘째, 대통령의 정치적 성과를 깎아내리는 것이다. 의회는 대
통령의 정치적 성과를 지지하지 않거나 심지어는 정책적 의미를 퇴색시키
는 방식으로 대립각을 세울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이 행정부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거부권을 꺼내드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대통령은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통제권 강화가 시도될 
때 행정부의 보호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방어적 거부권, 
defensive veto). 둘째, 의회가 대통령의 핵심적인 국정 어젠다 혹은 정치
적 치적을 훼손함으로써 정치적 이득을 구하려고 할 때, 대통령이 이를 부
적절한 입안이라 판단한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평판 관리적 거부
권, reputation-managing veto). 자신의 정치적 성과에 대한 평판을 관
리할 목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대통령이 거부권이라는 최후 수단을 고려할 
만큼 수용하기 어려운 법안에 대한 것이다. 대통령의 정치적 태도와 무관
하게, 종종 순수한 양부의 이해관계 차이로 인해 거부권 정국이 대두되기
도 한다. 메이휴(Mayhew 1974)의 영향력 있는 연구 이래, 전국을 대표해
야 하는 대통령과 지역구를 대변하는 의회 구성원들 간 이해관계 대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널리 인지되어 왔다. 재선이라는 궁극적 목표 앞
에서 의회 의원들은 자신의 선거구에 이득이 되는 법안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선거구 밖의 유권자들에게 부가되는 외부효과에는 둔감하게 반응하
는 경향이 있다. 반면 대통령은 전국을 대표해야 하기 때문에 특수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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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하는 법안들로 인해 누적될 수 있는 재정적 부담을 우려하게 된다
(Woolley 1991; McCarty 2000; Cameron 2009). 이러한 갈등은 특히  
예산 소비에 대한 이해관계 차이에서 두드러지는데, 대통령은 평형추의 역
할을 자처함으로써 비효율적인 지역구 챙기기(logrolling)과 그로 인한 재
정부담의 규모를 제한하고자 한다. 만약 대통령이 설득의 힘(Neustadt 
1960)을 통해 이러한 제도적 인센티브로부터 발생하는 갈등을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는 거부권이라는 흥정 수단을 고려할 수 
있다. 
 소위 말하는 “쪽지예산”으로 매년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예산편성과
정은 우리나라 의원들이 지역구에 돈을 “벌어오는 것”이 유효한 정치 전
략이라고 판단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실제로 김세화(2014)의 
연구는 19대 총선 분석을 통해 선거가 속한 해 지역구의 예산 증대가 의
원의 재선에 도움이 된다는 경험적 결과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미국에서는 
법률안 거부권이 연방의회의 예산 활용권에 개입하는 수단으로 이해되기
도 하는데(차동욱 2013), 한국의 경우에는 예산안 편성권을 행정부가 가지
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맥락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정치적 지지를 확대
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끌어오고자 하는 의원과 대통령 간의 갈등은 지
역구 예산을 넘어 시혜성 법안과 같은 일반적인 정책의 추진에도 마찬가
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정부에 재정적인 부담을 줄 수 있는 특수이익 법안
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론적 예측이 가능하다 하
겠다. 이는 부적절한 법안의 입안을 방지하는 수단으로서의 거부권이라 할 
수 있다(균형자적 거부권, counterbalancing veto). 

2-2. 거부권 행사와 거부권 위협

 2008년 1월 22일, 이명박 차기 대통령의 취임을 한 달 앞두고 퇴임을 앞
둔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추진하는 정부 조직법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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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돌연 거부권을 시사했다. 차기 정부는 ‘작은 정부’를 목표로 18부 
4처의 중앙행정조직을 13부 2처로 줄이는 대규모 개편안을 추진 중에 있
었다. 노 대통령은 비록 퇴임을 앞두고 있었지만 현 정부의 국정 철학과 
가치를 깎아내리는 법안에 서명할 수는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그리
고 아직 국회 심의중인 법안에 거부권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기
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한다. “거부권 행사를 미리 언급해 국회심의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정치 아니겠
는가.”16) 
 노 대통령의 말은 거부권이 꼭 행사되지 않더라도 거부권 행사 위협으로
도 정치적 효과를 끌어낼 수 있음을 암시한다.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은 거
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만으로 어느 정도의 정책적 양
보를 끌어냈다. 한 달 이상의 협상 끝에 여야는 해양수산부는 폐지하되 여
성부와 통일부를 살려 15부 2처의 정부를 꾸리기로 결정했다. 합의가 이
루어지자 노무현 대통령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의결할 것임을 알렸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어느 정도로 거부권을 행사할 의사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진정성과 관계없이 대통령의 
거부권 시사는 해당 법안을 둘러싼 정치적 역학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
는 사실이다. 거부권 위협의 진정성을 오판했다가는 중요한 법안의 추진동
력이 와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거부권 위협(Veto threat)은 대통령 혹은 정부 관계자가 거부권 행사 의
사에 대해 분명하게 밝히거나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을 
의미한다(Matthew 1989; Cameron 2000). 대부분의 경우, 거부권 행사에 
앞서 거부권 위협이 선행한다. 거부권을 둘러싼 가벼운 대화(cheap talk) 
속에는  의회가 제안한 법안에 대한 대통령 선호라는 정보가 내포되어 있
다. 의회가 해당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진성 선호를 모르고 있다면, 거부
권의 위협은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다(Matthew 1989; Farrell 1993; 

16) 출처: 노무현 대통령 정부조직개편안 기자회견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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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eron 2000). 
 노무현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미리 시사한 이유 대해 “아무 말
도 안하고 있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거부해버리면 다음 정부가 아주 어려
워지겠지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일상적으로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시사가 국회의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요?”라고 언급한다(뉴시스 
2008년 1월 28일). 여기서 미루어 볼 수 있듯 거부권 위협의 타이밍은 대
단히 중요한 요소이다. 기습 처리된 법안이 아닌 경우, 대통령이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야 거부권을 언급하는 것은 그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다. 거
부권 위협이 의회 심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의회의 심의를 남겨둔 
시기에 위협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대통령이 거부 권력
을 통해 법안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의 거
부권 위협은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거부권 위협이 법안의 내
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거부권의 위협이 시기적으로 정책 
양보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한편 대통령의 거부권 위협이 실질적인 정책 양보를 기대 하지 않은 채 
이루어질 수도 있다. 진정성이 낮은 거부권 위협, 다시 말해 승인할 의사
가 있는 법안에 대해 정치적 이유로 거부권을 위협하는 것을 블러핑이
(Bluffing, 혹은 엄포 전략)이라고 한다. 거부권 위협이 블러핑의 속성을 
띨 경우, 대통령은 실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생겨날 수 있는 의
회와의 갈등 상황을 받아들일 의지는 강하지 않다. 블러핑은 단지 ‘대통령
은 충분히 반대했다’는 홍보 효과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블러
핑은 다소 도구적인 성격을 가진다고도 할 수 있다(도구적 거부권, 
instrumental veto). 
 한국적 맥락에서 블러핑은 두 가지 경우에 유효할 수 있다. 첫째, 대통령
이 유권자들에게 특정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생각할 만큼 심각하게 숙고
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자 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법안이 기술적 결함
을 내포하고 있는 등 어떠한 이유로 인해 부정적 여론이 강하게 형성된 
경우, 중재자의 역할이 요구되는 대통령은 거부권을 위협할 유인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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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론의 압박과 거부권 위협을 동시에 마주한 의회는 해당 법안을 양보
할 수도 있고 혹은 원안을 고수할 수도 있다. 
 두 번째로 거부권의 유효성이 의심되는 경우, 대통령은 오직 상징적 제스
쳐로서 블러핑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
을 견지하지만 거부권의 행사가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거나, 혹은 여당 
의석수, 당청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재의결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 거부권 위
협은  제도의 효용이 낮기 때문에 실제로 행사할 의지도 낮지만, 단지 강
력한 반대의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거부권 카드를 꺼내드는 것이다. 물론 
위협으로 인해 해당 법안을 둘러싼 역학 변화가 생겨날 수 있고 이에 따
른 정책 양보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이 블러핑으로 인한 
정치적 효과에 대해 충분히 예측하기 어렵다. 

3. 분석틀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거부권 정국의 메커니즘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대통령은 반대할 만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시사한다. 대통령의 
거부권 위협은 시사의 이유에 따라 진성 선호를 담고 있을 수도 있지만 
엄포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해당하건 간에 거부권 
위협은 여론과 법안을 둘러싼 의회 내 역학관계에 변화를 야기한다. 이러
한 변화는 의회 심의에 영향을 미쳐 정책 조정으로 이어진다. 정책 조정은 
원안 추진 및 미미한 수준의 조정부터 법안의 완전한 파기까지 상이하며 
법안 추진 방식에 따라 생략될 수 있다.17) 정책 조정이 대통령이 원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진 경우 거부권은 행사되지 않는다. 물론 거부권 위협이 
블러핑이었다면 정책 조정의 정도와 무관하게 거부권은 행사되지 않는다. 

17) 문제가 되는 법안이 기습 처리되었거나 거부권 위협이 본회의 통과 이후 이
루어진 이유 등으로 인해 더 이상의 의회 심의 절차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 정
책 조정 과정은 생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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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이 원하는 수준의 정책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최종적으로 
법안의 특성, 거부권의 효용 등을 고려하여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된다. 
거부권 행사에 앞서 숙고해야 할 법안의 특성은 무엇보다 여론과 관련된
다. 여론은 대통령의 거부권 위협, 정책 조정, 최종적인 행사 등 거부권 
정국의 메커니즘 전 과정에서 역학 관계의 변화를 야기한다. 만약 법안의 
처리가 시급하다는 데에 사회적 동의가 이루어져 있거나 오히려 법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지 않다면 대통령의 거부권은 여론의 비난을 피
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거부권 외의 대안을 검토할 유인이 크다. 즉 거부권
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받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은 자신의 선택을 다시금 
고심하게 된다. 한편 행사한 거부권이 국회에서 재의결되어 대통령에게 부
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 의회 내 여당 의석수 혹은 여당 내 대통령 
지지도가 여의치 않아 재의결을 방어하지 못할 수준이라면 거부권 행사는 
현명한 선택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치적 메커니즘을 단순화하여 거부
권 정국을 바라보면 <그림 2>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반대할 
만한 법안
(Woolley 

1991)

①방어적 거부권
②평판관리적 거부권
③균형자적 거부권
④도구적 거부권

정책조정
가능

정책조정
불가능

거부권 
행사

  블러핑

정책 양보

정책 양보 X

거부권 
행사

 블러핑

거부권 
위협의 시점

거부권 정국

<그림 2> 이론적 분석틀

 

 
 본 연구는 한국적 맥락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대단히 제한적이며, 
따라서 거부권의 실제적 행사는 헌법에 적시된 근원적 정당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한다. 다시 말해 한국의 대통령은 첫째 입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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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으로부터 행정부를 보호하기 위해, 둘째 부적절한 법안의 입안에 대처
하기 위해 거부권 행사를 고려한다.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통제권 강화
에 대항하는 방어적 거부권과 국정 어젠다 혹은 치적의 훼손에 대한 대항
을 목적으로 하는 평판 관리적 거부권은 첫 번째, 재정 부담을 야기하는 
특수 이익 법안에 대한 균형자적 거부권은 두 번째 유형의 거부권 행사에 
수단적 유용성을 부여한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도구적 거부권
(instrumental veto), 다시 말해 법안의 기술적 결함이나 여론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한 거부권 행사 혹은 위협의 유인을 가진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진 법안이 추진되는 경우 대통령은 거부권 위협을 통해 거부권
을 행사할 의사가 있음을 알리고 의회 심의를 통한 정책 조정을 촉구할 
수 있다. 
 거부권 정국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의회의 정책 조정 그리고 블러핑이
라는 세 가지 상황 중 하나로 귀결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각기 다른 
정치적 결과를 추동하는 다양한 영향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거부권 메커니
즘의 심층적 이해에 한 걸음 다가서고자 하는 목표를 가진다. 연구 방법 
및 사례의 수집은 다음 장에서 논하기로 한다. 

Ⅳ. 사례 연구

1. 연구 방법 및 데이터

 선행연구의 부재를 고려할 때 한국적 맥락에서 법률안 거부권을 이해하
기에 가장 적절한 접근법은 총체적이고 탐색적인 성격을 가질 것이다. 거
부권 정치의 큰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단일 사례의 분석이 요구되고, 단일 
사례의 분석은 큰 흐름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비로소 학문적 의의를 
가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대통령은 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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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나가기 위해 앞서 상정한 이론적 분석틀을 
바탕으로 실제 사례를 분석해나가는 방법론을 취하기로 한다. 보다 구체적
으로, 거부권이 행사 및 위협되었던 모든 사례에 대해 기초적인 분석을 진
행하고, 이 중 같은 속성을 지닌 거부권 위협이 각기 다른 결과로 이어진 
사례들을 선별하여 그 정치적 메커니즘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이 때 메
커니즘이라 함은 어떠한 효과를 만들어 낸 상호작용하는 요소들의 조합으
로, 연구자가 묘사하는 현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추상적이고 역
동적인 논리로 정의된다(Hernes 1998). 요컨대 본 연구는 이론적 분석틀
을 바탕으로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방법론적 친연성(methodological 
affinity)을 확보하고(Gerring 2007), 메커니즘 내 주요 변수의 작용을 분
석하여 우리나라 거부권 정국의 작동원리를 이해하는 하나의 시각을 제공
할 것이다.  
 연구의 분석 대상은 민주화 이후 발생한 거부권 정국으로, 이론적 논의에
서 살펴본 거부권 위협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거부권을 실제로 행사한 사
례는 물론 실제로 행사하지 않은 사례도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실제 행
사 사례만으로 연구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 위협에 따른 정책 양보라는 거
부권의 중요한 기능을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본 연
구는 거부권 위협이 단순한 레토릭을 넘어 특정 법안을 둘러싼 정치적 역
학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따라서 정책의 조정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간주
한다. 여기서 거부권 위협은 ‘대통령 혹은 정부 관계자가 거부권 행사 의
사에 대해 분명하게 밝히거나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이 정의에 합치하는 사례만이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다. 여기에
는 단순히 정부가 특정 법안에 대한 반대의 의미를 밝힌 것 등은 포함되
지 않는다. 즉 대통령 혹은 정부 관계자가 직접 ‘거부권’이라는 단어를 통
해 행사할 의지가 있음을 시사하는 경우만을 거부권 위협에 해당하는 것
으로 보았다.
 연구의 범위는 입법부-행정부 관계가 제도적으로 안정되었다고 간주할 
수 있는 민주화 이후로 한정한다. 거부 권력의 부여 목적 자체가 양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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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적 분립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주화 이전의 
의회는 대통령의 권위적 지도하에 ‘통법부’ 혹은 ‘거수기’로서 제한적인 역
할만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의회 운영이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왔기에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낯선 법률적 용어로
만 인식되었으며(전형철, 함성득 2005) 실제로 행사된 사례를 통해서도 선
행 연구의 맥락 하에서 정치적 의의를 찾는데 무리가 따른다. 정치학적 함
의를 가진 법률안 거부권의 운용은 양부 관계가 안정되어 최소한의 ‘견제
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때에 비로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법
률안 거부권이 의회로부터 행정부를 보호하거나 부적절한 법안의 입안을 
막기 위한 대통령의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본 연구의 주장은 권력 
분립이 실제적인 정치 과정에 작용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연구의 
범위를 민주화 이후로 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하겠다. 
 민주화 이후의 거부권 정국에 대한 연구는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재의 
요구서, 공식 브리핑,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재의요구서
는 정부가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공식적인 이유를 담고 있기 
때문에 사례의 심층적 분석단계에 앞서 기초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재의요구서를 통해서만은 알 수 없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 및 정치적 
환경(대통령 지지도, 의회 구성 등), 여론, 법안에 얽힌 이해관계 등은 언
론 보도 및 기타 자료를 통해 보완할 것이다. 노태우 정부 당시에 행사된 
7건의 거부권에 대한 재의요구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하였으며, 
2000년 이전에 이루어진 거부권 행사 및 위협의 사례에 대한 언론 보도는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였다. 언론 보도는 ‘대통령 이름’과 ‘거
부권’을 키워드로 검색하였으며, 이 외 ‘법안명’ 등을 통해서도 정보를 구
하였다. 거부권에 대한 자료가 체계적으로 수집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연구자가 직접 데이터를 구축하였기 때문에 라이브러리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기사, 언론 기사에 누락된 정보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필요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 회의록을 통해 논란이 되는 법안을 둘러싼 역학 
관계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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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부권 행사 및 위협에 대한 개괄

 민주화 이후 실제로 거부권이 행사된 사례를 살펴보면 노태우 대통령 7
회, 노무현 대통령 6회, 이명박 대통령 1회, 박근혜 대통령 2회, 총 16회
로 집계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철회한 경우는 없으며,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재의결된 사례는 1차례 존재한다. 한편 거부권 위협의 사례는 김
영삼 대통령 2회, 김대중 대통령 1회, 노무현 대통령 3회, 이명박 대통령 
5회인 것으로 확인된다. 거부권 위협은 거의 모든 거부권 행사에 선행하
지만18) 모든 거부권 위협이 거부권 행사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거부권 위
협 이후 의회 심의에서 대통령이 만족할만한 정책 양보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해당 정책의 추진이 좌절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통령이 실
제로 거부권을 행사할 의지가 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하
겠다고 위협하는 블러핑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민주화 이후에는 총 
27회의 거부권 정국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16회만이 실제 거부권 행사로 
귀결되었다. 
 아래 <표1> ~ <표6>은 민주화 이후 우리나라 대통령이 거부권 정국을 
형성한 모든 사례에 대한 개괄을 요약한 것이다. 거부권의 행사는 민주화 
이후 집권한 6명의 대통령 중 4명에 의해 16차례 이루어졌지만, 거부권 
위협은 모든 대통령이 1차례 이상 총 11회 행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여소야대로 출범한 노태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집권 1
년 내, 즉 1990년 3당 합당 이전에 집중된 반면 대선 4개월여 만에 실시
된 제 18대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하고 여대야소의 의회 구성 아래 정

18) 대통령은 예고 없이 서프라이즈 거부권(surprise veto)을 행사하기도 한다
(Cameron 2000). 우리나라의 경우 노태우 대통령이 예고 없이 거부권을 행사
한 바 있으며, 전형철과 함성득(2005)의 분석에 따르면 이는 ‘소신 없고 우유
부단한’ 대통령 개인의 리더십 특성과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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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을 이끌어나간 이명박 대통령은 무려 다섯 차례나 거부권 행사를 위협
하였다는 사실이다. 즉 거부권은 단순히 행정부-입법부의 권력다툼 수단으
로 치환될 수 없으며 정치 전략의 관점에서 다층적으로 바라보아야만 그 
기능을 적실성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적 맥락에서의 거부권 행사 및 위협은 거부권의 원초적 
기능과 직결되며, 따라서 대통령은 방어적 거부권/평판 관리적 거부권/균
형자적 거부권 그리고 도구적 거부권의 행사 및 위협 유인을 가질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실제 사례의 행사 및 위협 배경을 통해 법안의 어떤 측면
이 거부권 정국을 촉발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는지 살펴보자. <표1>~<표
6>의 카테고리 중 ‘거부권 이유’는 대통령 혹은 청와대 관계자의 말 혹은 
재의요구서에 제시된 공식적인 거부 명분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위
헌소지 2. 삼권분립 위배 3. 재정부담 4. 법안훼손 5. 대통령 권한 침해 
6. 국정철학 훼손 7. 특검남용 8. 국민적 공감대 부족 9. 기타(국가공무원
법과 상충, 국가안위에 부담, 성급한 선거 시기)로 나누어진다. 이를 본 연
구의 분석틀에 적합하게 분류한다면 삼권분립 위배 대통령 권한 침해가 
방어적 거부권, 법안훼손 국정철학 훼손이 평판 관리적 거부권, 재정부담
은 균형자적 거부권, 위헌소지 국민적 공감대 부족은 도구적 거부권과 관
련지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9. 기타’는 모두 노태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유에 속하는데, 
당시의 언론 보도 자료를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재의요구
서 및 브리핑이 단지 법률안의 기술적인 문제만을 서술하고 있어 기초조
사 만으로 거부권의 실제 목적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노
태우 정권 초기에 5공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함으로 인해 전두환 전 대
통령의 위신과 안전을 보호해야할 내부적 요인을 가지고 있었으며(전형철, 
함성득 2005; 하태수 2011) 임기 중반 이후 이른바 ‘공안정국’이 전개되었
음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법, 노동쟁의법, 지방자치법 등은 정부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어 완강한 반대 입장을 취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이창언 2013). 즉 ‘9. 기타’에 속하는 거부권 행사 이유는 보수적인 통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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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권력 보존의 차원에서 다룰 수 있으며, 따라
서 방어적 거부권의 일종으로 분류될 수 있다. 
 위의 분류를 활용할 때, 총 27회의 거부권 정국 중 15회가 방어적 거부
권, 3건이 평판 관리적 거부권, 6건이 균형자적 거부권, 4건이 도구적 거
부권에 해당한다.19) 방어적 거부권은 노태우 대통령이 7회, 노무현 대통령
이 5회, 이명박 대통령이 1회, 박근혜 대통령이 2회 행사했는데, 의회에 
대한 대통령의 장악력이 매우 약했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거부권이 집중적
으로 행사된 노태우 정권의 임기초반은 5공의 영향력과 5공 청산에의 바
람이 쌍방으로 작용하고 있었고(하태수 2011; 이창언 2013), 노무현 대통
령 또한 여야 어디서도 지지를 받지 못하는 무당적 대통령으로 고군분투
했다.20) 이명박 대통령의 방어적 거부권 위협은 레임덕 상황이 극에 달한 
차기 대선 3개월 전에 이루어졌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비박계 김
무성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되는 등 당권이 급격히 약화되어가던 시기에 
두 건의 방어적 거부권을 행사한다. 의회가 정치적 이득을 위해 선택하는 
반목의 전략 중(Gilmour 1985) 중 행정부에 대한 통제 강화 시도는 대통
령이 가진 정치적 자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국정 철학 혹은 어젠다 추구와 관련되는 평판 관리적 거부권은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당시 각각 한 차례씩 목격되는데 
모든 경우 행사까지 나아가지 않고 위협으로 마무리된다. 위협의 시점 및 
정치적 결과는 모두 상이하다. 한편 균형자적 거부권의 행사 및 위협은 1
건을 제외하고 모두 총선 혹은 대선을 앞둔 시기에 이루어져, 길모어
(Gilmour 1995)가 주장한 특수이익법안과 선거주기 결합의 효과가 한국적 
맥락에서도 유효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법안의 기술적 결함이나 여

19) 노태우 대통령이 ‘1980년해직공직자의복직및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해 
행사한 거부권에는 삼권분립 위배 뿐 아니라 해직 공직자들에 대한 금전적 보
상조치로 인한 재정 부담이 극심하다는 이유도 함께 제시되었다. 따라서 이 법
안에 대한 거부권은 방어적 거부권과 균형자적 거부권의 성격을 모두 가진다. 

20)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9월 29일 민주당을 탈당하여 2004년 5월 20일 열
린우리당에 입당하기까지 당적을 두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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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명 거부일자 위협시점 법안내용 거부권 이유 처리방식 후속조치

행사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안 1988.07.15 본회의 이후
국정감사 및 조사 
절차 등을 정함

삼권분립 위배 야3당 합의 부결

행사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

법률개정법률안
1988.07.15 본회의 이후

국정감사, 청문회 
등에서 구인제 도입

삼권분립 위배 야3당 합의 부결

행사
1980년해직공직자의복직및보

상에관한특별조치법안
1988.12.30 본회의 이후

해직 공무원 면직 및 
재정적 보상조치

삼권분립 위배/
재정부담

야3당 합의 부결

행사 노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 1989.03.25 본회의 이후
6급 이하 일반공무원 
및 교사의 노조 허용

국가공무원법과 
상충

야3당 합의 재의무산

행사 노동쟁의조정법중개정법률안 1989.03.25 본회의 이후
방위산업체 근로자의 

쟁의 허용
국가안위에 

부담
여야합의 재의무산

행사 국민의료보험법안 1989.03.25 본회의 이후 의료보험제 통합 재정부담 여야합의 재의무산

행사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1989.03.25 본회의 이후 지방자치제 실현
성급한 선거 

시기
야3당 합의 부결

<표1> 노태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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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명 거부일자 위협시점 법안내용 거부권 이유 처리방식

위협 주세법중개정법률안 본회의 이후
일부 소주회사의 
시장점유율 보장

위헌 소지 여야합의

위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

한법률안
본회의 이후

국정감사, 청문회 
등에서 구인제 도입

법안 훼손 여야합의

<표2> 김영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위협

법안명 거부일자 위협시점 법안내용 거부권 이유 처리방식

위협 규제개혁법안21) 본회의 이전 각종 규제개혁 관련 법안 훼손 여야합의

<표3> 김대중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위협

21) 일괄제출법안 171건과 단일법안 157건 등 총 329건의 법안을 통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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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명 거부일자 위협시점 법안내용 거부권 이유 처리방식 후속조치

위협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뒷거래의
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

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
본회의 이전

대북송금사건 관련 
수사

특검 남용 야당단독처리 원안의결

행사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
의혹사건및관련비자금비리의혹
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

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

2003.07.23 본회의 이전
대북송금사건 관련 

수사

특검 남용/
대통령 권한 

침해
야당단독처리 부결

행사

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이
광재·양길승관련권력형비리사

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
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

2003.11.25 본회의 이후
대통령 측근비리 

관련 수사
특검 남용 야당단독처리 재가결

행사 사면법중개정법률안 2004.03.23 본회의 이전
일부 특별사면에 

대해 국회 동의 요구
대통령 권한 

침해
야당주도 재의무산

행사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에

관한특별조치법개정안
2004.03.23 본회의 이후

유족에게 재정적 
보상조치

재정부담 여야합의 재의무산

행사
일제강점하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안
2007.08.02 본회의 이후

유족 및 생존자에 
재정적 보상조치

재정부담
기습통과/
여야합의

부결

위협
삼성비자금의혹관련특별검사의

임명등에관한법률안
본회의 이전

삼성 비자금 관련 
수사

특검 남용 여야합의 원안의결

위협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이전
통일부, 여성부 등 

폐지
국정철학 훼손 추진과정 중 정책조정

행사
위헌결정에따른학교용지부담금

환급등에관한특별법안
2008.02.12 본회의 이전

학교용지부담금을 
중앙정부가 보상

재정부담 여야합의 재의무산

<표4>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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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명 거부일자 위협시점 법안내용 거부권 이유 처리방식

위협 정치자금법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이전
사실상 입법로비 

허용
국민적 공감대 

부족
여야합의

위협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이후 준법지원인 제도
국민적 공감대 

부족
기습통과/
여야합의

위협
부산저축은행등부실저축은행
피해자구제를위한특별조치법

안
본회의 이전

피해자에 대한 
재정적 보상조치

재정부담 여야합의

위협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이전
정부가 카드 

수수료율 결정
위헌 소지 여야합의

위협

이명박정부의내곡동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
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안

본회의 이후
내곡동 부지매입 

관련 수사
삼권분립 위배 여야합의

행사
대중교통육성및이용촉진법개

정안
2013.1.22 본회의 이후

택시를 교통수단으로 
인정

재정부담
기습통과/
여야합의

<표5> 이명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위협

법안명 거부일자 위협시점 법안내용 거부권 이유 처리방식

행사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06.01 본회의 이후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 통제
삼권분립 위배

기습통과/
여야합의

행사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5.27 본회의 이후 국회 청문회 활성화 삼권분립 위배
기습통과/
자유표결

<표6>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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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악화 등에서 기인하는 도구적 거부권은 실제로 행사된 바 없으며 본회
의 통과 이후 위협이 이루어지거나 거부권 행사 의사를 번복하는 등 진정
성의 강도(intensity)가 짙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음 장에서는 사례를 
선별하여 비교분석함으로써 거부권 메커니즘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3-1. 방어적 거부권의 실제적 활용

 방어적 거부권이란 대통령의 거부권 활용이, 특히 행정권을 침해하려는 
입법부의 시도로부터, 행정부를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를 일컫는
다. 앞의 논의에서 의회의 고의적 반목이 대통령의 정치적 자원의 부족과 
총선 및 대선과 같은 선거 주기가 결합될 때 유효한 전략이 될 것이라 예
상한 바 있다. 즉 대통령의 의회 내 지지 세력이 공고하지 못하고 국정 지
지율이 높지 않을 때 그리고 이러한 지지기반의 약화가 선거와 맞물릴 때, 
의회가 행정 권력을 감소시키거나 행정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의도적인 힘겨루기에 돌입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대통령은 
행정부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거부 권력을 활용할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방어적 거부권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혹은 위
협하는 가장 일반적인 목적인 것을 알 수 있다. 민주화 이후에 발생했던 
27건의 거부권 정국 중 총 15회가 방어적 거부권으로 분류되었으며, ‘삼
권분립 위배’, ‘대통령 권한 침해’, ‘특검남용’이라는 표현 등이 거부권의 
정당성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표현들은 이론적 예측과 맥을 같이 한다. 첫
째, 대통령의 정치적 자원의 차이이다. 물론 의회는 대통령의 정치적 자원 
보유 정도를 고려하여 의도적 반목을 추진하지만 모든 경우가 대통령의 
항거불능 상태를 전제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자원의 차이가 
반목의 정도22)와 거부권에 따른 의회의 대응과 관련될 것이다. 또한 대통
령의 영향력이 방어적 거부권의 효율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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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경우, 대통령의 정치적 선택은 달라지기 마련이다. 의회 내에서 
대통령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23) 그리고 대통령에 대
한 유권자들의 지지는 어떤 수준인지 등을 통해 정치적 자원을 가늠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법안 통과 당시의 정치적 환경으로, 여기에는 인접한 선
거의 존재, 법안 통과 방식 등이 해당 되며 법안의 속성과 행위자들의 선
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거부권에 따른 정치적 결
과이다. 방어적 거부권은 다양한 정치적 결과로 귀결되었다. 무엇이 이와 
같은 결과의 차이를 이끌었을까? 이 세 가지 요소에 집중하여 방어적 거
부권의 실제 사례를 분석하도록 한다. 
 위의 기준에 의해 선정된 분석 사례는 노무현 대통령 당시의 특검법 관
련 2개,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 특검법 1개,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1차 국회법 파동 등 총 네 건이다. <표7>은 4개의 방어적 거부권 사례에 
대한 간략한 개괄을 담고 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법안의 내용적 특성
의 차이다. 노무현 및 이명박 정부에 있었던 방어적 거부권의 사례는 대통
령 혹은 측근을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24)과 관련되는 반면 박근혜 대통령
의 거부권은 행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기보다는 통제권 강화를 시도
한 법안에 대해 행사되었다는 점에서 특성의 차이를 보인다. 

22) ‘반대를 유발하는 정도’로도 표현될 수 있다. 
23) 일반적으로 의회 내 여당 의석수가 이를 추정하는 프록시로 활용되어 왔지만 

여당의 모든 의원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내 결집도, 당시 
정쟁의 구체적인 모습, 대통령의 당내 입지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의회 내 대
통령의 지지에 대해 보다 선명한 그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4) 특별검사는 검찰수사의 공정성이 의심스러운 사건에 대해 개별 법률을 제정
하여 발동되는 것으로 대통령 측근 의혹, 집권층이 관여된 로비 의혹이 한 축
을 형성한다(한인섭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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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추진시기
의회 내 
영향력

국정
지지도

역학 변화 결과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
집권 초기·
17대 총선

매우 미약
33.8%

25)
민주당 

당내갈등
재의결

노무현
삼성 비자금 

특검
임기 말·

17대 대선
매우 미약

27.6%
26)

의회 반발 법안수용

이명박
내곡동 사저 

특검
임기 말·

18대 대선
매우 미약

27.3%
27)

의회 및 국민 
여론 악화 

법안수용

박근혜 국회법 개정안 임기 중반 미약한 편
40.3%

28)
새누리당
당내갈등

재의무산

<표7> 방어적 거부권

 

 우리나라의 정치현실에서 특별검사제는 정쟁의 도구로서 활용되어왔기 
에(조국 1999), 특검 추진은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미약한 시기에 집중
되며 따라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최후의 보호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검제가 권력분립의 원리에 배치된다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찬희 2016) 특검의 도입 자체가 정권의 도덕성과 관련하여 부정적 영
향을 준다는 점이 거부권 행사의 효용을 제공할 수 있다.29) 실제로 노무
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은 존재하는 모든 의혹을 총망라한 이른바 ‘무제
한·전면 특검’으로 제안되어 한나라당 내에서 조차 법률적 타당성 및 실효
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며(한겨레 신문 2003/10/27), 삼성 비자금 
특검은 지나치게 긴 수사기간과 광범위한 수사대상으로 인한 논란이 있었
으며, 내곡동 사저 특검은 특검 후보자의 추천권 등을 둘러싼 논란이 존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요컨대 대통령 및 측근
을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특검안의 정쟁적 특성은 방어적 거부권의 유용성
을 증대시킨다.

25) 2003년 11월 문화일보·TNS 조사 결과
26) 2007년 11월 CBS·리얼미터 조사 결과
27) 2012년 9월 리얼미터 조사 결과
28) 2015년 6월 리얼미터 조사 결과
29) 실제로 전·현직 대통령 및 측근을 대상으로 추진된 모든 특검에 대해 거부권

이 행사 혹은 시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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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국회법 개정안은 대통령령 등 정부가 만든 시행령이 상위법안의 
취지나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가 정부에 
시행령의 수정이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시 청
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의 고유한 시행령 제정
권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행정부 기능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질 우려가 
크다…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
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한다(연합뉴스 
2015/05/29). “삼권분립 침해이자 입법권 남용”, “헌법의 범위를 넘어선 
행정부 통제 시도”(세계일보 2015/05/29) 등 여타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표현 역시 국회법 개정안이 지나친 행정부 통제를 시도한, 이른바 월권이
라는 정부의 입장을 잘 드러낸다. 친박계 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행정권 침해를 문제 삼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정 합의
안이 원안대로 추진된 것은 사실상 여야 지도부가 청와대와의 충돌을 예
상하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즉, 국회법 개정안과 잇따른 방어적 거부권 행
사는 의도적 반목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방어적 거부권의 4개 사례는 같은 이유로 행사 혹은 시사되었지만 다양
한 정치적 결과로 마무리된다. 노무현 대통령 임기 초반에 있었던 측근 비
리 특검은 거부권 행사 이후 의회에서 재의결되었으며, 차기 대선을 목전
에 둔 상황이었던 삼성 비자금 특검 및 내곡동 사저 특검에 대한 거부권 
위협은 대통령의 법안 수용으로 마무리되었다. 한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해당 법안을 추진한 유승민 새누리당 원
내대표에게 ‘배신자’라는 낙인을 찍으면서 법안은 폐기되었으며 재의는 시
도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각기 다른 정치적 결과는 대통령의 자
원 및 법안이 추진된 환경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의도적 반목이
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대통령의 신변을 수사 타겟으로 삼는 특검법과 행
정권 통제 법안은 분명한 차이를 가진다. 전자는 대통령과의 완전한 정치
적 단절이 법안추진세력의 이익에 기여해야만 동력을 얻을 수 있는 반면 
후자는 대통령 개인이 아닌 양부 간 권한조정 과정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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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세 개의 특검법은 총선 및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인기 없는 대통령을 수
사의 직·간접적인 대상으로 삼는다는 유사성을 보인다. 측근비리 특검 추
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해 있었다. 한나라당은 정
권 출범 직후부터 끊임없이 여러 가지 특검법을 추진함으로써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했고 , 2003년 9월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한 이후 노무현 대통
령은 무당적 상태로 사실상 의회 내 영향력 있는 지지기반을 갖지 못했다. 
특검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의석만 해도 210석으로 
재의에 필요한 182석을 훨씬 초과하여 거부권의 기각 가능성 또한 대단히 
높았다.30) 대통령 측근 비리가 여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상기할 때(가
상준, 노규형 2010) 거부권 행사 자체에 대한 여론마저 호의적이지 않았
다(전형철, 함성득 2005). 그러나 이 모든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노무
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한다. 특기할만한 사항은 노무현 대통령이 특검 
시기의 조정을 요청했을 뿐 특검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가 한
나라당의 ‘전면투쟁’ 발언 이후 거부권 행사로 입장을 선회했다는 점이다.
 의회 및 유권자 어디서도 지지를 구할 수 없었던 당시의 상황으로 미루
어 볼 때, 측근비리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17대 총선을 앞둔 정치공
세에31)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그의 승부사적 기질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재의요구를 결정하면서 “(한나라당이) 
원만한 대화보다는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기를 계속해왔다… 걸핏하면 
탄핵을 들먹이고 마침내 장외투쟁까지 선언하고 나섰다. 이것은 협박이
다”, “야당의 장외투쟁으로 인한 국회 마비 등 국정혼란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재의결 절차를 밟는 것이 헌법을 따르는 길”이라 밝혔다. 심지
어 재의가 부결될 경우 정부가 관련한 특검법을 제출할 것이라 언급하였

30) 특검법은 재적의원 272명 중 193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84, 반대 2, 기
권 7표로 가결되었다.

31) 측근비리 특검은 수사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전면적 특검의 성격을 띠었으며 
특검수사 기간을 감안할 때 17대 총선 직전까지 특검정국이 이어질 수밖에 없
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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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노무현 대통령에게 측근비리 특검은 받아들일만한 것이었을 뿐 아
니라 기각 가능성과 여론 악화 등을 고려할 때 거부권 행사의 효용이 크
지 않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수적 우세를 바탕
으로 집권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특검을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내세우자 대
통령은 그에 대항하는 수단으로 거부권을 꺼내들었던 것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시사는 한나라당과의 공조를 통해 특검법을 통과시킨 
민주당 내부 분열을 가져왔다. 이낙연 의원은 “노 대통령이 시기 좀 조절
해 달라며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못해 줄 것 없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의원
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즉 거부권이 가져온 의회 내 역학 변화로 인해 재
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당시 민주당 지지도가 열린 우리
당에 비해 뒤쳐진 것도 비판론에 힘을 더해주었다. 반면 한나라당의 홍준
표 의원은 “찬성했다 반대한다면 ‘사쿠라’(사이비)로 몰릴 것”이라고 강하
게 비판하였다(세계일보 2003/11/19). 
 결국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는 등원 거부 
및 단식투쟁을 이어가며 투쟁을 벌였고 재의결을 지원하겠다는 민주당의 
약속을 얻은 후에야 재의 표결을 가졌다(코리아 헤럴드 2003/12/05). 재
의결은 재적의원 26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9표 찬성으로, 1차 통과 때 보
다 25표 늘어난 압도적 지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대통령의 거부권 위
협이 가져올 수 있는 역학 변화가 의회 내 지지 세력의 부재, 부정적 여론 
등과 맞물려 제한적으로만 작용하였던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말에 추진된 삼성 비자금 특검과 
내곡동 사저 특검은 차기 대선을 앞두고 여야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되었으
며, 법안 통과의 움직임이 보인 직후부터 반발의 움직임을 드러냈지만 결
국은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며 마무리된다. 삼성 비자금 특검 법안의 발의 
당시, 노 대통령은 일차적으로 해당 법안의 기술적 문제를 들어 반대 의사
를 밝혔는데32) 다음날 대통합민주신당의 김효석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거

32)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2007년 11월 1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수사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 삼성의 불법비자금 조성, 뇌물 공여, 불법 상속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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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권을 행사하면 무망한 일이 되므로, 청와대가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 합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는 등 양보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하지
만 다음 날 청와대가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항상 수사할 수 있는 공직부
패수사처 설치 법안과 삼성 특검을 연계하여, 두 법안이 함께 통과되지 않
는다면 거부권을 행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YTN, 
2007/11/16) 신당을 포함한 원내정당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킨다. 
결국 의회는 공수처법에 대한 논의는 거부한 채 압도적 지지로 삼성 특검
만을 통과시킨다.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해당 특검의 법
리적·정치적 문제에 대해 비판하는 동시에 “재의 요구를 하면 … 많은 비
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그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꼭 그 부당성을 주장하고 
다투어 나갈 만한 정치력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수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언급한다(뉴시스 2007/11/27). 측근비리 특검 당
시에는 높은 기각 가능성, 여론의 역풍 등에도 불구하고 의회와의 줄다리
기 차원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이 다가오자 더 이
상의 “정치력”이 남아있지 않다며 특검을 수용한 것이다. 
 임기 말 정치력 약화가 노무현 대통령에게만 문제가 되었던 것은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 또한 노무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30%를 밑도는 저조한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었으며 2010년 지방선거 이후 레임덕이 절정에 달
해33) 의회 내 지지기반이 매우 미약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내곡동 특검
안이 야당에게 특별검사를 추천권을 부여한 데 강력하게 반발하며 거부권
을 시사했지만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다는 점, 해당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

대한 진정·고소·고발을 수사대상으로 삼아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문
제삼는다. 하지만 법안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법안이 법사위 
올라갈 것인데 이런 문제가 충분히 검토 논의되길 기대하는 것이다. 재검토를 
요청한 것이다”고 답한다.

33) 여당에서조차 “(대통령 임기가) 6~7개월밖에 안 남았으니 그만두라고 할 수
도 없는 노릇이고, 내각제하에서는 솔직히 하야감 아니냐”는 평가를 들었다(천
지일보 201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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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거부권 행사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었
다(오마이뉴스 2012/09/03).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법리적으로 내곡동 
사저 특검법이 문제가 있지만, 여야 합의를 존중하고 국민적 의혹을 완전
히 해소하기 위해” 특검을 수용한다고 밝힌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는 달랐다. 2015년 당시 국회법 개정안은 
찬성 211명, 반대 11명, 기권 21명 등 여야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된 성
과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거부권을 통해 ‘배신자’를 처
벌하고 해당 법안을 폐기시키는데 성공한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력
이 임기 중반까지만 해도 건재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비록 당내 장악력
의 약화는 있었지만34), 박 대통령은 서청원, 최경환 의원을 좌장으로 한 
친박계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었으며, 또한 여론에서 40% 이상의 국정 
지지도를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과 비교할 정도로 
정치적 자원이 미약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여당에 대한 대중적 지지도 상당했다. 여당인 새누
리당은 2014년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에서 9대 8이라는 근소
한 차이로 패하며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승리하는 저력을 보여주었던 것이
다(김용호 2017). 그러나 여당 지도부에 비박계 의원들이 포진하면서 정책
적 불협화음이 야기되었고, 같은 해 4월에 추진된 세월호 시행령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지배적이었다는 점도 의회가 박 대통령의 예견된 반대를 
무릅쓰고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동력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34) 2014년 지방선거 전후로 실시된 국회의장, 당대표, 원내대표 선거 모두에서 
비박계 인사가 당선됨으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의 정당 장악력은 어느 정도 타
격을 입는다(김용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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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평판-관리적 거부권의 실제적 활용
    

 “드디어 우리는 금융 실명제를 실시합니다. 
이 시간 이후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實名)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김영삼 대통령-

 1993년 8월 12일 저녁 8시, 김영삼 대통령은 특별 담화를 통해 ‘금융실
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이하 금융실명제)’의 전격적
인 실시를 알렸다. 대선 공약이자 김 대통령이 가장 신경 쓰고 공을 들인 
개혁 중의 하나가 현실화되는 순간이었다. 김 대통령은 임기 초반의 높은 
국정 지지도와 광범위한 민주연합세력의 후원을 바탕으로 다소 독단적이
지만 신속하고 과감한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다(김병문 2012). 그러나 
1995년 6월 제 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여당인 민주자유당이 패배한 이
후 금융 실명제를 둘러싼 당정 간 의견 마찰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민자당
은 실명제 보완입법의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김 대통령은 개혁정책의 후
퇴는 있을 수 없다고 맞서게 된 것이다(경향신문 1995년 7월 21일). 김영
삼 대통령은 “금융 실명제는 문민정부의 큰 업적으로 법을 개정해서 특수
한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금융 실명제는 가장 중
요한 개혁과제인 만큼 원칙을 잘 지켜 나가야 한다.”등 실명제 보완 입법
에 대해 여러 차례 강력한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동아일보 1995년 9월 13
일).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997년 11월 IMF 구제금융 신청을 계기로 
금융 실명제를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재계와 정치계를 중심으로 강력한 
지지를 받게 되었다(진광명 1998). 
 1997년 12월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은 모두 금융 실명제의 철폐 내지 보
완을 주장했다.  특히 당시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후보인 이회창은 김 대통
령과의 차별화를 위해 신한국당이라는 당명을 폐기하고 금융 실명제의 대
폭적인 보완을 약속하였다(진광명 1998).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합세한 금
융 실명제 철폐에의 공조는 경제 불황의 원인을 금융 실명제에 돌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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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현 정부와 거리를 두고 경제회생의 의지를 가시화하고자 했던 정치적 
목적이 담겨있었다. 하지만 금융 실명제는 김영삼 대통령 스스로가 손꼽는 
정치적 치적이었기에 단호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였으며 실명제 보완 불가
방침에 대해 반발하는 정치권과 갈등을 빚었다.35) 12월 2일, 마침내 의회
는 금융실명제 유보법안과 금융개혁법안 절충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
로 합의하였는데, 이에 대해 청와대는 강력하게 반발하였지만 거부권의 행
사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것을 언급할 때가 아니다”며 한 발 물러선다(한
겨레 1997년 12월 2일). 
 15대 대선 결과, 야당 후보인 김대중의 당선으로 헌정 사상 최초로 평화
로운 정권교체가 이루어진다. 이와 동시에 김영삼 대통령의 임기 말 권력 
누수는 걷잡을 수 없이 가속화되었다. 12월 초부터 이루어진 실명제 대체
입법(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안)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한다. 이
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금융 실명제는 금융 개혁입법과는 별개의 
차원에서 접근해야하며 실명제의 기본 틀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 국회 
내 지지 세력이 없는 만큼 법안의 공포를 거부, 국회재의를 요구해도 실효
가 있을지 의문시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거부권의 행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거부권의 행사 가능성을 시사 하였다(동아일보 1997년 
12월 30일). 그러나 거부권 위협이 있었던 바로 다음 날, 김영삼 대통령은 
대체입법에 서명함으로써 실명제를 사실상 유보하고 만다. 청와대는 “한 
때 거부권 행사도 검토했으나 정치권과 대통령이 대립하는 인상을 주는 
것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동아일보 1998년 
1월 1일).
 금융 실명제는 자타가 공인하는 김영삼 정권의 중요한 정치적 성과 중 
하나였다. 기득권이나 로비세력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공론화를 생략

35) 한나라당은 실명제에 대한 즉각적인 보완작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입법조치를 강행할 것이라 주장하였으며 국민회의, 국민신당 등도 실명제 유보
를 즉각 단행하라는 성명을 내며 시종 일관 대립각을 세웠다(경향신문 1997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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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채 비밀리에 정책을 시행한 방식은 김영삼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과 
관련이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방선거 패배를 기점으로 집권여당에 대한 
장악력이 와해되기 시작하면서 의회에 대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김
영삼 대통령의 위상이 약화되었고,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는 금융 실명제가 
국가적 경제재앙의 주범으로 낙인찍힌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금융 실명제 
대체입법의 추진은 의회가 대통령의 핵심적인 국정 아젠다 혹은 정치적 
치적을 훼손함으로써 선거에서의 이득을 구하고자 하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위협은 자신의 정치적 성과가 무너지
는데 대해 충분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자 했던 상징적 성격의 평판 관리
적 거부권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과연 김영삼 대통령의 거부권 위협은 진정성(sincerity)이 있는 것이었을
까? 이와 관련해서는 거부권 위협의 시점을 주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
다. 물론 김영삼 대통령은 금융 실명제 유보에 대한 정책적 움직임이 시작
될 때부터 강력한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거부권’을 위
협한 것은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야 이루어졌다. 입안 과정에서 김 대통
령은 법안의 입안에 대해 비판하였지만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조심스러
운 입장을 취했다. 이는 앞서 청와대 관계자를 통해 언급된 임기 말 대통
령이 행사하는 거부권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관련지어 짐작할 수 있다. 
김영삼 대통령은 한보사태로 촉발된 레임덕이 IMF 외환위기로 인해 걷잡
을 수 없을 정도로 가속화되었으며 여당의 차기 대선 후보가 탈당을 요구
하는 등 어디서도 정치적 지지를 구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있었다. 심지어 
김대중 당선인이 해당 법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점을 고려할 때 거부
권 행사는 정치적 지지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차기 정부의 발목잡기 등
으로 비춰질 가능성도 높았다. 따라서 하루 동안 표명했던 거부권 행사의 
의지는 사실상 자신의 정치적 치적이 와해되는데 대한 충분한 거부 의사
의 표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한편 평판-관리적 거부권이 국정 어젠다 훼손의 예방적 차원에서 위협된 
사례도 존재한다. 1998년 2월 취임한 김대중 대통령은 파탄에 이른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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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을 위해 철저한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을 준수할 것임을 주장하며 과감
한 시장개방과 규제철폐 등을 국정운영의 기본지침으로 천명했으며(경향신
문 1997년 12월 20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36)를 신설하는 등 강
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하였다. “규제의 반 이상은 철폐하고 나머지는 
개혁하라”, “현존 규제 금년 내 50% 폐지” 등과 같은 대통령의 강력한 지
시와 지속적인 관심은 규제개혁의 추진력이 되었다(이성우 1999). 
 그러나 규제개혁을 비켜가려는 관료사회 및 이익단체의 저항과 눈치 보
기가 장애로 나타났다. 실제로 일부 이익단체들은 입안이 이루어지기도 전
에 적극적인 로비활동을 펼치는 등 규제수혜자들의 조직적 저항에 의해 
규제개혁위원회의 법안 추진이 미루어지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한겨레 
1998년 11월 3일). 따라서 최종적인 입법 과정에서 직·간접적 로비가 더
욱 집중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규제개혁이 표류하거나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는 대단히 합리적인 것이었다.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정비대상으로 확정한 법안들을 개별입법 및 
일괄입법 방식37)으로 의회에 제출하였는데, 변호사 협회, 공인회계사 협회
를 비롯한 각종 협회와 의약업계, 건설사업자단체 등의 전방위적 로비
전38)은 물론 규제개혁으로 인한 부처의 영향력 약화를 의식한 관료들의 
역-로비 또한 전개되었다. 이렇듯 의회심의과정에서의 개악이 우려되자 정
부는 여러 차례 거부권의 행사 가능성을 위협하였다. 예컨대 김종필 국무
총리는 규제개혁법안이 의회심의과정에서 이익단체나 해당 정부부처의 로

36) 1998년 4월 18일 출범,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였다.

37) 여러 법의 규제개혁 내용을 부처별로 하나의 법으로 묶어 심의하는 방식으로 
여당 의원들은 이익단체의 로비로 인한 법안 변질 가능성, 시간의 촉박함 등을 
들어 규제개혁법안의 일괄처리를 지지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졸속처리를 유도
하는 처사라 반발하였다(동아일보 1998년 12월 10일). 

38) 소관 상임위 소속의원 사무실에 편지나 팩스를 끊임없이 보내는 방식, 의원
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내면서 호소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동아일보 
1998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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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 인해 당초의 취지가 변질된 채 정부로 이송될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경향신문 1998년 12월 15일). 이후에
도 로비로 인한 법안의 훼손이 계속되자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등이 “이
익단체의 로비와 부처 간 시각차로 일부 법률안은 거부권 행사를 검토할 
정도로 변질되고 있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동아일보 1998년 
12월 22일). 
 1월 8일, 임시국회에서 상당수의 법안이 처리된 후 김대중 대통령은 직
접 거부권 행사 의지를 표명한다. 규제개혁법안 268건 중 47건이 입법 취
지와 다르게 변질되었다고 판단하였으며 법리적 문제를 검토한 후39) 일부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매일경제 1999년 1월 9일). 그
러나 나흘 후 김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방침을 철회하고 재개정을 추진하
겠다고 한 발 물러선다. 대통령이 입안 당시부터 거부권 위협을 암시하며 
압박하는 자세를 취해오다 대체입법으로 방향을 튼 이유는 무엇일까? 크
게 두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평판-관리적 거부권은 대통령의 정치적 평판과 직결되는 법안들과 
관계되는데, 김대중 대통령의 규제개혁법안은 법안 형성 과정에 놓여있었
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는 실질적으로 정책 추진의 타임라인이 지연되는 
것을 의미했다. 여대야소의 의회 구성 하에서 재의결의 가능성은 희박했
고, 다시 입안이 추진된다고 해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었기 때문이다. 둘째, 정부가 개혁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괄제출 등 압박 수단을 가동하였으므로 통과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자가당착으로 보일 수 있었다. 대통령이 강하게 추진하고 
여당이 맞장구를 치며 밀어붙인 결과물을 거부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야당은 심지어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날치기 통과의 문제점을 부각할 방
침을 가지고 있었다(매일경제 1999년 1월 12일). 따라서 여당에서조차 거

39) 변질된 48건의 법안 모두를 검토하였으나 거부권 행사는 법안의 일부 조항이 
아니라 전체 법안에 대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변질 정도가 미미한 법안에 대
한 거부권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였다(매일경제 1999년 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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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권 행사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형성되어 있었으며 이는 임기 초반의 
김대중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 
 IMF 관리체제 이후 유권자 대다수가 규제개혁을 시대적 과제로 인식함에 
따라(이성우 1999) 김대중 대통령의 규제개혁 드라이브는 많은 지지와 기
대 속에 추진되었다. 입안 당시 국민회의-자민련 다수연합이 다수세력을 
구성하고 있었고 당의 기율 또한 매우 엄격해 의회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
력이 절대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타파라는 정책의 특성상 이해
관계 당사자들의 조직적 저항은 필연적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규제개혁
의 이러한 어려움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총 329건에 달하는 방대한 
법안 수, 짧은 처리 기간 등으로 인해 거부권 위협이 심의 과정에 어떤 구
체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 추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입안 과정에서 있었
던 여러 차례의 거부권 위협의 목적은 분명해 보인다. 국정 어젠다의 잠재
적 변질에 대응하고 법안의 본 취지를 수호하기 위한 예방적 성격의 평판
-관리적 거부권이었던 것이다. 

법안 추진시기
의회 내 
영향력

국정
지지도

역학 변화 결과

김영삼
실명제 

유보법안
임기 말 매우 미약 6%40) 없음 법안수용

김대중 규제개혁법안 임기 초 강한 편 64%41) 알 수 없음
법안수용·
대체입법

<표8> 평판-관리적 거부권

3-3. 균형자적 거부권의 실제적 활용

 퇴임이 머지않은 2008년 2월 12일, 노무현 대통령은 학교용지부담금 환

40) 2008년 2월 CBS, 리얼미터 조사결과
41) 1998년 12월 한국갤럽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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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특별법(이하 환급특별법)에 대해 6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해당 법안이 
정부에 야기하는 재정적 부담이 크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학교용지부담금 
제42)를 둘러싼 논란은 2005년 3월 위헌 판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제도
는 의무교육의 무상성을 선언한 헌법에 반하며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이 갖
추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받았으며(최
희경 2012), 헌법재판소는 2001년 이후 징수된 부담금을 환급할 것을 명
하였다. 그러나 의회는 한국납세자연맹 등을 중심으로 한 환급요청에 따라
(최희경 2012) 위헌 결정 이전에 징수된 부담금에 대해서도 환급 해주는 
환급특별법을 추진하였다. 
 정부는 해당 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자 헌재 결정의 소급효를 인정
한다는 점에서 다른 사례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
며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이 행사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해
당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치며 더욱 논란은 가중된다.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환급 주체가 원안의 시·도지사, 즉 지자체에서 중앙정부로 
수정되었기 때문이다. 
 기획예산처는 애초에 학교용지부담금은 시·도지사가 징수하여 지방교육재
정으로 전입했다는 점에서 국가가 환급 소요재원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
다며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견을 묻지 않았다
는 점에서 국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비판하였다(연합뉴스 2007년 11
월 23일). 청와대 또한 환급특별법이 법사위를 통과하자마자 정례브리핑을 
통해 “위헌성이 있고 전례가 없는 일”고 강력하게 비판하였으며 “거부권
까지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이라며 거부권을 
위협하였다(연합뉴스 2007년 11월 23일). 그러나 환급특별법은 법사위 검
토 1주일 후 본회의에 상정되어 출석의원 223명 중 216명의 압도적인 찬
성으로 통과되었고 노무현 대통령은 높은 재의결 가능성을 무릅쓰고 ‘국가
재정운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42) 아파트 분양자가 분양가의 0.7%를 내면 지자체 등이 이를 학교용지 매입 등
에 사용토록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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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해당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시점부터 거부권을 위협할 만큼 강
력한 입장을 표명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심지어 환급주체를 중
앙정부로 수정하여 무려 4,529억이라는 재정 부담을 야기하는 입법을 관
철하고자 했다. 여기에는 28만 1천여 명이라는 광범위한 직접 수혜자의 
존재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환급특별법은 2008년 1월 28일 
본회의를 통과하였는데, 18대 총선을 두 달 남짓 남겨놓은 시기와 법안의 
특성 상 선거 표를 의식한 시혜성 입법으로 간주될 수 있었다. 실제로 대
통합민주신당, 한나라당은 총선을 앞두고 환급특별법과 같은 일명 ‘민생법
안’의 처리에 적극적인 공조 활동을 펼쳤다.43) 문학진 전 국회의원이 “한 
가구당 200만원씩 돌려받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우리가 재의결했다고 선전
했더니 쌍수를 들고 표를 주더라”라 언급한 것을 통해서도 환급특별법에 
대한 의회의 인식을 짐작할 수 있다(한겨레 2008년 4월 11일). 
 총선을 앞두고 추진된 해당 법안의 정치적 목적을 고려할 때, 퇴임을 앞
둔 대통령의 거부권 위협은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상
임위 통과 이후부터 거부권 위협이 있었지만 오히려 정부의 재정 부담을 
야기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조정되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거부권
의 재의결 가능성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청와대는 “법안 자체가 문제점
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2008년 2월 11일). 이 사례를 통해서도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
권의 실효성이 떨어지더라도 그 상징적 의미를 고려하여 활용한다는 것, 
즉 그의 개인적 기질이 거부권 행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정권교체를 목전에 두고 이루어진 거부권 행사는 흥미로운 양상으

43) 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80121005007 
(검색일 2018년 6월 13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
=001&aid=0001941072 (검색일 2018년 6월 13일). 

http://www.nocutnews.co.kr/news/401925 (검색일 2018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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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흘러갔다. 통합민주당은 거부권에 강력히 반발하며 즉각 재의결 찬성을 
당론으로 확정한 반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로 인해 ‘여당’으로 부상한 
한나라당은 재정 부담 등 노무현 대통령이 밝힌 재의 요구에 동감을 표하
며 당론 결정을 미루었다(프레시안 2008년 2월 19일). 결국 전국학교용지
부담금피해자모임·한국납세자연맹 등의 재의결 촉구에도 불구하고 한나라
당의 비협조로 인해 재의가 무산되었다. 
 물론 환급특별법이 한 달 여 지나 이명박 정부 취임 직후 통과되었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재의결로 볼 여지도 존재한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에 의
해 추진한 특수이익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의회 내 역학변
화, 그것도 현 여당이 아닌 곧 여당이 될 당시 야당의 입장 변화를 야기했
다는 점은 여전히 흥미롭다. 이는 의회의 특수이익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
사가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정치적 자원을 갖고 있는지와 무관하다고 주
장한 선행 연구에 의문을 제기한다. 즉 특수이익법안의 추진은 양부 간 이
해관계의 차이에서 기인하지만44) 이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그 파장은 대
통령의 정치적 영향력과 밀접한 연관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
점에서 볼 때, 환급특별법의 사례에서 거부권이 가져온 역학 변화는 노무
현 대통령이 아니라 취임이 임박한 이명박 대통령의 잠재적 영향력에 의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안 추진시기
의회 내 
영향력

국정
지지도

역학 변화 결과

노무현
학교용지부담
금 환급특별법

임기 말 매우 미약
25.2%

45)
민주당 반발/
한나라당 공감

재의무산

이명박
저축은행

피해자구제법
임기 말 매우 미약

25.5%
46)

의회 반발
→여론악화

법안폐기

<표9> 균형자적 거부권

44) 이와 관련하여 저축은행 특별법의 사례는 더욱 흥미롭다. 정무위원장을 포함
한 법안 발의자 전원이 여당의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절반이 친이명박계로 분
류될 만큼 대통령과의 사이가 각별한 이들을 중심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45) 1997년 12월 한국갤럽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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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후반이었던 2011년은 총선 및 대선, 굵직한 두 개
의 선거를 앞두고 있던 해였다. 총선이 일 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부산
저축은행 사태는 특히 부산을 기반으로 하는 의원들에게 있어 심각한 것
이었다. 부산 지역의 예금자 25만 명의 돈이 묶였고,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농성이 끝없이 이어졌다. 높은 이자율을 미끼로 예금을 유인한 부산저축은
행과 금융당국의 부실한 관리 감독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는 높아져만 갔
다. 부산 지역 의원들은 형평성, 금융질서 혼란 등의 우려를 감수하고서도 
경쟁적으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하였다. 심지어 한나라
당 내 친-이명박계 초재선 의원 모임에서도 “정부의 잘못도 이번 사태의 
한 요인인 만큼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피해자들을 적극 구제해야한다는 
의견, 또 특별검사법을 통해 사건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 등도 나왔
다”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헤럴드 경제 2011년 5
월 31일). 
 같은 해 여름, 의회는 여야 합의를 거쳐 피해액의 60%(피해액 3억5000
만원 이상)∼100%(6000만원 이하)까지 보전해주는데 합의하고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동의하였다. 의회가 마련한 피해자 구제책은 내년 총선을 의식
한 선심성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로서는 
그런 법안이 채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 있음을 피력하였고 금융소비자연맹, 경제개혁연대 등의 
시민단체 또한 불합리한 입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였다(경향비즈 2011
년 8월 9일). 비난이 거세지자 여야 지도부는 당의 최종적 의사는 아니라
며 선을 그었다. 
 지지부진하던 특별법 추진은 총선을 두 달 앞둔 2월 정기국회에서 속도
를 내기 시작했다. 정무위원회는 의원 법안을 통합하여 5000만 원 이상 
예금한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들을 구제해주기 위한 특별조치법을 통과시
켰다. 정무위 전문위원, 금융위원장 등이 “도덕적 해이 및 형평성 문제”, 
“재정 운용상 부담”등을 문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묵살된 것은 총선용 

46) 1998년 12월 한국갤럽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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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추진에 대한 의원들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문화일보 
2012년 2월 15일). 정무위 통과로 본회의 상정이 가시화되자 특별법에 대
한 비판이 쏟아졌다. 정부, 시민단체 뿐 아니라 학자들을 중심으로 “포퓰
리즘 행위에 대해 거부권을 압박해야”, “아무리 정권 말이라도 이번 사안
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등 거부권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한국경
제 2012년 2월 12일). 
 이명박 대통령은 특별법이 정무위를 통과한지 나흘 만에 공식적으로 거
부권 행사를 시사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별법과 관련해 대통령 거부권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은 이것이 법 원칙을 위배한 명백한 포퓰리즘 정책
이기 때문”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청와대가 해당 법안에 대한 거부
권 행사 방침을 분명히 하자 여야 지도부를 중심으로 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한 정부에 대한 비판도 다시금 불거졌지만 동시에 1,000억 원에 달하는 
보상재원이 예금보호공사의 기금에서 충당된다는 것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머니투데이 2012년 2월 14일). 심지어 당시 정무위원장이 피해
자 보상을 위한 재원을 국가재정으로 보완한다는 계획을 밝히며 여론은 
더욱 악화되었다. 결국 부산 지역 민심 악화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법
안이 무산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저축은행 특별법을 둘러싼 균형자적 거부권 위협의 실질
적 영향력은 무엇보다 여론에 의해 추동되었다는 것이다. 전 국민의 세금
을 특정 지역에 집중된 피해자들에게 배분한다는 사실은 전국 단위의 수
혜자를 상정하는 환급특별법과의 주요한 차이였다. 실제로 환급특별법에 
대한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관련자 및 의회의 태도는 분명했으며 차기 
정부가 환급함으로써 사실상 재의결로 귀결되었다. 그에 반해 의회는 저축
은행 사태의 발발 이후 반 년 이상 보상 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지만 그 
때마다 번번이 강렬한 여론의 질타를 받았으며 금전적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즉, 특수이익법안의 수혜자 집단이 지역적으로 집중되어있었다는 
사실은 부산이라는 대도시의 지역 민심에 부응하고자 하는 의원들에게는 
법안을 추진할 동기가 되었지만 동시에 법안을 둘러싼 높은 관심과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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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비난 여론 형성에도 기여했던 것이다.  
 이 두 사례는 흔히 말하는 포퓰리즘 법안에 대한 대통령과 의회의 갈등
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노무현, 이명박 두 대통령 모두가 임기 말을 향해 
가고 있었다는 점을 상기할 때, 특수이익법안을 둘러싼 양부 간 이해관계 
차이는 다소 독특해 보인다. 특수이익법안은 특히 정치력이 고갈된 임기 
말 대통령에게는 국익이라는 탈정치적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반면 재선을 
갈구하는 의원에게는 무엇보다도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해관계를 갖기 때
문이다. 따라서 균형자적 거부권은 법안 추진 시기, 대통령의 정치적 자원 
등과 무관하게 행사 혹은 위협될 수 있다. 한편 거부권의 영향력은 곧 대
통령의 영향력과 직결된다.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미미하다면 의회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대통령과의 갈등을 불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47) 그러
나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과 관계없이 거부권이 새로운 국면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 거부권을 통한 대통령의 균형자적 역할이 당내 균열이나 
여론의 역풍을 불러올 때다.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은 균형자적 거부권의 
본질을 암시한다(머니투데이 2012년 2월 13일).

“선거철이 되면 포퓰리즘에 의해 국가 미래에 
크고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그럴 때는 자리를 걸고 정책을 지켜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

3-4. 도구적 거부권의 실제적 활용

 본 연구는 실질적인 정책 양보를 기대하지 않은 채, 단지 ‘대통령은 충분

47) 이명박 대통령이 저축은행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시사하자 허태열 정무위
원장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압도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연합뉴스 
2012년 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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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반대했다’는 홍보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거부권 위협을 도구적 거부권
이라 칭한 바 있다. 도구적 거부권은 일종의 엄포, 즉 의회를 대상으로 한 
거짓 위협에 지나지 않는다. 앞서 한국적 맥락에서는 첫째 대통령이 유권
자들에게 특정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고려할 만큼 숙고하고 있다는 신호
를 보내고자 할 때, 둘째 거부권의 유효성이 의심되는 경우 도구적 수단으
로서 거부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예측한 바 있다. 따라서 도구적 거부권은 
위협에 따른 부수적인 역학 변화를 기대할 뿐 실제로 행사까지 나아가는 
경우는 드물 것으로 예상된다. 개괄적 분석에서는 위헌 소지, 국민적 공감
대 부족을 거부권 위협의 사유로 제공한 경우를 도구적 거부권으로 분류
하였는데, 특징적으로 진정성의 강도가 짙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본 장에
서는 도구적 거부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 두 개의 사례에 대해 간략히 살
펴보도록 한다.
 지역에서 생산된 소주 판매량을 보장하는 주세법을 둘러싼 논란은 오래
도록 지속되어왔지만 1995년 7월 12일, 해당 법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
하고 본회의를 눈앞에 두자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본격적으로 터져 나왔
다. 진로, 경월과 같은 거대 소주사들은 불공정 게임을 주장하였고, 언론
은 ‘나눠먹기 관행’을 앞 다투어 보도하였으며 정부 또한 “위헌 소지마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매일경제 1995년 7월 15일). 지방 소
주 업체와 결탁한 일부 의원들이 무리하게 법 개정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한겨레 1995년 7월 19일).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주세법에 대한 김
영삼 대통령의 거부권 위협이 제기된 것은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
고 며칠이 지난 후였다. 주세법 개정안은 7월 12일 상임위를, 15일에는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그런데 19일 재정경제원은 주세법의 법리적 문제를 
들어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20
일, 재경원은 “국회 합의로 통과된 점을 고려해”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선
회하였다. 
 주세법에 대한 거부권 위협이 이토록 급격하게 이루어진 까닭은 무엇일
까? 여기에는 무엇보다 거부권 자체의 도구적 성격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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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인다. 즉 김영삼 대통령은 애초에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할 의지가 크
지 않았던 것이다. 상임위 통과 직후 있었던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러
한 가설을 뒷받침해준다. “정부는 재경위의 수정안에 명백히 반대하는 입
장이지만 의원들이 법을 고치겠다는데 어쩔 도리가 없다.”(매일경제 1995
년 7월 15일) 본회의를 통과한 최종 법안은 상임위 법안과 어떠한 내용적 
차이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갑작스런 거부권 행사 방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법안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형성이라는 새로운 변수 
뿐 이었다. 즉 김영삼 대통령은 비판 여론에 부응하기 위해 거부권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던 것이다. 
 임기 중반을 지나고 있었던 김영삼 대통령에게 의회와의 마찰은 위험한 
선택지였을 것이다. 재경위에서 입안한 만큼 입법부와의 갈등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실제로 거부권 행사 방침이 알려지자 의회 다수를 점하고 있던 
민주자유당은 고위 당직자 회의를 개최하여 이를 규탄하였다(매일경제 
1995년 7월 19일). 뿐만 아니라 김영삼 대통령이 9선의 국회의원 경력을 
내세운 의회주의자임(조성환 2012)을 상기할 때 의회와의 정면충돌은 대
통령 개인과의 신념과도 대치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근본적인 양부 갈등과 
연관되지 않는 주세법에 대한 거부권 위협은 대통령의 진정성을 기대하기 
힘들다. 요컨대 법안의 내용, 거부권 위협의 시점 그리고 의회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주세법에 대한 김영삼 대통령의 거부권 위협은 도구적 성격의 
전형이라 평가할 수 있다. 
 도구적 거부권이 법안을 둘러싼 역학변화를 야기한 사례도 존재한다. 정
치자금법 개정안(이하 정자법)48)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거부권 위협이 
바로 그것이다. 주세법에 대한 위협과의 큰 차이는 위협의 시점이다. 정자
법에 대한 거부권 위협은 여야합의를 배경으로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
원회를 통과한 직후 청와대 관계자를 통해 제기되었다. “속전속결로 의결
되며 국민적 감정이 악화 … 내부적으로 대통령의 거부권을 논의 중에 있

48) 정자법은 국회의원이 후원회 외 개인, 법인, 단체로부터 지정기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입법로비를 허용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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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헤럴드 경제 2011년 3월 7일) 거부권 위협의 직접적인 원인은 물론 
법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인 것으로 보인다. 당시의 이상적인 정자법 개정
에 대한 논의는 학계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지만(임성학 
2010; 김종철 & 이지문 2014) 대통령 측근 및 현직 의원들의 불법 정치
자금 관련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만큼 입안의 동기가 ‘제 식구 감싸
기’ 혹은 수사 방해 등으로 비춰지며 법조계,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강력한 
반대 여론이 형성되었다. 이 대통령이 2010년 8월 광복절 경축사 이래 
‘공정사회’를 새로운 국정 기조로 강조해왔기 때문에 정자법은 더욱 달갑
지 않은 것이었다.  
 거부권 위협 이후 야당은 물론 여당 지도부도 한 발짝 물러서는 모양새
를 취한다.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
을 수 없을 정도로 국민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무리한 법 개정 시도
는 옳지 못하다”고 언급하였으며 김무성 원내대표 또한 “처리 시한을 정
한 바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했다(문화일보 2011년 3월 7일). 의회 
내 태도 변화는 거부권 위협은 물론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에도 영향을 받
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입법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관련 의원에 
대해 낙선운동을 펼칠 것”이라 경고하였으며(머니투데이 2011년 3월 8일) 
이에 따라 “정자법에 찬성한 의원 전원이 낙선 운동의 대상이 될 것”이라
는 위기의식이 팽배했던 것이다(문화일보 2011년 3월 7일). 결국 행안위를 
통과한지 사흘 만에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무산되며 사태가 마무리 되었
다.
 도구적 거부권의 관점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거부권을 둘러싼 청와
대의 이중적인 태도이다. 상임위 통과 직후의 거부권 위협은 반대 여론의 
강력한 지지자가 되어줌으로써 결국 의회의 정책 양보를 끌어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거부권 위협을 흘린 직후 대변인을 통해 거부권 행사를 
검토한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폴리뉴스 2011년 3월 7일). 이는 법안을 
둘러싼 상충하는 이해관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정자법 입안은 공정
사회라는 국정기조에 대한 대통령의 진정성을 가늠케 한다는 점에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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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부담이 큰 것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의원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법
안이 여야합의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의회와의 충돌이라는 또 다른 정치적 
부담이 상존했던 것이다. 이러한 맥락 하에서 거부권 위협의 번복은 입안
으로부터 올 수 있는 책임과 의회와의 정면충돌을 동시에 회피하는 전략
이 될 수 있었다. 즉 법안의 내용적 특성과 여론이 강제한 정치적 입장이 
거부권 위협을 통해 가시화되었으며 이는 의회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
되었지만 위협의 번복이 대통령으로 하여금 대치국면을 우회하게끔 허용
하였던 것이다.  

4. 소결
 
 거부권 정국의 가장 흔한 형태인 방어적 거부권의 발동은 대통령의 정치
적 영향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방어적 거부권의 필요조건인 행정부 공
격 혹은 권력 재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입안에는 여소야대 정부 구성이나 
여당 내 대통령의 장악력 약화가 선행하였으며 대통령의 영향력 정도는 
거부권의 효과와 직결되었다. 즉, 대통령이 의회 내 지지기반을 갖추고 있
거나 여론의 지지가 뒷받침되는 경우 거부권은 문제가 되는 법안을 효과
적으로 폐기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있거나 의회 
안팎 어디서도 지지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 거부권 위협이 정치적 역학 관
계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뿐 아니라 재의결 등 오히려 대통령에게 정치
적 타격을 입힐 수도 있었다. 즉, 방어적 거부권은 대통령과 의회의 갈등
이 극에 달하는 정치적 상황에서의 정치적 역학 관계를 보여준다.  
 평판-관리적 거부권은 대통령의 어젠다가 후퇴하는 것에 대한 저지로 볼 
수 있는데, 총 3개의 사례 중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없었다. 흥
미로운 것은 3개의 사례가 각기 다른 특성을 보유한다는 점이다. 김영삼 
대통령의 평판-관리적 거부권은 의결 직전 하루 동안 지속된 상징성이 특
징적인 반면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 법안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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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 위협을 행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마지막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퇴
임 직전, 차기 정부가 구상 중에 있는 법안에 대해 국정철학 훼손을 이유
로 수용불가 입장을 밝힘으로써 정책 양보를 받아냈는데, 정부 조직의 지
연을 피하고자 하는 차기 정부의 동기를 활용했다고 볼 수 있다. 한마디로 
전략적이라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인물 특성 상 거부권 위협의 
진정성 파악이 어려웠던 것도 정책 양보를 끌어낸 동인 중 하나로 보인다. 
즉, 평판-관리적 거부권은 정국이 처한 정치적 환경을 고려한 유연한 분
석을 필요로 한다.
 균형자적 거부권은 양부의 제도적 이해관계 차이로부터 기인하는데, 실제 
사례들은 선거를 목전에 둔 시기에 의회가 추진하는 시혜성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위협 및 행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선행 연구에 따
르면 특수이익법안의 추구는 전국적 과세를 통해 충당한 비용으로 특수한 
집단에 혜택을 제공한다는 특징으로 인해(Lancaster 1986) 전국적 이해관
계를 대변하는 대통령의 이해관계와 직접적으로 충돌하며 대통령의 정치
적 영향력과 무관하게 선거 시기와 맞물려 추진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Gilmour 1995). 그러나 사례분석은 거부권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보다 여론의 반향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하
였다. 물론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약하다면 의회는 재의결을 자신할 
수 있지만, 거부권이 불러온 여론의 반향이 상당하다면 특수이익법안의 정
치적 이득을 상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분석 대상이 되었던 
두 개의 사례가 상반된 정치적 결과로 귀결된 원인으로 수혜자 집단의 특
성 차이에 따른 반대 여론의 결집 정도, 즉 거부권에 대한 지지 여론의 강
도 차이를 꼽았다. 
 마지막으로 살펴본 도구적 거부권은 대통령이 법안에 대한 부정적 여론
에 부응하는 하나의 방식이라는 관점으로 거부권의 행사까지 나아갈 진정
성을 결여하고 있음이 특징적이다. 분석 대상이 되었던 두 개의 사례에서
는 위협 직후 곧 수용으로의 입장 변화, 위협의 번복을 통해 거부권의 도
구적 성격에 대해 짐작할 수 있었다. 즉 거부권 위협은 입안에 대한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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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반발의 의사를 유권자에게 내비치기 위한 것일 뿐 행사를 통해 의회와
의 대립을 감수할 의지가 낮았으며 따라서 위협에 따른 부수적인 역학 변
화를 기대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주세법의 사례에서는 정책 조정이 불가
능한 시점에 위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수적인 역학 변화마저 봉쇄되었
다. ‘논란이 되는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고심할 만큼 반대하였
다’는 입장표명의 수단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요컨대 도구적 거부권은 
여론에 의해 추동된, 진정성이 낮은 위협으로 대통령이 유권자들에게 제공
하는 피드백의 일종으로 이해된다. 

Ⅴ. 결론

 민주화 이후 30년 동안 거부권 정국은 10차례 이상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드문 정치적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이 수용할 수 
없는 법안의 추진이 거부권 정국에 선행해야한다는 점에서 의회와 대통령
의 긴장 관계라는 정치적 맥락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권력이 분리되
어 각기 다른 기능을 수행하게끔 기대된다면 각 기관은 각기 다른 동인에 
의해 움직이기 마련이며, 이는 잠재적 갈등의 가능성을 내포하기 때문이
다. 바로 이런 이유로 3당 합당 이후의 노태우 대통령이나 여대야소 의회
에 대해 강력한 정당 장악력을 행사했던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은 한 차례
의 거부권도 행사하지 않았던 반면 의회와 극한의 갈등관계를 형성했던 
노무현 대통령은 행정권 및 국정가치 수호부터 효율적 재정 관리까지, 다
양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전략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행사를 고심했
던 것이다. 즉 거부권 정국은 헌정구조에 태생적으로 내재한 양부 간 이해
관계의 대립이 가시화되는 정치적 순간으로써 현실 정치의 작용에 따라 
각기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거부권은 그 동안 엄밀한 학술 연구의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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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크게 주목 받지 못했다. 언론과 의회에 의해 종종 ‘대통령의 독선’(한겨
레 2015년 6월 25일), 트집 잡기 및 발목잡기(YTN 2008년 1월 23일) 등 
적나라한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을 뿐이다. 한국적 맥락의 거부권이 가지는 
의미와 의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어떠한 정치적 맥락 하에서,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거부권을 행사 혹은 위협하는지에 대한 연구
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민주화 이
후 발생했던 총 27회의 거부권 정국에 대한 개괄적 분석 및 유형별 탐구
를 수행했다. 한국 대통령이 가지는 거부권 행사 및 위협의 유인과 기능을 
기준으로 분류되는 4개의 거부권 유형을 통해 해당 제도의 다층적인 속성
을 관찰하였는데, 분석 결과 절반 이상의 사례가 방어적 거부권이라는 행
정부 보호의 차원에서 이루어졌음을 발견했다. 거부권을 대통령과 의회 사
이 권력다툼이라는 차원에서 바라볼 여지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방어적 속성 외에도 거부권은 핵심적인 국정 어젠다 후퇴에 대한 
비토, 정부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선택 그리고 여론을 고려한 정치적 
전략이라는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어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거
부권 정국을 대통령의 ‘어깃장 놓기’라는 식으로 단편적으로 설명하는 것
은 충분치 못하다. 거부권 정치는 법안의 내용 및 추진 시기, 의회와의 관
계, 여론 등이 상호작용한 정치적 역학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물론 행정부가 법률안 제출권을 가짐과 동시에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거부권까지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헌정 구조 자체가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구조가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사례 분석 결과 법
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의 어젠다를 관철시키기 위한 전략적 레버리지로 몇 
차례 위협되었을 뿐 대부분의 경우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의 원리에 부합하
는, 다시 말해 제도의 정치적 의도와 합치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왔음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거부권이 행사된 사례만을 살펴보면, 대통령은 행정
부 보호를 위한 방어막을 필요로 하였으며 부적절한 입안을 막아내기 위
한 수단(Madison & Hamilton 1947)을 필요로 하였다. 따라서 한국 대통
령제에서 거부권과 관련하여 제도의 남용을 주장하기는 어렵다. 요컨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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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정치적 맥락에서 대통령에게 가해질 수 있는 다수의 횡포(tyranny 
of the majority), 재선을 추구하는 의회에 필수불가결한 대중영합주의의 
속성 등은 거부권의 존재에 정당성을 제공하며, 실제 행사 사례의 분석 또
한 이러한 정당성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거부권 정치는 
내각제적 요소와 융합되어 발전해온 한국 대통령제에서 권력분립의 헌정
가치를 가장 극적으로 드러내는 순간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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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observers have concerned that the presidential veto

accelerates the so-called imperial presidency, thereby

undermining the separation of powers. It is often argued that

the executive veto slants the playing field toward executive

branch by granting excessive authority to the president,

because the president can control the beginning and end of the

legislative process by holding both legislative initiative and veto

power. Motivated by the scholarly neglect of the presidential

veto despite its huge political ramification, this study aims to

analyze and categorize the veto cases by their function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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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 the institutional compatibility of the veto power in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 of South Korea.

The presidential veto can be classified into four categories by

its function: defensive veto, counterbalancing veto,

reputation-managing veto, and instrumental veto. The defensive

and counterbalancing veto among them seems to be aligned

with the purpose of the presidential veto in that the former

functions as president's shield against the encroachments of the

legislature and the latter reduces particularistic spending by the

legislature. The analysis shows that 20 out of total 27 veto

cases (74%) after the democratization are classified into the

defensive or counterbalancing veto. Although the veto power

was used as a gesture for reputation-managing or an

instrument to meet public's expectations in some cases, in most

cases it was exercised for the president to block improper

legislations and keep the legislature in check. The large portion

of the defensive and counterbalancing veto demonstrates that

the presidential veto serves to preserve the delicate balance of

executive-legislative relation.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develops an integrated framework to understand the veto

politics. As to avoid judging the veto power as a powerful

device the president can exploit, this framework incorporates

variation in political resources of the presidents and political

contexts, which includes the approval rates, public opinion, the

contents of bills, the composi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electoral cycle. Second, the finding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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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to threat can be used as a valid strategy of the president to

secure political leverage by eliciting legislative concession. Thus

this study appreciates the political relevance of the veto threat,

which has been overlooked in the presidency studies of South

Korea for a long time, as a vital research subject. Lastly,

through the in-depth case study combined with the process

tracing, this study attempts to provide an evaluation of the

institutional significance of veto power in the Korean political

structure.

Rather than being disruptive or detrimental to the

executive-legislative rela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veto

power can serve to uphold the separation of powers. Indeed,

veto politics is the moment in which the constitutional value of

the separation of powers is revealed most dramatically.

keywords : Presidential veto, Executive-legislative relations,

Separation of po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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