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왜 정부형태 및 권력구즈 논쟁: 
쟁정의 본질과 효율적 대안* 

백 '1 렉 세종연구소 

한국에서 권력구조개편론(또는 개헌론)은 현행 대통령제를 내각책임제， 

2원집정부제 또는 미국식 대통령제로 고치자는 형태로 제기되어왔다 근래 

의 논의는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미국처럼 고치자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핵심적인 이슈는 대통령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분점 

정부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 

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임기 때문이 아니라 선거제도와 정치행태 등 미국 

특유의 조건 및 환경 때문이다‘ 미국식 대통령제를 비롯한 여타 점부형태가 

위 두 가지 문제의 해결을 담보하지 못한다. 더구나 대통령으로의 권력집중 

과 분점정부의 문제는 개헌보다 훨씬 작은 사회적 비용을 요하는 하위 법의 

개정으로 극복할 수 있다. 따라서 완벽하지 못한 헌법이라도 유연하게 해석 

하고 하위 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정부형태나 권력구조의 문제에 대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주제어: 권력구조， 분점정부， 제왕적 대통령， 깨헌， 4년 중임 

I. 서 론 

한국에서 권력구조에 대한 논란은 주기성을 가지고 발생하는데， 대체로 중앙 정 

부형태에 관한 논쟁의 형태를 띠고 전개된다. 대통령선거를 1~2년 정도 앞두고 

발생하여 정치일정상 개헌이 불가능한 시점까지 논의되다가 대통령선거전에 돌입 

* 본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3-041 
B2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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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스스로사라진다. 

대통탱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권력구조 개편(또는 개헌)에 관 

한 논란을 촉발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이 논란은 주로 다음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정당이나 정파에 의하여 제기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학자나 헌법학자틀이 이를 선도하고 나오거나 정치인에 의해 제기된 것을 언 

론과 더불어 증폭시키기도 한다. 

논의의 내용은 현행 권력구조 자체의 문제점이나 시행상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 

으로부터 시작하여， 이를 특정의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학 

자， 언론인 및 정치인 등에 의하여 제기되는 현행 제도에 대한 비판은 주로 확실한 

이론적 경험적 근거에 기반을 두지 못한 가운데 전개되고， 대안은 논리적 측면이 

나 사례에 대한 검토의 측면에서 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제시된다. 매안의 내용은 

각자의 입장， 견해 및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하다 

본고는 한국 권랙구조 논쟁에서 제기되는 쟁점틀을 적시하여 , 그 논거의 타당성 

윤 검토하고， 쟁점에 관련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권력구 

조 논쟁의 쟁점들읍 형태별로 분류하여 각기 논거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중에 

서도 가장 의미 있게 제기되는 핵섬문제들을 선택하여 문제의 발생요인과 제도 

책 · 정치적 의미를 분석한 다음，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H. 권력구조 논외쩍 쟁정 

한국에서 권력구조에 대한 논의가 쟁점으로 삼는 것들은 크재 셋으로 분류할 수 

있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1) 권력구조 일반의 문제， 2) 대통령제 일반의 문 

제 그리고 3) 한국 대통령제의 문제가 그것이다. 권력구조 일반의 문제는 가장 근 

본적인 이슈로서 국가권력의 조직 및 행사 방식과 정책결정 방식에 관한 것인데， 

전자는 사회집단의 정치적 대표방식과 정치권력을 분배하는 방식 (수평적 · 수직적 

푼권화)에 관한 문제이고， 후자는 정책결정에 관련된 사회적 비용에 관한 선택의 

문제이다， 대통령제 일반의 문제는 이원적 정통성의 문제， 정치 신띤이나 독재자 

의 등장， 체제의 유연성과 정부의 지속성의 문제， 책임정치의 문제 그리고 정치행 

태의 문제로 대별할 수 있다(Linz 1994) . 그리고 ‘딴국식 대통령제’ 를 시행하면서 



한국의 정부형태 및 권력구조 논쟁 113 

표권력구조논쟁의쟁점 

쟁점 주제 구체적 문제점 

권력구조일반원칙에 정치권력의 조직 및 행사 방식 삼권분립 , 연방제 , 지방분권 

관한문제 정책결정의 사회적 비용 - 다수결제 vs 합의주의제 

대통령제 일반의 문제 이원적 정통성 대통령과의회의 대립 

정치 신인 · 독재자의 등장 정치 신인의 무능력 · 독재 우려 

체제의 유연성과정부의 ‘임기 보장’의 경직성 

지속성 -지속성 있는승계체제 

책임정치 임기 보장으로 인한 ‘무책임 

정치’ 우려 

정치행태 권력독점 

‘제로 섬’적 정치행태 

정치소양을 축적한 인재 퇴출 

‘제왕적 대통령’ 대통령으로의 권력집중 

부"-처 I그처 。브 , 여소야대의 비효율과불안정 

한국대통령제의 문제 
내각제적 요소의 문제 - 제도적 불일치와 비효율성 

분점정부시 더욱섬화됨 

중간선거(평가)의 불규칙성 - ‘회고적 투표’ 의 문제 

-여소야대 초래 가능성 

발생하는 문제로는 대통령으로의 권력집중， 잦은 분점정부의 등장 1) 내각제적 요 

소가 제기하는 문제， 그리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차에서 바롯되는 선거기간 

1) 분점정부란 미국처럼 양당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정당이 의회 의석의 과반수를 점유하 

지 못하여 의회가 야당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경우를 칭하는 말이다 이는 여당이 과반 

수를 얻지 못해도 야당이 두 개 이상이어서 단독으로 의회를 지배하지 못하는 한국의 

경우와는 다르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에서는 ‘여소야대’라는 시사적 용어가 ‘분점정 

부’ 라는 학술용어보다 오히려 현상을 더 잘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소야대도 

제 1야당이 의회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연립으로 의회 다수를 점하지 못하는 경 

우에는 적절한 용어라고 볼 수 없다 아마도 ‘여당의 국회 과반수 확보 실패 상황’ 이라 

고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이나， 본 논문에서 간편성과 학술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로 

분점정부 또는 분접정부의 문제라고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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꾀 엇갈림이 제기따는 중간선거의 불규칙성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본장에새는 이 

쟁점들블 개별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권력구조일반원칙에관한문제 

권력의 분산은 수평적인 분립과 수직적인 분산으로 대별되는데， 민주주의의 이 

상에 따라 삼권분립이 기본요건으로 강조되어 왔다. 수평적인 ‘견제와 균형’ 이 실 

효적으로 작동하는가와는 별도로， 삼권분립은 민주정부의 기본으로 인식되고 있 

따 이런 의미에서 대통령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의존적으로 융합된 내각제보다 

수평적인 권력분산이 선명한 제도다. 

수직적 권력분신- 문제는 연방제냐 단방제냐의 평태가 아니라 집권화된 중앙권 

택을 어느 정도로 분권화할 것이냐의 수준에서 논의되어왔다. 그 이유는 한국이 

연방제를 실시해야 할 정도로 이질적인 집단이 지역적으로 몰려 거주하지 않기 때 

푼이다 5 . 16 쿠데타 직후 철폐된 지방자치제도가 민주화 이후 부활되어 현재 상 

당한 수준에 도달하였지만， 아직까지도 재정이나 인사권 행사의 차원에서 볼 때 

분권화외 수준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다. 현 노무현 정부가 집권하면서부터 정 

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간 균형발전과 수도권 분산정책을 추진하고 심 

자어 수도 이전까지 추진하여왔다. 지역간 불균형발전 등이 단시일 내에 획기적으 

로 해소될 것은 아니겠으나， 정치권이나 정부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여 나 

름대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 시민단체 및 학계가 아직까지 이 문 

제를 섬각하게 제기하지 않고 있어 본고에서는 일단 논외로 한다 2) 

그 외에 정치적 제도화의 대상에는 일반적으로 국가의 형태， 전반적인 권력구 

쪼， 그리고 그 권력구조가 실제 작동하여 권력이 구체적으로 행사되는 과정 등이 

포함된다. 그중에서도 권력구조와 정치과정을 한데 묶어， 국가를 합의주의적 

(consεnsus-orientεd) 으로 제 도화할 것 이 냐 아니 면 다수결주의 적 (m며oritarian) 으로 

제도화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경험적으로나 이론적 으로 다양한 견해블이 대립하고 

2) 다만 발전된 지역에서 국가의 분리까지도 요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의 권력을 지방에 대폭 양도하는 이탈리아 방식( 'devolution’ )은 기존의 지역격차를 심 

화시킨다는 점에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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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식자들이 관념적 당위성 측면에서 합의주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나， 사회적 비용의 측면을 고려할 때 두 제도의 우열관계를 단순화하 

여 논의하는 데논 문제가 있다. 

2 대통령제 일반의 문제 

상당수의 일반 시민이나 정치가들은 물론 정치학자들까지도 한국이 당면한 정 

치적 문제들의 근본 원인을 대통령제 정부형태에서 찾는 경향이 있다 3) 그들은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형태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대안은 내 

각책임제나 이원집정부제 같은 비 대통령제로 정부를 바꾸거나 아니면 미국식 대 

통령제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4) 이 주장의 문제점은 다른 정부형태로 바꿈으로 

써 현재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다른 대안적 정부형태에는 문 

제점이 없는가， 있다면 무엇이고 현재의 문제보다 심각하지는 않은 것인가， 심각 

하지 않더라도 새 정부형태의 장점이 커서 전환비용을 고려하더라도 개헌 등의 절 

차를치를만한가등이다 

대표적인 대통령제 비판가인 린쓰(Linz 1994 , 3-87)는 정치체제의 안정에 초점 

3) 권력구조 중 정부형태의 문제를 논의하는 데는 대통령제냐 내각제냐 외에도 여러 가지 

가 았다. 예를들면， 한정당이 단독으로집권하고 있는가， 단독집권의 경우그정당은 

의회에서 과반수를 확보하고 있는가， 아니면 과반수 미만으로 타 정당들과의 연립이나 

타 정당들의 잠정적 지지에 의지하여 집권하고 있는 소수정부인가가 중요 이슈이다. 일 

당의 단독집권이 아니고 타정당과 연합하여 정부를 구성할 경우， 연립정부는 최소승리 

연합정부(minimal winning coalition cabinet) 인가 아니면 거대연립정부인가 등이 일반적으 

로 기능적인 권력구조의 내용을 형성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기능적인 내용은 제도화 

된 권력구조 운영의 산물이지 제도화 자체는 아니다 

4) 내각책임제에도 영국식이나 스웨멘식 및 기타 다양한 모델이 았고， 이원집정부제도 프 

랑스형 정부형태와 그 변형들이 있다- 이원집정부제는 ‘준대통령제’ , ‘수상-대통령제’ 

(premier-president-ialism) , ‘이 중행 정 부제 ’ (dual executive system) , ‘양극행 정 부제 ’ (bipolar 

executive system) , ‘분할행정부제’ (띠videdexecu디vεsysκm) ， ‘내각제적 대통령제 공화국’ 

(parliamentary presidenti잉 republic) , ‘의 사내 각제 ’ (quasi-parliarnentary system) , 그리 고 ‘준 

내각제’ (semi-parliamentary system) 등으로 호칭되고 있고， 한국에서는 흔히 ‘이원집정 

제’ 로 통칭되어왔는데， 김대중 정부 후반기부터 타이틀의 적절성과 실제 운용양태에 

유의하여 ‘분권형 대통령제’ (정균환 2002)로 언급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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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맞춰 대통령제띄 특성을 설명하는 17가지 지표때 의거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제 

가하여 정부형태의 장단점을 논왜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였다 5) 그 

례나 그는 이와 같은 ‘대통령제의 문제점들’ 을 ‘내각제의 잠재적인 장점들’ 과 비 

꼬하여 대통령제가 내각제보다 열등하다고 평가하는 우를 범했다(박기덕 1998 , 

27-45) . 즉， 대통령제의 특정 문제점이 내각제의 특정 요인에 의하여 해결되거나 

떤저하게 약화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내각제의 그 요인이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는 점을 간과했다 그러나 이 내각제의 문제 와 대통령제의 문제’ 를 비교하고 

내각제의 순이점 (net plus) 이 대통령제에서 내각제똥 바꾸는 전환비용을 충분히 초 

과할 때만 내각제또의 정부형태 전환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친 내각 

채 논의는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유 

랩의 많은 선진국이 내각제를 선택하고 그들이 정체적 안정을 구가하고 있는 점과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통령제 국가들이 정치적 불안정을 겪고 있다는 경험적 

시-실만을 막연히 ‘내각제의 우월성’ 아라는 신화의 기저로 삼고 있을 뿐이다. 또한 

한국에서 종종 제기되는 내각제로의 전환론도 이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3 환국 한!행 대통펑제의 문제 

‘한국 대통령제씌 문제’ 는 전통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강력하고 그것이 

대통령제 자체의 문제점과 결합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한국정치가 전정한 민주적 

발전을 이룩하지 못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형태를 바꿔야 한다는 방식으 

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민주화 이후 계속적으로 나타난 ‘여소야대’ 에 근거하여 

5) 이 17가지 의 기 푼이 란 이 중의 정 통성 (du떠 democratic legitimacy) , 유연성 (rigidity) , 책 임 

소재 (identifiability and accountability) , 민주성 결여 (winner take all) , 임 기 제 한 (no 

reelection) , 정 치 행 태 (political style) , 업 무정 의 (ambiguities of the office of the chief 

executive) , 아마추어 지 도자의 탄생 (election of an outsider) , 위 임 민 주주의 (plebiscitary 

leadεrship) , 안정 (stability) , 승계 의 문제 와 지 속성 (succession and continuity) , 정 당체 제 
(party system) , 체 제 의 적 응력 (adaptability) , 지 도릭 (leadership strength) . 분리 주의 와 국가 

의 통합(unity and integrity) , 민군관계 (civil-military relationship) 그리고 국가원수의 지위 

와 역할(head of st따e) 이다. 그들 중 안정성， 지속성 등은 체제의 안정과 지속이라는 종 

속변수와 중복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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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점정부의 문제가 추가로 제기되고 있으며， 헌법상 대통령제에 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되어 문제의 소지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즉， 한국 대통령제의 문제점으 

로 제기되는 것은 소위 ‘제왕적 대통령’ 이라는 초강력 대통령이 너무 큰 권력을 

독점적으로 행사한다는 것 6) 분점정부가 자주 출현하여 정치문화와 어우려져 정 

치적 교착상태와 극한대립을 초래한다는 점， 제헌의회의 특수 상황과 정치과정을 

반영한 타협적 대통령제(내각제적 요소를 도입한 대통령제)의 문제 그리고 대통 

령과 의회의 임기가 불일치하는데서 비롯되는 문제 등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같다. 

제왕적 대통령 · 대통령제 정부형태의 정치체제에서는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국 

정을 수행하며， 이를 위해 그가 상당한 권력을 행사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은 당연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수직적 및 수평적 분립을 통하여 견제와 균형의 

정치가 실현되면 권력의 집중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가 적절히 제어될 것이라는 

점이 대통령제에서 기대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대통령은 헌법을 통해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은 외에도 정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여 의회의 견제를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제왕과 같은 대통령이고， 그점이 견쩨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 

하지 못하게 하고 권력남용이나 부정부패와 같은 문제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분점정부의 출현: 의회와 대통령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서 국정이 수행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다른 요인이 없다면 분점정부는 견 

제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현상일 것이다 그러나 균형을 잃은 견제로 인하여 입법 

부와 행정부간에 극한대립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체제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정국 

의 불안정이 초래되며， 정국불안이 궁극적으로 체제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것이 

분점정부에 대한 우려의 핵섬이다. 극한대립은 정부의 정책 산출과 중요한 공직 

임명을 어렵게 하고， 이를 타파하기 위한 정치공학적 행태는 정당정치의 흔란과 

정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되어， 종국적으로 민주적 정치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는것이다 

6) 양동훈(1999 ， 92→97)은 대통령으로의 권력집중이 한국 대통령제의 기본적인 문제점이 

라면서 , 그것은 의회에 대한 대통령의 헌법적 우월성 및 정당의 종속화에 의하여 초래 

되는 것이며 , 이는 권력분립 원칙을 현실적으로 폐기하고 대통령과 여당의 정치적 책임 
성 (accountability )을 훼손하는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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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점정부의 문제가 정당을 매개로하여 의회 내에서 여야대결의 형태로 나타난 

다고 볼 때， 분점정부가 그 자체로서 대통령제의 문제점’은 아니다. 정당， 특히 

집권당이라는 매개체의 조직과 기율 그리고 의회 내에서의 상대적 힘 및 역할에 따 

라 분점정부의 부정적 효과 수준이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대통령제에서 분 

점정부의 문제는 대통령으로의 권력집중 문제와 맏접한 관계를 가진다. 

내각제적 요소: 대통령제가 견제와 균형을 특갱으로 한다면， 내각제는 행정부 

구성 시 입법부 내 각 정파의 세력관계를 반영하여 입법부와 행정부를 융합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제 정부헝태에 내각제적 요소를 도엽함으 

로써 두 정부형태가 가지는 특성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고， 때로는 모순적인 상황 

이 초래되는 것이 문제점이라는 것이다 7) 즉， 한국의 대통령제에 내각제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을 달성하기도 어렵고 엽법부와 행정부의 융합 

도 도출띄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한국의 대통령제가 내각제적 요소를 도엽한 것은 제헌의회 초기 권력구조를 형 

성하는 헌법규정쓸 채택하는데서 비롯되었다. 대한민국의 건국은 이승만의 지도 

하에 자유민주주의적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단정세력’에 의하여 주도되어， 

좌파의 침여를 유도하려했던 합작파가 배제되었다. 이와 같이 협소한 이념적 토대 

에서 주도자인 이승만의 권력구도구상과 이를 견제하려는 의회주의세력간의 갈등 

이 대통령제에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한 헌법을 탄생시켰고， 이 낙관주의적 절충주 

파 실제로는 편의주의적 타협책 는 그 후 여러 차례의 재헌에서도 변경되지 

많았다 8) 그 이후 헌법 사항 이외의 정치관행을 통해서 내각제적 특징들이 정착되 

었다. 

7) 대통령제를 채태한 한국에서 나타나는 내각제적 요소들은 일련의 헌법조항 - 총리제 

와 총리의 국회인준， 총리와 국무위원의 부서， 국회의원의 각료 임명 과 대통령이 

집권당의 당수직을 겸임하거나， 당정회의를 통하여 집권당의 대안을 정책화 · 입법화하 

고， 필요시 타정당과의 연립을 형성하여 대통령선거를 지르거나 정부를 구성하는 관행 

을포함한다-

8) 여기 에서 ‘절충주의적 낙관주의’ 는 각 제도의 좋은 점을 선택하면 좋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를 의미하는데， 대한민국 출범 시에는 대통령제를 통하여 건국기의 비상 

한 정치상황을 딴정적으로 헤쳐나갈 강력한 지도력을 확보하고， 대통령이 지나치게 강 

해지는 것은 의원내각제적 요소로 견제하고자 한 것이다(서희경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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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선거(평가)의 불규칙성: 중간선거는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함 

으로써 발생하는 체제의 경직성과 책임성의 결여 문제를 어느 정도 보완하는 효과 

를 발휘하고 있다. 임기 중의 엽적에 대하여 유권자들이 평가하고， 이에 따른 ‘회 

고적 투표’ 를 통하여 대통령과 그의 정부 및 정당을 보상하거나 처벌함으로써 체 

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중간선거의 불규 

칙성에 대한 비판의 주 내용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가 동시에 실시되지 않 

거나 ‘항상 일정한 기간’ 의 차이를 두고 주기적으로 실시되지 않기 때문에 중간평 

가의 효과를 안정적으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신 부정기적인 중간점 

검으로 인하여 대통령이 자기의 비전이나 업척을 반영한 의회선거결과를 얻지 못 

하게 되어 귀책사유가 없는 분점정부 상황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치가 보다 

많이 ‘우연성’ 에 의존하여 합리성을 훼손하게 된다는 것도 한국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이라는 것이다. 또한 대통령，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가 별도로 불규칙하게 

자주 시행되어 정치비용을 높이고 경제상황을 왜곡한다는 것이다. 

III. 기존 논점 및 혜안애 대한 평가와 새로운 대안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에서는 지역적 특성을 살려 균형적인 발전을 추구하 

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었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제를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적인 특성과 차이가 연방제를 형성하여 해결해야 할 정도로 현 

저하지 않다. 또한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중앙집권적인 정치체제에 익숙하여 연방 

제나 중앙권력의 양도를 통한 분권화 문제는 권력구조에 관한 쟁점으로 심각하게 

발전되지 않았다. 또한 ‘합의주의적 정치체제’ (consensus-oriented system)를 통하여 

공동체 성원이 가능한 한 많이 참여하여 스스로 당면한 문제들을 결정하고 해결하 

는데 나서야 하며 소수파도 배제되지 말아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되었다. 이와 

같은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의 형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사회 

적 비용에 대한 고려는 아직 심각하게 논의되지 않고 있다. 이는 합의주의적 정치 

체제냐 아니면 ‘다수결주의적 정치체제’ (m떠0며tarian system)냐의 문제가 아직 섬각 

한 쟁점으로 제기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정부형태에 관한 논쟁은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으로부터 출발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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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해결책은 대통령제 자체의 문제점을 해소하는f데서 찾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현행 정부형태 운-용 상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정부의 형태를 규정한 헌볍의 

개정을 통하지 않고도 기타 선거제도나 정당정치에 관한 제도의 개혁만을 통해 모 

색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으로 개헌이라는 높은 전환비용을 요하 

는 방안이 주로 논의되어왔다. 따라서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하는 

노력은 전환의 사회적 비용 높기 때문에 번번이 좌절확고 말았다. 

이런 문제들이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채택하여 발생하는 것이지만， 대통령제 자 

체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 게다가 헌법 이외의 법규나 제도를 고침으로써 해결 

될 수 있는 문제라면 전환비용이 그렇게 큰 걸림툴-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개 

헌 이외의 실효적인 대안 모색이 의미 있는 것이다. 

권력집중과 분점정부 문제 

한국의 현행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는 ‘제왕적 대통령’ 을 만드는 권력집중과 분 

점정부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합리적으로 관리하자는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 

행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자틀은 분점정부를 회피하면서 동시에 대통령의 과도한 

권력행사도 방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점정부의 회피는 대통령의 권력 

행사에서의 장애요인을 없애자는 것으로서 대통령으로의 권한집중을 방지하자는 

것과는 모순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자는 것은 

너무 강력하지 않은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방해받지 않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왜 같이 서로 관련된 두 문제는 한 데 묶어 논의되 

는것이 효과적이다. 

1) 대훨렁으로의 권력집중 

대통령의 권력은- 대체로 헌법이 어떤 권한을 부여하는가와 견제 기관인 의회에 

대한 그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수 

직적 분권화를 제꾀한다면， 헌법적 권한은 의회와의 권력관계를 중심으로 논의될 

수 있다 이는 입법과정에 관련된 권한， 내각의 형성 및 교체에 관련된 권한， 기타 

띤사권， 그리고 의회의 해산권 및 의회가 대통령이 임명한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 

는 권한 등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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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헌법적 권한이 사실상 의회와의 관계에서 규정되는 것이어서 , 이를 의 

회와의 권력관계로부터 구별하는 것이 약간 부적절하다 그렇지만 이를 비헌법적 

인 요인에 근거한 권력관계를 구분하여 논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이는 의회를 구성하는 의원들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정당정치 상 대통령의 정당이 차지하는 의석비율과 정당의 기율 등의 함수다 정 

당의 기율은 지도부의 의도에 개별 의원들이 어느 정도 복종하느냐의 문제로서， 

이를 결정하는 것은 의원들의 재선에 대한 지도부 - 여당의 경우에는 대통령 -

의 영향력이며， 이 영향력은 의원후보의 공천방식과 대통령의 권력자원 등에 의하 

여 결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의 권력집중 문제와 분점정부 문제는 같은 

맥락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 대통령이 과연 헌법으로부터 너무 큰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가， 그리고 

그에게 헌법적 권한 이외의 권력이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헌법이 부여한 대 

통령의 권한은 입법에 관한 권한과 그 외의 권한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슈가트와 

카레이 (ShugartandCarey 1992 , 155) 에 의하면， 대통령제를 선택하고 있는 연구대상 

국가 34개국 중에서， 한국의 대통령은 우루과이 및 에콰도르의 대통령과 더불어 

가장 강력한 입법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9) 기타 조각 · 개각 및 의회의 해산권 등 

의회와의 관계에 관련된 비입법권한은 약한 편이다 10) 이렇게 볼 때， 한국 대통령 

은 헌법을 기반으로 하여 강력한 권한을 행사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통령 은 ‘정 파적 권한’ (partisan power)도 가지 고 있는데 (Mainwaring and Shugart 

1997) , 이는 대통령의 권력자원에 근거한 정당에 대한 지도력과 정당의 기율에 의 

하여 결정된다. 김대중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대체로 소속 

정당의 당수직을 맡아 실질적으로 집권당을 통제하고 지배하면서 국회의원 후보 

9) 한국의 헌법은 대통령에게 법률안 제출권， 법률 선포권， 거부권， 긴급명령권， 긴급재정 

경제 처분 및 명령권， 계엄선포권 등을 부여하고， 국회에는 입법권 이외에 국정감사 및 

조사권， 국무총리 임명동의권，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해임건의권， 대통령， 국무총리， 국 

무위원 탄핵소추권，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 처분 및 처분 승인권 등을 부여하였다. 양 

동훈(1999 ， 95)의 지적처럼 일견 대통령과 국회가 모두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나， 국회의 입법권은 대통령의 관련 권한에 의하여 거의 무력화될 수 있다. 

10) 34개 국가 중에서 21개국에서 대통령의 비입법권한이 한국보다 높고， 1개국은 동일하 

며 11개국은 한국보다 낮다(Shugart and Carey 1992, 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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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공천하고 선거자금을 제공하였다 11) 유권자틀의 지역주의적 투표행태에 따 

라 어떤 지역에서는 공천이 곧 당선이었다. 따라서 공천권을 가진 대통령의 소속 

당 의원들에 대한 통제력은 거의 절대적이었다. 또한 국회의원들의 당적 이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국회의원틀에게 상당한 도덕적 및 정치적 손상을 

주고， 당론에 반한 의정활동은 공식 · 비공식적 대가를 치러야 하였다. 또한 국회 

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가능성은 그것 자체로서도 유인이지만 향후 재션을 위한 경 

력으로서도 중요한 요인이어서 대통령의 여당의원들에 대한 지배력을 향상시키는 

데 일조하였다. 

한국처럼 ‘강한 국가’ 의 대통령은 기업으로부터 물질적인 권력자원을 가장 많 

이 동원할 수 있다. 또한 각종 공직에 대한 임면권이라는 인사권적 권력자원을 통 

하여 사회 중요 엘리트들의 지지를 동원하고， 사찰권을 통하여 지지세력의 이탈을 

방지하며 반대세력을 통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대통령의 정파적 권한과 ‘강한 

국가 대통령으로서의 영향력이 부정부패와 특정 집단의 권력독점 같은 문제를 야 

기하여 왔다. 그러나 이 문제는 대통령제 일반에 내재된 문제가 아닐뿐더러， 한국 

이 대통령제를 채팩하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도 할 수 없 

으며 , 여타 제도나 정치사회적 문화 등과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으로의 권력집중문제를 해결따기 위해서는 헌법적 권한과 정 

파적 권한을 제한하고， ‘강한 국7F 의 대통령으로서의 영향력도 제한하여야 할 것 

이다. 그러나 한국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큰 편이 아니어서 

문제의 핵심이 아니고， 강한 국가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권한도 한국익 국가능력이 

라는 측면에서 특쟁 법규의 개정으로 단시일 내에 제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결 

-국 대통령의 합리적인 권력행사를 저해하는 않는 방향으로 정파적 권한을 약화시 

꺼고 제한하여 권력집중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2) 분짐정부 

대통령제가 견제와 균형을 기본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 분점정부의 등장은 별 

로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대통령제 채택 국가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제대 

11) 2003년 대통령선거전을 전후해서부터 대통령의 권힌을 약화시켜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 

성되고， 이에 따라 대통령이나 여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당수직을 포기하고， 국회의원 

공천권 일부를시민들에게 이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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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분점정부가 출현하면 여러 가지 복잡한 정치적 문제가 

야기될수있다. 

일반적으로 분점정부의 등장은 대통령 선거제도(단순다수제 여부) 및 국회의원 

선거제도(선거구의 크기 , 특히 소선거구제 여부)와 사회균열구조 등에 따른 원내 

진출 정당 수 그리고 대선과 총선의 동시 시행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된다 

(Mainwaring 없ld Shugart 1997) ,12) 한국에서 대통령선거가 단순다수제로 실시되고 

국회의원 대부분도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 선출됨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투표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최소한 3개(경상， 전라， 충청)의 ‘의미 있는 지역’ 이 존재 

하는 지역균열구조가 (온건)다당제를 초래하고 았다. 이로 인하여 대통령의 정당 

이 의회 과반수를 확보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분점정부가 발생한다 13) 

분점정부의 문제는 대통령에 대한 의회의 견제가 균형을 잃어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극한대립을 초래하기 쉽다는 데서 비롯된다. 이 문제는 일차적으로 정당을 

매개로하여 의회 내에서 여야대결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이는 정부의 정책산출 

과 중요한 공직 임명을 어렵게 함으로써 정치과정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이를 

타파하기 위한 조치들 합당， 의원 영입 등 은 정당정치의 흔란과 정치에 대 

한 불신을 초래하여 체제의 정통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 그리하여 정국의 불안정 

을 초래하고 정치발전을 저해하여 궁극적으로 체제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경험적으로 볼 때， 분점정부가 그것 자체로서 그렇게 부정적인 효과를 

내지는 않았다. 한국의 민주화 이후 네 대통령이 모두 분점정부를 경험하였고， 와 

중에 중요 입법의 지연을 경험하고， 특히 김대중 대통령은 국무총리 임명 동의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대통령과 여당이 국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여소야대 

로 인해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다. 특히， 소수정부로 출범한 

김대중 대통령 정부의 경우，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여러 개혁법안들이 국회에서 

어렵지 않게 통과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소야대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언론매체가 여소야대의 입법 효율성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를 

보도한 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그 실상을 과장하여 인식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기 

12) 미국의 경우 분점정부가 출현하기 어려운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분점정부가 출현하 

며， 요즘 들어 그 빈도가 높아가는 데， 그 원인과 양상에 대해서는 백창재(1998) 참조. 

13) 한국의 분점정부 출현 원인에 대하여는 장훈(2001. 2001a) 및 김용호(20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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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14) 또한 정치적 교착을 초래한 극단적인 대치정국은 분점정부 시기보다 

는 집권당이 야당이나 무소속 의원을 영입하얘 단점정부를 형성한 직후에 가장 첨 

예하게 전개되었따. 그리고 미국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통령이 폭 넓은 지지 

기반을 확보하고 있으면， 분점정부가 대통령의 수행능력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백창재 1998 , 143) , 이런 의미에서 분접정부의 문제는 괴도하게 부정적 

으로 인식되는 감이 있다. 

총선에서 대통랭의 정당이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하더라도 더불어 정책연합이나 

연립내각을 형성첼 가까운 정당 및 무소속 의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여소야 

대나 분점정부 상태라고 칭하는 것은 적절하지 많다. 다만 연립 파트너들에게 비 

례의 원칙을 상회하는 상당한 양보를 해야 하는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다. 

양당제의 형성에 유리한 선거공학을 통해 분점챙부의 출현 가능성을 낮출 수 있 

다. 그러나 대통령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분점정부는 자체로서 반드시 부정되어 

야할 현상이 아닐뿐더러， 한국에서 민주화 이후 계속해서 나타났고， 앞으로도 그 

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15) 분점정부의 출현을 방지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부정 

적인 효과를 최소화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대통령제의 원조인 미국에서 분점정부가 심각한 정치적 교착상태를 초래하지 

않고 정치과정의 효율성을 훼손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이 원내 과반수를 차지하는 

야당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설득하여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기 

14) 오승용(2004 ， 189)에 의하면， 의회에서 여당과 야당은 주로 권력투쟁이나 렌트추구의 

일환으로 대립하고 갈등하여， 실제 입법산출과 관련해서는 단점정부 시와 별로 다른 행 

태를 보이지 않았고 별로 다른 결과를 산출하지도 않았다. 미국에서 분점정부가 입법 

효율성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양하다. 입성호(2002)는 분점정부의 경우 반 

대당은 야당으로서보다는 의회 다수당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입법효율성을 저하 

시켰다고 분석하였으나， 백창재 (1998 , 136-137)가 수많은 띤구결과들을 검토한 바에 의 

하면， 예산， 임명권 견제나 조약 비준， 입법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분점정부가 영향을 

미쳤는지 안 마쳤는지 단언할 수 없다 특히 아주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분점정부와 

무관하게 행정부-의회 간 및 여야간에 타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백창재 1998 , 144) 분 

점정부의 문제를 과장할 필요는 없다. 

15) 2004년 총선에서는 집권당이 과반수를 확보하여 분점정부가 출현하지 않았지만， 어는 

탄핵정국이라는 특별한 환경에서 나온 이례적인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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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그 환경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바， 1) 정당들이 추구하는 이데 

올로기가 유동적이고， 16) 2) 정당의 기율이 약하며 , 3) 주요 국내정치적 쟁점들이 

지방정치 차원에서 해결되기 때문에 연방의원들이 연방 차원의 문제에서 지역구 

민의 눈치를 살펴야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작고， 따라서 큰 정치적 위험부담 없 

이 대통령의 설득에 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Sartori 1994, 89) 이런 조건에도 불구 

하고 정치문화가 협상과 타협을 중시하는 ‘사회적 자본’ 에 기반을 두지 않으면 대 

통령의 설득이 성공할 가능성이 낮은데， 미국은 인종적 분절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사회적 자본’을 충실하게 축적하여， 정치가 그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여 자신의 정책에 동조하도록 만들 수 있다. 

한국에서 정치적 냉소주의를 초래하고 정권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억지의 여소 

야대 극복전략 - 소위 ‘인위적 정계개편’ 이나 ‘야당의원 영입’ 전략 - 을 동원 

하지 않고， 대통령이 야당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설득하여 지지를 받아 법안을 통과 

시키고 시행할 수 있는 조건을 비교적 단기간에 조성하려면， 정당의 기율을 약하 

게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나머지 두 가지 설득 조건과 정치문 

화적인 조건은 단시일 내에 인위적으로 형성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3) 문제점 해소를 위한 대안 

위의 논의를 종합하면， 대통령으로의 과도한 권력집중을 방지하면서 동시에 분 

점정부의 문제를 원만하게 관리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기적 및 

중 · 장기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정당의 기율을 완화시키 

고， 대통령이 소속 정당의 운영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도록 대 

통령의 당수직 보유 및 국회의원의 각료 겸직을 금하고， 특별한 정당체제를 유도 

하기 위한 선거공학은 동원하지 말되， 정당의 기율을 완화하면서 동시에 정당정치 

16) 정치적 경쟁이 박빙의 승부형태로 나타나는 1990년대 상황에서， 미국의 양당은 모두 여 

론의 지지와 선거승리를 위해 중간성향의 유권자에 집끈하는 전략( ‘me띠an voter model’ 

참조)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이 전략을 동원하였고， 따라서 의원들이 ‘중도주의로의 

이탈’ (cεntrist defecting)을 통해 재선가능성을 높이려 하였다는 것이다(임성호 2002, 

349) . 그러기 때문에 재션을 추구하는 개별 야당의원들이 상대적으로 중간적인 이념을 

내포하는 대통령의 정책에 무리해서 반대할 수 없게 되고， 적절한 유인이 주어지면 쉽 

게 설득된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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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공학을 도입하는 것 등이다. 중 · 장기적으로는 지방 

자치를 내실화하여 지역구민의 전국 차원 정치에 대한 민감도를 줄이고， 이데올로 

지의 양극화를 방지하며， 협상과 타협을 중시하는 정치문화 형성을 위해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제반 정책을 시행하고， 시민교육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단기적인 조치 중 비교적 조속히 효과를 낼 수 있는 제도적 대안 

은 지방자치의 내실화， 정당 기율의 완화 및 대통평의 소속 정당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 행사의 억제에 관한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지방자치의 내실화 방안 모색 

은 본 논문의 주제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논의를 생략한다. 대통령의 소속 정당에 

때한 직접적 영향력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 뚱에서， 국회의원을 각료로 임명 

짜는 것이나 대통령이 당직을 맡는 것을 관련 법률로 금지하면， 이 문제는 어느 정 

도 해결될 것이다 또한 정당의 기율을 완화하는 첩경은 미국처럼 예비선거제를 

똥하여 국회의원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쩡당은 미국보다는 유럽 모텔에 가깝게 정치적인 행위자로서 상 

닦한 역헬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구조화되었다. 따라서 정당의 정체성 유지와 기율 

완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대안이 한국의 정치문화와 현실에 부합되고 필요하다. 

21002년 대통령선거에서부터 한국의 주요 정당틀은 ‘국민 참여 경선제’ 라는 이름 

으로 어느 정도 예비선거적 요소를 가지는 공천제또를 도입하기 시작하여， 2004년 

총선에서모 부분적으로 적용하였다. 그러나 이 공천제도는 대중동원과 그에 따른 

정치자금 수요 증대， 지구당 위원장의 영향력 비대화 및 낮은 참여율에 따른 극단 

주의자의 결정적인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모종린 · 전용주 

2004) .17) 또한 비례대표선거를 위한 정당명부 작성에 객관성을 기한다는 명목으로 

외부인사를 작성자로 의뢰하고， 특정 집단 - 여성 - 의 빼려라는 명목으로 정당 

외 정체성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추세는 바른 방향 

을 향하고 있으니 , 문제점들을 개선하면서 현행 제도를 계속 발전시키는 것이 필 

요하다 

현재 시행중인 선거제도와 각 정당이 실시중인 꼼천방식을 개선하여， 일차적으 

17) 경선제의 문제점윷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반시민을 포함하는 대의원수 증원， 지구당 위 

원장의 실질적인 권한행사 방지， 수준 미달의 후보자 선정을 교정할 수 있는 중앙당의 

거부권 확보나 경선후보자의 자격요건 강화， 그리고 정치자금의 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 

하다(모종린 · 전용주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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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단순다수제로 지역구의원을 선출하면서 동시에 전국이나 대지역의 수준에서 

정당명부제에 의하여 비례대표의원을 선출하는 일본이나 독일의 선거제도 또는 

그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더하여 지역구선거의 경우 미 

국식의 후보자 공천방식을 병용하면， 정당의 정체성 유지와 기율완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소선거구제의 지역구에서 예비선거를 통해 공천받 

아 당선된 의원들이 충분히 많으면， 그들이 야당의원이라도 소속 정당간부의 영향 

력을 직접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지역구민들의 선호를 반영하여， 대통령과 협상하 

고 그의 정책을 지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충분히 많은 수의 의원이 정당기구 

가 작성한 명부에 의하여 비례대표로 선출된다면， 정당의 이념적 및 정책적 정체 

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뚜렷한 정체성을 가지는 독일의 녹색당은 소속의원이 거의 모두 비레대표 출신 

이고 18) 한국의 민주노동당도 지역구보다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통하여 대부 

분의 의원을 배출하였다. 그리고 독일의 거대정당들은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획 

득하고 있다. 이런 복합선거제에서는 유권자들이 전략적인 분할투표 (split voting) 

로 정당체제를 결정하기도 한다 이 경우 두 방식에 의하여 선출하는 의원수가 동 

일하거나 비슷하면 정당이 기율을 완화시키면서도 정체성을 유지하는 두 가지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가 보다 더 용이할 것이다. 

독일과 일본의 선거제도가 유사성을 가지고 있지만， 전자가 연방제의 의미를 살 

려 정교하게 고안된 것임에 반하여， 후자의 선거제도는 보다 단순하다. 한국의 지 

역주의 문제까지를 염두에 둘 때에는 독일의 제도가 보다 더 적살성이 있고， 연방 

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면 일본의 제도가 보다 쉽게 적용 가능 

할것이다. 

2，내각제적요소문제 

대통령제에서 총리를 둔다고 하더라도， 총리가 의회의 구성과 무관하게 대통령 

18) 녹색당은 2002년 연방하원선거에서 55명의 의원을 당선시켜 제4당이 되었는데， 그 중 l 

명만 지역구에서 당선되고 나머지 54명이 모두 비례대표제를 통하여 당선되었고 1998 

년 선거와 1994년 선거에서는 각각 47명과 49명의 의원을 모두 비례대표제를 통하여 딩 

선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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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여한 임무만을 수행하게 된다면， 그것은 프랑스식 이원집정제싹 확연히 다르 

다. 총리나 각료의 부서가 대통령의 권한을 직접 제한하는 것도 아니다. 당정회의 

를 통해서 여당의 대안을 정책결정에 반영하는 것이 전혀 문제될 것도 없고， 다당 

제의 정당체제 하에서 진행되는 선거운동 기간이나 선거 후에 의회 내 대통령 지 

지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타 정당과 제휴하는 것도 대통령제의 특정을 

변칠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것들은 오히려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을 원활하게 집행 

짜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다. 

그러나 의원을 각료로 임명할 수 있게 하고 총리가 각료를 제청하게 하는 제도 

는 구조적으로 대통령제를 변질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 그리고 대통령이 여당 

익 당수직을 겸임따는 관행도 궁극적으로 삼권분렘의 정신을 훼손하고 대통령에 

게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되게 하여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의원들 

판 개인으로나 집단으로도 헌법기관이다. 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타 헌법기관 

인 대동령의 직접 지휘 하에 예속되는 것은 국민의 대표로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한다는 기본 취지와 충돌한다 19) 이 관행은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나 파벌의 

인사를 보다 많이 국회의원직에 당선시키기 위한 지극학 사적인 목적을 위한 전략 

적 의미 이상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 제도나 관행은 적절하지 않다. 이 문제 

는- 개헌하지 않고도 정부조직법 등 하위 법규를 개정하여 해결할 수 있다. 

한국은 부통령제를 채택하지 않고 대신 국무총리 를 두는데， 총리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고 대통령이 지명하여 의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된다. 이것과 감사원장 

이냐 국정원장 등의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받게 한 것은 미국의 주요 공직 임명절 

차와 유시-하다. 문제되는 것은 국무총리가 각료를 제청하도록 히-여 대통령을 견제 

하도록 한 것인데， 그것은 현재 전혀 실효성이 없다 현직 총리의 후임을 모색하는 

중이거나 선정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물러나는 총리에게 국무의원 제청을 요구했 

던 경험도 제청권이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만약 국무총리가 

제청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고자 하면 대통령과 대립을 초래할 수도 있다 20) 그러 

19) 국회의원을 정당 당수의 비서실장에 임명하는 관행에도 이와 유사한 차원의 문제가 존 

재한다. 

20) 제청권에 관계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총리가 정치적 · 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행위를 적 
극적으로 수행하고자 하여 대통령과 충돌하고， 이로 띤하여 총리직을 그만둔 사례로서 

는 김영삼 대통령 재임 시 이회창 총리의 경우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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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단독으로 해임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그런 상황이 발생 

하기 어렵지만， 실제 독립적인 제청권 행사가 시도된다면 정치적 흔란이 야기될 

것이다. 

이렇게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제도가 극단적인 경우 정국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 

를 안고 있다면， 우선 대통령이나 총리가 이 문제에 유의하여 행똥하여야 하고， 타 

조항의 개정을 위한 개헌이 있는 경우 이를 폐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21) 그러나 

미국의 부통령처럼 실질적인 권한은 가지지 않은 채 유사시 대통령을 승계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 

이와 같이 내각제적 요소가 한국 대통령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은 아 

니기 때문에 고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아니지만， 헌법이 아닌 여러 법규의 개정을 

통해서 그 문제를 실질적으로 교정할 수 있다. 

3, 중간선거의 불규칙성 문제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대부분의 대통령제가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다는 사실 

은 미국의 특수 환경과 무관하게 일단 미국돼 대통령제를 이념형으로 간주하게 하 

는 효과를 낸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임기를 대통령과 같게 하여 총선을 대통령의 

임기 중반에 시행하거나， 대통령 임기의 절반으로 하여 같은 해와 중간에 총선을 

실시하는 등의 제도를 채택하면， 중간선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중간선거는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함으로써 발생하는 체 

제의 경직성과 책임성의 결여 문제를 어느 정도 보완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임기 

중 업적에 대하여 유권자들이 평가하고， 이에 따른 ‘회고적 투표’ 를 통하여 대통 

령과 그의 정부 및 정당을 보상하거나 처벌함으로써 체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 

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가 동시에 시행되지 않는 점이나 일정한 

기간의 차이라는 주기성을 가지고 실시되지 않는 것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고， 01 

21) 양동훈(1999 ， 98-99)은 국무총리제를 폐지하거나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하여야 한다 

고 주장하는데， 의미 있는 강화는 이원집정제로의 전환을 의미하여 전혀 다른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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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로 인하띠 선거가 거의 매년 실시되어 정치비용이 과도하게 상승한다는 비판도 있 

다. 또한 부정기적인 중간점검으로 인하여 대통령이 자기의 비전이나 업적을 반영 

한 의회산거결과를 얻지 못하게 되어 귀책사유가 없는 분점정부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 되고 있다. 그러나 헌법과 선거법에 의하여 각종 선거의 도래 

시기는 예고되어 있고， 각 정파 및 정치인들은 이에 대비하기 때문에 주기성이나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상호관계라는 측면애서는 미국의 경우와 구조적으 

로 다르지 않다. 또한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활 동시에 실시할 경우에도 대통 

링은 자신의 업적과 무관한 의회선거결과를 맞이하게 되어 , 비판의 논거가 무의미 

해진다. 

특히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가 다르고 또 지방선거 및 재선거 · 보궐선거 등으 

로 인하여 선거가 매년 실시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주장도 타당 

성을 결여하고 있다. 심상달 - 이항용(1992) 이 1991년도까지의 선거가 거시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선거의 효과는 선거전， 선거분기 및 선거후분 

기 별로 다르게 본원통화， 불가， 생산， 금리 및 투자에 상당한 충격올 주는데， 대 

체로 그 해에 충격이 상쇄된다 22) 따라서 한 해에 시차를 두고 여러 선거를 계속 

실시하는 것은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고， 동시에 실시하면 거시경제적 충격이 상당 

할 것이나- 시차를 두고 실시하는 것보다는 덜하고， 한 해에 한 선거씩 치른다면 매 

년 치르더라도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간선거가 중간평가의 효과를 내어 대통령의 책임성과 수행능력을 높일 것이 

라는 기대는 선거관행의 변화로 인하여 퇴색하고 있다. 미국의 집권당은 닉슨 집 

권 시까지 중간선거에서 대체로 하원의석 상당수를 잃고 분점정부상태에 처해왔 

22) 과거의 선거， 특히 80년대 이후의 선거 중에는 대체로 총통화는 안정적인 반면， 현금통 
화 및 본원통화는 선거기간 중 증가하고 선거 후 환수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런 본원통 

화의 움직임에 따른 유동성의 변화로 금리는 선거기간 중 약간 하락하고 선거 후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선거기간 중 생산 및 고용은 선거에 따른 운동원 차출 및 조 

업 감소 등의 영향으로 감소하나， 선거 후에는 선거 중의 생산 감소를 상쇄할 만큼 증 

대하였다 선거에 따른 물가의 충격은 주로 선거전분기에 나타났다 선거틀을 연차적으 

로 실시하는 것보따는 동시에 실시할 경우 총 충격이 낮은데， 한 해에 선거가 연차적으 

로 여러 번 설시되면 선거후 수습하는 기간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다 

는 것이다(심상달 · 이항용 1992,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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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백창재 1998) . 이때까지는 중간선거의 중간평가적 역할이 인정될 수 있었다. 

그러나 닉슨 이후부터는 동시선거에서도 분점정부가 초래되기 시작하여 중간선거 

의 중간평가적 의미가 퇴색하였다. 한국에서는 연이어 치러지는 선거들 - 총선， 

지방선거 및 각종 재 · 보궐선거 - 이 대통령의 정당에 대한 처벌과 격려를 교대 

해서 가하는 형태의 결과를 내고 있다. 대체로 대통령의 업적과 관계없이 이 현상 

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는 대통령에 대한 회고적 평가라기보다는 유권자 

자신들이 스스로의 투표행위에 대한 회고적 반성에 근거하여 심라적 균형을 회복 

하기 위해 시차적 분할투표를 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대통령제의 핵섬사항을 미국의 것과 실제 또는 실효적으로 동일하게 조정하는 

제도개혁 - 예를 들면， 부통령제 도입，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조정， 대통령 

중임제 등의 채택 - 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조건이 현재 그대로 유지된 

다면， 한국의 정치문화， 지방분권적 정치， 예비선거제 그리고 약한 정당 기율 등을 

포함한 정치환경이 미국과 달라서 개혁된 제도가 미국의 대통령제와 동일하게 작 

동하지는않을것이다 

더구나 4년-중임의 대통령 임기제를 채택함으로써 대통령이 초임 집무 시 재선 

을 의식하여 책임 있는 정치를 수행하고 8년의 임기를 고려하여 정책을 입안함으 

로써 장기적으로 체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적어도 대 

통령은 재선 가능성 여부와 무관하게 역사에서의 자리를 의식하여 엽적을 내고자 

할 것이며 4년이 너무 짧다는 것도 전혀 근거가 없다. 

미국의 경우 조지 부시 (George W. Bush)까지 총 43명의 대통령 중 15명이 재선 

(F. 루스벨트는 4선)되었으나， 그 중 3명은 암살 (Abraham Lincoln과 William 

McKinlεy) 및 중도 사퇴 (Richard M. Nixon)로 인하여 둘째 임기의 절반도 집무하지 

못했다 23) 이를 보면， 설사 미국이 대통령제를 성공적으로 실시하여 세계 지도국 

으로 등장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미국 대통령들이 8년 임기를 고려한 장기정책을 

시행하여 낸 성과로 그렇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부록〕 “F분석을 통한 미국 대 

통령 임기와 업적 관계 분석” 참조) .앙) 이것이 한국의 정부형태를 미국식 대통령 

23) 대 통령 들 중 4명 (John Ty1εr， Millard FillmoDζ Andrew Johnson 및 Gerald R. Ford) 은 전 임 자 

를 승계하였으나 다음 선거에서 재선되지 못했고. 3명 (Theodore Roosevelt, Harry S. 

Truman 및 Lyndon B. Johnson)은 전임자를 승계하여 다음 선거에서 당선되어 임기를 마 

치는것으로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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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바꾸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타당한 근거라고는 할 수 없겠지 

만， 반면 긴 임기를 고려한 장기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미국 

식 대통령제로 전환해야 된다는 주장을 정당화하지도 못한다. 프랑스가 대통령의 

충임은 허용하지만， 임가를 7년에서 5년으로 줄인 이유도 짧은 임기가 문제된다는 

추장의 타당성을 아느 정도는 훼손한다. 

IV , 결 롤 

한편으로는 ‘제왕적 대통령’ 을 견제하고 다른 한편 야당이 과반수를 점한 의회 

가 극단적으로 대똥령을 방해(분점정부의 문제)하지 못하도록 방지하자는 것이 

한국의 대통령제 정부형태에 관한 논쟁의 실질적인 핵심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국 

회의 지나친 견제를 받지 않고 원활하게 국정을 수행하게 하되， 그의 권한이 자의 

적으로 행사되지 않도록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가 문제인 것이다. 그래 

서 권력구조 논쟁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의 정부형태 근간을 그대로 

두고 보완하여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정부형태로 바꿔야할 것인가로 

부터 출빌한다. 

기존의 대통령중삼제를 내각책임제로 바꾸면 핵섬 쟁점이 소멸되어 대통령제의 

문제는 해결된다. 그러나 이는 대통령이 아년 수상에게로 권력이 집중하는 문제나 

(례스트민스터모델씩 경우) 내각제(모든 내각제의 경우) 자체의 문제로 대체된 

다. 따라서 내각제로의 전환은 그에 소요되는 사회적안 비용과 내각제의 기회비용 

을 고려하고 결정해야 하는 선택의 문제다. 따라서 논거가 충설하지 못한 내각제 

개헌론은 타당성이 없다. 

이원집정제로 바꾸는 데에는 두 가지의 근본적인 문채가 있다. 하나는 이 정부 

24) 미국경제분석국(BEA， Bureau of Economic An때sis) 이 제공하는 1930~2005간 전년도 대 

비 설 질GDP성 장률 (http://www.bea.gov/national/xls/gdpchg.xls;2007. 1. 11 검 색 ) 과 

InflationData.com의 소비 자물가증가율 (http://inflationdata.com/lnflation/Consumer_ 

Price_Index!HistoricalCPI.aspx; 2007. 1. 11 검색)을 통계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단임으로 끝난 대폼령과 중임한 대통령 간에 실질 GDP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측면의 엽 

적 상 유의한 차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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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에서 가장 중요한 대통령이 논리적으로는 거의 의미 없는 존재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장 · 단점이 그대로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논의는 대통령제와 내각제에 대한 논의의 반복에 지나지 않으며， 대통령과 

수상 간의 경우에 따른 권력 분배의 논리적 기반도 약하다 25) 프랑스나 포르투갈 

이 자국의 특별한 정치정세를 반영하여 고안한 이 제도가 보편적인 합리성을 확보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정부형태를 한국에 도입하는 문제는 한국이 과연 그 

제도를 도입해야하는 필요성 가지고 있고 또 그 제도의 합리성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구비하고 있는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 한국이 그럴 필요성을 가지 

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또 그런 환경도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쟁) 

대통령제의 형태를 유지하되 미국식대통령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 

만， 헌법 사항들을 미국식으로 바꿈으로써 이로운 점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또 현행 헌법의 틀 내에서 분권형대통령제(혹은 책임총리제)로 운영하여 

야 한다는 논의도 제기되었으나， 이는 이원집정제와 같은 논거로 타당성이 담보되 

25) 프랑스에서 대통령의 정당이 의회 과반수 지지세력을 확보하는 경우 대통령과 같은 정 

파에서 수상이 선출되는데， 왜 의회의 과반수 지지를 확보한 수상이 아닌 그 대통령이 

정치를 주도하여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분점상황이 발생하면 어차피 야당 주 

도의 의원내각제 수상이 선출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역시 대통령의 존재는 의미가 없 

어진다 오직 다당제의 영향으로 의회 내 과반수의 확보가 불투명할 때， 여러 가지의 

가능성 때문에 문제가 좀더 복잡해진다. 물론 특정 권한들은 수상이 아닌 대통령에 의 

하여 행사되도록 되어있지만， 내각제 국가에서는 그런 권한들도 수상에 의하여 행사된 

다는 사실을 보면， 그 권한들이 꼭 대통령에 의하여 행사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의문 

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직선 대통령이 여소야대의 경우에 수상에게 대부분의 권력 

을 이양하지 않으면 섬각한 정치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설질적으로 의석을 반영한 

강력한수상이 행사해도되는권력을대동령을따로두어 그에게 행사하도록하는정부 

가과연 합리적인가도의문이다 

26) 주지하다시피 이원집정제는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혼합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정당이 의 

회의 다수를 확보하는가 여부에 따라 대통령제나 내각제로 운영되는 정부형태다. 따라 

서 이 제도에 대한 장 · 단점은 그 구체적인 운영 양태나 효과를 두고 논의할 것이 아니 

라， 내각제의 장점이 나타나면 좋을환경에서 동거정부가등장하고， 대통령제의 장점이 

발휘되어야 할 시기에 단점정부가 등장하는가와， 또 이러한 전환이 최소의 비용으로 유 

연하게 설현될 수 있는가를 두고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의 연구에 의 

하면， 이원집정제가 그런 시의성과 유연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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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논의는 한국의 현행 대통령제를 최소의 사회적 비용 

으로 - 개헌하지 않고 - 개선하자는 주장보다 우월하지 않다. 

제도의 효과가 담보되지 않더라도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적은 전환 

비용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제도로 일괄적 

인 개혁을 시도할 수는 있다. 이 경우 모든 개혁은 특별히 권력집중과 분점정부문 

제의 해소를 염두에 두고 추진하면 된다. 그러나 일괄적이고 총체적인 권력구조 

개혁도 합목적적띤 결과를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체제의 수행능력 특히 

정부의 안정이 제도적 요인만이 아니라 문화적 요인이나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27) 

종합적으로， 한국어써 권력구조개편론(또는 개헌론)은 현행 대통령제를 내각책 

임제 2원집정부제 또는 미국식 얘통령제로 고치자는 형태로 제기꾀어왔다. 최근 

의 개헌론의 핵심은 현행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미국의 그것과 유사하게 고치자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제도도 그것 자체로서 특정 효과를 내도록 정해진 것이 아니 

며， 여러 조건 및 환경과 어우러져 각각 다른 효과를 낸다. 따라서 시공을 초월하 

는 이상적인 정부형태나 권력구조를 운위할 수 없고， 조건 및 환경에 따라 최고의 

효과를 내도록 헌법을 자주 개정할 수도 없다. 

한국펙 현행 정부형태에서 핵섬적인 이슈는 대통령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 

되는 것을 방지하고 분점정부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제기되는 개헌 

안은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할지도 모르는 방법콸 중의 하나로서， 문제의 해결을 

전혀 보장하지 못한다. 또한 대통령의 임기조정을 핵심으로 하는 그 자체가 앞으 

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임기조항을 고치고 장기집권을 획책하는 개헌의 전레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국민들의 견해가 일치되지 않아 짧은 시간에 개 

헌하기에는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된다. 그러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으로의 권 

력집중과 분점정부의 문제는 개헌이 아닌 하위 법의 개정으로 극복할 수 있다. 따 

라서 수백년 된 헌법을 지키면서 유연하게 해석하여 시대에 부응하는 영미의 전통 

을 참고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정부형태나 권력구조의 문제에 

대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7) 립셋 (Lipset 1993) 에 의하면， 제도적 요인보다는 문화나 경제적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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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t-분석을통한미국 대통령의 염개와 엽적 관계 분석 

한국에서 제기되는 정치제도 개혁론 중에서 대표적인 주제인 대통령의 중임여 

부가 대통령의 엽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 본 부록의 목적이다. 한국의 

경우 이 주제를 검증하는데 적절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오랜 기간동안 자료가 축 

적된 미국의 경우를 가지고 이 논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가.대통령의임기 

대통령들의 임기를 ‘초임기간’ 과 ‘재임기간’ 으로 나눈다. 그러나 4년의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 대통령들의 경우와 371 이상의 임가를 가졌던 대통령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초임과 재임을 설정하였다. 

1) Fra마lin D. Roosevelt의 경우， 1936~1944년 9년을 재임기간으로 간주 

2) Harry S. Truman의 경우， 1945~1947년 3년을 초임기간으로 간주 

3) John F. Kennεdy의 경우， 1960~1962년 3년을 초임기간으로 간주 

4) Lyndon B. Johnson의 경우 1963~ 1967년 5년을 초임기간으로 간주 

5) Richard M. Nixon의 경우， 1972~1973년 2년을 재임기간으로 간주 

6) Gera1d Ford의 경우， 1974~1975년 2년을 초임기간으로 간주 

나.가설 

1) 중임한 대통령의 재임기간 동안의 업적이 그의 초임기간이나 단임대통령들 

의 업적보다우월하다. 

2) 중임한 대통령의 경우 재임기간의 업적이 초임기간의 엽적보다 우월하다. 

3) 중임한 대통령의 전 임기 동안의 업적이 단임한 대통령의 임기 동안의 업적 

보다우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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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데이터 

대통령의 업적을 나타내는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전년대비 연 

간 실질GDP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으면 

서 대풍령의 경제정책적 업적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다. 따라서 미국경제분석국 

(BEA, Bureau of Economic An띠ysis) 에서 조사한 미국의 전년대비 연간 실질GDP성 

장률 (http:νwww.bea.gov/national/xls/gdpchg.xls;2007. 1. 11 겁 색 ) 과 InflationData. com 0 1 
조사 한 소 비 자붉 가증가율 ( http://inflationdata. com/Inflation/Consumer _Price_ 

IndexJHistoricalCPl.aspx; 2007. 1. 11 검 색 ) 을 사용하썼는데 , 전자는 1932년 Fr，뻐때nD. 

Roosevdt부터 2005년 George W. Bush까지 그리 고 후자는 1916년 Woodrow Wilson부 

터 2006년 George W. Bush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라.분석결과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대체로 대통령들의 업전은 실질GDP성장률 측면에서는 

중임대통령이 단엠대통령보다 그리고 재임기간이 초임기간보다 우월한 업적을 보 

였지만， 소비자물가의 측면에서는 정반대의 엽적을 보였다. 실질GDP성장률은 모 

든 경우-에， 가설에서 설정했던 것처럼， 모든 대통령들의 초임기간보다 중임한 대 

통령들의 재임기깐에 더 높은 성장률이 나타나고， 재염한 대통령들익 경우 재임동 

안의 성장률이 초임기간보다 더 높으며， 단임으로 그친 대통령보다는 중임대통령 

의 임기동안에 대체로 더 높은 성장률이 나타났다. 그러나 소비자물가의 경우는 

반대여서， 중임한 대통령의 경우 초임기간보다 재임기간 중에 더 높은 물가성장을 

경험했고， 중임한 대통령의 전 재임기간동안 물가상승률이 단임으로 끝난 대통령 

표 2 평균성장률 

실질GDP 소버자물가 

초임 재임 초임 재임 

가설 l 24156 60655 29351 4.3971 

가설 2 16630 60655 3.4778 30500 

가설 3 35μ4 39429 24467 39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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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가설검증: t-분석(평균비교) 

평균비교 t 검증 

t 자유도 유의확률 평균차 표준오차 
(양쪽) 차이 

가설 1 3.371 72 .001 -3.64996 1.08291 

실질GDP 가설 2 -3.278 54 .002 -4.40255 1.34301 

가셜 3 -0.301 72 .765 0.39841 1.32498 

가설 1 •1. 327 89 .188 1.46197 1.10143 

소비자물가 가설 2 0.412 55 .682 0.42778 1.03923 

가설 3 -1.362 89 .176 1.54350 1.13288 

의 재임기간동안 물가상승률보다 높았으며， 전반적으로 모든 대통령의 초임기간 

에 보인 물가상승률이 중임대통령 재임기간동안의 물가 상승률보다 낮았다 

그러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표 3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위의 사실이 모두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아니다. 즉， 실질 GDP성장률의 측면에서만 가설 1과 가설 2 

가 유의 수준 α = 0.05에서 타당하고 나머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종합적으로 중임대통령의 재임기간동안의 실질 GDP성장률이 자기 자신의 초임 

기간동안보다 우윌하고 자신들의 초임기간과 단임으로 끝난 대통령들의 전 임기 

동안보다 우윌하다는 것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중임한 대 

통령과 단임으로 끝난 대통령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업적 차이는 없다. 따라 

서 중임대통령들의 재임기간 업적이 전반적으로 그들의 초임기간이나 단임대통령 

들의 엽적보다 실질 GDP성장률 측면에서 우월한 것은 중임대통령들이 초임기간 

경제성장률 측면의 엽적이 너무나 빈약했기 때문이라고 유추된다. 그러나 본 연구 

로는 중임대통령들의 초임기간 실질 GDP성장률 측면의 업적이 왜 그렇게 빈약한 

지는설명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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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ious Issues Regarding the 뀐l뺨 of Government 
and the PoHtical Power Structurlε in Korea 

t1ie-Du l:.k Pal애’ The Sejong Institute 

Arguments for constitutional amendmεnt have been raised to change the current 

govemment type of presidentialism to cabinet system, dllal execlltive system or the American 

stylε presidential system. The arguments aim at deterring concentration of political power to 

the president and also overcoming problems originatin‘g from the divided govemment. The 

two issues have not been seriously raised in the States not because of the 4 year -dual term 

presidency but because of political environment involving electoral system and political 

behavior that are pecllliar to the country. The American type presidential system by itself 

C없mot guarantee any solution to these two problems in 때y countries. 만lese problems can be 

overcome by revising the concemed laws rather than amending the constitution, which incurs 

far higher social costs, in Korea. 만lerefore， it is rational to deal with the issues of govemment 

type and power structure through revision of the concemed laws rather than changε of the 

ch따ter. 

Keywords: power structure, divided govemment, imperial president, 4 year-dual tεrm， 

constitutional amendment (charter chan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