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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대통령제에 대한 국내학계와 해외학계의 이해의 간극이 크다. 이 글은 지난 30여
년의 기간 동안 이루어진 준대통령제에 대한 연구의 성과를 비판적으로 소개함으로써
이러한 이해의 간극을 메꾸고자 하는 비판적 리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준대통령제
는 뒤베르제에 의해 처음 소개된 이후, 냉전의 해체에 의한 수적 확산에도 불구하고 많
은 개념상의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와 같은 혼란의 이면에는 ‘대통령의 상당한 권력’
이라는 요건이 가지는 모호성이 존재한다. 이에 최근에는 이를 온전히 제거한, ‘보편선
거를 통해 고정된 임기로 선출된 대통령이 의회에 책임을 지는 수상 및 내각과 공존하
는 체제’라는 엘지에 의한 재정의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방
법론적으로 더 나을 뿐 아니라, 이론적으로 보다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이 정의가 주인-대리인 관계에 대한 이론을 기반으로, 준대통령제가 대통령제, 의회제
와 엄격히 구별되는 위임-책임의 관계를 설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
러한 정의에 의하면, 준대통령제가 대통령이 외정 수상이 내정을 담당하는 이원정부제
이자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이해는 준대통령제의 한 하위유형이 택할 수 있는 매우 특
수한 성격을 마치 준대통령제의 보편적 성격인양 혼동하게 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협소한 이해는 준대통령제의 다양성을 탐구할 수 있는 우리의 노력을 저해할 위험을
안고 있다.
주제어: 준대통령제, 이원정부제, 분권형 대통령제, 주인-대리인 이론, 위임-책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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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we are... prisoners of the words we pick, we had better pick them well.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단어의 수인囚人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선택해야 할 것이
다.”)
지오반니 사르토리(Sartori 1984, 60: Gerring 2001, 35에서 재인용)

개념이란 무엇이며, 무엇이 좋은 개념인가? 다른 모든 개념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개
념’ 자체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대체로 개념
을 “어떤 부류의 현상이나 사물이 지닌 보편적 속성을 표현하는 추상적 용어”(김웅진·
김지희 2005, 117)로 정의내리는 것에 대체로 익숙해져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의에
서 우리가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개념이 위의 표현 마지막에 나오는 ‘추상적 용어’만
을 한정해서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개념은 단순한 명칭만이 아니라, 명
칭과 명칭으로 대표되는 속성, 그리고 그 속성을 공유하는 대상이라는 세 구성요소의
특정한 결합양태(alignment)를 의미한다는 점이다(Gerring 2001, 39-40).1) 그러하기
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사회과학적으로 개념화한다는 것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 혹은
현상(흔히 외연, extension)에 대한 관찰에 기초하여, 이들 현상의 보편적 속성(내포,
intension)을 찾아내고, 이를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용어(명칭, term 혹은 label)를 부
여하는 총체적 작업을 의미한다.
개념이 이처럼 용어와, 용어로 표현되는 대상과, 그리고 대상이 공유하는 보편적 속
성을 결합하는 약속의 형태로 구성되는 것이기에 어떠한 하나의 개념과 정의를 두고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김웅진·김지희 2005, 123-124). 단지
“좋고, 나쁜” 혹은 “더 나은, 덜 나은” 것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뿐이다. ‘결합’의 관점
에서 ‘좋은 개념’의 조건은 우선, 내적으로, 개념을 구성하는 세 요소가 유기적으로 조
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그 명칭에 의해 대표되는 대상들이 다른 개념의 적
용을 받는 대상과 명확히 구별되어야 하며, 이러한 구별을 수행할 수 있는 속성들이
넘치거나 모자람 없이 제시되어야 하며, 그리고 그 명칭이 이와 같은 속성과 대상들을
적절히 대표할 수 있는 것으로 선택되어야 하는 것이다.2) 다음으로 ‘외적’인 측면에서
1) 개념을 구성하는 세 요소의 관계는 “오그덴-리차드 삼각형”(the Ogden-Richards Triangle)
으로 표현되고는 한다. 이는 오그덴(Charles K. Ogden)과 리차드(Ivor A. Richards)가 함께
쓴 The Meaning of Meaning(1923)으로부터 비롯되었다(Sartori 1984; Gerring 2001).
2) 여기에서 개념의 세 구성요소의 유기적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속성의 항목을 증가시
키게 되면 포함되는 대상의 수가 줄어들게 되고, 반대로 속성의 항목을 감소시키게 되면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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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개념의 조건은 우리의 학문(discipline) 성격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특정한 (정치적) 현상을 단순히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현상과의 인과관계를 밝히
는 ‘이론’을 통하여 설명하고자 하며, 이러한 노력이 개별연구자가 아닌 학문공동체의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추구한다. 이런 과정이 원활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이론의
건축단위(building block)로서의 개념이 이론들 간의 그리고 연구자들 간의 커뮤니케이
션을 가능하게 해주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
념과 그 정의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 학문공동체 내부에 어느 정도 보편화된 수준의
동의가 존재해야 하며, 이러한 동의가 존재할 때, 개념은 풍부한 이론적 함의를 가지
는 것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3) 연구자는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새로운 개념을 정
립하거나 기존의 개념을 재정립하는 것이 언제나 가능하지만, 이러한 시도가 학문적으
로 의미있는 공헌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이론체계와 학문공동체 내부의 일반적인 쓰
임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는
마치 서로 다른 언어로 대화를 시도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4)
이상에서 열거한 요건들이 ‘좋은 개념’을 만들기 위한 준거의 전부는 아닐지라도,5)

함되는 대상의 수는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를 자각하지 못하고 같은 용어로서 이를 대
표하게 되면, 부적절한 개념의 확장 혹은 축소의 우(愚)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속성과 대상,
그리고 이로 인한 개념의 추상성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사르토리(Sartori 1970) 참조.
3) 하나의 개념으로 대표되는 현상은 어떤 이론의 종속변인으로서 존재하는 동시에 다른 이론
의 독립변인으로 존재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이 개념을 매개로 두 이론은 연결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개념으로 매개되는 이론들의 연결구조가 풍부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이
개념의 이론적 함의(theoretical import)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개념의 이론적 함의에
대해서는 김웅진·김지희(2005, 137-42) 참조.
4) 게링(Gerring 2001, 52-54)은 기존 용례와의 조화를 반향성(resonance)으로 설명한다. 그러
나 기존 용례와의 조화를 일방향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연구자가 새
로이 제시하는 개념화가 기존의 개념과 이론틀로 설명되기 어려운 측면을 이해하는데 도움
을 준다면, 점점 더 많은 연구자들이 이런 개념화를 따를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연구
자의 새로운 개념은 학문공동체 내의 표준개념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 그러나 연구자의 개
념화가 전혀 새로운 것이거나, 심지어 기존의 개념과 충돌의 가능성을 가지는 것이라면 이런
개념화는 학문공동체 내에서 계속 생존해 있기 어려울 것이다. 새로운 개념화가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 득과 실을 특히 ‘민주주의’를 사례로 논증한 연구로 콜리어와 레비츠키(Collier
and Levitsky 1997) 참조.
5) 이에 대하여 관심있는 독자들은 게링(2001, 40), 특히 표 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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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개별 요건들이 만족될 때, 개념이 ‘더 좋은 개념’으로 될 수 있음을 부인하기
는 어려울 것이다. ‘개념’과 ‘좋은 개념의 요건’에 대한 일반적이며 방법론적인 논의
로 이 글을 시작하게 된 까닭은, 앞으로 이 글에서 ‘준대통령제’(準大統領制, semipresidentialism)로 부르고자 하는,6) 우리가 흔히 권력구조로 이해하는 입헌적 정치체
제(political regime)7)의 한 유형에 대한 개념화의 수준이 보여주고 있는 혼동의 양상과
관련이 깊다.
익히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준대통령제’에 대한 최초의 학문적 개념화와 영미권에 대
한 소개는 뒤베르제에 의해 이루어졌다.8) 정치학의 많은 개념 중에서 이처럼 작자(作
者)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개념은 흔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준대통
령제’ 만큼 많은 혼란을 불러일으킨 개념 또한 그리 흔치 않다. 이러한 혼란의 양상
은 이 체제를 지칭하는 ‘용어’(label)들을 통해서 그 일단을 엿볼 수 있다. 잘 알려져 있
는 것처럼, 다양한 이름표들이 ‘준대통령제’에 대한 대안으로 경쟁적으로 제안되어 왔
다. 이원집정부제(혹은 이원정부제 dual executive system, Linz 1994, 82; 강원택
2006, 168),9) 준의회제(semiparliamentary system, Stepan and Suleiman 1995, 394),
6) ‘준대통령제’라는 용어에 대한 입장은 이후에 밝히고자 한다. 다만 현재의 단계에서는 경쟁
하는 다른 용어와 비교하여 가장 오해의 소지가 적으며, 가장 일반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특
히 해외의 학계에서) 있기에 ‘준대통령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는 점만을 미리 밝힌
다.
7) 영어의 system과 regime을 우리는 흔히 구별없이 사용한다. 그러나 일부의 (특히 유럽권) 학
자들은 국가기관들 간의 헌법상 권력배분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는 regime과 그러한 법적구
조 속에서 실제 일어나는 통치행태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는 system을 구별해서 사용할 것
을 주장한다. 예를 들어 두하멜(Duhamel 1988, 587: Bahro et al. 1998, 204에서 재인용)
은 프랑스를 “준대통령제의 법적체제(semi-presidential regime)를 갖춘 대통령제 정부형태
(presidentialist system)”로 주장하고 있다.
8) 엘지(Robert Elgie 1999, 1-2)에 의하면, ‘준대통령 정치체제’(semi-presidential regime)이
라는 용어를 처음 대중적으로 사용한 용례는 『르몽드』(Le Monde)지의 설립자이며 언론인
인 위베르 뵈브-메리(Hubert Beuve-Méry)의 ‘De la dictature temporaire au régime semiprésidentiel’(1959)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이때는 아직 학문적인 개념화가 이루어졌
다고 하기는 어렵다. 준대통령제에 대한 최초의 학문적 개념화의 시도는 뒤베르제의 1970
년 저작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이후 1974년과 1978년의 저작을 거치며, 개념적 정교화가
이루어지고, 영미권의 학자들을 대상으로 최초로 영어로 이 개념을 소개한 것은 뒤베르제의
1980년 논문이다.
9) 영어의 ‘dual executive system’이 초기에 이러한 정부형태를 소개한 헌법학자들에 의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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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정부(bipolar executive system, Linz 1994, 48), 쌍두정부(two-headed executive,
Finer 1970, 302), 총리형-대통령제(premier-presidentialism), 대통령제형-의회제
(presidential-parliamentarism),10) 혼합형(mixed system, Cheibub 2007, 33) 등이 그것
이다. 국내 학자들도 이에 가세하여 ‘분권형 대통령제’(황태연 2005)11)라는 용어가 새
로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비단 이름만이 아니라, 개념을 구성하는 다른 요소들, 즉 어
떤 국가들이 준대통령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들을 묶어줄 수 있는 속성이 무엇인
지에 대해서도 많은 논쟁이 제기되어 왔다. 실상 다양한 용어들은 이러한 내포와 외연
에 대한 동의부재(同意不在)의 현상적 표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최소한 해외학계에서는 준대통령제의 개념화에 대한 초기의 혼란은 상당 부
분 가라앉은 것으로 평가된다. 어떤 국가들이 준대통령제에 포함되며, 준대통령제를
규정하는(regime-defining) 속성은 무엇이며, 이 체제를 ‘준대통령제’로 부르는 것에 대
한 일반적인 동의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다.12) 새로운 개념이 계발되
고 제안된 후, 그 개념의 효용성이 인정된다면, 보다 정교한 개념화를 위한 노력이 경
원집정부제’로 번역되어 사용되어온 것으로 보인다(권영성 1998, 531; 허영 2001, 895; 황태
연 2005, 48 등). 그러나 강원택(2006, 168)은 “일반적으로 행정부를 지칭하는 ‘executive’라
는 단어를 ‘집정부’라고 부르는 것은 일상적인 표현으로 보기 어려우며, 더욱이 민주적 절차
를 통해 선출되는 통치자를 지칭하는 용어로는 적절해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다 “가치중립
적이고 일상적인 표현에 가까운 이원정부제라고 부르는 것이 보다 낫다”고 제안한다. 이후
‘dual executive system’에 대한 ‘이원정부제’의 번역어가 보다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10) 총리형-대통령제와 대통령제형-의회제는 모두 슈가트와 캐리(Shugart and Carey 1992, 2324)가 제안한 것으로, 모두 준대통령제에 속하는 유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이들 각각이
준대통령제와 동등한 수준을 구성하는 개념이 아니라, 준대통령제의 하위유형(subtype)을
구성하는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그러나 일부의 문헌에서는 총리형-대통
령제만이 준대통령제인 것으로 소개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11)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개념이 학문적으로 소개된 최초의 사례는 황태연(2005)에서 발견되지
만, 그 이전부터 특히 정치권과 언론을 중심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박찬욱(2004, 194)
은 ‘분권형 대통령제’가 헌법학이나 정치학에서 확립된 용어는 아니며, 정치권에서 프랑스 제
5공화국의 통치구조를 준거로 내세운 개헌을 추진하면서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로 본다.
12) 준대통령제에 대한 연구의 현황 및 동향에 대해서는 슐레이터와 모건-존스(Schleiter and
Morgan-Jones 2009a), 엘지(2009) 등 참조. 특히 슐레이터와 모건-존스(2009a)는 뒤베르제
이후의 준대통령제 연구에 대한 매우 폭넓은 문헌조사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개념화에
대한 초기의 혼란에 대해서는 바로 외(Bahro et al. 19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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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고 권장되어야 할 일일 것이다. 새로운 사례가 발굴
되고, 이들에 의해서 기존의 내포를 규정하던 속성들이 도전받게 되고, 새로운 속성의
규준이 제시되고, 이들을 대표할 새로운 용어가 제안되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
에 따라 이러한 초기의 혼란이 가라앉고, 하나의 개념이 다른 개념과의 경쟁을 거쳐 하
나의 표준개념(standard concept)으로 정착되는 것이 과학적 발전의 과정일 것이다. 물
론 새로운 개념화의 가능성은 열려 있는 채로 말이다. 해외의 학계는 준대통령제의 개
념화와 관련하여 이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뒤베르제가 처음 준대통령제의 개
념을 영미권 학계에 소개한 이후 30여 년이 지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내 학계에서 발견되는 준대통령제에 대한 개념화의 수준은 이와 같은 해외
학계의 동향과는 상당한 간극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떤 국가가 준대통령제에 해당
하는지, 준대통령제를 대통령제나 의회제와는 다른 권력구조로 구별되게 하는 본질적
인(regime-defining) 속성은 무엇인지, 심지어는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일
반적인 합의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특히 용어의 선택과 관련해서는
번역의 문제가 더해져, 혼란의 양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13)
일반적인 합의의 부재에 의한 혼란보다 오히려 더 심각할 수 있는 문제는, ‘준대통령
제는 대통령과 수상이 권력을 분점하는 체제이다’(주장 ①, 헌법연구자문위원회 2009,
204), ‘준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외정을, 수상은 내정을 담당한다’(주장 ②), ‘준대통령
제는 대통령과 의회다수의 관계에 따라 대통령제의 운영형태, 의회제의 운영형태로 전
환되는 교환적(alternating) 체제이다(주장 ③)’, ‘준대통령제의 전형(archetype)은 프랑
스의 정부체제이다’(주장 ④) 등과 같은 신화(myth)적인 주장들이 일부의 언론과 정치
권인사들을 중심으로 마치 일반적인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경향이 발견된
다는 것이다. 이들 주장들이 ‘신화적’이라고 지적하는 이유는 이미 기존의 연구를 통해
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거나(예를 들어, 주장 ④. Elgie 2009), 체제의 제도적 본
질과 행태적 특성을 혼동하고 있거나(주장 ③), 주장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없거나(주장 ①), 아직 제대로 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주장(②)들이기 때문
이다.
13) 예를 들어, 김연규(2004, 380)는 영어로 Semi-Presidential System을 병기하면서 이를 우
리말로 ‘이원집정부제’로 표기하고 있다. 황태연(2005) 또한 뒤베르제가 소개한 ‘semipresidential government’가 “세계학계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술어”라 평가하면서도, 이를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역어로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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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대통령제의 권력구조가 1987년 민주화의 결과로 만들어진 현행 헌법의 대안 중
하나14)로 제기되는 시점에서 이와 같은 일반화된 이해의 부재와 오해는 매우 우려스러
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 글은 ‘준대통령제’에 대한 우리의 부족한 이해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의 부족한 이해의 근원에는 ‘준대통령제’라는 ‘개념’에 대
한 혼란이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글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진척이 이루
어진 것으로 보이는 준대통령제의 개념화에 대한 해외 선행연구의 성과와 함의를 비판
적으로 소개하는 것을 통하여, 이해의 간극을 좁히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아래에서는
먼저 준대통령제에 대한 개념화의 혼란이 제기된 원인을 살펴보고, 초기의 혼란 이후
정착된 현재의 개념에 대한 소개와 그 이론적 함의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준
대통령제에 대한 일부의 오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이러한 연구의 결과가 우리의 헌
법개정논의에 미치는 함의와 함께, 향후 연구의 방향에 대한 제언을 하며 글을 맺고자
한다.

I. 준대통령제 연구의 활성화와 개념의 혼란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준대통령제’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확산되게 한 계기를 마련
한 것은 뒤베르제의 1980년 논문이다. 그는 이 논문에서 당시 서유럽의 프랑스 제5공
화국,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아이슬랜드, 핀란드, 포르투갈, 그리고 이미 몰락한 독일
의 바이마르 공화국은 여타 유럽의 의회제 국가와는 다른 새로운 정치체제 모형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주장하며, 이를 ‘준대통령제 정부’로 부를 것을 제안하였다(Duverger
1980). 그러나 뒤베르제의 논문이 소개되고 전파되기 시작한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하
더라도, 이러한 새로운 정치체제 모형에 대한 관심은 학계를 중심으로, 그것도 유럽정

14) 근래 들어 1987년의 이른바 민주화 헌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특히 국회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2008년 제18대 국회의 개회 이후에 발족한 ‘헌법연구자문위원회’와 2014년
제19대 국회에서 발족한 ‘헌법개정자문위원회’가 그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특히 유의할 만한 사실은 두 위원회의 결과보고서 모두에서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
출되는 대통령이, 양원제 의회의 하원의 건설적 불신임안에 의해 사퇴해야 하는 국무총리와
권한을 분점하는 ‘이원정부제’(헌법연구자문위원회 2009) 혹은 분권형 대통령제(헌법개정자
문위원회 2014) 안(案)이 현행의 대통령제를 대체하는 제1안으로 제안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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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일부의 학자들로 제한된 것이었다.
이러한 제한된 관심이 정치권과 학계를 포함한 전세계로 급속히 확대된 것은 1980
년대 말 이후로 세계 곳곳에서 진행된 일련의 정치적 실험과 관련이 깊다. 즉 1970년
대 중반 남유럽의 민주화로부터 시작된 소위 ‘제3의 민주화 물결’(Huntington 1991)이
1980년대 말 90년대 초 냉전의 종식과 그로 인한 구소련, 구유고 연방의 해체로 많은
신생민주주의체제가 짧은 시간 동안에 동시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절정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들 신생민주주의 국가의 등장이 1990년대 초반부터 진행된 비교정치학계의
가장 열띤 논쟁의 하나인 대통령제·의회제 논쟁의 주요 동기로 작용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논쟁의 대부분이 ‘대통령제’와 ‘의회제’라는 두 개의 ‘순수
형’ 권력구조에 편중되었던 것에 반하여, 역설적이게도 그 동기를 제공하였던 동유럽의
많은 신생독립국가들은 이러한 초기 논쟁에서 간과되어오던 정부형태, 즉 대통령제도
의회제도 아닌 ‘준대통령제’를 헌법상의 권력구조로 채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준대
통령제 정부형태의 급속한 확산은 학자들 그리고 헌법개혁가들의 관심을, 특히 준대통
령제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중심으로 놀라운 정도로 증대시켰다.
준대통령제에 대한 관심의 증대는 자연스레 개념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졌다. 고려의
대상이 늘어나게 되고, 그에 따라 다양한 정치적·제도적 실험들이 시도됨에 따라 이
들을 묶어줄 수 있는 보편적 속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게 된 것이다. 즉, ‘어떤 국가
를 준대통령제로 분류하는 것이 합당한가?’라는 의문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
다. 그리고 이런 의문과 혼란의 이면에는 처음 개념을 소개한 뒤베르제의 책임이 크다.
그는 ‘준대통령제’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공유하는 정치체제로서 정의하였다
(Duverger 1980, 166).
1. 대통령은 국민의 보편선거(universal suffrage)에 의하여 선출된다.
2. 대통령은 상당한 권력(quite considerable powers)을 갖는다.

함께 수상과 각료가 존재하며, 이들은 행정권을 보유하고 있으며(who
3. 대통령과
possess executive and governmental powers), 의회가 반대를 표명하지 않는 한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상의 세 조건 중에서 특히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은 두 번째 항목이다. 즉, 대
통령이 ‘어떤’ 권력을 ‘얼마나’ 가지는 것이 ‘상당한 권력’의 요건을 만족시키는가를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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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싸고 혼란이 빚어지게 된 것이다. 특히 이러한 혼란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얼마나’
의 문제보다는 ‘어떤’ 권력의 문제였다. 즉, 대통령의 헌법적(de jure) 권력에 주목하는
가 아니면 대통령의 실질적(de facto) 권력행사에 주목하는가라는 선택의 문제가 준대
통령제의 개념화에 중요한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선택에서 초기의 많
은 정치학자들은 대통령의 실질적 권력을 우선하는 입장을 취했다. 이에 따라 오스트
리아나 아일랜드, 아이슬란드처럼 비록 국민의 보편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통령이 존
재할지라도 수상을 비롯한 내각에 의해서 국가의 일상적인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지는
나라는, 그러하기에 대통령이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나라는
‘대통령의 상당한 권력’이라는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기에 의회제로 분류하고, 준대통
령제의 연구에서 배제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15)
대통령의 실질적 권력행사에 주목하는 일단의 학자들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준대통
령제의 전형처럼 여겨지는 프랑스 제5공화국에서 대통령의 실질적 권력행사가 대통령
과 의회 다수와의 관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즉 대통령이
의회다수의 리더인 경우에 프랑스는 마치 미국의 대통령제처럼 운영되고, 대통령에 반
대하는 세력이 의회다수를 차지하는 경우, 즉 동거(cohabitation) 정부의 경우에, 프랑
스는 다른 유럽의 의회제와 같이 수상이 정국을 주도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
에 근거하여 레이파트와 같은 학자들은 준대통령제는 대통령과 의회의 관계에 따라 대
통령제와 의회제를 오가는(alternating) 권력구조로서, 하나의 순수한 권력구조의 유형
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기에 이른다(Lijphart 1994, 95쪽).
그러나 이처럼 실제적 권력의 현상적 측면에 주목한 입장은 제도가 정치적 결과물
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신제도주의’(March and Olsen
15) 한편으로 이는 뒤베르제의 의도가 오해된 측면이 있다. 정의를 제시하기 바로 앞서 뒤베르
제(1980, 166)는 “여기에서 사용되는 준대통령제 정부형태의 개념은 헌법의 내용에 의해서
만 정의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정의를 이용하여 뒤베르제가 논문에서 시도한
것은 준대통령제와 의회제의 차이가 아니라, 준대통령제 국가에서 발견되는 대통령의 실질
적 권력의 다양성을 설명하는 것이었다. 대통령의 실질적 권력의 강함을 기준으로 준대통령
제를 정의한다면, 어떻게 준대통령제 국가들에서 발견되는 대통령의 실질적 권력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이와 같은 오해 역시 뒤베르제가 이후의 1986년 저작에서 오
스트리아와 아이슬랜드, 아일랜드는 ‘외양만’ 준대통령제, 바이마르 공화국, 프랑스 제5공화
국, 핀란드, 포르투갈은 ‘실질적’ 준대통령제로 분류함으로써 스스로 불러일으킨 측면이 있
다(Pasquino 2005, 31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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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에 의해서 도전받게 된다. 신제도주의의 시각에서 제도는 그 자체로 특정한 영향
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제도는 단지 정치행위자들을 위한 게임의 규칙을 제공할 뿐이
며, 정치적 결과물은 그 제도의 틀 안에서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정치행위자들의 경쟁
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다. 결국 제도의 영향력은 경쟁에 참여하는 정
치행위자들의 역관계와 동기에 대한 면밀한 분석에 의해서만 발견될 수 있는 것이다.
앞에서 우리는 일부의 국가는 직선대통령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회제처럼’
수상의 주도하에 정국이 운영된다는 점에 근거하여, 이들 국가를 준대통령제의 분류에
서 제외하는 시각이 존재한다는 것을 소개하였다. 이처럼 대통령의 실제적 권력에 주
목하는 입장에서는 만약 이들 나라에서 직선대통령과 의회다수의 신임에 의존하는 수
상 간의 갈등을 더 자주 목격하였더라면 입장을 바꾸었을 것이다. 결국 이 입장은 대
통령과 수상 사이의 갈등의 부재에 근거하여 대통령의 영향력이 약하다는 추론을 내
린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유의할 사실은 이들 나라에서 수상의 지위는 선거의 결과
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대통령은 ‘누가 수상이 되는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의회의 신임에 의존하는 성격상 수
상은 의회 과반수의 지지를 필요로 하는데, 영국과 프랑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의회제
와 준대통령제를 포함한) 유럽국가의 의회선거는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택하고 있기에
하나의 정당이 단독으로 과반수를 형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수
상은 정당들의 협상에 의해 결정되며, 대통령은 그 정당들의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힘, 예를 들면 내각을 구성하기 위한 협상을 이끄는 조각자(formateur)를 선임할 수
있는 헌법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들 나라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수
상과 내각을 우회하여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통령의 힘(예를 들면 거부권 등)
이 극히 제한되어 있기에,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대통령이라면, 그 이전 단계,
즉 수상과 내각의 구성단계에 자신의 정치적 자원을 집중해야 하는 유인이 존재한다.
이 때 만약 대통령이 자신의 헌법적 권력을 이용하여 가능한 후보군들 중에서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가까운 수상과 내각을 구성하는데 성공한다면, 우리는 대통령과 수상
의 공공연한 갈등을 자주 목격할 수 있을까? 이런 경우에도 여전히 이들 대통령을 ‘약
한’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을까? 준대통령제에 대한 최근의 일련의 연구들은 유럽의
준대통령제 국가의 수상과 내각은 의회제의 경우와 사뭇 다른 양상으로 결정되어 왔
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보여주고 있다(Protsyk 2005; Amorim Neto and Strøm 2006;
Schleiter and Morgan-Jones 2009b; Kang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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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한편으로 대부분의 유럽의 내각들은 의회제냐, 준대통령제냐에 관계없이 모
두 의회가 불신임을 결의할 경우 사퇴를 해야 한다. 이 경우 퇴임하는 정부 혹은 수상
은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에 정부
와 수상은 단지 의회의 해산을 국가수반에게 - 군주제의 군주, 공화제의 대통령에게
-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해산의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은 국가수반이다. 준대통
령제에서 이러한 상황이 일어났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만약 수상과 대통령의 정책
적 이상이 일치하는 경우라면 수상의 의회해산의 요구를 대통령은 이견없이 수용할 것
이다. 그러나 만약 수상과 대통령의 견해가 상충하고 있다면 수상의 의회해산의 요구
를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대통령의 거절을 수상이 미리 예상한다면 수상
은 조용히 사임하고 후일을 도모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경우 겉으로 드
러나는 모습은 여타의 의회제의 일반적인 연합정권해체의 양상과 아무런 차이를 보여
주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실제로 1994년 아일랜드에서 발생했다. 당시 아일랜드의 연립내각
은 제1당이었던 피애나 포일(Fianna Fail: FF)과 제3당인 노동당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1994년 가을 노동당이 연립내각에서 사퇴하고 내각에 대한 불신임을 지지할 것으로
결의하자 당시의 수상이었던 FF의 레이놀즈(Raynolds)는 의회의 해산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노동당 출신의 로빈슨(Mary
Robinson)은 그 자신이 헌법전문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 법률협회에 의회해산
요구에 대한 거부권행사의 합헌성여부를 자문하였다. 이것은 만약 그러한 요구가 실제
로 있었을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되어졌고, 결국 레이놀즈는 조용히
사임하는 길을 택하였다. 그 결과 형성된 정부는 역시 대통령의 소속정당이었던 노동
당과 이전의 야당이었던 피너 게일(Fine Gael)의 연합정권이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
건이 유럽의 보편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 중에서도 가장 ‘약한’ 것으로 평가되는 아
일랜드의 대통령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특히 유의할 만하다.
결국 이러한 신제도주의의 시각이 함의하는 바는 눈에 ‘보여지는’ 현상만을 가지고
실제적 권력현상을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왜곡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가이다.
‘약해 보이는’ 대통령일지라도 실제로는 그리 약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단지 그것
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정말 약하다면, 분석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왜 약한지’가 분석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준대통령제의 통치 ‘행
태’가 대통령제와 의회제가 교차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이것이 준대통령제의 특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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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교차가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특수성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며, 준대통령제 전체가 아닌 일부의 준대통령제에서만 이러한
교차가 일어난다면,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요건은 무엇인가가 연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실상 대통령의 실제적 권력에 주목하는 입장은 체제의 ‘제도적’(institutional) 본질과
‘행태적’(behavioral) 특성을 혼동하고 있는 맹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권력구
조라고 부르는 것은 국가의 입법·행정·사법의 기능을 담당하는 정부기관들의 관계에
대한 ‘헌법적’ 규정이 아닌가? 나아가 방법론적인 입장에서 대통령의 실제적 권력에 주
목하는 입장은 연구자의 주관적 평가와 해석에 과도하게 의존한다는 단점을 안고 있
다. 의회제의 환경, 즉 수상과 내각이 의회의 신임에 의존하는 환경 속에 존재하는 대
통령의 수가 늘어감에 따라 매번 대통령의 권력에 대한 새로운 판단이 내려져야 하는
것이고, 또 그 판단의 결과 또한 연구자마다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많은 국가들
을 대상으로 하는 비교연구의 수행을 어렵게 하는 한계를 안고 있는 것이다.


재개념화 및 이론적 함의: 주인-대리인 관계 이
II. 준대통령제의
론(the principal-agent theory)을 기반으로
위에서 우리는 준대통령제의 내포를 규정하는 뒤베르제의 세 가지 조건 중, 특히 대
통령의 상당한 권력이라는 조건이 준대통령의 개념과 관련한 많은 혼란을 불러왔음
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신제도주의의 영향을 받고 아울러 비교연
구를 위한 지표의 객관성 확립을 추구한 일부의 학자들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력에 집
중한 분석을 수행하기도 하였다(Shugart and Carey 1992; Frye 1997; Metcalf 2000,
Siaroff 2003 등). 하지만 이처럼 헌법적 권력에 주목하는 입장 또한 주관적 평가로부
터 발생하는 혼란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롭기는 힘들다. 즉 어떤 권력을 대통령의 헌법
적 권력을 측정하는 지표 안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존
재할 뿐 아니라, 동일한 권력이라도 법조문의 해석을 바탕으로 권력의 강도를 측정하
는 과정에서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헌법적 권력을 바탕
으로 준대통령제를 분류하는 입장의 보다 심각한 문제는 보편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
통령에게 부여되는 헌법적 권력이 국가마다 큰 편차를 보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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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점을 가지고, 약한 대통령과 강한 대통령을 구분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자의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헌법적 권력의 측면에서 유럽의 대통령 중에서 가장 약한 대통령 중의 하나는 아일
랜드의 대통령이다. 슈가트와 캐리(1992, 155)가 제안한 대통령의 권력 지수에 의하면
아일랜드 대통령의 권력은 0에 해당한다. 즉 이들은 아일랜드 대통령의 헌법적 권력을
전무하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아일랜드의 대통령도 의회의 신임을
잃은 수상이 요구하는 의회해산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
와 같은 권한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일랜드 최초의 FF와 노동당의 연합정부가
맥없이 무너지게 되는 원인의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결국 이와 같은 사례는 실제적이거나 헌법적인 대통령 권력의 목록과 강도에 기반하
여 준대통령제를 개념화하고 분류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반성에 기초하여 최근의 연구동향은 준대통령제를 “보편선거를 통해 고정된 임
기로 선출된 대통령이 의회에 책임을 지는 수상 및 내각과 공존하는” 체제로 규정하고
있는 엘지(1999, 13)에 의한 재정의를 보편적으로 따르고 있다(Schleiter and MorganJones 2009a, 874). 이와 같은 정의는, 애초 뒤베르제에 의해 준대통령제의 내포를 구
성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던 속성 중 연구자의 주관적 평가를 허용하고, 정치체제를 규
정하는 제도적 본질과 그와 같은 제도의 틀 안에서 상호작용하는 전략적 행위자들의
행태적 특성을 구별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개념상의 혼란과 논쟁을 불러일으킨 ‘대통
령의 상당한 권력’이라는 요건을 온전히 제거한 것으로서, 철저히 제도적인 성격을 가
지고 있으며, 방법론적으로 보다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의가 단순히 방법론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것을 넘어, 이론적·
규범적으로 보다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준대통령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지적하고 있다.16) 주지하다시피 현대의 민주주의는 주권자로서의 시민이 대리인을 선
출하고, 그들에게 통치의 권한을 위임하고, 그들의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하는 대
의민주주의이다. 그러하기에 주인-대리인 관계(principal-agent relationship)는 모든
현대 대의민주주의의 작동과 운영을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주인-대리인 관계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가 대의 민주주주의 정

16) 이와 관련한 이하의 논의는 슐레이터와 모건-존스(2009a), 사무엘스와 슈가트(Samuels and
Shugart 2010)의 논의를 중심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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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체제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론적 시각에 의하면, 주인대리인 관계에 있어 준대통령제는, 우리가 흔히 ‘순수형’ 권력구조로 이해하는 대통령
제, 의회제와 두 측면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첫째는 대리인의 수로서, 의회제에서 주권자로서의 시민은 자신의 이해를 대표하
는 오직 하나의 대리인(의회)을 선출하고 권한을 위임하는 데 반하여, 대통령제와 준대
통령제는 의회와 더불어 또 다른 하나의 대리인(대통령)을 시민들에게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대통령제와 준대통령제의 시민들은 의회와 구별되는 대안적인 대표의 기
제를 확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주인-대리인의 관계로 대통령제, 의회제, 그리고 준대통령제를 구별하는 둘째의 속
성은 협소한 의미에서의 정부, 즉 수상(총리)과 각료로 구성되는 행정부 혹은 내각17)이
시민의 대리인 중, 누구에게 그리고 어떻게 권력을 위임받으며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는
가의 물음과 관련되어 있다. 이 측면에서 대통령제와 의회제는 비록 그 대상은 다를지
언정, 정부가 하나의 대리인에게 봉사하도록 명확하게 위임과 책임의 관계가 설계되어
있는 반면, 준대통령제는 시민의 두 대리인, 즉 대통령과 의회 모두에게 정부의 구성과
해체에 대한 권한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실상 대통령제와 의회제(parliamentarism)라는 용어도 이러한 차이를 강조하는 것임
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두 체제의 구분은 ‘정부의 수반(head of government)이 누
구에게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대통
령제에서 정부의 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은 선거에 의하여 그 직위를 얻고 난 후에는 다
음 번 선거까지의 기간 동안 다른 어느 누구에 의한 존재의 위협없이(고정된 임기), 자
신의 팀을 꾸려 정책을 형성·집행한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시민의 대리인인 의회와
경쟁과 협력을 벌이게 되지만, 의회의 견제 대상은 오직 구체적인 정책에 한정되며, 의
회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정부, 즉 대통령의 팀과 대통령을 해임하고 교체하는 권한은

17) 일반적으로 대통령제 국가의 경우 정부는 행정·입법·사법부를 모두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
으로 사용되며, 의회제의 경우 수상과 각료로 구성된 내각을 지칭하는 협의의 개념으로 사
용하는 경향이 있다(박찬욱 2008, 202). 여기에서는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협의의 개념으
로 정부를 지칭한다. 기능적 측면에 주목하여 정부는 ‘하나의 정체(polity) 안에서 최고수준
의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제도 내지는 기관’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에 대한 대통령
제와 의회제의 개념 차이는 이와 같은 정치적 결정과정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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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히 제한된다. 결국 대통령제에서 (좁은 의미의) 정부의 일원은 오직 정부의 수반
에게만, 그리고 정부의 수반은 오직 자신, 대통령 본인에게만 (선거 사이의 기간 동안
에는)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는 정부형태, 정치체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비교하여, 의
회제에서 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수상과 각료, 내각은 선거의 시기에 관계없이 언제라도
의회가 요구하면, 즉 불신임을 표현하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만 한다. 이처럼 대통령
제와 의회제는 정부의 책임을 묻는 주체를 시민의 대리인 중 하나로, 즉 대통령제에서
는 대통령, 의회제에서는 의회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18)
이와 비교하여 준대통령제에서 행정권의 담지자로서의 정부, 즉 수상과 내각은 대통
령과 의회 모두에게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주인-대리인 관계가 설계되어 있다.
정부에 권력을 위임하는 수권자(principal)가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 의회제에서는 의
회로 단선적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반하여, 준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과 의회 모두가 정
부에 대하여 그와 같은 위임을 수행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우선 수상
과 내각이 의회의 신임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의회와 정부 간의 위임-책임의 관계를
명확히 한다. 하지만 대통령과 정부 간의 관계는 이보다는 불명확하고 모호한 것이 사
18) 현행 한국의 헌법에서 총리의 임명은 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많은 대통령제에서
정부의 구성 당시에 의회의 동의를 먼저 얻을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치적 책임의
문제는 ‘선출’보다는 ‘해임’의 권한을 우선하여 규정한다. 주인이 원하는 행동을 대리인이 수
행하는 것을 주인-대리인 관계, 위임과 책임 관계의 목표이자 이상으로 규정할 때, 이 관계
가 실현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해임의 권한이 우선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해임의 권한
으로부터 선출의 권한은 파생되지만, 그 역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 현행 한국의 헌법에
서 국무총리의 임명은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만, 일단 임명된 총리에 대해서 국회는 오
직 해임을 ‘건의’할 수만 있을 뿐, 강제력 있는 해임을 결정할 수는 없다. 이런 측면에서 한
국은 명백히 대통령제이다. 마찬가지로 일부의 의회제에서는 정부가 그 역할을 수행하기 전,
의회의 신임을 받고 있음을 인준투표를 통해서 밝힐 것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이와 같은 정
부 선출의 권한이 의회제로 규정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다. 의회가 선출의 권한 만
을 가지고 있을 뿐, 해임의 권한이 결여되어 있는 스위스의 정부형태는 의회제로 분류되지
않는다. 의회제로 부르기 위해서는 의회가 언제라도 정부를 불신임하고 교체할 수 있는 권
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의회(assembly)가 이와 같은 정부해임의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의회를 parliament라고 하며, 이러한 권한을 보유한 의회를 가진 정부형태, 정치
체제를 의회제(parliamentarism)라고 하는 것이다. 준대통령제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서
는 의회제를 의원내각제, 내각제, 수상제, 내각책임제 등과 같은 다양한 용어로 부르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대안적 용어들은 대통령제와 구별되는 정치적 책임의 관계
를 효과적으로 표현해 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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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이다. 그러나 보다 정확한 표현은 대통령과 정부의 관계를 규정하는 헌법적 조항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서, 어느 하나의 양상으로 특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일 것이다.
즉 대통령과 정부의 관계에 관한 헌법적 규정을 살펴보면, 한편으로는 러시아와 같이
대통령에게 내각의 성원을 임명하는 것뿐 아니라 독단적으로 해임하는 것까지 허용하
면서 광범위한 통제의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일랜드
의 경우와 같이 내각의 구성과 해체에 관해서는 극히 제한적인 권력을 부여하지만, 의
회의 해산과 관련한 최소한의 권한을 인정하면서 간접적으로 정부의 운명에 영향을 미
치게 하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후자의 경우에서처럼 최
소한의 권한만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정부의 형성과 해체에 있어서 의회제와는 다른 정
치적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며,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은 보편선거를 통해 선출된 모
든 대통령은 최소한 이 정도의 권력은 헌법상으로 부여받고 있다는 것이다(Cheibub
2007, 38-42).
이상에서 논의한 바를 토대로, 대통령제, 의회제, 준대통령제에서 구현하고 있는 주
인-대리인 관계를 도식화하면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그림에서 실선으로 표시된 화
살표는 주인에서 대리인으로 권력이 위임되는 (역으로는 정치적 책임의 관계가 성립하
는) 방향을 표시하고 있다. 그림은 대통령제, 의회제, 준대통령제라는 세 권력구조의
유형은 시민의 이해를 정치적 결정으로 옮기는 대리인의 수와 정부에 권력을 위임하고
책임을 묻는 주체라는 두 측면에서 확연히 구별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명확히 보
여준다. 준대통령제는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주체로서의 정부를 대통령과 구별되
는 또 다른 시민의 대리인으로서의 의회의 신임에 종속시킴으로써 대통령제와 구별되
며, 그와 같은 정부의 형성과 해체에 보편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대통령이 직·간접의
영향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대안적인 대표의 기제를 마련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회제와도 명백히 구별된다. 이와 같은 주인-대리인 관계의 설계가 보
이는 구조적인 차이는 준대통령제가 대통령제와 의회제라는 두 순수형 권력구조를 단
순하게 혼합한 권력구조가 아닌, 고유한 작동원리를 가진 또 다른 순수한 권력구조이
며, 따라서 이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특수성에 대한 독자적인 이해가 필요함
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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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통령제

B. 의회제

C. 준대통령제
<그림 1> 대의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위임-책임 관계 모형: 주인-대리인 관계를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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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준대통령제에 대한 일부의 오해
앞에서 우리는 주인-대리인 관계의 설계라는 구조적인 성격에서 준대통령제는 대
통령제·의회제와 구별되며, 이에 따라 고유한 운영원리가 작동하게 된다고 주장하였
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구조적인 차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준대통령제에 대해 잘
못 알려져 온 일부의 오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그러나 이에 앞서, 여전히 남
아 있는 개념상의 혼란에 대한 문제를 선결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 개념상의 혼란이란
세습 군주가 아닌 선출된 대통령을 국가수반으로 하는 의회제 공화국(parliamentary
republic)을 준대통령제에 포함시키느냐의 문제이다. 이들 대통령이 준대통령제의 대통
령과 구별되는 점은 시민에 의한 보편선거가 아닌 의회 혹은 그에 준하는 대의 기구에
의해 선출된다는 점이다.19) 준대통령제에 대한 관심의 증대는 자연스레 이들 의회제
공화국에서 대통령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재조명을 수행하게 하였고, 이러한 재조명
은 이들 대통령들은 알려진 바와 달리 상징적인 국가수반으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 해당 국가의 정치적 결정에 중요한 직·간접의 영향을 미쳐왔음을 밝혀내었
다.20)
그러나 이와 같은 대통령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이, 일부의 주장처럼 이들 의회제 공
화국이 준대통령제의 한 유형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황태연 2005)의 근거가 되
어서는 안 될 것이다. 주인-대리인 관계는 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즉 아무리 이들 의
회제 대통령의 영향이 크다고 한들, 이들이 추구하는 이해는 시민의 이해가 아닌, 한
번 걸러진, 그렇기에 왜곡의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는 의회의 이해라는 점이다. 이
19) 독일의 대통령은 연방하원(Bundestag) 의원 전원과, 16개 주의회에서 인구비례에 따라 그
와 동수로 파견한 성원으로 구성된 특별회합(Bundesversamlung)에서 표결로 선출된다. 서
유럽에서는 이태리와 그리스, 동유럽에서는 헝가리, 체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등이 이처
럼 의회 혹은 그에 준하는 대의기구를 통해서 대통령을 선출한다.
20) 스칼파로 대통령이 1992~4년의 이탈리아의 정치적 전환기에 끼친 역할은 익히 잘 알려져
있다. 타비츠는 유럽의 대통령에 대한 경험적 비교연구를 통해서 직선(direct election)이 대
통령에게 더 많은 정당성과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지는 않는다고, 즉 의회에 의하
여 간접적으로 선출된 대통령도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Tavits
2009) 이외에 정부의 형성과 해체과정에서 준대통령제와 의회제 대통령의 영향을 비교한 연
구로는 강(Kang 2009), 슐레이터와 모건-존스(2009b)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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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통령을 보편선거의 기제에 의해 시민이해의 또 다른 대리인으로 설정하고 있는
준대통령제와는 확연히 구별되어야 하는 성격이다. 의회제의 선출된 대통령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은 준대통령제에 대한 연구가 오히려 비교대상이 되는 의회제의 작동양상
에 대한 이해의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준대통령제에 대하여 국내 학계 및 언론,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인 이해의 하나는 준대통령제는 ‘대통령과 수상이 권력을 분점하는 정치체제’이며(헌법
연구자문위원회 2009, 204; 최한수 2007, 215), 보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이 외정을
수상이 내정을 담당하는 이원정부제이자,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것으로 보인다(황태연
2005 등).21) 이와 같은 이해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4공화
국의 극심한 정치적 불안정을 극복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으로써 이후 준대통령
제의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친 프랑스 제5공화국의 권력구조를 준대통령제의 전형이자
일반형으로 파악한 결과가 아닐까하는 짐작만 할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 이해
는 준대통령제의 한 하위유형이 택할 수 있는 특수한 성격을 마치 준대통령제의 보편
적 성격인양 혼동하게 하는 것일 수 있다는 점에서, 즉 그릇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
는 것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나아가 프랑스 제5공화국은 알려진 바처럼
준대통령제의 일반적 전형이 아니라, 하나의 특수유형에 불과할 뿐이며, 그 마저도 앞
서 소개한 이해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점에서 더욱 주의를 요한
다.
앞서 소개한 일반적 이해뿐 아니라, 준대통령제에 대한 초기의 문헌들에서22) 준대통
령제에서 예상되는 가장 본질적이며 중요한 갈등을 구성하는 두 축은 대통령과 수상
으로 상정되고 있다. 그러나 <그림 1>이 보여주듯이, 준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상대역
은 의회이며, 수상은 대통령과 정책에 대한 갈등을 구성하고 협상을 진행하는 당사자
라기보다는, 대통령과 의회 사이의 협상의 결과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론
적으로 대통령과 수상이 정치적 이념과 정책에 대한 입장을 공유하는 것은 얼마든지
21) 2014년 1월에 국회의장 직속으로 발족한 헌법개정자문위원회는 약 4개월의 연구활동을 정
리한 결과보고서에서 ‘국민이 직선하는 대통령이 통일, 외교, 안보, 국민통합을 담당하고,
국회가 선출하는 국무총리가 그 외의 일반행정을 담당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헌법개정안
으로 제안한 바 있다(헌법개정자문위원회 2014, 53)
22) 예를 들면, 린쯔(Linz 1994), 베일리스(Baylis 1996), 슈테판과 스카치(Stepan and Skach
199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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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며, 이 때 준대통령제는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 시기처럼 온전히 대통령제처럼,
혹은 온전히 의회제처럼 운영되는 것이 모두 가능하다. 아마도 가장 많은 경우에 수상
은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의회의 신임을 유지해야 한다는 제약
조건 속에서 대통령이 동의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으로서의 성격을 가질 것이다. 특히
의회가 분절화되어 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과반수의 조합이 많아질수록 대통령의 선
택의 폭은 확대될 수 있다. 전후의 핀란드가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비상대권(decree power)이나 거부권처럼 대통령이 정부와 의회를 우회하여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이 제한된다면, 굳이 현재 상태에서 최선의 대안이라
할 수 있는 수상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자신의 정치적 자산이라 할 현실 정치로부터 초
월적이며 중립적인 국가수반으로서의 이미지를 훼손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경우
준대통령제는 최소한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은 의회제와 같을 것이다. 약한 대통
령을 특징으로, 마치 의회제처럼 운영되는 준대통령제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수상이 진정한 의미에서 대통령과 동등하게 대립할 수 있는 갈등의 당사자로 등장
하는 것은 수상을 리더로 하는 의회 내의 세력이 견고한 단결력을 유지하면서 과반수
를 형성하는 경우에나 가능하다. 프랑스 제5공화국의 동거정부가 등장하던 시기의 의
회 내 정당체제가 이에 해당한다.23) 그러나 이 경우에도 후자의 조건은 대통령과 수상
이 이원적 갈등의 축을 형성하는 데에 있어서 오직 필요조건에 불과한 것임을 유의해
야 한다. 이는 동거정부 시기 프랑스의 정치적 상황이 대통령이 외정, 수상이 내정이라
는 식으로 권력을 수평적으로 분화했거나 다른 방식으로 대통령이 수상과 대등한 지
위에서 권력을 분점하고 경쟁을 벌였다기보다는, 정국운영의 주도권이 명백히 수상에
게 넘어갔던 시기였다는 분석이 명백히 보여준다(강원택 2006, 185-196; Stepan and
23) 이념 분포에 따라 중앙에 위치한 정당을 중심으로 타협과 협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여타
유럽의 다당제 의회와는 달리, 영국과 미국은 좌와 우를 대표하는 두 개의 정당이 선거를 통
한 과반수의 획득을 목표로 경쟁하는 양당 정치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프랑스는 이와 유사
하지만 다르게, 좌와 우에 정당들의 연합이 경쟁하는 양대 블록경쟁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당경쟁의 상황과 대통령과 의회 임기의 불일치(각 7년, 5년)라는 조건 속에서
1986~1988년, 1993~1995년의 기간 동안에는 좌파인 사회당의 미테랑 대통령 시기에 우파
의 정당연합이, 1997~2002년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우파인 시라크 대통령 시기에 좌파의
연합이 총선을 통하여 과반수를 구성하게 되었다. 이 기간 대통령은 이념적으로 대립관계에
있는 정당(연합)이 지지하는 수상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좌와 우를
대표하는 두 세력이 대통령과 수상을 나누어 차지하게 되는 동거정부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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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leiman 1995; Elgie 2009 등).24)
결국 이와 같은 고찰이 의미하는 바는 준대통령제를 이원정부제, 분권형 대통령제로
지칭하면서, ‘대통령과 수상이 외정, 내정의 영역으로 권력을 분점하는 체제’로 심각한
고려없이 예상하는 모습은 준대통령제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보편적 성격이
아니라, 정당들의 이념과 의석분포에 따른 정당체제, 정당규율의 강도, 수상을 포함한
정부의 형성과 해체 및 의회의 해산과 관련한 대통령의 헌법적 권력, 그리고 정부 및
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대통령의 권력 등과 같은 많은 요인들이 특정한 양상
으로 복합적으로 결합했을 때에만 나타날 수 있는 매우 특수한 현상이라는 점이다. 너
무나 특수한 현상이기에 과연 이러한 상황이 실재(實在)했는지조차 분명치 않다.25)

IV. 맺으며: 의미의 확장을 경계하며
권력구조 혹은 정부형태 분류는 (헌)법과 제도의 차이에 기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준대통령제는 대통령제나 의회제와 엄격히 구별되는 위임과 책임의 관계로 설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보편선거로 선출된 대통령과 의회의 신임에 의
존하고 있는 수상의 관계를 법적으로 다양하게 설계하고, 이에 따라 준대통령제의 하
위 유형들(subtypes)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원정부제나 분권형 대통령제가 ‘정
부가 대통령과 의회에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는 체제’, ‘대통령이 의회와 권력을 분할하

24) 이처럼 동거정부와 그렇지 않은 시기에 권력의 주도권이 이동하는 현상에 주목하여 준대통
령제를 대통령제와 의회제가 번갈아가며 등장하는 체제라고 이해하는 입장이 있음을 소개
한 바 있다. 비록 이 입장은 프랑스를 준대통령제의 일반형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오류를 범
하고 있지만, 이 입장에서조차 준대통령제가 대통령과 수상이 ‘같은 시간대에’ 권력을 분점
하고, 이원적인 갈등과 경쟁을 벌이는 체제로 이해되고 있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25) 많은 연구가 축적돼 온 해외학계에서도 대통령과 수상의 이원적이며, 수평적인 권력분할이
라는 개념자체가 생소한 것이기에 경험적 검증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물
론 국가수반으로서의 성격에 의하여, 외교·국방의 영역에서 대통령이 다른 사회·경제 영
역에서보다 상대적으로 큰 역할을 수행한다는 주장을 담은 사례연구들이 존재하지만(Arter
1987; Verheijen 1999 등), 우리의 이해는 이보다 엄격한 외정과 내정의 구분을 가정하고 있
음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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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능한 모든 형태의 체제’라는 보편적 성격을 넘어, ‘대통령과 수상이 상대적으로
대등하게 권력을 분점하는 체제’라거나 ‘대통령이 외정, 수상이 내정을 담당하는 체제’
라는 보다 협소한 의미로 해석되는 한 이원정부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는 준대통령제라
는 일반형 내에 이론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하나의 하위유형일 수는 있어도 준대통령
제 자체는 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이원정부제, 분권형 대통령제의
용례는 협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것이 준대통령제의 일반적인 정의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것 같기에 걱정스럽다. 이는 사르토리(1970)가 그토록 경계해마지 않던
“개념의 확장”(conceptual stretching)의 한 유형에 다름 아니다. 더욱이 우리 사회에서
준대통령제에 대한 관심이 헌법개정에 대한 요구로부터 비롯된 만큼, 이와 같은 개념
상의 혼란은 심히 우려스럽다.
준대통령제(semi-presidentialism)라는 용어에 등장하는 영어의 semi라는 접두어는
라틴어에 어원을 두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절반의’(half)에 해당하는 의미를 가지지만,
그로부터 ‘온전하지 못한’, ‘무엇이 아닌’의 의미가 아울러 파생된다고 본다. 결국 준대
통령제라는 이름은 개체의 속성에 기반한 분류를 시도할 때, 그것이 ‘아닌’ 대상과 속
성에 비추어 하나의 개체를 구분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개체를 개체 자체의 속성
으로 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겠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시도가 여의치 않을 경우
그것이 아닌 대상에 비추어 규정하는 것이 하위 유형을 일반화하는 것보다 나을 것이
다. 이것이 많은 현대의 연구자들이 공감하고 있는 이유이며, 준대통령제가 많은 초기
의 경쟁적인 용어들을 제치고 보편적으로 사용되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준대통령제를 이 글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보편선거를 통해 고정된 임기로 선출된
대통령이 의회에 책임을 지는 수상 및 내각과 공존하는 체제’로서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준대통령제라는 이름 아래 다양한 하위유형들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대통령
과 의회, 수상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과 제도에 따른 구분이 그와 같은 하위유형을 분
류하는 하나의 유형론에 해당할 것이다. 다른 기준에 의한 분류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
이다.26) 준대통령제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은 이와 같은 구분에 기반하여, 준대통령제
26) 준대통령제를 대통령이 수상 및 내각의 성원을 의회의 동의없이 독단적으로 해임할 수 있는
‘대통령제형-의회제’와 그렇지 못하는 ‘총리형-대통령제’로 구분하는 슈가트와 캐리(1992)
가 이와 같은 유형론의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이후 이들에 대한 정교화 및 새로운 유형화
가 다양하게 시도되었다(Roper 2002; Siaroff 2003; Elgie 2009 등). 국내문헌으로는 드물
게 김연규(2004)에서 이러한 시도가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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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하위 유형들이 민주적 안정성, 대표성 등과 같은 지표에서 큰 차이를 빚어낸다는 것
을 보여주고 있다. 즉 대통령제냐 의회제냐의 구분보다 어떤 대통령제냐 어떤 의회제
냐의 문제가 더 중요한 것처럼, 어떤 준대통령제냐라는 문제가 더 큰 관심으로 떠오르
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협소한 이해가 이러한 다양성을 탐구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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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ncept and Practices of Semi-presidential Regimes
Shin-goo Kang |

Ajou University

It appears that there exists a big gap in the understanding of semi-presidential
regimes between domestic and international academic communities. This paper tries
to bridge the gap by critically introducing the international scholarly efforts on semipresidential regimes for the past 30 years. The concept of semi-presidentialism, since
first proposed by Duverger, has produced serious debate, despite its apparent numerical
expansion after the cold war era. The conceptual confusion was due to the intrinsic
ambiguity of the president’s considerable power. Recently, a new definition which
eliminates the controversial element completely has been widely accepted in the
academic community. This new definition, proposed by Elgie, has been assessed that it
is not only more methodologically advanced but also rich in theoretical imports. Based
on the theory of the principal-agent relationship, the new definition makes it clear that
semi-presidential regimes are designed to provide different delegation-accountability
relationship to citizens than those of presidential and parliamentary regimes. In light
of this new definition, our understanding of semi-presidential regime such that it is a
regime where president deals with foreign affairs and prime minister makes a decision
on domestic issues confuses general characteristics of semi-presidentialism with
very peculiar characteristics of some subtype of semi-presidentialism. This narrow
understanding is dangerous because it might impede our effort to study the variety of
semi-presidential regimes.
Keywords: semi-presidential regime, dual executive system, principal-agent theory,
delegation-accountabil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