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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韓國憲法史에 등장한 國務總理制度의 淵源

*

鄭 宗 燮

**

1)

Ⅰ. 序論
우리나라 憲法史에서 國務總理라는 명칭과 직책은 9 차례의 헌법개정을 거치는
동안 1954年憲法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줄곧 있어온 제도이다. 물론 1960年6月
憲法과 1960年11月憲法이 기본적으로 의원내각제를 본 뜬 정부형태를 취하였기

때문에 대통령제의 정부형태를 채택한 나머지 헌법들과는 달리 국무총리의 지위
와 법적 성격이 다르지만, 이러한 차이가 있음에도 국무총리라는 직책은 계속적
으로 있어 왔다.1) 1960 년에 두 번 개정된 헌법은 기본적으로는 의원내각제의 정
부형태를 채택한 것이지만, 영국이나 독일에서 볼 수 있는 의원내각제는 아니고
이것도 변형된 형태를 취한 것이었다.
우리 헌법사에서 논의되고 제도화된 國務總理制度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를
채택한 구조에서 채택한 국무총리제도이다. 이러한 국무총리제도의 기본구조는
1) 국무총리가 국가원수이면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점, 2)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지위에 있는 점, 3) 국무총리는 총리령
을 발하는 권한을 가지는 점, 4)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임명에 제청 등 관여하
는 권한을 가지는 점, 5) 대통령이 귈위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통령이 있는 경우에는 부통령도 이런 유고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

는 지위에 있는 점, 6) 대통령의 국법상의 행위에 대하여 副署를 하는 권한을 가
지는 점, 7) 국무회의의 부의장의 지위에 있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그런데 이러
한 국무총리라는 지위와 권한은 다른 나라의 政府形態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 이 논문은 2002년도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다(KRF-2002-073-BM1020).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副敎授
1) 역대 대한민국헌법에 대해서는 鄭宗燮, 韓國憲法史文類(서울: 博英社, 2002), 228쪽 이
하를 보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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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48 년 헌법을 제정하면서 제2 차 대전이후 신생독립국이
그러했듯이 ‘模倣的 憲法’ 의 형태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미 입헌주의가 발전
하고 성공한 선진국의 헌법들을 참고로 하여 이를 본 떠 자기 나라의 헌법을 만
든 것이다. 그러나 역대 우리 헌법(1954년헌법 제외)에서 채택되어 온 국무총리라
는 직책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이든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
라이든 생소한 것이고, 혼합형의 정부형태를 가지는 나라에서도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헌법학계에서는 그동안 역대 헌법들에서 채택했던 국무총
리에 대하여 논란이 있어 왔다. 대통령제의 정부형태에서 볼 때, 그 지위나 권한
이 이질적이고 또 이로 인하여 대통령의 권위주의화가 강화되거나 은폐된다는
비판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독특한 제도로서 그 나름의 의미가 있다는 해석도
있고, 문제는 있지만 이를 잘 활용하여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성공시켜보자는 의
견도 있다.
아무튼 이 글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평가가 있는 우리나라의 국무총리제도가
우리 역사에서 독자적으로 고안된 고유한 제도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의 제도에
서 전래된 것인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원을 추적해봄으로써 국무총리제
도의 기능과 역할을 보다 분명하게 규명하고 이러한 것이 현대 대통령제의 정부
형태와 체계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것인지와 국무총리에게 부여된 권한의 성질
을 밝히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며, 국무총리제도의 개선이나 폐지의 문제에
도 그 端初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Ⅱ. 中國 憲法史에서의 國務總理의 登場
1. 1912年 ｢中華民國臨時約法｣
중국에서 입헌주의의 운동은 1880 년대 鄭觀應(1842-1923)과 같은 사람들이 立
憲政治와 議院政治를 주장하면서 나타났고, 이러한 흐름이 청나라 말기 정치의

근대화로 전개되어 1908 년 청나라 정부가 ｢欽定憲法大綱｣을 제정․반포하면서
최초로 ‘憲法’이라는 말이 오늘날의 constitution 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2)
｢欽定憲法大綱｣은 중국 역사상 최초로 등장한 근대 헌법이었지만, 여기서는 군주

2) 자세한 것은 鄭宗燮, 憲法硏究 4(서울: 博英社, 2003), 24쪽 이하, 27쪽을 보기 바람.

434

鄭 宗 燮

[서울대학교 法學 제45권 제4호 : 432∼465

를 없앨 수는 없었던 반면에 한편으로 입헌주의 근대국가로의 이행에 대한 요구
는 강하게 밀려 와 결국 立憲君主制로 그 해결의 길을 찾은 것이었다. 이러한 것
은 가까이 일본국에서 천황을 두고 입헌주의를 받아들인 형태의 입헌군주제를
취한 明治憲法, 즉 ｢大日本帝國憲法｣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본 따 모방한 것이었
다. 그런데 청나라 조정의 전통적인 군주의 지위는 神聖하고 존엄하며 불가침의
것(同憲法 “君上神聖尊嚴不可侵犯”)으로서 유지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大淸皇帝
의 지위를 일본국의 천황보다 더 높은 것으로 설정하였고, 그 권한 역시 강력한
것이었다.3) 그렇지만 청에서의 이러한 ｢憲法｣이라는 근대적 개념의 공식적인 등
장은 이후 입헌주의의 본격적인 전개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입헌주의의 전개에
따라 근대 국가적 정부형태의 논의도 전개되었고, 영국의 의원내각제니 미합중국
의 대통령제니 하는 것도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등장하였다.
國務總理라는 직책도 이러한 근대적 정부형태를 고안하고 이를 헌법제도로 實
定化하는 단계에서 전통적인 官制를 여러 차례 개혁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등장

하였다. 국무총리제도의 연원을 찾는데 있어서는 먼저 국무총리라는 용어가 언제
어떠한 맥락 속에서 등장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1) ｢總理｣라는 말의 登場
국무총리라는 용어는 아니지만 ‘總理’라는 말은 1861 년 1 월 20 일 總理各國事
務衙門을 설치하고 여기에 總理大臣이라는 직을 설치하면서 처음 등장했다.4) 중

국의 관제에 總理大臣이라는 직은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총리라는 말은 孫文이 혁명세력을 규합하기 위하여 해외세력을 조직화하는 과정
에서 1905 년 8 월 20 일 일본국 동경에서 中國同盟會 창립대회를 하고 그날 손문
을 최고지도자로 하여 總理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에서 발견할 수 있다. 직제상
총리 아래에는 권력을 삼권으로 분립시켜 執行府, 評議府, 司法府를 두었다.5) 그
다음으로 헌법(constitution)의 틀을 다소 갖추면서 총리대신이라는 직이 설치된 것
은 1911 년 辛亥革命이 발발했을 때 그해 11 월 3 일 청나라 조정이 資政院으로 하
3) 陣茹玄, 中國憲法史(上海: 世界書局, 1933), 8쪽 이하; 鄭宗燮(註 2), 27쪽 참조.
4) 張晋藩(主編), 中國官制通史(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92), 682쪽 이하 참조.
5) 민두기, 辛亥革命史(서울: 민음사, 1994), 70쪽. 辛亥革命이 발발한 바로 직후에 中國同
盟會의 회원들이 주도한 지역의 四川軍政府, 四川都督府, 貴州軍政府 등에서 政務의 총
책임자를 ‘總理’라고 한 것에서도 總理라는 직명이 사용되었다. 邱遠猷/張希坡, 中華民
國開國法制史(北京: 首都師範大學出版社, 1997), 38쪽, 206쪽 이하, 234쪽, 256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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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금 기초하게 하여 이를 선포한 ｢憲法重大信條十九條｣(1911. 11. 3)에서 발견할
수 있다. 여기서는 영국의 입헌군주제의 헌법정신을 추구하여 내각책임제의 정부
형태를 취하면서 ‘總理大臣’ 이라는 직을 두었다. 이러한 것은 한편으로 1908 년
반포되었던 ｢欽定憲法大綱｣보다는 진일보한 것인데, 여기서 군주는 의원내각제에
서의 군주로써 권력이 제한된 지위로 설정되었다. 황제의 권한은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된다고 정하였고(同信條 §3), 내각의 총리대신은 국회에서 선출되
어 황제가 임명하였고(同信條 §8), 국회에 의하여 탄핵(=해임)되면 국회를 해산할
수 없고 바로 그 직에서 사직되었다(同信條 §9).6) ｢憲法重大信條十九條｣가 반포되
기 직전 그해 5 월 8 일에 新內閣官制를 반포하였는데, 여기서도 總理大臣을 두었
다. 총리대신은 각부의 대신들이 행한 명령이나 처분을 정지시키는 권한을 가졌
고, 내각회의의 의장이 되었다. 법률안, 칙령안, 관제, 예산가 결산안, 예산외의
지불, 조약과 주요 외교교섭, 각부의 권한쟁의, 각부중요행정사건 등은 내각회의
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다.7)
일본국에서 ‘總理大臣’이라는 용어는 1889 년 2 월 11 일에 발포한 ｢大日本帝國
憲法｣하에서의 직제에서 등장하였다. 이 헌법은 천황을 두고 내각에 國務大臣을

두었는데, 이 국무대신은 천황을 보좌하는 책임을 지고, 법률이나 칙령 기타 국
무에 관한 조칙에 발함에 있어서 副署를 하는 지위에 있었다(同憲法 §55). 부서가
필요한 경우에 부서가 없으면 그 법률이나 조칙은 無效로써 효력을 가질 수 없
었다. 부서는 조칙 등이 국내외적으로 발효함에 있어 대신들의 책임을 표시하고
자 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대신들이 천황의 명을 전하는 통로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구되는 것이었다. 다만, 이 부서를 한 행위에 대하여 대신들이 법적 책
임을 지는 것은 아니었고, 정치적 또는 도의적인 책임을 질 수는 있었다.8)
國務大臣은 內閣總理大臣과 各省大臣으로 충원되었다. 이와 같이 국무대신은

천황을 輔弼하는 지위에 있었는데, 보필한다는 의미는 자문을 하고 상담에 응하
는 것을 말하였다.9) 이러한 국무대신은 모두 천황을 보필하는데 있어 상하의 위
계가 없었고, 권한과 직무에서도 동일하였다. 내각은 합의제였지만 국무대신은
각기 개별기관으로서 천황을 보필하는 지위에 있었다.10) 이들은 各省大臣으로서

6)
7)
8)
9)

陣茹玄(註
張晋藩(註
伊藤博文,
上杉愼吉,

3), 12쪽 이하 참조.
4), 713쪽 참조.
新譯 憲法義解(東京: 日本大學振興會出版部, 1938), 126쪽 참조.
大日本帝國憲法講義(출판지, 출판사, 출판연도 불명), 2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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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기가 관장하는 省의 행정사무를 수행하지만, 국무대신으로서 천황을 보필함
에 있어서는 그 관할에 상관없이 국가의 모든 업무에 걸쳐 보필하는 권한을 가
졌다.
관제상으로 內閣總理大臣이 있었는데, ‘總理’라는 말은 이러한 총리대신이라는
직명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내각총리대신은 각성대신의 수반으로서의 지위에
서 행정각부의 업무상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각부를 감독하고 閣議를 主
宰하고 그 의장이 되는 지위를 가졌다. 내각총리대신은 헌법상의 국무대신으로서

의 지위를 가지면서 동시에 이러한 지위에서 각 대신보다 상위에 위치하여 지시
명령을 내렸다.11) 各省大臣간에는 물론이고 내각총리대신과 나머지 국무대신간에
도 連帶責任은 지지 않는 지위에 있었다.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 국무대신들이 단
결하여 천황에 대하여 집단적으로 정치적인 힘을 행사하는 폐단이 우려되어 大
臣連帶責任主義를 부정하였다. 議院內閣의 정신에 따라 단독책임제로 하였다.12)

여기서 내각은 貴族院과 衆議院으로 구성되는 帝國議會와는 별개로 존재하였다.
따라서 내각은 의회와 별개로 구성되었고, 내각총리대신도 의원내각제의 정부형
태에서 보는 수상과는 성질상 다른 것이었다. 이는 행정각부를 총괄하되 천황을
보필하는 지위에 있었다. 兩議院은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의결하거나 법률안을
제출하는 권한을 가졌다(同憲法 §38). 천황은 행정각부의 관제 및 문무관의 봉급
을 정하고 문무관의 임면권을 가졌는데(同憲法 §10), 이는 천황의 大權으로 파악
하였다.13)
이러한 內閣制度는 명치헌법에서 서양의 내각제도를 받아들여 만든 것인데, 이
는 종래 親王과 公卿이 관행으로 太政大臣을 맡아오던 太政官制度를 폐지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미 헌법을 제정하기 이전에 1885 년 12 월 22 일에 내각직권으
로 종래의 3大臣(太政大臣, 右大臣, 左大臣), 參議, 各省의 卿을 폐지하고 總理大臣,
各省大臣을 설치하였다. 이러한 개혁을 주도한 伊藤博文이 초대 총리대신에 취임

하였다. 내각총리대신은 각 대신의 수반으로서 행정각부를 총독하는 지위를 지니
고 있었는데, 이는 내각총리대신에게 각 대신을 통제하는 강대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었다(大宰相主義).14) 태정관제도는 1869 년 版籍奉還으로 종래의 봉건적 권력
10) 上杉愼吉, 大日本帝國憲法述義(東京: 有斐閣, 大正 3년), 403쪽 참조.
11) 上杉愼吉(註 9), 27쪽 참조.
12) 伊藤博文(註 8), 124쪽 이하; 井ケ田良治/山中永之佑/石川一三夫, 日本近代法史(京都:
法律文化社, 1982), 88쪽 참조.
13) 伊藤博文(註 8), 46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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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체하고 중앙집권의 국가를 구축하는 官制改革의 틀 속에서 설치된 관제였
다. 그리하여 태정관은 中央官府를 총칭하는 것이었는데, 실질적으로 국가의 최
고기관으로서 국가의 입법․행정․사법을 일원적으로 통할하는 권한을 가졌다.15)
이렇게 하여 일본국에서 총리대신은 명치유신이후에 서양의 제도를 받아들여 종
래의 태정관제도를 폐지하고 내각제도를 창설하면서 생겨난 것이고, 그 용어도
이때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자어 總理大臣이라는 용어가 그 이전에 중국에
서 먼저 등장했음을 보면, 이 당시 일본국이 중국의 관제를 참고하였는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창안하였는지 하는 문제가 究明되어야 할 과제로 남는다.

(2) ｢國務總理｣의 登場
중국에서 처음으로 국무총리라는 말이 사용된 것은 국무총리제도를 헌법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한 ｢中華民國臨時約法｣에서 비롯한다. 이 약법은 1912 년 3 월 11
일에 손문을 지도자로 한 혁명정부인 南京臨時政府가 제정하여 공포․시행한 것
인데, 여기서는 신해혁명이후 미합중국의 대통령제를 채택하려고 한 孫文과 실제
로 군사독재의 구상을 하고 있던 손문에 반대하고 서구적 의회정치를 추구하여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려고 한 宋敎仁간의 대립에서 송교인의 의원내각제 구상이
지지를 받아 헌법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16) 이러한 의원내각제 구상의 핵심은
대총통을 의회에서 선출하는 것이었다. 대총통을 보좌하는 국무총리라는 직의 설
치가 의원내각제의 요소로 고려된 것 같지는 않다. 이 임시약법의 제정에 손문은
전혀 관여할 수 없었고 송교인의 주도하에 임시약법의 제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中華民國臨時約法｣은 임시약법이 제정되기 전에 武昌蜂起를 한 혁명세
력들이 임시정부를 수립하자고 하는 흐름에 따라 17 성의 대표로 구성된 ‘ 각성도
독대표연합회’ 가 11 월 30 일부터 漢口의 영국조계에서 개최되어 무창을 國都로 정
하고 임시정부를 조직하기 위하여 정한 ｢中華民國臨時政府之組織大綱｣(1911. 11.
30) 과도 구별된다. ｢中華民國臨時政府之組織大綱｣에서는 臨時大總統과 副總統을

두고 국무총리는 두지 않았다. 이는 당시의 미합중국연방헌법에서 채택한 대통령
제를 표본으로 삼아 고안한 것인데, 행정각부의 總長만 두어 이들로 하여금 國務
14) 井ケ田良治/山中永之佑/石川一三夫(註 12), 88쪽 이하; 福島正夫(編), 日本近代法體制の
形成 上卷(東京: 日本評論社, 1981), 63쪽 이하, 115쪽 이하, 126쪽 이하 참조.
15) 福島正夫(註 14), 70쪽 이하 참조.
16) 張晋藩/曾憲義, 中國憲法史略(北京: 北京出版社, 1979), 107쪽 이하; 鄭宗燮(註 2), 28
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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員으로서 임시대총통과 부총통을 보좌하여 각부사무를 관장하도록 하였다(同組織
大綱 §18) .17) 중국에서는 청나라가 1844 년에 미합중국의 president를 (大)伯理璽天

德이라고 번역한 적이 있었지만 근대화과정에서 나타난 이때부터 president 를 大
總統으로 번역하고 vice-president 를 副總統으로 번역하였다. 이러한 용어는 현재

도 타이완의 ｢中華民國憲法｣에 總統과 副總統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中華民國臨時約法｣에 의하면, 오늘날의 의회에 해당하는 參議院이 입법권을
가졌고(同法 §16), 참의원은 각 지역에서 뽑힌 參議員으로 구성하였다(同法 §18).
참의원은 일체의 법률안을 의결할 뿐 아니라 임시정부의 예산과 결산에 대하여
의결하고, 전국의 세법과 화폐 등에 대하여 정하며, 공채의 모집과 국고의 부담
으로 되는 계약을 의결하는 권한 등 광범한 권한을 가졌다. 여기서 참의원은 임
시대총통에 대하여 謀叛行爲를 한 경우에 탄핵을 의결하는 권한을 가짐과 동시
에 국무원에 대하여도 탄핵을 의결하는 권한을 가졌다(同法 §19). 임시대총통은
참의원의 의결로 바로 그 직에서 파면되는데, 다만 1 회에 한하여 참의원은 覆議
할 수 있었다(同法 §47). 이 약법에 의하면, 임시정부에는 臨時大總統과 副總統을
두었는데, 이들은 모두 참의원에서 총원 3/4 이상의 출석과 2/3 이상의 득표로 선
출하였다(同法 §29). 임시대총통은 임시정부를 대표하고 정무를 총람하며 법률을
공포하는 권한을 가졌다(同法 §30). 또 임시대총통에게는 법률을 집행하거나 위임
에 의하여 명령을 발하는 권한(同法 §31), 전국의 육해군을 통수하는 권한(同法
§32) , 官制官規를 제정하는 권한(同法 §33) , 文武職員의 임면과 참의원의 동의를

받아 대사와 공사를 임면하는 권한(同法 §34), 선전포고와 강화에 관한 권한(同法
§35) , 계엄을 발하는 권한(同法 §36) , 외교사절을 접수하는 권한(同法 §37) , 참의원

에 법률안을 제출하는 권한(同法 §38), 훈장과 榮典을 수여하는 권한(同法 §39), 대
사․특사․감형․복권에 관한 권한(同法 §40) 등이 부여되었다. 이는 실질적으로
대통령제의 대통령이 가지는 권한과 흡사하다. 다만, 임시대총통이 의회에서 간
선으로 선출된 것이 직선대통령제와 다르다. 이러한 것은 그 고안의 의도가 종래
의 총통제를 개선하여 의원내각제를 채용하고자 한 것에서 빚어졌다. 臨時副總統
은 임시대통령의 직권을 대행하는 권한을 가졌다(同法 §42).
내각인 행정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國務總理와 總長을 두었다(同法 §43). 이들은
모두 國務員인데, 임시대총통을 보좌하는 책임을 졌다(同法 §44). 국무원은 임시대
총통이 제출한 법률안과 법률의 공포와 명령의 발포에 있어서 반드시 副署하여
17) 陣茹玄(註 3), 18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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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했다(同法 §45). 국무원은 참의원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대통령제를 모방한 듯 하면서도 의원내각제로의 의지가 강하게 침투하여 독특
하게 만들어진 ｢中華民國臨時約法｣상의 이러한 정부형태에서 임시대총통은 의회
인 참의원에서 선출되지만 그 지위에서는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부의 수반
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 대통령제의 대통령과 동일한 것이었고, 실제 권한
도 그러했다. 그런데 임시대총통이 의회인 참의원에서 선출되고, 법률안의 제출
권을 가진 점에서는 의원내각제의 행태와 유사한 점이 존재한다. 그래서 비록 국
가원수와 행정수반이 분리되지는 않았지만 대총통이 행정수반인 점을 고려하여
의원내각제의 수상이라고 보면, 이러한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것이었다. 이는 당시 프랑스의 의원내각제를 모방한 것이었다. 그런데 당시
이를 미합중국의 대통령제라는 관점에서 본 사람들은 미합중국의 대통령제에서
국무총리라는 직책이 없는 점을 들어 이를 비판하였다.18) 아무튼 여기서 국무총
리는 어디까지나 임시대총통을 보좌하는 지위에 있는 內閣(cabinet)의 일원이었으
며, 의원내각제에서 행정수반의 지위에 있는 수상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여기서 등장하는 국무총리의 지위를 우리 헌법사에서 등장한 국무총리와 비교
하여 보면, 국가원수이면서 행정수반을 보좌하는 지위에 있는 점, 행정부, 즉 내
각의 구성원인 점, 내각의 각부의 장보다는 높은 지위에서 행정의 통일을 기하는
지위에 있는 점, 행정수반인 임시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는 점에서, 우리의 1954
년헌법과 1960 년6 월헌법 및 1960 년11 월헌법을 제외한 나머지 헌법들에서 채택한
국무총리와 매우 흡사한 태양과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이 임시약법은 약법시행이후 10 개월 내에 임시대총통이 참의원이 정하는
선거와 조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를 소집하여야 하고(同法 §53), 정식으로 구
성된 국회에서 제정하는 헌법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진
다고 정하였다(同法 §54). 이 약법의 시행과 동시에 종래의 ｢中華民國臨時政府組
織大綱｣은 폐지되었다(同法 §56). 그해 8 월 10 일 參議院과 衆議院으로 구성되는

양원제의 국회를 채택한 ｢中華民國國會組織法｣이 공포되었다. 이 법에서는 중화
민국헌법안을 기초할 위원을 양원에서 동수로 선출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다(同法
§20) . ｢大總統選擧法｣이 1913 년 10 월 5 일에 공포되었다. 1913 년 10 월 10 일에 마

련된 ｢中華民國憲法草案｣(天壇憲法)에서도 대총통과 부총통을 두고(同草案 §55 이
18) 陣茹玄(註 3), 3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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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 행정부에 국무원을 설치하여 국무원으로 이를 구성하였다(同草案 §78) . 국무

총리와 각부총장이 國務員이 되었다(同草案 §79). 국무총리의 임명에는 중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였고, 국회의 폐회중에는 국회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國務總理署
理를 임명하였다(同草案 §80). 국무총리와 각부총장은 대총통을 보좌(贊襄) 하고 중

의원에 대하여 책임을 졌다.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 기타 국무에 관한 문서는 부
서를 필요하였으며, 이러한 부서가 없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同草案 §81).
｢中華民國臨時約法｣은 중국에서 최초로 등장한 근대시민의 공화국헌법이었지
만, 신해혁명의 실패로 인하여 그 기반을 상실하고 袁世凱에 의하여 폐기되었다.
1914 년 袁世凱의 지배(=北洋軍閥政府)하에 만들어진 ｢中華民國約法｣(=袁記約法)은

그해 5 월 1 일부터 발효하여 1916 년 6 월 29 일까지 존속하였는데, 여기서는 국가원
수이자 행정부의 首長인 大總統을 두고(同法 §14-§29), 각료로 國務卿(同法 §39)과
各部의 總長(同法 §41)을 두었다. 이 대총통은 사실상 전제황제로서 국가의 모든

권력을 장악한 지위를 가졌지만, 袁世凱는 황제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이 約法
마저도 스스로 폐기하였다. 그는 83 일간의 황제로 군림하다가 종말을 맞이하였다.

2. 1923年 ｢中華民國十二年憲法｣과 國務總理
袁世凱의 사멸로 중국은 군벌의 혼란기로 빠져들었다. 1916 년부터 1928 년까지
12 년간 전개된 군벌시대에 각 군벌들은 서로 무력투쟁을 하면서 북경정부를 장

악하였는데, 直隸派의 曹錕이 북양군벌의 최후의 지배자가 되었다. 조곤은 1 표에
5000元의 대금을 지불한 뇌물선거를 실시하여 의원을 매수하고 매수된 의원들에

의하여 대총통으로 선출되었다. 이때 3 일간에 급조하여 중화민국헌법회의는 1923
년 10 월 10 일 국체를 統一民主國으로 하고 주권이 國民全體에 속한다고 하는
｢中華民國十二年憲法｣(=曹錕憲法)을 공포하였다.19) 여기서는 국민의 권리와 자유
를 정하고, 정부형태를 參議院과 衆議院으로 된 양원제의 국회, 국회의원으로 구
성되는 大總統選擧會에서 선출하는 대총통, 법원을 두는 것으로 하였다. 대총통
과 부총통을 두면서, 행정부에 해당하는 국무원을 설치하고, 그 國務院에 國務員
으로서 國務總理와 各部總長을 두었다(同法 §93). 대총통은 국가의 원수인(同法

19) 陣茹玄(註 3), 132쪽 이하; 董成美(編著)/杉中俊文/野澤秀樹(共譯), 中國憲法槪論(東京:
成文堂, 1984), 19쪽; 高橋勇治, 中華民國憲法(東京: 有斐閣, 1948), 88쪽 이하; 堀川哲
男, 孫文(淸水書院, 1973), 王載烈(編譯), 孫文과 中國革命(서울: 역민사, 1985), 150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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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동시에 행정부의 수반이었다(同法 §71) . 대통령이 귈위한 경우에는 잔여임기

동안 부총통이 승계하고,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총통이 대리하였다(同法 §76). 대총통은 문무관리임면권(同法 §81), 군대통수권(同
法 §82), 선전포고권(同法 §84) , 법률을 집행하거나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 명

령을 발포하는 권한(同法 §80), 조약체결권(同法 §85), 계엄선포권(同法 §86), 최고법
원의 동의를 얻어 면형, 감형, 복권을 하는 권한(同法 §87), 중의원이나 참의원의
회의를 정지시키는 권한(同法 §88) 등을 가졌다. 그리고 대총통이 국무총리를 임
명하는 때에는 중의원의 동의를 반드시 얻도록 하였다. 이 경우 국회가 폐회되어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총통은 그 署理를 임명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임명에서 반드시 차기국회 개회이후 7 일내에 중의원에 동의를 제출
하여야 한다(同法 §94). 1913 년의 中華民國憲法草案과 이 헌법에서 ‘國務總理署理’
라는 용어를 발견할 수 있다.20)
국무총리는 각부총장과 함께 國務院의 국무원이었는데, 국무원은 대총통을 보
좌하고 중의원에 대하여 책임을 졌다(同法 §95). 의원내각제도 아니고 중의원에
의해 선출된 것도 아닌데, 국무원으로 하여금 중의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
였다. 이는 대총통으로 하여금 중의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 대신 고
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國務員은 대총통이 명령을 발하거나 기타 국무와 관
련하여 문서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副署를 하였고, 이러한 부서가 없으면 대총통
의 행위는 효력을 발하지 못하였다(同法 §95). 국무원은 양원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데, 정부의 제안에 대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대리로 하여 이를
하게 할 수 있다(同法 §96).
｢中華民國十二年憲法｣에서의 국무총리의 지위와 우리 헌법사에서의 대통령제
정부형태에서의 국무총리를 비교하면, 대총통이 국가원수와 행정수반의 지위에
있는 점, 국무총리는 행정부인 국무원의 구성원으로서 이러한 대총통을 보좌하는
점, 대총통이 국무총리를 임명하는 점, 국무총리를 임명할 때 중의원의 동의를
20) 우리 헌법에는 1948년헌법이래 공식적으로 ｢國務總理署理｣라는 명칭이 없었는데, 현
실에서는 1948년헌법에서부터 ｢國務總理署理｣라는 것을 임명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
문제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鄭宗燮, 憲法硏究 3, 제2판(서울: 博英社, 2004), 283쪽 이
하를 보기 바람. 우리나라에는 없었던 이러한 국무총리서리라는 것이 어디에서 유래
되었을까 하는 물음이 당연히 제기되는데, 중국헌법사의 전개과정에서 보건대, 해방
후의 정치인들이 중국의 헌정제도에 익숙했던 점을 고려하면 그들이 우리 실정헌법은
무시한 채 그 동안 중국에 있으면서 보아왔던 이러한 국무총리서리를 그대로 차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442

鄭 宗 燮

[서울대학교 法學 제45권 제4호 : 432∼465

받도록 한 점, 대총통의 국무에 관한 문서에 副署를 하는 권한을 가진 점, 대총
통의 국무상의 문서에 부서를 요한 점 등에서 양자는 서로 매우 흡사하다는 점
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 헌법사에서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할 때는 단독으로
임명한 경우(1962년헌법, 1969년헌법)도 있었고,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경우
(1948년헌법, 1952년헌법) 도 있었으며,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경우(1972년헌법,
1980년헌법, 1987년헌법) 도 있었다. ｢中華民國臨時約法｣과 ｢中華民國十二年憲法｣에

서는 대총통이 내각의 각부총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도록
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 점은 우리나라의 국무총리와 다소 다른 점이다.
우리의 경우에도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할 때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도록 한
경우(1952년헌법, 1962년헌법, 1969년헌법, 1972년헌법, 1980년헌법, 1987년헌법)도 있지
만 대통령이 단독으로 임명한 경우(1948년헌법)도 있으므로 이 점을 들어 우리나
라에서 등장한 국무총리가 우리의 고유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위에서 보았듯이 총리대신이나 국무총리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기 이
전에 淸과 일본국에서 사용하였는데 이를 연대별로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중국과 일본국에서의 總理大臣 또는 國務總理의 명칭>
관제 또는 헌법
總理各國事務衙門
大日本帝國憲法
新內閣官制
憲法重大信條十九條
中華民國臨時約法
中華民國憲法草案
中華民國十二年憲法
滿洲國 政府組織法

공포일 또는 시행일
1861. 1. 20.
1889. 2. 11.
1911. 5. 8.
1911. 11. 3.
1912. 3. 11.
1913. 10. 10.
1923. 10. 10.
1932. 3. 9.

總理大臣 또는 國務總理
總理大臣
內閣總理大臣
總理大臣
總理大臣
國務總理
國務總理
國務總理
國務總理

Ⅲ. 大韓民國臨時政府에서의 國務總理의 登場과 消滅
1. 1919年 ｢大韓民國臨時憲章｣
1919 년 3 월 1 일 독립만세운동이 있은 후에 4 월 11 일에 상해에서 대한민국임시

정부의 수립을 선포했을 때,21) 國務總理와 總長이라는 명칭이 등장하였다. 1919
21) 4월 10일과 11일에 상해 프랑스 조계에 있는 김신부로에서 집회를 가지고 임시정부의
수립을 선포하였는데, 이 때 참석한 사람은 玄楯, 孫貞道, 申翼熙, 曺成煥, 李光, 李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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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4 월 11 일에 공포되어 시행된 ｢大韓民國臨時憲章｣에 의하면 당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臨時議政院議長, 臨時政府國務總理, 內務總長, 外務總長, 法務總長, 財
務總長, 軍務總長, 交通總長으로 구성되었다.22) 이때에는 대통령이 존재하지 않았

다. 당시 임시정부의 수반을 누구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격론이 벌어졌는
데, 결국 국회에 해당하는 임시의정원을 두고 국무위원은 임시국회인 임시의정원
에서 선출하는 것을 정하였다.23) 그리고 국호를 大韓民國으로 정하였다.24) 임시
헌장에는 의장과 국무총리의 관계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당시 임시
정부를 발족시킨 모체가 의정원이었던 만큼 의정원은 의회로서의 성격을 가졌다.
이 의정원과 별도로 국무원이 있었는데, 이 국무원은 국무총리, 각부총장으로 구
성되었고, 이들은 모두 의정원에서 선출되었다. 이렇게 볼 때, 의정원 의장은 의
회의 의장인 셈이었고, 국무총리는 집행부의 수반인 셈이었다. 이것은 의원내각
제와 유사한 구조를 띠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25) 이 당시 본국에서 임시정부
의 부서를 작성하여 보내왔는데, 여기서는 執政官制를 취하고 있었으나, 최근우
와 이영근 등의 재청으로 집정관제를 총리로 고쳤다고 한다.26) 이러한 점에 미루
어 의원내각제에 유사한 구상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날짜로서는 이보다 하루 앞선 4 월 10 일에 공포된 ｢新韓民國政府 宣言書｣에도
대통령에 해당하는 지위를 “執行官” 으로 하고, 오늘날 각부의 장을 지칭하는 部
長이라는 용어와 함께 “國務總理” 를 둔 것이 나타난다.27) 이 신한민국임시정부는

공식적으로 조직되어 출범한 것이 아니라, 평안도 지역에서 등장한 지하정부 또

22)
23)
24)
25)
26)
27)

洙, 崔謹雨, 白南七, 趙素昻, 金大地, 南亨祐, 李會榮, 李始榮, 李東寧, 趙琬九, 申采浩,
金徹, 鮮于爀, 韓鎭敎, 秦熙昌, 申鐵, 李渶根, 申錫雨, 趙東珍, 趙東祜, 呂運亨, 呂運弘,
玄彰運, 金東三이다. 李康勳, 大韓民國臨時政府史(서울: 瑞文堂, 1975), 20쪽 이하.
“大韓民國臨時憲章” 鄭宗燮(註 1), 28쪽, 31쪽.
李康勳(註 21), 20쪽 참조. 임시의정원이라는 명칭은 趙素昻이 제안을 하였고 申錫雨
가 제청하여 가결하였다. 李康勳, 같은 책, 21쪽.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정한 것은 신석우와 李煐根의 제안과 재청으로 정하였다. 李
康勳(註 21), 21쪽.
金榮秀, 韓國憲法史(서울: 學文社, 2000), 224쪽 이하; 김희곤, 대한민국임시정부 연구
(서울: 지식산업사, 2004), 97쪽 이하 참조.
李康勳(註 21), 20쪽 참조.
“大新韓民國政府 宣言書” 鄭宗燮(註 1), 38쪽. 신한민국정부선언서로 소개한 다른 문
헌에 의하면, 국무총리가 아니라 國防總理로 표시된 것도 있다. 국방총리라는 명칭은
당시의 문건들에서 나타나는 용어로서는 생소한 것인데, 이것이 국무총리라는 것을
보고서에 잘못 쓴 것이거나 아니면 국방부장과 국무총리의 겸직을 그렇게 나타낸 것
이거나 비상상황하에서 설치한 직책일 수 있다는 추론이 있다. 金榮秀(註 25), 2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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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傳單政府의 성격을 띤 것이었다. 이 정부의 구상은 누구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선언서의 작성이 누구에 의해 이루어졌는지도 불명확하다.28) 여기서는 대통령과
별도로 국무총리를 둔 점에서 ｢大韓民國臨時憲章｣에서 구상한 국무총리와는 다
른 지위의 국무총리를 구상하였다고 할 수 있다. ｢大韓民國臨時憲章｣에서 나타난
국무총리가 의원내각제에서의 수상에 비견되는 것이라면 여기서의 국무총리는
우리 헌법사에서 나중에 등장하는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의 국무총리를 구상
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1912 년의 ｢中華民國臨時約法｣에서 등장한 국무총리와 유
사하다고 할 것이다.
4 월 10 일에 공포된 것으로 되어 있는 ｢朝鮮民國臨時政府創立章程｣에는 都領制

를 두어 正都領과 副都領을 두고 내각의 各部에는 務卿을 두었으며, 국무총리의
역할에 해당하는 것으로 內閣總務卿을 두었다.29) 조선민국임시정부의 포고문은 4
월 9 일에 서울 시내에 나돌았다고 한다. 조선민국임시정부는 천도교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하여 일찍부터 군주제국가가 아닌 국민국가를 수립해야 한다는 구상하
에 등장한 것으로서, 주동인물들에 의하여 임시정부를 수립하려는 구상하에 전단
으로 먼저 나타난 것이었으며 실제 임시정부의 형태로 조직된 것은 아니었다. 여
기서는 임시정부의 헌법은 헌법제정위원회에서 제정하는 것으로 정하였다.30)
4 월 일자 미상에 공포된 ｢漢城政府 國民大會 宣布文｣에도 臨時政府閣員으로

대통령에 해당하는 지위를 “執政官總裁” 와 그 아래 각부의 總長과 함께 “國務總
理總裁” 를 두었는데,31) 여기서도 國務總理라는 명칭이 나타난다. 이 국민대회에

서 한성임시정부를 조직하였는데, 이는 4 월 23 일에 있었다.32) 따라서 이 문건은
4 월 23 일에 공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통령에 해당하는 지위의 집정관총재를

두고 이와 별도로 국무총리총재를 둔 점에서 이는 의원내각제의 수상이 아니라
대통령제의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으로서의 국무총리를 구상한 것으로 보인다.
한성정부를 수립하던 당시의 회고자료에 의하면, 각부의 장을 總長이라고 한 것
은 정부의 조직을 대통령제로 하지 말고 대한제국식의 이름을 따자고 하여 채택
한 명칭이라고 한다.33)
28)
29)
30)
31)
32)
33)

李炫熙, 三․一獨立運動과 臨時政府의 法統性(서울: 東方圖書, 1987), 56쪽 참조.
“朝鮮民國臨時政府創立章程” 鄭宗燮(註 1), 33쪽 이하.
李炫熙(註 28), 47쪽 이하.
“漢城政府 國民大會 宣布文” 鄭宗燮(註 1), 41쪽 이하.
이현희, 대한민국임시정부사연구(서울: 혜안, 2001), 44쪽 이하; 李炫熙(註 28), 57쪽.
이현희(註 32), 54쪽; 李康勳(註 21), 2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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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우리 역사에서 보면, 국무총리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이전에 ｢총리｣라는
명칭은 이미 구한말 ｢總理大臣｣이라는 직제를 설치하면서 등장한 적이 있다. 총
리대신이라는 명칭은 중국의 경우에는 1861 년 총리각국사무아문의 설치와 1911
년의 ｢憲法重大信條十九條｣ 등에서 등장하였고, 일본국의 경우에는 1889 년의 ｢大
日本帝國憲法｣에서 등장하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894 년 갑오년 7 월 23 일

일본군대가 쿠데타를 일으켜 경복궁을 불법으로 점령한 후 군사적 위협하에 大
院君․金弘集정권을 출범시키고 軍國機務處를 설치한 후, 관제개혁의 일환으로

그해 7 월 30 일 의결․발포한 議政府官制에 따라 의정부에 總理大臣과 左贊成과
右贊成을 두었는데, 이 때 총리대신이라는 직책이 생겼다. 당시의 內務․外務․
度支․軍務․法務․學務․工務․農商衙門등 8衙門에는 각 대신과 협판을 두었

다.34) 이는 종래의 관제를 개혁하여 궁내부 - 의정부 - 8 아문체제로 정비하고, 중앙
정부를 의정부와 8 아문으로 구성하여 국가권력을 의정부에 집중시켰다.35) 당시
총리대신은 ｢總百官하고 平庶政하여 經邦國한다｣고 하여 그 성질에서 왕 아래의
內閣의 首班으로 각 아문을 통할하는 지위에 있었다. 각 아문의 대신은 각기 직

권을 지켜 그 사무를 집행하되, 상호 본분을 넘을 수 없으며, 사무가 2 개 아문
이상에 관련된 경우에는 각 당해 대신이 합동하여 협의결정하여 秦聞하되, 만일
거기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것을 의정부에 제출하여 총리대신의 재결에
따르도록 하였다. 그런데 좌우찬성은 총리대신을 보좌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총리대신을 직접 보좌하는 기관은 없었다.36) 국왕의 인사권을 약화시키는
일환으로 勅任官(2品) 이상의 관리는 총리대신, 각아문대신, 의정부의 贊成과 都
憲의 추천에 따라 국왕이 임명하는 것으로 정하였다.37)

이러한 의정부의 개혁은 일본군대의 영향하에 실행되었기 때문에 이는 일본제
국 헌법상의 제도와 관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천황제하의 궁내부- 내각 중심의
일본국정치체제와 유사하게 개편된 것이었다.38) 의정부의 총리대신과 각아문대신
은 각기 명치헌법하에서의 내각총리대신과 각성대신에 비견되는 것이었다. 내각
의 수반으로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관장하는 지위에 있는 지위를 총리대신으로 고

34)
35)
36)
37)
38)

金雲泰, 朝鮮王朝政治․行政史 [近代編](서울: 博英社, 2002), 296쪽.
柳永益, 甲午更張硏究(서울: 一潮閣, 1997), 155쪽 참조.
金雲泰(註 34), 297쪽, 299쪽 참조.
柳永益(註 35), 158쪽 참조.
柳永益(註 35), 155쪽; 李光麟, 韓國史講座(서울: 一潮閣, 1988), 32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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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한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양자가 동일하다. 그리고 국가원수의 인사권에 총리대
신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관여하는 것도 이때 등장하였다. 1895 년 乙未改革때는
내각제도를 도입하여 1 월 11 일에 의정부를 공식적으로 ｢內閣｣이라는 이름으로 개
칭하고, 이 내각의 수반으로 ｢內閣總理大臣｣을 두었다. 각아문은 각부로 개칭되어
각부에 대신을 두었다.39) 내각총리대신은 명치헌법의 명칭과 완전히 일치한다.
아무튼 우리의 역사에서 보건대, 근대국가의 집행부에 내각이라는 것이 존재하
고, 그 내각의 수반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직책을 총리대신이라고 인식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총리대신이라는 명칭에서 이미 총
리라는 개념이 형성되었고, 이후 총리하는 용어도 생소한 것이 아니게 되었다고
보인다. 즉 내각의 수반의 지위에 있는 직책을 總理大臣 또는 總理大臣總裁, 國
務總理라고 부르는 것이 일본국이나 중국에서의 명칭을 채택했다고 하더라도 이

미 명칭에서는 익숙했던 것으로 보인다. 총재라는 표현도 군국기무처를 설치할
때 그 우두머리를 總裁(당시 총리대신을 겸했다)라고 하고 차석을 副總裁라고 한
것에서 등장하였다. 총재라는 표현도 이때부터 사용되어 이후 우리의 직제에서
이러한 명칭이 등장하는데 생소한 것이 아니었다고 보인다. 1896 년 俄館播遷 직
후에는 內閣은 다시 議政府로 개편되었는데, 이때 의정부의 우두머리를 議政이라
고 불렀다.40)
이상에서 등장하는 문건으로 보건대, 우리 헌법사에서 국무총리라는 명칭이 공
식적인 헌법적 문건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은 1919 년 4 월 11 일의 ｢大韓民國臨時
憲章｣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는 국무총리의 지위에 대하여 상세하

게 정하지 않아 국무총리의 법적지위가 불명확하지만, 4 월 25 일에 공포된 ｢大韓
民國臨時政府章程｣에서 이 점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이 임시정부장정에 의하면,
國務院을 구성하는 國務員의 首領으로 행정의 통일을 유지하는 國務總理라는 직

위와 행정각부의 總長이라는 직위를 두었다(同章程 §1, §2).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의 의장이 되었으며(同章程 §9), 행정각부로는 외무, 내무, 재무, 군무, 법무, 교통
의 6部를 두었다.41) 이는 ｢大韓民國臨時憲章｣에서 구상된 국무원에 대하여 상세
히 정한 것으로 의정원과 국무원의 관계를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이것으로 보건
대, 1919 년 4 월에 수립된 상해의 임시정부에서 국무총리는 집행부의 수반으로서

39) 金雲泰(註 34), 332쪽, 337쪽 참조.
40) 金雲泰(註 34), 515쪽 참조.
41) “大韓民國臨時政府章程” 鄭宗燮(註 1), 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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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위를 지닌 직책이었다. 국가원수의 지위를 가지는 자에 대해서는 따로 정함
이 없었는데, 임시헌법에서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의결에 의하여
통치한다고 한 것으로 볼 때, 의정원의 의장이 실질적으로 임시정부의 대표로서
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 시점까지 국무총리는 그 성격이 분명
하지 않지만 의원내각제에서의 수상과 유사한 것으로 구상되었다고 보인다. 이러
한 구조는 그해 9 월 대한민국임시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제를 도입하면서 대통
령이 국가원수이면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고 이로써 국가원
수와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지위들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국무
총리의 지위도 더 분명해진다.

2. 1919年 ｢大韓民國臨時憲法｣
1919 년 9 월 11 일에 공포된 ｢大韓民國臨時憲法｣에서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同
法 §11-§17) , 國務院을 두어 행정부의 역할을 하게 하고(同法 §35) , 國務總理와 各

部總長과 勞働局總辦을 國務員으로 하여 임시대통령을 보좌하여 주요행정업무를

집행하게 하였다(同法 §37). 이러한 國務員은 임시대통령이 임시의정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였다(同法 §15, 四). 여기에 國務會議도 두었다(同法 §36). 國務院에는
내무, 외무, 군무, 법무, 학무, 재무, 교통의 각부와 노동국을 두었다(同法 §38).42)
이 당시 대통령은 한성정부의 집정관총재를 고친 것이었다.43) 그리고 이러한 대
통령제의 채택은 종래의 總理制에서 統領制로의 전환을 뜻하였다. 이 임시헌법의
개정을 앞두고 8 월 28 일에 안창호가 국무총리대리의 명의로 제출한 임시정부개
조안에 의하면, 제도를 변경하여 총리제를 통령제로 하여야 할 것으로 되어 있
다.44)
임시대통령은 헌법의 범위내에서 대한민국의 주권행사를 위임받은 지위에 있
으면서(同法 §6), 국가를 대표하고 정무를 총람하며 법률을 공포하는 국가원수의
지위에 있었다(同法 §11). 임시대통령은 임시의정원에서 선출되었다(同法 §12). 그
리고 임시대통령에게 有故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대리하였다(同法 §17).
여기서는 임시대통령만 두었을 뿐 임시부통령이 존재하지 않았다.
임시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지위에 대해서는 ｢大韓民國臨時官制｣(1919. 11. 5)에서
42) “大韓民國臨時憲法” 鄭宗燮(註 1), 57쪽 이하.
43) 李康勳(註 21), 38쪽; 이현희(註 32), 313쪽 참조.
44) 이현희(註 32), 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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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상세히 정하고 있었다.45) 임시대통령의 직할기관으로는 군사조직인 大本營
(同官制 제1절 §1-§3) , 參謀部(同官制 제2절 §1-§3) , 軍事參議會(同官制 제3절 §1-§3) 와

會計檢査院(同官制 제4절 §1-§3)을 두었다. 국무총리는 임시대통령의 총람하에 국

무원의 수반으로 행정사무의 통일을 유지하고, 각부총장 및 노동국 총판의 명령
이나 처분이 이러한 국무총리의 업무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를 중지하게 하고, 국무회의에 제출하여 이에 대한 결정을 하였다(同官制 제2장 제
1절 §1, §2) . 국무총리는 직권 또는 특별위임에 의하여 院令을 발하는 권한을 가

졌다(同官制 제2장 제1절 §3).
이러한 ｢大韓民國臨時憲法｣에서 정해진 바에 의하면, 정부형태는 대통령제를
취하면서 임시대통령은 의회에서 간선하는 방식(미합중국 헌법제정회의에서도 이런
방식을 논의하였다. 결국에는 선거인단에 의한 선거로 결정하였다) 을 채택하였다( 나중에

1948 년헌법은 대통령을 국회에서 간선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여기서 보이는

국무총리를 1948 년헌법이래의 대통령제 정부형태에서의 국무총리와 비교하면, 국
가원수이면서 행정수반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이라는 점, 대통령의 유고시에
대통령을 대리하는 점, 임시대통령이 의회인 임시의정원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
를 임명하는 점, 행정부에서 행정사무의 통일을 유지하는 지위에 있는 점, 각부
총장을 지휘하는 상위의 지위에 있는 점에서 매우 흡사하다. 이 점에서 ｢大韓民
國臨時憲法｣에서 등장한 국무총리는 1948 년 대한민국의 건국이후에 등장하는 대

통령제에서의 국무총리의 기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임시정부의
상황은 항상 비상상태이었므로 국무원을 임명하는데 국무총리의 제청을 얻도록
하는 것은 구상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중국의 임시헌법들에서 공
통적으로 나타나는 바와 같다. 이러한 ｢大韓民國臨時憲法｣상의 정부구조는 아주
미약하지만 ｢新韓民國政府 宣言書｣와 ｢漢城政府 國民大會 宣布文｣에도 유사하게
보인다.
1919 년의 대한민국임시헌장과 대한민국임시헌법을 제정할 때 당시 이를 주도

한 인물들이 신해혁명 이후에 나타난 중화민국임시약법을 참고로 하였는가 하는
문제에서는 1919 년의 대한민국임시헌법은 중화민국임시약법 등 중국 제헌운동기
에 나타난 헌법적 문서들에서 직접 영향을 받았다는 연구가 있을 뿐 아니라,46)

45) “大韓民國臨時官制” 韓詩俊(編), 大韓民國臨時政府 法令集(서울: 國家報勳處, 1999),
102쪽 이하.
46) 신우철, “중국의 제헌운동이 상해임시정부 헌법제정에 미친 영향”, 法史學硏究 제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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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상해임시정부에서 핵심적으로 활동하던 申圭植의 경우를 보면, 양자간의
영향은 있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신규식은 1911 년 초봄에 중국으로 망명하여
1912 년 同濟社를 결성하고, 同盟會에 가입하여(조소앙도 동맹회에 가입하였다) 무창

봉기에 참가하였고, 이로써 신규식은 중국의 국민당 혁명지사들과도 긴밀한 교분
관계를 가졌다. 특히 陳英士(陳立夫의 父), 呂天民, 宋敎仁과는 교분이 두터웠다.
신규식이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동제사와 중국혁명가들을 연결시켜 新亞同濟社
를 조직할 것을 발기하기도 하였는데, 여기에는 胡漢民, 戴季陶, 廖仲凱, 陶魯, 徐
謙, 吳鐵城, 여천민, 唐紹儀, 黃介民, 楊春時, 陳果夫, 張靜江 등 명망있는 혁명원

로들이 참여하였다. 신규식은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중국과 한국의 혁명지사들을
서로 연결하는 작업을 하였다.47) 이러한 전후관계를 보면, 신규식은 신해혁명이
후 국민당의 임시정부수립의 과정을 잘 알고 있었으며, 임시헌법을 만드는 일과
그 내용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신규식의 활동이
나중에 상해임시정부의 수립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점을 고려하면,48) 신익희나
신규식을 중심으로 한 상해의 독립지사들을 통하여 중화민국임시약법의 체제가
상해의 대한민국임시헌법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쳤다고 볼 개연성이 높다. 중국
과 우리나라의 혁명지사들이 서로 교분을 가지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였을 것
이고, 상해 임시정부를 수립하던 때에는 독립지사들이 이미 신해혁명과 그 이후
의 전개과정을 잘 알고 있었으며, 이러한 과정속에서 중화민국임시약법의 체제도
이해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이것이 대한민국임시헌장이나 대한민국임시헌법에 영
향을 주고, 국무총리라는 명칭도 이로부터 국내외적으로 익숙해 있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3. 1925年 ｢大韓民國臨時憲法｣
1925 년 4 월 7 일에 공포된 大韓民國臨時憲法에서는 國務領制度를 두고, 국무령

이 국무령과 국무원으로 구성하는 국무회의를 대표하였다. 여기서는 종래와 같은
국무총리는 존재하지 않았다.49) 이후 1927 년 4 월 11 일에 공포된 大韓民國臨時約
(2004. 4.), 9쪽 이하, 29쪽 이하 참조.
47) 李康勳(註 21), 40쪽 이하 참조.
48) 이강훈은 “신규식의 숨은 업적은 임시정부의 수립을 위해서도 선행적인 구실을 하였
다”고 썼다. 李康勳(註 21), 42쪽. 1910년대 상해 지역 독립운동은 대종교 조직을 중
심으로 하여 형성되었고, 그 중심에는 신규식이 있었다. 김희곤(註 25), 290쪽, 31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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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에서도 主席制度를 채택하고 국무총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50) 1940 년
10 월 9 일에 개정된 大韓民國臨時約憲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무총리는 존재하지 않

았다.51) 1944 년 4 월 22 일 大韓民國臨時憲章에서도 국무위원회주석제도를 두었고,
국무위원회주석과 국무위원으로 구성하는 국무위원회를 두었다.52)
이상에서 보건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적 문서에서 국무총리가 존재한 것
은 1919 년 9 월 11 일에 공포된 ｢大韓民國臨時憲法｣까지였고, 그 이후에는 국무총
리제도가 폐지되었다. 이러던 것이 나중에 1948 년헌법에 다시 등장하게 된다.

Ⅳ. 滿洲國에서의 國務總理의 登場
1. 滿洲國의 政府體制
일본의 만주지역에 대한 관심은 이미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후 1905 년 러일전
쟁 강화조약인 포츠머스조약의 결과 러시아로부터 이양을 받은 철도운영과 그에
따른 이권을 확보하면서 본격화되었다. 만주경영의 본격적인 움직임은 1907 년 4
월 남만주철도주식회사가 영업을 시작하면서 전개되었다. 이후 이 남만주철도회
사는 단순히 기차를 운영하는 철도회사가 아니라 만주에 하나의 새로운 식민지
를 개척하고 본토와 별개의 새로운 일본을 개척하는 전위대가 되었다.53)
1931 년 9 월 日本關東軍으로 하여금 음모를 꾸미게 하여 奉天(현 瀋陽) 柳條溝

에서 만주철도가 폭파되는 사건을 만들어 滿洲事變을 일으킨 후, 이 지역을 침략
한 일본은 이듬해인 1932 년 1 월 張學良의 反滿抗日의 거점지역인 錦州를 점령하
고 2 월에는 新國家建設幕僚會議를 개최하여 만주국이라는 나라를 수립할 계획을
구체화하였다. 이에 따라 관동군은 淸나라의 황제에서 폐위시킨 宣統帝 溥儀를
만주국의 執政이라는 자리에 앉힌 후 1932 년 3 월 1 일 만주국의 수립을 선포하였
다(2년 후 1934년 3월 帝政으로 변경하고 연호를 康德으로 한 다음 溥儀를 황제로 승격
시켰다) . 만주국의 수도는 新京(현 長春) 으로 하고, 연호는 大同으로 하였다. 이러

한 조치를 한 후 일본국은 그해 9 월 日滿議定書를 조인하는 형식을 취하여 만주

49)
50)
51)
52)
53)

“大韓民國臨時憲法” 鄭宗燮(註
“大韓民國臨時約憲” 鄭宗燮(註
“大韓民國臨時約憲” 鄭宗燮(註
“大韓民國臨時憲章” 鄭宗燮(註
이에 대해서는 小林英夫(지음),

1), 66쪽 이하.
1), 70쪽 이하.
1), 75쪽 이하.
1), 97쪽 이하.
임성모(옮김), 만철(서울: 산처럼, 2004), 33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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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을 승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당시 국제연맹은 중국의 제소를 받고 만주국이 수
립되기 전에 조사단을 파견하였으나 일본은 이들이 도착하기전인 3 월 1 일에 만
주국의 수립을 선포하였다. 9 월 일본국이 만주국을 승인하는 행위를 한 후 독일,
러시아, 교황청, 스페인, 폴란드, 헝가리 등 몇몇 나라들이 만주국의 수립을 승인
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처럼 만주국은 일본이 중국지배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1932 년 동북부지방에
괴뢰정권으로 세운 것으로 1945 년까지 존립하였지만, 실질에서는 주권국가로서
정상적으로 기능한 나라는 아니었다. 일본의 아시아지배의 일환으로 만주지역에
교두보를 마련하였고, 이를 통하여 유럽의 문물이 수입되었다.54) 만주국의 국무
총리나 각부의 총장에는 중국인을 임명하였지만 이들은 실권이 없는 허수아비에
불과하였고, 그 배후에서는 일본국의 關東軍司令部가 있었으며, 만주국의 실질적
은 운영은 關東軍司令官의 권한하에 있었다. 만주국의 수립과 동시에 일본은 滿
洲國軍(관동군사령관이 지휘권을 가지고 있었음)을 편성하여 만주지역의 항일무장단

체들에 대하여 타격을 가하였는대, 이로 인하여 만주지역에서의 항일운동은 막대
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조선의 독립운동세력도 일본국의 강력한 탄압을 받고 그
활동에서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55)
만주국은 1932 년 大同 元年 3 월 9 일에 성립과 동시에 ｢政府組織法｣(敎令 제1
호) , ｢人權保護法｣(敎令 제2호) , ｢從前 法令의 暫定的 援用에 관한의 件｣(敎令 제3
호) 을 공포․시행하였다. 이는 국가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근본법이었는데, 정식

으로 헌법이라는 것이 제정공포되기 전에 실질적으로 헌법의 역할을 하였다. 敎
令은 집정이 발하는 법령이었다.

｢政府組織法｣(大同元年 3 월 9 일 敎令 제1 호, 同年 同 제48 호, 同年 同 제97 호
改正) 에 의하면, 만주국의 통치구조, 즉 정치제도는 입법, 집행, 사법에 관한 권

한을 통합하여 관장하는 執政과 집정을 자문하는 자문기관인 參議府, 법률안과
예산안을 자문하고 국무원에 국무에 관하여 건의하는 권한을 가진 立法院, 집정
의 命을 받아 제반 행정을 관장하는 國務院, 민형사재판을 행하는 法院, 監察과
會計(=審計)를 관장하는 監察院으로 이루어졌다. 행정소송과 기타 특별소송에 관

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54) 小林英夫(註 52), 185쪽 이하 참조.
55) 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尹輝鐸, 日帝下 滿洲國硏究(서울: 一朝閣, 1996), 115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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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국의 권력은 집정에게 집중되어 권력집중의 執政制를 취하였다. 집정은 만
주국을 통치하는 동시에 만주국을 대표하고(政組法 §1, §2), 전국민에 대하여 책임
을 지며(同法 §3),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을 3 권을 통합하여 장악하였다(同法 §5,
§6, §7) . 집정은 만주국의 전체인민의 推擧에 의해 그 지위를 얻으며(同法 §4) , 국

가의 최고기관으로 존재하였다. 법률안과 예산안은 입법원에서 議決된 후 집정의
裁可를 얻어 공포․시행되었다(同法 §25). 국무원은 법률안 또는 예산안을 입법원

에 제출할 수 있다. 집정은 입법원의 翼贊에 의하여 입법권을 행하였다(同法 §17).
집정은 공안유지 또는 비상재해의 방지를 위하여 입법원의 소집을 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참의부의 동의를 얻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緊急敎令을 발포할
수 있었고, 이러한 긴급교령의 발포는 차기 입법원의 회기에 보고하면 되었다(同
法 §9) . 집정은 官制를 제정하고 관리를 任免하는 권한을 가졌다(同法 §10) . 따라서

국무원의 국무총리나 각부의 총장을 임면하는 권한은 집정이 가졌다.56) 그 이외
에 집정은 국가최고기관으로서 선전․강화 및 조약체결권(同法 §11), 육해공군통솔
권(同法 §12), 恩赦權(同法 §13), 입법원의 소집 및 會期延長權(同法 §21)을 가졌다.
이러한 권력이 집중된 집정제에서 집정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따로 執政府를
두었다. 집정부는 집정의 지시나 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었다. 집정부
에는 秘書廳, 內務廳, 掌禮處, 警衛處의 각부를 설치하였다.57) 이러한 조직은 대
통령제에서 大統領府를 연상하게 만든다. 비서청은 비서실, 내무청은 각 수석비
서관으로 구성된 수석실, 장례원은 의전실, 경위처는 경호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현재 우리나라 청와대의 조직과 업무분담과도 유사하다.

2. 滿洲國에서의 國務總理
(1) 國務院의 首班
만주국에서 국무총리는 위와 같은 통치구조하에서 국무원에 두는 기관이었다.
국무원은 집정의 명을 받아 제반행정을 관장하였는데(政組法 §27), 이 국무원에
民政, 外交, 軍政, 財務, 實業, 交通, 司法, 文敎의 各部를 설치하였다(同法 §28).

각부는 오늘날의 행정각부와 동일한 것이다.
이러한 국무원에 國務總理와 각부의 總長을 두었다(同法 §29). 국무총리는 1)

56) 日高巳雄, 滿洲國公法大意(東京: 松山房, 1933), 124쪽 참조.
57) 日高巳雄(註 55), 6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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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務院을 統監하는 지위와 2) 國務院會議를 主宰하는 지위, 3) 독자적인 고유 업

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었고, 그에 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
국무총리는 국무원을 통감하는 지위에서 각부총장과 命令服從의 관계에 있었
다. ｢國務院官制｣(大同元年 3월 9일 敎令 제5호)에 의하면, 국무원의 각부총장은 국
무총리의 명을 받아 그 주관사무를 관장하고, 그에 대하여 책임을 졌다(同官制
§7). 이에 따라 국무총리는 업무시행의 방침을 정하여 이를 각부총장에게 지시하

고 각부총장사이에 의견의 대립이나 충돌이 발생하는 때에는 이를 조화시키는
일을 행하며, 각부의 주관 사무에 대하여 指揮하고 監督하는 권한을 가졌다. 국
무총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각부총장의 명령 또는 처분을 停止시키거
나 取消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同官制 §3). 국무총리가 가지는 이러한 각부총
장의 명령이나 처분에 대한 취소권은 해당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의 국정운영의 방침에 위반하는 경우에도 인
정되었다.58) 이와 같이 국무원에서 국무총리는 행정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각부의
총장을 上命下服의 관계에서 강력하게 장악하는 지위에 있었고, 각부총장은 국무
총리의 통제하에 있었다. 그렇지만 각부총장은 자신의 주관업무에 관하여 국무원
회의를 열 것을 요구할 수 있었다.
국무총리는 國務院會議를 주재하는 지위에 있었다. 국무원은 행정사무를 수행
함에 있어서 상호 연락과 접촉을 하며 집행부 전체적으로 통일과 형평을 기하여
야 하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무원회의가 필요하였다(同官制 §5). 국무총리
는 이러한 국무원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으로서 의사를 주재하는 권한을
가졌다. 이 국무원회의는 각부총장, 총무청장, 법제국장, 興安總署總長 또는 그
대리인으로 구성되었다(同官制 §5). 국무원회의에 붙여지는 안건은 법률․교령․군
령 및 예산, 외국조약 및 중요섭외안건, 각부간의 주관권한의 쟁의, 예산의 지출,
기타 중요한 국무에 대한 것이었고(同官制 §6), 관할이 분명하지 않거나 두개 이
상의 부에 걸쳐 있는 업무는 국무원회의에서 조정하였다. 국무원의 總務廳에는
비서처, 인사처, 主計處, 需用處, 정보처를 두었는데(同官制 §12), 총무청장은 국무
총리의 명을 받아 자기부에 속한 관리를 지휘감독하고 청의 업무를 관장하였다
(同官制 §10) . 또 ｢法制局官制｣(大同元年 3월 9일 敎令 제8호) 에 의하여, 국무원에 법

제국을 설치하여 법률안․교령안․군령안 및 院令案의 기초와 심사, 조약비준안
의 심사, 법률․교령․군령․敎書 및 원령의 원본보관, 각국의 법률제도의 조사
58) 日高巳雄(註 55), 89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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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연구 등을 수행하였다. ｢統計處官制｣(大同元年 3월 9일 敎令 제9호)에 의하여,
법제처에 통계처를 부속시켜 국가의 통계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국무총리는 이러한 업무이외에 각부총장과 동일하게 행정사무의 일부를 분담
하고, 이러한 주된 사무를 위하여 院令을 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범위에서는 국무총리는 각부총장보다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對等한
지위에 있으며, 그러한 직무는 행정법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었다.
국무총리에 일시적인 故障이 발생한 경우에는 총장 가운데 1 인에게 명하여 그
사무를 대리하게 하였다.
이렇게 볼 때, 만주국에서 국무총리는 행정부인 국무원의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지니고, 행정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각부총장을 명령하며, 각부총장의 명령이나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동시에 국무총리는 각부총장과 동
일하게 독자적인 행정업무를 가지고 있기도 했다. 국무총리는 집정과의 관계에서
집정의 명을 받아 행정을 관장하고, 집정에 대하여 책임을 졌다.

(2) 執政과의 關係
법률, 교령, 군령, 국무에 관한 敎書에는 국무총리와 주관부의 총장의 副署를
필요로 하였다(同法 §31). 부서를 하지 않은 교서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하지 못하
고, 따라서 공무원은 이를 집행할 수 없었다. 동시에 부서는 국무총리와 주관각
부총장이 집정에 대하여 각자의 책임을 명백히 하는 것이었다.59)
이로서 볼 때, 국무총리는 집정의 명을 받아 행정을 관장하는 국무원에서 최고
의 지위에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國務院官制｣에 의하면, 국무총리는 각
부총장을 통제하고 국가행정의 업무를 관장하며 집정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었다(同官制 §1). 집정이 국가원수의 지위에 있다면, 국무총리는 국무원
의 首班의 지위에 있었다.60)

(3) 立法院과의 關係
국무총리와 각부의 총장은 언제라도 立法院會議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
었으며, 표결은 할 수 없었다(同法 §30).
이렇게 볼 때, 만주국의 국무총리는 기본적으로는 행정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가
59) 日高巳雄(註 55), 91쪽.
60) 日高巳雄(註 55), 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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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 계통적으로는 집정의 명을 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미 부의가 실질적인
힘을 가진 집정이 아닌 이상 부의의 명을 받도록 한 점은 별 의미가 없었다. 아
무튼 만주국의 국무총리는 의원내각제에서의 수상과 같은 실질을 가진 것이면서
도 집정의 명을 받도록 한 부분이 주목되는 점이다.
<중국, 대한민국임시정부, 만주국에서의 대통령제하의 국무총리의 비교>
국가/ 헌법

중국

정부형태

擬似 의원내각제

국가원수/행정수반
국가원수/ 행정수반의
선출

임시대총통

1923 년
12年憲法
擬似 대통령제
(= 총통제)
대총통

의회( 참의원)

대총통선거회

국무총리

국무총리의 지위

1912 년
臨時約法

대한민국임시정부
1919 년
大韓民國臨時憲法

만주국
1932 년
政府組織法

擬似 대통령제

집정제

임시대통령

執政

임시의정원

전인민의 推擧

․임시대통령 보좌
․집정의 命을 받아
․임시대통령의 대리 행정 관장
․國務院의 수반
․國務員
․國務院 統監
․임시대통령의 총람 ․國務院會議 主宰
하 국무원의 수반
각부총장 지휘․
으로 각부총장 지휘 명령
중의원의 동의
임시의정원의 동의
집정
+ 대총통의 임명 + 임시대통령의 임명

․임시대총통 보좌 ․대총통 보좌
․중의원에 대한
책임
․國務員
․國務員

내각에서의
국무총리
국무총리의 임명

Ⅴ. 韓國憲法史에서 國務總理의 登場과 展開
1. 憲法制定過程에서의 國務總理制度
1945 년 해방이후 헌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있은 일련의 움직임을 보건대, 1946

년 3 월 1 일 申翼熙가 주도한 行政硏究會의 崔夏永, 李相基, 康明玉, 金龍根, 朴根
榮, 尹吉重, 張暻根들이 작성한 헌법초안에는61) 국가원수인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민이 직선하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憲法草案 §20) 동시에 國務總理를 두었다.
여기서 내각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조직한다고 하고(同草案 §34), 국무총리
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推薦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同草案 §35) 디자인하였다.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수반으로 內閣會議의
의장이 되는 지위에 있었고(同草案 §36), 내각회의는 중요한 국무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는 기관이었다(同草案 §37). 내각은 국회의 하원격인 代議院에 대하여 책임
61) 鄭宗燮(註 1), 158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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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고(同草案 §38), 대의원은 내각불신임권을 가지고 있었다(同草案 §39). 대통령
이 법률을 공포하거나 명령을 발할 때에는 국무총리와 주관국무위원의 부서를
필요로 하였다(同草案 §33). 이러한 구조는 이원정부제의 정부형태와 유사한 양상
을 보여준다.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는 과정에 국무총리가 추천권을 가지고
관여하는 것이 주목된다.
兪鎭午가 1947 년 6 월경 남조선과도정부 사법부 산하의 헌법기초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혼자서 헌법초안을 작성하다가 1948 년 2 월부터 黃東駿과 윤
길중의 도움을 받아 완성한 헌법초안도62) 기본적으로는 국가원수이면서 행정수
반인 대통령제를 채택하되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으로 디자인하였는데
(憲法草案 §55, §56) , 여기서도 내각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였다. 내각은 합의체로서 대통령의 국무수행에 대하여 동의를 하고 국회에 대
하여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었다(同草案 §73). 국무총리는 국회인 국민의회가 추
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였
다(同草案 §74).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수반으로서 내각회의의 의장이 되며, 내각
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무위원을 통할한다(同草案 §75). 내각은 국회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었고(同草案 §77), 국민의회는 내각에 대하여
불신임권을 가지고 있었다(同草案 §78). 내각회의는 중요국정사항에 대하여 의결
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同草案 §79). 국무총리는 행정각부
에 분담되지 않은 행정사무를 담임하는 권한을 가졌다(同草案 §80).
유진오와 행정연구회가 공동으로 작성한 헌법초안에서도63) 이러한 것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대통령과 부통령을 두는 대통령제를 채택하였고, 국무총리도 두
었다. 내각은 합의체로서 대통령의 국무수행에 대하여 동의를 하고 국회에 대하
여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었다(憲法草案 §71).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民議
院의 承認을 받아야 했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提薦으로 대통령이 임명하였다
(同草案 §72) .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수반으로서 내각회의의 의장이 되며, 내각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무위원을 통리하는 지위에 있었다(同草案 §75). 국무
총리는 행정각부의 장을 지휘감독하며 행정각부에 분담되지 않는 행정사무를 담
임하였다(同草案 §78).
흔히 權承烈案으로 불리는 法典編纂委員會의 헌법초안에서는 국회에서 간선으
62) 鄭宗燮(註 1), 168쪽 이하 참조.
63) 鄭宗燮(註 1), 181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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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선출하는 대통령과 부통령을 두는 대통령제를 채택하되(憲法草案 §63), 국무총
리를 두었다. 내각이라는 말 대신에 國務會議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즉 국무회
의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조직하였고, 국무회의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
에 관한 중요사항을 決定하였다(同草案 §81).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首班이며, 국
무회의의 의장으로서의 지위에 있었다(同草案 §83).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參議
院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이 임면하고, 국무위원의 임면은 국무총리의 提議에 의

하였다(同草案 §85). 국무총리는 행정각부에 속하지 않은 행정사무를 담당하였다
(同草案 §88) .

이러한 초안들의 논의가 있는 과정에서 헌법을 제정하는 1948 년 6 월 23 일 憲
法起草委員會가 국회 본회의에 심의대상으로 상정된 헌법안은64) 국회에서 간선

하는 대통령과 부통령을 두는 대통령제를 채택하였다(憲法案 §52). 행정부에 國務
院을 두었는데, 국무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기타 국무위원으로 조직되는 합의체

로서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 重要國策을 議決하였다(同案 §67, §71). 국무총리와 국
무위원은 대통령이 임면하였다(同案 §68). 대통령이 이들을 임면하는데 다른 기관
은 관여할 수 없게 한 점이나 국무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맡게 한 점에서 그
전의 안들과 다른 것이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무회의의 부의장이
되었다(同案 §69).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承하여 행정각부장관을 統理監督하
며 행정각부에 분담되지 아니한 행정사무를 담임하였다(憲法 §72).
1948 년 헌법제정국회에서 헌법안에 대하여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부형태, 즉

대통령제냐 의원내각제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치열하게 전개되었지
만,65) 국무총리제도의 채택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란이 없었다. 헌법안에서 대통
령제를 취하면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는 國務院制度를 설치한 것은
합의체기구인 국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정책을 의결하게
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구상한 것이며, 이 점은 우리의 제도가
미합중국의 대통령제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었다.66) 그러한 국무원제도라
는 구도속에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이해되었다. 국무총리제도와 관련해서는
정부형태에 대하여 논쟁을 하면서 대통령의 권한 완화와 관련하여 국무총리와
64) 鄭宗燮(註 1), 215쪽 이하 참조.
65)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김홍우, “제헌국회에서의 정부형태론 논의 연구”, 한국정치
외교사학회(엮음), 한국정치와 헌정사(서울: 한울, 2001), 187쪽 이하 참조.
66) 兪鎭午전문위원의 설명, 國會事務處, 第一回 國會速記錄 제17호(1948. 6. 23.), 21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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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을 임명하는 경우에 대통령이 단독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국무총리의
임명에서는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국무위원의 임명에서는 국무총리의 추천
을 얻도록 할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 주로 논의가 있었다.67)

2. 1948年憲法과 國務總理制度
1948 년헌법은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부통령을 두고, 대통령이 국가원수인 동시

에 행정수반인 형태의 대통령제를 취하면서 동시에 국무총리를 두었다. 우선 정
부를 國務院과 行政各部로 나누고, 국무원을 대통령과 국무총리 기타의 국무위원
으로 조직되는 합의체기관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정책을 의결하는
기관으로 하였다. 국무회의는 의결기관으로서 관장사항을 열거적으로 정하고 있
었는데, 그 의장은 대통령이 맡았다(憲法 §70).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사후에 국회가 승인하는 형태를 취하였다(憲法
§69) . 국무총리의 임명에 있어 국회가 사후에 관여하는 절차를 둔 것은 원래의

헌법안에서 변경된 것이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輔佐하고, 국무회의의 부의장이
되었다(憲法 §70). 그러면서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承하여 행정각부장관을 統
理監督하며 행정각부에 분담되지 아니한 행정사무를 담임하였다(憲法 §73). 이러

한 국무총리는 국가원수는 물론이고 행정수반도 아니었다. 따라서 여기서 국무총
리는 순전히 정부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지위에 머물렀다. 어쩌면 이는 大日本
帝國憲法에서의 내각총리대신과 유사한 지위를 가졌다. 그리고 이러한 지위는 위

에서 본 중국의 여러 헌법에서 국무총리가 지니는 지위와 기본적으로 유사한 것
이다. 그 이외에 ‘國務院’이라는 용어도 이미 중국에서 사용되어온 것이었고, 이
는 동시에 1919 년의 ｢大韓民國臨時政府章程｣과 ｢大韓民國臨時憲法｣에서 등장한
용어이기도 하다.

3. 1954年憲法과 國務總理制度의 廢止
1948 년헌법에서 채택된 국무총리제도는 1952 년헌법에서도 계속 유지되다가
1954 년의 헌법개정때 폐지되었다. 1954 년헌법에서 국무원은 그대로 두었다. 국무

회의도 여전히 존치되었다. 국무총리를 폐지한 것은 아마도 대통령제를 취하면서

67) 예컨대 趙漢栢의원의 발언, 國會事務處, 第一回 國會速記錄 제21호(1948. 6. 30.), 330
쪽 이하; 兪鎭午전문위원의 발언, 같은 속기록, 같은 호, 339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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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를 두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4. 1960年6月憲法과 國務總理制度의 復活
1960 년 4 ․19 가 발생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辭任하면서 기존의 정부형태를 의

원내각제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여기서 국무총리는 기존의 것과는 달리 의원내각
에서의 수상의 지위를 가졌다. 국무총리는 행정권이 속하는 국무원의 대표의 지
위에 있었기 때문에(憲法 §68) 행정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가졌다. 국무총리는 국회
의원이어야 하고(憲法 §69),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의 지위에 있었다(憲法
§70) . 이때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고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었다(憲法 §51) .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을 가지고 있었고(憲法 §61), 국무회의의 의결에 따라 계엄을
선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憲法 §64).
이렇게 볼 때, 1969 년6 월헌법과 1960 년11 월헌법에서 채택한 국무총리는 중국
이나 만주국에서 등장한 국무총리와 다르고 우리나라 1948 년헌법이나 1952 년헌
법에서 채택한 국무총리와 달리 의원내각제에서의 수상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는
것이었다.

5. 1962年憲法 이후
1961 년 5 ․16 군사쿠데타 이후에 등장한 1962 년헌법은 미합중국식의 대통령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정부형태를 취하였다. 종래 보던 국무원이라는 개념을 없
애버렸고,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인 대통령을 두고 그 아래에 행정각부를 두었
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미합중국헌법에는 없는 국무총리라는 제도를 부
활시켰다는 점이다.
여기서 국무총리는 대통령과 기타 국무위원과 함께 국무회의를 구성하였다(憲
法 §83②) .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무회의의 부의장이 되었다(憲法 §85
②) . 그러면서 국무총리는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命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

는 지위에 있었다(憲法 §89). 1948 년헌법이나 1952 년헌법과 달리 국무총리는 행정
각부의 업무가운데서 자신의 고유영역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오직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지위에 있었다. 이렇게 볼 때, 국무총리는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을 보좌
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지위에 있었다. 따라서 여기서는 국
무총리는 행정수반도 아니었다.
이러한 성격을 가지는 국무총리는 1962 년헌법이래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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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에서의 국무총리의 지위의 변천>
헌법
항목
정부형태
국무총리
존폐

1948년헌법

1952년헌법

1954년헌법

1960년6월헌법1960년11월헌법

1962년헌법1969년헌법

대통령제

→

→

의원내각제

대통령제

1972년헌법1980년헌법1987년헌법
→

○

→

×

○

→

→

대통령 보좌
․국무회의 부의장
․대통령의 命을
국무총리
承하여 행정각부
지위
의 감독
․각부관할 이외
행정업무 담임
국무총리
대통령 임명 +
임명
국회 승인
국무회의
의결기관

→

×

→

×

→

→

국무원 대표
대통령 보좌
․행정수반
․국무회의 부의장
․국무회의 의장 ․대통령의 命을
․행정각부의 장
받아 행정각부
임면
통할

대통령의 지명 +
민의원 동의
→

대통령 임명
심의기관

→

국회 동의 +
대통령 임명
→

Ⅵ. 結論
흔히 우리나라 헌법사에 등장한 國務總理를 헌법의 제정과정에 있어 대통령제
와 의원내각제를 놓고 견해들이 대립하였을 때 이를 절충시킨 결과로 고안된 의
원내각제적인 요소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 글에서 본 바와 같이, 1960年6月憲
法과 1960年11月憲法에서 채택한 의원내각제에서의 국무총리를 제외하고는 우리

헌법사에서 등장한 국무총리는 순전히 대통령을 보좌하는 지위에 있는 것에 불
과하며,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것도 대통령의 명을 받아야만 가능한 것이었다. 이
러한 점을 보면, 국무총리는 의원내각제의 수상이라는 지위가 대통령제에서 변형
되었다고 하기보다, 그 연원을 추적하여 이러한 제도가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등
장하게 되었는가를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인다.
이 글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總理라는 명칭은 1861 년 청나라에서 總理大臣
이라는 직책의 등장으로 출현한 다음 1889 년의 대일본제국헌법에서 채택한 내각
총리대신이라는 직책에서 다시 등장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1894 년 甲午更張때
의정부관제를 개혁하면서 일본국의 관제를 받아들인 결과로 총리대신이라는 직이
등장하였는데,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출현한 총리대신이라는 직책과 직명은 大
日本帝國憲法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로써 우리에게서 총리 또는 총리대신이라

는 직책과 직명은 익숙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 이후 중국에서는 1911 년 5 월
8 일 신내각관제에서 총리대신이라는 직책을 설치하고, 다시 그해 11 월 3 일에 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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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重大信條十九條에서 이를 채택하였다. 그러던 것이 흡사한 지위와 기능을 가지

면서 國務總理라는 명칭으로 등장한 것은 1912 년 중화민국임시약법에서 비롯하는
데, 1913 년 중화민국헌법초안에서도 같은 성격의 국무총리라는 직을 설치하였다.
이로서 보건대, 국무총리라는 직책과 직명은 중국에서 고안된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우리나라의 제도와 관련성을 본다면, 이 시기에 뒤이은 1919 년 임시정부수립
의 기운이 독립운동의 한 방략을 등장하였는데, 이때 국가의 헌법을 디자인하면
서 여러 헌법적 성격의 문건에 국무총리라는 명칭이 등장한다. 이러한 명칭이 어
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고안된 것이 아니라면, 당시의 상황으로
보건대, 중국의 헌법적인 문건들에서 영향을 받은 바가 크다고 추론된다.
이후 우리나라가 독립하여 헌법을 제정하기 전까지 국무총리라는 직책과 직명
은 만주국의 정부조직법에서도 등장하였는데, 1945 년 우리나라가 독립한 때를 기
준으로 하여 보면, 정부를 수립하던 시점에서 있어 독립운동을 하던 세력이나 명
망가들에게 국무총리제도는 익히 잘 알려진 제도이고 국가를 디자인하는 경우에
는 필히 내각관제의 기본구조로 인식되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것이 1948 년 헌법
을 제정하던 과정에서도 자연히 받아들여지게 되었다고 보이며, 이는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취하든 의원내각제의 정부형태를 취하든 다소의 권한에서 차이는 있
지만 국무총리라는 직책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추론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나라 헌법에 국무총리라는 것이 제도화되기까지 내각에 설치하는
국무총리라는 직의 기본적인 구조를 보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원내각제의
수상이 아니고 국가원수나 행정부의 수반(왕이든 대총통이든)을 보좌하는 기구라는
점과 행정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내각을 통할하는 지위에 있는 기구라는 점이
다. 이것이 국무총리제도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다. 따라서 국무총리는 국가원수
에 의해 임명되었고, 국무총리와 내각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국가원수의 국무에
대하여 충실히 보좌하는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 부서라는 제도를 두었고, 이러한
부서는 반드시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였다. 1919 년 대한민국임시헌법
이 채택한 국무총리도 이러한 것이었는데, 이는 그 이전에 청과 일본국에서 채택
한 총리대신 또는 국무총리의 것과 기본적인 성격이 동일한 것이다.
이러한 기본구조를 가지는 국무총리제도가 1948 년헌법에 수용될 때에는 국무
총리가 독자적인 총리령을 발할 수 있고, 내각의 국무회의의 부의장이 되는 것으
로 다듬어졌다. 특이한 점은 국무총리가 내각을 단순히 통할하는 것이 아니라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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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각부에 속하지 않는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권한도 가졌는데, 1948
년헌법과 1952 년헌법에서 이러한 것이 허용된 것은 당시의 정치세력간의 권력배
분 때문이라고 보인다. 이후 이러한 부분은 국무총리제도에서 사라졌다.
중국이나 일본국에서의 제도와 결정으로 차이가 나는 점은 국무총리에게 대통
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는 것에 관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 것이다. 1948 년헌
법에서는 과거 중국이나 일본국 또는 만주국에서와 같이 국가원수이면서 행정부
의 수반이 내각의 구성원을 임명함에 있어서는 국무총리로 하여금 관여할 수 없
도록 하였으나, 1952 년헌법부터 국무총리의 제청을 요하도록 디자인하였다. 국무
위원의 임명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을 필요하게 한 것은 한국의 대통령이 독재 또
는 권위주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현실이 반영된 것인데, 이러한 점은 그 이후
헌법을 개정할 때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하여 계속 유지되어 온 것
으로 현재까지 남아 있다. 이를 표를 통하여 비교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각 헌법의 총리대신 또는 국무총리의 비교>
기본구조
임명
헌법
대일본제국헌법
천황
(1889)
중화민국임시약법
임시대총통
(1912)
대한민국임시헌법
임시대통령
(1919)
중화민국12년헌법
대총통
(1923)
만주국정부조직법
집정
(1932)

1948년헌법
1952년헌법
1962년헌법
1969년헌법
1972년헌법
1980년헌법
1987년헌법

국가원수/
국무위원의
내각 각부
행정수반
임명에
통할
보좌
관여
O
O
X

대통령권한
대행

부서

X

X

O

X
(임시부총통)
O

O

O

O

X

X

O

O

X
X

O
(국무원령)
X

O
O

O

X

X

O

O
(고유사무
도 인정)

X

O

상동
O
O

상동
O
O

O
O
O

O

O

O
O

O
O

대통령
(국회 승인)
상동
대통령
상동
대통령
(국회 동의)
상동
상동

총리령
발령

X
(임시부총통)

국무회의
의장/부의장

O
(각의 의장)

X
O
O

O

O

O
O
O

O
(대통령․부
통령 공히
유고시)
상동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 내각관제 또는 정부조직법의 하위 규정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공란으로 두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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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헌법사에서의 나타난 국무총리는 1960 년의 헌
법을 제외하면, 그 개념이 1919 년의 임시정부의 헌법적 문서들로 소급하고, 여기
서 나타난 국무총리라는 제도는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인사들이 중국의 헌
법적 문서들을 통하여 영향을 받아 제도로 정착된 것으로 추론된다. 물론 그 이
전에 이미 大日本帝國憲法의 영향을 받은 갑오개혁에서의 관제에서 그 萌芽가
생겨난 점도 무시할 수 없다. 1945 년 해방이후 1948 년 헌법을 제정하던 당시에
도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인사들이 귀국하여 이들이 건국에서의 중요한 역
할을 하였고, 그러한 인사들 가운데는 식민지시대 일본에서 공부하고 또 중국에
서 활동하면서 중국의 혁명정부나 군정부 등과 접촉하며 정치시스템의 변화를
체험하고 그 지식과 개념을 흡수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보면, 1948 년부터 등장한
국무총리제도는 일본국의 명치헌법과 중국과 만주국의 헌법에서 등장했던 총리
대신제도와 국무총리제도에 영향을 받아 우리 헌법에 실정화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설득력이 있는 추론이라고 생각된다.
국무총리서리라는 정치권에서의 반복된 폐단도 결국 1948 년헌법에서 대통령이
먼저 임명하고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받는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68)
이러한 것은 1913 년의 ｢中華民國憲法草案｣과 1923 년 ｢中華民國憲法｣에서 국무총
리를 임명할 때 사후에 국회의 동의(엄격히는 승인에 해당)를 받아야 하는 시스템
에서 국회가 폐회되어 동의를 받기 불가능한때 대총통은 정식으로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없어 國務總理署理라는 직이 등장한 것과 적지 않은 연관이 있다고
보인다. 기본적으로 ‘署理’ 라는 말은 중국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국무총리든
국무총리서리이든 이 용어와 개념은 중국에서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이라는 추
측을 하게 만든다. 구한말에 우리나라에서 관제와 관련하여 署理라는 용어를 사
용한 경우는 代理를 의미하였다.
이 글에서 추적해본 바에 의하면, 국무총리제도의 연원을 밝히는 작업은 단순
히 국무총리제도 그 자체의 연원을 규명하는데 머물지 않고 1948 년헌법이 서구
의 헌법에서 좋은 점을 따 우리식으로 고안한 것이라기보다 중국의 헌법에서 많
은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풀어가는 데 있어 실마리를 제공하는
의미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1948 년헌법을 간단히 바이마르헌법의 영향을 받아
대통령제를 주로 하되 의원내각제를 가미했다는 설명은 헌법사적인 측면에서 우
리 제도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된다.
68) 이에 대해서는 鄭宗燮(註 20), 284쪽을 보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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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rigin of Korean Prime Minister System
Jong-Sup Chong*
Throughout Korean constitutional history, the status and power of Prime
Minister(國務總理) are unique comparing with other presidential governments. The
concept of Prime Minister was first adopted in the Constitution of 1948 and sustained
in each revised Constitution from 1952 to 1987. The basic structure of this system is
as follows:
1. The Prime Minister is appointed by the President with or without the consent of
the National Assembly.
2. The Prime Minister assists the President.
3. The Prime Minister directs the Ministries of the Executive Branch under order
of the President.
4. The State Council deliberates on important policies that fall within the power of
the Executive. This Council is composed of the President, the Prime Minister, and
other members. The other members of this Council are appointed by the President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Prime Minister.
5. The President shall be the Chairman of the State Council, and the Prime
Minister shall be the Vice-Chairman.
6. The Prime Minister may issue ordinances of his/her own concerning with
matters that are within his/her jurisdiction under the powers delegated by Act or
Presidential Decree or ex officio.
7. If the office of President is vacant or the President is unable to discharge the
powers and duties for any reason, the Prime Minister first acts for him/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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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is Korean constitutions, the Prime Minister is neither a head of
Executive nor a head of State. It is different from that of parliamentary government.
In American presidential system, there is not a position like Korean Prime Minister.
It is often misunderstood that the members of 1948 Constitutional Assembly
created this Prime Minister system when they mixed a presidential government with
a parliamentary government. This article argues the origin of this Prime Minister
system, if this system was invented in 1948 Constitutional Assembly or there was the
original model of this system they adopted.
A clue of this argue was found in Chinese character “國務總理” used as the name
of Prime Minister. Another similar name of Prime Minister like “總理大臣” was
found in 1861 Chinese government, 1889 Constitution of Japan and 1911
Constitution of China. The same name of “國務總理” was appeared in 1912 Chinese
Constitution, 1919 Constitution of Korean temporary government, 1923 Chinese
Constitution and the 1932 Government Act of Manchuria. By analyzing and
comparing these concepts, it becomes clear that these governments had similar Prime
Minister systems in basic structures.
This article suggests that Korean Prime Minister system may come from the
Japanese 1889 Constitution and 1912 Chinese Constitu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