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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형 대통령제가 대안이다.
                      - 분권형 정부제 -

                                         강상호 1)/ 국민대 정치대학원 겸임교수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 극복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는 제도의 문제인가 아니면 운영의 문제인가? 권력구조의 개
편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제의 제도적 문제를 지적하고, 대통령제 유지를 주장
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제 자체보다는 운영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선거제도 정당제도 등 
정치관계법과 권력기구의 집중 문제를 이야기 한다. 제왕적 대통령의 문제가 운영의 
문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imperial 
president)이라는 용어는 한국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가 아니다. 이 말은 1973년 미국
의 역사학자 슐레징거 2세(A.M Schlesinger. Jr)가 그의 저서 ‘제왕적 대통령제(The 
Imperial Presidency)’에서 닉슨(R. M. Nixon) 대통령의 정치행태를 비판하면서 처
음 사용했다.

  삼권분립이 확실하고 연방제에 의해서 지방분권이 실시되고 양당제로 정당제도가 
정착된 미국에서 제왕적 대통령이 나왔다면, 대통령제의 운영과 관련된 각종 정치개
혁에 성공해도 집행권을 독점하는 대통령제 하에서는 언제라도 제왕적 대통령이 발생
할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더욱이 실용적이고 타협적인 미국과는 달리 명분에 
강하고 갈등적인 정치문화를 갖고 있는 한국적 상황에서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는 견
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의 정착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번 개헌에서 권력구조에 관한 한 대통령과 행정부의 집행권 독점 구도를 
타파해야한다. 총리로 대변되는 의회 권력이 일정 부분 집행권을 공유함으로써 정책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과 의회가 함께 책임질 때 책임정치가 실현될 수 있다. 이를 가
능케 하는 제도가 바로 분권형 대통령제다.

상하 정치제도 간 조응성과 합의제 민주주의.

  이 번 개헌 과정에서 적어도 정치권과 전문가 그룹에서 공감대를 이루는 것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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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가 정당 지지율과 의회 내 의석수의 비율이 근접할 수 있도록 비례성을 증대하는 
선거제도를 채택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고려된 것이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
역별 비례대표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면 다당제가 보
편될 것이고, 더욱이 전국단위가 아닌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면 다당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다당제 하에서 여소야대는 일상화 되고 연정은 필연적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조응성이 떨어진다.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인 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다. 이 
선거를 통해 민주노동당은 지역에서 2석을 얻었으나 정당 득표율에서 13%를 기록함
으로써 비례대표 8석을 확보해, 총10석을 차지했다. 만약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였다면, 초과의석을 고려하지 않아도 39석을 확보했을 것이다. 이는 연동형 비례대표
제를 도입할 경우 다당제가 심화된다는 분석을 확인시켜준 사례다. 비단 선거제도만
이 아니라 정당제도 그리고 지방분권과 정치문화도 정부형태 권력구조 선택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제는 다수대표제, 양당제, 지방분권 그리고 타협적 
정치문화에서 잘 작동하고, 분권형 대통령제는 비례대표제, 다당제, 지방분권 그리고 
갈등적 정치문화에서도 잘 작동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런데 지난 30년 동안 법률조항에 많이 의존했던 중위 수준의 정치제도는 변했는
데, 헌법조항인 권력구조는 변화지 않음으로써 중위 수준의 정치제도와 권력구조 간 
미스 매치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87년 체제이후 선거제도의 변화로 유효정당 
수가 평균 3.7개로 다당제는 상수화 되었고 대통령제 하에서 여야 간 교착상태의 한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현행 정치제도와 향후 정치제도의 변화 추이를 고려할 때, 하
위 정치제도와 권력구조의 정합성 면에서 대통령제는 지속되기 어렵고 대안으로서 분
권형 대통령제의 채택은 불가피하다.

  모든 제도는 완벽할 수 없다. 분권형 대통령제가 바이마르 공화국에서는 실패했지
만 프랑스 5공화국에서는 성공했고, 내각책임제가 프랑스 3-4공화국에서는 실패했지
만 1949년 이후 독일에서는 성공했다. 문제는 큰 틀에서 한 제도가 요구된다면 그 제
도를 채택하면서 문제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보완 장치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다. 독
일에서 채택된 건설적 불신임제가 좋은 예다. 우리가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면서 
건설적 불신임제와 책임 장관제를 함께 채택하고 내각회의를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전
환시키려는 이유다.

  산업화 시대에는 다수결 민주주의가 이념과 투쟁에 기반 한 대중정당(mass party)
을 축으로 작동하였지만, 지능 정보화 시대에는 합의제 민주주의가 이슈와 경쟁에 기
반 한 포괄정당(catch all party)이나 이슈정당을 축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 제반 
정치제도가 다수결 민주주의 체제에서 합의제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되는 이유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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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 개정 관련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반론
   - https://blog.naver.com/npreskang  

2) 혼합(이원) 정부제는 샴쌍둥이가 아니다
   - https://blog.naver.com/npreskang/221125838417

3)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가 운영의 문제인가
   - https://blog.naver.com/npreskang/221097361245

4) 미래 한국과 개헌, 법과 상식이 최고 권력이다
   - https://blog.naver.com/npreskang/221029592659

5) 분권형 대통령제가 현실적 대안이다
   - https://blog.naver.com/npreskang/220915720027

6) 다수결 민주주의와 합의제 민주주의
   - https://blog.naver.com/npreskang/220869764190

7 대통령의 비극, 언제까지 볼 것인가
   - https://blog.naver.com/npreskang/220851153171

8) 헌법 개정 논의, 국민 수준으로 확산하자
   - https://blog.naver.com/npreskang/220844766304

9) 왜 분권형 대통령제인가
   - https://blog.naver.com/npreskang/220840206237

10) 바이마르공화국 실패가 분권형 대통령제 때문인가
    - https://blog.naver.com/npreskang/220837515123

11) 한국정치와 권력구조의 선택
    - https://blog.naver.com/npreskang/220776940925

12) 권력구조 헌법개정, 별거정부보다는 동거정부가 낫지 않습니까
    -https://blog.naver.com/npreskang/220166686677   

부형태 권력구조가 대통령제에서 분권형 대통령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 이유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