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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개요

행사명 | 지방분권 개헌 국회토론회
일시 | 2021년 9월 8일 (수) 14:00
장소 | 여의도 중앙보훈회관 1층 강당

주최 | 자치와 균형 포럼·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 이해식 국회의원·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참석대상 | 20여명
-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 이시종 충북지사, 임승빈 교수
- 국회의원 | 김상희, 이해식, 도종환, 김영배, 이형석, 김종민 의원
- 관계 전문가 | 안성호 前한국행정연구원장,
성경륭 前국가균형발전위원장, 임정빈 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

주요내용 | 자치분권개헌 필요성 및 지역대표형 양원제 도입 논의 등

·이해식 국회의원(개회사)
·임정빈 한국지방자치학회부회장(개회사)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전북지사)

축사·인사말씀

·박병석 국회의장(서면축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영상축사)
·김철민 자치와균형 포럼 대표(영상축사)
·김상희·도종환·김영배·이형석·
김종민(인사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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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이해식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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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회

사

자치분권 개헌, 열린 마음으로 힘을 모아 논의합시다.
<지방분권 개헌 국회토론회>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 국회의원 이해식입니다.
자치분권 개헌의 비전을 마련하기 위하여 열리게 된 <지방분권 개헌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오늘 토론회를 주관하신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님과 이시종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님, 임승빈 공동위원장님, 토론회를 주최하신
국회『자치와 균형 포럼』김철민 상임 대표를 비롯한 소속 국회의원 여러분과
준비하신 실무진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그리고 자치분권 문제 전문가로서 이번 토론회의 발제를 맡아주신 안성호
前 한국행정연구원 원장님과 자리를 빛내주신 성경륭 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님께도 지면을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방분권은 지방소멸과 균형발전, 감염병과 기후변화 대응하며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위상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전략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지방분권 정책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상 자치분권 조항은 제117조
제118조 단 2개 조문에 빈약한 내용을 담고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지적되었습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새로운 개헌안은 사회 모든 영역
에서 실질적 민주화를 관철하기 위한 과감한 시도였고, 특히 자치분권 영역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당시 개헌안은 논의가 숙성
되지 못하고 국회에서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지방자치제도 부활 3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다시금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개헌의 불씨를 되살리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치분권형 상원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양원제 개헌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8

오늘 이 자리가 국회와 정부, 학계와 민간, 각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체가 되어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의 꿈을 다시금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9월 8일
국회의원 이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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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사

송하진 전북지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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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전라북도지사 송하진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이해식 의원님,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신 이시종 충북지사님, 임승빈 교수님 그리고 국회 『자치와
균형 포럼』과 함께 “자치분권 개헌과 양원제 도입”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하게 된 것에 대해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발제를 맡아주신 안성호 前한국행정연구원장님, 토론에 참여하실
성경륭 前 국가균형발전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관계자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대선공약 마련을 위해 개헌을 비롯한 지방자치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총 망라한 “지방자치(분권) 및 혁신과제” 발굴에 앞장서 오신
이시종 충북지사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은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 3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이어, 7월부터 자치경찰이 본격
시행되고 있고, 중앙지방협력회의법도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지방분권이 나아가야 할 길은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화,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등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집권적인 정책결정과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를 휩쓴 팬데믹 상황에서 지역민을 보살피고, 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에서 K-방역의 손발 역할을 담당한 것은 지방정부였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판단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에게 판단과 대응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지방
분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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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개정된 현행 우리 헌법은 지방자치에 관해 단 2개의 조문으로 구성
되어 있고, 모든 사항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지방의 자치적
사항을 자치법규를 통해 형성하는데 제약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34년이란 긴 세월동안 변화된 지방분권의 가치 등 시대의 흐름에 따라,
헌법도 이에 맞게 개정되어야 함은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중앙·지방 간 권한배분을 통해 권력집중현상을 방지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방분권 개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팬데믹의 위기를 넘어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양원제도를 포함한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고, 이는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학계는 물론, 국회와 지방정부 모두가 함께 뜻과 지혜를
모아, 진정한 지방분권국가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는 실질적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토론회에 큰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9월 8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전라북도지사 송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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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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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박병석입니다.
「지방분권 개헌 국회토론회」 개최를 축하합니다.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이해식 의원님, 그리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신 이시종 충북도지사님과 임승빈 교수님, 국회 「자치와 균형
포럼」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제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실 각계
전문가 여러분께도 인사 전합니다.
1987년 민주헌정체제 이후 우리나라는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헌법은 여전히 30년 전에 머물러 있습니다. 헌법은 국민의 마음과 시대
정신을 담는 그릇입니다. 산업화시대에 만들어진 헌법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데는 한계가 많습니다.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낼 그릇이
필요합니다. 저는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를 비롯해 제헌절 경축사 등에서 여러
차례 개헌의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개헌에 대한 공감대도 높아졌습니다. 지난 6월 국회사무처 여론조사 결과 우리
국민의 66%, 헌법전문가의 79%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국민통합위원회가 현역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개헌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 300명 중 178명이 참여하고 이 중 93.3%가 개헌이 필요
하다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개헌에 대한 공감대는 폭넓게 형성되었습니다.
대선을 앞둔 지금이 개헌을 이뤄낼 적기입니다. 승자독식 구조, 분열과 갈등을
부르는 정치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도 권력분산형 개헌을 서둘러야 합니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개헌이 필요합니다. 중앙집권의 정치
경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지역불균형이 지방 소멸로 이어지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개헌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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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권·분산·분업 등 3분(分)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어야 국가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권력분산과 지방분권형 개헌이 함께 가야 합니다. 이번 토론회
에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논의가 폭넓게 이루어져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에 기대를 겁니다. 여러분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9월 8일
국회의장 박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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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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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포럼 자치와균형 상임대표, 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 국회의원 김철민입니다.
<지방분권과 양원제 개헌 국회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이해식의원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송하진
회장님, 그리고 관계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헌법은 건국헌법부터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까지 모두 지방자치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의 대원칙만 언급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요소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
으로서 헌법 개정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하였고,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헌법
개정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지방분권 개헌을 논의하였으나 무산된 바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이 심각해지고 지방 소멸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방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오늘 논의 주제인 양원제 개헌은 국민통합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충분한 토론이 필요합니다.
모쪼록 오늘 토론회가 지방분권 개헌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공론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방의 발전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포럼 자치와균형 대표로서 우리나라 전 지역이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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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9월 8일
국회의원 김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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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한국행정연구원 원장

23

안 성 호 (前 한국행정연구원장)
2021.09.08.

몽테스키외 로마성쇠론

왕정

공화정

공화정

황제정

번영
쇠망

애쓰모글루 & 로빈슨 착취 - 포용정체론
포용적 정치제도

번영

착취적 정치제도

쇠망

대표적 사례: 남한 vs. 북한

플라톤에서 현대 연구자까지 반복 지적
‘공개된 비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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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telsmann연구센터

민주주의 - 정책성과 연구

민주주의와 정책성과 간 상관성 확인

국가포용성 수준과 정책성과 간 상관성 확인
주요국 국가포용성 수준 (36개 OECD 회원국 분석대상)
한국행정연구원(2021)

국가포용성지수 연구

강한 민주주의

스위스, 노르딕국가: 1-7위 | 독일 11위

빈약한 민주주의 영국 13위 | 미국 14위 | 프랑스 18위
일본 22위 | 한국 31위

3

2016∼2017년 엄동설한에 광화문과 전국 곳곳에서
대통령 탄핵을 외치던 촛불시위대를 계엄령 선포 후 무력 진압하는
작전계획을 세운 전 기무사령관은 미국으로 도주했다.
그러나 무슨 까닭인지 잡아오지 않고 있다.
그와 공모한 혐의자들도 아무일 없었던 것처럼 살고 있다.
<강한 민주주의>의 저자 바버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한다.

우리는 자유롭게 태어날 수 있다.
그러나 오직 살아 있는 동안
자유를 지키려고 분투할 때만
자유롭게 죽을 수 있다.
- 벤자민 R. 바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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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품질 민주주의

발전장애

정당 정글정치 : 이전투구 권력투쟁

정치불신, 국정불안

정치적 양극화 : 국론분열

사회발전 지체 :
대다수 사회지표 OECD 하위권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2020년 피크 코리아” 경고

구경꾼 군중

5

토크빌(1840) 예측 민주국가의 집권화 경향
미국 19c 말 - 20c 초 Machine Politics & Boss Rule 진보개혁운동 : 주 및 지방정부 직접민주제 도입 대응

미국의 중앙집권화

한국의 중앙집권화

스위스

Dillon’s Rule 확산과
연방대법원 판결

제주도 시〮군자치 폐지,
취득세 ½ 일방적 삭감,
시〮도자치 및 단체장 직선제
폐지 시도,
전국 시〮군 합병 시도 등

그러나 스위스는
직접민주제로
중앙집권화 예방

Popitz’s Law:
세입세출의 중앙집권화
연방지출 / 총 정부지출
= 30%(1929년) 55%(2019년)

지방재정자립도 하락

제왕적 대통령제

70%(1992년)

49%(2021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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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행복지수, 부패인식지수, 사회진보지수

세계정상

정부신뢰도

스위스 85% 1위 | 노르딕 63% (OECD 평균 45%)

1인당 GDP

스위스 $ 8만4천 세계 2위 | 노르딕 $ 6만1천

국가부채율

스위스 41% | 노르딕 42% (OECD 평균 109%)

실업률

스위스 2.9% | 노르딕 5.2% (OECD 평균 6.8%)

빈곤율

세계 최하위

7

지방분권 연구

합의제 연구

직접민주제
+ 대의민주제 연구

지방분권 + 민주주의
민주적 효율성 향상, 정책혁신과 정책 실험 고무, 지역갈등 완화,
정부신뢰와 정책만족도 제고, 국민통합 촉진

합의제(비례제+연방제)
경제성장 유도, 실업과 노사분규 및 재정적자 감소, 정치안정과 산업평화 촉진

민주적 효율성 향상, 경제성장 촉진, 정치안정, 낮은 세금과 양질의 서비스,
조세도의 앙양, 정부신뢰 향상, 행복 증진, 집권화 차단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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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권력

공유권력

Power over Others

제국
질서

배제적 위계

공화국
질서

Power with Others

포용적 결사

Genossenschaft

Herrschaft

9

국가포용성 지수

집권화

제국질서
지배권력,
Power Over Others

분권화

공화국질서
공유권력,
Power With Others

선거
민주주의
노르딕
국가
북한

중국

권위주의 체제

한국

미국

빈약한 민주주의
(대결정치)

독일

스위스

강한 민주주의
(공론정치)

헌법개혁

10

29

Lucifer Effect

악의 평범성

스탠포드 모의교도소 실험
수감자와 교도관 간 심한 권력격차

학대와 굴종 (Philip Zimbardo)

상황의 힘이 악의 근원
아이히만 “나는 단지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Hannah Arendt)

11

자유 없는 애국심, 미덕 없는 자유, 시민 없는 미덕은 없다.
시민을 창출하라. 그러면 그대가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을 얻을 것이다.
(Jean-Jacques Rousseau)

뉴잉글랜드 주민의 뜨거운 애향심과 높은 공공정신은
타운공동체의 막강한 자치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함양된 것이다.
(Alexis de Tocqueville)

2차 대전 때 스위스 철통국방의 비결은 스위스가
지방분권적 연방제, 직접민주제, 시민군을 가진 공화국이었던 데 있다
(Stephen Halbrook)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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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자독식
다수제

과잉
중앙집권제

엘리트 지배
대의민주제

빈약한 민주주의
13

승자독식 다수제

과잉 중앙집권제

엘리트 지배 대의제

소수 보호 비례제
다수-소수 권력공유

연방적 지방분권제
중앙-지방 권력공유

준직접민주제
엘리트-시민 권력공유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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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소수 권력공유제

중앙-지방 권력공유제

엘리트-시민 권력공유제

소수 보호 강화

연방적 지방분권

직접민주제 확충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
대통령 + 의원내각제

재정연방주의:
세입분권, 지방정부 과세권 인정

헌법과 법률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도입

하원 비례대표성 강화

지역정부 자치법 입법권,
기초정부 분권

주민발안제, (재정)주민투표제,
풀뿌리자치 혁신

지역대표형 상원 설치

15

1952.07

1960.06-1961.05

1962.12

한국전쟁 중 자유당 정부
양원제 발췌개헌
그러나 시행유보

4.19혁명 후 민주당 정부
양원제 시행

5.16쿠데타로
양원제 중단과 단원제 개헌

소선거구 직선 민의원
+ 특별시와 도 대선거구 직선 참의원

양원제 중단은 군사정부의 유산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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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모두 양원제 국가
GDP 15위 국가 中 단원제국가는 오직 중국,한국
그러나 중국 자문역할을 하는 유사상원 정협 존재

G20 中 단원제국가는 오직 중국,터키,한국
EU 의장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의회 없음
※ 스위스는 GDP규모로 사실상 G20국가

인구 1천2백만 명 이상 OECD국가 中 단원제 국가는 오직 터키,한국
터키와 한국 사회갈등지수 최고위
17

국민은 지역연고를 갖는 이질적 집단들로 구성, 이질적 집단들의 이해갈등은
다수결원리로 운영되는 단원제 국회에서 조정, 타협되기 어려움
미국의 헌법제정자들이 연방적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창안하지 못했다면,
미국은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고, 따라서 세계역사는 다르게 전개되었을 것이다.
(제임스 맥클랜)

양원제는 거대 정치세력의 독주를 견제하고 정치세력 간 합의를
촉진하여 다수결민주제의 정글정치를 순화시킨다.
(멕 러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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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자독식 대결정치

공론정치 기여

지방분권개혁, 지역균형발전 촉진
지역갈등해결, 중앙지방협력 통로

‘성찰과 재고’기회 확대 : 입법품질 향상
국회신뢰와 위상 제고
국민통합과 북한의 민주적 통합
19

헌법규정

헌법에 핵심내용 수록, 나머지 법률위임

정

원

하원의원 300명

선

거

하원의원과 다른 선거제도

임

기

하원보다 길게

상원의원 50명

(예: 하원의원 독일식 혼합형 + 상원의원 지역별 소선거구 다수제) ;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

(예: 8년, ½씩 개선, 첫 선거에서 지역별 ½ 하위 득표자의 임기 4년)

지역구분

11개 지역 / 현행 17개 시도지역

권

적절하게 강력한 권한

한

지역별 의석배정

11개 경우 3-5석 / 17개 경우 2-3석

(예: 외교, 국방, 통일, 자치사무에 대한 배타적 거부권 ; 재적의원 1/3 개헌제안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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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대표성 강화
정당관계

지역의회 법안발의권, 지역별 의석배치, 지역의안과 개헌안 지역대표단 일괄투표,
지역의회 의정 보고 의무화, 지방정부 대표 상원회의 발언권, 기초정부대표단 상근 옵서버
정당과 거리 (예: 당직과 내각참여 제한)

양원 간 이견해소

일반의안, 예산안, 지역의안에 따라 의안 왕복 2회, 양원합동회의, 조정위원회 활용

신설경비

의원 보좌인력 6명으로 감축 등 절감 노력

추진일정

대선공약 전문가위원회 개헌안 작성 국민 주권개헌회의 의견수렴
2024년 총선 때 국민투표 2026년 지방선거 때 상원의원선거

국회의결

21

The devil is in the details.
Constitutional Craftsmanship
Super Struggle

Institutional Leadershi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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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to Great

Level 5 Leadership

Thin
Democracy

(Humility
+ Fierce Resolve)

Strong
Democracy

Active
Citize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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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민주주의 헌법개혁:
분권화와 지역대표형 상원 설치
안 성 호 (전 한국행정연구원장)

“전제군주의 폭정이 한 국가를 파괴하듯, 공공선에 대한 무관심은 공화국을
파괴한다. …(중략)… 두려움이나 사리판단에 따른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열
정으로 법이 준수되는 국가만큼 강력한 국가는 없다. 바로 그때 당파의 모든
힘이 정부의 지혜와 결합하기 때문이다.”

- 샤를 드 몽테스키외

“우리는 우리 시대의 온갖 위기에 직면하여 너무 많은 민주주의 때문이 아
니라 너무 적은 민주주의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 벤자민 R. 바버

“오늘날 정당의 과두제 지배, 생산적 토론의 부재, 반목과 대결의 정치는 열
린 토론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쟁으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둔 상원은 열린 토론장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다.”
- 도널드 셸

왜 헌법개혁인가?
몽테스키외는 ｢로마인의 번영과 쇠퇴의 원인에 관한 고찰｣(1734)에서 보잘것없던
도시국가 로마가 인류사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긴 강대한 국가로 발전했다가 쇠락의
길로 들어선 가장 중요한 동인을 정치체제에서 찾았다. 로마는 왕정 말기 폭정에
시달리며 “정치체제를 바꾸든가, 아니면 그저 작고 가난한 왕국으로 남을 것인가”
를 결정해야 하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서 왕정을 공화정으로 바꿔 번영의 길로 들
어섰다고 몽테스키외는 진단했다. 로마인은 “적에게서 더 나은 제도를 발견하면 주
저하지 않고 자신의 제도를 즉시 포기할 줄 아는” 뛰어난 제도혁신가들이었다. 그
러나 로마는 공화정에서 황제정으로 바뀐 후 민중의 자유정신이 사라지고 “제국의
자기제어 메커니즘이 무너지면서” 쇠망의 길로 들어섰다고 분석했다.
정치체제가 나라의 흥망성쇠에 미치는 심대한 영향을 간파한 몽테스키외의 통찰
은 사실 고대 그리스·로마시대 플라톤과 폴리비우스로부터 오늘날 사회과학자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누누이 지적되어온 공개된 비밀이다. 예컨대 저
명한 발전경제학자 대런 애쓰모글루와 제임스 A. 로빈슨은 15년 동안 공동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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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국가의 번영과 빈곤이 결국 정치체제의 포용성과 착취성에 달려 있음을 확증
했다. 이들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2012)에서 연구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
다.
“국가실패의 원인은 경제성장을 저해하거나 심지어 발목을 잡는 착취적 정
치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이다. …(중략)… 고대로부터 오늘날까지 일부 사회는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포용적 정치제도를 발전시켰지만, 대다수 사회는 엘리트
의 이익증진을 위해 경제성장의 숨통을 죄는 착취적 정치제도를 선택해왔
다.”
이들은 남한과 북한을 자신들의 입론을 증명하는 대표적 사례로 소개했다.1) 실로
해방 후 70여 년 동안 남한은 험난한 민주화운동을 거쳐 이룩한 민주주의에서 공
업화에 성공해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섰다. 반면 북한은 혹독한 권위주의 독재 치하
에서 남한 경제의 40분의 1에 불과한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본 남한의 민주주의는 흠결이 많다. 권력투쟁에 몰두하는
정당들의 이전투구 정글정치는 국론분열과 정치적 양극화를 부추기고, 정치의 사법
화와 사법의 정치화를 조장하고 있다. 언론의 상업화와 진영편향 보도는 이념갈등
과 국론분열을 부추기고, 소셜 미디어는 종종 과장과 허위정보를 쏟아내는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국민은 활극을 보듯 정치를 관람하고, 정치인을 탓하며,
불평불만을 공허하게 늘어놓는 무력한 구경꾼-군중의 습관에 길들여 있다.
한국의 저급한 민주주의는 심각한 정치불신과 국정불안을 초래하고 경제사회발전
의 발목을 잡고 있다. 고속 경제성장의 이면에 가려진 사회경제적 약자의 형편은
여러 지수에서 OECD 회원국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최근 성경륭 교수는 “2020
년 피크 코리아” 위기를 경고했다. 2020년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인 0.84명으로 급
락했고, 소멸 위험에 직면한 시‧군‧구는 105개에 이르렀으며, 정원미달 지방대학은
175개에 달했다.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부동산시장 붕괴와 주식시장
위축, 경제규모 축소, 재정적자가 엄습할 것이다. 더욱이 난폭한 개발로 야기된 기
후변화, 환경붕괴, 코로나 팬데믹 창궐, 불평등 심화 등 문명 위기가 호모사피엔스
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강한 민주주의｣(1984)의 저자 벤자민 R. 바버는 “우리는 우리 시대의 온갖 위기
에 직면하여 너무 많은 민주주의 때문이 아니라 너무 적은 민주주의 때문에 고통받
1) 애쓰모글루와 로빈슨은 최근 저술한 ｢좁은 회랑: 국가와 사회, 그리고 자유의 운명｣
(2019)에서 나라의 발전과 안전의 토대를 이루는 정치적 자유는 국가와 사회가 정교한
균형을 유지하는 좁은 회랑에서 생성되며, 이 좁은 자유의 회랑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
와 사회 사이에 긴장과 견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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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빈약한 민주주의”를 “강한 민주주
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2) 한국행정연구원의 은재호 등(2019)과 박준 등
(2021)의 국가포용성지수 연구는 민주주의의 포용성 수준과 정책성과 사이에 긴밀
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했다. 정치적 포용성이 가장 높은 스위스와 노르딕국가
는 거의 모든 경제사회적 정책성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석권하고 있다.
과거 여러 차례 반민주적 개헌으로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은 모든 개헌 주장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본다. 그러나 이 글에서 논하는 헌법개혁은 집권자의 욕망을
채우고 정치적 곤경을 일시적으로 모면하려는 개헌이 아니다. 강한 민주주의 헌법
개혁은 유력 정치계급에게 ‘기득권 내려놓기’를 요구한다. 이 글의 목적은 대한민국
이 산적된 난제를 헤쳐나가면서 평화와 공영을 선도하는, 강하면서도 공의로운 나
라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가 될 헌법개혁의 필요성과 실천과제를 논의하는 것이다.

제국의 질서 vs. 공화국의 질서
인간관계를 조직하는 두 가지 상반된 헌법질서가 있다. 한쪽 극단은 피라미드 지
배위계를 특징으로 하는 제국모형이다. 다른 한쪽 극단은 자율과 팀워크 및 결사에
기초한 공화국모형이다. 문화역사학자 리안 아이슬러는 ｢성배와 칼｣(1995)에서 두
모형을 각각 지배모형(dominator model)과 파트너십모형(partnership model)으로
명명했다. 제국모형은 자율과 협력 및 공공복리를 위한 자발적 봉사를 부정하고 억
압한다. 반면 공화국모형은 이런 덕목들을 촉진하고 장려한다. 각 모형의 서사는 상
반된 자기실현적 예언력을 지닌다. 복잡한 인간세계에서 이 두 모형의 순수한 사례
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 두 모형은 극적으로 대비되는 두 헌법질서의 특징을 묘사
한 이념형이다.
제국 서사와 공화국 서사는 제각기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세계관을 가정한다.
지배 추구과정에서 드러난 증오, 배제, 경쟁, 폭력의 성향을 강조하는 제국 서사는
인간을 책임을 회피하는 타율적 존재로 보고, 따라서 사회질서를 강압적 수단으로
위에서 아래로 부과해야 한다고 가정한다. 반면 생명을 고양하는 보살핌, 공감, 협
력, 파트너십, 공동체에 대한 인간능력을 신뢰하는 공화국 서사는 인간을 스스로 다
스릴 수 있는 자유정신의 발현자로 가정한다. 제국 서사는 우리를 분열시키고 두려
움과 때로 폭력적 경쟁으로 내몰지만, 공화국 서사는 우리를 통합시키고 신뢰와 협
력으로 인도한다.3)
2) 이 글에서 사용되는 ‘빈약한 민주주의’와 ‘강한 민주주의’는 바버의 개념을 빌린 것이다.

다만 ‘강한 민주주의’는 바버의 개념을 다소 확장한 것이다.
3) 이 두 서사는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정신적 긴장의 두 측면을 반영한다. 사랑은 우리
의 이성과 감성을 생명의 창조적 가능성으로 이끄는 영적 힘이다. 두려움은 위험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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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질서유형과 헌법개혁
(집권화)

제국질서

(분권화)

정치적 포용성 지수

공화국질서

(지배권력,
Power Over
Others)

(공유권력,
Power With
Others)

선거민주주의

북한

중국

권위주의체제

한국

미국

빈약한 민주주의
(대결정치)

독일

노르딕
국가

스위스

강한 민주주의
(공론정치)
헌법개혁

권위주의 충동을 자극하는 제국의 질서는 강압적 수단을 통해서 소유·통제·파괴하
는 힘을 지닌 지배권력(power over others)을 숭상한다. 제국질서는 인간관계를
권력, 통제, 지위, 특권, 성의 위계에 따라 조직한다. 제국의 관심은 큰 대가를 치르
더라도 끊임없이 더 많은 하위권력을 끌어모아 독점하는 것이다. 제국질서가 조장
하는 승자독식 역학은 엘리트들의 삶과 에너지를 온통 지배 피라미드의 정상을 차
지하려는 사생결단의 권력투쟁으로 소모하게 만든다. 제국질서에서 엘리트들 사이
의 관계는 불신과 두려움, 이중성과 폭력적 공격으로 점철된다. 제국질서는 권리와
자유를 오직 피라미드의 정상을 차지한 소수에게만 허용한다. 권리와 자유를 빼앗
긴 다중은 굴종과 반항의 노예근성과 기회주의적 행동을 생존을 위한 처세술로 터
득한다. 건전한 정신과 성숙한 도덕적 감성을 지닌 인재들은 정치를 멀리한다. 이런
상황에서 제국질서가 앓는 더 심각한 병폐는 고위직에 오른 사람들이 통상 부패한
출세지상주의자들이라는 것이다.
자유정신과 민주주의를 고무하는 공화국질서는 시민을 창출하는 공유권력(power
with others)에 기초한다. 공화국질서는 인간관계를 합의적 의사결정과 공동책임
및 개인책임에 충실한 결사체(association)로 조직한다. 공화국질서는 인권, 성평등,
비폭력, 상호신뢰, 보살핌, 역량강화를 중시하고, 권력과 자원의 공평한 배분을 통해
인간 잠재력의 창조적 발현을 유도한다.4) 결국 공화국질서는 더 풍성하고 효율적이

하여 생존 욕구에 부응하도록 유도한다. 그러나 두려움이 우리의 방어기제를 일깨울 때,
우리는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폭력성을 드러낸다. 사랑과 두려움의 긴장을
해결하는 방법이 삶의 행로와 우리의 정치를 결정한다(Korten, 2006: 33-34).
4) 공화국의 헌법질서는 지배 피라미드의 유지에 투여된 막대한 잉여 인간을 모든 구성원의
삶을 고양하는 창조적인 일에 종사하도록 재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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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인간적인 사회를 만든다.
냉소적인 사람들은 인간사회를 공화국질서로 조직하려는 생각이 인간의 능력을
벗어난 허망한 공상으로 치부한다. 이들은 인간을 폭력적이고 개인주의적이며 공동
선을 위해 협력하기 어려운 본성을 지닌 존재로 규정한다. 실제로 지난 5천 년 역
사는 대부분 제국질서로 채워졌다. 단지 고대 그리스·로마시대와 중세·르네상스시대
의 도시국가, 14세기 이후 알프스 산악지역의 소규모 자치공동체, 17세기 초 뉴잉
글랜드의 타운에서 공화국모형을 따르는 인간적 규모의 민주주의가 근근이 다양한
형태로 명맥을 이어갔다. 그리고 17세기 말 영국과 18세기 말 미국에서 공화국질
서는 국민국가 규모의 빈약한 민주주의 형태로 실험된 이후 세계 곳곳에 퍼져나갔
다. 그러나 21세기 초 또다시 권위주의 지배의 득세로 빈약한 민주주의는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헌법질서는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공화국모형에서 제국모형 쪽
으로 기우는 집권화 성향을 드러낸다.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주의 Ⅱ｣(1840)에서
“다가올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독립과 지방의 자유는 예술작품처럼 공을 들여
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방치하면 정부는 자연스럽게 집권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토크빌의 우려는 집권화가 좀처럼 어려울 것처럼 보이는 연방국가에서도 현실이 되
었다(안성호, 2018 : 200). 미국에서 총 정부지출 중 연방지출이 차지하는 백분비
는 1929년 약 30%에서 2019년 55%로 급증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
도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이런 집권화 제도쇠퇴 현상은 독일에서도 나타났다. 2006
년 독일연방의회는 중앙집권화를 완화하기 위한 기본법개정을 단행했다. 그러나 예
외적으로 스위스에서는 직접민주제 덕분으로 집권화 제도쇠퇴를 피할 수 있었다.
스위스와 노르딕국가를 비롯해 뉴질랜드, 네덜란드, 독일 등 10개 정도가 정치적
포용성지수로 측정할 경우 공화국모형에 비교적 충실히 부응하는 강한 민주주의국
가들이다. 이들 중 강한 민주주의 특성이 가장 두드러진 스위스와 노르딕국가의 정
책성과는 괄목할 만하다.

스위스와 노르딕 미러클
스위스와 노르딕국가는 거의 모든 정책영역에서 세계정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실로 ‘스위스와 노르딕 미러클’이라는 표현은 과장이 아니다.
UN이 발표한 2020년 세계행복지수(WHI)는 1위부터 7위까지 네덜란드(6위)를
제외하면 모두 스위스와 노르딕국가가 차지했다. 핀란드, 덴마크, 스위스, 아이슬란
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순이었다. 한국은 61위였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19년 부패인식지수(CPI)는 덴마크 1위, 핀란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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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스위스와 스웨덴 공동 3위, 노르웨이 7위, 아이슬란드 11위였다. 한국은 39위
였다.
미국 SPI가 발표한 2020년 사회진보지수(SPI)5)는 세계 1위에서 8위까지 뉴질랜
드(4위)와 캐나다(7위) 및 호주(8위)를 제외하면 모두 스위스와 노르딕국가가 차지
했다. 노르웨이 1위, 덴마크 2위, 핀란드 3위, 스웨덴 5위, 스위스 6위, 아이슬란드
9위였다. 한국은 17위를 기록했다.
2019년 출산율은 노르딕국가 평균 1.63명, 스위스 1.52명이었다. 한국은 0.92명
으로 OECD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2020년 한국의 출산율은 0.84명으로 더 하
락했다.
2019년 스위스의 정부신뢰도는 85%로 세계 1위를 기록했다. 노르딕국가의 평균
정부신뢰도는 63%로 OECD국가 평균 45%보다 18%나 높았다. 한국은 39%였다.
2019년 스위스의 1인당 GDP는 83,716달러로 룩셈부르크에 이어 2위를 차지했
다. 노르딕국가 평균은 60,983달러로 노르웨이 3위, 아이슬란드 6위, 덴마크 9위,
스웨덴 12위, 핀란드 14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31,430달러로 27위였다.
2019년 실업률은 스위스가 2.9%였다. 근래 스위스는 이웃 선진국들이 7∼8%의
높은 실업률로 고통받은 상황에서도 3% 미만의 낮은 실업률로 사실상 완전고용을
달성했다. 노르딕국가는 5.2%, 한국은 3.8%였다.
2020년 최고소득세율은 스위스 36%, 노르딕국가 평균 52%다. OECD국가 평균
은 43%이고, 한국은 이보다 2% 높은 45%다.
2019년 GDP 대비 정부지출 비율은 스위스 34%, 노르딕국가 평균 50%였다.
OECD국가 평균은 39%, 한국은 이보다 훨씬 낮은 23%였다.
2019년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스위스 40.5%, 노르딕국가 평균 41.9%로
OECD 회원국 평균 109.2%의 절반 미만이었다. 한국은 37.2%였다. 한국은 2020
년 3차 추경을 통해 GDP 대비 국가부채 백분비가 43.5%로 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축적된 경험적 연구는 스위스와 노르딕국가 사례가 다른 나
라에서도 재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안성호, 2018). 첫째, 레입하트 등은 정당 간
및 중앙-지방 간 권력공유를 제도화하고 비례제와 연방제가 결합한 합의민주제
(consensus democracy)가 승자독식의 다수결민주제보다 경제성장, 실업과 노사분
규 및 재정적자 감소, 정치안정과 산업평화 촉진에 더 효과적임을 확인했다.
둘째, 그동안 방대한 분량의 경험적 연구는 지방분권에 민주주의가 접목될 때 민
주적 효율성이 향상되고, 정책혁신과 정책실험이 고무되며, 정부신뢰와 정책만족도
5)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사회진보명령(Social Progress Imperative)이 개발한 사회진보지수
는 기본인간욕구, 웰빙기반, 기회의 세 차원에서 각국의 사회 ․ 환경의 건강성을 측정한
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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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고되고, 지역갈등이 완화되며, 국민통합이 촉진되는 것을 입증했다.
셋째, 연구자들은 직접민주제가 민주적 효율성 제고, 조세도의와 정부신뢰 향상,
경제성장과 정치안정 촉진, 낮은 세금과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 행복증진, 중앙집
권화 차단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밝혀냈다.

강한 민주주의 헌법개혁의 시도와 좌절
1997년 IMF 외환위기로 기업이 줄도산하고 외환보유액이 바닥을 드러내자, 정부
는 국가부도의 파국을 면하기 위해 IMF에 긴급구조융자를 요청했다. 한국정부가
IMF 외환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고심하고 있을 때,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2001년 6월 7일 청와대로 김대중 대통령을 예방하고 부탁받은 ｢대한민국을 위한
자문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의 요지는 정부시스템을 과감하게 분권화해야 한다
는 것이었다.
“한국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그 선택은 현재의 모든 한국인뿐만 아
니라 향후 수십 년 동안 자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인이 스스로
선택하지 않는다면, 타인에 의해 선택을 강요당할 것이다. …(중략)… 각국 정
부는 근대화에 적응해왔다. 표준화, 전문화, 동시화, 집중화, 그리고 무엇보다
중앙집권의 산업화 핵심원리가 정부에 적용되어 관료제를 낳았다. 이 시스템
은 잘 알려진 결점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제개발시대에 적절히 작동될 수
있었다. 하지만 산업시대에 대응해 고안된 정부시스템은 지식기반 경제와 사
회에서는 적절하게 기능할 수 없다. 정부시스템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토플러의 분권화 헌법개혁과제는 토플러 부부가 저술한 ｢신문명 창조: 제3물결
정치｣(1994)에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 있다. 결정권 분산(지방분권), 준직접민주제
(직접민주제 확대), 그리고 소수권력(소수보호 비례제 강화)이 그것이다. 그러나 토
플러의 분권화 권고는 IMF의 긴급구제 금융을 받아 경제위기를 탈출하고자 안간힘
을 쓰던 김대중 정부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이즈음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통
해 지방의 소외와 배제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연구자들과 시민운동가들이 모여 전국
적 지역연합체인 지방분권국민운동을 결성했다.
이어 지방포용의 시대정신을 반영한 3대 지방화 개혁과제, 즉 지방분권과 지역균
형발전 및 신행정수도 건설을 약속한 노무현 정부가 집권했다. 노무현 정부는 이른
바 지방화3법을 제정하고 지방을 포용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노무현 정부의 지방포
용정책은 기득권연합의 격렬한 저항으로 파행을 거듭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의 출범과 주민투표법 제정을 비롯한 지방분권, 중앙부처가 이전된 세종행정도시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건설 등의 성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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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개발연대의 중앙집권적 발전국가 노선으로 복
귀하여 지방포용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심지어 역행하는 반(反)지방화정책을 추
진했다. 마침내 2014년 304명의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참사가 발생했고, 2016
년~2017년 엄동설한에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규탄하는 연인원 1천7백만 명의 촛불
집회가 열렸다. 또다시 기존 발전국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촉구하는 경종이었다.
이어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공약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 문
재인 대통령은 2018년 3월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고 천명하고, 법
률에 대한 국민발의권과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권 등을 규정한 헌법개정안을 발
의했다. 하지만 이 헌법개정안은 국회에서 제1야당의 표결 불참으로 무산되었다.
2019년 12월 양당제의 폐해를 완화하고 소수정당을 포용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1야당의 극렬한 반대 속에 가까스로 가결되었
다. 그러나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거대 양당이 편법의 위성정당을 창당함으로써
2020년 6월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의 결과에서 오히려 소수정당의 입지를 더욱 위축
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했다.
2020년 3월 시민단체 개헌연대의 주선으로 148명의 여·야 의원은 유신헌법 개정
으로 폐지된 헌법국민발안제를 부활시키는 원포인트 개헌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
개헌안도 제1야당의 표결 불참으로 무산되었다. 이처럼 강한 민주주의 헌법질서의
도입을 위한 세 차례 시도가 정치계급의 기득권 고수를 위한 저항에 부딪혀 연이어
좌절되었다.

‘87년 헌법의 결함과 헌법개혁의 과제
현행 ‘87년 헌법질서는 독재청산과 대의민주주의 부활의 역사적 공적에도 불구하
고 승자독식 다수제와 과잉 중앙집권제 및 엘리트 지배 대의민주제를 특징으로 하
는 소용돌이 집권제의 결함을 지니고 있다. 첫째, ‘87년 헌법은 지역갈등과 정당의
권력투쟁을 부추기고, 군소 정당의 의회진입을 어렵게 하는 승자독식 다수제를 규
정하고 있다. 단순다수제로 선출된 제왕적 대통령제와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수 사
이의 심한 불비례성은 지역 간 불균형발전을 심화하고, 지역할거주의에 기댄 적대
적 정당정치를 불러왔다. 야당은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건설적 비판과 견제의 수준
을 넘어서 국정실패를 내심으로 반기며 은밀히 조장해왔다.
둘째, ‘87년 헌법은 ‘집권화’ 역주행을 막고 지방분권개혁을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드러냈다. ‘87년 헌법은 심지어 중앙집권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
권이 바뀌어도 지방분권개혁을 전담하는 대통령위원회는 계속 존속되었지만, 전국
평균 지방재정자립도는 1992년 69.6%에서 2021년 48.7%로 20% 이상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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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자립도의 하락을 곧장 중앙집권화로 해석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만,
지난 30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 재정의존도가 크게 높아진 것은 명백하
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2008년 4,549개에서 2020년 5,139개로 12년 사이에 무려
590개나 늘었다. 충청북도의 경우 국비보조사업의 수효는 2010년 735개에서 2020
년 1,155개로 증가했고, 국비에 따라 강요되는 도비지출은 2010년 2,715억 원에서
2020년 5,164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숙원
인 지방자치법 전면개정과 자치경찰제 출범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신중앙집권
화 독재”를 비판하고 있다.

셋째, ‘87년 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의 직접 입법참여를 봉쇄하는 엘리트 지배 대
의제를 규정하여 선출직 공직자의 입법해태와 엘리트 카르텔을 예방하고 교정할 유
력한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국민은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사안을 의제
로 삼지 않거나 대다수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 행정부와 국회를 통제하
기 위해 차기 선거 때까지 4∼5년을 기다리거나 거리로 나가 불평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 투쟁적인 거리집회가 계속 이어지는 주요 원인이 바로 여기
에 있다.

‘87년 헌법의 결함을 교정하는 강한 민주주의 헌법개혁과제는 크게 세 가지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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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승자독식 다수제를 소수를 보호하는 권력공유 비례제로 전환해야 한다. 20대
국회 말 우여곡절 끝에 도입된 낮은 수준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제1야당의 반발과
여당의 반사적 대응으로 오히려 소수당의 입지를 위축시켰다. 권력공유 비례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독일형 대통령 + 의원내각제 또는 스위스형
대연정동료제(grand coalitional collegial system) 등으로 개혁하고, 지방정부의 집
행부와 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동료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단원제 국회를
득표율과 의석수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비례대표성이 강화된 하원과 비수도권 지
역을 우대한 지역대표형 상원을 둔 양원제 국회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과잉 중앙집권제를 중앙과 지방이 권력을 공유하는 지방분권제로 전환해야
한다. 중앙-시·도-시·군·구-읍·면·동 간 보충성원칙에 따라 정부 간 권한을 재배분
해야 한다. 시·도를 선진 연방국가의 주정부에 준하는 지역정부로 격상하기 위해서
지역정부의 자치입법권을 인정하고, 지역정부에 재정연방주의에 따라 과세권을 포
함한 세입권을 부여하고 재정책임을 강화하는 재정개혁이 필요하다. 시·군·자치구와
읍·면·동을 풀뿌리민주주의의 거점으로 강화하는 헌법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연방적
지방분권개혁은 준직접민주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셋째, 엘리트 지배 대의민주제를 엘리트와 시민이 권력을 공유하는 준진접민주제
로 바꿔야 한다. 엘리트들이 시민의 다수의사에 반하여 결정을 미루거나 단행한 경
우 시민이 직접 정책의제를 제기하고 결정할 수 있는 직접민주제를 도입해야 한다.
먼저 유신헌법에서 폐지된 헌법국민발안제의 부활이 필요하다. 다수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책과 법률을 교정할 수 있는 국민투표제도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의
주민발안제와 (재정)주민투표제의 개혁과 읍·면·동자치제도의 혁신도 필요하다.
6) 헌법개혁의 과제에 관한 더 자세한 논의는 (안성호, 2018: 21-28)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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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민주주의 위기는 국민이 민주주의를 반대하거나
민주주의의 과잉 때문이 아니라 선거참여만 허용하는 빈약한 민주주의 때문에 발생
했다. 민주주의 위기는 빈약한 민주주의가 강한 민주주의로 거듭날 때 극복될 수
있다. 자유로 가는 유일한 길이 있다. 그 길은 강한 민주주의를 통해 나 있다.
우리는 흔히 빈약한 민주주의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적어도 현재의 상태가 그대
로 유지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 현실 안주는 우리
가 지금 누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우리가 의식하지 방식으로 서서히 또는 한순간
에 무너질 수 있다. 21세기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고 있다. 세계 곳곳에 독버섯처럼
권위주의 지배가 번지고 있다. 홍콩과 미얀마의 민주화 시민항쟁은 유혈 진압되었
고, 아프간에서는 텔레반 폭정이 재개되었다. 한국의 민주주의도 안전하지 않다.
2016∼2017년 엄동설한에 광화문과 전국 곳곳에서 대통령 탄핵을 요구한 촛불시
위대를 계엄령 선포 후 무력진압하는 작전계획을 세운 전 기무사령관은 미국으로
도주했다. 그러나 무슨 까닭인지 그에 대한 수사가 중단되었다. 그와 공모한 혐의자
들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살고 있다. 강한 민주주의를 “지금까지 인류가 발견한
유일 최선의 희망”이라고 생각한 바버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한다. “우리는 자유
롭게 태어날 수 있다. 그러나 오직 살아 있는 동안 자유를 지키려고 분투할 때만
자유롭게 죽을 수 있다.”

지역대표형 상원의 필요성과 설계지침7)
오늘날 선진 7개국(G7)은 모두 양원제 국가다. 인구 1200만 명 이상의 15개
OECD국가 중 단원제 국가는 터키와 한국뿐이다. GDP 15위 국가 중 상원이 없는
나라도 중국과 한국뿐이다. 그나마 중국은 전인대(全人代)의 대표성 한계를 보완하
기 위해 자문적 상원의 역할을 하는 정협(政協)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면 GDP 15
위 국가 중 상원이나 유사한 상원이 없는 나라는 오직 한국뿐이다.
양원제는 한국 헌정사에서도 낯선 제도가 아니다. 양원제 국회는 1848년 제헌헌
법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진지하게 논의되었고, 1952년 제1차 발췌개헌을 통
해 대통령 직선제와 함께 헌법에 규정된 이후 1962년 제5차 개헌으로 삭제되기까
지 약 10년 동안 사문화(死文化)된 상태로 헌법기관으로 유지되었다. 제2공화국 시
절 소선거구 직선 민의원과 특별시·도의 대선거구 직선 참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
국회를 직접 운영한 경험도 있다.
현행 단원제 국회는 동질적 국민의 일반의사가 단일의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효과
적으로 표출되고 수렴될 수 있다는 논리에 근거한다. 그러나 우리는 국민이 지역에
7)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필자의 별첨 논문과 저서(안성호, 2013)을 참고할 것.

47

강한 연고를 갖는 이질적 집단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이질적 지역집단들 간 이
해갈등이 다수결 원리가 지배하는 단원제 국회에서 무난하게 조정되고 타협되기 어
렵다는 것을 빈번히 경험했다. 이에 따라 적잖은 개헌론자들은 지역의 소수이익이
다수결 원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헌법적 장치가 필요하며, 그 유력한 대안으로
국회에 지역대표형 상원의 설치를 주장해왔다.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은 고대 그리스·로마시대 이후 축적된 정체 설계의 지혜
를 활용해 정치불신의 주범인 승자독식의 소용돌이 정치를 극복하고, 극심한 수도
권 일극 집중을 완화하며, 통일한국시대에 대비한 포용적 정체를 실현하는 핵심적
헌법개혁과제다. 첫째, 지역대표형 상원은 다수의 전횡을 방지하고 소수이익을 보호
함으로써 지역갈등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둘째, 지역대표형 상원은
지역대표들의 국회입법참여를 통해 지방분권개혁을 촉진할 수 있다. 셋째, 정당과
일정한 거리를 둔 지역대표형 상원은 정당 간 극심한 대립과 갈등을 완화할 수 있
다. 넷째, 지역대표형 상원은 입법과정의 ‘성찰과 재고’ 기회를 확대해 졸속입법을
예방하고 입법품질을 향상할 수 있다. 다섯째, 지역대표형 상원은 통일한국시대 북
한의 민주적 통합과 국민통합을 유도할 수 있다.
지역대표형 상원을 설계할 때 참고할 만한 상원모형은 미국형 직선 상원과 독일
형 간선 상원이다. 미국형 상원과 독일형 상원은 대체로 장단점이 교차하지만, 흔히
미국형 상원이 더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 미국형 상원을 주요 벤치마킹 대상으로
선택하는 경우 상원의 지역대표성이 희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상원의 지역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하원과 차별화된 상원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정당규율에서 꽤 자유로운 상원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국민참여 개헌과 일정
요즘 각 정당에서 대통령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이 치열하지만, 나라의 번영을
견인할 헌법개혁에 관한 공약은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다. 하버드대의 조셉 나이
교수는 ｢리더의 권력｣(2008)에서 “선량한 리더의 가장 중요한 기량 중 하나는 체제
와 제도를 설계하고 유지하는 것”이라고 역설한다. 헌법개혁에 대한 무관심은 나라
의 장래에 대한 원대한 꿈과 비전의 결여이며,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고 나라의 품
격을 높일 근원적 개혁에 대한 식견과 의지의 부족이 아닐 수 없다.
개헌과정은 원칙이 존중되면서 정치세력 간 타협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야 한
다. 무엇보다 이해당사자의 자기이익 추구에 휘둘리지 않는 개헌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이 개헌과정을 주도하는 경우 기형적 개헌안
이 도출될 우려가 크다. 따라서 논의과정에서 ‘규범적 표준’을 제시하고 당리당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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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심을 견제할 전문가단체와 시민단체의 공익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직접 이
해당사자인 지역대표의 참여도 보장되어야 한다.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헌법시민교
육을 제공할 전국 및 지역의 개헌국민회의도 필요하다. 정치인은 옹졸한 이해타산
에서 벗어나 국민의 삶과 나라의 장래에 항구적으로 영향을 미칠 강한 민주주의 헌
법질서를 세우는 서번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강한 민주주의 헌법개혁은 2022년 3월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의 후보 공약으로 개
헌의 대강과 일정을 제시하고 당선된 대통령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대
통령은 전국 및 지방 수준의 ‘국민주권개헌회의’를 구성하여 1년 반 동안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마련한 개헌안8)을 국회에 발의한다. 이어서 국회에서 의결된 개헌안을
2024년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선거일에 국민투표에 부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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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지역대표형 상원 설계안
안 성 호 (전 한국행정연구원장)
“미국의 헌법제정자들이 연방적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창안하지 못했다면, 미국은 태
어나지 못했을 것이고, 따라서 세계역사는 다르게 전개되었을 것이다.”
- 제임스 맥클랜
“양원제는 거대 정치세력의 독주를 견제하고 정치세력 간 합의를 촉진하여 다수결민
주주의의 정글정치를 순화시킨다.”

- 멕 러셀

Ⅰ. 머리말
오늘날 선진 7개국(G7)은 모두 양원제 국가다. 인구 1200만 명 이상의 15개 OECD국가
중 단원제 국가는 터키와 한국뿐이다. GDP 15위 국가 중 상원이 없는 나라도 중국과 한국
뿐이다. 그나마 중국은 전인대(全人代)의 대표성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자문적 상원의 역할
을 하는 정협(政協)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면 GDP 15위 국가 중 상원 또는 유사상원이 없
는 나라는 오로지 한국뿐이다.
양원제는 한국 헌정사에서도 낯선 제도가 아니다. 양원제 국회는 1848년 제헌헌법 초안
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진지하게 논의되었고, 1952년 제1차 발췌개헌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
와 함께 헌법에 규정된 이후 1962년 제5차 개헌으로 삭제되기까지 약 10년 동안 사문화
(死文化)된 상태로 헌법기관으로 유지되었다. 제2공화국 때는 소선거구 직선 민의원과 특별
시·도의 대선거구 직선 참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 국회를 직접 운영한 경험도 있다.
현행 단원제 국회는 동질적 국민의 일반의사가 단일의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효과적으로
표출되고 수렴될 수 있다는 논리에 근거한다. 그러나 국민은 지역에 강한 연고를 갖는 이질
적 집단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 이질적 지역집단 간 이해갈등은 다수결 원리가 지배하는 단
원제 국회에서 무난하게 조정되고 타협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지역의 소수이익
이 다수결 원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헌법적 장치가 필요하며, 그 유력한 대안으로 국회
에 지역대표형 상원을 설치할 것을 제안해 왔다.
그동안 제시된 양원제 헌법개정안9)은 양원제에 관한 관심과 논의를 촉발하는 데 기여했
9) 2014년 5월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국정을 분담하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협력을 강화하는 이른바 ‘분권형 대통령제’와 함께 하원에 비례대표를 50%까지 확대하고 지역대표
형 상원을 두는 양원제 헌법개정안을 제시했다.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의 양원제 헌법개정안이
나오기 이전에도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의뢰로 2006년과 2010년 작성된 두 편의 헌법개정안(최병
선․김선혁 외, 2006; 방승주․이기우․신도철 외, 2010)을 비롯해 2009년 국회 헌법자문위원회가 작
성한 연구보고서(헌법연구자문위원회, 2009)와 대화문화아카데미가 2010년 작성한 헌법개정안(대
화문화아카데미, 2010)이 각각 발표되었다. 그리고 2016년 지방분권국민행동은 지역대표형 상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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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양원제 설계안으로서 적어도 네 가지 점이 부족했다. 첫째, 지역대표형 상원제도를 도
입할 때 당면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상원이 대표하는 지역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
지 결정하는 것이다. 기존 개헌안은 대부분 지역구분에 관해 진지한 논의 없이 기존 시·도
단위의 지역구분을 그대로 수용했다. 둘째, 양원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려면 상원은 하원
과 달리 정당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양원제 국가의 상원은 흔히 정
당정치에 포획된 하원의 복사판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기존 개헌안은 상원과 정당의 관계에
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셋째, 지역대표형 상원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려면 타당한 지역
구분과 더불어 지역대표 선출방식, 양원의 권한과 관계, 양원의 이견조정, 상원과 다른 국가
기관과의 관계, 상원과 지방자치단체 및 그 협의체와의 관계, 지역대표의 표결방식, 의석배
정 등에 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넷째, 지역대표형 상원의 설계 논거가 명확
히 제시되어야 한다. 헌법개정과정은 정치세력 간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고도의 정치과정이
다. 따라서 개헌과정이 집단지성이 발휘되는 공론과정이 되려면 지식과 지혜가 존중되고 민
주적 숙의가 보장되는 개헌과정의 설계가 필요하다. 이를테면 미국 헌법의 아버지들이 제헌
회의가 채택한 연방헌법안을 13개 주에서 무난히 비준되도록 설득하기 위해 집필한 ｢연방
주의 논고｣(Hamilton, Madison, Jay, 1961)와 같은 ‘지역대표형 상원 논고’가 필요하다.
본 논문의 목적은 기존의 양원제 개헌안이 다루지 않았거나 소홀히 다룬 사항을 중심으로
지역대표형 상원제도 설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구체적 설계방안을 제
시하는 것이다.

Ⅱ. 지역대표형 상원의 청사진
1. 포용한국을 이끄는 지역대표형 상원
한국은 해방 후 분단과 전쟁의 아픔을 딛고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해 마침내 선진 민주
국가에 진입했다. 1950년대 세계 최빈국에서 2020년 GDP 세계 10위와 수출액 세계 7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그동안 치열한 민주화 시민항쟁으로 권위주의 지배를 극복하고 민주국
가의 반열에 올라섰다. 한류 확산에 이어 K방역의 선방으로 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가운데
한국은 2021년 G7정상회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러나 한국의 놀라운 성취는 위기적 증상을 동반했다. 분단의 멍에를 짊어진 채 북한 핵
무기의 위협 속에서 살고 있다. 미‧중 신냉전이 격화되는 가운데 동아시아 국가들의 군비경
쟁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 사회경제적 형편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경
제적 양극화와 계급의 세습이 진행되고 있다. 세계 최하위의 출산율과 세계 최고의 수도권
집중률은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을 예고하고 있다. 2020년 출산율 0.84명으로 사망자가 출생
아를 3만3천 명 상회하여 인구감소가 시작되었다. 2020년 소멸 위험에 직면한 시‧군‧구는
226개 중 105개로 늘어났고, 총 2만6천 명의 정원을 채우지 못한 지방대학들이 이미 175
개에 달한다.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부터 매년 33만 명씩 감소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극
우 포퓰리즘과 권위주의 독재가 세계 곳곳에서 독버섯처럼 번지는 상황에서 기후위기로 인
한 재난과 코로나 팬데믹이 엄습하여 호모사피엔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포함한 지방분권개헌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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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난제 앞에서 정치권은 정쟁을 일삼고 있다. 권력투쟁의 장으로 전락한 국회는 국정
의 발목을 잡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기 일쑤다. 이전투구의 정당정치는 국론분열과 정치적
양극화를 부추기고, 정글정치의 기능장애는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를 조장하고 있
다.
한국이 선진국 문턱에서 당면한 이 엄중한 난제를 해결하고 G7시대의 선도국가로 재도약
하기 위해서는 ‘87년 헌법의 발전족쇄를 푸는 강한 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세워야 한다. 강한
민주주의 헌법개혁의 과제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엘리트 지배 대의민주제를 엘리트와 시
민이 권력을 공유하는 준직접민주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엘리트들이 시민의 다수
의사에 반해 결정을 미루거나 강행하는 경우 시민이 직접 정책의제를 제기하고 결정하는 헌
법과 법률의 국민발안제와 다수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책과 법률을 교정할 수 있는 국민
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둘째, 과잉 중앙집권제를 중앙과 지방이 권력을 공유하는 지방분
권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중앙-광역-기초-읍면동 간 보충성원칙에 따른 지방분권개혁은
준직접민주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셋째, 승자독식 다수제를 소수를 보호하
는 권력공유 비례제로 전환해야 한다. 무엇보다 권력공유 비례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총인
구의 50% 이상이 사는 수도권 다수에 소외당하는 비수도권 소수의 권익을 보호하는 지역
대표형 상원을 설치해야 한다.
지역대표형 상원은 난제를 해결하고 포용한국을 이끄는 헌법기관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지역대표형 상원은 이전투구의 정글정치와 졸속입법을 예방하고, 수도권 일극집중과 지방소
멸 및 지역갈등을 극복하며, 균형발전과 지역화합을 촉진하고, 나아가 평화통일을 선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정당규율에서 꽤 자유로운 ‘성찰과 숙고’의 원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2. 국가 ․ 정부형태와 상원
지역대표형 상원은 특정 정체의 맥락 속에서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지역대표형 상원을
설계할 때는 국가형태(단방국가, 연방국가) 및 정부형태(대통령제, 의원내각제, 2원정부제,
대통령제+의원내각제)와 상원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1) 단방국가 ․ 연방국가와 상원
연방국가는 중앙정부와 지역정부 간에 주권이 공유되는 국가형태다. 연방국가의 상원은
중앙정부 안에 중앙과 지역의 공동의사결정을 위해 설치된 지역정부의 대의기관이다. 따라
서 연방국가의 국회는 원칙적으로 민주적 요구에 따라 인구에 비례한 다수결 대표성이 반영
된 하원과 연방적 요구에 따라 지역의 대표성이 반영된 상원으로 구성된다.
국제의회연맹(IPU)의 통계에 의하면, 2021년 현재 193개 국가 중 80개 국가가 양원제
국회를 채택하고 있다. 전 세계 국가의 41%가 양원제 국가를 채택하고 있는 셈이다. 166개
단방국가 중 양원제 국회를 둔 나라는 59개다. 27개 연방국가 중 양원제 국회를 갖지 않는
나라는 6개이다. 그리고 양원제 국회를 둔 80개 국가 중 59개, 즉 약 4분의 3은 단방국가
다.
양원제 국회가 연방국가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
다. 상원의 설치로 단방국가에서 연방국가로 바뀔 것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
이다.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프랑스 상원은 지역대표형 상원의 존재가 연방국가와 필연적 연
관성이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스페인과 남아공은 헌법에 공식적으로 연방국가
를 표방하지 않으면서 지역대표형 상원을 도입한 단방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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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단방 ․ 연방국가의 단원제와 양원제 (2021년)
국가형태

단원제

단방국가
연방국가
합 계

양원제

합 계

107

59

166

6

21

27

113

80

193

출처: (Inter-Parliamentary Union, 2021).

양원제 선택에 있어서 연방국가보다 더 중요한 요인은 인구규모다. 이를테면 인구 1200
만 명 이상의 15개 OECD국가 중 단원제를 채택한 나라는 한국과 터키뿐이다. 지역대표형
상원과 같은 포용적 정치제도를 갖추지 않은 한국과 터키의 사회적 갈등이 극심하다는 사실
은 특별히 주목할 점이다.
더욱이 연방국가가 모두 지역대표형 상원을 두는 것도 아니다. <표-2>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캐나다의 상원은 여느 연방국가의 지역대표형 상원보다 신분제 유산을 이어받은 영국의
엘리트 및 전문가형 상원에 더 가깝다.
<표-2> 단방 ․ 연방국가와 상원유형
상원의 유형

단방국가

연방국가

엘리트 ․ 전문가형 상원

영 국

캐나다

지역대표형 상원

프랑스, 스페인,
남아공 등

미국, 독일,
스위스, 호주 등

출처: 필자 작성.

연방국가의 상원이 단방국가의 상원보다 더 강한 권한을 갖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물
론 미국, 스위스, 호주, 독일, 벨기에 등 연방국가의 상원은 일반적으로 강한 권한을 갖는다.
상원이 하원에 종속된 나라들은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단방국가다. 그러나 이탈리아는
단방국가로서 연방국가 못지않게 강한 상원을 두고 있다.10)
연방제는 세계화 및 지식정보시대에 체제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향상시키고 통일을 촉진하
는 조직원리로서 널리 확산되고 있다. 조직이론가 Handy(1995, 93-111)는 급격한 변화와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하는 “비이성의 시대”에 적합한 조직유형으로서 연방제의 장점을 강조
한다. 연방주의 조직원리가 국가, 초국가, 지방 수준에서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이른바 ‘연방
주의 혁명’이 진행되고 있다(Elazar, 1987; 1998). 이미 세계인구의 40% 이상이 공식적인
연방국가에서 살고 있으며, 나머지 인구 중 3분의 1이 연방주의를 수용한 정체에서 살고 있
다.
정체의 연방화 추세는 자유․평등․참여가 중시될수록 더 확산될 것이다. 한국에서도 정치적

10) 근래 연방국가와 단방국가 사이의 차이는 희석되고 있다. 이를테면 연방헌법 규정이 중앙과 지방
의 권력분할이라는 연방제의 원칙과 모순되는 사례가 있고, 중앙과 지방의 권력분할에 관한 연방법
규정이 퇴색되고 있다. 흔히 연방제를 채택하는 개도국은 단방제를 채택하는 선진국보다 더 중앙집
권적 경향을 띤다(Lijphart, 1987: 181-198). 이에 따라 유럽회의(Council of Europe)와 EU의 문
헌은 연방국가의 주정부와 단방국가의 광역정부를 구분치 않고 모두 지역정부(regional
government)로 통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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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방주의 수용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늘고
있다. 보수 성향의 박세일(1994: 12)은 “연방제형 지방자치제”를 도입해야 “다양하고 자유
스러운 지방발전이 가능하고 그동안 중앙집권이 초래한 서울의 과도집중, 지방의 형해화,
지역불균형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진보 성향의 임혁백(2000) 교수와 성경륭(1996;
2000; 2012) 교수 등은 특별히 연방주의적 평화통일방안을 제시했다.

2) 대통령제 ․ 의원내각제 ․ 2원정부제와 상원
상원의 위상과 역할은 정부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상원제도의 다양성은 정부형태와
상원의 위상 및 역할 관계에 대한 일반적 진술을 어렵게 한다. 그러나 정부형태와 상원의
대략적 권한을 영국․미국․독일․프랑스를 중심으로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3> 정부형태와 상원의 권한
2원정부제,
대통령제+내각제

상원과 하원의 권한관계

대통령제

하원과
동등한 상원

미 국
스 위 스

이탈리아

남 아 공

독

특정 영역에서
배타적 거부권을 갖는
상원

인도네시아

호

주

일

프 랑 스

하원에 종속된
상원

의원내각제

캐나다, 스페인

한국(제2공)

일

본

러 시 아

영

국

폴 란 드
아일랜드

출처: 필자 작성.

첫째, 대통령제인 미국의 상원은 하원과 동등하거나 때로 우월한 권한을 누린다. 둘째, 내
각제에 대통령제가 가미된 독일에서 상원은 주의 입법권 및 집행권과 관련된 영역에서 매우
강력한 배타적 거부권을 행사한다. 셋째, 2원정부제를 채택하는 프랑스에서 상원은 헌법적
으로 거의 절대적 거부권을 갖지 못하면서도 실제로는 입법과정에서 상원의 관점이 대체로
존중된다. 이를테면 프랑스 하원은 상원이 채택한 수정안의 50~85%를 수용한다(Mastias,
1999: 177). 넷째, 다수결주의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는 영국의 상원은 하원에 종속된다. 그
러나 일부 세습의원과 다수 임명의원으로 구성되는 영국의 상원은 무력한 상원으로 평가되
지 않는다. 나름대로 그 존재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정부형태와 상원의 권한을 다소 무리를 무릅쓰고 단순화하면, 대통령제 국가의 상원은 하
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 경향이 있고, 의원내각제 국가의 상원은 하원에 종속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2원정부제 또는 의원내각제+대통령제 국가의 상원은 중간 수준의 권한을 행
사한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제 상원은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상원보다 더 강력한 상원으로 활
약한다. 예컨대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의 상원은 연방의회에서 법안수정 활동의 온상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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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한다. 특히 필리핀 상원을 제외한 모든 대통령제 국가의 상원은 지역의 국정참여 보장
으로 높은 정당성을 인정받는다.
이와 대조적으로 행정부와 입법부가 결합된 의원내각제에서는 행정부와 밀착된 하원이 상
원을 압도하는 경향을 보인다(Patterson & Mughan, 2001: 46).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대다
수 법안은 정부법안이다. 특히 재정법안은 오직 하원에서 처리된다. 게다가 상원은 하원에
서 통과된 조세 및 예산법안을 일체 수정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강한 의원내각제에 대통령
제가 가미된 한국의 제2공화국 상원은 의원내각제 상원의 일반적 관례에 따라 하원에 종속
된 지위를 갖도록 설계되었다.
의원내각제에서 약한 상원이 옹호되는 두 가지 논거가 있다. 첫째 논거는 대의민주주의
본질과 관련된 것으로 가장 민주적 하원이 적어도 핵심 통치문제에 대해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논거는 선출된 대표를 통해 책임지는 집행부의 의회 협력
과 관계된 것이다. 집행권을 행사하는 정부(수상과 내각)는 특정 이슈에 다르게 투표하는
양원에 대해 책임질 수 없으므로, 상원은 하원과 동등한 권한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일
반적으로 의원내각제에서 양원 간 교착은 대통령제에서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를 야기한
다.11)
강한 의원내각제에 간선 대통령제가 가미된 독일에서 상원은 2006년까지 법안의 약 60%
에 대해 절대적 거부권을 행사할 만큼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다. 독일 상원은 중앙집권적 정
당정치와 결합되어 독일을 “단원적 연방국가”(unitary federal state)로 만드는 데 일조했다
(Hueglin & Fenna, 2006: 198-199). 2006년 독일은 상원의 이런 반(反)연방주의적 중앙
집권화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상원의 절대적 거부권을 40%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주의 권
한을 강화하는 기본법개정을 단행했다.
의원내각제에서 양원제의 특징은 양원이 내각과 다른 관계를 맺는다는 점이다. 의원내각
제를 채택한 나라의 하원은 다수당을 매개로 행정부(내각)와 결합된다. 반면 의원내각제의
상원은 대통령제에서 국회와 행정부 관계와 유사하다.
따라서 의원내각제의 상원이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원과 행정부 간 권력분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의원내각제의 상원이 행정부와 밀착되거나 행정부의 간섭을 받게 되
는 경우 상원의 행정부를 견제기능은 크게 약화된다.
직선 상원은 정부형태를 불문하고 상원을 정당의 강한 영향력 아래 놓이게 하여 하원과
유사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직선제 상원이 하원과 구별되는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상원의원의 내각과 정당간부직을 임용을 금지해 엄격한 정당규율에서 꽤 자유로운
상원을 만들 필요가 있다(Waldon, 2012: 12-13).

3. 지역대표형 상원모형
상원의 대표적 모형은 계급에 기초한 고전적 영국 상원, 정치적 지역대표형 미국 상원,
법률적 지역대표형 독일 상원, 그리고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프랑스 상원이다. 이 중에서 오
늘날 엘리트․전문가형 상원으로 진화한 영국 상원을 제외한 나머지 세 나라의 상원이 지역
대표형 상원의 범주에 속한다.
11) 강한 상원제와 의원내각제의 결합은 체제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 다수결주의 의원내각제에서
강한 직선 상원을 둔 호주는 종종 대립적 정당정치로 교착상태에 빠진다. 게다가 호주 상원의 지역
대표성은 정당정치에 압도되어 희석되는 경향이 있다(Hueglin & Fenna, 2006: 208-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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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 나라 상원 중 미국과 독일의 상원은 연방국가 상원이고, 프랑스의 상원은 단방국가 상원
이다. 미국의 직선 상원은 주공동체를 정치적으로 대표하는 의원으로 구성된 연방원이고, 주정
부의 각료로 구성되는 독일 상원은 법률적으로 주정부를 대리하는 의원으로 구성되는 연방원이
다. 각급 지방정부의 대표․의원과 하원의원으로 구성된 15만 명의 선거인단에서 간선 의원으로
구성된 프랑스 상원은 지역보다 소규모 자치구역 위주의 지방공동체를 정치적으로 대표하는 단
방국가 상원이다. 프랑스 상원은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대의기관이다. 프랑스 헌법 제24조는 상
원의 존재이유를 “공화국의 지역대표성 보장”에 있음을 규정한다. 프랑스 상원의 지방공동체
대표기능은 1980년대 이후 강도 높게 추진된 지방분권개혁과 “프랑스는 지방분권에 기초해 조
직된다.”고 천명한 2003년 개헌을 통해 더 강화되었다.

1) 프랑스 상원의 한계와 연방원모형
프랑스 상원은 미국과 독일 상원보다 중앙집권체제의 경험을 공유한 단방국가인 한국에게
더 친숙하다. 그러나 프랑스 상원을 한국 상원의 기본 설계모형으로 삼는 것은 다음 몇 가
지 난관이 있다.
첫째, 간선제 실시의 어려움이다. 프랑스 상원의원을 간선하는 선거인단은 15만 명에 달
하지만, 한국 지방의원 총수 3천6백여 명을 선거인단으로 하는 경우 상원의원 간선으로 빚
어질 선거비리가 우려된다. 미국이 1913년 상원의원을 주의회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전환한
주요 이유는 간선제의 선거부패 때문이었다. 게다가 수장과 지방의회로 이원화된 대의제를
채택한 한국에서 의회가 상원의원을 선출하는 경우 2원대표제와 상충 문제도 제기될 수 있
다.
둘째, 상원의원의 광역자치계층과 기초자치계층 간 대표성 안배도 풀기 어려운 문제다.
프랑스 상원은 기초자치구역인 3만7천 개의 코뮨을 과다 대표하는 한편, 광역자치구역인
27개 레지용을 과소 대표하는 지방공동체 대표성의 불균형 문제를 안고 있다. 근래 지역주
의 강화추세에 따라 레지용의 역할이 커졌지만 프랑스의 상원의원 간선제는 이런 변화를 반
영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상원의원 간선제는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는 직선제보다 열등하고, 지역대표성 측
면에서는 주정부 내각으로 구성된 독일 상원보다 취약하다.
넷째, 각급 지방정부 대표하는 프랑스 상원은 남북통일을 유도하고 통일한국의 국민통합
을 도모하는 효과적 대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평화적 통일을 촉진하고 남북갈등을 포함한
지역갈등을 해소하려면 유능한 지역대표형 상원이 필요하다. 바로 이런 이유로 그동안 학계
에서 연방적 양원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프랑스 상원에서도 배울 점이 있다. 프랑스 상원의 교훈은 광역자치계층 중심 또
는 직선 상원제를 선택하는 경우 소외되는 기초지방정부의 참여기회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
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남아공 상원처럼 소외된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또는 연합체의 대표단
을 상원에 상주 옵서버 지위로 참여시켜 투표권 없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할 수 있다.

2) 정치적 지역대표형 vs. 법률적 지역대표형
지역대표형 상원의 표준모형은 아무래도 미국과 독일 상원일 것이다. 미국과 독일 상원은
각기 지역대표성 개념을 달리 해석한다(Doria, 2006: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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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미국 상원은 지역대표성을 지역공동체의 정치적 대표성으로 이해한다. 이 점에서 미
국 상원의원은 하원의원을 닮았다. 1787년 필라델피아 헌정회의에서 창안된 정치적 지역대
표 상원모형은 그동안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정치적 지역대표인 미국 상원의원은 그가 대표하는 지역공동체와 지역정부로부터 법률적
으로 지시받거나 간섭받지 않는다. 정치적 지역대표 상원모형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
시켜야 한다. (1) 지역공동체 대표: 의원은 헌법상 또는 사실상 구체적으로 그가 선출된 지
역공동체만 대표해야 한다. 이 조건은 법률적 지역대표 상원모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직선 또는 간선, 정치적 책임: 정치적 지역대표 상원의원은 지역공동체에서 직선되거나
지역정부의 한 기관(보통 지역의회)에서 간선된다. 여기서 지역정부의 한 기관은 간선한 의
원에게 자신의 의사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의원은 자신을 선출한
기관이 아니라 지역공동체 전체를 정치적으로 대표하고 선거결과로 책임진다.
한편 지역정부의 법률적 대표인 독일 상원의원은 지역정부의 법률적 대표로서 지역정부의
의사를 따라야 할 법률적 의무를 진다는 점에서 정부가 파견한 대사와 유사하다. 과거 연합
제적 연맹의회의 유산을 민주화된 형태로 계승한 법률적 지역대표 상원모형은 오늘날 독일
과 EU에서 충실히 적용되고 있다.
법률적 지역대표 상원모형이 지역정부의 의사와 상원의원의 의사를 일치시키는 제도적 장
치는 다음 세 가지다. (1) 훈령: 지역정부(집행부 또는 의회)가 사안별로 의원에게 훈령을
내린다. 따라서 의원이 지역정부 의사와 다르게 투표한 것은 무효다. 1871년 독일제국헌법
제7조는 “주정부 훈령과 다른 투표는 무효”라고 규정했다. (2) 지시: 지역정부가 자신의 의
사에 반하는 행위를 한 의원을 소환한다. 이 경우 의원이 지역정부의 지시와 다르게 투표한
것은 무효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 방식은 19세기 중반 미국 남부 주에서 소위 ‘지시원
칙’(doctrine of instructions)의 적용으로 활용된 바 있다. (3) 지역의석의 개인표결권: 주수
상과 같이 지역의사 표명권을 갖는 지역기관에게 배정된 의석만큼 표결권을 인정한다. 이
방식은 현재 EU의 상원에 해당되는 EU위원회에서 가장 분명하게 적용된다.12) (4) 일괄투
표: 각 지역대표단은 단일의 공동의사를 일괄적으로 투표한다. 이 조건은 법률적 지역대표
상원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못된다. 예컨대, 1787년 미국 헌정회의에서 각 주 대표
들은 주정부의 훈령이 아니라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주별로 일괄 투표했다. (5) 유연한 상원
구성: 헌법이 논의되는 주제에 따라 상원의 구성을 달리할 수 있도록 인정한 경우 활용되는
표결방식이다. 예컨대 독일 상원은 양원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구성하는 조정위원회에서
는 다른 상원회의와 달리 단독 주정부대표(stimmührer)가 혼자 주정부를 대표해 투표한다.

3) 두 상원모형의 보완책
미국의 선례를 따라 정치적 지역대표 상원제를 채택한 나라의 상원은 통상 하원과 거의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전국정당이 지배하는 원’으로 전락해 중앙집권을 초래했다. 그 결
과, 상원의 지역대표 역할은 거의 실종되었다. 이 상원위기는 선거제도만으로 극복될 수 없
다. 따라서 상원의 지역대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다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미국의 상원이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지역대표형 상원으로 기능하는 것은
독특한 상원제도 덕분이다. 이를테면 미국 상원의원은 소규모 상원의원, 긴 상원의원 임기

12) 상기 세 가지 요건 중 한 가지만 채택되어도 법률적 지역대표 상원의 필요․충분조건을 갖춘 것이
지만 다음 두 가지 요건이 추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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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시차선거, 고위 공직후보자 인사청문 및 인준동의권13), 조약비준권 등 상원의 특별한 권
능을 통해 상원의 위상을 높여 하원의원과 분명히 구별된다. 아울러 주별 상원의원선거는
중앙당의 후보공천과 지원이 없이 독자적 일정으로 주 전역을 선거구로 하여 주 정당 주도
로 치러진다. 이와 같은 주별 상원의원선거는 정당의 지방분권성과 탈관료적 성격을 강화한
다.
독일 상원의 법률적 지역대표 상원도 정당정치의 중앙집권화 병폐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2006년 기본법개정 이전까지 상원의 권한이 비대해져 주별로 실시되는 상원의원 선거가
사실상 중앙선거로 치러졌다. 이로 인해 독일 상원은 정당정치의 중앙집권화를 초래했다. 그렇다
고 상원의 권한을 너무 약화하면 그 역할과 존재가치는 줄어든다. 그러므로 상원을 설계할 때는
자율성과 권한 간에 적정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4) 상원모형의 선택
그러면 정치적 지역대표형 상원모형과 법률적 지역대표형 상원모형 중 어느 모형을 선택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동안 국내에서 양원제 개헌을 주장한 네 전문가팀 중 상원의 선임방식을 법률로 위임한
한 팀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팀은 직선제 상원을 제안했다. 제1공화국 시절의 헌법도 직선
제 상원을 규정했다. 제2공화국 때는 서울특별시와 도를 선거구로 직선된 의원들로 참의원
을 구성했다. 따라서 국내에서 정치적 지역대표형 상원모형이 선호된 셈이다. 사실 외국에
서도 상원의 민주적 정당성과 구성의 기술적 용이성 때문에 정치적 지역대표형 상원모형이
선호되는 경향이 확인된다. 필자도 앞으로 이 모형을 지역대표형 상원의 유력한 대안으로
간주하고 설계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연방원으로서 법률적 지역대표형 상원모형의 장점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법률적 지역대표형 상원모형의 선택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특히 남북통일 이
후 통일한국의 상원제도는 법률적 지역대표형 상원모형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문제는 법
률적 지역대표형 상원을 채택할 경우 적절한 지역구분과 건실한 지역정부의 존재 여부다.
후술할 바와 같이 남한을 11개 지역으로 구분할 경우 11개 지역별 지역정부를 구성해야 한
다. 만일 인천 + 경기북부, 경기남부, 부산 + 울산 + 경남, 대구 + 경남, 광주 + 전남, 대전 +
충남 + 세종에 각각 새로운 광역정부가 구성되면 법률적 지역대표형 상원모형의 적용이 용
이해진다. 이때 상원은 각 지역정부별로 배정된 의석수만큼 지역정부 수장, 지방의회의장,
수장과 러닝메이트로 선출된 교육담당 부수장, 수장이 추천하고 지역의회가 동의한 집행부
고위공무원 약간 명으로 구성될 수 있다.

4. 상원의 규모와 의원임기 등

13) 미국 연방헌법 제2장 제2조는 대통령이 인준청문회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를 “상원의 조언과 동의
를 얻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상원의 인준을 받아서 임명해야 하는 직위는 2012
년 기준으로 1,217개에 이른다. 상원이 이들 모두에 대해 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 민간인
지명자의 절반 정도는 청문회를 실시하지 않고 인준된다. 해당 공직소관 상임위원회는 후보자를 검
증한 후 인사청문회가 개최한다. 이어 본회의는 심의를 거쳐 인준안의 승인, 거부 또는 위원회 반
송을 결정한다(전진영, 2012: 1-4). 미국 상원의 고위 공직후보자 인사청문권과 인준동의권은 상
원의 위상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대정부 견제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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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원의 규모
김도종(2003)의 분석에 따르면, 2000년 한국을 제외한 29개 OECD 회원국의 국회의원 1
명이 대표하는 평균인구는 76,620명이었다. 이 기준을 2012년 인구에 적용하는 경우, 한국
의 국회의원 수는 653명에 이른다. 현재 한국의 국회의원 수 300명은 OECD 평균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1948년부터 2012년까지 64년 동안 한국의 인구는 2.5배 늘었지
만, 국회의원 정수는 200명에서 300명으로 1.5배밖에 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비교통계를 참고해 국회의원 수를 크게 늘이자는 제안은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 국회에 대한 강한 불신이 만연된 상황에서 의원 수를 크게 늘리는 양원제 개헌은
실현되기 어렵다.
<표-4> 5개국의 양원의원 수와 의원 1인당 대표국민 수
인 구

미 국

독 일

프랑스

영 국

한 국

315,492,000

81,946,000

65,635,000

63,181,775

51,839,953

(단위: 명)
국회의원 1인당
대표국민 수

국회의원 수
상원

100

하원

535

상원

69

하원

622

상원

348

하원

650

상원

760

하원

650

635

496,837

691

118,590

925

70,957

1,410

44,810
상원

(50)*

하원

(지역구 200)*
(비례대표 100)*

(350)*

148,114

범례: *한국의 양원의원 수는 가상의 숫자임.
출처: 필자 작성.

미국․독일․프랑스 국회의 양원규모를 살펴보면 <표-4>와 같다. 미국은 국회의원 총수 635
명 중 상원의원 100명, 하원의원 535명이다. 국회의원 1인이 대표하는 국민 수는 약
497,000명이다. 상원의원 수는 하원의원 수의 대략 5분의 1이다. 독일은 국회의원 총수
691명 중 상원의원은 69명, 하원의원은 622명이다. 국회의원 1인이 대표하는 국민 수는 약
119,000명이다. 상원의원 수는 하원의원 수의 대략 9분의 1이다. 프랑스는 국회의원 총수
635명 중 상원의원 348명, 하원의원 650명이다. 국회의원 1인이 대표하는 국민 수는 약
71,000명이다. 상원의원 수는 하원의원 수의 약 1.8분의 1이다.
일반적으로 상원의원 수는 하원의원 수보다 훨씬 적다.14) 이탈리아(329명)와 프랑스(348
명)는 하원보다 작은 규모지만 300명 이상 초대형 상원을, 인도․스페인․일본․태국․이집트 등
은 200-300명 규모의 대형 상원을 둔다. 그러나 미국15)·호주․캐나다․벨기에․오스트리아․네덜
14) 영국은 예외적으로 무보수 상원의원이 760명에 달해 하원의원 650명보다 110명이나 많다. 상원
의원 760명도 세습귀족을 대폭 삭감한 1999년 상원개혁 이전의 1,325명에서 크게 줄어든 것이다.
15) 미국 연방의회 상원의원 수는 1912년 Arizona주가 추가된 이후 96명을 유지하다가 195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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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드 등 많은 국가들은 50명-110명의 중형 상원을 둔다.16) 볼리비아(27명)․칠레(38명)․우루
과이(30명)․필리핀(24명) 등과 같이 50명 미만의 소형 상원을 둔 나라들도 많다. 2012년 현
재 양원국회를 둔 78개국의 평균 상원의원 수는 52명이다.
대체로 하원보다 훨씬 작은 규모로 유지되는 상원은 적어도 두 가지 장점을 지닌다. 첫
째, 소규모 상원은 상원의원의 위상을 높여준다. 소규모 상원의 의원은 대규모 하원의 의원
보다 국민과 언론에 더 크게 부각된다. 둘째, 소규모 상원은 대규모 하원보다 의원들의 결
속력 강화에 유리하다. 상원의원들의 잦은 접촉과 강한 유대감은 정당 간 대립을 누그러뜨
린다.
2020년 국회의원선거 결과 국회의원 300명 중 지역구의원은 253명이고, 비례대표의원은
47명이다. 지역구가 없는 비례대표의원은 지역구의원선거에서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이
배분된다. 그동안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수의 격차와 정당의 지역할거주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의 비례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2015년 2월 중앙선거관
리위원회는 지역구의원을 200여 명으로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의원을 100여 명으로 늘여 6
개 광역권별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의석을 배정하는 국회의원선거제도의 도입을 제안
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정당득표율에 따른 비례대표의석 배정에서 지역구의석까지 포함하
는 독일 하원의원선거제도보다 비례대표성이 떨어진다. 독일 하원의원선거를 참고해 권역별
정당득표율에 따라 정당의 의석수를 배정한 후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 만큼 비례대표의원
수를 배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문제는 상원을 설치하는 경우 국회의원 정수의 증
가에 대한 부정적 국민정서의 극복이다. 그렇다고 의원정수를 마냥 줄이는 것은 국민의사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입법부 실현이라는 대의민주주의 관점에서 능사가 아닐 것이다. 이런 점
을 고려해 하원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300명(지역구의원 200명+비례대표의원 100명)으로
하고 상원의원 정수를 50명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다만 국회는 국회의원 50명 증원
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설득하기 위해 한편으로 국회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연방적 지방분권
과 국민발안･국민투표제 도입 등 다른 분권의제를 개헌안에 포함하고, 다른 한편으로 증원
으로 인한 국회운영비 증가를 최소화하는 국회운영비의 절감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
를테면 현재 개별 국회의원마다 배정된 보좌인력 8∼9명을 5명으로 줄이고, 절약된 비용으
로 상원 신설비용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3) 상원의원의 임기와 시차부분개선
일반적으로 상원의원의 임기는 하원의원의 임기보다 길다.17) 상원의원의 긴 임기는 양원
구성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며, 상원의원이 선거구민의 단기적인 여론변화에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경향을 완화한다(United States Senate, 2007: 1-2).
대다수 국가는 상원의원의 임기를 4-6년으로 정하고 있다. 4년이 13개국, 5년이 22개국,
6년이 23개국에 이른다. 상원의원의 임기를 6년으로 정한 국가군에는 미국을 비롯해 프랑
스․호주․인도․멕시코․네덜란드 등이 포함된다. 브라질과 칠레는 8년 임기제를, 모로코와 라이
베리아는 9년 임기제를 채택한다.

Alaska주와 Hawaii주가 추가되어 현행 100명으로 증원되었다.
16) 이들 중 다수는 주의 균등대표성을 고려해 의석수를 배정하는 연방국가다.
17) 예외적으로 상원의원의 임기가 하원의원 임기보다 짧은 나라가 있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상
원의원 임기는 2년, 말레이시아는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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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상원은 잉글랜드국교의 주교의원을 제외한 의원의 경우 종신제를 채택한다. 캐나다
상원은 1965년 이후 75세 정년제를 채택하고 있다.
주정부의 각료가 상원의원으로 선임되는 독일을 비롯한 오스트리아와 러시아의 상원의원
임기는 선임기관의 의해 달리 정해진다.
일반적으로 상원의원은 일거에 전원을 선임하지 않고 일정 시차를 두어 2분의 1 또는 3
분의 1씩 부분적으로 개선된다. 많은 나라들이 상원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정치적 단절을 피
하기 위해 의원을 시차를 두고 주기적으로 부분 개선(改選)한다. 미국은 2년마다 3분의 1
씩, 프랑스는 3년마다 2분의 1씩, 호주는 주별 3년마다 배정된 상원의석의 2분의 1씩 개선
한다. 아르헨티나․브라질․인도․일본․필리핀 등도 시차부분개선제를 채택하고 있다. 주정부 또
는 주의회가 다른 선거주기로 치러지는 독일과 오스트리아도 이 범주에 포함할 수 있다.
상원의원의 임기와 시차부분개선제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에 앞서 미국․프랑스․영국의 상원
제도와 개혁안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 상원의원 임기는 6년이고 2년마다 3분의 1씩 개선된다.
반면 하원의원 임기는 2년에 불과하다. 양원제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양원의 구성에서
도 분명한 차이를 두어야 한다. 미국에서 하원보다 높은 상원의 위상과 안정성은 3배에 달
하는 긴 임기에 크게 기인한다.
프랑스는 오랜 세월 동안 상원의원 임기 9년에 3년마다 3분의 1씩 부분 개선하던 것을
2004년 상원의원선거법 개정을 통해 6년에 3년마다 2분의 1씩 개선하도록 바꾸었다. 상원
의원의 임기를 9년에서 6년으로 단축해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상원의원을 지방정부 선거인
단의 요구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이처럼 프랑스가 임기단축을 단행
할 수 있었던 까닭은 상원의원이 지방정부 대표와 지방의원 및 하원의원으로 구성된 선거인
단에 의해 간선되는 상원의원이 직선 하원의원과 구성상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영국의 2008년 정부백서는 직선 상원의원의 임기를 12년-15년 단임에 3분의 1씩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동안 정당 간 합의를 본 사항은 상원의원의 임기를 12년 단임제에 4년마다
3분의 1씩 개선하자는 것이었다. 영국 정당들이 이처럼 12년 임기의 단임제 도입을 추진하는
취지는 직선 상원의원이 하원의원과 달리 선거구민의 단기적 이해관계와 재선을 염두에 둔 정
당공천 확보와 정당규율 복종에 얽매이지 않고 장기적이고 국가적인 관점에서 의정활동을 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제시된 네 개헌안은 6년 임기에 2년마다 3분의 1씩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임기 6년의 상원의원과 임기 4년의 하원의원을 선거구를 달리해 직선하는 경우 일
본처럼 참의원이 민의원의 복사판에 불과하다는 비판(이상구, 2002: 191-235)을 면키 어려
울 것이다.
상원의원을 직선하는 경우 임기 8년에 4년마다 2분의 1씩 개선하고, 임기를 마친 후 4년
동안 하원의원 등 선출직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 아울러 장기 임기로 인한
근무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소환제 등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양원 구성의 차
별성을 확보하고, 선거구민의 단기적 여론변화에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경향을 완
화하고, 정당정치와 다소 거리를 두고 장기적이고 국가적 관점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4) 상원의원의 최저연령과 상원의장의 특별한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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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을 하원보다 “덜 대립적이고 더 차분한 심의를 하는 입법원”으로 만들기 위해 보통
상원의원의 최저연령을 하원의원보다 높게 책정한다(Russell, 2000: 103). 상원의원의 최저
연령을 미국․캐나다․멕시코․인도 등은 30세, 프랑스․말레이시아․필리핀․브라질 등은 35세, 이탈
리아․체코․칠레 등은 40세로 하원의원의 최저연령보다 높게 정하고 있다. 스위스는 최저연령
을 포함한 상원의원 자격요건 제한을 각 주정부에 일임한 결과 주마다 다양한 최저연령 기
준이 적용된다.
한국 제2공화국 시절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의 최저연령은 각각 30세와 25세였다. 현 국회
의원의 최저연령은 25세다. 2012년 19대 국회에서 32세 최연소의원을 포함해 30대 국회의
원은 총 9명이고, 국회의원의 평균연령은 53.9세다. 이런 점을 감안해 상원의원의 최저연령
을 40세, 하원의원 최저연령은 현행대로 25세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상원의장의 특별한 역할을 규정하는 나라들이 많다. 상원의장은 흔히 국가의 2위 내지 3
위 공직서열에 위치하며, 국가원수 유고 시 국가원수를 대신한다. 미국․인도 등에서는 부통
령이 상원의장을 겸임한다. 프랑스․독일․이탈리아․체코 등 많은 나라에서 상원의장은 국가원
수 유고 시 국가원수를 대신한다.
상원의장의 특별한 역할은 상원의 위상에 영향을 미친다. 상원의장에게 대통령 다음의 공
직서열 2위를 부여하고,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1순
위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제2공화국 헌법 제52조는 대통령 유고 시
참의원의장, 민의원의장, 국무총리 순으로 권한을 대행토록 규정하였다.

Ⅲ. 상원의원이 대표하는 지역의 구분
지역대표형 상원을 설치할 때 당면하는 난제들 중 하나는 지역을 몇 개로 어떻게 나눌 것
인지의 문제다. 당장 떠오르는 손쉬운 대안은 현행 17개 시․도를 그대로 지역으로 삼는 것
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몇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첫째, 이 방안을 채택하는 경우 영
남권에 5개 지역(경남․경북․부산․대구․울산), 호남권․충청권․수도권에는 각각 3개 지역이 배정
되는 데 대한 권역 간 이해조정이 쉽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전주․청주 등과 같이 해당 도
(道)의 수위도시로서 광역시 승격을 염원하는 도시들은 물론 인구 100만 명에 육박해 광역
시 승격을 기다리는 많은 도시들을 설득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둘째, 기존의 광역시제도는 도시의 ‘몸집불리기’ 경쟁을 부추겨 전 국토의 대도시화 및 중소도
시와 농촌의 궁핍화를 초래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얼마 전에는 인구 100만 명에 육박하는 도시들
이 중앙정부에 광역시 승격을 요구하기 위해 연대모임을 만들어 활동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대도시특례제도로 대응했으나, 이 제도는 대도시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
셋째, 현행 시․도제도는 통일한국의 자치구역제도로서는 적절치 못하다. 남한의 광역시에
해당되는 북한의 직할시를 남한의 광역시와 동격으로 인정하는 경우 통일한국의 지역설정은
더 어려워진다. 이런 문제들과 함께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적 정체성을 감안할 때 광역시가
편입된 도를 단위지역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18) 다만 이 경우에
인구 1천3백만 명의 경기도를 경기북도와 경기남도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19)
18) 광역시가 편입된 도를 단위지역으로 편성하는 것은 자율과 책임이 맞물려 돌아가는 선진적 재정
분권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등 세입부문의 재정분권을 실현할 때 직면하
는 대도시의 재정력 편중 문제를 완화하는 장점도 지닌다.

63

넷째, 2012년 16개 시도에 합류한 세종시를 별도의 상원의원을 두는 지역으로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현재 인구 10만 명 미만의 세종시가 계획대로 50만 명 규모의 중
견도시로 성장되어도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세종시가 특별한 지위를 누려야 한다는
생각은 중앙집권과 수도권 초집중 문제를 완화하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려는
건설취지에 역행한다. 미국은 워싱턴 D.C.의 특권적 지위를 염려하여 오랜 세월 오히려 수
도주민의 자치권과 정치적 권리까지 제한했다(안성호, 2005: 493). 미국인들에게 워싱턴
DC에게 51번째 주의 특권적 지위를 부여해 별도의 상원의원을 선출하도록 인정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세종시의 상원 대표성은 과거 소속했던 충청남도
나 충청북도의 몫으로 적절히 안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일부 논자들은 소강국으로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초광역적 자치구역이 필요하다고 주
장한다.20) 성경륭(2012) 교수는 5+3 초광역권, 즉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북부권(대
구+경북), 동남권(부산+울산+경남), 강원권, 제주권, 세종시를 “준연방 자치주”의 권능을
갖는 지역정부로 만들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성경륭 교수는 남북통일 시 북한을 2+4, 즉
초광역권, 평양남포권, 원산함흥권 개성권, 신의주권, 금강산권, 나진선봉권으로 나누어 이들
을 각 권역별로 주민투표를 거쳐 통일한국의 연방체제에 가입시킬 것을 주장한다. 이처럼
초광역적 자치구역이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수요건은 아니지만, 세방시대에 지역이 세
계경제의 치열한 경쟁에서 경쟁력 있는 주체로 나서기 위해서는 기존의 광역시․도 규모보다
다소 더 큰 규모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갖는 논자들이 많다. 이런 시각에서 광역자치정부
의 구역을 확대하는 경우에 우선 광역시를 도에 흡수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광역시
를 도에 흡수 통합시키는 것은 정치인들의 이익 때문에 만들어진 태생적 한계, 도시의 위계
서열로 인한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의 과소화 및 대도시의 비대화 초래, 도시의 몸집불리기
경쟁 조장, 이미 인구 100만 명에 도달한 대도시들의 광역시 승격에 대한 좌절 등 많은 문
제점들21)을 지닌 현행 광역시제도를 해결하는 장점도 있다. 따라서 광역시의 도 흡수 통합
을 촉진하기 위해 상당한 유인책이 수반된 광역시-도 통합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
게 되면, 6개 광역시가 도로 흡수 통합되어 현행 17개 시․도체제는 <표-5>과 같이 11개 지
역정부체제(서울시 + 10개 도체제)로 전환된다.
19) 이상우(1993)는 통일한국을 서울, 기청강(경기․충청․강원), 영남, 호남(제주 포함), 평양, 평강(평안․
자강), 함강(함경․양강), 황원(황해․강원북도)의 8개 주(州)들로 이루어진 연방국가로, 임혁백(1997)
은 서울, 경기, 충청, 영남, 호남(제주 포함), 강원(강원북도포함), 평양, 평안(평안, 자강), 함강(함
경․양강), 황해의 10개 지역들로 구성된 연방국가로, 그리고 김철수(2003)는 영남, 호남, 기호, 서
울, 평안, 함경, 강원 등으로 구분된 연방국가로 만들 것을 각각 주장한 바 있다.
20) 한때 자유선진당은 광역자치정부를 경제권 중심으로 6개(서울시․중부권․서부권․남부권․동부권․제주
도)로 개편하는 방안과 생활권 중심으로 7개(서울시․경기권․충청권․호남권․경상권․강원도․제주도)로 개
편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이명수, 2008: 9-11).
21) 이 밖에 현행 광역시제도의 문제점으로 ① 동일한 지역공동체의 인위적 분리로 인한 지역 간 이
기주의 조장과 광역시와 도의 균형발전 저해, ②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 ③ 예산낭비와 지역
간 갈등, ④ 국제경쟁력 취약, ⑤ 광역행정의 곤란 등을 들 수 있다(이승종, 2008: 12-15). 그러나
광역시와 도의 통합을 반대하는 논자들(예: 김석태․이영조, 2004)도 있다. 이들은 반대논거로 ① 규
모경제의 불확실성, ② 통합해도 생활권 불일치 상존, ③ 통합의 지역개발효과 불투명, ④ 대도시
행정의 특수성 고려 미비, ⑤ 통합으로 인한 자치계층 추가 등을 들고 있다. 일반적으로 광역시－
도 통합논자들은 통합이 지역경쟁력 강화의 유일한 수단이 아니며 거버넌스 방식으로 광역협력을
도모할 수 있다는 반대논자들의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현행 “광역시－도 분리체제는 장점보다 문제
점이 더 많은 것”으로 판단한다(이승종, 200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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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11개 지역과 인구
지 역 명
서

2020년 인구 (명)

울

9,708,247

인천 +경기북부

7,623,240

경 기 남 부

8,690,965

부산+울산+경남

7,886,551

대 구 + 경 북

5,069,160

대전+충남+세종

3,937,182

광 주 + 전 남

3,306,139

전

북

1,807,094

충

북

1,598,162

강

원

1,540,689

제

주

672,524

합

계

51,839,953

출처: 2020년 인구통계로 작성.

아울러 오랜 세월 동일한 지역정체성을 형성해 왔던 지역에서 도와 도의 자율적 통합을
유도할 수 있다. 그리고 역량과 지역적 균형을 고려하여 인천과 경기도 북부를 통합해 경인
도(京仁道)로, 나머지 경기도 남부지역을 경기도로 재편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 경
우에 무리한 통합은 삼가야 한다. 특히 광역자치정부의 인구규모를 사전에 정해놓고 그 틀
에 맞추려고 작은 도의 통합을 시도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 예컨대 67만여 명의 제주
특별자치도는 광역자치정부의 인구규모로는 비교적 작지만 도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독자
적 광역자치정부로 존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광역시를 도에 흡수 통합하는 경우, 50만 이상의 대도시정부에게는 일본의 지정시제도와
독일의 독립시제도를 참고해 대도시행정 수행에 부응하여 특례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이
달곤, 1995: 157; 이기우, 2009: 138-139). 이때 대도시정부를 다른 기초정부들보다 지나
치게 우대하는 것은 농촌지역 기초정부들의 과소화와 재정압박, 농촌지역과 대도시지역의
갈등 등 기존 광역시제도의 부작용들이 다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Ⅳ. 양원의원의 선출제도
1. 상원의 대표제 유형과 지역대표제도
오늘날 지역대표성은 상원의 가장 중요한 존재이유로 간주된다. 지역대표모형은 상원에게
하원과는 구별되는 명백한 대표성 기반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하원은 시민을 대표하기
위해 인구에 기초해 선출되는 반면, 상원은 지역을 대표한다. 이처럼 대표성 기반이 명백히
다른 양원은 제각기 다른 관점과 선호를 갖는다.
지역 간에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각 주에 2명씩 동등한 대표성을 부여하는
미국 상원이 가장 고전적 사례다. 호주를 비롯해 남아공과 러시아 등도 미국처럼 각 주에서
선출된 동수의 대표로 상원을 구성한다. 단방국가인 폴란드 역시 상원은 인구규모와 상관없
이 47개 선거구에서 각각 2명씩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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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많은 나라가 지역의 인구규모를 다소 고려해 의석을 배정한다. 이 때 인구가 적은
지역에게는 인구비례보다 다소 많은 수의 의석을 배정한다. 독일은 각 주에 3-6석, 오스트
리아는 각 주에 3-12석이 배정된다. 그 결과, 독일에서 가장 큰 주와 가장 작은 주 간 인구
격차는 30배에 이르지만, 의석 수 차이는 2배에 불과하다. 스페인 상원은 좀 특이하게 각
하위지역인 프로빈시아(provincía)에서 직선된 동수의 대표와 인구를 가중시켜 각 지역인
꼬뮤니닷 아우토노마(comunidad autónoma) 의회에서 간선된 대표로 구성된다. 그 결과, 하
나의 하위지역으로 이루어진 마드리드 지역에는 9개 의석이, 그 절반의 인구에 불과하지만
여러 하위지역들로 이루어진 가스띨라레옹 지역에는 39개 의석이 각각 배정된다. 이처럼 인
구가 적은 지역에게 인구비례보다 다소 많은 의석을 배분하여 특정 지역이나 지역군이 의회
를 일방적으로 지배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지역대표형 상원의 의원선출방식은 지역의회․지역정부․지역주민을 대표하는 방식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상원이 지역의회나 지역정부를 대표하는 경우에는 상원과 지역주민 간 간
접적 책임관계가, 지역정부와 국회 간에는 직접적 책임관계가 형성된다. 반면 지역주민이
상원의원을 직접 선출하는 경우에는 상원의 민주적 정당성이 제고되고 지역주민의 지지 확
보는 쉽지만, 상원과 지역정부의 연관성은 약해지는 경향이 있다(Russel, 2001: 108).
상원의원의 일반적 간선형태는 지역의회에 의한 선출제이다. 이 방식은 1913년 직선제가
도입되기 이전 미국 상원의원의 선출방식이었다. 상원의원을 지역의회에서 간선하는 방식은
오스트리아․인도․네덜란드와 스페인의 지역대표 선출에 적용되고 있다. 프랑스 상원의원은
각 데파르트망별로 코뮨의원 대표, 데파르트망의원 전원, 레지용의원 전원과 하원의원 전원
으로 구성된 약 15만 명에 달하는 선거인단에 의해 간선된다.22) 이와 같이 지방의회의 참
여로 간선된 상원의원은 국법이나 지역의 결정에 따라 지역의회의 의원을 겸직할 수 있다.
국회의원과 지방공직의 겸직이 허용되는 프랑스에서는 상원의원들의 70-80% 가량이 코뮨
의원직을 겸하고, 이들 중 절반 정도가 코뮨의 수장직을 겸한다(임도빈, 2002 : 298).
일부 국가들에서는 상원의원이 지역정부에서 간선된다. 이 방식의 고전적 예는 독일 상원
이다. 독일 상원의원은 주지사와 주장관 등 주의 각료다. 이는 독일연맹 시절 연맹회의의
유산이다. 주의 각료들이 직권에 의해 겸직하는 것이지만 주정부와 유권자의 관계를 감안해
간선된 것으로 간주된다. 상원의원이 주정부에 의해 선출되는 남아공에서도 주정부의 수상
이 자동적으로 상원의원이 된다. 러시아에서는 공화국․지역 몫인 2명의 상원의석을 공화국․
지역의회와 공화국․지역행정부가 각각 1명씩 간선한다.
상원의원이 지역정부가 아니라 지역주민을 대표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대체로 상원의
원을 지역주민이 직접 선출한다. 미국․스위스․호주·이탈리아의 상원의원은 주민이 직선한다.
스페인에서는 258명의 상원의원들 중 50명은 17개 꼬뮤니닷 아우토노미아 지역의회에서 1
백만 명 당 1명씩 간선되고, 208명은 지역 산하 52개 프로빈시아 선거구에서 4명씩 직선된
다(Spanish Senate, 2007: 1).

22) 선거인단 구성에서 각 코뮨은 적어도 1명 이상의 선거인을 할당 받는다. 그 결과, 선거인단 구성
에서 36,679개 코뮨들의 대다수를 점유하는 농촌코뮨 대표들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게 되어 상원
이 보수적 농촌세력에 의해 과다 대표되는 현상을 초래한다(안성호, 2006: 35).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한 프랑스 정부가 1946년과 1969년 두 차례 상원폐지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쳤으나 모두 부
결되었다. 이후 사회당도 상원개혁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준(準)지역대표형 상원에 대한 프랑스
인들의 깊은 신뢰와 지지의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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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주요 국가 상원의 지역대표방식
국 가 명
미
호
폴

란

상원이 대표하는 지역
국
주
드

스
위
스
이 탈 리 아
오 스 트 리 아

상원의원 선출방식

지역별 의석수 배정

states
states
voivodships

직
직
직

선
선
선

동
동
동

수
수
수

cantons
regions
Länder

직
직
간

선
선
선

인구가중
인구기초
인구가중

Länder
states
republics/regions

간
간
간

선
선
선

인구가중
인구기초
동
수

독
인
러

시

일
도
아

남
프
캐

아
랑
나

공
스
다

provinces
départment/communes
provinces

간
간
임

선
선
명

동
수
인구가중
인구가중

스

페

인

provincía
comunidades autónomas

직
간

선
선

동
수
인구가중

출처: (Russel, 2001: 108)의 <표 1>에 프랑스 자료를 추가.

양원의원을 모두 직선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을 다른 선거구역과 임기
및 선거제도를 적용해 차별화한다. 미국과 호주에서 상원의원은 하원의원보다 2-3배로 긴
임기로 주 전역을 선거구로 하여 선출된다. 호주에서 상원의원은 비례대표제로, 하원의원은
다수결택일투표제로 선출된다. 캐나다의 상원은 주정부와 관련 없이 임명된다.

2. 상원의원의 직선 또는 간선
상원의원을 주민이 직․간접으로 선출하는 민주적 상원은 임명제 상원보다 일반적으로 의
회 내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Mastias & Grangé(1987)는 정당성 수준과 상원의 권
력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시민이 의원선임에 가장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상원은 하원과 동등한 권력을 누리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임명되거나 세습의원으로 구성된
상원은 제한된 입법권만을 행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테면 직선 의원으로 구성되는 미
국과 스위스 상원은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는 데 비해, 임명의원과 세습의원으로 구성된 영
국 상원은 입법 지연권한만 갖는다(Patterson & Mughan, 2001: 41).
상원의원 간선제와 직선제의 효과도 다르다. Bernhard & Sala(2006: 345-357)는 상원의원
선출방식이 의정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상원 창설 후 125년 동안 주의회 간선제를
채택하다가 1913년 제17차 개헌으로 주민 직선제로 전환된 미국 상원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간선제에서 직선제 전환은 상원의원들의 행태에 두 가지 측면에서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첫째,
간선제에서 직선제 전환은 상원의원의 재선출마 가능성을 크게 높였다. 특히 이런 영향은 주의
소수당 소속 상원의원의 경우에 두드러졌다. 둘째, 간선제에서 직선제로의 전환은 상원의원의
정당 영향력을 감소시킨 반면 주민 대응성을 높였다.
우리는 상원의원 선출방식으로 미국과 제2공화국 때처럼 정치적 지역대표형 상원모형에
따라 주민이 직선하는 방식과 독일처럼 법률적 지역대표형 상원모형에 따라 간선하는 방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주민직선제는 상원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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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원의 지역대표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반면 지방정부 수장과 지방의회에 의한 간
선제는 상원의 지역대표성을 강화하지만 상원의 민주적 정당성을 다소 약화시킨다.
따라서 직선제와 간선제 중 어느 방식을 채택하든지 선택한 방식의 단점을 극소화하는 방안
을 강구해야 한다. 직선제를 채택하는 경우 제3절에 제시된 11개 지역을 선거구로 하여 지역별
로 배정된 의석수만큼 직선하되, 지역 편향적 정당지지의 폐해를 완화하기 위해 득표율과 당선
율 격차를 최소화하고 소수정당의 대표성을 중시하는 선거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간선제를 채택하는 경우에는 지역정부 수장과 지역의회의 간선 참여방식, 지역정부 수장과
공무원 및 지역의원의 상원의원 겸직여부 등에 대해 철저한 논구가 필요하다. 필자는 간선
제를 채택하는 경우 지역정부 수장, 지역의회의장, 지역정부 수장과 러닝메이트로 당선된
교육부수장, 지역정부 수장이 추천해 지역의회의 동의를 얻은 지역정부 고위 공무원 순으로
지역에 배정된 의석수만큼 상원의원을 선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3. 지역별 인구가중 의석배정
지역별 상원의석 배정방식으로는 지역대표성과 소수지역의 이익보호라는 상원의 존재이유
를 감안해 소수지역의 과다 대표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지역 간에 적절히 안배하는 독
일 방식이 바람직하다. 통일 이후 남북한의 통합까지 염두에 두고 현행 6개 광역시를 과거
에 속했던 도(道)로 통합시켜 전국을 서울을 포함해 11개 광역자치구역으로 묶은 후 각 광
역자치구역별로 인구규모를 고려해 150만 명 미만은 3석, 150만-400만 명은 4석, 400만
명 이상은 5석을 배정하면 총 48석이 된다. 이렇게 배정되면, 수도권이 15석, 비수도권이
33석이 된다. 그리고 영남권이 10석, 호남권이 8석, 충청권이 8석이 된다. 여기에 남북통일
이 되어 북한의 6-7개 지역에서 30명가량 추가되면 통일한국의 상원의원 수는 약 80명이
될 것이다.
자치구역 개편이 상원의원의 선출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치구역
을 개편하기 전이라도 <표-7>과 같이 11개 지역별로 상원의원을 선출하여 각 지역을 대표
하는 상원을 구성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기존 시․도 자치구역과 일치하지 않는 7개 지역
은 자치구역 개편이 완결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상원의원의 지역대표 역할수행을 위한 기존
시․도 자치정부와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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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한국 11개 지역별 인구와 상원의석 수
지 역 명

2020년 인구 (명)

상원의석 수 (명)

서

울

9,708,247

5

인

천 + 경 기 북 부

7,623,240

5

부

8,690,965

5

부 산 + 울 산 + 경 남

7,886,551

5

대

경

기

구

남

북

5,069,160

5

대 전 + 충 남 + 세 종

3,937,182

4

광

남

3,306,139

4

전

북

1,807,094

4

충

북

1,598,162

4

강

원

1,540,689

4

제

주

672,524

3

합

계

51,839,953

48

주

+

+

경

전

출처: 필자 작성.

4. 양원의원 투표제도
양원제 성공의 일차적 과제는 양원 구성의 차별성이다. 필자는 상원의원 선거제도로 단기
이양식 투표(single transferable vote : STV)제를, 하원의원 선거제도로 독일식 혼합형 투
표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1) 상원의원의 단기이양식 투표제
지역대표성이 강하고 선거구가 상대적으로 큰 상원의원의 경우 인구를 대표하고 선거구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하원의원과는 다른 형태의 선거제도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단순다수 소선거구제인 점을 감안할 때, 중․대선거구에 적용될
유력한

상원의원

선출방식으로

단기이양식

선거제도

고려할

수

있다(강원택,

2006:

166-168). 한국 지역구의원과 마찬가지로 단순다수 소선거구제로 하원의원을 선출하는 영
국정부가 2008년 발간한 백서에서 향후 상원의원을 직선하는 경우 단기이양식 선거제도의
도입을 밝힌 바 있다. 단기이양식 선거제도는 유권자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되면서 후보들을
정당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특징을 지니기 때문에, 정당규율로부터 어느 정도 자
유로운 상원을 만드는 선거제도로서 장점이 인정된다. 아울러 단기이양식 선거제도는 비례
성도 높아 소수 정치세력의 의회 진출을 용이하게 하며, 여러 명을 선호순위에 따라 선택하
므로 선거과열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장점을 지닌 단기이양식 선거제도는 무엇보다
지역주의 정당구도의 극복이라는 정치선진화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큰 가치를 지
닌다.
중․대선거구에 적용되는 단기이양식 선거제도는 유권자가 투표용지에 등재된 후보자들 중
에서 자신의 선호에 따라 후보자들 간 순위를 1, 2, 3식으로 기입하는 제도다. 당선자의 선
출방식은 우선 선출의 쿼터(Droop quota)를 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쿼터는 총 유효
투표 수(V)를 선거구의 선발의석 수(S)에 1을 더하여 나눈 값[Q = V/(S + 1)]이 된다. 제1
순위의 선호 득표만을 계산하여 정해진 쿼터를 넘으면 당선이 확정된다. 그런데 당선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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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후보가 얻은 득표 중에서 쿼터를 넘는 수만큼의 잉여 득표는 제2순위의 선호에 따라
각 후보자에게 비율대로 이양되고, 득표가 이양되는 방식은 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다음 선
호에 따라 이루어진다. 예컨대 총 유효투표가 1,000표인데 이 선거구에서 3인을 선출한다
면, 쿼터는 250이 된다. 만일 갑이라는 후보가 제1선호의 집계를 통해 300표를 얻었다면
쿼터를 넘었으므로 당선되고, 갑의 잉여투표 50표는 제2선호 순위를 조사하여 비율만큼 다
른 후보에게 이양된다. 이런 이양에도 불구하고 당선자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 득표
후보자를 탈락시키고 후보자의 제2선호를 조사하여 나머지 후보들에게 다시 이양한다. 해당
지역구에 주어진 의석수만큼 당선자가 나올 때까지 이런 방식을 계속한다.
그러나 만일 하원의원을 독일식 혼합형 투표제로 비례성을 높여 선출하는 경우에는 상원
의원을 하원의원과 차별화하여 11개 지역별 다수제로 뽑는 방안도 가능하다.

2) 하원의원의 독일식 혼합형 투표제
국민을 대표하는 하원의원의 선거제도는 인구 비례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 심각한 괴리를 야기한다.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점
유율의 불비례성이 높고 지역패권 정당의 지역의석 독과점을 유도하는 단수다수 선거제도 때문
이다. 현행 1인 2표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혼합형이지만 300명의 국회의원 중 246명이 소선
거구 단순다수대표제로 선출되고 나머지 54명은 전국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의해 선출되기
때문에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 격차가 아주 크다.
2014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최대-최소 국회의원선거구 인구편차를 3대 1까지 인정해온 현
행 제도를 위헌으로 판결하고 2015년 12월 말까지 2 대 1 이하로 줄일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해당 62개 선거구를 비롯한 국회의원선거구의 개편이 불가피해졌다. 아울러 2015년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구 국회의원 246명을 200여 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54
명을 100여 명으로 늘여 6개 광역권별로 선출하며,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에 동시 출마
가 가능한 이른바 ‘석패율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원의원선거제도 설계의 핵심 과제는 비례대표성의 강화를 통해 특정 정당의 지역 독과
점 현상을 극복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그 유력한 대안으로서 독일식 혼합형 선거제
도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독일식 혼합형 선거제도에서는 전국적으로 한 정당이 차지할 전
체 의석수가 정당투표로 먼저 결정된 다음,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을 뺀 나머지 의석수만큼
비례대표 의석이 배분된다. 정당투표에 의해 의석수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순수 비례대표제
의 속성을 지니면서도 지역구 선거를 통한 후보자 개인의 영향도 있기 때문에, 이 선거제도
를 ‘개인화된 비례대표제’라고도 한다.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로 선출되는 의원을 각각 분
리하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달리 역시 1인 2표제의 독일식 혼합형 선거제도는 정당
투표에 의한 전국적 득표율에 비례해 정당 의석수를 먼저 결정한 후 지역구 득표에 따른 의
석 배정을 보조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한국정치가 심각하게 앓아온 지역주의 정당구도를 해소
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게다가 독일식 혼합형 선거제도는 지역구 선출방식으로 절반
의 의석을 충원하기 때문에 지역구 대표성을 중시하는 한국의 선거문화와도 잘 어울릴 수
있다.

Ⅴ. 지역대표형 상원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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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권한을 결여한 상원은 입법 개선에 기여할 만금 의미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
으며, 정부의 정책과 운영을 향상시킬 만큼 충분한 대정부 견제력도 발휘할 수도 없다.

1. 상원의 권한유형
Lijphart(1984)는 양원이 동등한 권한을 갖는 “균형양원제”(symmetric bicameralism)와
상원이 하원에 종속되는 “불균형양원제”(asymmetric bicameralism)로 양분한다.23) 이 두
양원제의 중간영역은 하원과 비등하지만 다소 제한된 권한을 갖는 양원제, 제한적 및 절대
적 거부권을 갖는 양원제, 입법지연 및 자문권을 행사하는 양원제로 세분할 수 있다.
<표-8>의 맨 왼쪽 열은 이른바 균형양원제다. 두 번째 열은 양원 권한이 대체로 동등하
나 재정입법 심의 시 하원 우선권이 인정되는 등 약간의 제한을 받는 상원이다. 이 두 유형
에 속한 미국․스위스․호주․이탈리아는 매우 견고한 상원을 갖고 있다. 이탈리아 상원은 하원
과 동일한 입법권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수상을 비롯한 각료의 임명 추인과 재정입법 심의
와 승인에서 하원과 동등한 권한을 행사한다(Lodici, 1999: 225-259). 스위스 상원의 입법
권은 하원과 동등하며, 연방대통령을 비롯한 연방각료 선출 시 하원과 동등한 권한을 행사
한다. 그러나 이 두 유형에 속한 나라 중 나이지리아․라이베리아․아이티․파키스탄의 상원은
견고하지 못하다.
미국의 상원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상원이다. 과세입법을 하원에서 주도하도록 규정한
미국 연방헌법은 명목상 규정일 뿐이다. 오늘날 미국 상원은 하원과 동등한 재정입법권을
행사한다. 하원보다 다소 약한 권한을 갖고 출발한 미국 상원은 세월이 지나면서 점차 동등
한 민주적 기반을 갖는 입법기관으로 진화했다. 오늘날 미국 상원은 하원보다 더 두드러지
고 더 큰 권위를 누린다(Patterson & Mughan, 2001: 43).
호주 상원은 과세 및 예산법안을 수정할 수 없는 것 이외에는 하원과 거의 동등한 권한을
행사한다. 호주 상원은 법안을 승인하지 않고 무제한 하원에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원
의 유일한 대응은 최종절차(deadlock procedure)를 요구하는 것이다. 호주 상원도 미국 상
원처럼 주를 대표하는 연방원적 성격보다 국가기관적인 성격이 강하다. 다만 호주 상원은
미국 상원보다 상원의원의 정당 소속의식이 강하다.
<표-8>의 세 번째 열에 속한 상원은 일부 권한을 배타적으로 행사하거나 재정입법 이외
의 영역에서 하원과 거의 동일한 입법권을 행사한다. 독일 상원은 주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
에 대해서는 하원이 결정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 독일 상원은 그 밖의 법안에
대해서는 지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브라질․칠레․콜롬비아․베네수엘라 등은 대통령 또는 고위
공직자의 탄핵과 재판에 대해 일정한 사법권을 행사한다.

23) Lijphart(1984: 99-115)는 양원 간 정치적 구성의 “일치”(congruence)와 권력의 “비대칭”(asymmetry)
을 기준으로 양원의회를 분류한다. 양원은 유사한 정치적 대표성을 띠는 경우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또 양원 간 권력격차는 양원이 온전히 동등한 완전대칭에서 한 원이 최종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완전비
대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으로 이해된다. Lijphart는 이 두 범주를 기준으로 세 가지 양원제, 즉 “강한
양원제,” “약한 양원제,” “무의미한 양원제”로 구분했다. 즉 강한 양원제는 양원 간 정치적 구성이 크게
다르고 대칭적 권력을 누리는 양원제를, 약한 양원제는 양원 간 정치적 구성이 다르고 권력의 비대칭성이
큰 양원제를 말한다. 그리고 무의미한 양원제는 양원 간 정치적 구성이 일치하면서 권력의 비대칭을
이루는 양원제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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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주요 국가의 양원 권한관계
← 강한 균형양원제
(강한 상원제)
하원과 비등,
다소 제한된 권한

양원 동등
미
스
이
루
멕
나
라

위
탈 리
마 니
시
이 지 리
이 베 리

국
스
아
아
코
아
아

아 르 헨 티 나
호
주
벨
기
에
하
이
티
인
도
말 레 이 시 아
네
팔
파 키 스 탄
필
리
핀
남
아
공

약한 불균양원제 →
(약한 상원제)
제한적 및 절대적
거부권
독
브
라
칠
콜 롬 비
베 네 수 엘

일
질
레
아
라

입법지연
및 자문
캐
나
다
프
랑
스*
오 스 트 리 아
네 덜 란 드
체
코
태
국
요
르
단

하원에 종속
영
국
일
본
아일랜드
폴 란 드
러 시 아
스 페 인
한
국*
( 제2 공화
국
)
인도네시아*

출처: (Patterson & Mughan, 2001: 42)의 <표 1>에서 프랑스를 하원 종속형에서 입법지원․자문형으로 변경
하고, 인도네시아와 한국(제2공화국)을 하원 종속형에 추가.

네 번째 열에 속한 상원은 자문하거나 단지 하원의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는 권한을 갖는다.
프랑스 상원은 제한된 입법권을 행사하는 ‘재고(再考)의 원’이다. 프랑스 상원은 하원과 대화를
통해 수정안을 제안하여 입법과정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캐나다 상원은 1984년부터
1993년까지 상당한 권한을 행사한 적은 있으나 통상적으로 하원이 채택한 법안을 단지 개정하거
나 지연하는 역할만 수행한다. 체코․요르단․네덜란드․태국 상원은 하원의 결정을 일정 기간 정지시
키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네덜란드 상원은 정부가 발의한 법안을 수정할 수 없다.
맨 오른쪽 열에 속한 나라의 상원은 하원에 종속된다. 영국 상원은 1999년 개혁 이후 긍
정적 평가를 받지만 대체로 하원에 종속된 미약한 원이다. 폴란드 하원은 상원의 입법심의
결과를 무효화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스페인 상원은 행정부를 감시․조사하고 고위공직자 선
임에 관여하지만, 하원의 입법에 대해서는 지연권만 행사할 수 있다. 게다가 스페인 하원은
상원의 입법 지연권마저 무력화할 수 있다. 한국의 제2공화국 참의원은 대체로 이 유형에
속한다(안성호, 2007: 125). 2004년 인도네시아에 도입된 준상원도 이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2. 적절하게 강력한 권한을 갖는 상원
일반적으로 상원의 권한과 민주적 정당성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지역대표형 상원의 권한은 미국․스위스와 같이 상원이 하원과 대체로 동등한 권한을 갖도
록 하는 방안과 독일처럼 지역의 이해관계가 걸린 영역에서는 배타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의 영역에서는 지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설계될 수 있다. 두 방안은 각
각 장단점이 있지만, 국민의 대표인 하원의 위상을 크게 손상하지 않으면서 지역대표형 상
원의 장점을 살리려면 독일 상원이 누리는 권한 정도를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상원이 배타적 거부권을 행사하는 의안에는 자치사무뿐만 아니라 국가사무 중 지방자치단
체가 집행책임을 위임받은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에 관련된 의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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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자의적 판단과 조치로 상원의 배타적 거부권 행사영역이 침해되지 않고 적정 수
준으로 유지되려면 헌법에 독일 기본법처럼 중앙정부의 전속적 입법권이 행사되는 국가사무
와 중앙정부-지역정부 공동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기타 사무를 자치사무로 규정해야
한다. 아울러 중앙정부는 지역정부의 입법권을 제한하는 법률 제정을 삼가야 하며, 부득이
지역정부의 입법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한 경우 공동사무에 대해서만 상원의 배타적 거
부권이 행사되도록 제한해야 한다.
아울러 상원은 외교․국방․통일에 관한 의안에 대해서도 배타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상원은 입법권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1) 상원은 대통령,
하원의원 선거권자 50만 명 이상, 하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과 함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2) 헌법개정은 양원에서 각각 재적의원 3분
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헌법개정안이 한 원에서 부결된 경우 국회의 부결로 간주
한다. 이어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에 부쳐 유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최종 결정된다. (3) 양원합동회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3명을 선출한다. 나머지 6명
은 대통령과 대법원이 선임한다. (4) 양원합동회의는 헌법재판소의 장을 재판관 중에서 선
출한다. (5) 상원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대통령 탄핵소추를 의결한다. 하원
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있다. (6) 상원은 재
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각 부처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
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에 대해 탄핵소추를
의결한다. 하원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있
다. (7) 상원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대통령이 추천한 고위 공직후보에 대한 동의인준권
을 행사한다.

Ⅵ. 상원의 지역대표성 강화방안
지역대표형 상원을 설계할 때 특별히 유념해야 할 점은 상원의 지역대표 성격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상원의원 직선제를 도입할 경우 상원은 중앙집권적
정당정치의 영향력 아래 하원과 매우 비슷해질 수 있다. 하원을 닮은 상원은 존립이유를 의
심받는 처지로 전락하기 쉽다.
상원의 지역대표성 강화는 상원설계의 전반에 걸쳐 강구되어야 한다. 이미 앞에서 논의한
상원의 규모와 임기, 상원이 대표하는 지역의 구분, 상원의원의 선출제도 등은 상원의 지역
대표성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밖에도 지역별 의석배분, 상원과 지역정부의 관계,
상원의원의 의석배치, 상원의원의 투표방식, 상원의원선거와 지방선거의 동시실시 여부, 지
역정부 또는 지역의회의 법률안 발의권 등도 상원의 지역대표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지역대표형 상원이 제대로 작동되려면 지방분권체제가 필요하다. 역사적으로 권위주의적
중앙집권국가는 양원제를 기피하고 설치된 양원제도 폐기해 왔다. 따라서 지역대표형 상원
제도의 도입과 함께 지방분권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
상원의 지역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집권적 소용돌이 정체를 극복하는 지방분권
개헌의 추진과 함께 다음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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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의회의 법안발의권
스페인 헌법은 지역의회의 국회 법안발의권을 인정한다. 지역의회의원이 이 법안을 국회
에 출석해 직접 발의할 수 있다. 그러나 스페인 헌법은 상원을 ‘지역대표원’으로 규정하면서
도 법안을 반드시 하원에서 발의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주정부 각료가 상원의원 자격으로 주정부가 작성한 법안을 상원에서
직접 발의할 수 있다. 이 법안이 상원에서 채택되는 경우에 이어 하원에 소개된다. 이 경우
에도 역시 주정부 각료인 상원의원이 이 법안을 하원에 소개한다. 이런 헌법적 법안발의권
은 주정부 각료인 상원의원에게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하원의 위원회와 본회의에 참석해 의
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한으로까지 확대된다(Patzelt, 1999: 58).

2. 상원 의석배치와 지역대표 투표방식
독일 상원의 지역대표 역할은 상원의 의석배치와 지역대표들의 투표방식에 의해 한층 강
화된다. 독일의 상원은 여느 의회와 달리 의석을 정당별로 배치하지 않고 주별로 배치한다.
게다가, 주의 대표단장이 주 의석수에 상응하는 수만큼의 투표권을 일괄해서 행사한다. 이
런 주별 일괄투표는 독일의 상원의원이 각 주의 각료라는 사실을 반영한다. 더욱이 각 주의
대표단이 상원에서 어떻게 투표할 것인지는 개별 주정부에 의해 정해지지만 흔히 사전에 주
정부들이 모여 연방정책에 대한 기본 관점을 정리해 체결한 제휴협정의 영향을 받는다
(Patzelt, 1999: 61).
남아공의 상원은 독일 상원을 벤치마킹해 설계된 흔적이 엿보인다. 남아공에서도 독일처
럼 주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과 그 밖의 일반법안으로 구분된다. 지역대표들은 일반법안에
대해 정당노선에 따라 투표할 수 있다. 그러나 주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과 헌법개정안은 주
의회의 명령과 방침에 따라 지역대표단의 일괄투표로 결정된다. 따라서 주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과 헌법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9개 주 중 최소한 5개 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남아공의 상원은 독일 상원과 달리 상원의 주 대표들이 각 주의회에서 정당세력에 비
례해 선출되고 주 수준의 반대당의 당원들도 포함되어 상원에서 각 주의 반대당 의원의 목
소리를 들을 수 있다(Murray, 1999: 92-110).

3. 지역정부에 대한 상원의원의 책무
지역대표형 상원은 상원과 지역정부 간 쌍방향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중앙정부와 지역정부
들 간의 의사결정을 조율하는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 상원의원이 지역의회에 공식적으로 보
고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상원의원이 이 책무를 방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다. 스페인에서는 지역의회에서 간선된 다수 상원의원들이 지역의회의원을 겸직하면서도 자
신들의 의정활동을 지역의회에 보고할 공식 메커니즘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로 인해 지역
정부에 대한 상원의원의 책무가 경시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Russell, 2001: 111-112).
독일에서는 상원의원이 주정부 각료를 겸하기 때문에 지역의회에 대한 책무를 중시하게 된
다. 독일의 일부 주의회들은 주정부 각료들의 상원의원 활동을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별도
의 상원위원회를 두고 있다. 상원에서 개헌과 같이 중대한 사안에 대한 투표가 있기 전 먼
저 주의회에서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진다(de Villiers,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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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원의원선거와 지역선거의 동시실시
상원의원선거를 하원의원선거와 분리하여 지역선거와 함께 실시함으로써 중앙정치에 압도
당하지 않고 지방의제에 충실한 선거로 만들 수 있다. 미국에서 상원의원선거를 하원의원선
거와 분리해 주정부선거와 함께 실시하여 상원에 대한 중앙당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정당
의 중앙집권화와 관료제화를 완화했다(Doria, 2006: 34-35).

5. 추가적 지역대표성 강화방안
이 밖에 상원의 지역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다.
(1) 지역별 의석배치: 독일과 스위스처럼 상원의사당의 의석을 정당별로 배치하지 않고 지역
별로 배치하여 의원의 지역별 소속감과 결속력을 높일 수 있다. (2) 상원의원의 지역의회 보
고 의무화: 상원의원이 출신 지역의회에 출석하여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
도 상원의 지역대표성을 강화한다. (3) 지역정부 ․ 의회 대표의 상원회의 발언: 지역정부와 지
역의회 대표에게 상원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4) 지방정부 대표
단의 상근 옵서버: 남아공 상원에서는 의원 간선에 참여하지 않는 지방정부를 대표하여 지
방정부연합회(SALGA)가 추천하는 10명의 대표단이 상원회의에 상근 옵서버로 참여해 투표
권 없이 발언권과 자문권을 행사한다.

Ⅶ. 양원의 이견해소와 상원-정당관계
양원의 이견해소와 상원-정당관계는 지역대표형 상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데 매우 중
요하다. 지역대표형 상원제도의 효과성은 양원 간 이견이 있을 때 상원의 관점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는지, 그리고 상원이 하원과 달리 정당정치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운영되는
지에 따라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1. 양원의 이견해소제도
향후 지역대표형 상원의 설치로 양원 간 이견이 생길 때 이견을 해소하는 방안을 일반의
안․예산안․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의안으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일반의안
의안을 처음 통과시킨 원으로부터 의안을 전달받은 두 번째 원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첫 번째 원과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개정안을 작성해 첫 번째 원으로 송부한다. 이런 식으
로 양원 간 왕복과정을 2회 거친 후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각원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양원합동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로써 의결한다.24) 양원합동회의에서 하원의장은

24) 제1공화국 제1차 개정헌법(1952. 7. 7) 제37조는 양원의 의결이 일치하지 않을 때 각원의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양원합동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로써 의결하고, 민의원의장은 표결권을 가
지며, 양원의장은 가부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가진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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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권을 가지며, 양원합동회의 의장인 상원의장은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행사한다.
각원이 의안을 받은 날로부터 휴회기간을 제외하고 6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않을 때는 이
를 부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예산안
예산안에 관하여 상원이 하원과 다른 의결을 하였을 때는 하원의 재의에 회부하여 그 의
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25)
상원이 예산안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않을 때는 이를 부결된 것으로 간
주한다.

3) 지역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의안과 외교․국방․통일에 관한 의안
지역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의안, 즉 국가사무 중 기관․단체위임사무와 자치사무에 관련
된 의안은 상원에 먼저 부의하여야 한다.
지역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의안과 외교․국방․통일에 관한 의안에 대해서 양원 간 왕복
과정을 2회 거친 후에도 양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경우 양원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되
는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타협안을 마련한 후 각원에 회부해 최종 의결한다. 어느 한 원이
라도 반대하면 의안은 부결된다.
조정위원은 <표-6>에 열거된 11개 지역에서 각 2명씩 22명의 상원의원과 정당의석을 고
려해 선정된 22명의 하원의원으로 구성된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조정위원은 지역정부의 의
사를 존중하여 자율적으로 협상하고 표결한다. 조정위의 의결은 다수결로 한다. 조정위 회
의는 조정위가 공개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비공개로 개최된다. 조정위는 양원 간 이견이
있는 사안에 관해서만 타협안을 마련한다.
조정위에서 다수결로 의결된 타협안은 각원에 회부되어 수정불가의 조건으로 각각 최종
의결을 거친다. 어느 한 원이라도 반대 의결을 하면 의안은 부결된다.

4) 헌법개정안
대통령, 하원 또는 상원 제적의원 3분의 1, 하원의원 선거권자 50만 명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헌법개정안은 양원에서 각각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26) 다만 헌법개정안이 양원에서 각각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회부해 하원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 그리고 11개 지역 중 6개 지역주민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가결된
다.27)

25) 제1공화국 제2차 개정헌법(1954. 11. 29) 제37조는 “예산안에 관하여 참의원이 민의원과 다른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민의원의 제의에 부하고 그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26) 제2공화국 헌법 제99조는 대통령, 민의원 또는 참의원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민의원의
원 선거권자 50만 명 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헌법개정안의 의결은 양원에서 각각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짓도록 규정하였다.
27) 양원 제적의원 3분의 2가 찬성하는 헌법개정안을 굳이 국민투표에 회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다만 국회에서 부결된 개헌안은 국민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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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당과 거리를 둔 상원
오늘날 많은 지역대표형 상원들이 지방의 이익을 대표하는 본연의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
고 전국화된 정당지배 기관으로 진화하여 하원과 거의 구분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비판을 받
아 왔다(Dora, 2006: 5). 양원제 국가에서 흔히 상원은 정당지형에 따라 조직화되며, 정당
의 양극화는 상원의원의 의정활동을 규정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Vater,
2005: 2-3). 오늘날 정치적 양극화가 정치인들에 의해 심각하게 증폭되는 상황에서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정당으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둔 상원을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상원이 ‘숙고의 원’과 ‘정치체제의 균형자와 조정자’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정당규율과
정당정치의 영향력을 완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미국처럼 상원의원의 선
거구․임기․피선연령 등과 관련한 선거제도와 상원의원의 결속 및 역사적 진화에 따라 정당과
정파의 이해관계로부터 거리를 둔 상원을 만드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상원에 정당 관련 단체의 설립을 금지하고, 상원의원의 당직과 내각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
다(Kristan, 2002: 15; Waldon, 2012: 15).

Ⅷ. 맺음말
지역대표형 상원제도 도입을 위한 헌법개정을 성사시키려면 극복해야 할 난관이 있다. 먼
저 지역대표형 상원 설치로 인한 비용증가 우려가 있다. 이 문제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분권
의제를 개헌안에 포함시키고 증원으로 인한 비용증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기존 국회운영
비를 감축하여 국민을 설득시킬 수 있다고 본다. 개헌을 가로막는 더 근원적 장애요인은 지
역대표형 상원 설치로 인한 기존 정치게임규칙의 변경으로 이해관계가 상충하거나 기득권을
잃는 정치세력의 반대와 저항이다. 지역대표형 상원제도의 설치로 야기될 이해득실 계산에
민감한 정당의 갈등이 예상된다. 유력한 상원의 등장으로 입법권 공유를 강요당하는 기존
국회의원이 개헌을 지체시킬 수 있다. 2012년 영국 하원이 지난 총선 때 각 정당이 내건
상원의원 직선제 공약 이행을 차기 국회로 넘긴 까닭은 직선 상원의 위상 제고를 우려한 때
문으로 알려졌다. 국회의 견제를 받는 행정부도 통상 양원국회의 위상제고를 탐탁하게 여기
지 않는다. 게다가 지역구분과 지역의석배분 등 상원제도의 설계를 둘러싼 정당 및 지역 간
갈등도 극복되어야 한다.
상원제도의 도입은 정치세력 간 정치게임규칙의 새판을 짜는 것이다. 정치게임규칙은 일
단 정해지면 좀처럼 바꾸기 어렵다. 게다가 작은 게임규칙 하나가 상원제도의 성패를 좌우
할 정도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상원제도를 설계할 때는 거시적 관점에서
정치체제의 성격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소한 부분까지 미세하게 심사숙고해야 한다.
양원제 개헌과정은 원칙이 존중되면서 정치세력 간 타협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야 한
다. 무엇보다 이해당사자의 자기이익 추구에 휘둘리지 않는 개헌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직접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이 양원제 개헌을 주도하는 경우 기형적 개헌안이 도출될 우려
가 있다. 따라서 논의과정에서 ‘규범적 표준’을 제시하고 당리당략과 이기심을 견제할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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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 시민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직접 이해당사자인 지역대표의 참여도 보장되어야
한다.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헌법시민교육을 제공할 전국 및 지역의 개헌국민회의도 필요하
다.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정치인들은 이해타산에서 벗어나 포용적 정체를 실현하고 통일한
국의 기초를 놓을 새 헌법질서를 창출하는 헌정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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