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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양원제 의회는 단원제 의회에 또 하나의 의회가 존재하는 제도이다. 최근 정치권에

서 헌법 개정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큰 시대적 요구에 비해 국내 양원제 

도입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양원제 도입은 입법부의 구조와 기

능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개헌의 최우선 과제로 거론되는 대

통령 중임제를 포함한 권력 분산을 위한 정부형태 개혁문제와 비견될 만큼 중요한 의

미를 가진다.

양원제의 역사는 고대 그리스나 로마의 민회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으나 오늘날 각

국의 양원제 모델들은 영국 의회의 발전사에 뿌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영국의 양원

제가 다양한 국가에 적용되면서 여러 모습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주로 세 가지 형태

의 양원제가 존재한다. 신분제형 양원제, 연방제국가형 양원제, 단일공화국형 양원제

의 세 가지 유형에 따라 양원제의 기능과 장·단점이 차이를 나타낸다.

양원제의 역사와 세계에 도입된 현황을 살펴볼 때 크게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존재

한다. 먼저 양원제는 의회 내에서 두 번의 의안처리를 가능하게 하여 의안처리의 신

중을 기하여 급진적인 의안처리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 다양한 대표

성을 구현할 수 있다. 상원의 구성방식에 따라 연방국가적 성격을 의회에 반영한다거

나, 지역대표 및 직능대표의 특성을 의회 구성에 도입하는 방식으로 사회의 다양한 

계층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으며, 소수 사회계층의 지지를 받는 사람도 의회에 선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특정 정당에 의해 정치이념이 한 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막는다. 이를 통해 특히 하원의 파행적인 운영을 방지할 수 있고, 특정 정치세력에 

의해 우경화 혹은 좌경화되기 쉬운 하원에 대한 견제 및 중재도 가능하다.

양원제가 의안처리의 신중을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반대로 입법과정에서 시간과 비

용을 많이 들인다는 뜻이 되어 효율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단원

제 의회에 비해 결정의 부재가 심해질 수 있고, 나아가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현

상이 심화될 수 있다. 둘째, 선거방식 차이로 인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독일이나 프

랑스 등은 간접선거로 상원의원을 선출하며 영국은 세습귀족이나 임명직 의원으로 피

선거권 대상을 한정시키고 있다. 이는 민주적 정당성의 결여가 문제될 수 있다. 셋째, 

다수 정당에 의한 대표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상원이 정당정치의 영향을 받게 되면 

개개인이 소신 있는 의견을 내기가 어려운 구조가 될 수 있다. 넷째, 반대로 특정 계

층만 대변하는 대표성 문제도 생길 수 있는데, 지역대표성이 너무 강조되면 상대적으

로 인구가 많은 대도시를 무시하고 인구가 적은 소도시와 농촌을 우대하여 이들을 전

체국민의 의사로 간주한다는 현상이 나타난다. 

양원제 중에서 국가공동체를 처음 구성하는 과정에서 국가 연합적 성격을 지녔고 현

재 연방제국가인 경우에는 상하원이 동등한 권한을 지닐 수 있지만 단일국가에서 상

원이 하원과 유사한 권한을 지니는 예는 찾기 어렵다. 상원의 권한이 하원과 유사할 

때 양원이 충돌하면 해결책을 찾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에 상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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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할 때 하원과 경쟁하는 기관이 아니라 하원이 행하는 기능을 보완하는 기관이 되

어야 한다. 연방제가 아닌 단일국가에서 상원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민

이 필요하며 이에 맞추어 공동대표, 직능대표, 지역대표라는 세 가지의 방안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적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지역대표형 양원제를 도

입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지역대표형 양원제는 차별적 효율성을 강조한 고도 성장

기 산업화 시대를 지나온 우리나라의 현재 실정에서 지역의 균형개발을 촉진할 수 있

고, 대통령제 속에서 강력한 중앙집권적 정부의 권력을 완화시켜 지방 분권을 강화할 

수 있으며, 통일 한국을 대비하여 지역 간의 통합을 도모하여 국민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 양원제, 양원제의 역사, 양원제의 장단점, 제2공화국, 대한민국의 양원제, 양

원제의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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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최근 정치권에서는 헌법 개정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8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헌법개정 국민 투표를 실시하겠다는 뜻을 강력히 표명

하였다. 21세기 대한민국을 지탱하는데 있어 지금의 헌법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차후 

통일을 대비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새로운 헌법이 꼭 필요하다는 

시대적 요구가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법 개정은 국가 통치의 근간을 바꾸는 것으

로 실로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심혈을 기울여 토의하고 연구하여 우리나라의 실

정에 맞고 미래지향적인 헌법 개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법학을 포함한 사회과학계에서도 헌법개정시 양원제도입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확산

되고 있다. 특히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통일헌법과 관련된 분야에서 양원제가 자주 언

급되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헌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양원제는 빠지지 않고 거론되

어 온 주제인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18대와 19대 국회의 국회의장 자문기구였던 헌

법연구자문위원회와 헌법개정자문위원회 연구결과 보고서들이다.1) 이전에도 양원제와 

관련된 보고서들이 많이 있었지만 국회차원의 공식 보고서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

다. 이 보고서들에서는 국회를 양원제로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2) 한국헌법학회

의 헌법개정연구회의 보고서에서는 양원제 도입 신중론을 말하고 있으며,3) 제18대 국

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연구모임 중 최대모임인 ‘국회미래한국헌법연구회‘에서 발행한 

개헌논의 보고서4)에서는 구체적 제안 없이 양원제 도입에 관한 적극적, 소극적 견해

들을 소개하고 있다.5)

1) 헌법연구 자문위원회, 『헌법연구 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 헌법연구 자문위원회, 2009. 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원회, 『헌법개정 자문위원회 헌법개정안』, 대한민국 국회, 2014.

2) 헌법연구자문위원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 헌법연구자문위원회, 2009, 125~127p. 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원회, 『헌법개정 자문위원회 헌법개정안』, 대한민국 국회, 2014, 24~25p.    

3) 헌법학회보고서에서는 의안심의의 신중성보다 국가정책결정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우리 의정현실에서 

양원제도입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 하고 있다. 헌법개정연구위원회, 『헌법개정연구』, 한국헌법학

회, 2006, 241p. 한편, 2005년 한국공법학회에서 공법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헌법개정에 관한 설

문조사에서도 양원제 도입에 관하여 반대(60.3%)가 찬성(33.6%)보다 거의 배에 가까웠다. 도회근, 

“헌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공법연구』, 제34집 제1호, 2005. 11, 61p 참조.

4) 국회미래한국헌법연구회, 『국민과 함께 하는 개헌이야기』, 제2권, 2010.

5) 국회 연구회의 보고서,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 이야기』, 제2권 중에서 임성진은 양원제도입논의의 필

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현재의 정당정치의 수준에서 근본적인 개혁이 선행되지 않고 권력 구조 개편만

으로는 정치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고, 이현출도 우리 의정현실의 특성상 양원제 

도입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임성진, “의원내각제와 양원제에 대한 고찰“, 『국민과 함께

하는 개헌이야기』, 2010, 254p; 이현출 ”바람직한 의회제도 개헌방향“,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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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헌과정에서 유진오와 권승렬의 초안이 모두 양원제국회를 제안하였지만 

당시 이승만 국회의장의 강력한 반대로 의원내각제의 정부형태에 대통령제를 가미한 

혼합형 대통령제에 단원제형식의 국회를 채택하게 되었다. 제1차 헌법개정시(1952년) 

양원제가 도입되었지만 이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위한 방편이었을 뿐 실제로는 실

시되지 않았다. 제2공화국에 들어서 비로소 양원제가 실시되었으나 그 공과를 살펴볼 

겨를도 없이 1년도 못되어 5.16 군사쿠데타로 소멸되었다. 이런 역사적 배경으로 우

리나라는 지금까지 단원제국회로 운영되어 왔고 그래서 이전까지 국회에 관한 연구들 

대부분이 단원제를 전제로 하고 있었다. 

2000년대 중반부터 헌법개정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국회구조조정

문제의 하나로 양원제 도입문제가 대두되었고,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에서 양원제 

개헌안을 제안하기에 이른 것이다. 개헌의 쟁점 중 지방자치 부분에서 양원제 도입안

이 많이 제기되고 있으며,6) 특히 통일에 대비한 국회제도 연구에서 양원제 도입안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7)

양원제 의회란 단원제 의회에 추가로 상원 또는 제2원이라고 부르는 또 하나의 의회

를 두는 제도이다. 단원제에 없는 제2원의 구성과 기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양

원제의 성패가 갈리게 된다. 일찍이 몽테스키외는 양원간의 균형을 위한 제도로서 양

원제를 긍정적으로 보았지만 시에에스는 양원이 같은 의결을 하면 하원은 무용하고 

다른 의결을 하면 유해하다며 부정적으로 보았다. 현재 세계 선진 주요국들의 의회제

도는 대부분 양원제로 운영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한 때 이를 실시한 바 있으나, 국내 

연구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양원제만을 주제로 한 법적 연구는 지난 20여 년간 단 

몇 편에 불과 하였으며,8) 대체로 일반론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기』, 2010, 489p. 반면 윤대규와 김순은은 양원제 도입을 지지하였다. 윤대규, “정부형태-순수한대통

령제로의 개헌”, 『왜 개헌인가?』, 한울, 2005, 206p; 김순은, “지방분권과 헌법개정,” 『국민과 함께하

는 개헌이야기』, 제2권, 국회미래한국헌법연구회, 2010, 672p.

6) 김수연 “지방자치제의 헌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헌법학 연구』, 제16권 제2호, 2010.6; 김순은(주

5); 안성호, “지역대표형 상원의 논거와 특징 및 설계구상”, 『한국행정학보』, 제41권 제3호, 2007 가

을; 김웅규, “지역대표회의의 헌법적 의미 –미국 상원제도와의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제8권 제3호, 2007.8; 임성진, “독일의 연방주의식 지역대표체제”, 『한국지방정치학회보』 제1권 제2

호,  2007 가을; 정연정, “개헌과 지역대표체제; 양원제 도입방안을 중신으로”, 『현대정치연구』, 제3

권 제2호, 2010, 가을 등.

7) 강장석, “통일한국의 양원제국회에 대비한 국회지원조직의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의정연구회, 2011;  

김우진, “한반도 통일국가의 양원제 의회에 관한 연구”, 『통일과 법률』, 법무부, 제6호, 2011.5; 김유

남, “지역주의와 남북문제의 해결 위한 `양원제`의 필요성 논란”, 『자유공론』, 2006.8; 도회근 “통일

헌법의 권력구조,“ 『공법연구』, 제40집 제2호, 2011.12; 박찬욱, 『새로운 헌법 무엇을 담아야 하나-

대표성 제고와 신중한 입법, 통일대비를 위한 양원제 국회도입; 입법부』, 대화문화아카데미, 2011; 성

낙인 “통일시대를 대비한 헌법과 통일법의 과제”, 헌법재판소 창립25주년 기념 학술대회  발표문, 

“통일과정의 헌법적 문제”, 헌법재판연구원, 2010.9.12.; 이승우, “남북통일에 대비한 헌법개정의 필

요성과 방향”, 공법연구 제39집 제2호, 2010.12; 정영화, “남북평화번영을 위한 헌법적 과제”, 공법연

구, 제33집 제5호, 2005.6, 등. 

8) 순수하게 양원제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는 다음과 같다. 송길웅, “양원제에 관한 연구”, 『헌법학연구』 

제6권 제4호, 2000.2; 송석윤, “양원제의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헌법학 연구』, 제14권 제4호, 

2008.12; 신우철, “양원제 개헌론 재고,” 『법과 사회』, 2010, 상반기; 한태연, “근대헌법에 있어서의 

양원제-권력분립의 원리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과제(상),(중),(하)”, 『고시연구』, 2001.9,10,11.

    최근 석사학위논문으로는 이경준, “양원제 개헌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 석사학위논문, 2015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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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제 도입 이전에 국내 상황에 맞추어 양원제를 분석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질 필

요가 있다.

양원제 도입은 입법부의 구조와 기능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개헌의 최우선 과제로 거론되는 대통령 중임제를 포함한 권력 분산을 위한 정부형태 

개혁문제와 비견될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아직 이에 대한 연구가 많이 부족하

다. 이에 연구자는 양원제의 역사 및 세계 양원제의 현황, 우리나라 제2공화국의 양

원제와 최근 국회개헌자문위원회의 양원제 도입방안 등을 분석해보고 앞으로 조만간 

다가올 헌법개정시 바람직한 양원제 도입방안을 찾아보려고 한다.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문헌 조사방법에 기초한다. 양원제의 지위와 구성방법을 찾아

보는 것은 기존 국내 국외의 연구결과들과 각종 보고 자료들을 분석 검토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이 연구는 각국의 양원제 관련 헌법규정들을 검토하고 이의 의미와 내용을 밝히기 

위해서는 법해석학적 방법을 사용하겠지만, 정치학, 행정학 등 사회과학의 연구도 활

용하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양원제 도입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정치현실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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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양원제의 역사와 현황

제1절  양원제의 의의 및 역사

1. 양원제의 의의

일반적으로 양원제에서 의회는 상호 독립된 2개의 합의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권력

분립의 원리에 따라 입법권이 양분되어 있다. 각각의 합의체가 독립적으로 결정한 의

사가 일치하는 경우에 그것을 의회의 의사로 간주하게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9) 양

원제는 이원제라 불리기도 한다. 양원은 보통 상원, 하원으로 구분되어 불리는데 이 

용어는 영국의회에서 유래한다. 과거 영국의회는 귀족원과 평민원으로 구성되었는데 

지금과는 달리 귀족원이 평민원보다 권한이 더 크고 권위도 높아 상원이라 불리게 되

었다. 일본은 상원을 참의원, 하원을 중의원으로 부르고 있다. 우리나라 제헌헌법초안

과 제2공화국 헌법에서는 상원을 참의원 하원을 민의원으로 불렀었다.

양원제의 권력분립의 이론적 개념은 1748년 몽테스키외의 ‘법의정신’에서 나왔다. 

그는 사회계약이 유효하려면 법체계도 사회적 합의에 바탕을 두어야 하므로 사회 모

든 구성원에게 어떻게 하면 정치적 결정권을 더 줄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고 보았다. 

  2. 양원제의 역사

의회제도는 고대 그리스나 로마의 민회10)에서 시작되어서 영국의 현인회의11)를 거쳐 

12,13세기경부터 등족회의로 발전하였다. 등족회의는 귀족, 승려, 서민의 대표로 구성

된 신분제 계급의 대표자회의였으므로 등족회의 또는 삼부회의로 불렸다. 등족회의는 

영국을 포함한 유럽전역에 걸쳐 존재하다가 전제군주제의 등장과 함께 점차 사라졌

다. 하지만 영국에서만은 등족회의가 존속되어 오늘날의 의회제도로 발전하였다.

영국은 양원제의 기원국가이다. 영국의 양원제는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물이라 볼 수 있다. 영국의 양원제는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 원리와 조

9)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6, 413p.

10) 그리스 아테네나 스파르타의 민회는 전 국민이 한자리에 모여 중요한 국사를 결정하였다. 로마의 민

회는 그리스와 같은 단일민회는 없으나 귀족과 평민들이 각 촌마다 민회를 구성하였다고 한다, 구병

삭, “의회제도의 발전과 그 대표성”, 『고시계』, 1982, 38p.

11) 영국은 많은 부족들이 7개로 통합되어 현인회의가 성립되었다고 한다. 현인회의는 왕, 주장관, 군주

의 사신, 승려 등으로 구성되었고 귀족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구병삭, 위의 논문, 3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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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이루며 19세기 유럽 각국의 의회제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12) 양원제는 오늘날 

미국·영국·프랑스·이탈리아·일본 등 70여 개국에서 채택하고 있는데, 제2원의 구성방

법, 권한 등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국가별로 세분화된 양원제는 대체로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양원제의 세 가지 유형별로 역사적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신분제형 양원제

군주제국가에서의 양원제이다. 군주제국가의 양원제는 군주국가의 구조적 특수성을 

나타낸다. 군주국가 사회는 귀족과 평민의 이원적 구조로 되어 있어 상원은 귀족, 하

원은 평민으로 구성하여 두 정치세력 간에 균형과 이익의 조화를 이루려고 노력하였

으며, 군주의 정치적 권익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였다.

입헌군주제의 귀족적 양원제의 대표 모델로 영국의 양원제를 들 수 있다. 영국의 양

원제는 의회의 기원과 함께, 11세기에서 13세기에 걸친 국왕에의 자문을 위하여 국왕

에 의하여 소집된 국왕의 자문기관인 대회의(Magnum Concilium)를 모체로 한다.13)

이 기구는 상위의 귀족과 성직자로 구성되어 국왕이 소집하고, 국왕에 대한 재정적 

협력과 자문을 주 임무로 했다. 1236년부터는 의회로 불리었고, 13세기 말엽부터는 

소집의 범위가 상위 귀족과 성직자뿐만 아니라, 하위 귀족대표 및 시민대표로까지 확

대되었다. 1327년부터는 의회체의 소집이 정례화 되었으며, 14세기 말엽에는 의회체

가 두 개로 분리되어 상위귀족과 성직자는 상원을, 하위귀족과 시민대표 등은 하원을 

구성하여 국왕과 함께 근대적 의미의 의회가 구성되었다.14)

영국의 상원은 19세기 초반까지는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였다. 하지만 18~19세기 민

주주의 이전의 과정에서 보통선거가 확대되면서 세습과 임명제로 구성된 입헌군주제

의 귀족원은 그 전통적 정당성을 상실하며 정치적 비중도 줄어들어 갔다. 1832년 영

국의 선거법 개정은 하원에 인민주권의 유일한 대표성을 부여하여 민주주의적 의회주

의의 길을 열었다. 영국 경제는 공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었기에 농업경제에 경

제적 기초를 둔 상원의 경제력마저 무너져 상원의 성격은 더욱 변질되기 시작했다.

귀족원은 처음에는 군주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반대세력으로 기능했으며, 민주주

의가 확대된 다음에는 민주주의를 대표한 하원에 대한 군주 권력의 옹호자로, 또는 

군주와 하원이 충돌했을 경우 둘 사이의 중재자로 기능하기도 했다. 그러나 1911년의 

영국의 법 개정으로 상원은 이전까지의 대등관계를 상실하고 하원의 입법에 대한 거

부의사만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자문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15)

12) 김학성, 『헌법학 원론』, 피엔씨 미디어, 2015. 838p.

13) 한태연, “근대헌법에 있어서의 양원제 권력분립의 원리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문제(상)”, 『고시계』

2001.9, 168p.

14) 한태연, 위의 논문, 169p.

15) 한태연, 위의 논문, 17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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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방제국가의 양원제

연방제국가의 상원은 대체로 연방을 구성하는 각 주를 대표하고, 하원은 국민 전체

를 대표한다. 국민에 의해 구성되는 하원이 집권적 기관을 의미한다면, 주를 대표하는 

상원은 분권적 기관을 의미한다.

1787년의 미국 연방헌법은 국민주권의 원리에 입각한 최초의 연방제 헌법이다. 당시 

미국 대부분의 주가 영국의 식민지 통치에 영향을 받아 이미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었

고, 연방국가의 이중적 구조로 인해 의회 역시 양원제로 구성할 수밖에 없었다. 양원 

구성은 개별적 국가에 해당하는 주 의회에서 선출한 대표로 구성된 상원을 연방의 대

표로 하고, 국민주권에 입각하여 각 주에서 인구비례로 선출된 하원을 전체 국민의 

대표로 규정했다. 상원 구성에는 평등 원칙을 적용해 주의 대소를 막론하고 2인의 대

표를 갖도록 했다. 1913년 헌법 개정에서 상원의원 역시 직접선거를 통하도록 했다. 

입법에서 양원의 권한은 동일하였으나 상원이 조약의 비준과 같은 외교적 사항, 정부

의 고위공무원임명에 대한 동의권, 그리고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재판권과 같은 사법

적 권한까지 갖게 되면서 상원은 하원에 대한 정치적 우월성을 갖게 된다. 이는 상원

의 제1원성을 보장하는 연방국가 양원제에서의 특색이라 할 수 있다.

미국헌법은 국민주권의 원리에도 불구하고 주권에 관한 규정이 생략되어 있다. 주정

부와 연방정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국제법적으로 연방국가가 주권을 대표했지만 국내

법적으로는 주권의 귀속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미국은 결국 전통적 주권의 단일 개

념을 수정하여 연방정부는 국민전체의 일반이익을, 그리고 주정부는 각 주의 개별적 

이익을 대표하는 것으로 해결책을 찾았다. 이러한 의미의 연방국가의 양원제는 중남

미 일부 국가를 비롯하여 유럽에서는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 등에서 채택되고 있

다.16) 단 독일과 오스트리아헌법에서의 양원제는 상원의 지위가 하원보다 낮은 것이 

특징이다.

3) 단일공화국에서의 양원제

프랑스 제3공화국 헌법의 양원제가 대표적이다. 프랑스는 전체 국민을 전제로 한 주

권의 단일성을 강조한 루소의 영향으로 양원제를 철저히 배척하였다. 프랑스 혁명 시

기인 1789년 국민의회에서 양원제가 거론되기는 했으나 영국과 같은 귀족정적 양원

제를 기피하는 대다수 주장에 따라 1791년 군주제임에도 단원제 의회를 채택했다. 하

지만 1792년 제헌의회에서 단원제에 기초한 회의체 정부를 채택하였으나 의회의 전

제를 중화하기 위하여 1795년 처음으로 양원제를 채택하게 된다.17)

프랑스 제3공화국은 1871년 의회에서 왕당파와 공화파의 대결 구도 하에 왕당파는 

공화국의 조건인 국가원수의 의회 선출로 그들의 군주를 포기했고, 공화파 또한 단원

16) 한태연, 앞의 논문, 171p.

17) 한태연, 앞의 논문, 18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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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라는 공화국 전통을 희생하였다. 1945∼6년 제4공화국 헌법 제정에서는 제2차 대

전 패전의 책임을 제3공화국의 정치 구조적 불안전성으로 돌렸다.18) 특히 상원은 보

통선거로 선출된 하원의 노력을 마비시켜 중요한 개혁입법의 장애가 된다고 보았다. 

1945년 다수당이 된 사회·공산당은 주권의 단일 불가분의 교리에 따라 단원제를 주장

했으나 국민투표에서 부결되고, 1946년 선거로 선출된 제헌의회에서 양원제 헌법안을 

채택하여 국민투표에서 가결되긴 했으나 급진적 민주주의의 요청에 따라 단원제에 가

까운 극히 불평등한 양원제가 되었다. 1958년 제5공화국 헌법에서도 양원제를 채택하

는데, 의회는 국민의회와 원로원으로 구성하고 원로원은 제3공화국 전통에 따라 지방

의회에서 선출했다. 입법 권한에서 상원은 법안의 제출권 및 심의권을 가지며, 양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양원의 대표로 구성된 혼합위원회에 의안을 회부하고, 여기

서도 의결되지 않을 때에는 최종적으로 국민의회의 의결로 확정토록 했다.19)

제2절  세계 각국의 양원제의 현황 

1. 영국

1) 영국 헌법과 양원제

영국의 양원제는 주로 절대적인 왕권에 도전해서 왕권을 약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춰

온 역사라고 볼 수 있다. 영국 의회는 대헌장(Magna Carta)에 기초했다고 볼 수 있

다. 대헌장은 1215년 6월 15일 영국의 존 왕이 귀족들의 요구에 따라 국왕과 귀족의 

권리를 문서로 자세히 명시한 것이다. 내용을 보면 왕은 몇 가지 권리는 포기하고, 

법적 절차를 존중하며, 왕의 의지는 법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정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특히 제12조의 과세권 제한과 제39조의 자유권 침해 금지는 왕권 약화를 초

래하였다. ‘카르타’는 원래 특정 집단에게 국왕이 부여하는 특혜, 구체적 양허사항을 

담고 있는 문서를 의미한다. 하지만, 대헌장은 민주주의와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

용을 문서화한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20)

대헌장 이후 12세기 무렵 영국 의회는 귀족과 대주교로 구성된 국왕의 자문기관에서 

출발하여, 이후 의회의 역할이 커지면서 각 지방을 대표하는 기사가 참여하여 하원의 

역할이 추가되었다. 의회라는 용어는 이러한 자문기관의 회의를 지칭하는 말로서 13

세기 초부터 사용되기 시작한다.21) 이후 14세기경부터 각 지역을 대표하는 평민원

18) 한태연, 앞의 논문, 174p.

19) 한태연, 앞의 논문, 187p.

20) 이경준, “양원제 개헌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학위논문, 2015. 

12.31, 3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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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 of Commons), 즉 하원과 귀족 및 사제로 구성된 귀족원(House of Lords), 

즉 상원으로 분리된다.

17세기 들어 영국 의회는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의 전제정치로 고난을 겪게 되며. 

특히 찰스 1세는 주변국과의 잦은 전쟁, 과중한 과세, 군대의 민가 강제숙박, 일반인

에 대한 군법 적용 등 폭정을 서슴지 않았다. 그래서 영국 의회는 하원의원이었던 에

드워드 코크 등을 중심으로 국왕에게 청원이라는 형식으로 권리선언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1628년의 권리청원(Petition of Rights)이다. 의회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과세나 공채도 강제로 징수할 수 없고, 법에 의하지 않고는 누구도 체포 또는 구금되

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영국군은 인민의 의사에 반하여 민가에 숙박할 수 없고, 민간

인의 군법에 의한 재판은 금지한다는 것도 있었다. 권리청원은 전제군주제에 정면으

로 배치되는 것으로서, 주권은 국왕이 아닌 의회로 옮겨져야 한다는 점에서 의회 민

주주의의 기초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누구든지 법에 의하지 않고는 인민의 의사

에 반하는 자유권을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일종의 인권선언으로 볼 수 있

다. 따라서 권리청원은 뒤에 서술할 권리장전과 함께 의회의 역사에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22)

권리장전의 제정은 찰스 2세의 후계자로 제임스 2세가 유력했으나 로마 가톨릭 교도

였기 때문에 성공회가 국교인 영국에서는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1685년 제임스 2세

가 왕위에 오르고 로마 가톨릭 신앙의 부흥을 꾀하다 의회와도 마찰을 빚게 된다. 

1688년 명예혁명이 발생하여 제임스 2세는 외국으로 망명하고, 1689년 12월 16일, 

윌리엄 3세를 국왕으로 추대하면서 영국의회가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선언하고 왕위

계승을 정하는 권리장전(Bill of Rights)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2) 상·하원의 구성과 운영

영국의 양원제는 대표적인 신분제형 양원제로서, 선출방법에 있어서도 다른 양원제 

국가들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먼저 상원인 귀족원은 세습귀족과 임명직 의원으로 구

성된다. 의원 정수는 총 756명이며, 26명의 성직귀족과 730명의 세속귀족으로 구분된

다. 세속귀족은 다시 91명의 세습귀족과 608명의 종신귀족, 31명의 법률귀족으로 분

류된다. 이 때 해당 의원들의 선출은 ‘귀족원의원추천위원회’라는 자문기구에서 담당

한다. 하원인 평민원은 5년마다 실시되는 총선거를 통해 650개의 선거구에서 1인의 

대표를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에 의해 선출된다. 그렇기 때문에 평민원의 의원 정수는 

650명이며,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어 있지 않아 보궐선거와 재선거가 자주 실시될 수 

있는 구조이다.23).

21) 1295년에 에드워드 1세는 최초의 대의제적 대표기관인 모범의회를 소집하는데, 각 지역에서 2명

의 기사와 각 자치도시에서 2명의 공민, 그리고 각 시에서 2명의 시민으로 지역을 대표하게 하였

다.

22) 이경준, 앞의 논문, 34p.

23) 이준일, “통일 후의 의회형태로서 양원제”,『세계헌법연구』, 제20권 제1호,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14, 96~9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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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양원제는 미국과는 반대로 하원우위의 특성을 띤다. 영국의 상원이 법률안 

발의 및 심의·의결권, 예산안 심의권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양원의 의사가 불일

치할 경우엔 하원 의사가 우선하도록 되어있다. 특히 입법에 있어 하원우위 성향이 

강한데, 하원을 통과한 법률안이 상원을 통과하지 못한 채 1년이 경과할 경우 하원은 

상원의 동의 없이도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상원은 하원을 통과한 법률

안을 1년 동안 계류시킬 수 있는 권한24) 외에는 방법이 없다. 영국 의회의 입법권은 

실질적으로 하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재정통제에 있어 해당 법안은 하원에서만 발의가 가능하고 상원은 수정권한이 주어

지지 않는다. 행정부 통제의 측면에서 상원은 토론이나 질의 등을 통해서만 국정통제

기능이 가능할 정도이다. 그 외 정치적 입지도 각료 충원에 상원의원 출신의 각료가 

하원에 비해 적어 하원이 우위에 있다 할 수 있다.

원래 영국의 상원은 입법권과 함께 사법권도 가지고 있었는데 특히 사법권은 12명의 

법관귀족들이 귀족원 입법절차에서 투표권을 가지고 있을 정도였다. 다만 정치적 중

립을 유지하기 위해 이를 행사하지는 않았다. 대신 최고법원으로서 사법과 관련된 업

무를 담당하고 그 결정은 하급법원을 구속하는 작용을 하였다. 그러나 2005년 법률이 

개정되면서 상원의 사법권에 변화가 생기게 된다. 상원이 가지고 있던 최고법원의 기

능이 2009년 10월부터 상원에서 독립된 대법원으로 이전되었고, 법관귀족이 최초의 

대법관이 되었다. 즉 상원의장의 역할을 동시에 맡았던 대법원장은 더 이상 상원의장

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후 2006년 상원의장 선거가 실시되었는데, 이 때 

대법관이 되는 법관귀족은 상원에서 투표권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25)

3) 평가

영국은 하원이 상원에 비해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있다. 진보적인 의결로 사회변화를 

이끌어나가는 것이 가능하고, 하원은 상원에 비해 직접선거로 선출되기 때문에 민주

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에도 유리하다는 것이 하원우위의 영국의회가 가진 장점이라

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상원은 하원과 마찬가지로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반면, 영국의 상원은 세습귀

족과 임명직 의원으로 구성이 되며, 선출방식도 “귀족원의원추천위원회”라는 자문기

구에서 담당하는데, 이러한 방식은 간접선거와 유사하다. 의회나 선거인단, 혹은 다른 

특수기구에 의해 간접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한 대통령과 동일

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는 것처럼, 간선제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은 직선제로 

선출되는 의원들과 동일한 국민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때문에 영국 상원은 하원

에 비해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구조적 문제점을 가진다.

24) 재정지출 법안에 대해선 1개월간 지연시킬 수 있다.

25) 이준일, 앞의 논문, 9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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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1) 미국 헌법과 양원제

1776년 대륙 회의는 각 지역의 식민지 대표들이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발표하고, 공

화정을 채택하여 13개 주가 탄생하게 된다. 이후 영국과의 독립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 각 주의 대표자들은 연방의회 설치와 주 상호간의 정치적 유대관계의 강화를 위

해 연합규약을 채택한다. 

이어서 1785년 9월 각 주의 대표들은 필라델피아에 모여 연방국가의 건설을 위한 

헌법개정회의를 개최하고 여기서 연방정부의 역할 증진을 논의한다, 이후 다음해 2월 

21일에는 연방 의회가 연방조항을 개정하는 계획에 서명을 하게 된다. 이에 로드아일

랜드를 제외한 12개 주가 이 계획을 받아들인다. 이후 필라델피아 헌법회의에서는 오

랜 논의 끝에 제임스 메디슨의 버지니아 안26)과 윌리엄 패터슨이 주장한 뉴저지 

안27)을 절충한 대타협(1787.9.17)28)안이 나온다. 그 내용을 보면, 양원제를 채택하고, 

대통령은 선거인단에 의해 간접선출하며, 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면서, 상원의 동의를 

얻게 하였다. 1787년 9월 17일 헌법초안이 완성되고, 이후 1788년 6월 21일에 뉴햄

프셔 주의 헌법안이 인준됨으로서 헌법이 확정된다. 그리고 1790년 5월 29일 로드아

일랜드 주의 마지막 인준이 이루어짐으로 13개 주의 정부가 ‘미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이라는 이름으로 연방국가를 탄생시키게 된다.29)

원래 미국헌법에는 연방 하원의원은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상원의원에 대해선 각 주

의 주 의회에서 선출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다 1913년 수정헌법 제17조30)에서는 연

방 상원의원을 직접선거로 선출하도록 하였으며, 18세 이상인 자는 모두 연방 상원의

원에 대한 선거권을 가지게 하였다. 미국헌법 전문에는 국가 주권의 행사자는 국민이

라 규정하고 있지만, 그 국민이란 어디까지나 백인이어야 하고, 21세 이상의 ‘남성’이

어야 하며31), 납세가 가능할 정도의 경제력이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26) 버지니아 안

  1.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로 조직된 3개 부처

  2. 양원제의 채택(상원 - 주 의회에서의 간접선거 방식, 하원 - 직접선거)

  3. 행정수반은 의회에 의해 선출, 임기는 단임제

27) 뉴저지 안

  1. 단원제 입법부, 각 주 동수(1명의 의원)

  2. 입법부에서 세입과 통상 규제의 권한 보유

  3. 행정수반은 직접선거로 선출

  4. 사법부 판사의 임명권은 행정수반이 보유

  5. 연방법은 최고의 법률

28) 이 타협은 코네티컷 주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하여, ‘코네티컷 타협’으로도 불려진다.

29) 이준일, 앞의 논문, 9p.

30) 미합중국 수정헌법 제17조 제1항: 합중국의 상원은 각 주 2명씩의 상원의원으로 구성된다. 상원의원

은 그 주의 주민에 의하여 선출되고 6년의 임기를 가진다. 각 상원의원은 1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각 

주의 선거인은 주 입법부 중에서 의원수가 많은 1원의 선거인에 요구되는 자격을 가져야 한다.

31) 여성에게 선거권이 인정된 것은 1920년 8월 18일, 수정헌법 제19조에 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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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의원의 간접선거는 다수의 힘에 의한 과격한 변화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

가 내포되었다고 볼 수 있다.32) 상원의원의 선출이 직선제로 된 지금도 대통령과 부

통령에 대해서는 여전히 간선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 부분도 같은 의도가 있다 볼 수 

있다.

2) 상·하원의 구성과 운영

연방 헌법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미국 연방의회는 50개 주를 대표하는 상원

(Senate)과 인구비례에 따라 국민을 대표하는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으로 

구성된다. 연방 상원의원은 각 주에서 2명씩 선출하여, 총 100명을 유지하도록 하였

다. 피선거권은 30세 이상이며 9년 이상의 미국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각 주

의 주민에게 주어졌다.33) 임기는 6년이며, 의원직 연임에는 제한이 없다. 이 때 각주

의 2명의 연방 상원의원의 임기를 종료가 다르게 하여, 같은 해에 동시에 선출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상원의원을 3개의 군(class)으로 나누어 2년마다 선출하는 방식을 

택했다. 만약 상원의원이 사망, 사임 등으로 궐위된 때에는 다음 선거 때까지 임무를 

수행할 후임자를 주지사에게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연방 하원은 의원 정수가 총 435명이며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각 주의 인구비례에 

따라 선출하며, 피선거권은 25세 이상에 7년 이상 미국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해당 

주의 주민에게 주어지며, 임기는 2년이다. 하원의원이 사망, 사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

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미국의 연방 상원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법률안 발의 및 심의·의결권, 예산

안 발의 및 심의·의결권, 외국과의 조약 체결에 관한 비준권,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

차관, 대사·공사·연방법원 판사 등 고위 공무원에 대한 인준권, 대통령·부통령·행정부 

고위 공직자 및 연방법관에 대한 탄핵심판권,34) 헌법 개정안 의결권 등이 그 예이다. 

또한 상원에서 거부된 법률은 세출입 관련 법안을 제외하고는 성립되지 않는 게 특징

이다.

하원의 경우 예산안 심의권은 있으나, 조약 비준권과 고위 공무원의 지명승인권은 

없다. 입법권은 상원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며, 만약 대통령선출에서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가 없을 때는 하원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권한을 가진다. 또한 대통령, 부통령 및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탄핵 소추권을 가지는데, 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하고 상원이 의원 2/3 이상 찬성에 의해 탄핵 대상자를 면직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다.

미국의 상·하원은 입법 작용에서는 동등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입법 작

32) 이경준, 앞의 논문, 24p.

33) 연방 헌법 제1조 제3항: 연령이 30세에 미달하거나, 합중국 시민으로서의 기간이 9년이 되지 않거

나, 혹은 선거 당시에 선출되는 주의 주민이 아닌 자는 상원의원이 될 수 없다.

34) 대통령 탄핵심판을 하는 경우엔 연방대법원장을 의장으로 하여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탄핵이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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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법률안과 공동결의, 양원결의, 각원결의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이 때 법규로

서의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법률안과 공동결의이다. 법률안이나 공동결의는 양

원에서 발의될 수 있다. 상·하원 모두의 운영에 영향을 주는 내용을 포함하는 양원결

의, 상·하원 중 어느 하나의 원의 운영에만 영향을 주는 내용을 포함하는 각원결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대통령에게 이송될 필요도 없다는 특징이 있다.35)

또한 연방 상·하원이 하나의 법안에 대해 입장이 다를 때에도, 연방하원에 최종적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고, 법안의 효력 발생을 위해 반드시 연방 상·하 양원의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양원의 의견의 불일치가 지속될 때에는 반드시 양원협의회를 구

성하여 최종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하고 있다. 예산심의도 동일한 과정을 거친

다. 이 때 양원협의회의 개최요구는 상·하 양원이 모두 할 수 있고, 양원이 합의하여 

협의회가 열리는 방식이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임과 동시에 정부수반으로서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하

지만 미국의 대통령도 무제한적 권한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연방 의회와 권한을 공

유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면, 조약체결이나 비준 시 상원의 동의는 반드시 얻어야 

하는데, 상원의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연방법원 판사임명도 상

원의 권고와 동의를 얻어 임명해야 하고, 군통수권의 행사도 의회의 개입이 필수이

며,36) 2년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출을 동의하고 대외적인 군사행동을 취하도록 하

게 하는 것도 연방의회의 권한이다.37)

입법권은 연방 의회가 전권을 행사하는 편이며, 연방 정부는 의회와의 협력이 필요

할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은 연두교서를 통해 정책의 주요방향을 제시하거나, 혹은 의

원을 통해 법률안으로 제시한 후, 원내총무를 중심으로 공식 혹은 비공식적인 접촉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미국의 대통령과 양원제가 서로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권력분립원리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본다, 대통령은 아무리 자신과 적대적인 의회라고 하더라도, 거부권행사 이외

에 어떤 공식적인 수단을 의회에 대해 사용할 수 없으며, 반대로 자신과 같은 정당에

서 의회의 다수파를 장악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의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는 보장도 없게 되어 있다.38)

3) 평가

미국의 상·하원은 균형형 양원제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상·하원이 동등한 권한과 견

제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이 장점이다. 미국의 상·하원은 지위나 권한이 균

형을 이루며, 의회 내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동등하게 책임을 지는 구조이다. 의견의 

35) 이준일, 앞의 논문, 100~101p.

36) 미합중국 헌법 제1조 제8절 14항: 육해군의 통수 및 규제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37) 미합중국 헌법 제1조 제8절 12항: 육군을 모집, 편성하고 이를 유지한다. 다만 이 목적을 위한 경

비의 지출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38) 성낙인, 앞의 책, 917~91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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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발생 시 양원협의회에서 협의의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개

별 법안에 대한 단일안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양원제 국가

에 비해 강한 양원제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균형형 양원제는 권력분립의 원리에 충실했다고 볼 수 있다. 행정부나 의회, 

법원 등 어느 권력기관이든 권력의 독점은 국민에게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

서 미국은 헌법개정시 부터 입법, 행정, 사법부로 삼권분립을 꾀하였고 각 권력기관도 

지나친 권한을 가질 수 없도록 또 다른 권력분립을 시도하였다. 연방의회도 그러한 

원리에 의해 분리된 것이며, 그렇게 분리되고 동등해진 권한이 이후 미국의 양원제가 

균형형 양원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 원동력으로 볼 수 있다.39).

미국의 양원제는 균형형 양원제의 대표적인 사례인 만큼, 특별하게 부각되는 단점은 

없다. 다만 하원보다 권위가 강한 상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몇 

가지 있을 수 있다.

연방 상원은 정치적, 이념적으로 하원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20세기 초 미

국 상원은 하원에 대해 보수적인 견제세력으로 작동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보수화된 하원에 진보적인 견제세력이 되기도 했다. 하원은 특정한 정치적 이념의 영

향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상원은 상대적으로 그런 영향이 적은데다, 애초에 

다양한 지역의 이해를 대변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특정한 

정치집단의 이해보단 지역의 이해가 우선되어 왔던 것이다.40).

그러나 이러한 점은 반대로 하원의 의결에 대한 일방적인 거부권 행사로 이용될 가

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입법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감으로써 효율

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결정의 부재가 심해질 수 있고, 나아가 책임소재가 불

분명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연방의회가 사회변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

하지 못할 수도 있다.41)

3. 독일

1) 독일 헌법과 양원제

독일 의회는 1815년부터 1866년까지 독일연방을 대표하기 위해 존속했던 ‘연방회의’

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후 1871년 독일제국(비스마르크제국)의 건국으로 의회는 ‘제

국의회’와 ‘제국참사원’으로 분리되었다. 제국의회의 경우에 남성들만의 직접 평등선

거로 의원을 선출하였고, 수상 선출권을 갖지 못하는 등 매우 제한적인 권한만을 가

졌다. 1918년 혁명으로 바이마르공화국이 성립되고, 여성에게 선거권이 인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국의회는 수상과 내각에 대한 불신임권을 갖게 된다. 하지만 바이마르

공화국의 제국의회는 1933년 히틀러정권을 출범시킨 불명예를 안게 된다. 패전 후 

39) 이경준, 앞의 논문, 12p.

40) 정연정, 앞의 논문, 204~206p.

41) 이경준, 앞의 논문, 3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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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제정된 헌법(기본법)에 따라 ‘연방의회’가 구성된다. 동서독의 통일 후 연방의

회는 제국의회의 건물로 이전하면서 독일 전체를 대표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독일의 의회는 각 주를 대표하는 ‘연방참사원’(Bundesrat)과 전체국민을 대표하는 

‘연방의회’(Bundestag)로 구성된다. 이처럼 연방국가인 독일에서 양원제는 동일하게 

연방국가인 미국의 양원제와 같이 주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 상·하원의 구성과 운영

연방의회는 국민의 보통 직접 자유 평등 비밀선거로 선출되어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의원으로 구성되는 반면에(독일기본법 제38조 제1항), 연방참사원은 각 주를 대표하는 

주지사와 주정부의 각료42)로 구성된다는 점에서43)차이가 있다.

연방의회의 선거는 소선거구제(299석)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299석)가 정확하게 

1:1로 혼합된 형태이고, 후자의 경우에 소수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효투표수의 5퍼센트 이상을 득표하거나 소선거구제 지역선거에서 3석 이상을 획득

한 정당에게만 의석을 배분하는 ‘저지조항’을 두고 있다. 연방참사원의 경우에 각 주

에서 선출하는 대표의 수는 최소 3명으로 인구수에 비례하여 결정된다(독일 기본법 

제51조 제2항).44) 연방의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고(독일기본법 제39조 제1항), 연방참

사원의 임기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주지사 또는 주정부의 각료로서 재직하는 기

간 동안이다. 연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차기 수상을 선출하며 수상을 

불신임할 수 있고(건설적 불신임제: 독일기본법 제67조 제1항), 수상의 신임투표요청

에 대해서 신임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때 신임을 거부당한 수상의 제청으로 연방대

통령에 의해 해산될 수 있다(독일기본법 제68조 제1항).45) 연방참사원은 수상을 불신

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반면에 해산되지도 않는다.

독일에서 양원의 권한은 균형을 이루는데 무엇보다도 연방의회와 연방참사원은 모두

법률안제출권을 갖는다. 그밖에 연방정부도 법률안제출권을 가지고 있다. 우선 연방참

사원이 제출한 법률안은 연방정부로 이송되고, 연방정부는 원칙적으로 6주 안에 의견

을 제시해야 하며, 이 법률안은 다시 연방의회로 이송된다. 다음으로 연방정부가 제출

한 법률안의 경우에는 우선 연방참사원으로 이송되고,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서 연방

참사원은 원칙적으로 6주 안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연방참사원의 의견을 들은 후 

연방정부는 다시 법률안을 연방의회에 이송해야 하는데 연방참사원이 의견에 반대하

42) 베를린, 브레멘, 함부르크와 같은 도시주의 경우에는 시장과 주상원의원이 연방참사원의 의원이 된

다.

43) 따라서 연방참사원의 의원은 각 주에서 부여받은 주의 직(주지사나 각료 또는 시장이나 상원의원)과 

연방의 직을 겸직한다.

44) 독일 기본법에 따르면 인구가 200만을 초과하는 주는 4명, 600만을 초과하는 주는 5명, 700만을 초

과하는 주는 6명의 대표를 연방참사원에 보낼 수 있다(제51조 제2항). 

45) 연방의회가 해산된 경우는 1949년 기본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세 차례 있었다. 1972년 빌리브란트 

정부, 1982년 헬무트 콜 정부, 2005년 게하르트 슈뢰더 정부 시절에 있었던 의회해산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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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에 반대의견을 첨부하여 연방의회에 이송한다. 한편 연방참사원이나 연방정부

가 제출한 법률안 또는 연방의회(1개 이상의 교섭단체 또는 재적의원의 5퍼센트 이상

의 의원) 스스로 제안한 법률안을 포함하여 그에 대해서 연방의회가 의결하면 해당 

법률안은 연방참사원으로 이송된다. 이때 연방참사원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의 경우에

는 연방참사원은 동의 또는 거부하거나 중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고, 연방참사원의 

동의가 필요 없는 법률의 경우에는 우선 중재위원회를 소집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 

뒤에 중재절차가 종료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연방참사원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은 헌법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따라서 연방

참사원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서 헌법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법률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방참사원의 동의가 필요 없고, 이러한 법률에 대해서 연방참사원은 ‘이

의’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관여할 수 있을 뿐이다.46)

3) 평가

독일 연방의회에 있어 연방하원과 연방상원 간의 정치적 이해의 차이로 인한 봉쇄의 

가능성은 각 주 의회의 정당별 득표결과에 따라, 그리고 주정부의 형태에 따라 언제

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갈등관계의 가능성은 독일에서는 합의민주주의를 강화시

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으며, 의사 결정에 있어서도 합리성을 부여하였다.47)

한편 주정부의 연합체인 연방상원의 합의제 헌정체제의 복잡한 협상시스템은 연방정

부의 조합주의정치에 노사 참여를 유인할 정책의 자율성을 제약했고, 연방정부에게 

사회적 파트너들보다는 상원의 다수당과의 협상을 통해 정책개혁을 추진토록 유도했

다. 

4. 프랑스

1) 프랑스 헌법과 양원제

프랑스는 헌법전문에서 1789년 대혁명 이래로 국민주권을 준수한다는 취지를 선언

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프랑스 의회의 상원은 단원제의 급진적 성격을 완화하기 위해 

처음 만들어졌지만, 나폴레옹 시대 들어서는 입법권을 분할하는 역할을 하여 집행권

이 강화되도록 하였고 한편으로는 헌법을 보호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였다. 프랑

스 제3공화국에서의 상원은 공화주의 이념이 정착됨에 따라 평등한 모습의 양원제로 

바뀌었고 이는 현재 프랑스 제5공화국에서 상원이 지방자치단체 대표로서 작용하게 

된 바탕이 되었다.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은 상원 구성에 있어 간접선거를 채택하여 

상원이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서 작동하도록 하였고, 부분적 개선을 통해 양원제의 

46) 송길웅, “양원제에 관한 연구,” 『헌법학 연구 』제6권 제4호, 2000,2.

47) 정재각, 『독일연방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1,12,31. 99~10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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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를 손상하지 않도록 보완하였다. 하지만 실제 헌정에 있어 여성 상원의원의 증가, 

고령화, 전문직의 강세 등의 편향성이 나타나고 있다.48)

2) 상·하원의 구성과 운영

프랑스 의회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상원(Sénat)과 국민의회(Assemblée 

nationale)가 있다. 프랑스의 상원의원은 간접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선거인단의 구성

은 각 선거구 내 하원의원, 지역의회 의원, 시의회 의원 등이며, 상원의원 선거 입후

보 자격 연령은 30세 이상이다. 의원 임기는 6년이며, 3년 단위로 절반씩 선출 한다. 

상원의장은 의원선출 시 3년마다 선출된다. 6개의 상임위원회는 외교·국방·군사 위원

회, 사회 위원회, 문화·교육·커뮤니케이션 위원회, 경제·지속가능개발·국토정비 위원회, 

재무 위원회, 법제 위원회로 구성된다. 헌법 제88-4조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별도로 

유럽위원회를 설치한다. 프랑스 상원 의석수와 관련해서는, 2007년 2월의 법률안에 

따라 과들루프로부터 독립한 생 바르텔레미와 생 마르탱이 독립적인 해외공동체로 인

정됨에 따라 두 지역이 2008년 선거구에 포함되었으며, 2008년 9월 선거 이후 상원 

의석수는 331석에서 343석으로 늘어났다. 프랑스 상원 의석수는 2011년 이전까지 

343석이었지만, 상원개혁관련 법안(2003년 7월 공포)에 따라 2011년에는 348석이 되

었다.

프랑스의 하원의원은 소선거구제에 의한 직접선거로 선출된다. 1986년 3월 자크 시

라크가 총리에 취임하여 비례대표제에서 소선구제로 선거방식을 바꾸었다. 프랑스 하

원의원 임기는 5년이며, 선거 입후보 자격연령은 23세 이상이다. 8개의 상임위원회는 

문화·교육 위원회, 경제 위원회, 외교 위원회, 사회 위원회, 국방 위원회, 지속가능개

발·국토정비 위원회, 재무 위원회, 법제 위원회로 구성된다. 헌법 제88-4조에 의거하

여 유럽위원회를 설치하고, 의석수는 577석(본토 555석, 해외 영토 22석)이다.

현재 프랑스 의회는 하원 중심의 양원제로 운영된다. 행정부가 의회에 대해 우월한 

지위를 가지며, 입법 영역은 제한되어 있고, 국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항들에 대해 구체적 행정 규율을 정한다. 정부 발의 법률안은 국가평의회의 심사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채택된 후 상·하원 중 한 곳에만 제출하면 된다. 의원 발의 

법률안은 의회 이사회에서 재정타당성 심사를 거쳐 제출되고, 예산법률안이나 사회보

장 재정법률안은 하원에 먼저 제출해야 한다.

의원 발의 법률안이 법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정부는 법률안 제출을 반대할 

수 있다. 의회와 정부의 의견차가 있을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요청에 따라 헌법위원

회가 법률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제출된 법률안은 해당 

원의 소관 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투표로 확정된다. 이후 최종안은 다른 

원으로 이송, 투표 후 법률로 채택된다. 양원 중 한쪽이라도 반대한다면 정부가 상·하

원 합동위원회를 요구하지 않는 이상 양원이 심의를 반복하도록 되어 있다.

48) 한동훈, “프랑스 헌법상 상원의 지위” 『세계헌법연구』,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16, 123~12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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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에 대한 양원의 견해가 다를 경우에는, 총리가 상·하원 합동위원회의 구성을 

요청하고 단일안을 작성도록 할 수 있다. 상·하원 합동위원회가 합의한 단일안은 양원

에서 수정 없이 가부 표결을 통해 채택된다. 상·하원 합동위원회에서 합의안을 작성하

지 못하거나 작성된 합의안이 양원에서 인준되지 못한 경우, 정부는 양원의 심의가 

끝난 후 하원에 최종안을 가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채택된 법률안은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한다. 대통령이 법안에 반대할 경우, 의회의 재심이나 헌법위원회의 

위헌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프랑스 하원은 재적의원 1/10 이상의 발의와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내각을 불신

임할 수 있다. 그러나 상원에게는 내각 불신임권이 없다. 프랑스 의회는 특별정치재판

소에 소송을 제기하여 총리와 각료들의 직무상 모든 책임에 대한 정치재판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정부 각료는 의회에 출석하여 정부 정책을 설명해야 하며, 정부는 의회

와 협의하여 의회의 법률안 심의 의사일정을 결정하는 등 입법의 각 단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다.49)

양원제 의회의 회기는 연 120일을 넘지 못하며 주요 기능은 인권에 관한 법률제정

에 한정하였다. 각료는 국회의원 기타 공직을 겸직하지 못하고 당적을 부정하는 등 

모든 면에서 정당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의회주의의 엄격한 제약을 받고 있다. 

3) 평가

프랑스의 입법 및 정부에 대한 통제과정을 보면 의회민주주의의 실질적 구현이 존재

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양원제를 도입하는 것은 국정의 혼란만 더욱 더 가중시키는 

것이 확인된다. 프랑스 상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단원제의 독단 및 경솔함

을 방지하고, 의회내부에서의 하원과의 경쟁을 촉진하며, 사회의 다원적 의사를 반영

하며, 나아가 사전적 위헌법률심사제도가 존재하는 경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예방

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는 양원제의 이론적 장점은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50)

2000년 개정헌법에서는 대통령이 총리, 상·하원 의장과 협의 후 하원을 해산할 수 

있으며 의회해산 후 20~40일 사이에 총선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총선 후 1년 이

내에는 의회를 해산할 수 없다. 정부의 안정성을 보장받는 한편으로 정부 독재의 위

험도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상원의 권한이 강하다보니 입법권의 제한 및 집행권의 강화라는 기본 의의로 돌아가

도록 역할을 재설정하였다. 그러나 상원의장이 비상시 국가원수의 기능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역할을 하며, 헌법재판소 구성에 관여하고, 상원의 동의 없이 헌

법 개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며, 특히 2008년 헌법개정에서 원칙적으로 하원과 동등한 

입법권, 통제권, 평가권을 가지게 한 부분은 프랑스 상원의 권한을 넓게 설정한 것으

로 보인다.

49) 한동훈, 앞의 논문, 119~120p.

50) 한동훈, 앞의 논문, 123~12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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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본

1) 일본 헌법과 양원제

일본의 양원제는 1890년 입헌군주제를 표방한 메이지헌법에 의해 도입되었다. 1185

년부터 시작된 막부에 의한 정치는 약 700년 동안 이어져 왔으나, 1853년 페리 제독

이 이끈 미국 함대의 내항 이후 서구열강들과의 여러 불평등 조약이 이루어지면서 에

도 막부에 대한 반발이 커져가고 있었다. 이후 왕정복고의 기치 하에 메이지 정부군

과의 충돌이 계속되면서 1868년 결국 메이지유신(明治維新)으로 막부시대가 막을 내

리고 왕정복고를 통한 중앙집권적 권력통일이 이루어진다. 이 때 양원제가 일본에 처

음 도입되었다. 메이지유신 당시 일본의 양원제에서 상원은 왕족, 귀족, 그리고 일왕

에 의해 임명되는 자로 구성되었으며 하원은 제한선거로 선출된 국민 대표로 구성되

었다. 내각의 총리는 일왕이 임명하였고, 내각은 의회가 아닌 일왕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입법권은 일왕의 고유 권한으로서 당시 일본의 양원제 의회는 일왕의 

보조기구로 작동하여 그 권한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러일전쟁과 대한제국의 병합 등으로 일본의 정치적 위상은 갈수록 높아졌고, 자본주

의도 급격히 발달하면서 중산층인 시민계급의 성장이 가속화되었다. 그러면서 일본시

민들도 정치적, 시민적 자유를 자각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배경으로 자유와 권리의 쟁

취,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등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1911년 가쓰라 타로의 3차 내각이 구성되었으나, 인사 대부분이 사쓰마와 조슈 지역 

출신 군벌들로 이루어지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다음 해인 1912년 군벌타도와 헌법

수호를 목적으로 한 제1차 호헌운동이 전개되어 결국 3차 내각은 성립된 지 53일 만

에 총사직하게 된다. 이어서 1923년에는 기요우라 내각이 출범하였으나, 각료 대부분

이 귀족원 출신으로 구성되면서, 제2차 호헌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51) 이후 성립된 

가토 내각은 보통선거법을 제정하여 재산의 정도로 제한되었던 선거권을 만 25세 이

상인 모든 남자에게 부여하였으며, 처음으로 정당정치를 실현하면서 중의원인 하원의 

영향력이 커지도록 하였다. 그러나 1929년의 대공황으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민주주의

에 대한 열망이 식어가면서, 침략전쟁을 통해 군부 세력이 새로이 권력을 잡게 된

다.52) 1932년 5·15 사건으로 총리 이누카이 쓰시(犬養毅)가 암살되면서 군부 세력이 

본격적으로 정계에 진출하게 되며 일본의 정당정치 및 의회정치의 입지는 좁아지게 

된다. 1936년 2·26 사건에 의해 일본 정치는 노골적으로 ‘군국주의’ 이념을 내세우게 

된다.53)

일본의 양원제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이후 큰 변화를 겪는다. 1947년 5월 3일 

시행된 개정헌법에 따라 일왕은 상징적인 존재로만 남겨지고, 새로운 일본 의회가 헌

51) 이경준, 앞의 논문, 40p.

52) 만주사변 이후 세계 여론이 부정적으로 흐르자, 군부는 정부에 대해 국제연맹의 탈퇴를 권고하기에 

이른다. 이후 일본은 국제연맹에서 탈퇴하여 고립외교로 나아가게 된다.

53) 이경준, 앞의 논문, 4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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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최고기관의 지위를 부여받는다. 일본은 의원내각제에서 의회는 총리를 선출하며 

과반수의 내각을 구성하고,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54) 연합군 

총사령부는 본디 일본 의회가 단원제를 채택할 것을 권고하였지만, 일본은 이미 많은 

나라가 의회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양원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단원제 의회를 채택할 

경우 정권교체로 정부 정책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양원제를 통해 정

부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연합군 총사령부는 

상원인 귀족원을 민선으로 선출하는 조건으로 일본의 양원제를 허용하게 된다.55)

2) 상•하원의 구성과 운영

일본의 참의원(參議院)과 중의원(衆議院)은 모두 직선제로 선출된다. 먼저 상원격인 

참의원은 의원 정수가 242명이고, 이 중 96명은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정당명

부식 비례대표제를 통해 선출되는 비례대표선출의원이다. 나머지 146명은 47개 지역

을 선거구로 하여 선거구별로 득표수에 따라 2명에서 10명의 의원이 선출되는 지역

선거구선출의원이다. 임기는 6년이며, 3년마다 재적의원의 1/2씩 교대로 선출한다.56)

피선거권은 30세 이상의 자에게 부여되며, 임기는 6년이다. 한편 하원격인 중의원은 

의원의 정수가 480명이다. 이중 300명은 소선거구제 방식으로 선출되고, 나머지 180

명은 전국 11개의 선거권역에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통해 선출된다. 피선거권은 

25세 이상의 자에게 주어지며, 임기는 4년이다.

일본의 양원제는 영국처럼 상원인 참의원이 하원인 중의원보다 하위에 있는 불균형 

형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예산안 심의에서 보면, 참의원에서 예산에 대

해 중의원과 다른 의결을 하게 될 경우, 양원협의회에서 의견을 조정하게 된다. 이 

때 의견이 수렴되지 못하는 경우, 참의원이 중의원의 예산안을 접수한 30일 이내 의

결하지 않으면 중의원의 의결이 국회의 의결로 간주되도록 하였다. 조약체결에 있어

서도 중의원이 우선적 승인권을 갖고 있다. 중의원과 참의원은 각각 내각 총리대신을 

지명할 권한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도 양원의 의견이 다를 경우, 법률에 따라 양원협

의회를 개최하여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양원협의회에서 조정이 되지 않거나, 중의원

의 지명 의결 10일 이내에 참의원 의결이 없는 경우 중의원 의결이 의회 전체의 의결

로 간주되도록 하였다. 참의원이 중의원에 비해 무조건적으로 열등한 권한을 갖고 있

는 것은 아니다. 중의원과 참의원이 하나의 법안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

는 경우에는 참의원이 최종적인 의결권을 갖도록 규정되어 있다.57)

54) 이준일, 앞의 논문, 105p.

55) 최희식, “일본 분점국회의 교착상태에서 본 양원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한국과 국제정치』, 제27

권 제2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1.여름). 156~157p.

56) 일본국 헌법 제46조: 참의원 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3년마다 의원의 반수를 개선(改選)한다.

57) 일본국 헌법 제59조 제4항: 참의원이 중의원이 가결한 법률안을 받은 뒤 국회 휴회기간을 제외하고 

60일 이내에 의결을 하지 않을 때는 중의원은 참의원이 그 법률안을 부정했다고 간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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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일본의 참의원과 중의원, 양원은 모두 직접선거와 비례대표제에 의한 선출하는 방식

을 택하고 있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일본 문화는 합의 및 

화합을 중시하기로 유명한데 이러한 문화는 양원제에도 영향을 미쳤다. 양원 중 어느 

하나의 원에 의한 일방적이고 강행적인 의회운영은 화합을 중시하는 문화 내에서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국 헌법 제59조를 통해 이러한 정치문화를 

확인해볼 수 있다. 합의를 중요시하는 정치문화는 의안처리에서 그 장점이 발휘되는

데, 실제 자민당의 단독정권 시기에도 최대 야당인 사회당과의 협의를 중요시하였다.

일본 양원제는 양원 모두를 직접선거로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직선제 선출방식은 

필연적으로 정당정치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참의원은 중의원과 마찬가지로 동일

한 정당들이 참여하여 원내 세력비율이 중의원과 거의 똑같은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

문에 참의원 의원 개개인이 특정 정치세력의 영향 밖에서 소신 있는 의견을 내놓기가 

힘들어진다. 그렇게 되면 참의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것이 아닌 특정 정치세력을 대표

하는 경향을 갖게 되며, 참의원의 권한이 정당정치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독립적이어야 할 참의원이 정치이념의 영향을 받게 되고, 중의원에 대한 견제 및 조

정기능을 상실해버릴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긴다.58)

앞에서 본 합의 및 화합을 중시하는 일본의 정치문화는, 양원제에서는 신중한 의안

처리가 가능하고, 단원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급진적인 법안처리를 막는데도 큰 도움

이 된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은 반대로 결정의 부재와 책임소재의 불분명

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도 국민 의사의 반

영이기 때문에, 중의원에서 재 가결을 한다면 참의원의 존재의미를 부정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책임 논란이 생길 수 있다.59) 이러한 이유로 중의원의 재가결이 억제

되고 있지만 이로써 또 다른 결정의 부재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책임소재가 흐려져 

무책임한 법안 처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60)

6. 슬로베니아

1) 슬로베니아 헌법과 양원제

20세기말에 체제변환을 경험한 동유럽의 국가들은 입헌민주주의의 다양한 실험을 하

고 있다. 그 중에서 1990년 유고슬라비아로부터 독립하여 1991년에 새로운 입헌주의

헌법을 제정한 슬로베니아공화국은 양원제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제도를 만들어 실

시하고 있다. 단일국가이면서 내각제 정부형태를 취하고 있는 슬로베니아의 상원은 

구성과 권한의 면에서 기존의 양원제 모델들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면을 지니고 있어 

58) 이경준, 앞의 논문, 46p.

59) 이경준, 앞의 논문, 46p.

60) 최희식, 앞의 논문, 17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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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간략히 살펴보려 한다.61)

2) 상·하원의 구성과 운영

슬로베니아 헌법은 하원인 국가의회(National Assembly: Staatskammer)와 상원인 

국가참사원(National Council: Staatsrat)을 두고 있다. 하원은 비례대표제를 기초로 

하는 직접선거방식에 의해 선출되는 90인의 의원으로 구성된다(슬로베니아헌법 제80

조). 이에 반해 상원은 40인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상원의 구성을 보면,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다. 경제적 이익단체, 비영리적 단체 및 지방자체단체들의 대표로 이루

어진다는 점이다. 12인의 상원의원은 세 개의 직능단체 집단으로 구성되는데, (1) 사

용자, (2) 노동자, (3) 농민, 중소자영업자, 전문직종사자의 집단이 각각 4인씩의 의원

을 선출한다. 그리고 소비자단체나 시민단체와 같은 비경제적 단체에서 6인의 의원을 

선출한다. 나머지 22인의 의원은 지역 대표로 한다(동 헌법 제96조). 상원의원의 임기

는 5년이고, 선거방식은 직능대표와 지역대표의 선출방식이 다르다. 각 지역을 대표

하는 상원의원은 유권자가 직접 선출하지만, 다수대표제에 의한다. 직능대표의 상원의

원은 각 직능단체별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해 간접선거로 선출된다. 직능대표와 지

역대표로 이루어지는 슬로베니아 상원의 구성은 정당원이 상원의원으로 출마하는 길

을 막지는 않지만, 상원은 하원에 비해 정당의 직접적인 영향을 덜 받는다 할 수 있

다.

슬로베니아의 상원은 하원에 비해 권한이 약하다. 슬로베니아의 상원은 하원에 법률

안 제출권, 하원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권한, 하원에 대한 국정조사요구권 등의 권한

을 지닌다. 이에 대해 하원은 상원에 개별사안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동 헌법 제97조).

슬로베니아의 상원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권한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법률안에 대한 정지적 거부권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는데 상원이 거부권

을 행사한 경우 하원이 이를 극복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재의결하

여야 한다. 정지적 거부권의 활용빈도가 초기에는 매우 높았다가 이후 점차 줄었는데 

이는 상원이 초기의 입법과정에서 법률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하원이 이를 감안하는 정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상원이 지니는 정지적 거부권이 입

법에 대한 종국적인 결정권한이 아니라 하더라도 보다 깊은 숙의의 과정을 거치는 신

중한 입법을 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법

률안이 결과적으로 재의결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여론의 관심과 헌법재판소 등 

관련 헌법기관의 관심을 환기시킴으로써 하원의 입법과정을 보다 투명하고 신중하게 

만드는 실질적인 효과를 지닌다. 

61) 송석윤의 논문이 슬로베니아의 양원제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어서 아래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소개하

기로 한다. 송석윤, “양원제의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헌법학 연구』, 제14권 제4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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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평가

슬로베니아 양원제는 상원을 지역대표형과 직능대표형을 혼합한 경우이다. 슬로베니

아 외에도 과거 아일랜드가 이러한 형태의 양원제를 가지고 있다가 폐지되었는데, 슬

로베니아의 경우에는 유고슬라비아에서 독립한 1991년도에 이러한 형태를 새로이 도

입하였다. 다원사회에서 직능대표를 가미한 형태로 상원을 구성한 것은 다양한 직능

군의 대표성을 국가기구에 반영한 장점이 있는 반면, 실제로는 매우 다양한 직능대표

를 어떤 기구가 어떤 비율로 대표할 것인지를 정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

며,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인다. 

제3절  평가

양원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1. 장점

1) 의안처리의 신중성

양원제는 상·하 양원에서 두 번의 의안처리과정을 가지게 함으로서 의안처리에 신중

을 기할 수 있고, 단원제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급진적인 의안처리를 방지할 수 

있다. 즉 만약 하원에서 편향적이고 극단적인 안건을 결의하였을 경우, 상원이 이 안

에 제동을 걸어서 의안처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미국의 상·하원을 보면 이런 장점이 가장 잘 나타나고 있다. 연방 하원이 정략적이

고 급진적인 법안을 결의할 경우, 연방 상원이 당리당략을 초월하여 법안을 심의함으

로서 조정 및 거부가 가능하다. 이러한 구조는 연방 상원의원이 선거구 주민들의 단

기적 여론변화에 지나치게 구애받지 않게 상원의원의 선출을 2년마다 순차적으로 개

선하는 선거방식을 채택하여 의원들이 소신이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하원보다 강화된 피선거권 연령 및 미국시민권 보유 요건들은 연방 상원의원

의 위상이 하원과 다르다는 인식을 주게 하며 상원이 하원에 종속되는 경향을 억제할 

수 있다.

2) 대표성 구현의 다양화

양원제에서는 대표성을 다양하게 구현할 수 있다. 상원 구성에 따라 연방국가적 성

격을 의회에 반영할 수도 있고, 지역대표 및 직능대표의 특성을 의회 구성에 도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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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다양한 사회계층의 요구를 수용할 수도 있으며, 소수 사회계층의 지지자도 의회에 

진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의회 내에서도 권력분립이 가능해져 특정 정당의 의회지

배를 막을 수 있고 다수당의 횡포 역시 방지할 수 있다.

대표성 구현의 다양화는 독일의 양원제에서 잘 드러난다. 독일 연방 상원은 각 주들

의 관심을 국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며, 각 주의 대표들이 관심사를 상의하고, 공동

의 입장을 정리할 수 있는 공론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또한 각 주들 간의 대화를 

촉진하며, 이를 통해 주 의회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구조이다. 독일 연방 상원의원들

은 연방 수준에서 지역이익을 대표하며, 각 주들은 국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연방 상원을 이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프랑스의 양원제 또한 다양한 대표

성을 반영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프랑스의 상원의원 수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

대적으로 많게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특정한 직능이나 사회의 집단을 대변하기 

위해 상원이 존재해야 하는 만큼, 사회의 다양한 이해를 대표하는 집단으로서의 성격

을 가져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즉 상원은 중앙정치 제도의 정통성과 민주성을 강화

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62)

3) 정치이념의 균형 유지

양원제 의회는 상호견제를 통해 특정 정당에 의해 정치적 이념이 의회를 지배하는 

쏠림현상을 막아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하원에서 특정정파에 의한 파행적인 

운영을 방지할 수 있고, 우경화 혹은 좌경화와 같은 이념의 쏠림현상에 휩쓸리기 쉬

운 하원에 대한 견제 및 중재도 가능하다.

특히 미국 양원제에서 상원은 하원에서의 정치적 혹은 이념적 쏠림현상을 견제하는  

역할을 잘 수행해오고 있다. 20세기 초에는 미국 상원이 하원에 대한 보수적인 견제

세력으로 작동해왔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엔 반대로 보수화된 하원에 대하여 진보적

인 견제세력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정치적 견제가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원은 

의석수가 많고 유동적인데 비해, 상원은 의석수가 적고 특정 정치이념을 가진 엘리트 

집단의 지속적인 의회 지배 가능성이 낮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즉 연방 상원은 특

정 정치집단의 이해보다는 지역의 이해를 중점적으로 보장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

다.63)

2. 단점

1) 교착상태로 인한 효율성 부족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원제는 상·하양원의 의안처리 과정을 거치는 만큼, 의안

62) 정연정, 앞의 책. 206p.

63) 정연정, 앞의 책, 203~20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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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에 신중을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은 반대로 입

법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을 많이 들임으로서 효율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급히 통과시켜야할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장기간 지체되는 경우가 발

생할 수 있다, 그리고 단원제 의회에 비해 결정의 부재가 심해질 수 있고, 나아가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 양원제 채택의 근본적인 이유가 권력의 분산 및 견

제인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한 무책임성이 입법기능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는 것이다.

일본의 양원제를 살펴보면 이러한 단점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일본의 양원제는, 합의 

및 관례를 중시하는 일본의 문화가 양원제 채택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화는 의회운영에도 영향을 미쳐, 자민당 단독정권의 시기에도 최대야당인 

사회당과의 정책 협의를 절대 소홀히 하지 않을 정도였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이

런 점들은 의회를 장기간의 교착상태 및 정국경색으로 이어지게 할 가능성도 있다. 

물론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률안은 중의원 의석 3분의 2 이상의 재의결로 성립시킬 수

는 있다.64) 하지만 재의결을 하게 되면 일방적 국회운영으로 비추어질 가능성이 있

어, 해당 조항대로 이행하는 것은 최대한 억제하는 실정이다. 참의원의 법안부결도 국

민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인식되다보니, 중의원의 재 가결은 곧 참의원의 존재의의

를 무시하는 행위로 간주되어,65) 참의원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의회의 교착상

태를 유발한다는 이유에서 되도록이면 재의결을 자제하는 것으로 한다.66)

2) 선거방식 차이로 인한 문제

상·하원의원 모두를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미국을 제외하고, 독일이나 프랑스 등은 상

원 구성에 있어 선거인단을 통해 간접선거로 선출하고 있다. 영국의 상원은 애초 세

습귀족이나 임명직 의원으로 상원의원의 피선거권 대상을 한정시키고 있다.

상원의 구성을 직접선거로 하지 않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의회나 선거인단을 통해 간접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 대통령제에서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대통령과 동일한 국민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는 것처럼, 선거인단에 의해 선

출된 의원들도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의원들과 동일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간접선거로 구성된 상원은 직접선거로 구성된 하원에 비해 민주적 정당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선거방식 차이는 민주적 정당성 외에도 파벌주의

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간선제로 선출되는 독일 연방 상원의 경우, 연방 상원에서

는 표결 시 각 주가 하나의 통일된 의사를 표명해야 하며 각 주는 인구 규모에 따라 

정해진 수의 표결권을 부여받게 된다. 당연히 개개인의 독자적 의사표현은 제한될 수

64) 일본국 헌법 제59조 제2항: 중의원에서 가결하고 참의원에서 이와 다른 의결을 한 법률안은 중의원

에서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 다시 가결했을 때엔 법률이 된다.

65) 일본국 헌법 제59조 제4항: 참의원이 중의원이 가결한 법률안을 받은 뒤, 국회 휴회 중의 기간을 제

외하고 60일 이내에 의결을 하지 않을 때에는, 중의원은 참의원이 그 법률안을 부정했다고 간주할 수 

있다.

66) 최희식, 앞의 논문, 17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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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없다. 때문에 각 주들 간의 지역파벌주의가 발생할 수 있고, 국가의 관점이 아

닌 자신의 지역의 관점에서 국정을 논의하려는 경향이 발생하게 된다. 표결 시에는 

주별로 일괄적으로 계산이 되므로, 의석배정규칙에 따라 독일 각 주들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들의 의석이 과반수를 차지하게 될 경우에는, 규모가 작은 주에 불리

한 표결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

양원제에서는 전체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 또한 인구 비례에 따라 선출

되는 양원제는 정당의 노선에 상대적으로 충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당 정치의 영

향을 많이 받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다수당의 횡포로 인한 대표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상원의원만 간접선거로 선출하는 경우에는 전체 국민이 아닌 

특정 계층만을 대변하는 상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표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 다수정당에 의한 대표성 문제

다수정당에 의해 나타나는 대표성 문제는 일본, 아일랜드, 그리고 우리나라 제2공화

국의 양원제에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본디 일본 양원제에서 참의원은 중의원과 다

르게 사회 각 부문의 원로를 모을 수 있도록 직능대표제나 지방의원들에 의한 간접선

거, 학식 있는 자의 선출 등의 방안들 중 하나를 채택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

식들은 참의원의 민주화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있어 참의원 역시 중의원처럼 직접 선

거로 의원을 구성하게 되었다.67) 그런데 양원 모두에 직선제를 도입하면서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동일한 정당들이 참의원과 중의원의 선거 모두에 참여하기 때

문에 참의원의 원내 세력 비율이 중의원과 아무런 차이가 없게 구성되어 버렸다. 중

복된 세력 비율에 대해 참의원을 ‘중의원의 복사판’, 혹은 ‘제1.5원’이라는 비판이 나

오게 되었다.

아일랜드 상원은 정당제 민주주의의가 강화되어 오히려 상원의 기능이 사라져버린 

경우로 볼 수 있다. 원래 각 직능단체를 대표하는 상원의원을 선출해야 하는데, 선거 

과정에서 정당 관여도가 높아지자 상원의원들 또한 하원의원들처럼 자신이 속한 정당

의 노선에 따라 표결권을 행사하는 구조가 되어버렸다.

우리나라 제2공화국에서의 양원제 역시 다수 정당에 의한 대표성이 문제가 된 사례 

중 하나이다. 제2공화국의 양원제에서는 참의원과 민의원 모두 같은 정당들이 참여하

여 원내 세력비율이 같을 가능성이 농후하였다. 제3차 헌법개정 이후 국회의원 총선

거가 실시되었는데 민주당이 민의원에서 233석 중 175석, 참의원에선 58석 중 31석

을 확보하여 절대과반을 차지하면서 사실상 민의원과 참의원 구분이 무의미하게 되었

다. 참의원이 지역대표성을 발휘할 수 없었던 것은 물론이다.

참의원에 속한 의원이 정당정치의 영향을 받게 되면 소신 있는 의견을 내기가 어렵

게 된다. 결국 지역 대표가 아닌 특정한 정치세력의 대표가 될 수 있으며 정치 이념

67) 박찬표, “양원제의 이론과 실제: 한국 양원제론의 심화를 위하여”, 『입법조사연구』, 제251호, 국회도

서관 입법조사분석실, 1998, 120~12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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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어 민의원에 대한 견제 및 조정기능이 소실되어버릴 수 있

다.

이상 일본, 아일랜드, 우리나라의 사례 모두 정당정치 원리에 따른 양원 구성으로 

생긴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소수파의 대표성이 사라지면 다수당의 의사가 국민 전체

의 의사로 왜곡될 수 있어 양원제의 본래 목적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68)

4) 특정 계층만 대변하는 대표성 문제

프랑스 양원제에서 상원은 지역대표성을 바탕으로 상원을 구성하고 있다. 프랑스의 

지역대표 방식은 생활공동체인 코뮌의 대표자를 상원 선출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여 

지방자치와 국가 통합 사이의 조화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장점이 있

다.69)

하지만 프랑스 상원에서의 지방 소지역 대표성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각 지역의 인구차이를 무시하고 배분된 선거인단 선거를 통해 의원을 선출

하다보니 대도시의 의사가 무시되고 인구가 적은 소도시와 농촌의 의사를 우대하여 

전체국민의 의사 반영 정도가 왜곡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민주주의 선거의 기본

원칙인 표의 등가성을 위배한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상원 자체의 국민 대표성을 훼

손시켜 상원의 민주적 정당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70)

68) 이경준, 앞의 논문, 20p.

69) 전수연, “프랑스 제3공화국의 상원과 지방자치”, 『연세대학교 인문과학』, 제76·77호, 연세대학교 인

문학연구원, 1997, 392p.

70) 이경준, 앞의 논문, 2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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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대한민국에서의 양원제 분석

제1절  서언

대한민국의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제정·공포되었다. 이후 9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의 헌법에 이르게 되는데, 그 동안 정부형태 그리고 특히 국회와 정부의 관계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한 때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했었고, 한때는 부통령이라는 

직책이 설치되었던 적도 있었고, 국무총리제가 폐지되었던 적도 있었다. 정부형태에 

관한 개념이 변경되는 동안 헌법규정도 그리고 체계도 그에 맞춰 변경되었다. 국회, 

정부, 법원의 삼권분립 및 견제와 균형에 변화가 생기고 새로운 헌법기관들이 생겨나

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 속에 우리나라에서도 양원제를 실시했던 경

험과 몇 번의 제안이 있었다. 제헌과정에서는 유진오의원과 권승렬의원의 초안이 모

두 양원제국회를 제안하였지만 당시 이승만 국회의장의 강력한 반대로 의원내각제의 

정부형태에 대통령제를 가미한 혼합형 대통령제에 단원제형식의 국회를 채택하게 되

었다. 그리고 제1차 헌법개정시(1952년) 양원제가 도입되었지만 이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위한 방편이었을 뿐 실제로는 실시되지 않았다. 제2공화국에 들어서 비로소 

양원제가 실시되었으나 그 공과를 살펴볼 겨를도 없이 1년도 못되어 5.16 군사쿠데타

로 소멸되고 말았다. 그 후 18대 국회에서 김형오 국회의장 직속의 ‘헌법연구자문위

원회’는 2009년 8월에 우리나라 국회의 양원제 도입방안에 대하여 연구결과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2014년 19대 국회에서 강창희 국회의장이 다시 ‘헌법개정자문위

원회’를 구성하여 헌법개정문제를 다루면서 국회양원제 개헌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

하였다. 여기서는 개헌을 앞두고 과거의 경험과 제안 안들을 검토하고, 비교분석하여 

앞으로 양원제 개헌 방안을 찾아보기로 한다.

  

제2절  제1공화국 헌법

1. 서언

1950년의 제2대 국회는 제헌의회에 참여하지 않았던 많은 재야인사들이 참여하였기 

때문에 여소야대로 구성되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대통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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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당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정권유지를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이 필요

했다. 전시 중 개정된 제1차 개정헌법은 앞서 부결되었던 국회 의원내각제 및 양원제 

개헌안과 정부안을 각각 발췌하여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발의한 것이

다. 앞서 부결된 개헌안들을 발췌한다 하지만 별도의 개헌안으로 다뤄야함에도 불구

하고 시간에 쫓겨 정식 공고절차 없이, 전시상황에서, 그리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를 

무시한 채 강제로 국회의원들을 소집하여 개정한 헌법이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도입된 양원제는 실제 이승만 대통령 집권기에서 참의원이 구성되거나 운영된 적은 

없었다.

2. 상·하원의 구성 및 운영

제1차 개정헌법은 국회를 민의원과 참의원, 양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면서(제31조)

민의원의 임기는 4년, 참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규정했다. 양원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며, 누구든지 양원의 의원을 겸할 수 없고. 국회의원

의 정수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하도록 하였다(제32조).

참의원은 2년에 3분의 1씩 그 인원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다(제33조). 민의원과 참의

원에서는 각각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두는데, 참의원 의장은 부통령이 맡고 나머

지는 모두 각원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였다(제36조). 양원합동회의에 있어서는 참의원

의장이 의장이 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참의원은 구성되지 않았는데, 이 경우 부칙에 

따라 양원합동회의는 민의원이 대행하고 참의원의장이 할 일도 민의원의장이 하도록 

하였다(부칙 제2호). 회기제한은 없었고, 임시회는 민의원 재적 4분의 1 이상 또는 참

의원 재적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했다(제35조).

제1차 개정헌법의 국회는 양원제 국회로서 일반적으로 의결은 양원이 각각 의결하여 

일치되어야 하는 이중의 의결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다. 만약 일치되지 아니하면 각원

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양원합동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제37조). 순서는 기본적으로 하원인 민의원에 먼저 제출되어야 하지만, 국무

총리와 대법원장의 임명안은 참의원에 먼저 제출될 수 있도록 하였다(제39조). 일단 

어느 쪽에서든 부결된 의안은 타원으로 이송될 수 없고 양원합동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또한 역시 참의원이 구성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의미

를 가지지는 못했다.

국회의 탄핵소추는 민의원 의원 50인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결의는 양원합

동회의에서 각원의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

이 있어야 했다. 탄핵재판소는 부통령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하고 대법관5인과 참의원

의원 5인이 심판관이 되도록 했다. 대통령과 부통령의 선거에 관한 개표보고는 특별

시와 도의 선거위원회가 입후보자의 득표수를 명기하여 봉함한 후 참의원의장에게 송

부하게 하고. 참의원의장은 즉시 각원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된 양원합동

회의에서 전항의 득표수를 계산하여 당선된 대통령과 부통령을 공표하여야 하도록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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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항의 양원합동회의에서 다수결로써 당선자를 

결정하게 하였다.

민의원에서 국무원 불신임결의를 하였거나 민의원의원 총 선거후 최초에 집회된 민

의원에서 신임결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국무원은 총사직을 하여야 하도록 했다(제70

조). 민의원은 국무원의 조직완료 또는 총선거 직후의 신임결의로부터 1년 이내에는 

국무원 불신임결의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헌법위원회는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관 5인, 민의원의원 3인과 참의원의원 2인의 위원으로 구성했으며 헌법 개정의 

제안은 대통령, 민의원의 재적의원 3분지 1 이상 또는 참의원의 재적의원 3분지 2 이

상의 찬성으로써 한다고 하였다(제98조).

3. 평가

제1공화국에서의 양원제는 이승만 대통령의 재집권 야욕에 의한 협상용 이었다. 대

통령직선제 개헌은 정권유지를 위해 꼭 하여야만 했기에. 야당의 양원제 안을 받아 

들였던 것이다. 이렇게 도입된 양원제는 실제로는 이승만 대통령 집권기간 동안 참의

원이 구성되거나 운영된 적은 없었다. 내용을 보면, 양원 모두를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에 의한 직접선출방식을 선택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민의원에 탄핵 발의권과 국무원 불신임권을 부여함으로서, 일본의 양원

제와 비슷한 하원우위의 양원제에 가깝다 할 것이다. 이는 나중에 제2공화국 양원제

의 모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3절  제2공화국 헌법

1. 서언

1960년 3‧15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이승만 정권의 장기집권과 부패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4․19 혁명을 통해 표출되어 제1공화국이 막을 내리게 된다. 제3차 헌법 개정

을 통해 제2공화국이 수립된다. 제2공화국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법도 변화를 겪

게 된다. 하원인 민의원과 상원인 참의원 선거제도를 제2공화국 헌법에서 새로이 규

정하였다. 같은 해 7월 29일 제5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어 헌법 사상 처음으로 

양원제 국회 구성이 이루어진다. 허울뿐이던 제1차 헌법 개정 당시의 양원제에 비하

면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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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하원의 구성 및 운영

1960년 실시된 참의원 선거를 통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양원제 국회가 구성되었다. 

양원제는 제2차 개정헌법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의원내각제 특성이 반영되어 국

무원의 민의원 해산권에 관한 사항들이 추가되었다. 의원의 정수와 선거에 관한 사항

을 이전까지 법률에 위임하고 있었으나, 제3차 개정헌법에서는 참의원의원의 선거에 

관하여 특별시와 도를 선거구로 하고 민의원의원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2조 제4항). 임기는 민의원의원 4년, 참의원의원 6년이고, 참의원의

원은 3년마다 의원의 2분의 1씩 개임하도록 하여 제2차 개정헌법의 방식을 유지하였

다(제33조).

민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그 임기는 해산과 동시에 종료하도록 하였다. 임시긴급회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 민의원의 재적의원 4분지 1 이상 또는 참의원의 재적의

원 2분지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양원의 의장은 국회의 임시회의 집회를 공고하도록 

하였다. 민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날로부터 20일 이후 30일 이내에 민의원의원

의 총선거를 실시하도록 했는데, 민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참의원은 동시에 폐회되도

록 했다. 단, 국무총리는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참의원의 집회를 요구할 수 있

었다.

제2공화국부터는 이전에 참의원의장직을 맡았던 부통령이 없어지므로 참의원의장 1

인을 참의원에서 선출하도록 개정되고, 부의장은 1인만 선출하도록 개정되었다(제36

조).71)

회기 및 임시회의 소집요건, 의장의 가부동수 결정권, 국회의 일반의결정족수 등은 

기존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였는데, 다만 기존보다는 민의원의 위상이 높아지는데, 

의안에 관해 참의원과 민의원이 다른 의결을 하면, 양원합동회의가 아니라 민의원에 

재의를 붙이고, 이 중 민의원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으로 재의결된 것으로 보게 했다(제37조 제2항). 예산안에 관한 재의결은 제2차 개정

헌법의 것과 변함이 없었다(제37조 제3항). 예산안에 관하여 참의원이 민의원과 다른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민의원의 재의에 부치고 그 새로운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하였

다. 각원의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가지

도록 했다(제37조). 법률안과 예산안은 먼저 민의원에 제출하여야 하였다. 참의원이 

국회의 의결을 요하는 의안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

를 부결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단, 예산안에 있어서는 이 기간을 20일로 하였다(제39

조).

참의원은 대법관, 검찰총장, 심계원장, 대사, 공사 기타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

원의 임명에 대한 인준권을 가졌다.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전항의 공무원이 임

명되었을 때에는 다음에 집회된 참의원에서 그 사후인준을 얻어야 했다. 국회의 탄핵

71) 초대 참의원의장은 백낙준, 부의장은 소선규였다. 제36회 제1차 본회의 회의록, 1960.8.8. 국회홈페

이지 국회회의록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re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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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는 민의원의원 30인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결의는 양원에서 각각 그 재

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제46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

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의원의장, 민의원의장, 국무총리의 순위로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했다(제40조). 대통령은 양원합동회의에서 선거하고 재적국회의원 3분지 

2 이상의 투표를 얻어 당선되도록 하였다(제53조).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하여 민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단, 대통령이 민의원에

서 동의를 얻지 못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다시 지명하지 아니하거나 2차에 걸쳐 민

의원이 대통령의 지명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무총리는 민의원에서 이를 선

거하도록 했다. 전항의 동의나 선거에는 민의원의원 재적 과반수의 투표를 얻어야 했

다.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지명한 때에는 민의원은 그 지명을 받은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48시간 이내에 동의에 대한 표결을 하여야 하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국무총리

를 선거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선거를 하여야 했다. 대통

령은 민의원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민의원이 집회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국무총리

를 지명하여야 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과반수는 국회의원이어야 했다. 단, 민의

원이 해산된 때에는 예외로 하였다(제69조).

국무원은 민의원에서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가결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민

의원해산을 결의하지 않는 한 총사직하여야 했다. 국무원은 민의원이 조약비준에 대

한 동의를 부결하거나 신연도 총 예산안을 그 법정기일 내에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결의로 간주할 수 있었다. 민의원의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

결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했다.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은 발의

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여야 했다. 이 시간 내에 표결되지 아

니한 때에는 불신임 결의안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했다. 국무원은 국무총리

가 궐위되거나 민의원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민의원이 집회한 때에는 총사직하여야 

했다. 제1항과 전항의 경우에 국무원은 후임국무총리가 선임될 때 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집행하도록 했다(제71조). 헌법재판소의 심판관은 9인으로 했으며, 심판관은 

대통령, 대법원, 참의원이 각3인식 선임하도록 했다(제83조).

3. 평가

제2공화국 헌법에서의 민의원과 참의원은 일본의 양원제와 같이 모두 직선제로 선출

하였는데, 이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용이하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

다. 그리고 참의원이 민의원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민의원 우위의 양원제

로써, 흔히 “불균형적 양원제”라고 한다. 즉 하원 우위의 양원제는, 보다 진보적인 의

결로 사회변화를 이끌어나가는 것이 가능하고, 또한 상원인 참의원의 민의원에 대한 

일방적인 거부권 행사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72)

의원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정당정치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

72) 이경준, 앞의 논문, 6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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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없다, 특히 참의원의 경우, 민의원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정당들이 참여하게 되어 

원내 세력비율에서 민의원과 그의 똑같은 상황이 될 가능가성이 크다. 실제로 제3차 

헌법개정 이후 실시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민주당은 민의원의석 233석 중 175석, 

참의원의석 58석 중 31석을 확보하여 절대과반을 차지하였다, 사실상 민의원과 참의

원 구분이 무의미할 정도가 되었던 것이다. 참의원이 정당정치의 영향을 받게 되면 

참의원 개개인이 소신 있는 의견을 내기가 어렵게 된다. 지역의 대표성 보다는 특정

한 정치세력의 대표성이 더 강해질 수도 있고, 정치적 혹은 이념적 이데올로기의 영

향에 쉽게 노출될수록, 민의원에 대한 견제 및 조정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제2공화국의 양원제 운영은 추상적인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을 뿐 그제도의 

실제운영의 문제는 밝히기가 쉽지 않다. 워낙 짧은 기간 존재했기도 했지만 존속기간 

집권 민주당의 신구파의 갈등으로 의회기능이 거의 마비되기도 하였고 장면총리 취약

한 리더쉽 등으로 제도의 운영을 제대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제4절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 제안 안(2009년도)

1. 서언

2008년 17대 국회 당시 김형오 국회의장 직속의 ‘헌법연구자문위원회’는 2009년 8

월 18대 국회 때 우리나라국회의 양원제 도입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최종연구결

과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단원제 국회를 양원제 국회로 변경함으로써 의회 내의 상호

견제를 통하여 의안심의 과장의 신중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았으며. 그리고 상원을 

통하여 입법부와 행정부의 극단적인 대립상황을 조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양원제의 

구체적인 도입방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상•하원의 구성 및 운영

상·하원의 구성에서는 상·하원의 정수는 법률에 위임하고, 임기는 하원4년, 상원 6년

으로 하며 선출은 하원의 경우 직선으로 4년마다 전원 교체하는 방식으로 하고, 상원

의 경우에는 직선으로 2년마다 1/3씩 교체하는 것으로 하였다.

대통령제의 경우에는 의회 해산제도를 두지 않으며, 이원정부제의 경우 대통령이 직

권으로 또는 국무총리 신임요구동의안(중요정책 법률안과 신임을 연계하는 경우 포함) 

부결 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하원을 해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하원의 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게 하였으며, 예컨대 현행 국회의원정수를 유지할 경우에는 하원 221명

(74%), 상원78명(26%)으로 할 수 있게 하였다. 입법권한에서는 각원에서 발의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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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은 원칙적으로 양원에서 의결되어야 법률로 확정될 수 있게 하였고, 각 원은 발의

된 법률안을 우선 심의, 의결 후 다른 원에 송부함을 원칙으로 하고, 양원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원협의회에서 단일안을 만들어 각원에서 의결하기로 하였

다. 상원이 하원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접수한 후 일정기한 이내에 의결하지 않거나 

양원협의회에서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하원이 재적의원 2/3 이상으로 

재의결 시 법률로 확정되는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하원이 상원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접수 후 일정기한 이내에 의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결되는 것으로 하였다. 다만, 예산에 관한 법률안은 하원이 우선 심의 ,의

결하여, 상원에 송부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대통령제에서는 하원이 예산법률안을 

제안하게 하였고, 이원정부제에서는 정부가 예산법률안을 하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하

였다. 또한 법률안이 발의된 각 원에서 우선 심의, 의결한 후 다른 원에 송부하여 의

결하게 함으로써 법률안 심의와 의결에 신중을 기하게 하였다. 예산법률안의 우선 심

의·의결권 및 양원협의회에서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하원의 재의결권 

등 입법절차상 하원의 우위를 인정하였다. 헌법개정안은 각 원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양원합동회의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국민투표

를 거쳐 확정하게 하였다. 

3. 평가

이 제안의 양원제 안은 기본적으로 제2공화국 헌법의 양원제와 마찬가지로 지역구에

서 직선으로 양원을 선출하는 방식이었다. 따라서 양원 모두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

는 장점은 있으나 지역 대표성보다는 특정정당내지 정치집단의 대표성이 강화되는 문

제점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제5절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 제안 안(2014년도)

1. 서언

2014년 19대 국회 강창희 의장은 다시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당시 자

문위원으로는 헌법학자인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국회의장과 여·

야에서 추천한 인사 등으로 총 15명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제1분과위원회는 헌법전문

과 총강, 기본권, 경제 질서 등 4개 부문을 주제로 하고, 제2분과위원회는 통치구조와 

법원, 헌법재판소, 독립기관, 지방분권, 헌법개정 등 6개 부문을 주제로 각각 활동했

다. 국회도 법제실장을 단장으로 법제관과 분석관 등 31명이 참여해 헌법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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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도왔다. 이 때 제출한 헌법개정안에서도 역시 양원제를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상•하원의 구성 및 운영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조직한다. 민의원과 참의원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

밀·자유선거에 따라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하며,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민의원의원은 200명 이상, 참의원의원은 100명 이하로 정하였다. 이 경우 민의원의원 

수의 2분의 1 이상은 비례대표로 선출하며, 대통령이 민의원을 해산한 때에는 민의원

이 해산된 날부터 20일 이후 40일 이내에 민의원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국회의

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그밖에 선거에 관한사항은 법률로 정하되, 참의원은 지역

을 대표하고 있다(제63조). 민의원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다만, 대통령이 민의

원을 해산한 때에는 즉시 임기가 종료하게 하였다. 참의원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

며(제64조), 민의원은 의장 1명과부의장 2명을 선출한다. 참의원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선출하며, 참의원의장은 양원합동회의의 의장이 된다(제70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그 밖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민의원이 해산되거나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폐기된다(제73조). 양원의 의

원은 그가 소속한 원에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고, 정부는 

양원 중 하나의 원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법률안은 민의원에, 지

방자치단체의 조직·권한 또는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참의원에 먼저 제출하게 하였다.

각 원은 제출된 법률안을 심의·의결하여 다른 원에 송부하고, 송부 받은 다른 원이 

이를 동일하게 심의·의결하면 이를 정부에 이송한다. 각 원에서 법률안의 심의·의결 

결과가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양원합동회의에서 의결하고 이를 

정부에 이송한다. 양원합동회의에서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의결하지 못하는 경우 

민의원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5분의 3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하여 정부에 

이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74조). 

예산법률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민의원과 참의원의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양원합동회

의에서 심의·조정하여 예산법률로 확정하고, 다만,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조정이 

되지 않으면 민의원의 의결안이 예산법률로 확정되게 하였다(제76조). 민의원은 상호

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게 하였다. 민의원

은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도록 했다(제82조).

국회 또는 그 위원회는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다만, 지방자

치단체 또는 그 사무에 관한사안은 참의원이 조사하게 하였다(제83조). 민의원은 후임 

국무총리를 선출함으로써 국무총리를 불신임할 수 있으며, 다만, 국무총리 선출 후 1



- 35 -

년 내에 불신임하려면 새로 선출되는 후임 국무총리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

으로 선출되게 하였다. 민의원은 국무위원 각각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

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으며(제85조), 대통령, 국무

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관, 법관, 감찰위원, 회계검사위원, 중앙선거

관리위원, 그 밖에 법률로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

을 때에는 민의원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게 하였다. 제1항의 탄핵소추는 민의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다만, 대

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민의원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하여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하였다.

탄핵의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하여 결정하고, 다만, 헌법재판관에 대한 탄핵은 참

의원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며(제87조), 대통령이 궐위되어 후

임자를 선거하기 전이거나 사고 등의 사유에 따라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

면 참의원의장, 민의원의장, 법률로 정한 사람 순서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였

다(제93조).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민의원에 통고하여야 하며, 민

의원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

제하여야 하고(제99조). 국무총리는 민의원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였다. 국무총리가 궐위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민의원이 

국무총리를 선출하지 못하는 때에는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지명할 수 있고(제113조),

국무총리는 민의원에 신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민의원은 제1항에 따른 국무총리의 

신임요구가 국회에 제출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게 하였다. 국무총리

의 신임요구가 민의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 국무총리는 국무위

원 전원과 함께 사직하거나 대통령에게 민의원의 해산을 제청할 수 있게 하였고, 다

만, 민의원의원 임기가 개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민의원의 해산을 제청할 수 없게 

하였다. 대통령은 제3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민의원의 해산을 제청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민의원을 해산할 수 있으며, 다만, 민의원이 이 기간 내에 후임 국무총리를 

선출한 때에는 민의원을 해산할 수 없게 하였다(제115조). 민의원이 후임 국무총리를 

선출한 경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전원은 사직하며. 민의원이 국무위원을 불신임한 

경우 해당 국무위원은 사직하도록 하였다(제116조). 대법원장은 참의원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인사추천위원회의추천에 따라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참

의원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 이 임명하게 하였다(제136조). 정부 또는 민의원 재적의

원3분의 1 이상의 청구가 있거나 법원의 제청에 따른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며, 

단, 헌법재판관에 대한 탄핵의 심판은 참의원이 관장하고, 헌법재판소장은 참의원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헌법재판소장이 아닌 헌법재판관은 인사추

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참의원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였다(제143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민의원에서 선출하는 3명과 참의원에

서 선출하는 3명의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 중 법관의 자

격을 가진 사람은 7명 이하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하였다(제1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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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은 상,하 양원에서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고,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게 하

였다(제161조).

3. 평가

이 안은 민의원과 참의원을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자유선거에 따라 선출케 함

으로서, 양원 모두에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하고 있다. 참의원은 지역을 대표하고

(제63조),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권한 또는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참의원에 먼저 제출

한다고 명시하여, 지역대표형 양원제의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상원의 권한과 운영 

면에서는 많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민의원에 국제관계의 안전에 관한 조약

의 체결 비준에 관한 동의권 등을 가지게 함은 국제관계의 일관성을 저해할 우려 있

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처럼 상원(참의원)에 부여하여야 함이 옳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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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헌법개정시 양원제의 도입방안

제1절 서언

현재의 우리나라 정치는 단원제의회의 대통령 중심제이다. 4.19혁명으로 제2공화국 

헌법에서 의원내각제와 양원제를 채택하였으나, 신속한 근대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집

행권이 강화될 필요가 있었기에 대통령제와 단원제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이후 한

국정치는 50년 이상 단원제의 대통령제가 유지되어 오고 있다. 한국형 단원제의 대통

령제에서 막강한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대통령에 의해 국회와 정치는 통제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권력의 집중화는 독선과 부패를 수반하기 쉽다보니 한 정권이 

끝나면 집권세력의 허물로 인해 퇴임 대통령의 안위가 위태롭지 않은 적이 없었다. 

이로 인한 국력의 낭비가 5년마다 반복되어 왔다.

국가 운영을 가까이서 관찰한 국회의장들의 의견을 모아보면, 이만섭 전 국회의장의 

경우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 출판기념 토론회에서 “한 사람이 국가를 통치하면 아집

과 독선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고, 일을 추진하는 데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빨리 내

려고 하다 보니 서두르게 된다”고 말하였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의사결정을 선동

이나 당리당략에 따라 할 수 있고, 법안이 날치기로 통과되면 취소할 길이 없다는 점

에서 단원제는 오류가 많은 제도”라며 “양원제의 필요성은 절실하다”고 말하였다.73)

일본의 마츠모토 죠지 헌법문제조사위원회 위원장은 “많은 나라가 의회운영에 안정

성을 도모하기 위해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단원제의 경우 정권교체에 의해 정부

의 정책이 일극에서 다른 극으로 현격하게 변화될 우려가 있으며, 제2원이 있으면 정

부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도모할 수 있다.”며 양원제를 주장하였다.74)

민주정치의 핵심은 의회주의이다. 현재 대통령제는 1인 지배의 권력 장악형 제도로

서 의회제도의 기능 약화를 초래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의회 민주주의에 걸맞은 의

회제도로서 의원과 의원사이에, 그리고 의회와 의회 사이에 견제와 균형이 존재하는 

양원제 의회제도로 가야 한다. 

양원제는 다양한 역사적, 제도적 환경 속에서 발전한 만큼 단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

지는 않다. 체벨리스(Tsebelis)에 의하면. (1) 연방제하에서 대등한 관계로 발전, (2) 

단일국가제하에서 상원이 보조적 기능으로 발전 (3) 상·하원의 구성이 유사하게 되는 

73) 조남규 기자, 세계일보, 2008.07.04. http://www.segye.com/newsView/20080703003395.

74) 안성호, 앞의 논문, 3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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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로 구분을 했다. (1)은 미국과 스위스, 독일이 대표적인 예로, 지역의 이익을 대

표하는 상원과 시민에 의해 선출되는 하원이 동등한 힘을 가지면서 서로 견제를 한

다. (2)는 프랑스가 대표적인 예로 상원이 하원에 비해 힘은 훨씬 약하지만 전문적인 

사람으로 구성되어 효율적인 법령생산에 기여하는 형태다. (3)은 과거 스웨덴, 덴마크

나 현재의 이탈리아에 해당하는 경우로 상·하원의 구성과 비율이 비슷하여 양원제로

서의 의미가 약화된 경우이다. 스웨덴과 덴마크 에서는 상·하원이 같은 결정을 내리는 

상황이 되면서 결국 상원폐지로 이어지기까지 했다.75) 레이파트(Lijphart)는 양원제를 

양원이 힘이 대칭적인가 여부와 양원의 정치적 구성이 유사한가 여부를 가지고 양원

제의 지수를 제시했다. 상하원간의 권한이 대칭적이고 정치적 구성이 다른 경우 강한 

양원제로 분류한다.76) 호주, 독일, 스위스, 미국이 여기에 해당한다. 중간 양원제는 

하원의 권한이 상원보다 우위에 있거나, 상하원간의 정치적 구성이 비슷한 경우이다. 

전자에는 캐나다, 프랑스, 스페인, 영국 등이 후자에는 벨기에, 이탈리아, 일본, 네덜

란드가 해당된다. 약한 양원제는 상·하원이 동질적이고 힘이 비대칭적인 경우로 오스

트리아, 아일랜드가 여기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에서 양원제를 도입한다면 어떤 형태의 양원제를 도입할 것인가를 먼저 결

정하여야 할 것이다. 연방제 국가가 아닌 단일국가형태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시행하였거나 논의 되었던 것은 레이파트의 중간양원제 형태 중 하원 우위형에 가깝

다고 할 수 있다. 제2공화국의 양원제와 2009년 국회개정안이 그에 해당한다. 반면

최근 10여 년간 발표된 많은 연구에서 제시된 양원제는 지방분권 강화의 한 방편으로 

지역대표형 상원의 도입안도 많이 제시되었는데 이 제안들은 지방자치강화의 연장선

에서 제시된 것들이 대부분이다.77) 이와는 별개로 상원을 직능대표제 형태로 도입하

자는 연구도 있었다. 여기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제안들을 검토하기로 한다. 

제2절  공동 국민대표형 양원제 안

1. 서언

이 공동 국민대표형 양원제는 상·하 양원 모두를 국민의 직선제로 선출하는 형태이

다. 우리나라 제2공화국의 양원제와 일본의 양원제 그리고 레이파트가 구분한 중간형 

태의 양원제 중 하원 우위형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주권의 단일성을 

강조한 루소의 영향을 받은 양원제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용이하다는 것이 

75) 안성호, 앞의 논문, 39p.

76) 안성호, 앞의 논문, 39p.

66) 각주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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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

레이파트의 합의제 민주주의와 다수제 민주주의의 개념은 민주주의는 정치적 갈등 

상황에 대해 승패를 가르기는 하지만, 승부 이후의 정치적 결정과정에서 패자를 완전

히 배재하거나 경쟁의 결과로 패자의 지위가 영속되는 것만큼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

하는 것도 없다. 이런 측면에서 승자 혹은 다수자의 최대화를 통해 정치적 상생을 도

모하는 합의제 민주주의는 의미 있는 정치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78)

제2공화국 헌법에서의 민의원과 참의원은 일본의 양원제와 같이 모두 직선제로 선출

하였다, 이는 참의원이 민의원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민의원 우위의 양원

제로써, 흔히 “불균형적 양원제”라고 한다. 하원 우위의 양원제는, 보다 진보적인 의

결로 사회변화를 이끌어나가는 것이 가능하고, 또한 상원인 참의원의 민의원에 대한 

일방적인 거부권 행사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 할 수 있다.79)

2. 상·하원의 구성 및 운영  

  

이런 형태의 양원제는 일반적으로 상·하원 모두를 국민이 직접 선출하여 구성되고 

하원 우위의 형태로 운영된다. 

2009년 8월 18대 국회 때 ‘헌법연구자문위원회’의 양원제 도입방안이 이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있다. 민의원과 참의원을 일본의 양원제와 같이 모두 직선제로 선출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였고. 그리고 참의원이 민의원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민의원 우위의 양원제로써, “불균형적 양원제”형태를 취하고 있다. 

입법권한에서는 각원에서 발의된 법률안은 원칙적으로 양원에서 의결되어야 법률로 

확정될 수 있게 하였고, 각 원은 발의된 법률안을 우선 심의, 의결 후 다른 원에 송

부함을 원칙으로 하고, 양원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원협의회에서 단일

안을 만들어 각원에서 의결하기로 하였다. 상원이 하원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접수한 

후 일정기한 이내에 의결하지 않거나 양원협의회에서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

에는 하원이 재적의원 2/3이상으로 재의결 시 법률로 확정되는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하원이 상원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접수 후 일정기한 이내에 의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결되는 것으로 하였다. 다만, 예산에 관한 법률안은 하원이 우선 심의 ,의

결하여, 상원에 송부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대통령제에서는 하원이 예산법률안을 

제안하게 하였고, 이원정부제에서는 정부가 예산법률안을 하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하

였다. 또한 법률안이 발의된 각 원에서 우선 심의, 의결한 후 다른 원에 송부하여 의

결하게 함으로써 법률안 심의와 의결에 신중을 기하게 하였다. 예산법률안의 우선 심

의·의결권 및 양원협의회에서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하원의 재의결권 

등 입법절차상 하원의 우위를 인정하였다.

헌법개정안은 각 원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양원합동회의 재적의원 

78) 한정택, “다수제와 합의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 『현상과 인식』, 통권 112호, 2010.12, 138p.

79) 이경준, 앞의 논문, 6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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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하게 하였다. 

3. 소결

의원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정당정치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

에 없다. 특히 참의원이 정당정치의 영향을 받게 되면 참의원 개개인이 소신 있는 의

견을 내기가 어렵게 된다. 즉 주민의 대표성보다는 특정한 정치세력의 대표성이 더 

강해질 수도 있고, 정치적 혹은 이념적 이데올로기의 영향에 쉽게 노출되면, 하원에 

대한 견제 및 조정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제2공화국 때 민주당내 신·구파의 대립으로 인해 정국경색이 심했

다. 일본과 유사한 2009년도 국회헌법연구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 안, 또한 다르다고 

장담할 수 없을 것 같다. 양원의 구성방법이 국민대표형이라는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구성되는 안은 신중한 결정이라는 장점이외에는 양원제의 다른 장점을 취하기는 어려

운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제3절  직능대표 가미형 양원제 안

1. 서언

직능대표제형 양원제로는 아일랜드와 슬로베니아의 의회 형태가 있다. 이중 슬로베

니아와 같이 동유럽의 체제전환 국가들에서의 헌법제정에 서구 입헌민주국가들의 헌

법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자문역할을 해온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기존의 

입헌민주국가들이 헌법제도를 만들고 시행하면서 역사적으로 경험한 성공과 실패의 

사례 및 고민들을 충분히 감안한 상태에서 이상적인 제도를 만들려고 시도한 내용들

은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슬로베니아는 내각제 정부형태를 취하고 있

으며 단일국가로서 상원의 구성과 권한의 측면에서 기존의 양원제모델들과는 구별되

는 새로운 측면을 지니고 있다. 이를 소개한 연구가 있어,80) 이 연구를 중심으로 직

능대표제 가미형 양원제의 도입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상
܁
하원의 구성 및 운영

슬로베니아는 하원인 국가의회와 상원인 국가참사원을 두고 있다. 하원은 비례대표

제를 기초로 하는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90인의 의원으로 구성되며(슬로베니아헌법 

제80조). 상원은 40인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상원 구성의 독특한 점은 경제적 이익단

80) 송석윤, 앞의 논문, 338~340p.



- 41 -

체, 비영리적 단체 및 지방자체단체들의 대표로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상

원의원 12인은 직능단체를 기준으로 구성되는데 이를 세 개의 집단으로 구별하여 (1) 

사용자, (2) 노동자, (3) 농민, 중소자영업자, 전문직종사자의 집단이 각각 4인씩 의원

을 선출한다. 그리고 소비자단체나 시민단체와 같은 비경제적 조직체의 대표로 6인의 

의원을 선출한다. 나머지 22인의 의원은 지역이익의 대표자 지역에서 선출한다(동 헌

법 제96조). 임기 5년인 상원의원의 선출방식은 하원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되는 법률에 위임되어 있으며(동 헌법 제98조), 직능대표와 지역대표의 

선출방식이 상이하다. 각 지역의 이익을 대표하는 상원의원은 직접 선출방식에 의하

는데 비례대표제인 하원과는 달리 다수대표제에 의한다. 직능대표인 상원의원은 직능

단체별로 구성되는 선거인단에 의해 간접적으로 선출된다. 직능대표와 지역대표로 이

루어지는 슬로베니아 상원의 이러한 구성방식은 정당원이 상원의원으로 출마하는 것

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상원이 하원에 비해 정당의 직접적인 영향을 덜 받는 결과를 

가져온다. 

슬로베니아의 상원은 하원에 비해 빈약한 권한을 지니고 있다. 슬로베니아의 상원은 

하원에 법률안을 제출하는 권한, 하원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권한, 법률안공포 이전에 

하원의 재의를 요청하는 정지적 거부권, 법률안에 대한 국민투표 요구권, 하원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권 등의 권한을 지닌다. 이에 대해 하원은 상원에 개별사안에 대한 견

해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동 헌법 제97조). 이러한 권한관계에 비추어 볼 때 

슬로베니아의 상원이 지니는 헌법적 지위를 하원과 동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소결

슬로베니아의 양원제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없다고 보는 단일국가에서 양

원제를 도입하는 경우 좋은 참고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지역대표와 직능대표라는 

두 가지의 요소를 접목시킨 것은 단일국가에서 상원이 지니는 헌법적 정당성의 근거

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다양한 직능을 조직하는 방안 등과 관련하여 현실

적으로는 적지 않은 난점이 존재한다.81) 슬로베니아와 같은 사회주의 체제의 잔재가 

남아있는 국가에서는 직능대표의 대표성을 인정하는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나라에서는 뢰벤스타인의 지적처럼 현실적으로 어떠한 기준으로 어떤 단

체에 대표성을 부여하여 직능대표권을 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정말 어려운 난제가 아

닐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직능 대표적 요소를 의회구성에 도입하는 것은 

다양한 직능단체들의 범주를 정하기 어렵고 이들 간의 이해관계를 국가가 개입하여 

조정하고 의결권을 배분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이를 헌법적으로 실현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한다.82)83)

81) 송석윤, 앞의 논문, 341p.

82) 칼 뢰벤스타인의 평가이다. 송석윤, 앞의 논문, 332~333p,에서 재인용.

83) 송석윤 교수의 연구는 슬로베니아식 지역대표와 직능대표 외에 사회적 소수자를 추가로 대표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본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송석윤, 앞의 논문, 342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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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지역대표형 양원제 안 

1. 서언

양원제 의회에서 상원의 구성방법으로 많이 거론되는 방식중 하나가 지역대표형 상

원제도이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의 경우가 대표적인데 이들 국가의 상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구성된다.84)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연구에서 양원제 도입 시 상원

을 지역대표로 구성하자는 안이 제안되고 있다. 이 제안들은 대체로 지방자치제의 강

화방안 내지 지방분권형 개헌을 지지하는 방안의 하나로 지역대표형 상원을 도입하자

는 것이다.85)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에 관한 국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령 등

에 관하여 4대 지방자치단체 협의체86)와 그 연합체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통하여 정부

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유일하다.87) 지방자치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법

률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회에 직접 의견제출할 기회는 현재 전혀 보장되어 있

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지방자치 강화방안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상원을 도입하자

는 제안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결론이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통일헌법제정에 

84) 미국의 경우는 원래 주 평등의 원칙에 따라 주의 인구수와 상관없이 각 주당 2명씩의 의원을 주 의

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하다가 1913년 헌법개정으로 주민직선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실제 의회의 운

영과 활동과정에서 주 대표로서의 기능보다 국가전체의 대표로서의 기능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85) 각주 6) 참조.

86) 지방자치법 제165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1. 시·도지사

2. 시·도의회의 의장

3.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4.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

② 제1항 각 호의 전국적 협의체가 모두 참가하는 지방자치단체 연합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를 설립한 때에는 그 협의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행정

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는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한 

의견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14., 2013.3.23., 2014.11.19., 2017.7.26.>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에 대하여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타

당성을 검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통보받은 검토 

결과를 해당 협의체나 연합체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토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하면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타당하다고 인

정하면 관계 법령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7.14., 

2013.3.23., 2014.11.19., 2017.7.26.>

⑥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가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1.7.14.>

⑦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의 설립신고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개정 2011.7.14.>

87) 지방자치법 제165조 제4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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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에서도 거의 같은 논리로 양원제 도입 안이 제시되고 있다.88) 통일 후 남북 

간의 괴리 또는 이질감을 극복하고 조정할 수 있는 국가기구의 필요성이 그것이다. 

즉 남측과 북측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국가기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대표형 상원이 바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 상·하원의 구성 및 운영

지역대표형 상원을 구성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독일식, 미국식, 프랑스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독일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원 중에서 일정 수를 상원으로 

겸직시키는 방법, 미국처럼 지방자치단체 평등원칙에 따라 동일 수의 의원을 주민직

선으로 선출하는 방법, 프랑스처럼 선거구내 하원의원, 지방의회 의원 등이 간접선거

로 선출하는 방식이 그것들이다. 그밖에도 2014년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 안처럼 

인구비례로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안이 있고, 2015년도 4대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의 

연구용역 의뢰에 의해, (사)한국헌법학회에서 발표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 연구보

고서”에서는 프랑스식에 지역대표성을 고려한 방식으로 참의원의 선출 권한은 광역자

치의회와 각 광역자치단체 내의 기초자치의회의 합동회의가 반분하도록 하고, 참의원

의 의석 배분은 광역자치의회의 관할구역 별로 지역대표성과 인구비례성을 동시에 감

안하는 안을 제안하고 있다.

권한에서는 상원의 지역대표성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가이다, 상원은 헌정질

서의 안정을 도모하는 국가기관으로서 헌정질서 보호권, 고위공직자 임명권 및 사법

권 행사를 고려할 수 있다. 대다수 국가들에서 헌법 개정 시 특별다수로 동의권을 행

사할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더불어, 상원은 일부 헌

법재판관들을 임명하거나 임명에 동의함으로써 헌법심의에 참여한다. 그리고 상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외의 고위직 공직자 임명에서도 관여할 수 있다. 상원의 공직임

명권 행사는 직접 임명권 행사와 임명동의권 행사로 대별 된다. 그밖에 2015년도 

(사)한국헌법학회는 법률안 제안권, 헌법개정 참여권, 법률안 심의권 및 절차적 지연

권, 국정 통제권, 고위 공직자 임명권 및 동의권, 탄핵소추 의결권 등을 부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권한들을 부여함으로써 상원의 지역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다

고 생각한다.

운영에서 먼저 예산안에 관해서는 하원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상원에는 정지적 거부

권을 부여함이 좋을듯하다. 그리고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법률들은 독일처럼 헌법에 

명시적으로 열거하여 상원이 동의 또는 거부하거나 중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상원의 동의가 필요 없는 법률의 경우에는 우선 중재위원회를 소집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 뒤에 중재절차가 종료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이 좋을 것 같

다.

그러나 주요 법안에 대해 양원 간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처음 법안을 다룬 

88) 각주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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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양원합동위원회에서 해결을 꾀 하도록 하며, 이 양원합

동위원회는 하원의 의견을 존중하는 분위기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3. 소결

상원의석 배정방식은 지역대표성과 소수지역의 이익보호라는 상원의 존재이유를 감

안해 소수지역의 과다 대표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지역 간을 적절히 안배하는 독

일방식이 바람직해 보인다.

상원의원의 선출방식은 미국과 스위스 및 제 2공화국 때와 같이 주민 직선제를 채택

하되, 17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을 임기동안만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는 17개 광역자치

단체를 선거구로 하여 다수득표자 순으로 상원의원을 선출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

로 생각된다. 이때 특정 지역의 편향적 정당구도를 방어하기 위해 선거구마다 특정 

정당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점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

다.

상원은 입법권에 관해서만 하원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 하도록 한다. 그리고 자치단

체의 권한 영역에 속하는 법률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 

숙고의 원 내지 정치체제의 균형자와 조정자로서 상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당규율과 정당정치의 영향력을 완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의회권력의 비대화를 방지하고 정부와 의회의 상호견제를 위해 의회의 권한

과 의원의 처우와 관련되는 법률안은 정부만이 제안권을 가지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으로 본다.

상원에 정부정책 심의권을 부여하는 방법도 생각해 봄이 좋을 것 같다. 그 까닭은 

상원이 흔히 하원보다 정치적으로 덜 드러나고 정부의 압력과 정당의 영향력을 덜 받

아 정부정책을 객관적이고 장기적인 평가의 틀 내에서 심의하는 장점을 지니기 때문

이다.



- 45 -

제5장  결론

21세기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데 있어 지금의 헌법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차후 통일을 

대비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새로운 헌법이 꼭 필요하다. 헌법을 고

치는 데 있어 의회의 구성 방법 논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이며 현재의 단원

제 방식과 비교하여 양원제 방식의 국내 도입 시 장점이 분명할 경우 개정 헌법에서

는 양원제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한다.

양원제 의회제도는 근대헌법의 시대가 열리면서 많은 서구국가에서 도입되었다가 최

근에는 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주요한 국가들이 유지하고 있

는 제도이다.

연방제가 아닌 단일국가에서 상원의 구성 방식을 고려할 때 공동국민대표, 직능대표, 

지역대표라는 세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들 중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

하였을 때 가장 적합한 모델은 지역대표형 양원제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만약 우리나라에 공동 국민대표형 양원제를 적용한다고 할 때, 민주적 정당성을 확

보하기 쉬울 수 있겠지만 정당정치에 의한 분점국회가 발생하면 교착상태가 장기화 

될 수 있다. 상원과 하원의 구성이 비슷해져 양원의 구분이 모호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의 단원제 안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마비국회 현상을 극대화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직능대표제형 양원제의 국내 도입을 고려하자면, 현재의 제도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과소 대표되는 직능 영역을 찾아내어 이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를 마

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다양한 직능을 조직하는 

방안 등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슬로베니아는 사

회주의 국가체제의 잔재로 인해 국가가 인정하는 직능단체에 의원 선출권을 부여하는 

방식과 같은 직능대표가 가능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다원사회 안에서 직능 

간의 구분 역시 모호하게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는 난점이 존재한다. 하나의 직능이 

본인만의 목소리를 크게 내면 직능이기주의로 몰려버리는 사회 분위기 역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마지막 지역대표형 양원제에서 상원은 지역의 정치적 이익을 대변하며, 지역의 이익

을 보호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산업화 

시대의 효율적 개발을 위해 일부 지역이 정치, 산업적으로 비대화되어 있는 우리나라

의 실정을 고려할 때 상원을 지역 대표들로 구성하여 지방분권의 촉진, 지역의 균형

개발, 지역할거주의 보완, 국민통합, 정치의 선진화 등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

하다. 이는 통일 한국을 고려할 때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지역대표형 양원제를 도입한다고 할 때 상원의 의석수 배정에 있어 소수지역의 이익

보호를 위해 소수지역의 과다 대표성을 필연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상원의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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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은 원칙적으로 직선제로 하되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정당의 지

역 편향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선거구마다 특정 정당의 의석 점유율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상원의 구성 이후로 양원제의 국내 도입에 있어 구체적인 모습을 더 상세히 그려보

자면 다음과 같다. 상원은 헌정질서의 안정을 도모하는 국가기관으로서 헌정질서 보

호권, 고위공직자 임명권 및 사법권 행사를 고려할 수 있다. 

운영에서 먼저 예산안에 관해서는 하원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상원에는 정지적 거부

권을 부여함이 좋을듯하다. 그리고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법률들은 독일처럼 헌법에 

명시적으로 열거하여 상원이 동의 또는 거부하거나 중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상원의 동의가 필요 없는 법률의 경우에는 우선 중재위원회를 소집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 뒤에 중재절차가 종료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이 좋을 것 같

다.

  그러나 주요 법안에 대해 양원 간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처음 법안을 다룬 

해당 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양원합동위원회에서 해결을 꾀하도록 하고, 이 양원합

동위원회는 하원의 의견을 존중하는 분위기로 운영되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정치 구조의 조정자로서 상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당규율과 정당정치의 

영향력을 완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처럼 상원의원의 선

거구·임기·피선연령 등과 관련한 선거제도와 상원의원의 결속 및 역사적 진화에 의해 

정당 및 정파의 이해관계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둔 상원을 만드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당노선에 따라 움직이는 하원을 보완·시정할 수 있는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상원의원 중 광역자치단체장 임기는 독일의 연방참사원처럼  임기를 따로 정하지 않

고,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으로 하고, 나머지 상원의원을 미국처럼 

직선하거나 프랑스처럼 간선하는 경우에는 하원의원의 임기 4년보다 조금 길게 6년으

로 하고 3년마다 절반씩 개선하는 것이 무난할 것이다. 

상원을 하원보다 덜 대립적이면서 더 차분한 심의를 하는 입법원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나라가 상원의원의 최저 연령을 하원의원보다 높게 책정한다. 제2공화국 때 참

의원의 최소연령이 30세였으나, 향후 설치될 지역대표형 상원의원의 최소 연령은 이

보다 좀 올려 35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전후의 대한민국이 산업화를 통한 고도 성장기를 중앙집권형 국가 운영을 통해 효율

적으로 이끌어왔다면, 성장이 정체된 산업화 이후 현재의 대한민국은 지방분권형 운

영을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시킬 필요가 있다. 내실을 기하며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할 뿐만이 아니라, 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서도 통일한국

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역대표형 양원제로 입법기관이 기능하도록 새 헌법에서 

새 틀을 짜야 한다. 본 연구 내용이 대한민국에서의 양원제 도입 논의를 심화하여 최

적의 방안을 모색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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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icameral legislature is a system where there is another parliament in 

unicameral legislature. Recently, the debate on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has been heated up in political circles. But the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bicameral legislature domestically is still in short supply. 

The introduction of bicameral legislature is a crucial issue that can 

fundamentally change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the legislature. It is 

significant enough to be compared with the reform of the government form 

for power distribution including the presidential election which is mentioned 

as the top priority of the amendment.

The history of bicameralism can be found in the ancient Greeks or Roman 

assembly, but the bicameralism models of each country today are rooted in 

the development of the British Parliament. There are mainly three types of 

bicameralism; status system bicameralism, federal system bicameralism and 

single-republic bicameralism. Each has its own pros and cons.

Looking at the history of bicameralism and the current situation introduced 

in the world, there are the following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First of 

all, it is advantageous that bill handling can be done twice in the parliament, 

so that it is possible to prevent radical formulation of bills. Second, 

Representativeness can be diversified. It is possible to accommodate the 

demands of the various social classes by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federal nationality in the parliament according to the composition of the 

Senate or introduc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al representatives and 

the functional representatives into the parliamentary structure. People who 

are supported by a small number of social classes can also be elected to 

parliament. Third, it can prevent the deflection of political ideology by a 

specific political party. It is possible to prevent the sluggish management of 

the House, and to check and mediate the House, which is liable to turn left 

or right by certain political forces.

The advantage of bicameralism being able to err on the side of caution is 

that it means spending a lot of time and money on the legislative process, 

thus creating problems in efficiency. Compared to unicameralism, the lack 

of a decision can grow, and thus, the lack of responsibility can worsen. 

Secondly, the differences in election patterns could cause problems. 

Germany and France have elected senators through indirect election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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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tain limits senator eligibility for elected noble or nominee members. This 

can lead to the problem of lack of democratic legitimacy. Third, there may 

be a problem of representation by multiple political parties. If the Senate is 

influenced by party politics, it can be a difficult structure for individuals to 

give their own opinions. Fourth, there may also be representative issues 

that represent only certain classes. If too much emphasis is put on the 

representation of the local community, it is considered that the small towns 

and villages with small populations are regarded as the will of the whole 

nation.

It is difficult to find an example where the Senate has similar powers to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in a single-republic, although it may have 

equivalent powers in the case of a federal state having a national unity in 

the process of forming the state. It is because it is not easy to find a 

solution if the two Houses conflict when the Senate authority is similar to 

that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Therefore, when introducing the Senate 

to the Republic of Korea, it should be an institution that complements the 

functions of the House, not to compete with the House. There are three 

ways of resolving the issue of securing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the 

Senate in a single-republic, not a federal system. There are three ways to 

cope with this situation: joint representatives, vocational representatives, and 

regional representatives. Considering the political situation of our country at 

present, it is most appropriate to introduce a regional representative type 

bicameral system. The regional representative type bicameral system can 

promote th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region in the current situation of 

our country that has advanced the industrialization period of high growth 

period emphasizing discriminative efficiency. In the presidential system, it is 

possible to strengthen the decentralization by mitigating the power of the 

powerful centralized government, and it will be possible to achieve national 

unity by promoting regional integration in preparation for unified Korea.

Keywords : Bicameralism, History of bicameralism, Pros and cons of 

bicameralism, The second republic of Korea, Bicameral system in Korea, 

Bicameral introduction t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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