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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다수제와 비례제에 대한 선택은 의회구성의 비례성과 내각의 안정성 중 어느 것을 우선

시하는 가와 직결된다. 프랑스는 다른 유럽 국가와 달리 이원집정부제와 다수제를 채택해 

우선시한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도 다수제의 비비례성 완화를 위한 비례제 도입에 대한 논

의를 지속해왔다. 본 연구는 안정성을 위해 다수제를 선택한 프랑스가 비례성을 보완하기 

위해 시도한 논의와 정책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둔다. 첫째, 프랑스는 제5공화국에서 하원

선거에 비례제를 한 차례 시도한 바 있으며, 다수제로 회귀한 후에도 비례제의 부분적 도

입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둘째, 상원선거와 지방선거를 혼합제로 운영하고, 

최근 비례제를 강화함으로써 비례성을 보완하고자 했다. 2014년 상원선거와 시의회선거 

분석 결과는 이와 같은 프랑스의 안정성 중시 경향과 비례성 보완 의도를 반증한다.

 * 이 논문은 국회사무처의 정책연구용역과제의 수행 결과(의회의 ‘사회적 대표성’ 개선을 위한 

국제 비교연구-정치체제로서 ‘통치구조’와 선거제도로서 ‘비례대표제’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2016.12, 한국의회발전연구회)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국회사무처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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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선거제도로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 중 하나를 실행할 경우 비례성과 안정성 

문제가 발생한다. 비례제를 도입함으로써 비례성 확보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달리,1) 프랑스는 다수제와 이원집정부제를 실시해 안정성을 

우선시한다. 하지만 다수제의 단점인 비비례성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피할 수 없

었다. 

프랑스 하원선거의 다수제는 1958년, 제5공화국부터 시작되었다. 제3, 4공화국 

당시 의원내각제와 비례제 실시로 잦은 내각교체와 군소정당 난립 등 정치적 불안

정성이 커지자 제5공화국에서는 비례성 대신 안정성을 추구하고자 했다. 그러나 

다수제의 단점이 제기되고 비례제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상하원선거와 지방 

선거에 비례제 도입 논의가 수차례 진행되었다. 2017년 현재, 하원선거는 다수제

로 실시되지만 상원선거와 지방 선거는 다수제와 비례제가 혼용된 혼합제로 실행

된다. 상원과 일부 지방 선거는 비례제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다.

본 논문은 프랑스가 다수제를 근간으로 한 선거제도에 어떻게 비례성을 보완하

고자 했는지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둔다. 프랑스의 비례성 보완 시도는 하원보다 상

대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이 적은 상원과 지방 선거를 중심으로 실행되었다. 본 논

문은 1986년, 비례제로 실시된 하원선거와 비례제가 보다 강화된 2014년 상원선

거 및 2014년 시의회선거를 분석함으로써 최근 프랑스의 비례제 강화 시도와 그 

영향을 점검한다. 

프랑스 상하원과 지방 선거제도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는 드문 편이다. 몇 안 되

는 연구도 지방 선거에 한정되거나2) 정부체제와 비례제 간 연관성 분석의 경우 

일부 선거 결과에 집중하고 있다.3) 외국 선행연구는 비례제와 비례성 간 관계,4) 

1) Arent Lijphart, Electoral System and Party System: a Study of Twenty-Seven 

Democracies, 1945-1990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2) 윤기석, “프랑스 지방의회와 비례제”. 한국행정학회 2001년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1년 6월), pp. 581-597.; 윤기석, ｢프랑스 지방 선거 결선비례제 개편에 따른 정치적 

효과 분석｣, 한국 프랑스학논집, 제72집 (2010년 11월), pp. 477-504.

3) 김수진, 박경미, ｢선거제도가 정당체제에 미치는 효과 연구 -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동일한 

선거제도 개혁의 상이한 결과｣, 사회과학연구논총, 제11권 (2003년 12월), pp. 14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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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의원 수의 증가5) 등 비례제 강화로 인한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

다. 프랑스의 1986년 하원선거, 2014년 상원과 지방 선거 결과를 분석해 비례제

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다룬 논문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1공화국부터 5공화국까지의 하원 선거제도 발전과 1986년 하원선거 

결과 및 이후 비례제 도입 관련 논의에 대해 살펴보고(II), 하원 대신 상원과 지방 

선거의 비례제를 강화하게 된 배경과 그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III). 

Ⅱ. 하원선거제도: 다수제와 비례제에 대한 고민

1. 보통선거와 다수제의 발전

제1,2공화국 선거제도는 제한선거에서 보통선거로, 간접선거에서 직접선거로 발

전했다. 입헌의회와 오백인회, 도대표의회, 하원 등은 제한선거였으나 국민공회, 

제헌의회, 의회, 입법원, 국회 등은 보통선거로 실행되었다. 또 나폴레옹의 브뤼메

르 18일 쿠데타 이후 신설된 입법원(Corps législatif)6)은 상원에 의한 간선으로 

선출되었으나, 나머지 하원들은 모두 직선으로 구성되었다. 

제1,2공화국은 다수제 발전에 기여한 바 크다. 정치체제는 공화제와 군주제, 선

거제도는 직선과 간선이 혼재되었지만 두 공화국 선거제도는 모두 다수제를 근간

으로 했다. 다수제도 의회마다 다소간 차이가 있었다. 제헌의회였던 입법의회

(Assemblée nationale législative, 1791-1792)7), 국민공회(Convention nationale, 

1792-1795),8) 도대표의회(Chambre des députés des départements, 1814-1815, 

4) Matthew Soberg Shugart, “Electoral Reform in Systems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vol. 21, Issue 3 (April 1992), pp. 207-224.

5) Rob Salmon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and Female Parliamentarians”,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vol. 31, Issue 2 (May 2006), pp. 175-204.

6) Constitution du 22 frimaires an VIII.

7) Décret du 22 décembre 1789 relatif à la constitution des assemblées primaires et 

des assemblées administratives; Instruction du 8 janvier 1790 sur la formation des 

assemblées représentatives et des cords administratifs.

8) Décret des 11-12 août 1792 relatif à la formation des assemblée primaires pour le 

rassemblement de la Convention nationale; Décret des 21-22 août 1792 relatif à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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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5-1830)9), 1830년 7월 혁명으로 신설된 하원(Chambre des représentants, 

1815)10), 1848년 혁명 직후 제헌의회(Assemblée nationale constituante, 1848- 

1849)11) 등 대다수의 하원은 단순다수제를 채택했다. 

반면 테르미도르파의 혁명 이후의 오백인회(Conseil des Cinq-cents, 1795-1799)12)

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 이후의 입법원(Corps législatif, 

1800-1814)13)은 절대다수제와 단순다수제를 혼용했다. 그 외 의회(Assemblée 

nationale, 1849-1851)는 직접보통선거제와 2차에 걸친 복수명부식 다수제로 구

성되는 등14), 제1,2공화국은 보통선거제, 직선제, 1차 선거의 절대다수제와 결선

투표 시 단순다수제 등 다양한 선거제도를 실시했다.

2. 의원내각제와 비례제 도입 및 적용

대통령으로 선출된 보나파르트가 군주제 도입으로 스스로를 절대권력과 동일시

하게 한 사건은 대통령제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낳았다.15) 1876년에 시작된 제3공

화국은 제1,2공화국의 ‘실패’를 회복하기 위해 의원내각제를, 제4공화국은 비례제

를 실시했다. 

제3공화국(1871-1940) 의회 의원들은 대부분 다수제로 선출되었다. 국회(Assemblée 

nationale)16)와 의회(Chambre des députés)17)도 다수제를 채택했는데, 의회의 

formation de la Convention nationale. 

9) Charte constitutionnelle, Articles 35-42.; Ordonnance du 13 juillet 1815 portant dissolution 

de la Chambre des députés, convocation des collèges électoraux, et règlement pour 

les élections.

10) Charte constitutionnelle du 14 août 1830.; Loi du 19 avril 1831 sur les élections à 

la Chambres des députés.

11) Décret du 5 mars 1848 qui convoque les assemblées électorales et fixe le nombre 

de députés à élire.

12) Constitution du 5 fructidor an III; Décret du 5 fructidor an III sur les moyens de 

terminer la Révolution; Décret du 13 fructidor an III concernant le mode de 

réélection des deux tiers de la Convention nationale.

13) Constitution du 14 janvier 1852, articles 34-38.; Senatus-consulte fixant la Constitution 

de l'Empire du 21 mars 1870.; Décret organique du 2 février 1852 pour l'élection 

des députés du Corps législatif.

14) Constitution du 4 novembre 1848, articles 20-31.; Loi électorale du 15 mars 1849.

15) http://www.assemblee-nationale.fr/elections/historique.asp (검색일: 2016. 11. 26).

16) Décret du 28 janvier 1871, portant convocation des collèges électoraux à l'effet d'élire 



선거의 비례성과 내각 안정성에 대한 고찰 131

경우 1차 투표 시 절대다수제와 2차 투표 시 상대다수제를 실행했다. 이후 비례제

가 수차례 시도되었으며, 이 경험은 제4공화국(1946-1958) 비례제 도입으로 이

어졌다.18) 제4공화국의 비례제는 1919년 7월 12일 선거부터 실시되었다. 1919

년 총선은 다수제와 비례제의 혼합제로 치러졌는데, 그 목표는 제1차 세계대전 이

후 정치 세력의 다양화였다. 선거구 당 3명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는 대선거구제와 

복수명부제도가 실시되었으나 1927년 7월 21일 법에 의해 단순명부식 다수제를 

재실시하면서 비례제가 폐지되었다.

<표 1> 프랑스 제3,4공화국 의회선거제도

년도 의회명칭 투표방식 특기사항

1876-1940 의회 단순명부식 다수제 의원수 534명, 임기 4년

1945-1946 제1제헌의회 복수명부식 비례제 의원 586명

1946 제2제헌의회 복수명부식 비례제 제1제헌의회와 동일

1946-1958 국민의회
복수명부식 비례제 

(예외:1951, 다수보완식)
의원 619명, 임기 5년

비례제가 재도입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였다. 1945년 10월 21일 실시된 

제1회 제헌국회(Première Assemblée nationale constituante)19) 선거부터 제5공

화국 전까지 하원 선거는 계속 비례제로 실시되었다. 제헌국회의 비례제 도입은 

정당명부식 제도와 대선거구제를 기반으로 하는 등, 현대 비례제의 특징을 반영한

l'Assemblée nationale.

17) Loi organique du 30 novembre 1875 sur l'élection des députés. 1875년 법은 이후 아

래 법률로 수정되었다. Loi du 16 juin 1885, Loi du 13 février 1889, Loi du 17 juillet 

1889, Loi du 12 juillet 1919, Loi du 21 juillet 1927.

18) 4공화국 헌법률(Loi constitutionnelle du 23 février 1875)은 하원 조직과 구성에 관해 하

원은 ‘보통선거로 임명된다’고 명시했을 뿐, 인원이나 선출방법 등에 대해서는 명기하지 않

았다. Le scrutin d'arrondissement et le scrutin de liste (Paris: Librairie nouvelle, 1881).

19) Ordonnance nº 45-1837 du 17 août 1945 relative au régime électoral applicable aux 

élections générales de 1945 dans la métropole et en Algérie.; Ordonnance nº 45-1988 

du 3 septembre 1945 relative aux conditions dans lesquelles il sera procédé le 21 

octobre 1945 aux élections générlaes et à la consultation par voie de référendum, 

prévues par les ordonnances nº 45-1836 et nº 45-1837 dud 17 août 1945.; Loi du 

2 novembre 1945 portant organisation des pouvoirs publ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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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1946년의 제2제헌의회(Deuxième 

Assemblée nationale constituante)와 제4공화국의 국민의회(Assemblée 

nationale, 1946-1958)20)가 복수명부식 비례제로 실시된 경우들이다. 

비례제 재도입의 결과에는 양면성이 있다. 유효투표수와 의석배분 간 비례성은 

재조정되었으나, 군소정당이 난립해 내각의 불안정성이 지속되었던 것이다. 1951

년 선거법21) 채택은 다수보완식 1차 투표의 비례제(Scrutin de liste proportionnel 

à un tour avec correctif majoritaire)를 도입하고 군소정당의 연합(coalition)을 

강제함으로써 내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했다. 하지만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고, 

군소정당 난립 문제가 지속되었다. 내각의 불안정성도 악화되어 제4공화국 12년 

동안 내각이 25번이나 교체될 정도였으며 결국 프랑스의 비례제 실시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3. 안정성을 위한 다수제로의 회귀

제5공화국은 제3,4공화국의 비례제로 인한 실패를 만회하고자 안정성을 선택했

다. 드골은 제4공화국의 불안정성이 의원내각제와 비례제 때문이었다고 보고 대통

령의 권한을 강화시킨 이원집정부제와 다수제를 실행하기로 결정했다.22) 1958년 

헌법은 하원의원 선출을 직접보통선거(제24조)로, 선거제도는 1958년 10월 29일 

명령23)에 따라 2차례에 걸친 단순명부식 절대다수제로 결정했다. 1차 투표에서 

유효투표수 대비 절대과반수를 획득하거나, 등록유권자 대비 1/4 이상의 표를 획

득하는 후보가 의석을 획득한다. 기준을 충족하는 후보가 없을 경우 5% 이상의 

표를 획득한 후보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며 2차 투표는 단순다수제로 운

영된다. 다수제 실시는 28년 간 지속되었다.

20) Constitution du 27 octobre 1946, article 6.; Loi nº 46-2151 du 5 octobre 1946 relative 

à l'élection des membres de l'Assemblée nationale. 

21) Loi nº 51-519 du 9 mai 1951.

22) 제5공화국의 총선 시기와 임기, 의원수, 당시 대통령과 총리 등은 다음의 프랑스 국회 자료

를 참고한다. http://www.assemblee-nationale.fr/elections/historique.asp (검색일: 2016. 

11. 26)

23) Ordonnance nº 58-945 du 13 octobre 1958 relative à l'élection des députés à l'Assemblée 

nationale, complétée par l'ordonnance nº 58-1015 du 29 octobre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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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공화국 하원선거가 비례제로 실시된 것은 단 한 차례였다. 1986년, 비례제 

도입은 미테랑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지만, 사회당 지지도가 하락하자 고육

지책으로 선택한 방법이기도 했다. 비례제는 1985년 법률들에 의거해 도입되었으

며24) 선거법과 5% 봉쇄조항 등 의원선출 관련 법률 2개로25) 비례제 실시를 구

체화했다. 각 선거구는 2명부터 24명까지의 의원을 선출했으며, 총 하원의원은 이

전의 491명에 비해 증가한 577명, 임기는 전과 동일한 5년이었다.

그러나 1986년 총선은 예상 외 결과를 가져왔다. 사회당은 36.74%, 드골파인 

RPR(Rassemblement pour la République)와 중도우파인 UDF(Union pour la 

démocratie française)는 각각 26.86%와 22.7%의 의석을 확보했다. RPR와 UDF

는 제5공화국의 첫 연정을 형성해 다수당이 되었고, 사회당과 RPR-UDF 간 동거

정부가 탄생했다. 극우정당인 국민전선이 전체 577석 중 35석을 얻는 등 예기치 

못한 비례제의 부작용도 있었다.26)

<표 2> 1981년(다수제)와 1986년 총선(비례제) 간 비례성 비교(단위: %)

정당

1981년 총선 1986년 총선

1차 투표

유효투표수
의석수

의석수 비율

-투표수 비율
유효투표수 의석수

의석수 비율

-투표수 비율

사회당 37.44 58.04 +20.60 32.56 36.74 +4.18

RPR 20.83 17.92 -2.91 14.37 26.86

+10.71
UDF 19.17 12.62 -6.55 13.46 22.70

RPR-

UDF
11.02

공산당 16.13 8.96 -7.17 10.34 6.06 -4.28

국민

전선
0 0 0 3.25 6.06 +2.81

기타 6.40 2.44 -3.96 14.97 1.55 -13.42

출처: 하원 프랑스 정부의 기초 자료를 재구성. http://www.assemblee-nationale.fr.;  

http://www.data.gouv.fr (검색일: 2017. 5. 16.).

24) 프랑스 해외영토 중 일부는 단순명부식 다수제로 운영되었다. 

25) Loi organique nº 85-688 du 10 juillet 1985 modifiant le code électoral et relative à 

l'élection des députés.; Loi nº 85-690 du 10 juillet 1985 modifiant le code électoral 

et relative à l'élection des députés.

26) “En 1986, la proportionnelle avait profité au FN”. Le Figaro (12 March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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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는 다수제로 실시된 1981년 선거와 비례제로 실시된 1986년 선거의 각 

정당별 유효투표수와 의석수를 비교한 것이다.27) 1981년 총선에서는 사회당 등 

최다득표를 한 정당이 득표수에 비해 20% 이상 초과된 의석을 할당받는 비비례

성이 나타났다. 1986년 총선에서는 최대 정당이었던 RPF-UDF 연합정당의 초과

의석이 약 10%로 비비례성이 대폭 개선되었다.

하지만 1986년의 다수제 실시는 단 한번으로 끝났다. 미테랑이 1986년 총선 

실패로 인해 다수제로 회귀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다.28) 이후 프랑스 하원선거는 

다수제로 실행되고 있다.

4. 비례성 확보를 위한 비례제 도입 관련 논의

현재 프랑스 하원의원은 임기 5년으로 총 577개의 선거구29)에서 절대다수제와 

결선투표 시 단순다수제로 선출된다. 1차 투표 시 유효 투표 중 과반수를 얻거나 

등록유권자수 대비 1/4 이상을 획득하는 후보가 우선 의석을 획득한다. 이러한 후

보가 없을 경우 1차 투표 때 12.5% 이상의 표를 획득한 후보 2명을 대상으로 결

선투표를 실시한다. 2차 투표에서는 단순다수제가 적용된다. 

1988년, 다수제로 회귀한 후에도 비례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피에

르 베레고부아 전 총리는 투표방법개혁위원회를 창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논의

했다. 일명 베델 위원회(Commission Vedel)는 8명의 법관과 11명의 국회 원내그

룹 파견단으로 구성되었으며, 1993년 2월 총리에게 국회의원 선출 관련 투표양

식 개혁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30) 베델 보고서의 핵심은 비례제의 전

면 도입 대신, 전체 의석의 1/10은 비례제로, 나머지 90%는 다수제로 뽑는 혼합

제를 제시했다. 비례제 도입의 필요성은 1996년 알렝 쥐페 총리에 의해 다시 제

기되었다.31) 1996년 9월, 쥐페는 오찬 중 비례제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1998

27) 1981년의 경우 1차 투표의 유효투표수와 최종 유효투표수를, 1986년의 경우 RPR와 UDF

의 연합으로 인해 두 정당의 의석수 비율과 투표수 비율을 총합해 계산했다. 

28) Loi n° 86-825 du 11 juillet 1986 relative à l'élection des députés et autorisant le 

gouvernement à délimiter par ordonnance les circonscriptions électorales.

29) 555개 선거구는 프랑스 본토에, 22개 선거구는 프랑스 해외영토에 위치한다.

30) Commission de réforme du mode de scrutin, Rapport sur le problème de la réforme 

du mode de scrutin pour l'élection des député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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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지방 선거 및 총선에 하원의원 중 40명 정도를 비례제로 선출하는 혼합제 도

입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는 것이었다. 

최근 관련 논의가 다시 개진되었다. 2012년 5월, 대통령에 당선된 사회당 소속

의 프랑소와 올랑드는 대선 캠페인 당시 공약 중 하나였던 비례제 도입을 검토하

기로 했다. 2012년 7월, 비례제 도입 검토를 목적으로 ‘공직생활 직업윤리와 혁신

위원회(Commission de rénovation et de déontologie de la vie publique)’가 

신설되었으며 리오넬 조스펭 전 총리가 위원장을 맡았다. 2012년 11월 9일, 위원

회는 프랑소와 올랑드 대통령에게 보고서32)를 제출, 총 577명 중 58명의 의원만 

비례제로 선출하는 혼합제를 권고했다. 비례제 재도입 시도는 보수파 야당인 대중

운동연합의 반대에 부딪히는 등33) 부침을 겪다가 2015년 12월, 올랑드 대통령의 

포기 선언으로 파기되었다. 그 이유는 극우파인 국민전선이 1986년 총선처럼 하

원의석을 획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함이었다.34) 결국 제5공화국 

내 1990년대 초반과 중반, 2010년대 중반에 제기되었던 비례제 재도입 시도는 

1986년의 총선을 제외하고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Ⅲ. 다수제에 대한 다층적 보완: 상원과 지방 선거의 혼합제

1. 상원선거와 혼합제

프랑스 헌법 제24조는 “상원은 (...) 보통간접보통선거로 선출된다. 상원은 공화

국의 지방자치제도를 대표한다”고 명시했다. 프랑스 상원의원이 하원의원과 지역

의회의원, 도의회의원, 시의회의원들의 대리인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해 간

접 선출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선거인단은 약 14만5천 명에 이르는데 95%

31) “Juppé met la proportionnelle au menu. Une réforme du scrutin ouvrirait l'Assemblée 

au FN et aux écologistes”, Libération (Septembre 7 1996).

32) Lionel Jospin, Pour un renouveau démocratique : Rapport de la Commission de rénovation 

et de déontologie de la vie publique (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Novembre 2012).

33) “La proportionnelle à l'Assemblée, qu'est-ce que ça changerait?”. Le Monde (Novembre 

5 2014).

34) “François Hollande renonce à la proportionnelle”, Le Point (December 1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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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의회의원의 대리인들이다. 2011년부터는 3년마다 선거가 실시되어 상원의원 

중 절반이 새로 선출된다. 

제5공화국 하에서 상원의원 선거는 혼합제로 실행된다. 1964년 선거법에 따르

면 선거구 당 4명 이상의 상원의원을 선출할 경우 다수제를 실행하며(선거법 제 

L294조), 한 선거구 당 5명 이상을 선출하는 경우 비례제를 적용한다(선거법 

L295조).35) 상원의 혼합제는 2000년에 개혁되었다. 2000년 7월, 하원은 상원선

거의 비례제를 강화하기 위해 4명 이상을 선출하는 선거구에 대해 비례제를 적용

하기로 결정했다.36) 하원 주도의 상원 개혁은 “상원은 지방자치제도를 대표해야

만 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제지를 받았으나37) 2003년, 상원 개혁 결과 상

원의원 임기가 9년에서 6년으로 단축되고38) 비례제 적용도 2000년도에 하원에서 

채택했던 법률안대로 실행되었다. 

2012년 조스펭 위원회는 상원의 비례제 강화 의견을 제출했는데 골자는 비례제 

도입 기준을 3명 이상 선거구로 낮추어 비례제를 확대하는 것이었다. 이 조치는 

상원이 지자체를 “더 공정하게 대표하기 위한(représentation plus juste)” 것으

로39) 이 경우 당시 101개의 도 중 55개의 도가 비례제로 상원의원을 선출하게 

되며, 이는 총 348명의 상원의원 중 255명, 즉 73.27%에 해당했다.40) 2012년 

이전 제도에 따르면 비례제로 선출되는 상원의원 수는 348명 중 168명(48.27%)

이었기 때문에 혁신위원회 의견은 상원에 대한 중요한 개혁을 의미했다. 논의 끝

에 혁신위원회의 제안이 채택되어 2014년 상원의원 선거부터 3명 이상 의원 선출 

대상 선거구는 비례제 적용을 받게 되었다. 2명 이하의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구는 

기존과 같이 결선투표제와 단순다수제로 의원을 선출한다(선거법 제 L294조). 

2013년 개혁 이후 첫 선거는 2014년 9월 28일에 실시되었다. 전체 상원의원의 

35) Décret nº 64-1086 du 27 octobre 1964 portant révision du code électoral.

36) Loi nº 2000-641 du 10 juillet 2000 relative à l'élection des sénateurs.

37) Décision nº 2000-431 du 6 juillet 2000, 제5조.

38) 2005년, 상원선거를 시의회선거 이후에 치르기 위해 상원의원 임기를 1년 연장하고 상원선

거의 피선거권 연령을 24세로 낮추었다. 관련 법은 각각 다음과 같다: Loi organique nº 

2005-1562 du 15 décembre 2005 modifiant les dates des renouvellements du Sénat, 

Loi organique nº 2011-410 du 14 avril 2011 relative à l'élection des députés et 

sénateurs. 

39) Jospin(2012), p. 45.

40) Jospin(2012), pp. 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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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인 178명을 새로 선출했으며, 이 중 66.85%인 119명이 30개의 선거구에서 

비례제로, 33.14%인 59명이 34개의 선거구에서 다수제로 선출되었다. 

<표 3> 2014년 상원선거 시 비례제로 선출된 정당 의석수와 득표수 

비교(단위: %, 의석 획득하지 못한 정당 제외).

정당명부 획득의석수 유효득표수

LUMP 26.9 21.8

LSOC 26.9 21.5

LUD 24.4 18.4

LDVD  5.9  9.0

LUDI  5.0  5.0

LUG  4.2  3.7

LDVG  3.4  4.0

LFN  1.7  5.3

LCOM  1.0  2.0

LDIV  0.8  0.4

출처: 프랑스 내무부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분석, 정리.

<표 4> 2014년 상원선거 시 다수제로 선출된 정당 의석수와 득표수 

비교(단위: %, 의석 획득하지 못한 정당 제외).

정당 획득의석수 유효득표수

UMP 50.8 40.5

SOC 22.0 31.3

DVG  8.5  1.4

UDI  8.5  9.3

DVD  8.5  7.1

RDG  1.7  2.4

출처: 프랑스 내무부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분석, 정리.

위 표들은 2014년 상원선거 시 비례제와 다수제로 선출된 정당별 의석수와 득

표수를 비교한 것이다.41) 의석수와 득표수 간 차이는 비례제의 경우 대중운동연

41) SOC: 사회당, RDG: 급진좌파정당, DVG: 기타좌파정당, UDI: 민주독립연합, UMP: 대중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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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은 5.1%, 사회당은 5.4%, 우파와 중도연합의 경우 6% 등, 투표수에 대한 의석

수 왜곡이 다소간 완화되었다. 다수제의 경우 대중운동연합은 의석수가 투표수보

다 10.3%, 기타좌파정당은 7.1% 많았으나, 사회당은 오히려 9.3% 적어지는 등 

비비례성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2014년도의 비례제 적용 확

대는 비례성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림1> 2014년, 상원선거 시 

다수제를 택한 선거구 결과

<그림 2> 2014년, 상원선거 시 

비례제를 택한 선거구 결과

출처: Ministère de l'intérieur, Composition

par nuance politique après renouvellement

(scrutin majoritaire), p. 1.

출처: Ministère de l'intérieur, Composition 

par nuance politique après renouvellement 

(représentation proportionnelle), p. 1.

위 그림은 2014년 상원선거의 정당별 득표에 관한 것이다. 비례제 실시 선거구

는 다수제 실시 선거구에 비해 더 많은 정당이 의석을 획득했다. 다수제 선거구의 

경우 6개의 정당만이 상원에 진출했으나, 비례제가 적용된 선거구에는 10개의 정

당이 의석을 획득했다. 이는 대중운동연합, 사회당 등 거대 정당 외 군소정당들의 

상원 입성 확대에 기인한 것이다. 

특기할 만한 것은 선거구 내에서도 정당의 다양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비례

제를 처음 실시한 선거구, 즉 3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구가 특히 그러했다. 

동연합, DVD: 기타우파정당, LCOM: 프랑스공산당 명부, LSOC: 사회당 명부, LDVG: 기

타좌파정당명부, LUG: 좌파연합 명부, LDIV: 기타명부, LUDI: 민주독립연합 명부, LUD: 

우파와 중도연합 명부, LUMP: 대중운동연합 명부, LDVD: 기타우파정당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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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선거에서 3명의 의원을 선출한 선거구의 경우 2개 이상의 정당에서 의원

을 배출한 경우가 2011년보다 빈번해졌다. 2011년 선거에서 3명의 의원을 선출

한 선거구는 13곳이었는데, 이 중 가르(Gard)와 보쿨루즈(Vaucluse) 등 9개의 선

거구 소속 의원들만, 즉 69%가 2개 이상의 정당이 의원을 배출했다. 반면 2014

년의 경우, 선거제도를 비례제로 바꾸게 된 선거구 24개 중 22개, 즉 91.7%의 선

거구에서 2개 의상의 정당이 의원을 시의회에 진출시켰다. 즉 다수제 하에서는 단

일 선거구에 대해서 한 정당이 시의회 의석을 독식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2014년 

비례제 강화로 더 다양한 정당이 시의회에 진출한 것다.

따라서 상원선거의 경우 비례제 강화는 의석수와 득표수 간 왜곡 해소에 일조했

으며, 더 많은 정당이 상원에 진출해 상원의 정치적 다양화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2. 지방 선거와 혼합제

지방 선거는 1982년 3월 2일, ‘코뮌과 도, 선거구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법률’, 

일명 지방분권법42) 발효 이후 지방자치단체 시작과 함께 발전했다. 프랑스에는 

총 네 가지의 지방 선거가 운영된다. 광역 지자체에 대한 지역의회선거, 중역 지

자체에 대한 도의회선거, 기초지자체에 대한 시의회선거와 중역 지자체 간 협력 

도모 목적의 공동체의원 선거가 그것이다. 선거제도는 각기 상이해 지역의회선거

는 비례제, 도의회선거는 다수제, 시의회선거는 혼합제, 공동체의원은 임명제로 실

행된다.

<표 5> 지역의회, 도의회, 공동체의원, 시의회의원 선거제도

지역선거 종류 선출방법 특기사항

지역의회선거 혼합제

임기: 6년,

결선투표제

도의회선거 단순명부식 다수제

공동체의원 선거 임명제(1천 명 이하의 코뮌), 비례제(1천 명 이상의 코뮌)

시의회선거 복수명부식 다수제(1천 명 이하 코뮌), 혼합제(1천 명 이상 코뮌) 

42) Loi n° 82-213 du 2 mars 1982 relative aux droits et liberté des commuens, des 

départements et des ré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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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자체 코뮌 단위의 시의회선거(Election municipale)는 시의회의원을 선출

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회의원은 소속 시읍면의 시장, 읍장, 면장(Maire) 선출권을 

지닌다. 시의회선거는 2차례 투표를 통해 혼합제로 선출된다. 인구 1천 명 이하의 

작은 코뮌은 2차례 투표의 절대다수제(1차 투표)와 단순다수제(2차 투표)로, 1천 

명 이상의 코뮌은 절대다수제(1차 투표)와 혼합제(2차 투표)로 의원을 선출한다. 

1천 명 이상의 코뮌의 경우 1차 투표 시 절대다수를 얻는 정당명부가 있을 경우 

전체 의석의 절반을 해당 정당에게 할당하며, 나머지는 최고평균식 비례제 방식으

로 할당한다. 만약 절대다수를 얻는 명부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시행한다. 2차 

투표 시에는 1차 투표에서 10% 이상의 투표를 획득한 명부만 투표 대상이 된다. 

2014년부터는 시의회의원의 간접선거로 선출되던 공동체의원(Conseiller communautaire)

도 직선으로 선출된다. 공동체의원은 1천 명 이하 코뮌의 에는 임명제로, 1천 명

이 넘을 경우에는 2차례 투표를 통한 비례제에 의해 직선으로 선출된다. 중역 지

자체인 도의회 의원은 다수제에 의거한 절대다수제로 선출된다. 1차 투표에서는 

유효투표수 대비 절대다수나 등록 유권자 중 1/4 이상을 획득한 후보가 의석을 

획득한다. 조건 충족 후보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실시하는데, 1차 투표에서 

12.5% 이상의 표를 획득한 후보만 결선투표에 진출한다. 2차 투표는 단순다수제

로 실행된다.43) 

지역의회 선거(Election régionale)의 경우 간선으로 선출되던 지역의회 의원들

을 1982년, 지자체 실행 이후 단순비례제로, 1999년 1월 19일 법 개정 이후에는 

결선투표제를 전제로 한 비례제로 선출되었다44). 2016년 기준으로 지역의회 의원

은 동트(d'Hondt)식 최고평균방식의 비례제와 다수제의 혼합제로 선출된다(선거법 

제L336조, 제L336s조). 지역의회선거는 1차 투표에서는 절대다수제, 2차 투표에

서는 최고평균방식의 비례제로 의원을 선출한다. 2차 투표 시 1차 투표에서 10% 

이상을 얻은 정당명부만 진출 가능하며, 5% 봉쇄조항이 적용된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시의회의원 선거다. 시의회의원은 전체 지방의회의원 중 

43) 도의회의원은 각 선거구에서 2명의 의원을 선출하는데 남녀평등 확립을 위해 의무적으로 

여성과 남성을 각 한 명씩을 선출한다. 

44) Loi n° 99-36 du 19 janvier 1999 relative au mode d'élection des conseillers régionaux 

et des conseillers à l'Assemblée de Corse et au fonctionnement des conseils régionaux. 

이 법은 2003년 4월 11일 법에 의해 일부 개정되었다(선거법 제L2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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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8%에 해당하며, 예산 역시 전체 지자체 예산 중 56.72%에 해당할 정도로 비

중이 크다.45) 시의회의원 선거제도에는 수차례 변화도 있었던 만큼 시의회의원 

선거제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시의회선거는 혼합제로 실시되는데 최근 비례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2017년 현

재, 1천 명 이상의 코뮌에 대해 비례제가 실시되지만, 1959년의 첫 선거에서는 

파리와 12만 명이 넘는 코뮌에만 비례제가 적용되었다. 1965년, 1971년, 1977년 

시의회선거는 다수제로 실시되었다. 비례제가 재도입된 것은 1983년, 미테랑 대통

령 집권 하에서였다. 1986년, 하원선거 비례제가 도입되었던 것을 감안하면 미테

랑 주도의 비례제 강화 정책이 시의회선거에도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83년 

시의회의원 선거를 기점으로 인구 3천5백 명 이상의 코뮌에 대해 복수명부식 비

례제가 실시되었으며, 2014년 3월 선거부터는 비례제 적용 코뮌 인구수를 1천 명

으로까지 낮추었다.46)

이에 따라 2014년 시의회선거부터 6천550개의 코뮌이 추가로 비례제를 채택하

게 되었다. 2017년 현재, 프랑스 본토에는 총 35,287개의 코뮌이 있으며 이 중 

인구 1천 명 이상의 코뮌은 총 9,207개로 전체 코뮌 중 약 26%가 비례제 적용 

대상이다.47) 유권자 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유권자 1천692만 명(92.31%)은 비례

제로, 나머지 140만 명(7.6%)만 다수제로 시의원을 선출하는 셈이다. 다수제를 택

하는 1천 명 이하의 코뮌 당 의원 수 역시 2014년, 9명에서 7명으로 축소되는 

등48) 시의회선거에서 비례제가 대폭 강화되었다. 

2014년 선거 때 비례제를 새로 도입한 인구 1천 명에서 3천5백 명 사이의 코뮌

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파리 외곽에 위치한 이블린(Yvelines) 

데파르트망의 선거 결과를 분석했다. 프랑스 내무부의 기본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기준, 이블린에는 총 264개의 코뮌이 있으며 이 중 61개의 코뮌이 2008

년에는 다수제, 2014년에는 비례제를 택했다. 다음 표는 264개 이블린 코뮌 중 

45) “Les collectivités locales ont continué de dépenser et d'embaucher en 2013”, Les 

Echos (28 July 2014).

46) Code général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제L2121-2조.

47) Direction générale des collectivités locales, Les collectivités locales en chiffres 2016 

(Mai 2016) p. 24.

48) 프랑스 해외 영토인 투벨-칼레도니아 제외. Loi du 17 mai 2013,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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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에 처음으로 비례제를 채택한 코뮌명과 2014년 시의회선거에서 승리한 정

당, 각 정당이 획득한 의석비율과 득표비율을 비교한 것이다.

이블린의 선거 결과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 

비례제가 대폭 강화되었다. 2008년 대비 61개의 코뮌이 추가로 비례제 적용을 받

았는데, 이는 2014년 이블린 코뮌 중 23.1%에 해당한다. 둘째, 후보들의 정치적 

성향이 명확해졌다. 2014년 이전에는 인구 1천 명에서 3천 5백 명 사이의 코뮌은 

다수제를 실시했는데, 후보들의 소속 정당이 다양하고 정치 성향을 명시하지 않은 

후보들이 많았다. 2014년, 비례제가 새로 도입된 6천550개의 코뮌에서는 정당명

부 작성이 의무화되었으며 후보 자신의 정치 성향을 17개의 정당명부 중 하나로 

결정해야 했는데, 이에 대한 후보들의 반발이 야기되기도 했다.49) 

<표6> 2014년 시의회 선거, 이블린 내 비례제 적용 대상이 된 코뮌의 정당과 

의석수 비율과 득표수 비율 비교 

코뮌명 승리정당 의석수비율⋅득표수비율

Ablis LDVG 0

Aigremont LDVD 18.5

LDVD -18.5

Auffargis LDVD 11.19

LDIV -11.19

Aulnay-sur-Mauldre LDVD 21

LDIV -21

Bazainvile LDIV 26.13

LDIV -26.13

Bazemont LDIV 18.57

LDIV -18.57

Bonnecount LDIV 0

Bonnelles LDVG 0

Bouafle LDIV 26.44

LDIV -26.44

Breval LDIV 0

Buchelay LDVD 17.59

LFN -10.25

LDVD -7.34

49) “Municipales: le micmac des nuances continue”, Libération (18 March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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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뮌명 승리정당 의석수비율⋅득표수비율

Bullion LDIV 26.72

LDIV -17.43

LDIV -9.4

Cernay-la-Vile LDVD 16.19

LDIV -16.19

Chapet LDIV 19.67

LDIV -19.67

Chavenay LUD 20.08

LDVD -20.08

Condé-sur-Vesgre LDIV 0

Crespières LDIV 0

Dammartin-en-Serve LDVG 18.65

LDIV -18.65

Dampierre-en-Yveines LDIV 18.84

LDIV -18.84

Feucherolles LDVD 20.69

LDIV -20.69

Flins-sur-Seine LDVD 0

Follainville-Dennemont LDVD 15.11

LDIV -15.11

Galluis LDVD 19.24

LDIV -19.24

Gambais LDVD 27.65

LDIV -27.65

Grancières LDVD 0

Gazeran LDIV 20.05

LDVD -20.05

Guernes LDIV 10.85

LDIV -10.85

Guerville LDVD 24.6

LDIV -24.6

Hardricourt LDVD 27.59

LDVD -27.59

Houdan LDVD 13.92

LDVG -13.92

Juziers LDIV 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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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뮌명 승리정당 의석수비율⋅득표수비율

LUD -18.39

LFN -9.63

La Queue-les-Yvelines LDIV 0

Les Alluets-le-Roi LDIV 24.96

LDIV -24.96

Les Bréviaires LDVD 0

Les Loges-en-Josas LDVD 18.63

LDIV -18.63

Limetz-Villez LDVD 0

Longnes LDIV 0

Mareil-Marly LDVD 28.3

LDVD -13.37

LDVD -8.04

LDVG -6.89

Mareil-sur-Mauldre LDIV 26.18

LDIV -26.18

Montfort-l'Amaury LDVD 13.88

LDIV -13.88

Morainvilliers LDVD 0

Médan LDVD 25.45

LDVD -25.45

Méré LDVD 26.3

LDIV -26.3

Mézières-sur-Seine LDVD 23.93

LDIV -23.93

Mézy-sur-Seine LDVG 0

Nézel LDIV 17.59

LDIV -17.59

Oinville-sur-Montcient LDIV 0

Orgerus LDVD 20.65

LDIV -20.65

Poiony-la-Forêt LDIV 0

Porchevile LDVD 20.57

LDIV -20.57

Richebourg LDVD 24.91

LDIV -2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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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뮌명 승리정당 의석수비율⋅득표수비율

Rocquencourt LUD 0

Saint-Germain-de-la-Grange LDVD 14.71

LDIV -14.71

Saint-Léger-en-Yvelines LDVD 0

Saint-Rémy-l'Honoré LDIV 36.27

LDIV -20.71

LDIV -6.66

LDIV -6.9

Septeuil LDIV 23.95

LDVD -23.95

Sonchamp LDVD 0

Thiverval-Grignon LDIV 0

Thoiry LDVD 0

Toussus-le-Noble LDVD 27.37

LDVD -27.37

Villers-Saint-Frédéric LDVD 0

출처: 프랑스 내무부의 기본 자료를 저자가 재분석.

셋째, 더 다양한 정당이 의석을 획득하게 된 것, 즉 정당의 다양화를 들 수 있

다. 일례로 주지에(Juziers)에는 LDVD, LUD, LFN 등 우파와 극우파 정당 등 세 

정당에서 시의원을 배출했다. 또 LDIV 등 여러 정당이 연합해 만들어진 명부의 

경우, 주도 의원의 소속 정당에 따라 명부를 다르게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셍-레

미-로노레(Saint-Rémy-l'Honoré) 등의 시에서는 의원을 배출한 LDIV의 명부만 

4가지나 된다. 

넷째, 군소정당의 약진도 중요한 변화다. 이블린은 전통적으로 우파 정당이 강

세를 보이는 곳이지만 비례제를 도입함으로써 극우정당인 국민전선도 시의회 의석

을 획득하게 되었다. 그 외 LDIV 등 군소정당이 연합이 만든 기타정당 명부도 이

블린 지역에서 큰 지지표를 얻었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것은 비례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의석수와 득표수 비율 간 비

비례성이 적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2개 이상의 정당명부가 후보를 배출한 코뮌에

서는 특정 정당명부의 의석 비율이 투표수보다 6.89%나 적거나(Mareil-Marly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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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반대로 36.27%나 초과한 경우(Saint-Rémy-l'Honoré의 경우)도 발생했

다. 따라서 2014년 시의회선거의 경우 비례제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비례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문제가 야기되었다. 

Ⅳ. 결   론

프랑스는 다수제 실시 국가로 분류된다. 하원선거가 다수제로 실시되며, 상원과 

지방선거 제도도 다수제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는 제4공화국의 비례제와 심

각한 내각 불안정성을 반면교사 삼아 안정성을 중시하게 된 데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비비례성을 보완하기 위한 상하원과 지방선거 제도에 대한 비례제 도

입, 혹은 강화가 지속적으로 시도되었다. 하원선거의 경우 1986년, 미테랑 주도 

하에 비례제를 한 차례 시도해 비례성을 대폭 강화시킨 바 있다. 1988년, 다수제 

재도입 이후에도 1990년대 초반 피에르 베레고부아 총리, 1996년 알렝 쥐페 총

리, 그리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현 올랑드 대통령의 주도로 비례제 도입이 

검토되었다. 세 차례 모두 논의 단계에 머물렀으나 비례제 도입의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원선거의 다수제 실행에 대한 보완책도 다양한 층위에서 시도되었다. 상원선

거에 대해 비례제를 강화한 결과, 2014년의 경우 66.85%의 의원을 비례제로 선

출해 비례성과 군소정당의 상원진출에 기여한 바 있다. 지방 선거에 대해서도 지

역의회와 시의회선거에 대해 혼합제를 실시하는데, 최근 비례제를 한층 강화했다. 

2014년, 시의회선거는 기존의 3천5백 명이 아닌 1천 명 이상의 코뮌에 대해 비례

제를 실시, 강화하면서 추가로 6천550개의 코뮌이 비례제를 실행하게 되었다. 이

블린 지역의 시의회선거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 코뮌 중 23.%가 추가로 비례제

를 실행했으며, 이러한 코뮌의 경우 의석 획득 정당의 다양화와 군소정당의 약진

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반면 비례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비비례성이 여전히 강한 

것 또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프랑스의 경우 지방 선거에 대한 비례제 강화 추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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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민주주의란 (...) 대표제에 근거하는 자치제도이며, 선거는 지방정치권력에 

민주적 정통성을 부여하는 필수적 원칙’50)이라는 시각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프랑스 상하원과 지방선거에 대한 비례제 강화 시도는 비례성을 높여 유권자들

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민주주의 원칙 강화에 대한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최근 한국에서도 비례제 강화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국가마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상황이 상이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의 시도가 그대로 반영되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안정성을 근간으로 하는 프랑스가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

해 하원의 선거제도 개혁논의와 상원과 지방선거에 대한 비례성 강화 노력은 눈여

겨 볼만한 일이라 할 수 있다. 

50) Burdeau, Traité de science politique (Paris: 1980), p.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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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litical Stability and Proportionality between Votes and Seats: 

French electoral systems

Sung-Eun Shim

An electoral system adopted by one country, e.g. a majority or a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hows that a country gives a priority to electoral proportionality 

or political stability. France is founded on the semi-presidentialism and the 

majority system while the most of the Western European countries adopted the 

parliamentarism and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By the way, France put 

efforts into the introduction and reinforcement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in 

order to compensate the fundamental flaws of majority system. This paper has 

an objective to observe the attempts and the decisions of France to compensate 

for the weakness of majority representation. First founding is that France tested 

in 1986 the proportional system for the legislative election and, after readopting 

the majority system in 1988, France maintained a big interest in the adoption of 

proportional system. Second, France tried to compensate, on the one hand, the 

improportionality of the majority system with the mixed system for Senate and 

local elections and, on the other hand, the intensification of proportional system 

in Senate, Regional and municipal elections. The analysis on Senate and municipal 

elections in 2014 demonstrate the motivation of France to reinforce the 

proportional system in electoral system.

* Research Professor, Institut for Euro-African Studies, Hany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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