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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hat Determines the Tenure of Cabinet Members? :

A Comparative Study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1948-2013

Sea Young Sung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tenure of cabinet ministers is excessively short in Korea. Average length of 

ministerial tenure in Korea is only about 13.84 months, but average length of cabinet  

secretaries' tenure in the United States is about 35.89 months. Both the constitutions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re based on presidential systems in which the president 

heads an executive branch. This study analyzes the determinants of the tenure of 

ministers in Korea and secretaries in the United States from 1948 to 2013,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It concentrates on three sets of factors which can affect the tenure of ministers (or 

secretaries) in the cabinet. The three factors relate to personal characteristics of the 

minister, political characteristics of the minister, and characteristics of the president 

under whom the minister serves.

The result of the analysis shows that while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political 

characteristics of the minister have an impact in Korea, those of the secretary have little 

impact in the United States. In Korea, older ministers have shorter tenure, and those 

recruited from the ministry or from the media have longer tenure. And the ministers 

who have been elected as the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have shorter tenure 

than those who have not. The ministers who have been the head of local government 

have shorter tenure.

However, characteristics of the president affect the tenure of cabinet members in 

Korea and in the United States. Whether the president serves in the first term or in the 

more than second term affects the tenure of ministers and secretaries. The years of the 



appointing presidents affect it, too. In addition, the ruling party's higher percentage of 

the seats in the National Assembly decreases the tenure of ministers in Korea, and the 

president's higher polling rates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decreases the tenure of 

secretaries in the United States.    

Keywords: the tenure of cabinet members, the cabinet of Korea, the cabinet of the 

United St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president and cabinet members, minister, 

secre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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