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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창 재 

〈가톨릭대학교 국제학부〉 

1. 01쭉철처제도의 변화와 재혁 

20세기말에 이르러 구 사희주의권 국가들과 권위주의 국가들이 민주화의 물결을 타게 

되면서 미국적 민주주의 제도의 주가가 한창이다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의 상당수가 외형 

상으로는 권력분립형 대통령제를 받아들였고， 이 독특한 미국적 제도는 이재 보편적 정치 

제도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미국삭 대통령제를 

지향해야 한다거나， 미국식 예비선꺼제나 특별검사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섭섭 

치않게 제기되고 있다. 섬지어 이탈려아와 같은 선진 민주주의 

통령제로 권력구조를 개혁하자는 논의가 있는 실정이다 

국가들 중에도 미국식 대 

그러나 미국 내에서조차 미국 정치제도의 장점에 대한 믿음이 확산된 것은 그리 오래되 

지 않으며， 지속적이었던 것도 아니다. 자신들의 정치제도에 대한 미국인들의 자랑스러운 

이 형성된 것은 아마도 서구가 파시즘과 2차대전의 물결에 휩쓸려버린 다음일 것이다. 혁 

신주의 시대에 그렇게도 부패의 온상으로 공격을 받았던 미국 정치제도는 무사핵 살아남 

았지만， 혁신주의자틀의 이상형이던 서구 민주주의체제는 절망만을 가져다 주었던 것이 

다 1) 당시 출판되어 이후 미국정치의 입문서와 같이 얽혀고 있는 F민주주의의 정치』에서 

펜둡턴 해링은 지난 수십 년 간 비난받아오던 미국 정치제도에 대해 면죄부를 주었다. 그 

에 따르면， 중요한 것은 미국정치과정에 내재되어 있는 민주적 전통， 문화， 관행이며， 제도 

는 다만 부차적일 뿐이라는 것이다. 미국 정치제도는 여려 가지 단점에도 불구하고 혁신 

주의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 기능해왔고， 그 이유는 바로 미국의 “민주적 이데올 

로 기 "(dem∞ratic ideology)에 있다고 헤링은 주장했다 2) 그의 견해에 따르면， 혁신주의자 

뜰괴 개혁가들은 부차적 중요성밖에 지니지 않는 정치제도에 과도하게 집착했고， 지나치 

* 본 연구논 1997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대학부설연구소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읍. 

1) Terrence ]. McDonald, “BuiIding the Impossible State : Toward an Institutional Analysis of State

building in America, 1820-1930," in John E. Jackson, Institutions in Ameriam Society : Essays in 

Afarket, Politicαl， and Socia! Organiz，αtions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0), p. 221 
2) E. Pendleton Hemng, The Politics (γ Democracy Americαî Parties in Action, 2nd ed. (w. w. 

Norton & Company, 1965), (l st ed., 1940), Foreword & Ch. 1, pas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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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미국정치제도를 평하했던 셈이다. 

그러나 헤링의 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미국사에서 정치제도개혁이 지닌 중요성 

은 너무나 컸다. 헌법이 제정되던 시기부터 잭슨 민주주의 시대， 민중주의와 혁신주의 시 

대， 그리고 뉴딜 사기까지 제도개혁은 진보와 보수， 개혁과 수구세력간의 치열한 다툼의 

대상이 되었다. 개혁가들이 제도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한 것이라면， 반개혁세력들 역시 마 

찬가지였던 셈이다. 또 그가 『민주주의의 정치』 제2판을 출판한 직후부터 미국사회는 선 

거제도에서부터 정당제도 의회제도 정치자금제도 등 권력구조의 기본틀을 뒤흔드는 제도 

개혁의 소용롤이에 휩쓸리게 되었다. 정치제도의 개혁은 사회개혁을 위한 수단이자 개혁 

운동의 목표 자체로서 최소한 현실정치의 흐름에서는 핵심적인 위치에 자려잡고 있었던 

것이다. 

지난 200여 년간 미국의 정치제도가 안정적이고 점진적으로 진화했다는 통설과는 달리 

주기적으로 미국정치제도는 변화하거나 도전에 직변해왔다. 한가지 예를 들애 보자. 1820 

년대에 개혁주왜자들은 대통령 후보선출 및 선거제도의 개혁에 성공했다， 연방 의회 의원 

총회에서 자기 당 후보를 선출하고 각 주의회에서 선거인단을 선출하던 구제도를 바꾸어， 

각주별로 선출된 대의원들이 후보를 선출하고 각주의 선거인단을 유권자의 직접투표로 뽑 

도록 개혁한 것이다. 이 제도변화는 단기적으로는 잭슨의 당선과 잭슨 민주주의 시대를 

열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민에 직접 책임을 지는 대통령제를 수립했고， 원내정당과 대통 

령의 정당을 분라시킴으로써 미국의 정부구조가 내각제적 요소를 발전시킬 가능성을 없애 

는 원인이 되었다. 당시는 아직 제도화가 채 이루어지지 않은 유동적 정치체제였지만， 

1820년대에 이루어진 대통령 선출， 선거제도의 변화가 정치체제의 성격을 바꾸어 놓았던 

것이다. 

이같이 중대한 정치제도개혁이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시기는 대체로 사회개혁의 사기와 

일치한다. 정치적 。 경제적 a 사회적 개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정치제도의 개혁이 함께 

추구되거나， 혹은 정치제도의 변혁 자체가 개혁운동의 한 목표로 자리잡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개혁은 역사적으로 주기성을 지녔음이 발견된다. 슐레진저 부자의 유명한 정치주기 

(po1itica1 cycle) 모델3)이 제시하는 평균 16.5년의 주기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사회개혁이 

개혁기와 반개혁기， 자유주의 시기와 보수주의 사기， 또는 공익의 시기와 사익의 시가로 

명명할 수 있는 주기를 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표 1>에서 정리하고 있는 

20세기의 정치주기를 고려하면， 각각의 개혁기에 정당개혁， 의회개혁， 선거제도 개혁， 행정 

개혁 등 주요한 정치채도개혁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둬이어 개혁의 반작용으로 개혁 

을 무산시키려는 시도와 제도변화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3) Arthur M. Schlesinger. ]r., The Cycle of .American History (Houghton Mifflin, 1986) 



〈표 1> 미국의 정치적 주기 

개 혐 가 

강한 대항집단 

강한 자율적 국가기구 

1901-14 

진보주의 시대 

전문직 집단 형성 

“공공이익” 태동 

부패 고발 언론(Muckrakers) 

반트러스트법 시행 

규제 기구 설치 

1933-39 

뉴딜 시작 

와그너법과 노조 강화 

좌파사회운동 

연방기구들의 신설 

‘'1960년대” 

민권운동 

공익집단 

페미니즘 

반전운동 

환경운동 

1961-74 

새로운 규제의 강화 

이슈네트워의 강화 

워 렌(Waπen) 대 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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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도 가 

1915-18 

1차대전 

1940-48 

2차대전과 전후처리 

1974-80 

포드， 차터 대통령 

규제완화 시작 

기업들의 재편 

전통주의 운동 시작 

버 거 (Burger) 대 법 원 

반개혁，보수기 

강한 기업 집단 

1890년대 

전국적 기업화 

독점화 

영역별 자유방임주의 정책 

인종분리제도(Jim Crowism) 

1919-33 

1918-19의 공산주의 색출소동 

자유주의 경제정책 

달러중심체제 

진보적 정부기구의 포획 

KKK 재현 

1949-61 

맥카시즘 

미국민주주의의 신봉 

한국전쟁 

포획 (capture)의 전성기 

“GM의 이익이 곧 미국의 이익” 

1980- 현째 

레이건-부시 

기업 영향력 강화 

규제완화 

시장과 기업가 

낙태반대운동 

기독교 근본주의 운동 

렌키스트(Rehnkist) 대법원 

클린턴의 중도노선 

출처 : McFarland, “ Soci머 Movements and Theories of American Polítics,"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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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민주당 개혁운동에 학계대표로 직접 뛰어들었던 크로티 (William ]. Crotty)는 

개혁의 주기를 “문제 1 • 위기 • 개혁 • 반작용 • 문제 2"의 단계로 모형화했다.4) 오 

랜 기간 동안 다수의 주의를 끌지 않은 채 지속되던 문제들이 특정 시점에 극적인 사건들 

에 의해 문제로 인식되고 개혁운동의 대상이 되며， 성공적일 경우 문제의 해결책이 이루 

어진다. 그러나 개혁 자체의 예기치 못한 효과와 집행단계부터 시작되는 반개혁 시도로 

인해 개혁은 처음의 목표에 이르지 못하고 여전히 문제가 지속되거나 새로운 문제가 생기 

게 된다. 이는 다시 오랜 기간동안 잠복된 문제로 남게되고 극적인 사태에 의해 새로운 

개혁주기가 시작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전제하에서 가까운 미래의 미국정치제도의 변화와 그 영향에 대한 전 

망을 시도한다. 연속된 두 작업 중 첫번째에 해당하는 이 글은 우선 1970년대의 의회개혁 

과 정당개혁을 분석한다. 당시 이루어졌던 많은 제도개혁들 중 이 두 가지 제도개혁이 미 

국정치체제에 가장 중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1970년대 이루어진 개혁의 결과와 개 

학의 의도되지 않은 부작용， 그리고 개혁에 대한 반작용을 분석함으로써， 여기에서부터 출 

발할 새로운 제도변화를 전망하려는 것이다. 

n. 의회 개혁 

(1) 역사적 배경 

미국의회의 여러 가지 제도들은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왔다 그러나 의회내의 권력분배 

구조와 입법절차가 대폭 개혁되어， 정치과정의 성격 자체가 변화되고 정책산출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경우는 역사상 몇번의 특정한 시기에 국한된다. 

우선 19세기 후반까지의 하원은 제도화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5) 입법활동 

은 위원희들(committees)을 단위로 이루어졌다. 재편입이 끝난 뒤이므로 하원은 양당에 

의해 번갈아 장악되고 있었고， 원내에 양당의 뚜렷한 정당조직이나 지도부가 존재하지 않 

은채 위원회 조직이 중섬이 되었던 것이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입법활동은 단지 “위원회 

에서 심의된 법안들을 모으는(aggregate) 행위”에 불과했고，6) 따라서 각 소관위원회와 위 

원장들이 각자의 정책영역에 대한 영향력을 나누어가지고 있었다. 요컨대 정당이나 혹은 

이와 유사한 안정된 정치연합의 차원에서 일관된 정책이 제안되고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4) William J. Crotty. Political Reform and the American Experiment (Thomas Y. Crowell, 1977), ch 

9를 참조하라 

5) Ne!son W. PoIsby,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merican Po/ític비 

Science Review, 62(968). pp. 144-68. 
6) Woodrow WiIson, Congressional Govemment, Houghton Mifflin, 1885(lVleridian Books. 1956), p.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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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책영역별로 소수 위원장의 이해관계와 그때 그때의 상횡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 

지곤 했던 것이다. 또， 일단 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의 표결과정에서 ‘고 

의적 정족수 미달 기도’(disappearing quorum)가 인정되고 있어서 어느 정도의 소수는 언 

제라도 입법을 저지할 수 있었다. 즉， 당시 하원은 법안의 표결에 대해 전체의원수의 절대 

다수의 정족수를 규칙으로 하고 있었는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만들만큼의 의원들이 

출석점검을 위한 호명에 응답허지 않으변 법안에 대한 표결 자체가 무산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다수의 의지가 소수에 의해 거부되는 상황이 번발했다 윌슨이 당시의 미국정부구 

조를 ‘의회정부’(Congressiona1 govemment) 혹은 ‘위원회정부’Ccommittee govemment)라 

고 부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기 

윌슨이 개탄했던 대로 당시의 입법과정은 혼란상태였다. 재편입<Reconstruction)에서 민 

중주의 (populism)운동에 이르는 당시의 정치적 분워기나 원내 다수당이 번갈아 바뀐 정치 

상황의 영향도 있으나， 이 시기 의회는 효율적인 정책산출기관도 되지 못했고， 그렇다고 

양당간의 경쟁과 대립이 채대로 이루어지는 장도 아니었다。 오히려 소수 위원장들이 자의 

적으로 권력을 행사하여 특수이익을 추구하거나 대통령과 원내 다수까 추진하는 정책을 

소수가 가로막는 거부권 행사의 장이었던 것이다. 그 원인을 윌슨은 제도화된 지도부의 

부재에서 찾았다 8) 하원의장과 같은 존재는 단지 각 위원회들을 구성하는 역할만 할 수 

있을 뿐 위원회에서의 법안심의과정이나 본회의 표결과정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던 것이다. 자기당 의원들의 단합을 이끌어낼 수도 없었고， 소수당의 거부권 행사를 

저지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윌슨의 재술이 출판된 지 불과 수년이 흐른 뒤， 의회내 상황은 정반대로 급변하 

게 되었다. 윌슨이 기때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한 지도부가 등장했던 것이다. 이같은 반전 

은 리드(Thomas B. 묘eed)에 의해 서작되었다 1889년 하원의장이 된 라드는 우선 ‘정족 

수미달 기도’에 의한 소수외 거부권 행사를 제도적으로 막음으로써 다수주의적 입법과정 

을 만드는데 성공했다. 하원의 의사진행을 관장하는 으}장혹로서의 권한을 사용하여 서기 

의 출석호명에 응답하지 않는 의원들의 이름을 자신이 척접 불렀턴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야기된 소동 속에서 려드는 하원 의사진행 규칙을 개정하여 전체 과반수이상이었던 

정족수를 100명으로 낮추는데 성공했다 이는 곧 대법원 판결에서 합헌으로 판정받게 되 

었고， 다음 선거에사 다수당 지위를 되찾은 민주당이 따르게 됨으로써 제도화되었다.9) 

이같이 리드는 소수의 거부권 행사를 제도적으로 봉쇄함으로써 하원의 정치과정을 다수 

당과 소수당간의 정당대결구조로 이끌었다. 당시는 1890년대 정당 재편 (rea1ignment)을 앞 

7) Ibid, p. 1. 
8) Ibid , p. 76. 
9) Nelson W. Polsby, Congress and the Presidency, 4th ed. (Prentice-Hall, 1986), p.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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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양당간의 대립이 치열하게 벌어진 상황이었으므로 리드의 이같은 성공은 공화당 내 

에서의 입지를 크게 강화시켜주었다. 이를 바탕으로 리드는 그동안 잘 사용되지 않던 하 

원의장의 제도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고 자신의 지지세력들을 효과적으로 동원하면서 공 

화당내의 결속을 공고히 했다. 즉， 그는 위원회 배속권을 이용하여 의원들을 통제하고 자 

신의 측근들을 주요 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했으며， 운영위(R띠es committee)를 장악함으로 

써 실질적으로 법안의 운명을 결정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이다. 그를 뒤이은 

캐논(joseph Cannon) 역시 원내 공화당의 최고 지도자로서의 영향력과 하원의장으로서의 

제도적 권한을 최대한 사용하면서 ‘전제적’(Czar) 의장으로 불려울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10) 요컨대 19세기말에서 20세기초에 이르는 20년간 매국 하원은 윌슨이 기대했 

던 모습， 즉 강력한 지도부하얘 양당이 결속되고 양당간의 대립이 벌어지는 의회가 되었 

댄 것이다. 

그러나 강력한 정당지도부의 존재는 오래가-지 못했다. 혁신주의 운동(탔ogresslve move

ment)이 확산되면서 캐논의 전체적 통제에 대한 반발이 폭발하게 된 것이다. 즉， 1910년 

공화당내 혁신주의 세력은 민주당과 연합하여 의장이 지니고 있던 권한의 상당부분을 박 

탈했다. 특히， 위원회 배속권， 위원장 임명권 및 운영위에 대한 통제력을 박탈함으로써 리 

드와 캐논이 지니고 있던 막강한 권력의 제도적 기반들을 무너뜨렸다11) 결과적으로 하원 

의장은 더 이상 자기 당 의원들을 효과적으로 결속시키고 하원의 입법활동을 통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모색된 것이 의원총회 (party caucus)의 강화이다 1910년 선거에서 

다시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약화된 하원의장 대신 의원총회와 여기에서 선출되는 원내 

총무(majority leader)의 권한을 강화했다. 즉， 주요 이슈에 대해 의원총회에서 의결된 대 

로 의원들이 표결하도록 의무화했고， 원내총무로 하여금 세입위 (VVays and ~eans com

mittee) 및 위원회배속 결정 위원회(cαnmittee on comnùttees)의 위원장을 겸임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규칙과 관행들은 민주당내 내분이 격화되면서 곧 유명무실화되었 

다. 막강한 다수당 지도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하원내의 권한은 다시 각 위원회들 

이 나누어 가지게 되었고， 각 위원회가 지니는 권한의 대부분은 위원장에 의해 장악되었 

던 것이다 12) 더욱이 당내의 내분과 의원총회의 구속력이 약화되면서 각 위원회의 위원장 

이 선임제 (seniority system)에 의해 자동으로 선출되는 제도가 만들어졌다 

10) Joseph Cooper and David W‘ Brady, “InstitutionaJ Context and Leadership StyJe: The House from 

Cannon to Haybum," Ameri，αm Political Science Review, 75(1 981), p. 413 

11) Charles O. Jones, “]oseph G. Cannon and Howard W. Smith An Essay on the Limits of 
Leadership in the House of Hepresentatives," Joumal of Politics, 30(1968), pp. 617-46 

12) Cooper & Brady, “Institutional Context and Leadership Style," pp. 4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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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하원의장 1인에 의한 권력 독점과 자의적 권력행사를 막으려던 개혁의 결과， 1910 

년 이후의 하원은 소수의 위원장들이 권력을 분점했던 20년전의 위원회 정부 상태로 돌아 

간 셈이다. 더욱이 어들은 정당 지도부에 의해 쉽게 통제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위원회 

소속 의원들이나 자가당 의원들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지역구에서 재선에 계속 성공허얘 연임횟수만 쌓으변 자동적으로 위원장 

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는 뉴딜 재편시기플 거쳐 1960년대까지도 지속되었다 13) 이 시기왜 하원은 

세입위와 운영위 등 주요 위원회 위원장뜰이 막캉한 영향력을 행사하변서 권력을 나누어 

갖고 있었고， 하원의장을 비롯한 정당 지도부의 뜻이나 정당의 방침야 아들을 통제할 수 

없었다 이 체제는 두 가지 정치적 결과를 낳았다。 하나는 정당의 결속력과 지도력이 춰약 

하기 때문에 다수당이 일관된 정책을 마련하거다 추진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오히려 다 

수가 원하는 정책야 위원회얘 기반을 둔 소수에 의해 거부되는 상황이 번발했다. 특히 문 

제를 섬각하게 한 것은 이 시기 동안 운영위와 같은 핵십 워원장직들이 남부 보수파 의원 

들의 수중에 계속 장악되어 있었던 점야다. 실질적인 민주당 일당체제하의 남부에서 계속 

재선됨으로써 선임체를 통해 자동적으로 위원장에 선출된 이들은 민권 (civ뼈 rights) 이슈 

를 비롯한 주요 사회정책영역에서 공화당과 연합하여 대통령 및 민주당 진보파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가로막아 왔던 것 이 다. 

반면 대내외 정책에 있어서 의회의 정책산출능력은 극하 저하되었고， 행정부에 대한 싱

대적 힘의 약화가 지속되었다. 여기에는 뉴딜이래 행정부가 급팽창하고 이차대전 이후 미 

국이 패권국으로 등장했다는 상황적 요인이 직접적으로 작용했딘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일관된 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극허 어렵고 특수이익을 위한 소수의 거부권 행사가 쉽게 

성공하는 이 체제의 성격으로부터도 얘러 가지 중대한 문제들이 생겨났다， 예컨대 스뭇

흘리 관세법에서 보듯 위원회 중심의 입법과정에서 ‘떡고물 나누기식’(pork barreI)왜 정책 

산출이 이루어짐으로써 정책적 대설패가 생겨냐는 경우도14) 빈번하고， 베트남 전쟁의 경 

우와 같이 의회가 대통령에 대해 전혀 견제를 못하게 되는가 하면， 투표권볍(Voting Rights 

13) 1946년 개혁 (Legislative Reorganization Actl이 시도되었으나 하원의 엽볍과정이나 권력구조릎 변화 

시키려는 제도개혁은 아니었다 으히려 그 일차적 목표는 기존 위원회 제도룹 정려， 강화시키는 것으 

로， 그간 급증했던 위원회들의 수플 대폭 줍이고 위원회들간의 소관영역을 명확히 구획했다， 나이가 

이플 바탕으로 의희의 선문성플 강화하여 이차대전 이후 상대적으로 약화되어가던 의회의 영향력블 

확보하려는 목적도 지니고 있었다 Roger Davidson and Wa!ter J Oleszek, ε'ongress Against ltself 

Ondiana University Press, 1977)윤 참조하라 
14) E. E. Schattschneider, Politics, Tar(梅， and Trade를 창조하라. 대공황 속에서 스뭇-흘리 관세법의 

대설패륜 경험한 의회는 1934년 호혜관세협정법(Reciproca! Trade Agreement Actl을 통해 헌법으로 

부터 부여받은 관세책정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한다. 의회 스스로 이 정책분야에 대한 정책산출능력 

에 회의를 지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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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에서처럼 의회내 소수 반대세력의 거부권 행사로 의회 자체가 문제 해결의 장애로서 

만 기능하게 되는 상황도 자주 별어졌던 것이다. 요컨대 정당의 영향력이 취약하고 민주 

당내 소수 반대파가 권력을 분점하고 있는 상태에서 의회는 주도적으로 정책을 산출할 능 

력을 상실한 채 오히려 정책의 추진을 가로막는 거부점으로만 기능한다는 위기감이 확산 

되었다. 

이러한 위거감은 1960년대에 더욱 고조되었다. 미국사회가 대내적으로는 민권운동과 ‘위 

대한 사회’(Great Society)정책을 둘러싼 갈등에， 대외적으로는 베트남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당내 내분이 격화된 상태에서 치러진 1968년 선거에서 민주 

대패했고， 선거에서 승리한 념슨(Richard Nixon)은 대내외정책에서 의회를 철저히 

무시했다 15) 이 상황 속에서 민주당 진보파들이 해결책으로 추진했던 것이 의회의 제도적 

1:}.Q.. 
D '--

개혁이었다. 

(2) 깨혁의 경과 

부분적 · 일사적으로 의회제도를 개선했던 적은 있었으나，16) 입법과정과 의회내 권한분 

배구조를 전체적으로 재평가하고 근본적 해결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은 1968년 선거 이후 

였다. 1968년 민주당 전당대회의 혼란과 선거에서의 대패가 직접적 계기로 작용한 것이다. 

더욱이 닉슨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사실은 민주당 진보파의 위기감을 고조시컸고， 이 

는 1972년 선거에서 닉슨이 다시 한번 대승을 거두면서 더욱 커지게 되었다 

1970년대 의회개혁을 이끈 것은 ‘민주당연구-모임’CDemocratic Study Group; DSG)이다. 

민주당연구모임은 민권 이슈를 비롯한 여러 정책부문에서 자신들의 진보적 정책이 좌절되 

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1959년 민주당 진보파 의원들이 결성한 것으로， 1960년대 말에 

이르면 민주당 의원 과반수 이상을 확보할 정도로 세력을 확대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이 

르러 민주당 진보파들이 계속 불만을 품어왔던 구체제에 대한 개혁을 시도할 수 있는 세 

15) 외교정책에 있어 닉슨은 전임자와 같은 제왕적 대통령 ümperial presidency)의 권한을 추구했다 예컨 

대 베트남 전쟁의 확전， 해결과정에서 보여지듯이 의회의 간섭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국내정책 

에 있어서는 이보다 소극적이었으나 의회와 민주당 진보파들에게는 보다 자극적인 자세룹 취했다‘ 

의회가 승인한 지출 항목들， 특히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들중 자신이 반대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을 집행하지 않곤 했던 것이다 Polsby, Congress and the Presidency, pp‘ 43 • 52 
16) 주로 운영위가 문제가 되었고 운영위에 대한 일시적 개혁들이 시도되었다 운영위 소속 남부 보수파 
의원들에 의해 민주당 다수가 원하는 법안들이 계속 지연되거나 무산되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1949 
년에는 낌얼 기한 규칙’이 채택되어， 각 위원회를 뜸과한 법안에 대해 운영위가 21일 기한내에 본회 

의 상정 방식을 정하지 않을 경우， 소관위원장이 직접 본회의 상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규 

칙은 2년후 폐기되었다. 또 1961년에는 운영위의 규모를 12영에서 15명으로 늘리려는 시도가 비룩 

한시적이나마 성공했다 당시 운영위 구성원에 있어 민주당은 8:4로 압도적이었으나 남부 보수파 2명 

이 공화당과 연합하여 민주당 안을 계속 부결시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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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민주당연구모임에 의해 따련될 수 있었댄 젓이다. 뎌욱이 없721녕 선거와 19741날 선 

거를 통해 초재선 의원들이 대거 원내에 전출함으로쩌 빈주당 진보파댁 쩨력을 더육 확대 

되었고 외회재혁운동에 강력핸 추진력이 더해지게 되었다. 

1968년 선거로 인해 민주당의 내분이 격화된 가운데 닉슨의 공화당 행정부가 들액삭게 

됨 새로운 상황도 민주당연구모임이 적극적으로 의회개혁을 추진하게 된 풍기였다， 케네 

다-존슨 시기 민주당 연구모임은 대통령의 진보적 정책에 대한 원대 지지기한으로서의 역 

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충분했다. 그러냐 공화당 행정부와 분점의 상황때서 진 

보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제사부터 통과까지를 민주당 진보세력이 추진책야 

했던 것이다. 원내 주요 위원장직을 차지하고 있는 남부 보수파의 존재가 위협적일 수밖 

에 없다. 더욱이 이들이 공화당과 연합하여 닉슨의 보수적 정책을 지지할 정우， 1960년돼 

왜 진보적 정책이 크게 후퇴될 수도 있다는 워기감이 고조되었다l7l 

이같은 상황 속에서 민주당 연구모임은 1968년 선거가 끝나자마자 실행위원회플 열고 

대책을 모색했다. 처음에는 특정 위원장들의 선임권을 박탈함으로써 이들을 위원장직에샤 

축출하는 공격적 대응이 논의되기도 했고， 선임제 자체의 폐지나 위원회제도의 근본적 재 

혁이 제시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들은 대안의 모색도 어렵거니와 의회 전체는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현실적으로 받아들얘지기가 불가능했고， 또 자칫 역효과만을 

부추길 위험이 있었다 18) 결국 민주당연구모임외 실행위원회는 현재의 위원회제도를 유지 

하면서 위원장들의 권력남용을 막고 이들이 당과 평당원들의 뜻에 책임을 지게 만드는 방 

향으로왜 의회개혁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핸슨위원회 

(Hansen Committee)라는 옐도의 위원회가 조직되었고， 이렇게 마련된 방안들을 민주당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 g 추진했던 것이다. 요컨대 개혁의 초기에 개혁가들이 추진했던 것 

은 민주당 내부의 조직원리를 개혁하여 당과 평의원들에 대한 위원장들의 책임성 (accoun

tability)을 증대시키려는데 i원내 민주당 개혁’이었던 셈이다. 

그랴나 다수당인 민주당 원내조직의 변화는 곧 의회조직상의 변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 

었으므로 의회개혁은 민주당의 범위를 벗어나 공화당을 포함한 의회 전체의 제도적 변회 

에 이르게 되었다. 더욱이 당시 공화당 역시 민주당 개혁파와 유사한 상황인식 속에서 자 

체의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1973년 위원회개혁 특별위원회(묘ouse Se1ect 

Committee on Committees; Bolling Committee)가 양당 동수의 의원들로 구성되어 의회채 

도 전반의 개혁을 모색하게 되었다. 볼링위원회의 안은 빈주당의원총회에서 거부되었으나 

개혁안이 정치 현실을 반영하게 만들었다는 빽며를 지닌다. 반면 워터게이트의 소용틀이 

17) Burton D. Sheppard, Rethi‘ηking Co.ηgressional R경bηη (Schenkman, 1985), pp. 10• 13. 
18)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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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초재선의원들이 대거 원내에 진출하게 되면서 의회개혁은 보다 광범위하게 확대되 

었고， 의회내에서의 참여의 확패， 권력의 분산， 입법과정의 공개화 등 제도개혁의 이상주 

의적 입장이 장회되었다. 결국 1댔8년 민주당연구모임에 의해 시작된 개혁운동은 의회전 

체의 조직과 절차， 그리고 의회의 외적 관계까지를 포함하는 광법위한 개혁으로 확대되었 

고， 그 목적 자체도 당시의 정치잭 동기뿐 아니라 특정 정책들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조 

성하려는 도구주의적 목적에서부터 정치재도 자체의 민주화를 추구하려는 경향이나 정당 

의 강화를 통해 책임정당정부를 이루려는 시도까지 합쳐지면서 보다 복잡해지게 되었 

다 19) 따라서 의회개혁의 결과 역시 왜회 전체 내에서 이같이 다양한 목적을 추구하던 세 

력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게 되었던 것이다. 

(3) 재현의 내용 

의회채도의 개혁은 19701년대 후반까지 얘러 가지 경로를 통해 다양한 방안들을 실천에 

옮기변서 추진되었다. 컴퓨터 서비스의 도입과 같은 단순한 입법환경의 개선에서부터 표 

결방식과 심외방식의 변화와 같은 입법절차의 중대한 개혁도 이루어졌고， 위원회 조직을 

재구성하는 데서부터 의장의 권한을 확대하는데 이르기까지외 하원 권력구조의 개혁도 이 

루어졌으며， 위원회의 배정과 위원장 선출방식의 변화와 같은 정당조직상의 개혁도 이루 

어졌다. 또 1973년 전쟁권한법 (War Powers Act)의 제정아나- 1974년외 예산볍 (Congressi -

onal Budget and Impoundment Act)과 선 거 법 (Federal Election εampaign Act)의 개 혁 과 

같야 외적 관계를 재조정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졌다.20) 이같이 다양한 제도적 변화들은 그 

추구한 목적에 따라 몇 가지로 세분해 볼 수 있다 21) 

19) David W. Rhode, Parτíes and Leaders ín the Postreform Hous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1991), pp. 17-20 
20) 당시 의회개혁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얀가는 논란의 대상이다 대부분의 학자들파 언론에서는 

1973-5년간 이루어진 의회 권력구조의 변화와 입법절차상의 큰 변화들융 의회개혁의 대상으로 간주 

한다. 예컨대 Polsby. Congress and the Presidency 참조 반면 존스와 같이 1970년대 전 시기동안 

씨루어진 거의 모든 입법절차와 정책결정절차적 변화들뿐 아니라 입법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 

치들을 개혁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Jones, The United States Congress, 특히 p. 429 참조“의 
회개혁’의 개념으로는 존스의 견해가 옳을 수 있으나， 당시 추구되었던 개혁의 목적과 무관한 변화까 

지 포함시키는 경우 '1970년대 의회개혁’의 범위를 너무 확장시키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여기서는 

1970년대 중반까지 이루어진 권력구조의 개혁과 입법절차의 개혁까지릎 포함한다. 

21) 1970년대 의회제도개혁의 내용을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연구와 소개들이 축적되어 왔다 이 부분은 

Davidson & Oleszek, coηgress Agail1st Itse lJ, Dodd & Oppenheimer, Congress Reconsidered; 

Jones, The United States Congress; Sheppard, Rethinking Congressional Reform; Rhode, Parties 
and Løαders in the Postreform House 등에서 논의된 제도적 변화들음 서로 대조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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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권한2.1 축소 : 재혁가들이 추구했던 가장 직접적 목적은 물론 위원장들의 권력 

을 축소서키는 것이었다 모든 문제점의 근본적 원인이 누구에게도 책엄을 지지 않으면서 

독자적 권력을 축적하고 있는 위원장들에게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 구체적 방안들로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졌다. 

우션 1970년의 의회재조직법 (Legislative Reorganization Act)을 통핵 볍안처리에 관한 

위원장들의 실질적 권력을 제한하는 조치들이 취해졌다. 즉， 위원장이 출석하지 않은 상황 

에서 가장 연임서열이 높은 의원의 사회로 위원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고， 본회의 상정 

도 가능하게 했다. 단순허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회 다수가 

찬성하는 볍안의 심의와 본회의 상정을 막았던 위원장의 권력남용을 제한한 것이다. 또 

위원회 안에서의 호명표결(roll-call vote)을 공개화하표， 본회의 전체위원회 (Committee of 

the Whole)에서의 표결 역시 공개화(recorded teller vote)함으로써， 비말투표의 장막 뒤에 

서 위원장의 압력이 행사되는 싱황을 개선하려 했다. 

위원장의 권력남용을 막기 위해 취해진 가장 직컵적 방법은 매 회기마다 전체의원총회 

에새 위원장에 대한 찬반투표를 통해 위원장의 신임여부를 묻는 것이었다. 않71년 핸슨위 

원회에 의해 고안된 이 방법은 1973년에는 매 회기마다 자동적으로 모든 위원장들에 애해 

신임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강화되었고， 표결방식도 비멸투표로 바뀌었다. 따라서 자가 당 

대다수의 뜻을 무시하는 위원장들은 다음 회기에는 위원장적에서 축출될 수도 있는 상횡 

이 된 것이다. 위원장직을 자유경선의 대상으로 만옮으로써 선임제를 폐지하지 않고도 선 

임체에 의해 선출된 위원장들의 책임성을 높이려 한 것이다. 실제로 초재선 의원들이 대 

거 등원한 직후， 이들의 진보적 입장과 자주 충돌해 왔던 세명의 남부출신 위원장들이 투 

표에서 패배하여 위원장직에서 축출되었다. 

나아가 입법과정에서 민주당 진보파에게 가장 큰 문제로 인식되었던 운영위와 세입위애 

대한 직접적 공격도 진행되었다. 우선 법안의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마치는 운영위애 대 

해 1975년 민주당이 채택한 개혁안은 위완장 및 민주당 소속 위원들을 하원의장이 지명략 

고 전체 의원총회에서 승언을 받도록 했다. 운영위 위원장과 위원플이 선엄제에 의해 임 

명 혹은 배정되어 독자적 권력을 축적하지 못하고 정당 및 정당 지도부에 구속되도록 한 

것이다. 하원에서 가장 위상이 높고 보수성이 강했던 세입위에 대해서는 워원의 수를 대 

폭 늘리고， 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강제했다. 또 전통적으로 세입위가 심의한 법안은 ‘금 

지규칙’(closed rule)하에 본회의에서 섬의했먼 것을 고쳐서，22) 수정안을 제안하도록 의원 

22) 금지규칙， 제한규칙， 무제한규칙은 본회의의 심의， 표결과정에 적용되는 의사진행규칙이다. 즉， 토론 

과 수정안의 제안을 금지한 채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금지규칙이며， 이플 어느정도 제한하거나 아무 

런 제한없이 진행하는 것이 각각 제한， 무제한 규칙이다. 법안들이 각 위원회를 통과하게 되연 운영 

위가 어떤 규칙을 적용할 것인가플 결정하게 되는데r 이 결정은 법안의 운명애 지대한 영향을 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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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가 의결할 경우 민주당 소속 운영위 위원들이 ‘무제한규칙’(open ru1e)이나 ‘제한규 

칙’(restricted ru1e)을 적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 세입위 위원들이 위원 

회배정위원회 (Comrnittee on Comrnittees)를 구성하여 민주당 의원들의 소속위원회 배정을 

하던 것을 폐지하여 세입위의 특권적 지위를 박탈했다 

권력의 분산 : 위원장의 권한을 삭감하기 위해 취해진 또다른 방안들은 위원장에게 집 

중된 위원회의 권한을 하부단위， 즉 소위원회로 분산시키는 것이었다. 우선 1971년 핸슨위 

원회의 제안에 따라 모든 민주당 소속 의원은 한 소위원회 위원장만을 맡도록 강제했다. 

연임서열이 높은 의원들이 자신의 영향력에 따라 여러개의 소위원회 위원장직을 겸직하여 

권력집중현상이 심화되는 것을 막은 것이다 나아가 일정 수 이상의 위원회는 의무적으로 

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위원장 혹은 위원회가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봉쇄했다. 이 조치들이 취해진 뒤 곧 벼교적 연임서열이 낮은 의원들이 대 

거 소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1972년 선거가 끝나고 열린 새 의회에서 소위원회의 권한은 더욱 강화되었다. 소위 ‘소 

위원회 권리장잔’(Subcomrnittee Bill of Rights)이 채택되어 보다 많은 권한과 독립성이 

보장된 것이다. 먼저 소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던 위원장의 권한을 박탈하고， 위원회내의 

의원총회에서 경선에 의해 선출되도록 했다. 또 소위원회들의 소관영역을 명확히 하고， 위 

원회에 회부된 법안은 다시 소관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의무화했다. 일반적으 

로 위원회에 회부된 법안들의 심의를 위원장이 독점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소위원회에만 

회부하곤 했던 위원장의 권력을 제한한 것이다. 나어가 모든 소위원회에 대해 적절한 예 

산이 

회의 

확보될 수 있도록 했고 참모진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소위원장에게 주었다. 위원 

물적 · 인적자원을 독접적으로 통제하던 위원장의 권한을 축소사킴으로써 소위원회의 

독컵성을 보장한 것이다. 

지도부의 강화 : 나아가 위원장들과 위원회들을 위로부터 통제하는 제도적 개혁도 이루 

어졌다. 즉， 정당 지도부로서의 하원의장과 당 기구들의 권한을 크게 강화시킨 것이다. 

다. 어떤 토론이냐 수정안도 금지될 경우， 소관 위원회의 안대로 신속히 풍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반면， 반대의 경우 무수한 수정안 제안과 토론 속에서 회기를 넘기고 폐기되거나 원안의 효과를 상 

쇄시켜버릴 정도의 수정안이 덧붙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운영위가 지니고 있던 막강한 권한은 바로 

이같은 의사진행규칙과 순서 (C머endar)를 결정하는데 있었던 것이다， 전통적으로 세입위의 법안은 

‘너무 전문적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의 토론과 수정안이 금지되는 특별한 규칙올 적용받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진보파 의원들은 ‘보수적 세업위 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려는 동기’를 의심해 왔었다 

John F. Manley, The Politics of Finance: The House Committee on Ways and Means (Little, 

Brown), pp. 2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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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민주당 의원총회는 그 실행위원회 역할을 하는 기구로서 민주당 정책위원회(House 

Democratic Steering and Policy Committee)를 설치하여 주요 정책사안들에 대해 당의 방 

칩을 결정하도록 했다. 결정사항이 의원총회에서 승인되면 당의 공식 방침으로 정해지고 

이에 대해 위원장 및 소속의원플이 따르도록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책위원회는 위원 

회배정위원회로부터 위원회 배정권한을 이관받게 됨으로써 보다 영향력을 지닐 수 있게 

되었고 반면 세입위의 영향력은 축소되었다. 민주당정책위원회는 24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중 반은 의원총회에서 지역별로 선출되며， 나머지 반은 하원의장， 원내총무 및 의원총 

회 의장 등 의원총회에서 선출되는 당 지도부와 4명의 원내부총무(deputy whip), 그라고 

하원의장이 지멍하는 4명으로 구성되었다. 

요컨대 독자적 권력기반을 지닌 위원장들을 약화사키고 당을 결속시킬 수 있는 공식 기 

구를 만든 것이다. 이 정책위 내에서 지니는 하원의장을 포함한 공식적 당 지도부의 권한 

이 강화되었음은 구성원의 반을 차지하고 있음에서 여실히 드래난다 뿐만 아니라 하원의 

장은 운영위의 위원장을 지멍하고 민주당 소속의원들을 배속하는 권한을 지니게 되었다. 

의원총회의 숭언을 받아야 하지만 이 권한에 의해 하원의장은 운영위를 장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하원의장에게는 소관 영역의 법안을 독점하던 각 상임위원회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1974년 볼링위원회외 제안으로부라 채택완 새 규정에 

의해 하원의장은 동일법얀의 성의를 여러 워원회에 맡길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복수회부 

권(multiple referrals)에 의해 당 저도부는 볍안외 운명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 

게 되었다. 나아가 1977년부터는 각 워원회가 법안을 심팍해야 할 기한을 하원의장이 결 

정할 수 있게 되었고， 하원의장의 ‘의사진행규칙중지권’(suspension of ruJe)23) 사용기한이 

증가되었다. 입법절차에 대해 하원의장에게 주어진 야 권한들은 그 자체만으로 볼 때 리 

드 캐논 시절의 전제적 의장을 가능하게 할 정도로 막강한 권한들이다. 

지도부의 통처I : 그러나 개혁의 방향이 1910년대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은 아나었다. 앞 

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소위원회로의 권력분산이 동시에 이루어졌던 것이다. 보다 중요한 

점은， 개혁의 결과 강화된 하원의장 등 지도부의 권력행샤를 평의원들이 감독， 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즉， 평의원들악 기구인 전체의원총회와 각 위원회별 의원총회를 상설화 

하여 여기에서 지도부의 결정사항들에 대한 승언을 하도록 함으로써 지도부의 자의적 권 

력행사를 막으려 했던 것이다. 예컨꽤 하원의장의 운영위 임명권은 전체의원총회에서 승 

23) 의사진행규칙중지권이란，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에 대해 운영위에서 결정한 의사진행규칙을 중지시키 

고 법안토론플 40분 한도로 제한하고 수정안 제안을 금지할 수 있는 하원의장의 권한이다 요컨대 

하원의장이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싣은 법안이 무재한규칙에 의해 섣의되어 통과여부가 불투명해질 

경우 의장은 규칙중지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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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받아야 하고， 정책위의 반수는 의원총회에서 선출하며 정책위의 위원회 배정 결정 역서 

의원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나아자 민주당 하원선거위원회(Democratic Congressional 

Campaign Committee) 위원장과 원내총무단까지 의원총회에서 비멸투표에 의해 경선되도 

록 만옮으로써 지도부의 책임성을 높이려 했다. 의회조직뿐 아니라 의사진행절차에 대해 

지니는 지도부의 권한도 의원총회의 통제하에 두도록 했다. 예컨대 의장의 규칙중지권의 

사용에 대해 의원총회가 일정한 제한을 가하도록 했고， 운영위의 금지규칙에 대해서도 의 

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번복시킬 수 있도록 했던 것이다. 또 이 모든 감독권을 지니는 의 

원총회는 지도부에 의해서만 소집되는 것이 아니라 50명 이상 의원의 제청으로 열힐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 내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위원회별로 소집되는 의원총회 (committee caucus)가 

지도부의 권한행사를 감독하도록 했다‘ 우선 소위원회의 배정과 소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선임제를 인정한 채 위원회 의원총회에서 비밀투표에 의한 자유경선으로 이루어지도록 했 

다. 즉， 아무리 연임서열이 높은 의원이라 하더라도 위원회 소속 자기 당 의원들의 투표결 

과에 따라서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되지 못하거나 소위원회 배정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 

다. 요컨대 위원회 내에서도 평의원들에 대한 소위원회 위원장들의 책임성을 강화하려 한 

것이다. 실제로 1970년대 후반부터 각 위원회 의원총회들의 투표결과 소위원장이 축출되 

거나 연임서열이 낮은 의원이 높은 의원을 물리치고 소위원회 위원장이 되는 상황야 벌어 

졌다. 또 위원회 의원총회는 소속 소위원회의 수효와 크기 빛 소관영역을 결정하는 권한 

을 지니게 되었고 소위원회의 예산과 참모진 구성을 승인하고 특정 볍안의 심의를 소위 

원회에서 할 것인지， 위원회 전체 수준에서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었다. 

나아가 의회활동의 전반적인 공개화가 추진되었다. 위원회의 축조심의 (markup) 과정이 

공개되었고， 위원회의 호명표결이나 전체위원회에서의 표결내용이 공개되었다. 섬지어 위 

원회와 본회의의 주요한 회의와 청문회들은 TV를 통해 전국에 생방송될 정도로 공개되었 

다. 이같은 공개화는 한편으로는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평의원들에게 장막 뒤에서 부 

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고 다른 한편으로 평의원들 역시 지역구를 의식하여 부당 

한 영향력에 굴복하거나 부당한 거래를 하는 것을 막으려던 시도였다 24) 

요컨대 1970년대 외회의 제도개혁은 의회조직과 입법절차를 바꿈으로써 구제도에서 정 

당과 독립적으로 권력을 남용히-던 위원장들의 권력을 약화시키고 대신 정당 및 정당 지도 

부의 권한을 강화시커는 한편， 권력구조를 더욱 분산시키고 입법과정을 공개화하여 소위 

원회와 평의원들이 지도부의 권력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4) Rhode, Parties and Leaders iη the Posmιform HOLlse,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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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호|권한의 당화 . 이와 동시에 의회 자체의 권한을 증대샤키는 노력도 병행되었다. 1970 

년대 초에 이르면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상대적 힘이 너무 약화되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 되 

었다. 이는 뉴딜시기부터 진행된 행정국가의 추세와 이차대전 이후 머국의 국제적 개업이 증 

대되면서 필연적으로 행정부와 대통령의 권한이 증대된 결과일 수도 있고， 의회 조직의 일반 

적 성격이 이러한 전문적이고 신속성을 요하는 결정에 맞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의회의 상대적 힘이 너무 약화되어 대통령을 제대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룰 수 없는 상태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던 것이다. 존슨왜 베트남정책이나 닉슨의 예산집행거부사태 등은 이러한 우 

려를 더욱 심화시켰다. 심지어 케네디와 존슨 행정부 초기 시기까지 ‘제왕적 대통령’(따ψe찌al 

presidency)을 주장했던 학자들도 대통령의 독주와 무기력한 의회에 대해 우려하기 시작했다. 

더욱이 민주당의 내분 속에서 공화당여 행정부를 장악하고 민주탕은 의회를 장악하는 분점의 

상황이 이루어지면서， 의회의 상대적 약화는 민주당 진보파에게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었다. 

나아가 이 사기는 그간 대통령과 행정부가 이끌어 왔던 외교정책， 무역정책， 사회정책 등 국 

내정책에 대해 쌓여온 불만이 표출되기 시작하는 시기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 의회가 현법으 

로부터 보장받은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의회의 위기로 인식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의회를 강화시키고 대통령확 권한을 통제하는 볍 

들이 통과되었다. 우선 의회 자체의 능력과 전문성을 배양할 수 있는 각종 조치가 취해졌 

다. 의회의 물적， 인적 자원을 크게 늘렸고? 세부 영역별로 소위원회가 설치되어 의원들이 

각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했으며， 의회예산국( Congressional Budg etary 

。ffice) 등 전문적 입법보좌기구들이 설립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1973년 전쟁권한법， 1974 

년 예산법과 무역볍25) 등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고 헌법상 부여받은 의회의 권한 

을 되찾는 시도가 계속되었다. 

25) 베트남 전쟁에서 일어난 대똥령의 권력남용에 대한 직접적 대응이 전쟁권한법으로 의회기- 헌법얘 보 

장된 의회의 전쟁선포권을 행사하려 한 것이다 한편 뉴달 사회정책에 대한 념슨의 예산집행회피가 

거듭된 데 대한 직접적 대응이 예산벙 제정이다 두 입법의 의미에 대해서는 수많은 연구뜰이 있다. 

반면 1974년 무역법에 대해서는 많이 논의되지 않지만 역사 같은 맥락에서 파악되어야 함 중요한 사 

례이다 1934년 푸역볍플 통해 의회는 관세책정권을 대통령에게 이전시켰고 수년마다 이를 연장시켜 

주었다. 즉， 대통령이 외국정부와 협의하에 관세율플 조정하연 곧 법적 효력을 발동하게 되었던 것야 

다. 이 권한플 바당으로 대통령은 GAτT의 여러 다자협상을 통해 자유무역정책을 추진했던 것이며， 

반면 의회는 포괄적 무역정책의 수립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되었다- 그러나 도쿄라운드플 앞두고 닉슨 

이 비관세장벽에 대해서도 동힐한 권한 이전윤 요구해 오자 의회는 거부했다 대신 허용한 것이 신 

속처리권(fast track authority)이다 대통령은 타국과의 협상이전얘 의회 소관위의 지도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협상결과에 대해 의회가 수정안 없이 신속히 찬반을 결정하겠다는 것이 그 내용으로， 

이에 따라 의회뉴 무역정책에 대해 타국과의 협상 이전과 이후에 모두 개입할 수 있게 되었다 빠34 

년 무역법과의 커다란 차이이며， 이후 무역정책에 의회가 본격적으로 개입하게 완 첫 걸음이었던 셈 

이 다 이 에 대 해 1. M. Destler, American Trade POlitlζs: System Uαder Stress (Institute of 
lntemational Economics , 1986)플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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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혁의 결파 

지금까지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듯이， 1970년대 의회개혁은 민주당 연구모임을 중심으로 

민주당 진보파에 의해 시작 · 추진되었다. 그러나 의회의 조직과 입법절차를 변화시키는 

개혁의 성격상 민주당 보수파와 나아가 공화당까지를 포함하는 타협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또 개혁을 추진한 목적과 동기도 다양했다. 민주당 진보파 중에서도 당시의 정치 

상황애서 진보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회개혁을 추진한 세력이 있는가 하면， 

1970년대 중반 형성된 초재선 의원들은 구제도의 타파를 목적으로 하기도 했고， 평의원의 

참여를 증대하고 입법과정에 대한 평의원에 통제를 강화하거나 의회의 상대적 힘을 강화 

하려는 재도 자체의 목적이 추구되기도 했다. 또 민주당 보수파와 공화당이 참여한 타협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당파적， 개인적인 정치적 이해관계도 작용했을 것이다.26) 

이렇게 이루어진 외회개혁의 결과를 분석해 보자. 먼저 1970년대 의회깨혁은 구제도의 

가장 큰 문제로 민주당 진보파가 지목했던 위원장들의 권력남용문제를 상당히 해결했다고 

평가된다. 위원장들이 행사하던 권력의 제도적 기반이 상당부분 붕괴되어 이전과 같은 권 

력행사가 불가능해졌고， 상실한 권한의 대부분이 소위원회로 이전되어 실질적으로 이들간 

에 권력을 분점하게 되었던 것이다. 특히 개혁 이전 시기에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던 운영 

위와 운영위 워원장의 권한은 대폭 축소되었고， 하원의장 등 정당 지도부의 수중에 장악 

되었다 그렇다고 위원장들의 권한이 유명무실하게 되거나 선임제가 폐지된 것은 아니다. 

여전허 연임서열이 높은 의원들이 위원장직을 장악하고 이들은 의회와 원내정당의 지도부 

의 권한을 행사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자의적 권력남용이 제도적으로 제한되었고， 평 

의원들이 위원장들에 대한 신임을 물을 수 있게 제도화됨으로써 위원장들의 전횡이 더욱 

어렵게 되었던 것이다. 요컨대 1960년대까지의 민주당 남부 보수파 위원장들처럼 정당 및 

평의원 다수에 책임을 지지 않고 독립적인 권력 기반 위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던 문 

제는 1970년대 제도개혁에 의해 성공적으로 해결되었다. 

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상대적 힘을 복구하려는 목적 역시 상 

당히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70년대를 통해 증대된 의회의 입법자원들과 소위원회 

중심의 입법조직으로 전문성이 증대된 것은 예산문제에서부터 외교정책에 이르기까지 의 

회의 권한이 증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 것이다.긴〉 그러나 의회가 행정부에 보다 

도전적이 되고 여러 정책분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된데는 1968년부터 시작된 공화당 

26) 이에 대해서는 Piper, Ideologies and Institutions, chs. 12-16을 참조하라 

27) 1970년대 이후 보다 개입주의적으로 행정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도전성 (assertiveness)을 논의하는 대 

부분의 연구들이 의회개혁을 통해 이루어진 의회 입법자원의 증대와 전문성 제고릎 그 기반으로 들 

고 있다 예 컨 대 Thomas E. Mann, ed., A Question of Balance The Presidents, the Congress, 
and Foreign Policy (The Brookings Institution, 1990)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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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민주당 의회의 분점정부(divided govemment) 구조가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했다. 

카터 시기의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 1968년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지속된 이 구조에서 민 

주당은 의회， 특히 하원의 정당의 역할에 익숙해졌고 공화당의 행정부와 경쟁을 벌이게 

된 것이다. 즉， 정당간 경쟁이 양부간 경쟁{interbranch rivalry)으로 이전되는 상황이 지속 

되면서 민주당은 1973년 전쟁권한법이나 1974년 예산법과 무역법 1988년 무역법 등을 통 

해 의회의 권한을 확대해갔던 것이다 

평의원과 의원총회에 책임을 지닌 정당지도부와 정당기구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정당의 

결속을 이루어 책임정당을 이루려는 목적이 어느정도 달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상반된 평 

가가 가능하다. 얹70년때 의회채혁에 다{한 다}다수 연구들은 의회개혁의 결과 오히려 의회 

내 권력이 분산되고 독자적 권력중심을이 더욱 증가되어 중앙의 통제에 의헌 단합이 힘들 

어졌다고 평가해왔다.28) 즉， 위원장 중성의 채채가 소위원회 위원장 중심으로 바캠으로써 

보다 많은 권력중성으로 권력아 분산되는 역효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수많은 

소위원회 위원장들과 평의원들여 독착적으로 권력을 추구허-는 구조로 발전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평가를 뒷받침하는 직접적 증거는 <표 2>에서 보듯이 개혁이 추전된 뒤 상당 기 

간동얀 정당단합도(party unity sc。뼈)가 나아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있다쩨 

그러나 1980년대 풍반부터 정당단합도가 증가하게 되변서 새로운 해석도 제기되고 있 

다. 즉‘ 1970년대의 정당개혁의 결과 정당지도부가 소속의원들을 결속시킬 수 있는 충분한 

권력을 지니게 되었다는 것이다 30) 사실 개혁을 통해 하원의장이 지니게 된 제도적 권한 

은 리드-캐논 시기에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권한이다. 19세기말과 같이 중대어슈 

(critical issues)에 의해 양당간의 이념적 a 정책적 대립이 뚜렷하고 대결이 격화된다면， 이 

제도적 권한을 기반으로 강력한 하원의장이 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1980년대 초반까지 

분열이 심했던 시기이므로， 하원의장을 비 

롯한 정당 지도부가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얘 소속의원틀을 결속시킬 수 없었다는 것이 

양당 대부외 는 이런 상황이 아니었고 오혀려 

다.31 ) 

28) 예 컨 대， Po]sby, Congress and the Presidenζy; Sheppard, Rethinki‘ng Congressional R강orm; Dodd 

& Oppenheimer, eds., Congress Reconsidered; Leroy Riese!bach, Congressional R얻form in the 

Seventies (Duxburγ， 1977); Norman ]. Omstein, 00. , Congress iη Change (Praeger, 1975) 등플 참 
조하라 

29) 와탠버그 등이 주장한 정당쇠퇴흔도 부분적으로 이같은 현상에 주목한다. 1980년대초까지 의회내에 

서 정당단합도가 극히 낮고 정책결정의 방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의 정당의 역할이 크게 상설되 

었다논 것이다. Martin Wattenberg, The Decline of American Political Parties, 1942-]양% 

(University of Harvard Press, 1984)틀 참조하라. 
30) 예컨대 Rhode, Parties and Leaders in the Postr，εform House, chs. 3-4릎 참조하라 
31) l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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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전체 민주당 남부 

77 ::l::l 

77 

79 

79 띠
 
% 

m m 57 

76 62 

80 67 

77 68 

80 76 

76 76 

79 78 

80 81 

76 77 

78 78 

i 민주당 전체 

〈표 2> 개혁 전후 하원내 정당단합도의 변화(%) 

연도 공화딩 전체 민주당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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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Norman J. Omstein, et al., Vital Statistics 011 COl1gress, 1991-1992 (CQ Press, 1992), pp. 

199-200에서 발훼 

역할과 권력이 강화되고 정당 기율(party discipline) 이 어느 

정도 강화된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다수당 내부의 각 세력들의 차이가 줄어들고 양당간 

의 대립이 격화될 경우， 개혁을 통해 마련된 제도적 권한을 기반으로 강력한 지도부가 출 

현할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이 경우라도 리드-캐논 모형의 전제적 지도부는 아닐 것이다. 

개혁을 통해 정당 지도부의 

개혁에 의해 지도부의 권력행사는 평당원들의 통제에 놓여있고 의원총회에 책임을 지도록 

민주당 진보파가 의도했던 

목적이었고，32) 개혁은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성격의 지도력이 개혁이 낳은 권력분산현상을 얼마나 극복할 수 있는가 

통제하의 강화된 지도력’은 되었기 때문이다. 이같은 ‘민주적 

이다. 즉， 개혁에 의해 권력을 나누어 가지게 된 많은 소위원회 위원장들과 평의원들의 독 

이해관계와 정당 전제의 정당지도부가 없는 경우， 전제적일 수 이해관계가 상충할 자적 

32) Ibid , pp. 17-39. 이런 변에서 의회개혁이 일관되지 봇한 방향으로 추진되었다거나 상반된 목적을 추 
구했다는 평가는 재고할 펠요가 있다 예컨대 Sheppard, Rethinking Congressional Refoπn， D찌d& 

Oppenheimer, eds., Coη!gress Reconsidered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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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속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사되는 것이다. 1970년때 야후 악회행태와 입법과정에 때 

한 많은 경험적 연구들은 이에 대해 부정적 대답을 제시환다. 요컨대 채혁외 결과 구축된 

많은 권력중심들은 지속적으로 독자적인 권력기반들을 확보 。 확대해왔고 33) 결과적효로 

입법과정이 보다 분절회-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1970년때 의회개혁은 권 

력분산과 지도부강화의 상반된 결과를 가져왔지만， 전자의 효과가 후자보다 훨씬 강했먼 

것이다. 

m. 점많채혁 

1970년대 의회개혁과 동사얘 진행된 것이 흔허 ‘정당7웹(party reforrn)이라고 불법우 

는 대통령후보 선출재도의 개혁이다 34) 의회재혁이 원내정당(ε。ngressional party)과 억회 

제도를 바꿈으로써 이후 의회댐 성격을 변화사켰다면， 정당개혁은 대통령의 정당(presi

dential party)의 성객을 바꿈으로써 행정부의 성격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1) 햄사적 맥락 

정당.9.1 기원 : 건국 당시부터 연방주의자와 반연방주의자로 정치세력이 조직화되었던 

것을 감안하면 미국의 정치는 일찍부터 정당에 의해 움직여졌다고 할 수 있다. 그랴다 당 

시의 정치 지도자들은 정치적 파별(factions)을 혐오했고 따라서 정당 역시 위해한 것g로 

간주했다. 예컨대 대통령 재임 당사 해멸턴 지지자들과 제퍼슨 지지자들간의 대립을 출곧 

지켜봐야 했먼 워싱턴은 퇴임사에서 ;파벌주의 (Spirit of Party)’의 해독을 경고한 바 있다. 

또 미국 최초의 정당 조직을 만들고 이끌었던 재퍼슨조차 한때 “정당과 함께 천국을 가야 

만 한다면 아예 지 옥을 가겠다”고까지 할 정 도로 정 당을 혐오했다.35) 

그러나 이같은 이상적 정치관과는 무관략게 유사한 정치적 목적과 이념을 지닌 쩨력을 

조직화할 현실적 필요성야 곧 생겨나게 팩었다. 속， 연방왜회내의 채퍼슨 추종자들어} 의해 

해밀턴악 정책을 저지하기 워한 ‘효과적언 전략을 협획하기 읽한 모임 (caucus)’아 조작되 

33) 예컨대 ‘소위원회 정부’(subcommittee government)론을 참조하라. 

34) 일반적으로 정당개혁은 ;성당 혹은 정당체제의 조직과 행태를 변화시키기 워한 법과 당헌 등의 변경 

플 의미한다. Austin Ranney, Curing the Mischiels 01 Faction: Party R앙mηs in Ameri∞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5)플 침조하라. 예컨대 진보주의 시기외 정당개혁은 정당을 공식 

적 존재로 인정하고 이를 공법으로 규제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제퍼슨과 해밀턴 시대 이래 정당개 

헥의 가장 중대한 대상은 공직후보선출제도， 특히 대통령 후보선출제도였다 1970년대 개학 역시 마 

찬가지이다 이런 맥락에서 여기서는 대동령 후보선출제도의 변화에 초점을 둔다. 

35) Richard Hofstadter, The Idea of a Party System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9), 
p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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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반대파를 왕정주의지-라고 공격하기 위해 스스로를 공화당(Republicans)이라고 불렀 

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해밀턴 추종세력들도 자연히 조직화되기 시작하여 연방당 

(Feder외ists)을 결성했다. 이들은 제퍼슨주의자들이 연방정부와 연방헌법을 인정하지 않는 

반연방 분리주의자들이라고 공격하기 위해 자신들의 명칭을 연방당으로 한 것이다. 이렇 

게 해서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정치적 이념과 정책적 지향에 따른 정당조직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공화당과 연방당의 두 원형적 정당은 기본적으로 연방정부내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연방정부내에서 생겨난 조직， 즉 원내정당이었고 대중적 기반을 지닌 

것은 아니었다，36) 

이러한 연방정부내의 정당조직은 선거의 필요성 때문에 곧 정부와 수도 워싱턴의 범위 

밖으로 확대되었다. 자기 세랙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었던 양당으로서는 이마 당선된 의원 

들을 조직화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자기 세력들을 선거에서 당선시키는 것이 보 

다 효과적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화당과 연벙-당은 이미 1790년대말부터 각 지역에 정 

당조칙을 결성하여 자기당의 후보를 선출하고 선거운동을 하도록 노력하였다. 이같은 지 

역적 정당조직들은 곧 연방 하원의원 뿐만 아니라 주지사 및 주 의원들과 각종 주 수준의 

선거에도 간여하게 되었고，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정당은 연방 주 및 지방정부 등 모든 수 

준의 선거에서 후보자를 선출하고 선거운동을 조직하는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요컨대 건국 당시의 원내정당조직과 수도 중심의 정당조직이 선거의 필요성에 의해 불과 

20여년만에 의회와 수도 밖으로 확대된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정당조직 역시 각 지역의 

엘리트틀을 중심으로 결성되었다는 점에서 대중적 조직이 아닌 일종의 간부정당(cadre 

party)이었다. 

잭슨 민주주의시대의 정당개혁 ; 정당조직이 지역적， 대중적으로 보다 확산된 것은 잭 

슨(Andrew ]ackson) 대통령 시기이다. 소위 잭슨민주주의(J acksonian Democracy) 시대로 

불리우는 이 시기에 세가지 중대한 변화와 개혁이 이루어졌다. 우선 1820.30년대를 통해 

유권자의 수가 급격히 증대되었다 예컨대 1824년 선거 당시 총투표자의 수는 36만에 불 

과했으나 1828년 선거에서 100만을， 다시 1840년에는 200만을 념어서게 되었다. 이는 이민 

자의 유업으로 언해 총인구가 증대된데도 원인이 있으나， 1830년대까지의 개혁에 의해 대 

부분의 주들이 투표 자격요건으로 되어 있었던 재산자격을 폐지함으로써 하층민에게까지 

투표권이 확대된 때문이었다 따라서 각 정당으로서는 보다 대중적일 필요성이 생기게 되 

었다. 

36) 미국 정당의 기원과 이후의 발전과정을 개관하기 위해 다음을 창조하라. John H. Aldrich, Why 

Paπies? The Origin and Tran적formation of Party Politics in America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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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잭슨시기에 대통령 선거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져 대통령 후보가 대중에 직접 

호소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전의 경우 대부분의 주들이 대통령 선거인단을 주의회 

에서 선출했으므로， 양당의 대통령 후보들은 유권자들에게 직접 호소하기 보다는 각 주의 

회 의원들， 즉 각주의 정치 엘리뜨들에게 선거운동을 해 왔다. 그러나 1824년부터 주별로 

유권자들에 의해 선거인단이 선출되기 시작하여 1830년대에 이르면 거의 대부분의 주에 

서 선거인단의 선출이 유권자의 직접투표에 의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각 정당들과 그 

후보들은 대중에 직접 호소하게 되었던 것이다. 요컨대 대중적 · 전국적 정당의 시대가 사 

작된 것이다. 

이처럼 중앙집중적， 엘리트 중심적 연방정치가 전국화 。 대중화되면서 대흥령 후보선출 

과정도 이에 맞추려는 정당개혁이 공화당(Republicans) 및 위그당(\ìVhigs)에서 이루어졌 

다. 1820년대까지만 해도 각 정당의 혜통령 후보는 소위 ‘킹 포커스’(King Caucus)라고 불 

리던 연방의회 의원들의 의원총회에서 만들이졌다 37) 이에 대해 각 주 정당조직과 대중들 

의 불만이 높아져서， 1820년대에 들어새서는 상당수 주의 정당들이 옥자적으로 주의회 의 

원총회냐 주왜 전당대회를 통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혀는 움직임을 보이게 되었다. 개혁 

세력들이 확산되고 이들의 ‘경코커스’ 불참운동여 성공을 거두면서 1828년 선거부터는 더 

이상 연방 의회의 ‘킹코커스’가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지 못하게 되었다. 대신 각주의 의회 

나 의원총회가 대통령 후보를 각각 선출하게 되었고， 이 변화 속에서 잭슨이 대통령 후보 

롤 선출되어 압승을 거둠으로써 최대의 수혜자가 됨 셈어다. 

이 과도적 후보선출제도는 곧 다샤 바뀌재 되었다. 18.32년 선거를 맞아 잭슨에 반대혀 

던 세력들은 주 단위의 선출과정이 대중적 지지를 받고 있는 잭슨에게 유리하다는 판단하 

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전국 전당대회를 도입했다. 잭슨 역시 당시 자신의 부통령이 

먼 캘훈(John ε. Ca1houn) 대신 밴뷰렌(Martin Van Buren)을 부통령 후보로 내세우기 위 

해 전국 전당대회로 선출제도를 바꾸었다 이후 4년마다 개최되는 전국 대의원회댐 

(nationa! convention)에서 대풍령 후보를 선출하고 정강정책을 채택하는 재도가 각 정당 

에 제도화되었다. 이같이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권한이 중앙의 연방외회 의 

원들로부터 각 주 수준으로， 그혀고 각 주 의회로부터 주 정당이 선출한 대의원들의 전국 

때찍로 이전뭔 것은 정당 조직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주정당의 권한이 강화되고 양 

37) 이는 일부 책임정당정부론지뜰에게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의회와 행정부가 권력플 공유하고 

있는 권력구조하에서 양부간을 연결할 수 있는 제도적 실체는 정당밖에 없다 양부간의 충돌을 막고 

효율적인 공조플 위해서는 이 연계릎 강화시켜야 하는데， 그 현실적 방안은 한 부내의 정당조직이 

다른 부의 정당조직윤 충원하는 길이다 즉， 대흉령이 실질적으로 자기당 소속 의원을 공천하던가， 

혹은 그 반대의 방법이다 건국 초기부터 잭슨 시기까지는 후자의 방볍이 사용되었던 것이며， 킹코커 

스의 폐지와 함께 책임정당정부， 혹은 내각제적 정부의 가능성은 “영원히 사라져버렸다" Ranney, 

Curing the Mischi양 01 Faction,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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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은 각 주정당의 연합으로서 존재하는， 정당의 연방제적 성격이 강화된 것이다. 

혁신주의 시대의 개혁 : 이러한 성격은 남북전쟁과 재편입 이후 크게 강화되었다. 내란 

의 당연한 결과로， 남부에서는 민주당이， 그리고 동북부에서는 공화당이 각기 독점적 지위 

를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각지역과 주별로 독점적인 정당의 조직이 발달하게 되 

었다. 이같이 주정당의 권한이 강화되고 지역적 정당조직이 강화되면서 나타난 것이 정당 

머신(party machine)들이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특정 정당조직이 표를 통원하여 공직자를 

당선시키는 기능을 독점함에 따라， 이 정당조직을 장악한 정당 보스(party bosses)들이 커 

다란 권력과 이권을 휘두르게 된 것이다. 특히 뉴욕이나 사카고 등 대도시의 정당머신들 

은 정치자금과 표를 동원하여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고 그 반대급부로 이권과 하위공직을 

분배하는 등 장막뒤의 정부로서 온갖 부패의 온상이 되었고， 머신을 장악한 정당보스들은 

연방 상원위원이나 주지사 보다도 훨씬 강력한 권력을 행사했다. 

이같은 지역적 정당조직의 강화와 이에 따른 정치적 부패는 19세기말 혁신주의 개혁운 

동의 표적이 되었다. 당시 공화당 진보파들은 당을 개혁하고 정당 보스들의 부패를 혁신 

하기 위해 공화당의 주도권을 장악하려 했다. 예컨대 l잃4년 선거에서 부패한 공화당조직 

의 후보 대신 민주당의 클라블랜드(Grover Cleveland)를 지지함으로써 정당의 일신을 꾀 

하고 패배한 공화당 조직을 장악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1896년의 전기적 선거 (critical 

election) 선거 이후 공화당 패구너체제가 굳어지고 당내 보수파의 우세가 더욱 확고해지 

면서 이들의 전략은 바뀌었다. 공화당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정치과정 

에서 차지하는 정당의 비중을 줄이는 제도개혁을 통해 정당보스들의 권력남용과 부패를 

막으려 했던 것이다. 요컨대 이 시기 혁선주의 세력들은 정당조직의 약화에 목표를 두었 

던 것이며， 시 단위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정당의 공천을 금지했던 제도들이 이런 맥락에서 

시도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혁신주의 개혁운동에 의해 중대한 개혁들이 사도되었다， 선거부정을 

막기 위한 선거등록제 (voter registration) , 정치적 부패의 온상이었던 엽판제 (spoils system) 

의 폐지 등 미국정치의 틀을 바꾸고 정당정치에 커다란 직 · 간접적 영향을 마친 개혁들이 

시도된 것이다. 그라나 혁신주의 운동의 춧점은 부패한 정당의 개혁에 있었다. 우선 1890 

년대부터 1920년대에 걸쳐 대부분의 주에서 정당을 공적으로 규제하게 되었다. 즉， 정당의 

내부 조직에서부터 후보선출방식과 의사결정방법 등의 요건을 법률화하고 주정부가 이를 

감독함으로써 정당조직의 부패와 권력남용을 막으려 했던 것이다. 

이약 함께 이 당시 처음 시도되어 이후 미국정당과 정치체제에 큰 영향을 머쳤고 1970 

년대 정당개혁의 전조가 된 것이 바로 직접 예비 선거제 (direct primary)의 도입이었다. 

즉， 평당원들， 혹은 유권자틀의 투표에 의해 직접 정당의 후보를 선출하는 제도가 도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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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후보공천과정에서 행사되는 정당 보스들과 정당조직들의 영향력 

소지를 없애려한데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혁신주와 재혁세력이 원했던 

단계에서부터 정당조직의 영향력을 막음으로쩌 선7-~ 자체가 후보자 

정치적 부패의 온상인 정당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38) 이같은 후보선출제도의 개혁은 혁신주의의 힘이 장했던 캘려포니아와 위스콘신 

선거의 첫 

결과적으로 

것이다. 이는 단순히 

을 막고 부패의 

것은 공직 

중섬이 되고 

먼저 시도되었다. 등 일부 주들에서 

혁신주의익 영향력이 확산되면서 예비선거제를 채택하는 주들이 급속히 늘어가서 1912 

년 선거에 14개주， 1916년 선거에는 23개주에서 개혁이 이루어졌다， 이에 고무되어 혁신주 

의세력은 대통령 후보선출을 위한 전국적 예비선거 (national prim많y)를 추진하기도 했다. 

그러나 1920년에 이르러 21개주에까지 확대되었던 예비선거채 개혁운동은 이 시점을 고비 

로 쇠퇴하게 되었다. 1차대전을 거치면서 혁신주의 운동 자체가 쇠퇴하기 시작한대다 공 

화당 내의 내분이 정혀되어간 정치적 상황 때문이다. 더욱이 한정환 주들에서만 예벼선거 

제가 시행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예비선거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대의원의 수가 후보 지 

명권을 획득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후보들이 예비선거에 참여하지 않게 되변 

서 예비선거개혁은 추진력을 잃게 되었다.39) 

1920년대와 1930년에 걸쳐 예비선거제는 여러 주에서 폐지되거나 대의원에 대한 구속력 

이 없는 미연대회 (beauty contestl화 하였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대통령후보의 결정은 정 

당 보스들간의 타협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미 십얘 주가 예비선거를 채택하고 있 

었고 20퍼센트 정도의 대의원이 예비선거 결과에 따라 후보를 지지하는 상태였다. 따라새 

1960년대까지의 대통령 후보선출제도는 예비선거에 의한 직접선출(plebiscitary)방식과 정 

당 조직에 의해 결정되는 방식이 혼합되어 있는 형태였다. 즉， 여러 파별들과 정당 보스들 

간의 타협에 의해 후보가 지명되지만， 예비선거에서 강력한 대중적 지지를 획득함으로써 

정당 보스들에게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이다，40) 

(2) 개혁의 경과 

이와 같이 1960i년대까지의 대통령 후보선출제도는 정당조직에 악한 지명이 주가 되고 

일부 주에서 평당원의 직접 투표에 의한 의사표시가 가능한 방식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후보선출제도는 정당조직과 평당원들간에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위험을 지니고 있었다. 

즉， 일부 예비선거를 통해 평당원들이 선호하는 후보가 혜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조 

38) Ceaser, Presidential Selection, p. 220 
39) Ibid. pp. 222-6. 
40) Ibid , pp‘ 227•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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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의 필요에 의해 다른 후보가 선택되는 경우 정당조직의 비민주성과 부패의 상징으로 

비쳐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1968년 민주당 후보선출과정은 이같은 위험을 극적으로 드러 

냈고， 결국 혁신주의 이후 다시 한번 정당개혁운동을 촉발시키는 맹아쇠역할을 했다. 

1f쇄년은 현대 미국정치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정치적 사태들이 연이은 해이다 연초에 북 

베트남의 구정공세가 큰 성공을 거두었고. 이 충격 속에서 유진 맥카시(Eugene McCarthy) 

상원의원이 반전세력의 기수로 현직 대통령 존슨에게 대통령 후보지명에 도전했다. 처음 

열린 뉴햄프셔 예비선거에서 존슨은 현직 대통령의 잇점과 민주당 조직이 총통원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6퍼센트 차이로 간신히 승리하게 되었는데， 이는 존슨과 기성 민주당 지도부 

와 베트남 전쟁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으로 받아들여졌다. 곧이어 로버트 케네디(묘obert 

Kennedy) 상원의원까지 후보지명전에 뛰어들게 되자， 2주후 존슨은 갑작스런 회견을 통 

해 후브사퇴를 선언했다 더욱이 4월에는 마틴 루터 킹 (Martin Luther King, Jr.l 목사가 

암살확고 대도시의 폭동과 소요가 연이었으며， 예비선거가 끝나가던 6월에는 민주당 진보 

파의 기대를 모으고 있던 케네디도 암살되었다. 

민주당 진보파와 반전운몽세력이 애초에 지녔던 희망은 무산되었다. 사실 1950, 60년대 

에 접어들면서 구제도는 흔들리고 있었고， 예비선거에서 평당원들과 유권자들의 강력한 

호응을 얻은 후보가 정당 조직들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변하고 있었다 41l 따라 

서 이들은 현직 대통령이 사퇴한 상황에서 험프리까지 패배시킬 수 있다고 기대했던 것이 

고， 진보세력의 승리를 통해 궁극적으로 반전운동의 성공을 목적했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 

까지 지속되던 구제도 하에서는， 평당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당 보스들에 의해 대통령 

후보선출 전당대회의 결과는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존슨의 불출마 선언 직후， 민주당 기 

생조적들은 부통령 험프리<Hubert Humphrey)를 후보로 내정했고， 이미 확정된 대의원들 

은 예비선거에 한번도 출마하지 않은 험프리를 선출할 것이 확실시되었던 것이다. 최대의 

정당 머신을 장악하고 있던 데일리(Richard Dalev) 시장의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 

대회는 예정대로 험프리를 후보로 지명했지만， 민주당의 내분과 흔란을 TV중계를 통해 

전국에 여실히 알린 사상 최악의 전당대회였다. 대회장 밖에서는 데일리의 시카고 경찰이 

반전운동의 시위를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있었고， 안에서는 데일리에 의한 자의적인 회의 

진행과 항의와 혼란이 벌어졌던 것이다. 

이러한 내분과 흔란은 민주당 진보파 뿐 아니라 민주당 지도부에게까지 위기감을 가져 

다 주었고，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혼란상태에 빠져있는 대통령 후보선출 과정의 문제를 조 

사하고 대안을 마련할 위원회를 조직했다. 대통령후보선출제도의 개혁은 예비선거의 후반 

41) Larry M. Bartels, Presidentíal Primaries and the Dynamic of Public αUJice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8), p. 18. 



‘미국적’ 정치제도의 장래 1 : 제도개혁의 정치적 결과 25 

부터 민주당 진보파에 의해 요구되어 왔다. 이들은 비공식적인 위원회(Hughes Commis

sion)를 조직하여 주정당들의 대의 원선출과정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제도를 조사 。 폭로 

하고 개혁을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이며 후보지명권을 획득한 험프리가 이를 허 

락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의 의도가 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에 있었던 것은 아니 

다， 4년마다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정당 내부의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명목적인 조사위원 

회를 조직하고 나면 4년 뒤에는 잊혀지는 것이 통례였고 1968년의 사태도 이를 크게 벗 

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다，42) 이에 따라 정당조직 및 대의원선출 조사위원회 

(Commissíon on Party Structure and Delegate Selection; McGovem-Fraser Commis

sion)가 조직되었다. 

그러나 11월의 본선거에서 험프려가 패배하는 충격 속에서 본격적인 개혁이 추진력을 

얻게 되었다， 당시 민주당 전국위는 민주당 진보파의 핵심인 맥거번(George McGovern)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는데， 맥거번은 곧 휴즈나 프레이져(Donald Fraser) 같은 개혁파들로 워 

원회를 조직했다. 맥거번 프레이져위원회는 선거 직후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는데， 

이들의 목표는 기존 제도의 전면적 재혁이었다. 즉 정당 보스에 의해 패왜원이 결정되고 

이들의 의지애로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는 기존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며， 대통령 후보선출 

과정이 평당원에게 공개되고 이들의 뜻을 대표할 수 있는 새로운 채도를 수립하려 했던 

것이다. 이를 목표로 채혁위원회는 채 1년이 안되는 기간동안 구제도의 버리와 모순을 조 

사 。 폭로했고， 이를 방지할 제도개혁의 지침 (guideline)을 마련했다. 다음에서 논의하듯이 

위원회가 마련한 지칩의 내용은 주정당들쩍 대의원 선출을 보다 공개적이고 대표성있게 

만드는 것이었다. 

이후 1972년 전당대회까지의 관건은 위원회가 마련한 지침을 주정당들에게 집행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4년에 한번 대통령 후보선출때회를 주관하는 민주당 전국위원회나 전국 

위가 조직한 맥거변 위원회의 지침을 주 정당조직들이 따르지 않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 

다. 그랙나 평당원들과 당내 진보세력의 강력한 지지， 호의적인 언론 보도와 여론외 호웅， 

위원회의 효율적인 전략， 그리고 지침을 따르지 않은 주 대의원들을 전당대회에서 축출할 

수 있는 전국위의 권한 등이 적절히 활용되변서 개혁은 실행에 옮겨지게 되었다，43) 

42) William Crotty, Party Refonn (Longman, 1983), pp. 44-62, 
43) 이눈 크로티의 설영에 근거한 것이다， 크로티는 학자로서 맥거번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민주 

당 활동가(activist)였으므로 당시 위원회의 활동과 전략 및 그 효과에 대해 소상혀 밝히고 있다. 반 

연， 그 자선이 당사자였으므로 크로티의 설명에 편견이 개재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뒤에서 논의하겠 

지만，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주이유는 주정당들이 지칩을 “받아들였기 때문이 아니라 피해가려 

했기 때문이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주정당이 지칩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은 맥거번→프레이져위원회의 승리였고 위의 요인들로 가능했을 것이다， Ibid 맥거번-프레이져위 

원회의 활동과 이틀 둘러싼 갈등에서부터 이후의 개혁반대세력들의 움직임에 대한 상세한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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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혁의 내용 

맥거번-프레이져 위원회의 개혁안은 휴즈위원회와 같은 당내 진보파들이 1968년 전당대 

회에서 제기했던 문제점들에 기반을 둔 것이다 즉， 대통령 후보선출 대의원들이 주 정당 

조직들에 의해 자의적이고 비공개적으로 결정되고 평당원들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가로막 

혀 대통령 후보선출 자체가 왜목되는 것을 막으려 했던 것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가 주정 

당들에 요구한 구체적 지 침들은 다음과 같다 44) 

첫째， 대의원의 선출에 관한 주정당의 규칙을 제정하여 문서화하고 이를 일반에 충분히 

얄리도록 했다 또 선출의 전 단계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일반에 충분히 알려도록 의무화 

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평당원들이 모르는 사야에 정당 간부(party regu1ars)들만이 모여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가 때문이다. 

둘째， 대의원 선출악 전과정이 전당대회가 열라는 해에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일정을 수 

립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구제도하에서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시작되기도 전에 대의원들 

이 결정되고 따라서 평당원들의 의사로부터 자유롭게 특정후보를 지지하게 되는 것을 막 

기 위함이다. 

셋째， 흑인과 여성 및 청년층 등이 전체 유권자 중 차지하는 비율에 

함되도록 ‘쿼타’를 정하도록 요구했다. 이 지침은 1972년 전당대회에서 

었고 이후 보다 느슨한 형태로 완화되었다. 

따라 대의원에 포 

논란의 대상이 되 

넷째， 대의원의 75퍼센트 이상은 연방 하원 선거구 이하 수준에서 

다섯째， 주 정당위원회에 의한 대의원 선출을 전체 대의원의 

선출하도록 요구했다. 

10퍼센트 이하로 한정하도 

록 했다. 주 정당위원회에 확한 대의원 선출방식은 가장 비대표적이므로 

할 것을 추천했다. 

가능한 한 변경 

여섯째， 주 대의원 전체가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제도(unit rule) , 대리투표제， 또 

대의원 전체의 40퍼센트 미만의 정족수에 의한 회의 개최를 금지했다. 

일곱째， 대의원이 예비선거에 의해 평당원들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경우(벼rect primary), 

대의원 후보들로 하여금 대통령 후보선출 대의원 대회에서 자신이 지지할 대통령 후보를 

투표용지 에 명 시 하도록 했다. 

요컨대 대의원 선출과정에서 평당원들이 “제대로， 무의머하지 않게， 그리고 때맞춰 참 

Byron Shafer, Quiet Revolution: The Struggle lor the Democratic Party and the Shaping 01 Post 

R찍form Politics (Russell Sage, 1984)를 참조하라. 

44) ηle Ojficial Guidelines 01 the Commission 0η Party Structure and Delegate Selectiol1 to the 

Democratic National Committee(Nov. 19, 1969) in Polsby, Consequences 01 Party Rζfoπn， 

Appendix, pp. 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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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f따， meaningful, and timely p없ticipation)할 수 있도록 정당하고 공정핸 대의원 선출 

방식의 최소요건을 의무화한 것이다. 

그러나 맥거번-프레이져위원회의 개혁지침이 주정당들에 강제되면샤 전혀 예기치 못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많은 주 정당들이 예비선거제를 채택한 것이다-‘ <표 3>에서 보 

듯이， 맥거번-프레이져 위원회의 지침이 강제휠 1972년 전당대회를 λ1 작으로 예비선깨를 

채택한 주들이 급증하게 되었다. 이는 대의원 선출제도 개혁에 대한 주 정당들 나름대르 

의 대응이었다. 위원회의 지침을 거부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렇다고 개혁안을 그대 

로 수용하지는 않으려 했던 것이다. 맥거번 프레이져 개혁안대로 대의원 선출과정을 평당 

원에게 공개할 경우， 주 정당조직 전체가 공개되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퇴고， 정당간부 

들과 보스들의 기득권이 침해받을 수밖에 없다. 아보다는 돼통령 후보선출과정을 분라하 

여 완전허 공개된 예비선거로 치름으로써 위원회의 지칩을 만족시키고， 이 이외의 다른 

영역에서는 기존외 제도를 유지하려 했던 것이다.겹) 

〈표 3) 예비선거의 확산 

민 -;Z「L 'ð- 공 화 'ð-

연도 
예비선거의 대의원의 

후보지지가 
예비선거의 대의원의 

후보지지가 

「까-‘ 비율 
의무화된 

「까-‘ 1:l 1 율 
의무화된 

대의원 벼융 대의원 벼율 

1952 17 .46 .18 15 .46 .24 

1956 21 .50 .38 18 47 .43 

1960 17 .45 .20 15 .41 .35 

1964 18 .51 .41 17 .48 .35 

1968 17 .49 .36 16 .45 .36 

1972 23 66 53 .41 

1976 29 .75 .66 54 

1980 31 71 75 .69 
」←←

출처 : p，이sby， Coηsequences of Party Reform, p. 64에서 추출 

결국 개혁은 예비선거의 급증이라는 개혁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왜 채도 

변화를 가져요게 된 것이다. 당사 개혁에 참여했던 레이니가 밝히고 있듯이， 이들이 의도 

45) Ranney, Curing the Mischiefs 0] Faction, pp.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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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것은 기존 형태의 대통령 후보선출 전당대회를 개혁하는 것이었다， 

민주당 맥거번 프레이져 위원회의 위원들 모두가 일차적으로 합의했던 것은 전국적 예비선거 

(national presidential primary)니 주별 예비선거의 급증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사실 

우리가 원했던 것은 대의원 선출제도를 개혁함으로써 선출과정이 공개화 · 공정화되고 참여가 

크게 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예비선거에 대한 요구가 사라지길 바랐던 것이다. L..J 그러나 
우리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L..J 우리가 의도했던 바의 정반대를 만들어냈던 것이다.46) 

(4) 재혁의 정치적 결과 

역사적으로 미국 정당들이 대통령후보를 선출한 방법은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한다. 하나 

는 ‘조직결정형’(p않ty dominance modeD으로， 정당의 각 분파조직 (factions)들과 그 보스들 

의 타협에 의해 후보를 결정한 방식이다. 시대에 따라 정당조직의 영향력이 달라지긴 했 

으나 1970년대 개혁 이전의 시기는 대채르 이 방식에 의해 대통령 후보가 선출되었다. 또 

다른 하나는 ‘직접선출형’(plebiscitary modeD으로 1970년대 개혁 이후와 같이 평당원들의 

투표에 의해 후보가 선출된 방식이다.47) 이 두 방식은 단순한 선출방식의 차이일 뿐만 아 

니라， 평당원들이 결과에 대해 지니는 정통성에 대한 차이， 선출되는 후보의 성격， 통치능 

력 및 정당 자체에 대한 영향도 크게 다를 수 있다. 

조직결정형은 평당원과 유리되어 각 분파조직과 지역적 조직들의 보스들에 의해 후보가 

선출되므로 결과에 대해 평당원들의 승복을 받기가 힘들 수 있다. 따라서 평당원들의 정 

당일체감이 강하고 정당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지 않으면 정통성에 문제가 생길 여지 

가 있다. 여러 분파들의 타협에 의해서만 후보가 선출될 수 있으므로 후보가 지녀야 할 

최대의 장점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절충하고 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개자(broker)로서 

의 능력이다. 역으로， 선출된 후보는 다양한 분파세력들의 타협에 따라 선출되었으므로 당 

내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획득할 수 있다 이렇게 형성된 연합은 본선거를 치르는 원몽력 

어 되고， 당선된 뒤에도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 된다. 물론 다양한 분 

파적 이해관계와의 타협에 따른 부탐도 지게 된다. 

직접선출형은 평당원 각자의 표결에 의해 후보가 선출되므로 보다 민주적이고 정통성이 

크다. 그러나 정당 내부분파들간외 아해조정과 무관하게 선출되므로 정당 내부에서 광범 

위한 지지를 동원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더욱이 정당조직 외부의 평당원과 대중으로부터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반(反)정당적 호소가 효력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고， 기존 정당조직 

46) Ibid , p. 73. 

47) Ceaser, Preside，ηtial Selection, pp. 213-7의 논의 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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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의 후보가 보다 많은 대중적 지지를 기반으로 정당의 후보로 선출될 수도 있다 이러 

한 후보의 본선거 캠페인은 선출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정당과 유리된 채 후보중심적 

(candidate-centered) 조직이나 특정한 파별 중심으로 치러지기가 쉽다. 본선거에서 당선 

된 뒤에도， 조직된 정치적 기반이 취약하여 통치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나， 기존 정치권 

외부의 지지를 통원하거나 대중에 직접 호소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어떤 경우이든 

기존 정당조직은 타격을 받게 된다. 

대통령 후보선출 대의원의 선출제도를 개혁한 1970년대 민주당 개혁은 결국 대통령 후 

보선출방식을 전자에서 후자로 변화사키게 된 것이다. 따라서 1972년 당시부터 이 변화가 

직접선출방식으로부터 야기되는 여려 가지 정치적 결과를 낳을 것으로 우려되었고， 레이 

니의 연구를 벼롯한 지난 20여년간의 경험적 연구들은 이 우려가 현실화되었다고 평가하 

고 있다.얘) 

우선 예비선거제로 인해 양당의 후보선출과정에 평당원들의 참여가 확얘되고 일반 유권 

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었다는 정 자체에 태한 이견이 제기된다. 일단 후보 선출과 

정에 대한 참여의 기회가 전 유권자， 흑은 평당원 전체로 확대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 예비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의 구성을 분석해 보면， 예버선거의 참여가 사회경제 

적， 혹은 정책지향적으로 특정한 집단에 편향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즉， 본선거보다 유권 

자들의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는 여1 벼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은 소위 ‘핵심투표자들’ 

(core v야ers) ， 혹은 정치활동가들(political activists)이벼， 따라서 예비선거의 결과가 사회 

경제적 중상층부와 이념적 。 정책적으로 특정한 집단의 션호로 편향된다는 것이다，49) 그렇 

다면 후보선출에 있어 일반 유권자와 평당원들왜 의사가 공평히 반영되는 결과가 이루어 

졌다거 보다는， 1950년 이래의 현상으로 윌슨이 주목했던 아마추어 (amateur)50l의 증가와 

이들의 영향력 확대를 가져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여}비선거체의 확산은 기존의 정당지지구조를 취약하재 만드는 결과를 가 

져왔다‘ 주지하듯이 양당， 특히 민주당은 다양한 사회적 e 경제적 a 정치적 이해관계를 지닌 

48) 대표적으로 Polsby, Consequences of Party R강oπn; Raney, Curi‘ng the Mischi짜 of Faction; 

Ceaser, Presidential Selection; B앙te!， Presidential Primariε5 and the Dynamics of Public 

Choice; John Haskell, 1써ldamentally F/，αved: UJηderstanding and Reforming Presidenti，αI 

Pri，η1GrÎes (Howman & Littlefield, 1996) 등을 참조하라. 

49) 이에 대해 James I. Lengle, Represent，αtion and Pr，εsidential Primaries: 1꺼!e Democratic Party i，η 

the Post-Reform Em (Green、'，1000 ， 1981)을 참조하라. 예비선거 투표자 컵단과 본선거 투표자 집단 

들을 비교한 많은 경험적 연구들은 이 정에 있어 상충적인 증거들음 제시하고 었다. 그러나 이 증거 

들의 신뢰도는 그리 높지 않다 일단 NES에 예비선거 투표자들에 대한 조사가 포함된 것이 1988년 

이므로， 그 이전의 자료는 신뢰도가 낮고， 그 이후의 자료는 특정 선거의 일회적 예외성의 가능성이 

있는 것야 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후보들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캠페인을 야에 맞추는 것이다. 

50) James Q. Wilson, The Amateur Democrat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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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세력들의 연합으로 구성되얘 있다. 뉴딜 이후 상당 기간 양당의 지지기반이 이와 같 

이 유지될 수 있었딘 것은 양당이 이들의 이해를 적절혀 반영해 왔기 때문이다. 즉， 특정 

집단들에 대해 대통령 후보 선출과정에 참여하도록 허용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들외 

이해를 정강에 반영하고 이를 보호해주는 후보를 선출해 왔던 것이다. 파별 보스들간의 

타협에 의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양당의 선거연합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지지세력들의 이 

익이 대표될 수 있었던 제도였던 것이다. 

그러나 후보 선출과정이 완전 개방되어 양당의 핵심 투표자들에 의해 후보가 결정되는 

상황에서는 기존 지지세력들의 이해관계를 인위적으로 조정 。 통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g 기존 자지세력을 포괄적으로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세력만을 대표하는 후보 

가 선출될 수도 있고， 이같은 상황이 반복되면서， 소외되는 집단들과 유권자둘의 이탈이 

빈번해진 것이다. 분랴투표(split ticket voting)현상이 증대된 것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민주당외 경우， 1972년 이래 동북부 진보집단들의 영향력이 크게 반영되고 노조 

와 남부악 영향력이 줄게 되면서 기존 지지기반이 붕괴되고 있는 실정이다. 요컨대 핵심 

적 투표자， 즉 특정한 이슈를 중심으로 잘 조직된 정치 활동가들에 의해 후보선출이 결정 

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정당 지도부의 역할이 사라짐에 따라， 정당의 지지기반 

이 크게 축소되고 있는 것이다. 개혁가들이 결코 혁신주의 시대와 같이 정당을 유명무실 

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책임정당정부론의 툴 안에서 강력하고 “효율적안 시민정당” 

(effective citizen party)을 구축하려 했다50는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개혁은 대실패였던 

셈이다. 

이같은 상황은 전국적인 다수연합을 형성할 수 없는 후보에게도 후보선출과정에서 三'ì
」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주고 있다. 오히려 몇 개 지역에 잘 조직된 지지자들을 확보하고 

있는 분파적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곤 한다. 즉， 초반에 예비선거가 개최되는 몇 개의 

주들에 조직적인 지지기반을 확보하여 유리한 결과를 얻으면 소위 ‘추전력’(momenturn)을 

얻게 되고 이후의 과정에서 조직과 자금과 홍보의 모든 면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다. 반면， 전국적으로 고르고 높은 지지율을 지니고 있는 후보라 할지라도 초반의 실 

패는 곧 인적 。 물적 자원의 탈락의 길로 접어들곤 한다. 예컨대 

1976년 선거에서 카터가 민주당 지명권을 따게 된 것은 아이오와와 뉴 햄프셔에서의 성공 

때문이었다. 중서부 농엽지역과 동부 사양산업지대의 두 작은 주들이 결과적으로 미국 전 

고갈로 이어지고 흔히 

체의 예비선거와 본 선거를 결정지은 것이다 전국적 지명도나 활동경력이 없던 이들이 

이 지역들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오랜 기간 동안 이 지역들에 조직을 삼고 이들을 

51) John S. Saloma, m and Frederick H. Sontag, Parties (Vintage), p. 8. 개혁운동을 옹호하기 위해 
쓰여진 이 책의 서문은 책임정당정부론의 대부 번즈(James McGregor Bums)에 의해 쓰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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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이슈와 정책을 제사했기 때문임은 자명하다. 

이렇게 예비선거에책 승리한 후보의 본선거 캠페인 역사 예비선거 때와 크게 다르지 않 

다. 정당내의 광범위한 지지기반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자신의 파벌을 중심으로 한 챙페인 

을 벌였고 정당조직은 부수적인 역할에 머물렀던 것이다. 특히 민주당확 경우， 개혁이 이 

루어진 1972년 이후 새로운 후보선출과정을 통해 선출된 후보가 계속 패배하게 됨에 따라 

새로운 제도하에서는 ‘본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는 후보들만이 선출된다’는 비난을 받게 되 

었다. 당내에 폭넓은 지지연합을 구축하지 못한 채 후보 자신파 특정 분파에만 의존하는 

캠페인이 양당의 후보만이 승부를 겨루는 본선거에서는 섬각한 약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이 

다. 

더욱 큰 문제는 이로 인해 섬각한 통치력의 문제가 초래되어 왔다는 점이다. 대통령이 

재임시 발휘할 수 있는 통치력의 원천은 그 자신과 그가 제시한 정책에 대한 지지기반에 

있으므로， 선거 당사 광범위한 지지기반을 확보한 대통령이 보다 효율적으로 통치력을 발 

휘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조건을 갖추지 못한 후보들 중 하나가 본선거에서 승리하였을 

경우 신임 대통령은 안정된 통치력의 기반을 결여하게 된다. 특히 권력분립구조에서 대통 

령이 추구하는 정책의 성공여부는 의회내 다수연합(presidential majority)의 확보에 달려 

있는데， 원내 자기당내 다수의 지지를 동원하는데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1992년 

까지 개혁이 배출한 유일한 민주당 대통령 차터가 이같은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었다. 또 

카터와 같이 자신이 제시한 주요정책들이 좌절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거나 혹은 클 

린턴 행정부 초기와 같이 특정 집단들의 선호에 끌려 다니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같은 

대통령에 대해 관료와 의회도 보다 대립적이 되고 결국 정부 전체가 대립과 교착상태에 

빠져드는 결과도 흔히 초래되곤 했다. 

나아가 대통령 선깨과정에서 정당의 약화는 곧 이익집단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즉， 자신들만의 힘으로 예비선거와 본 선거를 치르게 된 후보들이 자금과 조직 

에 있어 특정 이익집단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고， 결국 선거 당시와 선거 후에도 이 집 

단들의 영향력이 강화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1970년대 이래 미국정치에서 이억집단외 

수와 영향력이 폭발적으로 증가된 것은 예비선거제의 이같은 폐해에도 직 · 간접적으로 기 

언한다고 평가된다. 

N. 뿔 론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중반에 이르는 시기는 전형적으로 크로티 모델의 위기단계 

에 해당되는 시기였다. 민권운동과 도시 폭동， 베트남 전쟁과 반전운동， 현직 대통령의 불 

출마 선언， 68년 시카고 전당대회， 마틴 루터 킹과 로버트 케네디외 암살， 번주당의 자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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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대통령 선거 패배， 워터게이트， 현직의원들의 대거 낙선 등， 이 시기는 혼란과 위기의 

시기였고， 기존 정치제도의 폐해와 취약함이 극적으로 드러나는 시기였다. 

다른 한편으로 이 시기는 폐쇄되어 왔던 정치과정의 공개와 접근 요구가 커지고， 새로 

운 이념적 · 정책적 정향을 지닌 정치세력들이 정치과정에 참여하기 시작한 시기였다. 

1950년대부터 윌슨이 관찰한 바 있던 지역 수준의 아마추어 민주당 활동가들로부터 1970 

년대에 우후죽순처럼 성장하는 공익집단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정치세력들이 대거 진입했 

고 그 결과 양당의 당내 분파구조는 더욱 복잡해져 가고 있었다. 민주당의 경우 신진보 

(’New Politics' Libera1s)를 표방하는 신진세력과 기존세력 (Old Libera1)간의 갈등이 갚어 

졌고， 이들은 추구하는 정책목표는 물론 제도개혁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공화당의 경우도 전통적 보수주의세력의 발언권이 약화되고， 대중주의적 신우파 

(New Right)가 세력을 키워나갔는가 하면， 민주당으로부터 이탈한 신보수(Neo-conser

vatives)도 등장했고 조직 된 기 업 들까지 공화당 정 치 에 적 극 참여 하기 시 작했다. 이 들 역 

시 추구하는 정책목표와 제도적 처방이 각기 달랐던 것은 물론이다.52) 요컨대 양당 모두 

가 각기 다른 이념과 이해관계를 지니는 다양한 세력들로 더욱 분파화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추진된 제도개혁들은 분파화를 더욱 조장했다. 개혁파들의 주장과는 정 

반대로 의회개혁과 정당개혁은 원내정당과 원외정당 모두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었고， 의 

회와 행정부의 통제 및 양부간의 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든 것이다. 이같은 결과가 초래된 

것은， 제도 개혁 자체의 중요성 보다는 당시의 정책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의회 

개혁과 정당개혁이 이루어진 때문일 수도 있고， 참여의 증대에 초점을 두었던 개혁파의 

성향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혹은 사적인 정치적 이해관계의 결과일 수도 있다. 혹은 참여 

의 증대를 통해 강한 정당을 이루려 했던 것이 애초에 양립불가능한 목표이었을 수도 있 

다. 문제는 의회개혁과 정당개혁 그리고 부분적으로 70년대 개혁의 영향으로 형성된 이익 

집단의 폭증현상(b왜‘anization)이 정책결정과정의 분절화와 권력의 분산， 그리고 정치적 

분파화를 심화시켰다는데 있다. 

이렇게 볼 때， 가까운 장래의 미국정치의 모습과 제도의 변화는 몇가지 시나리오 중의 

하나로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기존 제도가 유지되면서 중대한 ‘문채’나 ‘위기’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다. 빈부격차의 심화나 복지축소 같은 경제적 갈등이나， 닥태를 둘 

러싼 대립과 같은 사회적 이슈들， 그리고 종교적 우파 등 단일이슈집단들의 대두와 같은 

최근의 현상들을 감안하면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중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기존 재도의 툴안에서 문제해결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됨에 따라 새로운 제도개혁 

52) Piper, ldeologies and lnstiwtions, chs. 12-16을 창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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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기가 시작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분파화가 진행된 상황에서 분절적인 정 

치과정을 통해 제도개혁의 해답이 찾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20세기의 제도개혁들이 권 

력이 집중된 상태에서 보다 분산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감안하면， 권력이 분산된 

기존 제도를 권력집중형 제도로 고치는 개혁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다. 셋째는 기존 제도 

가 더 이상의 분파화， 분절화가 진행되지 않고 점차 제도적 적응을 이루어 갈 가능성이다， 

최큰의 항목별거부권Oine item veto)이라든가 의회내 코커스 지원의 폐지와 같은 ‘작은’ 

제도들의 수혈을 통해 기존 제도가 유지되고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의 진화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 가능성은 이 글의 첫머리에서 제사한 전제 자체에서 부정된다. 가 

장 큰 가능성은 기존 분파들의 경체를 뛰어넘는 중대이슈가 대두되고 이에 따라 양당의 

지지세력이 재편팩는 경우이다. 이 경우 새로운 균열구조아래 정당간의 다수주외적 경쟁 

이 벌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 보다 집중화완 제도로의 개혁이 가능할 수 었다. 

따라서 위의 각 서나라오들에 대한 보다 정밀한 검토는 현 제도하에서 성장환 각 분파 

들의 실체， 어들의 정책적 목표와 제도적 지형 척근의 주요 이슈와 가까운 장래의 잠재적 

중대이슈， 이에 따른 분파들핵 재편 가능성 등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