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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학교 국제학부) 

1. 1970년대 쩌IE품뼈혁옐 g상파 1980댈대의 재혁불의 

이 글은 1960년대 이래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미국 정치제도의 장래를 전 

망하는 연속된 작업을 마감하는 글이다. 첫 번째 작업1)에서 필자는 1960-1970 

년대의 제도개혁의 내용과 과정을 분석하고， 그 정치적 결과를 진단했다. 여기 

서는 그 연장선상에서 1980년대 이후의 제도개혁 논의 및 시도들을 추적함으 

로써 미국 정치제도의 변화를 전망한다. 특히， 최근 제도개혁의 핵으로 등장했 

던 의원임기제한제의 가능성과 잠재적 영향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둔다. 

1970년대의 정치제도 개혁은 미국 정치의 특성， 즉 정책결정과정의 분절화와 

권력의 분산， 그리고 정치적 분파화， 원자화를 더욱 조장했다，2) 개혁파들의 주 

장과는 정반대로 의회개혁과 정당개혁은 원내정당과 원외정당 모두를 더욱 취 

약하게 만들었고， 의회와 행정부의 통제 및 양부간의 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 

었던 것이다. 이러한 유산 속에서 전개된 1980년대 이후의 정치상황은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1980년 선거부터 12년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이 압 

* 본 연구는 1뾰7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대학부설연구소 피제 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1) 백창재‘미국적’ 정치제도의 장래 1 : 제도개혁의 정치적 결과J ， 서울대학교 미국학연구 

소미국학~， 저1121집 (1998) ， pp. 1-33 
2) Ibid , pp. 16-19, 28-30, 31-33. 



2 美 國 學 第二 「二輯(1999)

승하는 패턴이 계속되었고，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이 지니고 있는 ‘선거의 자 

물쇠’(electora1 lock)는 굳건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였다. 반면 1980년 선거의 동 

반효과(coattail effects) 속에서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했던 시기를 제외하고 민 

주당의 의회 지배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이같이 양당이 양부를 나누어 가지는 현상은 여러 가지 정치적 결과를 초래했 

다. 이 시기의 정치제도 개혁논의와 연관하여 다음 두 가지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분점상황이 지속되면서 양당간의 대립이 양부간의 대립으로 번지고， 

이로 인해 정부의 마비와 문제해결 능력의 저하가 두드러지게 되었다. 둘째， 양당 

이 각각 ‘의회의 당’과 ‘대통령의 당’으로서의 역할을 분담하여 전문화해 가는 현 

상이 벌어졌다. 이는 오랜 기간 동안 양당이 각각의 역할에 익숙해졌기 때문이기 

도 하지만， 대통령 선거와 의회선거 각각에 대한 공화당과 민주당의 우위가 확고 

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전자의 현상은 당연히 정부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 위한 제도개혁의 펼요성을 제기했다. 1970년대의 개혁으로 정당과 의회가 

약화되고 권력이 분산화된 상황 속에서 분점정부에 의해 더욱 문제가 심화되었으 

므로， 이를 해결할 제도개혁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후자는 권력구조와 양부관계에 

대한 양당의 처방에 영향을 미쳤다. 대통령의 정당과 의회의 정당의 역할에 충실 

해지면서 영:부간 권력분배에 대해 양당이 전통적으로 지녔던 입장에 큰 변화가 

오게 된 것이다. 

이런 맥락 속에서 1980년대 이후 효율적 정부를 위한 제도개혁이 지속적으 

로 논의되었다. 분점상황을 맹-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논의되었고， 정당의 

단합도를 높이고 책임정당을 이룰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되었으며， 양부간의 

권한배분과 견제와 균형을 변화시키는 제도 개혁이 고안되었다.3) 그러나 이와 

같이 정당， 의회 및 대통령 등 권력구조에 직접적 영향을 가져오는 제도개혁 

은 논의의 수준에 머물렀을 뿐， 실행가능성이 극히 작았다. 이라한 제도개혁의 

중대성 때문에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있었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양당 

내부에 권력구조에 대한 합의가 더욱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1980년대이래 

3) 이에 대한 일별로 James L. Sundquist, OJnstitutional R，φnn αul 댐'ective Govemment, 
rev. ed Brookir핑s Institution, 1없2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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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한 제도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이 같은 이유에서였다 1970년대 

개혁의 결과와 분점정부의 지속으로 정부의 효율성 문제가 부각되었고， 제도 

개혁의 목표가 여기에 맞춰지게 되었으니 양당과 양당 내부의 어떤 세력도 

주도적으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던 것이다. 

양당 내부에 정치제도 개혁에 대한 합의가 블가능했던 것은， 변화된 정치적 

상황과 양당의 분담된 역할로 인해 전통적인 입장이 변화가 생기게 되었고， 

양당 내 상당 세력이 정책적， 정치적 목적에 따라 제도개학을 추진했기 때문 

이다. 먼저 공화당의 경우， 레이건이 집권하고 보수적 경제， 사회， 안보정책이 

추진되면서 꽁화당 우파와 보수주의 운동세력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강 

화하는 제도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지역구 이해관제와 이익집단의 사적 

이익에 민감한 의회와 달러 대통령은 전국적 유권자뜰에 의해 선출되었고 전 

국민의 공익을 책임지는 보호자(tribune)이므로， 국민의 의지를 위임 (mandate) 

받은 대통령이 국정을 주도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4) 공화당내의 신 우파， 

종교적 우파， 그리고 반공적 안보정책에 치중한 신 보수 세력들의 이 같은 주 

장은 1960년대 뉴딜의 절정기에 민주당 진보파에서 주정했던 대통령 정부론 

(presidential govemment)을 떤상시 킨다. 이 는 전통적 인 공화당의 보수주의 

이념괴 상치되는 것이며， 당연히 대다수 전통적 보수세력들의 비판을 받았다. 

대통령 정부론은 직접 (plebiscit31ψ공화당의 것이 아니다 "5) 직접 민주주의는 곧 다수주의 (majority)를 의미하고， 
다수주의는 미국 민주주의의 원라는 물론 보수주의의 이념과 양립할 수 없었 

던 것이다. 따라서 공화당과 보수주의 세력들은 정치제도개혁에 대한 일관되 

고 합의 가능한 대안을 제시할 수 없었다. 

4) Richard Viguerie, πJe Establishment VS. the People, Regenerγ Gateway, 1983; John 
Tower, “Congress versus the President," F'oreign Ajfairs, vol. 60(1982); L. Gordon 
Crovitz and Jeremy A Rapkin, eds., The Fettered Presidency, Arnerican Enterprise 
Institute, 1989. 이 애 대 한 평 기 로 Lowi, The Personal President를 참조하라. 

5) George W. Carey, “Thunder on the Right, Lightning from the Left," Modem Age, 
vol. 7,5(Spring, 1981), p. 132. 전통적 보수주의자를의 비판에 대해 Robert Devigne, 
Recasting Conservatism, Yale University Press, 1994, pp. 56-58, 73-74릎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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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역시 마찬가지였다. 민주당 의원들과 진보적 지식인들은 점차 의회 

중심의 견제와 균형( Congress-center어 checks and baIances)을 선호해 갔고， 

내정과 외정 모두에 있어서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개혁을 구상했다，6) 닉슨 시기에 경험한 대통령의 권력 남용에 대한 반작 

용이기도 하거니와， 1980년대이래 공화당 우파가 행정부를 장악하고 민주당이 

의회를 맡게 되는 정치적 상황을 반영했던 것이다. 반면 전통적인 민주당 진 

보파들 대부분은 여전히 국내정책에 있어서 대통령의 리더십을 중시하고 있었 

다. 예컨대 번즈나 슐레진저 이세， 노이스타트(Richard Neustadt) 등 1960년대 

뉴딜의 절정기를 겪었먼 진보적 지식인들은， 당시에도 만연한 국내의 사회， 경 

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강해야 한다고 보았다. 양당 

간의 분점과 의회의 분권화가 지속될수록， 국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의 리더섭이며， 따라서 대통령의 권한 강화는 국내정책을 위한 필수적 

요소(necessity)로 간주되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닉슨 시기부터 형성된 

대통령의 독주에 대한 우려는， 전세계적이고 구원자적인 미국 외교정책의 결 

과이기 때문에 외교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만을 견제하면 제왕적 대통령의 

위험은 크지 않다는 젓이다.7) 민주당과 진보적 지식인들 중 또 다른 소수세력 

은 내정과 외정의 구분 없이 대통령 정부를 주장했다. 권력이 분산되고 정부 

의 통치능력이 저하된 상황에서 국내외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리더섭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든지 정당의 정 

책성과 결속력을 강화하여 책임정당정부가 이루어진다고 보았다.8) 이러한 상 

황 속에서 민주당 역시 일관된 통치이론과 이를 기반으로 한 제도개혁의 대안 

6) 대표적인 이론가로 Theodore 1ρwi를 들 수 있다. 그의 The Personal Presid닝nt와 

“Presidential Power and the Ideological Struggle over Its Interpretation," in Martin 
Fausold and Alan Shank, eds., 까le Constitution and the Ameri，αm Presidency, 
SUNY Press, 1991, pp. 2Z7-껑4를 참조하라 

7) Arthur Sc삐esinger， Jr., “The Imperi머 Tempta디on，" New Republic, 196(1987), pp. 
17-18. 이에 대해 Piper, ldeologies and lnstitutioπ5， pp. 때-364를 참조하라. 

8) Lloyd Cutler, “To Fonn a Government: On the Defects of Separation of Powers," 

Foreign AjJairs, vol. 39(Fall 1980), pp. 126-143; Sundquist, 댐ective Government,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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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시하지 못했고， 의회를 분점한 현상에 만족하게 되었던 것이다. 

11. 에월 임핵쩌l한 재혁 

1. 임기제한제의 중요성 

권력구조에 대한 직접적 제도개혁논의가 부진한 가운데 1990년대 들어 전 

혀 다른 방향에서의 정치제도 개혁이 추진되었다. 연방 및 주의회 의원들의 

임기를 일정기간으로 제한하려는 제도개혁이 대중운동의 형태를 띠고 시도된 

것이다. 의원의 임기를 제한함으로써 직업적 정치인들을 추방하고 소위 ‘시민 

의회’Ccitizen legislature)를 이루겠다는 임기제한 운동은， 1990년 오클라호마 

주에서 처음으로 성공을 거둔 이 래 이후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20여 개 주들에 

서 입법화되었다. 

지금까지 23개 주들에서 연방의회 의원의 임기제한이 시도되었다. 그리나 

1995년 대법원 판결9)에 의해 연땅의회 의원의 임기제한이 위헌화 됨으로써 

주 수준에서의 임기제한 입법은 무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회 의원 

의 임기를 제한하려는 시도는 유권자들의 압도적 지지 속에 계속되었고， 현재 

18개 주들이 주의회 의원들의 임기를 제한하고 있다. 또 연방의회 의원들의 

임기제한을 헌법 수정을 통해 이루려는 노력도 더욱 확산되어， 1995년 제104 

대 의회 이후 임기제한 헌법수정안이 계속 상정되고 있다. 

임기제한운동이 시작된 이래 임기제한제의 정치적 영향과 가능성에 대해 

수많은 논란이 야기되었다. 임기제한제의 영향이 임기제한운동의 대중단체들 

중 일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히 현직의원들의 임기가 단축되고 의회에서 

축출되는 데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엄기제한제는 의회의 기능과 권한 뿐 아 

니라， 양부관계와 정당의 성격， 나아가 미국 정치체제의 원리 자체에도 상당한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심지어 양당의 의회 내 세력분포에도 큰 

9) Us. Term Limits v. ThO/ηton(1995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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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곤 했다. 따라서 공화당과 민주당， 보수와 진보， 현 

역의원들과 도전자들， 정치인과 유권자들， 그리고 임기제한의 지지자와 반대론 

자들 간에는 치열한 논쟁이 벌어져 왔던 것이다. 요컨대 임기제한제 개혁은 

미국 정치체계 전반에 의회개혁이나 정당개혁에 못지 않은 영향을 직 · 간접적 

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더욱이 임기제한 개혁은 성공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며， 조만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임기제한 운동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대법원의 위헌판결에 의해 각 주들의 임기제한제도가 

폐지되고， 제104대 의회에서 임기제한 헌법수정안이 부결되면서， 임기제한운동 

은 그 추진력을 잃어오고 있다. 따라서 임기제한운동은 1990년대 초반에 팽배 

했던 의회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의 결과 일시적으로 확산되었던 것으로 간 

주될 수 있다.10) 그러나 다음 몇 가지 이유에서 의원 임기제한제의 중요성은 

간과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임기제한제에 대한 미국민들의 지지가 대단히 높고， 이러한 대중적 지 

지를 기반으로 임기제한운동이 벌어져 왔다는 점이다. 우선， 1990년부터 지금까 

지의 다양한 여론 조사들이 보여주듯이， 응답자들의 절대 다수가 임기제한제에 

찬성하고 있다. 예컨대 1992년 NES 결과， 유권자들 중 83 퍼센트의 압도적 디수 

가 임기제한제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 더욱이 대부분의 주들에서 

임기제한법이 주민발의에 의해 입법화되었고， 임기제한 주민발의안에 대한 찬성 

이 통상 60 퍼센트를 상회했다. 이는 물론 당시 연이어 벌어졌던 의원들의 추문이 

나 의회에 대한 비난 여론에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의회에 대한 비판 

10) 대표적으로 Sundq띠st， αInstit，따ional Refonn, rev. ed., pp. 186-187 참조. 씬키스트는 

1992년 의회선거 이후 초， 재선 의원들이 대거 진출함에 따라， 임기제한운동의 목표가 상 
실되었다고 진단한다. 그러나 임기제한운동이 최고조에 달했던 것은 두 번의 의회선거를 

통해 다수의 초재선 의원들이 진출한 뒤인 1995년이었다 또， 의회 내에서의 임기제한 노 

력이 수그러들게 된 것은 1994년 중간선거를 통해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게 된 때문이 

며， 초재선 의원의 수가 많아진 것과는 연관이 없다. 

11) 싼iscilIa Southw밍1 and David Waguespa대， “Support for Term Limits and Voting 
Behavior in Congressional Elections," Social Science Joun떼" 34:1(1997), p.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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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980년대이래 지속적인 것이었고 의회와 정당의 개혁이 없는 한 의회의 마비 

와 무능력은 물론 당시와 같은 추문도 언제나 되풀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둘째， 임기제한제는 광범위한 대중적 지지를 받아 왔을 뿐 아니라， 강력한 단 

일이슈집단들과 정치적， 이념적 단체늘에 의해 조직되어 왔다. 임기제한운동을 

조직화하기 위해 설립된 U.S. Tenn 바뼈 Inc.는 상당한 자금과 조직 력으로 각 

주별 임기제한운동을 지원해 왔고， 임기제한 헌법수정안의 관철을 위해 활동하 

고 있다. 이에 더해 기독연합(Christian Coalition), 전국납세자연맹 (National 

Taxpayers Union) , 전미보수연맹(American Conservative Union) 등 기존의 거 

대 단체들이 임기제한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요컨대 임기제한운동 

은 대중적 지지를 얻고 있는 데 그치지 않고， 효율적인 대중조직 (grass roots 

organization)들에 의 해 조직 화되 고 있는 것 이 다. 

셋째， 1998년 중간선거 이후 양당의 세력균형 역시 임기제한 논의의 부활에 유 

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1994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과의 계 

약』에서 임기제한제를 공약했고，12) 다수의 공화당 후보들이 일정 임기 뒤에 자 

진 사임할 것을 공약하고 당선되었다，13) 공화당이 정치제도개혁의 최우선 대상 

으로 임기제한제를 지목했던 데는 현직의 이점이 사라지면 공화당이 의회를 장 

악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었다. 그러나 1994년 선거 결과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게 되고 이 같은 공화당 우세 구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공화당 

보수파는 더 이상 임기제한제에 주목하지 않게 되었던 것이다.1998년 선거로 양 

당간의 의석 차는 오히려 더욱 근소해졌고 이 같은 백중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 

로 전망됨에 따라， 공화당이 임기제한제를 다시 중시하게 될 수 있다. 이 경우 임 

기제한 헌법수정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시도가 추진력을 얻게 될 것이다. 

넷째， 1990년 이후 임기제한제는 주 의회 의원들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운 

영되고 있다. 이미 18개 주가 주 헌법을 수정하거나 법규를 바꾸어 주 의원들 

의 임기를 제한하고 있고， 3개 주의 경우 주 의회 임기제한법이 통과되었으나 

주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무효화되었던 바 있다. 주 의회의 임기제한이 

12) αηtract with Ameriaz, pp. 157-161. 

13) “Term Limit Pl려ges Are Coming Due," Washington Post, March 15, 1999,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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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실현된 1996년에 52명의 주 의원들이 의원직을 떠났고， 1997년에는 

200여명이 재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되었다. 예컨대 아칸소 주와 미시간 주의 

경우 반 이상의 주 의원들이 임기제한제에 의해 주 의회를 떠나게 되었다. 이 

렇게 볼 때 주 수준에서의 의원임기제한은 이미 제도화되어 가고 있고， 앞으 

로도 더욱 많은 주들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임기제한제가 주 수준 

에서 제도화되고 치명적인 부작용이 초래되지 않을 경우， 연방의회 의원의 임 

기제한 헌법수정을 저지할 명분이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가능성의 차원에서도 임기제한제의 중요성을 무 

시할 수 없다. 광범위한 여론의 지지가 형성되어 있고， 자금력이 있는 대중운 

동단체들에 의해 조칙되고 있는데다가 정당의 정치적 이해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으며， 이미 주 수준에서 제도화되고 있다는 점에 있어， 임기제한운동은 

1820-30년대의 선거권 확대와 대통령 선거제도 개혁이나 20세기초의 상원의 

원 직선제 개혁 등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임기제한제 개혁이 조 

만간 이루어지게 되는 과정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최소한 엄기제 

한제 개혁과 연관된 정치적 논쟁과 대립은 다시 가열될 확률이 매우 높다 

앞에서 논의했듯이， 대통령과 의회 및 양부관계 등 권력구조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개혁 논의들의 경우， 그 정치적 영향에 있어서의 중대성은 거론할 필 

요가 없는 것이지만， 가까운 장래에 이루어질 실현가능성은 극히 낮으며， 이를 

둘러싸고 진지하고 치열한 정치적 대립이 벌어질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전망 

된다. 반면， 임기제한제는 그 정치적 결과나 실현가능성의 두 척도에 있어서 

1970년대 개헥이래 가장 중요한 정치제도개혁의 대상이라고 평가된다. 

2. 임기제한운동의 과정 

임기제한제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90년 오클라호마 주였다. 1980년대 이후 

오클라호마 주는 석유산엽의 몰락으로 인해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었던 데다 

가 당시의 전국적 경기침체로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이 더욱 악화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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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난제들에 대해 주 정부는 속수무책이었고， 정부의 무능력에 대한 주민 

들의 불만이 고조되었다. 이런 가운데 오클라호마 주의회의 파행적 운영괴 웃 

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 주 헌법에 규정된 3개월 간의 회기 동안 정지적 대 

렴과 교착상태가 되풀이되면서 예정된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게 되자， 주 의회 

는 본회의장의 시계를 멈추어 놓고 회기를 연장했던 것이다. 더욱이 연장된 

시간 동안 주의회가 처리한 안건 중에는， 의원들 자신의 연봉을 3만 2천 달라 

나 인상하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 와중에 소수당인 공화당 의원들과 

민주당 반대파 의원들에 의해 주의회 의장이 축출되는 소동도 벌어졌다 14) 

당연히 주 정부， 특히 주의회의 무능력과 무책임성， 그리고 기성 정치인들 

의 부도덕성에 대한 비난이 크게 고조되었다. 이러한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소수의 보수적 기업인들과 정치인들에 의해 임기제한 운동이 조직화되었다. 

오클라호마 주 유일의 일간지인 Daily Oklahoman의 일방적인 지지 속에 이들 

은 임기제한제를 위한 대중 운동을 조직화했고 주민발의안에 의한 입법화를 

서도했다. 이들은 당시 상황에서 특히 비난이 집중되었던 주의회 의원들의 임 

기제한만을 주민발의안에 포함시킴으로써， 연방의회 임기제한과 연관된 헌법 

적，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려 했다 더욱이 공화당 주지사에 의해 주민발의안 

은 9월의 예비선거에서 표결되도록 만들어졌다. 투표율이 낮은 예비선거에 올 

려져야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었던 것이다. 결국 주의회 의원임 

기제한법은 2:1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되어， 오클라호마 주는 최초로 의원의 임 

기를 제한한 주가 되었다. 

1990년 당시 오클라호마 주에서 최초로 주의원의 임기제한제가 실시될 수 

있었던 데는 다음 몇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 가장 기본적으로， 주의회와 의원 

들에 대한 불신과 비난이 고조되었다는 점이다. 의정익 난맥， 무능력， 그리고 

부패와 부도덕성의 문제들이 겹치변서 주 입법부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뢰나 

기대가 사라졌고， 이는 직업적 정치인들이 십여 년 이상 의회에 아성을 구축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14) Victor Kamber, Giving [φ α7 Democnαιy: ~까lY Tenn Limits Are Bad for 
America, Regnery, 1995, p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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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적 불만을 조직화하여 의원 임기제한이란 생소한 주장을 확산시키고 이를 

제도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기업인들과 보수적 정치인들의 후원 하에 대중 

운동이 효율적으로 조직되었던 데 있다.15) 연방 혹은 주 수준을 막론하고 의 

회에 대한 비난은 이미 1980년대이래 만연된 현상이었으며， 이를 임기제한운 

동이 효과적으로 조직화했던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보수적 공화당 정치인들과 

낙선 경험이 있는 후보들， 그리고 임기제한제의 대중적 인기를 이용하려 했딘 

후보들이 직간접적으로 임기제한 주민발의안의 통과에 기여했다. 이들은 임기 

제한제를 직접 후원하거나 그 인기를 자신들의 선거운동에 이용하려 했다. 또 

한 임기제한제에 반대하는 후보들 대부분도 이에 대한 언급을 회피함으로써， 

임기제한 주민발의안은 일방적인 지지 분위기 속에서 표결에 부쳐졌다. 요컨 

대 1없0년에 오클라호마에서 임기제한법이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은， 주의회에 

대해 팽배해 있던 주민들의 불만을 보수적 집단들이 효율적으로 조직화했고 

이에 일부 정치인들이 편승함으로써 가능했던 것이다. 

오클라호마에서 통과된 임기제한제는 곧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 등 서부 주 

들에서도 주민발의안에 의해 채택되었고， 2-3년 안에 중서부와 남부 주 일대로 

확산되었다.(<표 4> 참조). 뿐만 아니라 임기제한운동의 궁극적 목표인 연방의회 

의원에 대한 임기제한까지 각 주들에서 시도되기 시작했다. 유권자들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1994년까지 22개 주들에서 연방의회 의원들의 임기를 제한하는 주민 

발의안이 표결에 부쳐져서 21개 주에서 통과되었던 것이다，16)( <표 5> 참조). 

15) Ibíd, pp. 4-7 
16) 임기제한 주민발의인이 통과되지 않은 경우가 두 번 있었다. 1991년 워싱턴 주와 1994 

년의 유타 주가 그 경우이다. 워싱턴 주의 주민발의안은 당시 하원의장이었던 폴리 

(Thomas Foleyl가 적극적으로 저지하는데 성공했는데， 워싱턴 주만이 의원의 임기를 
제한할 경우 폴리와 같은 거불급 의원에 의해 주의 이익이 대표되지 못하는 상황이 

올 것이란 주장으로 근소한 숭리를 거두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후 임기제한 

운동가들은 임기 제한제의 도업을 다른 주들의 도입 이후로 미루는 전략을 택하기도 

했다. 워싱턴 주의 임기제한 주민발의안은 1992년에 다시 상정되어 통과되었다. 유타 

주의 경우 이미 1993년에 주 의회에 의해 연방 상하원 의원의 임기를 12년으로 제한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다시 1994년에 임기제한운동가들이 하원의 임기를 6년으로 
단축시키는 주민발의안을 상정했다가 실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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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주 의회 의원에 대한 임기제한제 

i"- 하원 상원 채택 연도 지지율 시행연도 방법 

알래스카 6/12 12/24 l없4 63 23개주 시행후 등록제한 

아리조나 6 12 1992 74 1998/2004 등록제한 

아칸소 6 12 1992 60 1998/2004 임기제한 

캘리포니아 6/11 12/17 1992 63 1998/2빠4 등록제한 

콜로라도 6 12 1994 51 2α)0/2α)6 임기제한 

플로리다 8 8 1992 77 2000/2때4 둥록제한 

아이다호 6/11 12/23 1994 59 때때V2뼈 등록제한 

메인 6/11 12/17 1994 63 2002/2때8 등록제한 

매사추세츠 8 12 1994 51 20때02/2때O(뼈 등록제한 

미시간 6/11 12/23 1992 59 1998/2때4 임기제한 

미시시피 6 12 1995 21개주 시행후 등록제한 

미주리 8 12 1992 74 24개주 시행후 임기제한 

몬태나 6/12 12/24 1992 67 1998/2004 등록제한 

네브래스카 6 12 1994 68 m애V2뼈 등록제한 

네바다 6 12 1994 70 24개주 시행후 등록제한 

노스다쿄타 양원합쳐 12년한도 1992 55 2004 등록제한 

오하이오 8 12 1992 66 2000/2004 임기제한 

오클라호마 6 12 1994 67 2000/20(에 입기제한 

오리건 6 12 1992 69 1998/2004 임기제한 

사우스다코타 12 12 1992 63 2004 엄기제한 

유타 12 12 1994 주의회 24개 주 시행 후 임기제한 

워싱턴 6/12 12/18 1992 52 1998/2애4 등록제한 

와이오밍 6/12 12/24 1992 77 1998/2004 임기제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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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연방의회 의원의 임기제한제 

• ;ζ「 채택연도 하원 시행연도 상원 시행연도 지지율(%) 

알래스카 1992 8 2α00 8 2000 74.2 
아칸소 1992 6 1998 8 2002 59.9 
캘리포니아 1990 6 1996 8 1998 52.2 

콜로라도 l댔O 8 1998 8 2000 71 
플로리다 1992 8 20(뻐 8 2000 76.8 
아이다호 1994 8 2004 8 2004 59.4 

루이지애나 1995 12 2007 12 2007 76 
메인 1993 8 1996 8 1996 67.6 
미시간 1992 8 1998 8 2002 58.8 
미주리 1992 8 2002 8 2002 75 
몬태나 1992 8 2때O 8 2000 67 
네바다 1994 12 2008 12 2008 70.4 

오하이오 1앉92 8 2000 8 2000 68.4 

오클라호마 

lg}O l11682221l111 aν4 
12 2004 67.3 

오리건 1992 I 6 I 1998 8 2002 69.6 
사우스다코타 1992 I 8 I 2000 8 2000 63.5 

유타 1994 I 12 I 2006 12 2006 
와이오밍 1992 I 12 I 2006 12 2006 77.2 

이와 같이 임기제한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연방의회 수준까지 확대된 

것은 앞에서 살퍼본 것괴· 같은 요인들에 기인한다. 우선 1990년을 전후하여 

미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과 벼판은 최고조에 달했다. 탈냉전과 군사적 패 

권애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의 장래에 대한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었고， 

1990년 이후의 불황이 깊어지고 있었다. 경제상황 뿐 아니라 재정적자의 섬화 

나 범죄， 마약， 그리고 인종 칼등과 같이 장기간 지속되어 온 문제들에 대해 

정부는 아무런 실질적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다. 더욱이 주택금고 

(SavÌllgs & Loan) 파산사태와 연루된 추문을 비롯해， 당시 하원의장이던 라 

이트(Jim Wrìght), 민주당 부총무 코엘로(Tony Coelho), 세업위 위원장 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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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카우스키(Dan Rostenkowsky) 등 현직 의회 지도부들의 추문이 잇달았다. 

당시의 몇 가지 여론조사들은 이러한 상황을 잘 드러내 준다. 의회에 대해 

“상당한 신뢰”를 지니고 있는 유권자들은 전체의 15 퍼센트 정도에 불과했고， 

이는 노조나 대기업에 대한 신뢰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또 유권자 

들의 20 퍼센트만이 의회의 국정수행능력을 인정했고， 67 퍼센트 정도가 새로 

운 인물이 의회에 진출하기를 원하고 있었다.17) 미국민들의 이 같은 불만은 

임기제한제에 대한 지지로 연결되었다. 1990년 선거의 출구조사에서 3분의 2 

가 넘는 유권자들이 엄기제한제에 찬성했고(70:28)， 18) 다시 1992년 선거에서는 

80 퍼센트의 유권자들이 임기제한제를 지지했다.19) 

임기제한제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조직화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 우후죽 

순 격으로 생겨난 임기제한운동 단체들이다. 1989년 Americans to Limit 

Congression려 Tenns(ALεT)가 설 립 월 이 래， Americans Back in Charge, 

Tenn Limits Lega1 Institute, U.S. Tenn Limits 등이 설립되어 전국적 임기제 

한운동을 지휘했고， 각 주의 임기제한 주빈발의안의 통과를 지원했다. 이 단체들 

은 주로 보수적 이념집단들이나 전통적으로 공화당을 지지하딘 이익집단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되었다. 나아가 기존의 이념적， 정치적 단체들과 어악집단들도 

임기제한운동에 가세했다. 기독연합(Christian Coa1ition)이나 전국납세자연맹 

(Nationa1 Taxpayers Union) , 전미보수연맹(American Conservative Union) 등 

전통적으로 공화당과 연관된 보수적 단체들의 상당수가 임기제한운동을 적극적 

으로 지지하고 나섰던 것이다. 

반면 임기재한을 반대하기 워한 단체도 소수 조직되었다. 예컨대 Let the 

People Decide가 워싱턴에 조직되어 전국적인 임기제한 저지운동을 지휘했고， 

여성유권자연맹 (L얹gue of ￦Omen Voters)이나 Common Cause 등 진보적 공 

익집단들 역시 임기제한제에 반대하는 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이틀은 조직의 효 

율성이나 자금력 및 활동에 있어서 임기제한운동 단체들에 크게 뒤졌다고 평가 

17) πJe American Enterprise, vol. 2(Jan., 1991), pp. 82-83. 
18) Ibíd, p. 82. 
19) National Election Studies,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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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예컨대 대표적인 반대운동 단체인 Let the People Decide는 1994년 이후 

활동을 중지하는 형편에 이르렀고， 1994년에 이들이 엄기제한 반대운동에 모금한 

기부금은 6만 7천 달러에 불과했다，2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임기제한제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갔다. 그러나 1잃4 

년까지 각 주별로 거두어진 임기제한운동의 승리는 잠정적인 것이었다. 주 수 

준에서의 연방의회 의원 임기제한제는 위헌 소지가 있었고， 여러 주의 임기제 

한법이 위헌판결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임기제한제의 위헌성은 이미 널리 인 

식되고 있었고， 위헌 판결을 면하기 위해 여러 가지 편법이 동원되기도 했 

다，21) 그러나 1992년 네바다 주 대법원의 위헌판결 이래 1994년 아칸소 주 대 

법원의 위헌판결에 아르면서， 연방의회 의원의 임기를 주 수준에서 제한하는 

것은 위헌일 수밖에 없음야 확인되어졌다. 연방 헌법 제1조에 열거된 연방 의 

원의 자격 이외에 다른 조건을 주 정부가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때까지 각 주 별로 수립된 임기제한제는 조만 

간 무효화될 것이 자명했고， 연방의회의 임기제한제를 위해서는 연방수준에서 

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했다. 그것은 곧 헌법수정안을 의미한다. 

위헌 시비에도 불구하고 임기제한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가 계속되고， 

임기제한운동단체들이 헌법수정안에 초점을 맞추는 가운데 벌어진 1994년 중 

간선거에서 공화당 우파는 임기제한제를 공약으로 채태했다IT'미국과의 계약』 

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중간선거 공약에서 깅그리치와 아미(Rich없ù Anney) 

를 비롯한 공화당 우파는 정치 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임기제한 헌법수정안을 

약속했다IT'미국과의 계약』에서 공화당은， “직업적 정치인들이 계속 재선되는 

상황은 더 이상 시민들에 의해 대표가 선택되는 것이 아니며[.. .. ..] 이들로 이 

루어진 의회는 무책임하고 시민의 요구에 반응할 수 없으며[. .. ".] 결과적으로 

20) Ibíd , p. 179. 
21) 예컨대 상당수 주들이 후보둥록을 금지하는 방법으로 임기제한제를 시행하려 했다 

즉， 투표용지에 후보로 기재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재선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 경우， 후보로 등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명투표(write-in votes)에 의해 

당선될 수도 있으므로， 피선거권을 박탈한 것은 아니고 따라서 위헌이 아니라고 강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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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국가 부채와 재정적자 등 국가적 난제와 정치적 추문 등이 생겨나기 

때문에 L .. ..J 상하 양원 의원의 임기를 6년 내지 12년으로 제한하도록 해야 한 
다"22)고 주장했다. 제104대 의회 개원 후 100일 안에 시민입법부볍 (Citizen 

Legislature Act)을 통해 임기제한 헌법수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약했던 것 

이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공화당 후보들이 임기제한제와 무관하게 3선 혹은 

4선 후에 스스로 은퇴할 것을 공약하면서 하원 선거에 출마했다. 

1994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우파는 40년만에 양원을 장악하는 대승을 거두 

었다. 승리의 주역으로 등장한 깅그리치와 우파들은 제104대 의회 개원 직전부 

터 의정의 주도권을 장악했고 w미국과의 계약』에서 공약한 우파의 정책안틀을 

추진했다. 정치개혁의 최우선 항목으로 공약했던 임기제한제 역시 개원 직후부 

터 양원 법사위에서 심의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상원에서는 본회의에 상정되지 

도 못했을 뿐 아니라， 하원에서의 표결 결과도 통과에 필요한 290표에 크게 모자 

라는 것이었다. 수정안들 중 가장 많은 찬성표를 얻은 것도 227표에 그쳤고， 최 

종안에 대한 표결 결과 공화당 의원들 중 40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임기제한 헌법수정안이 제104대 의회에서 부결된 것은 민주당의 반대가 주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민주당이 임기제한제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 

서 헌법수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60명의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지지를 이 

끌어내야 했던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깅그리치는 부결 직후 1996년 선거에서 

다시 승리할 경우 제105대 의회의 첫 의제로 임기제한 헌법수정안을 다시 상 

정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잃) 그러나 공화당 지도부 자체도 임기제한 헌법 

수정안의 통과에 적극적이지는 않았다 w미국과의 계약』의 또 다른 공약사항 

인 균형예산 헌법수정안(Ba1anced Budget Amenclrnent)의 입법과정에 비해 볼 

때， 공화당 지도부는 수정안의 통과를 위해 민주당 보수파의 지지를 끌어들이 

고 반대세력과의 타협을 이루는데 소극적이었던 것이다. 공화당 원내부총무 

딜레이(Tom Delay)나 세입위 위원장 아처(BiIl Archer) 등 공화당 지도부 일 

부도 반대표를 던졌을 뿐 아니라， 깅그리치 자신도 “헌볍수정안에 대해서는 

22) coηtract ωith America, pp. 157-161. 

23) Kamber, Giving [φ on Democracy, p.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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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양심에 따라 표결해야 하며L. .. ..J 공화당 의원들을 밀어붙이지 (muscle) 

않겠다껴 자신이 소극적이었음을 인정했다.강) 더욱이 임기제한제의 지지파들 

간에도 심각한 내분이 존재했다. 다수의 공화당 의원들이 상하 양원 12년 임 

기제를 지지했음에 반해， U.S. τenn L뼈ts와 공화당 초재선 의원들은 하원 

의 3선 제한을 고집했다. 이들간의 갈등이 심해진 결과 공화당 내에서조차 합 

의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잃O표에도 못 미치는 표결 결과가 나왔던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제105대 의회에서도 반복되었다. 깅그리치가 천명했던 대로 

제105대 의회는 개원 직후 임기제한 헌법수정안을 심의했고， 12년 임기제한제 

에 대한 하원 표결 결과， 217:211로 부결되었던 것이다.2년 전보다 10표나 지지 

가 하락한 셈이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 중 37명이 찬성함으로써， 12년 임기제한 

제에 대해 민주당 내 지지가 크게 늘었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 중에는 45명이 

반대함으로써 공화당 내 합의의 도출이 더욱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연 

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임기제한 개혁은 1댔9년대 초반부터 각 주별로 광범위하 

게 진행되다가 대볍원의 위헌판결에 의해 무효화되었고， 헌법수정을 통한 개혁 

은 의회 내에서 저지되고 있는 것이다. 

rn 。 일빽뼈한뼈의 점회철 억 DI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임기제한제 개혁은 1980년대 이후 정치개혁 논의들 

중 초점으로 대두되었다. 벼록 연방 의회에서 좌절되었으나， 불과 수년 사이에 

형성된 임기제한운동의 폭발적 힘은 1970년대 전반의 개혁 시기에 비할 수 있 

는 정도였고， 상당한 수준외 대중적 지지와 조직적 힘이 여전히 잠재되어 있 

다고 평가된다. 

임기제한운동의 이 같은 힘은 어디에 근거하는 것일까? 앞에서 살펴보았듯 

이， 압도적인 대중적 지지와 효괴적인 대중조직운동(grass roots movement), 

그리고 공화당의 개입아라는 세 요소가 결합됨으로써 임기제한 개혁의 추진력 

24) Ibid, p.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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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루어졌다 즉， 1980년대부터 형성된 만워싱턴， 반정치， 반의회 분위기가 

연이은 정치적 추문틀 속에서 고조되면서 임기제한제에 대한 미국민들의 지지 

가 크게 확산될 수 있었고， 대중조직들이 이를 주민발의안 운동이나 선거쟁점 

화에 의해 전략적으로 조직화했으며， 공화당이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임기제한운동이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대중적 수준과 운동단체들의 수준 그리고 정당의 수준에서 임기 

제한운동이 강력히 추진되었다고 해서， 이틀을 동시에 결합하는 이해관계나 

이념적 일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임기제한제가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다양하게 해석되었고， 대중들과 보수적 단체들의 정치활동가들 및 공 

화당 우파들은 각각 임기제한제의 특정한 결실에 이끌렀던 것이다， 이들의 동 

기구조를 밝히는 것은， 의원 임기제한제의 도입이란 정치제도 개혁의 성격이 

무엇이며， 왜 1990년대에 시도되었는지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도옴을 준다. 

우선 일반 유권자들의 대부분은 임기제한제가 가져다 줄 의회와 정부의 변 

화를 기대했다. 무능력하고 비효율적이고 무책임한 의회가 임기제한제에 의해 

국민들의 요구에 보다 한응적인 의회로 바뀌게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대중들 

로 하여금 압도적으로 임기제한제를 지지하도록 했딘 것이다. 임기제한제의 

이 같은 효과는 수많은 임기제한 주창자들이 되풀이하여 강조하고 확산시킴으 

로써， 대중들을 동원하는 이념의 역할을 했다. 

이들은 현재의 의회가 현직의 이점으로 인해 98 퍼센트의 확률로 재선되는 

직업적 정치인들의 아성이 되어 있다고 진단했다. 재선이 확실한 상황하에서 

더 이상 의훨들은 유권자들에 의해 선출되지 않으며 따라서 유권자들의 요구 

에 반응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국가 이익이나 유권자들의 요구보다는 사리사 

욕에 더 큰 관심을 두게 되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집합체인 의회 

는 대중들의 요구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고， 무책임하고 비능률적일 수밖에 없 

으며， 임기제한에 의해 입법부에서 직업적 정치 계급이 사라지고 시민 입법부 

가 이루어져야만， 시민의 요구에 반응하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지냐게 된다고 

이들은 주장했던 것이다. 

이들의 주장에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우선 재선율과 의회의 반응성간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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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주지하듯이 미 의회 선거의 재선율은 90 퍼센트를 

상회하고 있지만， 이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의 최우선 목표를 재선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정) 즉， 쉽게 재선되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요구에 반응하지 않는 것 

이 아니라， 지역구와 연관된 활동에 전념하기 때문에 쉽게 재선되는 것이다. 

의회에 대한 불만과 비난이 고조되는 가운데 유권자들이 여전히 자기 지역구 

의 의원은 높이 평가하고 재선시키는 현상이 그 방증일 수 있다. 의원들 각자 

는 자신의 지역구 유권자들에 대해서 반웅성이 극히 높지만， 미국민 전체에 

대한 의회의 반용성이 낮은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의회의 구조와 입법과정 

에 있는 것이지， 재선율이 높은데 있는 것이 아니다. 

임기제한에 의해 시민 입법가들이 의회에 진출하여 시민 입법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임기제한제가 시행되어 기존의 다선의원들이 

물러난다고 해도， 정치 신인들과 「아마추어」 정치인들이 얼마나 충원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제이롭슨이 지적하고 있듯이， 이차대전 이후 주의회들이 명실상부 

한 입법부로서 제도화되고 이에 따라 주의원직이 직엽화(professionalization)하 

게 되면서， 연방의회의 충원구조는 주의회에 기반을 두게 되었다.26) 이런 충원 

구조 속에서는 임기제한으로 공석이 증가한다 해도， 대부분의 자리는 주의원 출 

신의 직엽적 정치인들에 의해 채워질 것이다. 더욱이 주의회의 임기가 제한되고 

있다면， 주 의회의 다선의원들이 연방 의회로 진출하는 충원구조는 더욱 굳어질 

것이다. 또 임기제한의 기간이 어떻게 설정된다 하더라도， 초선 당시에는 정치적 

신인이며 아마추어 정치언어 의회 경력이 쌓임에 따라 직엽적 정치인이 될 가능 

성도 있다. 예컨대 1970년대 초반 대거 의회에 진출했던 정치 신인들과 아마추 

애 의원들이 얼마 후 임기채한운동가들이 가장 적대시하는 직업적 정치인들의 

대표격이 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임기제한에 의해 의회의 책임성이 증대되고 유권자들에 대한 반 

웅성이 증대될 것인가? 임기제한의 주창자들은 임기제한과 이로 인한 관직순 

25) 이에 대해서는 수없이 많은 경험적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Mayhew, ηJe 

Eledoral Connedion을 참조하라. 
26) Jacobson, Eledoral Ori.화ηs of Divided Govemment, pp. 1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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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rotation in office)이야말로 유권자들이 자신의 대표자들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전통적인 수단이며，낀) 이같이 대표들이 통제될 수 있어야 반 

웅성이 생긴다고 주장한다. 반옹성이 있는 의회라야 최근과 같은 마비상태와 

무능력， 비효율성， 무책임성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며，28) 나아가 유권자들로 

부터의 신뢰를 회복하여 보다 강한 정부를 이룰 수 있다고까지 주장된다.잃)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우선， 재선의 전망이 제한된 

의원들이 어떻게 통제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의원들이 입법가로서의 경력 

을 추구하지 못하는 상황하에서는 공익보다는 자신의 이억에 신경을 쏘거나， 

의정활동 자채에 무관심해질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부분적인 경험적 증거 

27) 임기제한과 관직순환의 사상과 제도의 역사적 고찰로 Mark P. Petracca, 꺼 뻐story 

of Rotation in Office," in Grofman(edJ, Lεgis!ative Tenn Limits, pp. 2A7-277; 
Petracca, “Restoring “The University in Rotation"; An Essay in Defense of Tenn 

Limitation," Crane & Pilon, 까Je Politics and LαJ) of Tenn Limits, pp. 57-82를 참 

조하라 페트라카는 고대 로마시대부터 민주주의의 필수적 요소로 인식되어졌던 관칙 

순환제가 미국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임기제한이 너무나 당연시되었기 때문이 
라고 주장한다 즉， 연합 규약(Artic1es of Confederation)에도 있었던 임기제한제를 당 
시 헌법제정가들이 헌법에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헌법에 포함되기에는 임기제한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임기제 

한 여부가 정치적 문제가 된 현재에는 당연히 동비되어야 한다고 임기제한의 도입을 

주장한다. 그러나 페트라카의 주장과는 반대로 헌법 제정 당시 임기제한을 둘러싸고 

연방주의자들과 반연방주의자들간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고， 연방주의자의 뜻대로 

연방헌법에는 연방의회 의원의 임기제한 규정을 두지 않도록 결정되었었다. 이들간의 

논쟁은 거의 오늘날의 논쟁과 흡사했다. 반연방주의자들은 임기제한이 되지 않을 경 

우 연방의회가 독자적 권력기반을 지니고 주정부와 시민들의 권한을 침해할 것을 두 

려워했고， 연방주의자들은 임기제한이 될 경우 의회의 국정 수행능력이 훼손될 것이 

라고 주장했던 것 이 다 Jonathan EIliot, ed. , πJe Debates in the Severa1 State 
Conventioηs on the Adoption of the Federal coηstitutioη， vol. 2, Burt Franklin, 
1966, pp. 287-188, 319-321. 

28) Cleta D. Mitchell, “Limiting Congressional Tenns ’ A Retum to I<ùndamental 
Democracy," J 0띠ηal of Lαu α1d Politics, vol 7(1991), pp. 733-755; Mark Petraca, 
“τhe Poison of Professional Politics," Cato lnstitute Policy Analysis, No. 15lC199l); 

Ge아ge F. Will, Restoration. Cι>ngress， Tenn Limits, Recovery of Deliberative 
Demoσ따1， Fræ Press, 1992 등을 참조하라. 

29) Will, Restoration, pas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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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면3이， 임기제한제 하에서 의원들의 행태를 결정하는 것은 임기후의 경 

력이며， 임기후의 경력을 결정하는 구조에 의해 입법과정이 큰 영향을 받게 된 

다. 그렇다면， 임기가 채한된 의원들이 이익집단들이나 정당적 이해관계를 초월 

하여 유권자들의 요구에 보다 민감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임기제한 반대론자들여 보다 중서하고 있는 점은， 임기제한에 의해 의회의 전 

문성이 하락하고 의회의 정책결정능력이 위축되며， 결과적으로 양부관계와 정부 

의 통치능력에 변화가 올 수 있다는 점이다，31) 20세기 초 의회가 제도화되기 시 

작한 이래 의회는 위원회제도와 선임제를 두 축으로 하여 전문성의 원칙 하에 

조직화되어 왔다. 현얘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정책결정에 전문성은 필수 

적이고， 의회의 전문성은 의원들 각자의 전문성과 참모조직의 전문성에서 확보 

될 수 있다. 재선이 확실한 의회선거구조와 선임제， 위원회제도는 의원의 전문성 

을 제고하고 축적시키는 가창 효과적 방법이었던 것이다。 의원의 임기가 제한될 

경우 이러한 의원들의 전문성의 축적은 이루아질 수 없다. 결과적으로 비전문적 

입법가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거나，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의회 참모조직의 

영향력이 커지재 될 것이다. 이는 곧 의회의 정책결정능력이 위축되거나， 행정부 

의 득주를 가져올 수 있다. 앞에서 논의했듯이， 미국 의회가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하며 헌볍상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근거 중 하나는 의원들과 

의회기- 보유한 전문성이다. 임기제한제에 의해 의회의 전문성이 하락할 경우， 의 

회의 상대적 권한 역사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임기제한에 의해 의회의 

효율성과 문제해결능력이 재고될 것이라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약하다. 

30) 이같아 상반된 주장들의 타당성을 검증할 경험적 증거는 극히 희소허다‘ 중잉정부 의 

회의 임기제한제가 시행되고 있는 펼리핀과 멕시코， 베네주엘라， 코스타리카가 었는데， 

코스타리카만이 민주주의 하에서 의원 엄기제한이 장기간 시행되어 온 사례이다. 각 

주들의 임기제한이 가져오는 효과를 검토할 수도 있으나， 아직 소수의 주들에서만 임 

기제한이 발동되었고， 이들의 경우도 충분한 효괴가 나타나기에는 아직 이르다. John 
M. Carey, Term Limits αu1 Legislative Represent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을 참조하라. 

31) 이러한 주정의 일별플 위해 Thomas E. Mann, “Congressional Term Limits: A Bad 
Idea Whose Time Should Never Come," in Crane & Pi!on, eds., πJe Politics αu1 

Law φ Term Limiκ pp. 83-97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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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임기제한제는 미국 의회의 문제에 대한 응징은 될 수 있을지언정 

그 해결책이 되리라는 보장은 없으며， 이를 둘러싼 수많은 논쟁도 확실한 결 

론이나 결정적 증거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블구하고 임기제한제의 주 

창자들은 임기제한제가 미국정치의 문제와 나아가 미국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이 대중들의 열렬한 호웅을 얻게 된 것은 그 

주장의 타당성보다는 메시지의 대중주의적 성격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일반 유권자들은 임기제한제의 도입을 의회의 모든 문제를 초래한 현직의원들 

에 대한 웅징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의회에 대한 불만이 높 

아질수록，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가 아니라 그 책임을 묻기 위한 수단으로 

임기제한제를 원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 「시민입법부론」이나 의회에 대 

한 유권자의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주장은 대중주의적 정서에 호소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임기제한제의 정치적 결과와 무관하게， 워싱턴의 

특권층을 형성하고 있는 직업적 정치인들이 임기제한제에 의해 구축되고 시민 

의 진정한 대표가 의회에 진출할 수 있다는 주장이 대중들로부터의 지지를 끌 

어낼 수 있었딘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임기제한제에 대한 광법위한 대중의 지 

지는 엄기제한운동의 대중주의적 호소력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었다. 

반면 임기제한운동을 조직화해 온 정치 활동가들은 단순히 임기제한제의 대 

중주의적 호소력에만 이끌린 것은 아니다. 이들은 보다 일관된 이념적 정향을 

지니고 있고 정치개혁의 구체적 목적과 연판하여 임거제한제의 의미를 파악하 

고 있는 것이다. 이들간의 이념적 차이나 임기제한 방법에 대한 입장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은 대체로 이념적으로는 브수-랴버테리안적 성향을， 그리고 

정당지지면에 있어서는 공화당 우파를 지향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예컨 

대 임기제한운동의 협의체(umbrella organization)로 구성된 전국임기제한연합 

(National Tenn Limit Coalition)에는 기독연합(Cl따stian Coalition)을 1:l]롯해 

Americans for Tax Reform, Citizens Against Government Waste, National 

Taxpayers Union 등 대표적인 보수 단체들이 속해 있다. 이 단체들은 모두 공 

화당 우파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전통적으로 작은 정부론을 신봉하는 보수 

적 이념에 충실하다. 또 임기제한운동의 이론적， 학술적 지원을 전담했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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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테리안 성향이 강한 케이토연구소(Cato Institute)였다.32) 케이토연구소가 

1980년대이래 초점을 두어 온 경제적 이슈가 규제 철폐였다면， 최근 관심을 집 

중시키고 있는 정치적 이슈가 바로 임기제한 개혁인 것이다. 

임기제한운동의 이념적 성격을 여실히 드러내 주는 것은 U.S. Tenn L뼈않 

이다. U.S. Term Limits는 각 주의 임기제한 주민발의안 통과를 실질적으로 지 

휘했고， 제105대 의회의 헌법수정안 심의과정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 

다. 임기제한의 이론적 타당성을 마련하고 홍보했을 푼 아니라， 주 및 연방 수 

준의 임기제한운동에 소요되는 인적， 물적 자원의 상당 부분을 지원했던 것이 

다. 예컨대 U.S. Term Limits는 1992년에만 천8백만 달러를 각 주의 임기제한 

운동에 제공했고， 1994년에는 천 4백만 달러를 지원했는데， 이는 각 주에서 사 

용된 자금의 70 퍼센트에 달하는 금액이다.33) 이처럼 임기제한 운동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 U.S. Term Limits는 거대석유회사 Koch Industries의 카치 형제 

(Charles & David Koch)에 의해 설립되었고， 이들의 전적인 후원 하에 활동했 

다. 1980년대에 차치 형제는 케이토연구소에 막대한 기부금을 후원했을 뿐 아 

니라， 보다 보수적 성향의 경제정책을 주창하기 위해 CSE(Citizens for a 

Sound Economy)를 설립했다. CSE는 작은 정부와 자유방임 시장경제， 세금 감 

면， 민영화 및 규제 철폐를 주장하는 철저한 리버테리안-보수주의 적 경제정책 

을 주장하는 이념적 운동단체였다. 이들은 이러한 정책의 실현을 위한 최대의 

장애로 의회를 지목했고， 의회의 개혁에도 초점을 두고 활동하기 시작했다. 이 

를 위 해 1990년에 설 립된 것 이 CCR(Citizens for C때ression머 Reform)이 며， 

CCR은 설립 직후부터 캘리포니아 주의 임기제한운동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 

다. CCR이 불법활동의 시비에 휘말리면서 이름만을 바꾼 것이 곧 U.S. Term 

Limits 이 다.34) 

32) 케이토연구소는 임기제한제에 대한 수차례의 학술회의를 주최했고， ‘학술적’ 논의를 출 

간하기 도 했다. Crane & Pilon, πJe Politics and Lα1J o[ Term Li’mlts가 그 중 하나 

인데， 반대론자들의 글이 포함되어 있으나， 찬성콘올 부걱시키는 방향으로 편집되었다. 

33) Kamber, Giving [φ on Democracy, pp. 178-179. 
34) Ibid, pp. 176-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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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한 운동단체들의 이 같은 이념적， 정책적 성향은 이들이 지향하고 있 

는 궁극적 목표가 작은 정부로의 정치개혁이라는 것을 드러내 준다. 주지하듯 

이 보수주의의 본질은 작은 정부의 지향에 있다. 이뜰은 리버테리안적 성향을 

포함할 정도로 보수적 이념이 강한 단체들이 대부분이므로 정부역할의 축소가 

궁극적인 정치개혁의 목표일 수밖에 없다. 의원 임기제한제는 이랴한 목표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거나， 혹은 전략적인 방안으로 추진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 

다. 일부 임기제한른자들은 임기제한에 의해 의회가 유권자틀의 신뢰성을 회 

복하변 보다 효율적이고 강한 의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35) 

그러나 앞에서 논의했듯이， 임기제한제 하의 의회는 전문성의 결여와 임기 후 

경력구조로 인해 외부 행위자에 대해 보다 취약해지고 역할이 축소될 기능성 

이 높다. 취약한 의회로 인해 양부관계에서 상대적으로 권한이 증대된 대통령 

만으로 강한 정부가 이루어 질 수는 없다. 임기제한의 이 같은 정치적 효괴를 

임기제한운동을 주도한 정치 활동가들은 잘 이해하고 있었고， 따라서 대부분 

의 보수적 이념단체들이 임기제한제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것이다.36) 

임기제한 운동단체들의 정책적 지향도 일정한 연관을 지니고 있다 임기제 

한운동을 ‘주도’해 온 단체틀의 대부분은 세금감면과 규제 완화 등 보수적 경 

제정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실현 가능해지려면 기존의 거대 

정부가 축소되는 정치개혁이 필요하고， 특히 1980년대이래 이를 가로막아 온 

의회의 개혁이 필수적이며， 의회 개혁을 위해 임기제한제가 효과적이라고 이 

들은 판단했을 수 있다. 임기제한에 의해 의회가 약화되거나 민주당의 지배가 

무너지면， 정부 역할의 축소가 훨씬 용이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공화당이 임기제한제를 공약으로 채택하고 임기제한 헌법수정을 추진 

해 온 것은 주로 정치적 계산에 그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불론 공화당 

의원들 대부분은 작은 정부론을 신봉하고 보수적 경제정책을 지지하므로， 입기 

제한 운동을 주도한 정치활동가들과 이념적， 정책적 성향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특히 공화당 온건파의 경우 이념의 강또에 있어서 이들과는 상당 

35) WìIl, Restoration 
36) Kamber, Givíng [φ on Democrαγ， pp. 18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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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이가 있다. 더욱이 자신들의 임기를 제한하는 제도 개혁의 방법론에 있어 

서는 공화당 의원들 상당수가 주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미국과의 계약』의 공약에도 불구하고 헌법수정안에 대해 공화당 우파 지도부조 

차 적극적이지 않았고， 상당수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진 사실이 이 같은 

상황을 잘 드러내 준다. 보수적 성향이 강한 소수의 초， 재선의원들의 경우 작은 

정부론의 이념적 목표를 이루려는 강한 동기를 지니고 있었다고 추측되지만， 이 

들 중 대부분도 자발적 임기제한 공약을 포기해 오고 있다.37) 

공화당의 정치적 계산은 두 가지를 고려했다 우선 임기제한에 대한 유권자 

들의 압도적 지지를 이용해 선거에서의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유권자 

들의 80 퍼센트가 임거제한제를 찬성하고， 민주당 후보들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기제한제 찬성 입장은 공화당 후보에 일정한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다. 1994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이 『미국과의 계약』을 통해 임기 

제한제 헌법수정을 최우선 정치개혁으로 공약한 것에는 이러한 정치적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공화당 후보들 중 상당수가 임기제한제 헌법 수정 

과 심지어는 자발적 임기제한을 공약하면서 출마했다. 이랴한 정치적 전략의 

효과가 얼마나 작용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1994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50 

년만에 하원을 장악했고， 다수의 공화당 도전자들이 민주당 의원을 물리치고 

당선되었다. 

또 다른 정치적 계산은， 임기제한제에 의해 ‘현직의 이점’이 사라지면 공화 

당이 보다 유리해져서 조만간 공화당이 의회를 정악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 

근거했다. 이러한 기대는 오랜 동안 제기되어 왔던 ‘현직의 이점’의 문제에서 

출발한다. 공화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기 시작한 1980년대이래 공 

화당은 현직의 이점이라는 의회선거의 문제점이 공화딩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고 주장해 왔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승리를 거두면서도 의회선거에서 그만큼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유가 현직의 이점을 지닌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재 

선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의원들이 지니는 현직의 이점에 대해서는 재론의 

37) “Term Limit Pledges Are Coming Due," Wasfúngton Post, March 15, 1999,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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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없고， 현직의 이점이 의회선거에서 중대한 작용을 하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현직의 이점을 상당히 없애주는 임기제한제가 실시될 경우， 민주당 보 

다 현직의원 수가 적은(1994년까지) 공화당이 상대적으로 덜 불리하고， 나아가 

대통령 선거에서 획득하는 지지율만큼 의석을 확보하여 다수당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공화당은 기대해 왔다.잃) 이러한 정치적 계산에서 공화당은 최소한 당 

의 정책에 있어서 임기제한제의 도입을 주장했던 것이다. 제104대 의회부터 

임기제한제에 대한 공화당의 자세가 소극화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1994년 중 

간선거 이후 이미 양원의 다수당이 되었던 것이다. 

임기제한제가 대중과 정치활동가 및 공화당의 수준에서 추진되었던 이유에 

서 임기제한제의 성격을 해석할 수 있다. 임기제한 개혁 역시 1970년대의 제 

도개혁들과 유사한 상격을 지니고 있다. 우선， 제도 개혁의 정당성을 위해 기 

성질서의 타파， 참여의 확대와 권력 분산， 시민의 통제 등 참여민주주의적 이 

상이 내세워졌고， 이를 통해 대중적 지지를 획득했다는 점이다. 임기제한제는 

『악당을 몰아내자~(Throw the rascals out!)와 『시민 입법부론』으로 포장되어 

대중주의적 호소력을 발휘했던 것이다. 둘째， 개혁의 핵심세력은 특정한 정책 

적 목표를 지니고 있었고 정치개혁과 제도개혁은 이러한 정책적 목표에 의해 

촉발되거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한 수단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임기제한운 

동을 추진했던 핵심단체들은 작은 정부와 보수적 경제장책을 주창해 왔던 이 

념적， 정책적 단체들이었고， 이러한 정책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시도로서 임기 

제한제는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 미지막으로 제도 개혁의 추진과정에서 참여 

38) 임기제한제가 의회선거에서 현직의 이점의 영향력을 상당히 없앨 것임은 분명하며， 또 
당시로서는 현직자가 적은 공화당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것도 확실하다 그 

러나 이에 의해 공회당이 의회플 장악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는 중대한 맹점이 있다 

현직의 이점을 민주당이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의 의석이 늘지 않는 것 

이라면， 최소한 현직의 이점이 있을 수 없는 공석들(open seats)에 대한 선거에서는 

공화당이 성공을 거두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까지 공석에 대한 선거에서 공화 

당이 성공적이었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이전의 공화당 의석을 민주당이 

차지한 경우가 민주당이 비운 의석을 공화당이 차지한 경우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난 

다. 요컨대 민주당은 현직의 이점과 무관하게 하원 선거에서 성공을 거두었던 것이다， 

Jacobson, πJe Electoral Origins qf Divide Govemment, ch.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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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각자와 양당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중대한 영향을 마쳤다. 공화당이 임기제 

한제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헌법수정을 추진했던 데는 다분히 선거정치적 계산 

이 작용했다. 이는 1994년 선거를 전후하여 임기제한운동의 커다란 힘이 되었 

지만， 공화당의 정치적 계산이 바뀌게 되면서 상당환 추진력을 잃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 

N. 월 훌 

지금까지 살펴 본 1970년대 이래의 정치제도 개혁의 방향은 서두에서 인용 

한 슐레진저와 크로티의 모델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사회적 문제에 대한 

개혁을 위해 정책결정의 ‘틀’을 변화시키는 제도개혁이 이루어졌고， 사회적， 제 

도적 개혁의 부작용이 쌓이고 개혁에 대한 만작용이 힘을 얻으면서 또 다른 

제도 개혁이 이루어졌던 것이다，39) 1960, 70년대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진보 

적 사회개혁을 위해 정당과 의회의 기성질서를 변화시키는 제도개혁이 이루어 

졌고， 거대정부와 사회적 무질서 및 정부의 문제해결능력 저하로 대표되는 개 

혁의 부작용이 심화되면서 반개혁을 위한 새로운 제도개혁이 모색되어져 왔다 

고 볼 수 있다. 이 렇게 본다만， 당분간 제도개학의 방향은 작은 정부를 달성하 

기 위한 정치제도를 수립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단순히 작은 정부이든， 

혹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이든， 정치제도개혁의 목적야 정부의 역할을 축소시 

키는 정치개혁에 종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1970년대 이래의 제도 개혁을 참여 민주주의적 이상과 대의 

민주주의적 현실간의 대립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을 취한다면， 

200여 년 전 연방주의와 반연방주의간의 대립 당시에서부터， 정치과정에 대한 

대중의 참여와 통제틀 확대하려는 참여 민주주의적 이상론과 효율적 정부를 

39) 이런 변에서， 헌팅턴이 주장했듯이 이상과 현실 사이의 부조화(dish따mony)를 해결하 

기 위한 사회개혁에 의해서만 제도 개혁이 이루어져 왔디기 보다는， 개혁운동과 반개 

혁운동 모두의 수단으로 제도개혁이 시도되었다고 볼 수 있다. Huntington, Promise 
rf Dislv.rmo.ηy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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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대의민주주의적 현설론이 대립되어 왔고， 이 같은 대립이 현대에 이르러 

참여민주주의적 이상의 승리로 나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이 특히 1970년대 

의 제도개혁이 권력의 분산과 참여의 확대를 내용으로 했고， 1없0년대 임기제 

한운동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의원의 충원과 입법 행태에 대한 시민의 통제와 

직접참여를 내용으로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1970년대 이래의 개혁은 적어도 

외형상 참여확대의 방향으로 진행되어 온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제도개 

혁의 모습 역시 이러한 방향으로 전개되리라고 전망할 수 있다. 

이 같은 순환론과 진화론의 두 시각은 근본적으로 모순되는 것이지만， 1970 

년대이래 미국정치제도의 변화 방향에 대해서는 크게 상충되지 않는다. 외형 

적으로 참여의 확대를 이룸과 동시에 연관된 정책적， 정치적 목표는 작은 정 

부일 수 있는 것이다， 두 시각의 일치점에 가장 큰접한 것이 바로 임기제한제 

이며， 이런 면에서 임기제한제의 잠재성을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임 

기제한제 이외의 새로운 정치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임기제한개 

혁이 다시 좌절될 수도 있다. 

40) 이 같은 관점으로 다음을 참조하라. Harris, “A Decade of Reform,"; Donald R 
Br없ld， “Reformers of the 1960s and 1970s: Modem Anti-Federalists?" in Harris & 
Milkis, eds., Remaking Ameriam Politics, pp. 27-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