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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책 론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연방의회에서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내부개혁의 

내용과 실제 결과를 분석하는 데에 있다. 여기서의 연방의회개혁은 104대 

(1995-1997) 초기， 특히 하원에서 이루어진 조치틀을 일걷는데， 이것이 

104대 이후 105대(1997-1999) ， 106대 (1999-2001)， 107대 (2001-2003)를 거 

쳐 108대 (2003- ) 시기에 이르기까지 하원운영에 미친 결과를 고찰한다. 

이 글에서의 의회개혁은 의회내부의 조직구조와 운영절차에 관련되는 

바， 의회재조직 Oegislative reorganization)과 동의어가 된다. 지난 10여년 

의 미국연방하원을 돌이켜 볼 때 1994년 11월의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공 

화당이 선거 직후부터 1995년 1월에 개원한 104대 의회의 l회기 초반까지 

사이에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이룬 의회재조직에 주목하게 된다. 이러한 

내부개혁조치들은 그 이후에도 공화당이 계속하여 하원 다수당의 지위를 

유지하게 됨으로써 하원 조직과 운영의 기틀로 자리 잡게 되었다1) 

* 이 논문은 뼈2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뻐F-2002-ü72- 8M201O). 
1) 의회개혁의 개념과 의의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Roger H. Davidson, “The Emer

gence of the Postreform Congress," R. H. Davidson (ed'), The Postreform αngress 

(New Y ork St. Martin' s, 1댔2)， p. 8; C. Lawrence Evans and Wa1ter J Oleszek, αIngress 

Under Fire (Boston: Houghton Mifflin, 1997) [미국정치연구회 역위기의 미국 의회 
개혁정치의 허와 실~ (서울. 오름， 때2))， p. 3; Leroy N. Rieselb때 Congressiα1f1l R강'orm:’ 

ηle C뼈19ing Modem Congress (Washington, D.c.: Congressiona1 Qu빠erl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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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서론과 결론 사이에서 다루어질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우 

선， 하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기 직전인 민주당 지배시기 말에 비록 

결실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시도되었던 의회개혁을 언급하고 104대초에 공 

화당이 실현한 의회개혁의 요체를 정당리더십， 상임위원회， 본회의 및 기 

타 분야로 나누어 정리한다. 그 다음에는 이러한 개혁조치들이 104대 이후 

지금까지 하원의 조직구조와 운영절차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고 

찰한다. 이어서 본론의 마지막으로， 하원의장 리더십의 수행양식Oeadership 

style), 하원 내부에서의 정책결정양태(pattem of policy m때ing) 및 상임 

위원회의 역할이라는 일련의 주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이론 내지 이론적 

관점을 소개하고 이들을 통해 104대초 이루어진 개혁의 결과를 음미할 것 

이다. 미국연방하원은 전형적으로 양대 정당 가운데 어느 한 정당이 의석 

과반수를 차지하여 조직과 운영의 주도권을 거의 독점하는 다수지배체제 

를 특정으로 하기 때문에 이글에서의 논의는 해당 시기의 다수당인 공화 

당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II 。 의회개함의 배경 

이 절에서는 1990년대 초 민주당 지배시기에 의회개혁을 요구하는 압력 

이 연방의회 대내외적으로 컸음에도 불구하고 왜 의회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반면 104대에 와서는 하원의 내부개혁이 어떤 경위로 실현되었 

는지를 논의한다. 

1994년 중간선거 이후 공화당의 개혁 이전에 하원은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말까지 짧지 않은 기간에 걸쳐 민주당에 의한 일련의 개혁이 이 

루어졌다. 이러한 조치들은 한편에서는 다수당 지도자인 하원의장과 다수 

당 의원총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원내권력의 집중화 성격을 갖고 있었다. 

1994), p. 46; 그리고 박찬욱미국 처'1104대 연방의회에서의 내부개혁 J，미국학~ 25 (서 
울대 미국학연구소， 2002), pp. 8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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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테면， 하원민주당 산하에 설치되어 있고 하원의장이 주재하는 운영정 

책위원회가 상임위원장을 지명하게 되면 이 지명자는 의원총회(Democratic 

Caucus)에서 비밀투표로 과반수의 승인을 받도록 되었다. 사후에 하원 본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선출되는 절차가 뒤따르지만 다수당 의원총회에서의 

사전적인 승인이 실질적으로 결정적이다. 이로 말미암아 상임위원장은 현 

직 위원장이 계속 재임하거나 공석인 경우 위원장 선출 시에 선임우선제 

가 자동적으로 적용되지는 않게 되었다. 이것은 상임위원장의 전횡적인 

권력행사를 견제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하원의장은 하원의 위신있는 상 

임위원회의 하나인 규칙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하고 다수당 소속인 위원올 

해임할 수 있게 되었다. 다른 한편에서는 소위원회의 수가 150여개에 달 

할 정도로 증가되고 소위원장의 역할도 강화되어 원내권력의 분권화 성격 

도 갖게 되었다. 이렇듯 당시 개혁조치들은 엇갈리는 방향으로 시도되었 

는데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은 두 방향으로 약화되었던 것이다. 그런 

데 1980년대에 와서는 의장을 중심으로 정당지도부의 권한이 강화되어 원 

내권력이 집중화되는 경향이 더욱 두드러졌다. 입법과정에서 소위원회의 

활성화는 다수당 지도부의 보다 적극적인 조정역할의 강화로 연결되었 

다.2) 

1980년대 연방의회에는 개혁논의가 별로 제기되지 않았다. 하지만 1990 

년대에 들어서 연방의회는 거센 개혁요구에 직면했다. 의회는 만성적인 

재정적자의 해결에 무력했고， 의료 범죄 마약 교육 등 주요 정책문제에 효 

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다. 더구나， 금전과 개인적 비행에 관련된 거듭 

된 추문으로 의원들의 위신이 대거 실추했다. 연방의회에 대한 일반시민 

의 지지와 신뢰는 대통령의 경우와 비교해서도 낮은 수준이었다. 이런 분 

2) Roger H. Davidson 없dW머ter J. Olesz태 Congress A짧inst 1 tself (Bloo띠ngton’ lndiana 
Universiψ Press, 1977); Rieselbach(l994); Christopher J. Deering and Stevens S‘ Smith, 
αmmittees in coη.gress， 3d ed. (Washington, D.C.: Congressional Quarterly Press, 
1997), pp. 33-47; David. W. Rohde, Parties and Løαders in the Postnξform Hous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1); 백창재‘미국적’ 정치제도의 장래1: 제도 

개혁의 정치적 결과J，미국학~ 21 (서울대 미국학연구소， 1998), pp.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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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서 소수당인 공화당은 민주당이 하원을 불공정하고， 비효율적이며， 

부패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맹공격했다. 공화당은 1992년 11월 선 

거에서 의회개혁을 쟁점으로 제기하기도 하였다. 민주당 측에서도 의회개 

혁의 당위성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없지는 않았기 때문에， 102대(1991-

1993) 말 의 회 조직 양원합동위 원회 (Joint Cornrnittee on the Organization 

of Congress)가 구성되었다.3) 

위 위원회는 103대 (1993-1995)에 와서 활성화되었다. 이 위원회는 의장 

권한， 위원회 조직과 운영， 본회의 심의， 의회의 성실청렴성(integrity) , 예 

산과정， 의회 자원과 대행정부 관계 등 다양한 현안을 검토했다. 그런데 

양당간에， 또한 위원장과 일반의원 사이의 이견으로 개혁조치에 합의를 이 

루지 못하였다. 따라서 1994년 2월에 공식적으로 발의된 의회재조직법안 

에는 위원회 재편 등의 논쟁적인 방안은 제외되고， 소위원회 수의 축소나 

위원회 배정상의 제한을 포함하여 당초보다 범위가 제한된 조치들만이 포 

함되었다. 그나마， 이 개혁입법은 11월의 선거 전에 처리되지 않았다. 

민주당 지배시기에 의회개혁이 불발한 원인은 무엇보다도 다수당 지도 

부의 개혁의지 부족이었다. 특히 폴리 (Thomas S. Foley, 워싱턴주) 의장 

은 102대에서 의회조직양원합동위원회 구성조차 망설였고， 103대에서도 

의회개혁을 주창하는 의원들을 지원하지 않았다. 상원에서도 다수당이었 

던 민주당 지도부는 의회개혁에 열의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민주당 의 

원들 대다수의 경우에도 장기간 누려온 다수당 지위에 익숙해져서 고조되 

는 개혁압력에 둔감해졌다. 상임위원장들은 자신의 권한 축소를 수용하려 

고 하지 않았고， 민주당 의원총회는 분열되어 있었다. 소수당 입지를 강화 

할 여지가 있는 방안에는 민주당이 부분적인 양보마저 하지 않아 양당을 

교차하는 개혁연합이 형성되지 못하였다 

104대 의회개혁은 1994년 11월 8일에 실시된 중간선거 결과 공화당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연방의회의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 

지하게 되면서 가능해졌다. 이 글에서는 주제의 성격상 이 선거의 여러 측 

3) 민주당 지배 시기의 개혁논의에 대한 개관은 박찬욱(2002) ， pp. 92-96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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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을 상세히 분석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선거 결과를 집약하여 언 

급하고자 한다， 104대 개원 시에 하원의 의석분포는 공화당 230석， 민주당 

204석， 무소속 l석이 되었다. 공화당은 선거 직전 103대 하원에서의 의석 

수보다 52석을 더 확보했다. 상원에서도 공화당은 52대 48로 민주당에 대 

한 우위를 차지하는 역전의 승리를 기록했다. 공화당은 1870년대 재건기 

이후 최초로 남부 하원선거구에서 절반 이 상의 의석을 확보했다. 이 선거 

에서 민주당 현역의원들은 폴리 하원의장을 비롯하여 잃명이 고배를 마셨 

는데， 공화당 현직의원은 단 한 명도 낙선하지 않았다. 한편， 공화당 초선 

하원의원은 73명이 등장했다. 여기에 1992년 선거에서 초선으로 하원에 

입성하고 재선에 성공한 44명의 공화당 의원을 더 하게 되면 104대에서 

다수당인 공화당 의원들의 절반 이상이 2선 이하가 되었다. 이들 소장파 

의원들은 강경 보수주의자들이 많았고 의회개혁에 대한 강력한 욕구를 갖 

고 있었다. 아무튼 1994년 중간선거는 “공화당 혁명” 또는 “정치적 지진” 

으로 묘사되었다，4) 

104대 의회개혁의 추진자로서 깅리치 (Newt Gingrich, 조지아주) 하원의 

장을 가장 먼저 손꼽아야 할 것이다. 그는 1978년 중간선거에서 당선되어 

96대(1979-1981) 하원에 진출하였고 강경보수의 새 인물로 부각되었다. 소 

장파 의원으로서 깅리치는 의회개혁을 비롯하여 자신이 선호하는 정책의 

제의 관철을 위해 하원의장을 비롯한 양당의 기성 지도자들에 도전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다， 100대(1987-1989)에서 그는 라이트Oim Wright, 텍사 

스주) 의장의 윤리문제를 공세적으로 제기하여 라이트가 정계에서 은퇴하 

도록 만들었고， 101대(1989-1991)에서 원내부총무(minority whip)가 된 이 

후 의회개혁을 강도 높게 주창하였다. 마이클(Robert H. l\따chel， 일리노이 

주) 공화당 원내총무(minority leader)가 1994년 중간선거에 출마하지 않게 

되자， 깅리치는 104대 하원에서 적어도 소수당 원내총무 역할을 맡을 것으 

로 널리 예상되었다，5) 그런데， 선거를 통한 공화당 혁명이 실현되어， 1995 

4) Gary C. Jacobson, πJe Politics of ú찌!gressiαJal Eleαions， 4th ed. (New Y ork: Lρngman， 

1997), pp. 159-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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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월 4일 104대 하원이 개원하면서 9선 의원 깅리치는 하원의장으로 공 

식 선출되었다. 

1994년의 연방의회 선거에서 선거구 중심의 쟁점보다는 전국적 쟁점이 

더욱 부각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깅리치가 104대에서 공화당의 

승리라는 목표를 분명히 천명하고， 선거운동의 핵심주제 개발이나 선거자 

금의 조달과 지원을 통해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한 데에 크게 기인했다. 이 

를테면， 깅리치는 아미(Robert Anney, 텍사스주) 의원총회의장과 함께 정 

책공약인 “미국과의 계약"( Contract with America)의 작성을 주도했다. 이 

것은 104대 하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어 개원 직후 첫 100일 동안에 

추진할 입법의제로서 전문과 107H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그 내용에는 의 

회개헥， 균형예산， 범죄대책， 국민연금 개선， 자본수익세 삭감과 규제완화， 

손해보상제도 개혁， 그리고 연방의원임기의 제한이 포함되었다，6) 

II I. 104대 의회께혁의 내용 

1. 의장 멸한의 강화와 행샤 

1994년 11월 8일 중간선거일 저녁에 깅리치는 공화당이 하원의 다수당 

이 될 것으로 알려지자 너슬Oim Nussle, 아이오와주) 의원에게 공화당 지 

배의 하원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할 인수팀을 맡도록 요청하였다. 1주 

일 후 너슬 인수팀과 하원공화당의 주요 지도자들이 회동하였는데 여기서 

의 의제에는 지도부 권한， 위원장 선임， 상임위원회 조직 및 보좌인력의 

5) 깅리치의 정치적 역정에 대한 개관으로서는 박찬욱 「정치의 본질， 정치가의 위선， 그리고 

정치리더십의 성패· 미국하원 깅리치 전의장의 정치적 역정을 되새기면서 J ， 배성동(편)， 
『정치현상과 분석~ (서울· 법문사， 2001), pp. 372-92. 

6) John B. Bader, “The Contract with Arnerica: Origin and Assessments," in Lawrence C. 
Dodd and Bruce 1. Oppe벼eimer (eds.), Congress Recoηsidered， 6th ed. (Washington, 
D.C.: Congressional Quarterly Press, 1997). pp. 3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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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와 함께 미국과의 계약을 실천하기 위한 일정계획의 수립이 포함되었 

다. 

1994년 12월， 104대 연방의회가 개원하기 전에 소집된 하원공화당 의원 

총회는 1910년대 이전의 막강한 하원의장 시기에 비견될 정도로 의장을 

비롯한 지도부에 집중된 권한을 부여하는 하원공화당 규칙과 하원상설규 

칙의 개정안을 승인하였다. 그 내용은 위원회 배정， 위원장 선임， 하원의 

의사운영과 행정에 있어서 의장의 권한을 폭넓게 강화하는 것이었다. 예 

를 들변， 하원에서 다수당 공화당의 최고 지도자인 하원의장은 하원공화당 

산하 운영위원회의 장을 맡는데 이 운영위원회에서 공화당의원들의 위원 

회 배정을 다룬다.26인 이내로 구성되는 이 운영위원회에서 하원의장이 5 

표， 원내총무(m며ority leader)가 2표， 다른 위원은 각 1표씩을 행사하도록 

깅리치 본인 스스로가 설계하였다.7) 위원장은 하원의장이 지명하고 의원 

총회에서 이 지명자에 대하여 비밀투표로 승인을 받도록 되었다. 하원의 

장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 중에서 단 한 가지만 예외적으로 권한 강화의 

방향과는 역행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원의장의 임기가 2년씩 4회 

연임， 즉 8년으로 제한된 것이다. 

104대， 특히 1회기에 깅리치 하원의장이 행사한 막강한 리더십은 각종 

공식적 규칙에 의하여 뒷받침되기도 했지만 그는 때로 종래의 선례와 관 

행을 무시하면서 권한을 행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104대에서 공화당 의원 

들은 깅리치의 이러한 행위를 대체로 수용하였다.8) 깅리치는 상임위원장 

을 지명하면서 선임우선제를 명백하게 백안시한 경우가 없지 않았다. 즉 

리빙스턴{Robert L. Livingston, 루이지애나주) 서l출(Appropriations)위원 

장， 블라일리 (Thomas J. Bliley, Jr, 버지니아주) 상업위원장， 그리고 하이 

7) John Alψich and David W. Rohde, “The Transition to Republican Rule in the House: 
Implications for Th∞ries of Congressional Politics," PoUtical Science Quarterly 112:4 
(Winter, 1997-98), pp 닮4-5 

8) Barbara Sinclair, “Partisan Imperatives and Institutional Constraints: Republican Party 
Leadership in the House and Senate," in Nicole C. Rae and Colton C. Campbell, (떠s.) ， 

New Majority or Old Minoriη?: πJe Imαu:t of Republicans on Congress. (Lanham: 
Rowman, 1999a) , pp.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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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Henry ]. Hyde, 일리노이주) 법사위원장은 모두 해당 위원회에서 공화 

당 선임자가 따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의 정책목표에 대한 열의와 

충성에 비추어 깅리치에 의해 지명되었다. 물론， 민주당 지배시기에 선임 

자가 의원총회에서 승인받지 못하여 위원장을 맡지 못한 사례가 있었으나 

의장 및 지도부가 선임자를 사전에 배제하려는 경우는 없었다. 깅리치는 

자신을 지지하고 활동적인 여러 초선， 2선 의원들을 세입， 세출， 규칙， 상 

업 등 상임위원회에 파격적으로 배치했다 세출위원회 11개 공석 가운데 7 

석， 세입위원회 107>> 공석 중 3석， 상업위원회 107H 공석 중 9석에 초선의 

원을 배정했으며， 규칙위원회의 공화당 의원 9명 중에 초선 1명과 재선 4 

명을 포함시켰다다9 

lQ.여4대 하원에서 깅리치는 공세적이고 유별난 리더십 수행양식을 보인 

예는 비일비재하다. 기자회견을 자주 열어 정책의제의 공론화를 주도했고， 

공화당 지도부를 포함한 의장자문단(Speaker’s Advisory Group)을 운영했 

고， 상임위원회와는 별도의 실무팀 (task force)을 구성하여 법안을 작성하 

고 심의하도록 했으며， 공화당 평의원들과의 대화와 설득에 적극적으로 나 

섰다 10) 

104대 하원의 최초 100일 동안에 깅리치는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 

하여 공화당의 단합을 과시하였다. 이 시기에 미국과의 계약 전문과 107H 

항목 중 임기제한 항목만을 제외한 나머지에 관한 입법조처들이 하원을 

통과하였다.11) 이 시기에 깅리치는 국가의 정책의제 설정에 있어서 도울 

(Robert Dole, 캔자스주) 상원 원내총무(majority leader)는 물론 클린턴 

대통령보다도 우위에 섰다. 사실 미국 의정사상 의회지도자가 미국과의 

9) Evans and Oleszek(l997), pp. 87-90 
10) Evans and Oleszek(l997), pp. 119-25; La빠ence C. Dodd and Bruce I. Oppe띠leimer， 

“Revolution in the House: Testing the Limits of P따ty Government," in Lawrence C 
Dodd and Bruce 1. Oppe버leimer (eds,), Congress Reconsidered, 6th ed. (Washington, 
nG.: cc멍ressional Quarterly PI앉s， 1997), pp. 41-4; Burdett A 1ιJOlIlÎs， The Contemporarγ 
Congress. 3d ed. (Boston: Bedford!St. Martin' s, 2때0) ， p. 142‘ 

11) 동일 기간에 2개 항목에 관한 4건의 입법조처만이 상원 통과 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았지 
만， 하원에 관한 한 유례없이 신속한 입법이 이루어졌다‘ Barbara Sinclair(1997a), “P따ty 
Leaders and the New Legislative Process," in D며d and op뼈meimer(1면7) ， p.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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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같은 야심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고자 한 것은 유례가 없 

는 일이었다.12) 

그러나 미국은 의원내각제 국가가 아니었다. 연방하원의 결정은 우선 

상원의 견제를 받았다. 상원의 다수당도 공화당이었지만 여기에는 온건보 

수주의자들이 적지 않아 깅리치의 정견에 적극 동조하지 않았다. 더구나， 

행정부는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장악하고 있어 행정부의 반대를 돌파하기 

용이하지 않았다.13) 깅리치의 리더십이 위축되기 시작한 중요한 계기는 

1995년 말부터 1996년 초에 걸쳐 잠정적인 연방정부폐쇄를 초래한 예산파 

국(budget debac1e)이었다.14) 공화당은 1없6회계연도의 예산결정과정에서 

균형예산과 조세삭감과 같은 공화당의 정책의제를 구현하기 위해 집중적 

인 노력을 경주하였는데， 클린턴 대통령은 이에 굴복하지 않고 의회가 통 

과시킨 상당수 세출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의회와 대통령간에 첨 

예한 갈등이 전개되었다. 이것이 결국에는 깅리치에 불리한 여론을 증폭 

시키게 되었다. 게다가， 104대 2회기부터 깅리치는 대학 강좌의 정치적 이 

용， 세금감면을 받는 교육재단의 정치자금 모금활동 동 자신의 윤리문제에 

관한 시비가 일면서 윤리위원회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는 결국 105대 1회 

기 초에 계고(reprimand)와 벌금 부과 동의 징계를 받게 되어， 그의 공세 

적인 리더십은 한풀 꺾이지 않을 수 없었다 15) 

12) Ch때es O. Jones, “It Ain’t Broke ... ," in James L. Sundquist (ed.), Back to Gridlock? 
Govemance ín the Clinton Years (Washington, D.C.: The Br∞kings Institution, 1995), 
pp. 71-8. 

13) D:생 and Oppenheirærü997), p. 45: Loomis(2OOQ), p. 1얘; John Ba뼈，11.짜ing the Init.띠ttve: 

Leadersfúp Agen따s in Congress and the Contract with Ameríca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1體)， pp. 222-3. 

14) 예산파국과 연방정부폐쇄에 관해서는 Dodd and Oppenheimer{l977), pp. 46-51; Congress 
αu1 the Nt.αlO.η， Vol. IX'1댔'3-1996: A Review 얘 Govemment αu1 Politi‘'cs (Washington, 
D.C.: Congressional Quarterly Press, 1998). pp, 65-73; Elizabeth Drew, Shαvdown' π!e 

Struggle Between the Gingrich Congress αu1 the Clinton White House (New York: 
Touchstone, 1댔)， 특히 pp, 202-75; James A. Thurber, “Centralization, Devolution, and 
T따f Protection," in Dodd and Oppenheimer(1997), pp, 293 잃6; 박찬욱(2oo1a; 2oo1bl. 

15) Congress and the Nation(1998), pp, 898-900; 박찬욱(2OO1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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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임위원회의 쭉직웰 톰영 16) 

104대에서 상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련된 변화는 대부분 하원의 

상설규칙에 반영되었고， 일부는 다수자의 지위를 갖고 있는 원내 공화당의 

당규와 관례에 수용되었다. 전반적으로는 소위원회에 대한 모체 위원회 

(f띠1 committee) 위원장의 통제， 나아가서는 위원장에 대한 하원의장의 통 

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되었다. 이것은 1980년대 민주당 지배 하에 

서 나타난 원내 의사결정양태의 집중화 경향을 더욱 분명하게 하는 것이 

었다. 

첫째， 일부 상임위원회가 폐지되고， 기타 상임위원회의 소관(juriscliction) 

이 조정되는 등의 개편이 이루어졌다. 민주당 친화적인 특수이익 배제의 

의포에서 공화당은 콜럼비아특별구(Dis띠ct of Colurnbia), 해양상선수산 

(Merchant 1\뻐rine and Fisheries), 체신공무(Post 0떠ce and Civil Seπice) 

3개 상임위원회를 폐지하여 상임위원회 수는 이전의 22개에서 19개로 축 

소되었다. 콜럼비아특별구위원회와 체신공무위원회의 소관사항은 정부개 

혁감독(Govemment Reforrn and Oversight)위원회로 이관되었다. 해양상 

선수산위원회의 경우에 수산업은 자원(Resources)위원회로， 해운은 교통 

기반시설(Transporta디on 뻐d Infrastructure)위원회로， 해양경비는 국가안 

보(Nation떠 Security)위원회로 각각 이관되었다. 과거의 동력상업(Energy 

and Commerce)위원회는 상업위원회로 개편되었는데， 형식에 있어서 종전 

소관범위 가운데 20% 정도를 다른 위원회들로 이관하도록 축소되었다. 즉 

철도와 내륙수로는 교통기반시설위원회로， 식품검사는 농업 (Agriculture) 

위원회로， 금융독점방지는 은행금융(Banking and Financial Services)위원 

회로， 비핵에너지 개발연구는 과학(Science)위원회로 이관되었다.17) 

16) 이 부분의 논의는 다음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Evans and Oleszek(l997), pp. 91-101 , 
140-1; Deering and Smith(l997), pp. 48-51; μomis(2αlO)， pp. 48-51. 

17) 내용적으로， 104대에서 상업위원회 종전의 동력산업위원회 소관범위의 5% 정도를 다른 
위원회로 이관했다. 예를 들어， 식품검사를 농업위원회로 이관했지만 식품품질보호법을 
심의하였고， 비핵에너지 연구를 과학위원회로 이관했으나 여전히 프로판가스교육연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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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공화당의 우선정책과제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상임위원회의 명칭 

이 변경되었다.104대의 새로운 위원회 명칭을 보면 군사(Arrned Service) 

는 국가안보， 은행금융도시문제(Banking ， Finance and Urban Affairs)는 

은행금융， 교육노동CEducation and Labor)은 경제교육기회(Economic and 

Educational Opportunities), 앞에서 언급된 바대로 동력상업은 상업， 외무 

(Fì야'elgn 服뼈)는 국제관계(In뼈1ational R리ations)， 정부활동(Govermnent 

Operations)은 정부개혁감독， 하원행정(House Administration)은 하원감독 

(House Oversight), 천연자원(Natural Resources)은 자원， 공공사업교통 

(Public Works and Transportation)은 교통기반시설， 그리고 과학우주기 

술(Science， Space and τechnology)은 과학으로 바뀌 어 졌다. 104대 하원 

에서 종전의 명칭이 그대로 유지된 경우는 농업， 세출， 예산(Budget)， 법사 

(Judiciary) , 규칙 (Rules) ， 중소기업 (Sm머1 Business), 윤리(공직복무규준， 

Standards of Official Conduct), 재향군인문제(Veterans’ Aff;려rs)와 세입 

(Ways and Means) 위원회였다. 

셋째， 소위원회에 대한 해당 모체 위원회의 위원장이 행사하는 통제력이 

강화되었다. 위원장이 소위원장을 임명하고 소위원회 직원과 예산도 위원 

장이 통할하게 되었다. 

넷째， 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에 대한 의장과 정당지도부의 통제가 강 

화되었다. 앞서 언급되었던 바대로 위원장은 하원의장이 지명하여 다수당 

의원총회에서 승인받게 되었다. 물론， 소수당까지 참여한 본회의에서 위원 

장을 공식 선출하게 되지만 이것은 다수당의 사전적 결정이 선행하는 한 

형식에 그친다. 깅리치는 위원장 지명은 물론 소위원장의 선임에도 간여 

했다. 통일 의원은 직권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개의 위원장직 또는 소위 

원장직에 한정하여 맡게 되었다. 위원장과 소위원장의 임기는 최대로 2년 

씩 3회 연임， 즉 6년으로 제한되었다. 위원장직이 특정 정치인의 권력기반 

을 다루었으며， 금융독점방지를 은행금융위원회로 이관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독점방지 
법 (Glass→Steagall Act)의 개정을 가져오는 금융서비스경쟁법을 심의하였다 Richard L. 
Hall and Gary J. McKissick, “Institutional Change and Behavioral Choice in House," in 
Dodd and Oppenheimer(1997), p.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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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축소된 것이다. 또한 위원장이 출석하지 않은 의원 

을 대리하여 표결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다섯째， 벼대화된 의회관료제를 감량한다는 명분으로 위원회 직원이 3 

분의 1이상 대폭 감축되었다. 1994년， 즉 103대 2회기에 하원의 각종 위원 

회 보좌직원의 수는 2，046명이었으나 이듬해 104대 1회기에 와서는 1，낌6 

명으로 38% 축소되었다. 그런데 위원회 직원의 약 3분의 2가 다수당 몫이 

므로 다수당에서 소수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이 큰 타격을 입었다. 

여섯째， 위원회 활동에 있어서 분업의 극대화， 심의일정 충돌의 축소 등 

입법 효율성을 제고하고， 의원들이 심의활동에 보다 충실하게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조치를 마련하였다. 그것은 우선 빙만한 소위원회 수를 줄이는 

것이었다. 세출(13개) 정부개혁감독(7개) 교통기반시설(6개) 위원회를 제 

외한 각 상임위원회는 5개 매내의 소위원회만을 설치하도록 제한되었다. 

이로써 상임위원회 산하의 소위원회는 103대에서 115개에 달하였으나 104 

대에서는 84개로 감소되었다 아울러， 동일 의원은 직권상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2개 이내의 상임위원회 해당 상임위원회 산하 4개 이내의 소위원 

회에 소속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한 예외는 양당 의원총회의 승인을 받게 

하였다 18) 위원장에 의한 대리투표 금지는 위원장 권한의 제약과 함께 의 

원의 위원회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의원의 위원회 심의 참여 

를 활성화를 위해서， 표결 개시 시점에서 불출석한 의원도 위원회 산회 시 

까지는 표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유동정족수(rolling quorurn) 제도가 폐 

지되었다. 

위원회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하원의장의 권한 강화에도 이바지하 

는 제도변화로서는 복수회부ün띠tiple referr벼) 방식의 부분적 변경을 지 

적할 필요가 있다. 복수회부는 한 법안을 두 개 이상의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는 것인데 이것은 다시 몇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진다. 동일한 법안을 2 

18) 공화， 민주 양당 모두 세출， 상업， 규칙， 세입의 4개 상임위원회를 배타적 (exclusive) 위원 

회로 지정하고 있다 동일 의원은 이 위원회 가운데 1개의 위원회에만 소속된다 그런데 
양당 공히 윤리위원회의 경우는 위원회 배정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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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이상의 상임위원회가 부분적으로 나누어 심사하는 분할회부(split 

referr떠)와， 한 위원회가 심사를 종료한 법안을 다시 다른 위원회가 심사 

하는 순차회부(serial referr려)는 종전대로 유지되었다. 하지만， 동일 법안 

전체를 2개 이상의 상임위원회가 동시에 심사하는 공동회부(joint referral) 

는 추가적 초기회부(adclitional initial referral)로 변경되었다. 후자는 하원 

의장이 한 상임위원회를 주관위원회(prirnarγ comnittæ 또는 lead committee) 

로 지정하여 법안을 심사하게 하면서 다른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동시에 

심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공동회부와 다른 것은 주관위원회가 일 

정 기한 내에 심사를 종결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면 해당 법안을 심사 

하는 다른 상임위원회 역시 동일한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점이다. 

일곱째， 의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의정의 공개를 

확대하고 의원행위의 책임성을 더욱 확실히 하고자 하였다 기밀문서 등 

안보상의 민감한 정보의 유출 우려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회의를 비 

공개하도록 하였고， 공개회의에서는 중개방송과 사진촬영을 허용했다. 회 

의 기록은 발언 그대로 사본을 취하도록 하였고 모든 법안과 수정안에 대 

한 기록표결의 공개를 의무화하였다. 

104대 하원 1회기에 깅리치 하원의장은 위와 같은 공식적， 비공식 절차 

를 바탕으로， 아울러 그의 개인적인 행동방식에 의거하여 상임위원장들에 

게 지령 (clirective)을 내리면서 위원회의 자율성을 상당히 제약하였다. 특 

히 농업， 법률 서비스， 국방지출， 은행개혁， 조세， 전자통신， 수도 워싱턴의 

행정 등에 관한 입법사항에서 더욱 그러했다，19) 깅리치 하원의장과 상임 

위원회와의 관계에서 매우 논쟁적이었던 처사는 그가 비정통적인 입법절 

차로써 상임위원회를 유명무실화하기가 일쑤였다는 점이다. 104대 초에 

특히 두드러지는데 깅리치는 별도의 실무팀을 구성， 운영하여 법안을 작성 

하게 함으로써 상임위원회의 입법청문회나 축조심사 등 실질적인 심사 절 

19) Roger H. Davidson “Building the Republican Regime‘ Leaders and Committees," in 
Nicole C. Rae and Colton C. Campbell (벼S.) ， New Mψority or Old Minority?: The 
lrr뼈ct 01 Republicans 0η Q쩌!gress (Lan뼈m: Rowman, 19없)， pp. 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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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우회하기도 하였다. 이런 실무팀은 공화당 정책의제의 신속한 입법， 

특정 사안에 관심을 두고 있는 의원들의 광범한 참여， 우호적인 로비스트 

접촉 및 반대하는 이익집단 배제를 위한 것이었다. 대체로 민주당 의원들 

을 소외시켰고，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 입법목적에 충실한 의원들만 포함했 

으며， 청문회 미개최와 비공개회의 및 공식적 회의기록 미비 등으로 다양 

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양당간 이견이 고조되고 전문성 

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일게 하였다. 깅리치 하원의장이 주재하는 고령 

자의료보험(M떠icare)의 설계팀의 경우에서와 같이 아처(Bill Archer, 텍 

사스주) 세입위원장과 블라일리 상업위원장과 같은 요직 의원마저 불만과 

반대를 토로하기도 했다.20) 

104대 하원 2회기에서 위원회 자율성이 다소나마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 

났다. 예산파국， 공화당 내분， 깅리치의 윤리문제 시비， 깅리치의 대중적 

인기하락， 1996년 11월의 선거 분위기로 인하여 상임위원장들은 공화당지 

도부의 노선으로부터 이탈할 수 있는 여지를 감지하게 되었다. 깅리치는 

서서히 위원장의 영향력 저하가 반드시 공화당 정책의제 추진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실제로 깅리치 하원의장은 점차 실 

무팀의 운영에 신중을 기하게 되었다.2회기에 연방의회를 통과하고 대통 

령의 서명을 받았으며 환경론자들의 긍정적 평가를 받았던 식수안전법 

(PLl04-182)이나 제초제법 (PLl04-170)은 하원의 소관 상임위원장의 주도 

로 성취된 입법사례였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위원회 약화와 의사결 

정권의 다수당 지도부 집중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20 

2이 Da띠dson( l關)， pp. 79-80; Christopher ]. D뼈ng， “Learning to Legislate: αmmitt않sm 
the Republican Congress," in Rae and Camp뼈1(1땐)， pp. 1뻐-7; Dt빼ng and Smith(l997), 
p. 191; Evans and 이eszek(lggn ， pp. 129-136, 142; James G. Gim떠， Fu!filling the 
Contract: The First 100 Days (Boston: Allyn and Bacon, 1뼈); μomis(2때)， p. 194; 
WaIter ]. Oles겠， Cmgressiα때 안vcedures cmd the Policy Pnα:ess， 5th ed. (Washington, 
D.c.: CongressionaI Quarterly Press, 2001). pp. 103-6; Barbara Sinclair, Unorthodox 
띠mι1king (Washington, D.c.: CongressionaI Quaπerly Press, 1997b), p. 86; Steven S 
Smith and Eric D. I..awrence, “P와ty Control of Cornmittees in the Rt킥publican Congress," 

in Dodd and Oppenheimer(l997), pp. 174-8, 187‘ 

21) 다~ring and Smith(l997), pp. 193, 226-8; Evans and Oleszek(l997), p‘ 209; Loomis(2oo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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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뽑회일 볕e!없의 멸 켜훨 A~활 

연방하원의 입법과정에서는 법안이 소관상임위원회 심사가 완료된 후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규칙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규칙위원회는 해당 

법안에 대한 상정여부， 토론시간， 수정안의 수와 내용에 관한 특별규칙 

(special rule)을 정하여 단순결의안의 형식으로 본회의에 제안한다. 이것 

이 본회의에서 채택되면 해당 법안의 심사가 진행된다. 여기서의 특별규 

칙은 하원상설규칙을 보완 또는 대체하는 효력을 발생한다. 

특별규칙은 개방(open)규칙과 제한(restrictive)규칙으로 대별된다. 개방 

규칙은 어떤 의원이건 하원상설규칙에 부합하는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게 

한다. 반면에， 후자는 수정안의 수와 내용을 제한한다. 이러한 단순 2분법 

을 다소 세분하는 3분법이 있다. 즉 제한규칙은 다시， 법안을 보고한 상임 

위원회가 발의한 것 이외의 어떠한 수정안도 금지하는 폐쇄(c1osec!)규칙 

과， 특정 요건을 충족시키는 수정안이나 법안 일부만의 수정안을 허용하는 

한정 (m띠ified)규칙 내지 구조화(structured) 규칙으로 나눌 수 있다 나아 

가서는 한정규칙을 또 다시 한정개방(modified open)규칙과 한정폐쇄 

(modified c1osed)규칙으로 나누는 4분법이 있다. 한정개방규칙은 어떤 의 

원이건 하원상설규칙에 부합하는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지만， 수정 

안 토론 및 표결을 포함한 총심 의시간을 제약하거나(“시간구조화”규칙) 수 

정안이 사전에 의사록에 등재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시키도록 명시한 

다. 한정폐쇄규칙은 특별규칙이나 규칙위원회 보고에 지정된 경우로 제한 

하여 수정 안 발의 를 허 용한다.22) 

공화당은 104대 이 전 장기간동안 소수당의 지 위 에 있는 동안， 민주당이 

소수당에게 법안수정을 위한 권리를 제대로 부여하지 못한다고 불만을 갖 

고 있었다. 공화당은 다수당이 되고나서 종전의 다수당이 던 민주당보다는 

p. 101; Sinclair(l997a), p. 216-7. 
22) Judy Schneider and Michael 1. Koempel, Congressional Deskbook 200j-2002 .107th 

Congress (Alexandria, V A: TheCapitol.Net, 2001), p‘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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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규칙의 비율을 늘이겠다고 약속했다. 과연 이 점을 이행했는가의 여 

부는 뒤에서 논의될 것이다. 

규칙위원회의 특별규칙에는 단순히 심의절차를 통제하는 것을 넘어서 

정책내용에 매우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도록 특이하게 고안된 것도 있다. 

예를 들어， 자동집행규칙 (self-executing rule 또는 hereby rule)은 어떤 특 

별규칙의 채택이 해당 계류 법안이나 수정안 및 입법조처에 대한 별도의 

표결없이도 가결의 효과를 가져오게 한 것이다. 최종가결수정안채택규칙 

(the king-of-the-hill rule)은 일련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질 때 

최종 순서로 과반수를 얻은 수정안이 통과된 것으로 하는 규칙이다. 이것 

은 공화당 지배시기에 와서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 그 대신， 공화당 지배 

시기에 와서는 최다수가결수정안채택규칙 (the queen-of-the-hill rule)이 

고안되었는데， 이것은 일련의 수정안 표결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과반수 찬 

성을 얻은 수정안이 통과되도록 하는 것이다，23)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예로 

서 “계엄령규칙 "(m앙ti머-law rule)이라고도 불리는 것으로서 상설규칙조 

항의 적용면제규칙 (waiver rule)이 있다. 하원상설규칙 제11조 4항(XI， 4) 

에 의하면 특별규칙은 원칙적으로 보고된 당일에는 채택될 수 없는데 이 

에 대한 예외는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가능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이 경우에， 계엄령 규칙은 예외 성립을 위한 요건을 적용하지 않 

도록 하여 계류된 법안이나 수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도모하게 된다. 민주 

당이 다수당이었던 103대 하원에서 계엄령규칙은 5건이 효력을 발생했고， 

그 적용기간은 각각 1일의 회의에 국한되었다. 반면， 공화당 지배의 104대 

에 와서는 9건의 계엄령 규칙이 적용되었는데 그 효력은 보다 장기적으로 

지속되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1995년 11월 15일 이후 1996년 4월 1 

일까지의 예산파국 기간에 하원 본회의는 이러한 절차를 적용했다. 긴급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부채상한(debt ce바19) ， 예산조정(budget recon에la디on) ， 

지출 등에 관한 조처들에 이러한 규칙이 적용되었다，24) 

23) Schneider and KoempeJ(2001l, PP‘ 250-1. 
24) C. Lawrence Evans and , Walter ]. Oleszek, “Proc어ural Features of House Republi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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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은 하원상설규칙의 일부로서 소수당 원내총무 또는 그의 지명자 

가 본회의에서 재의법안이 아닌 모든 법안의 최종표결 직전에 지침첨부 

위원회재회부동의(motion to recommit with instructions)를 제출할 수 있 

는 권한을 인정했다. 이 절차는 소수당이 마지막 단계에서 그 나름의 정책 

대안을 부분적으로나마 제안할 수 있는 기회와 방편을 제공한다. 실제로 

이러한 동의는 부결되기 십상이지만 민주당 지배 시기에는 이 같은 소수 

당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다.영) 

미국과의 계약 전문은 종래에 각종 직장법이 연방의회에 적용되지 않았 

던 것을 개혁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었다. 이에 따라 의회책임법(PL104- l) 

이 제정되었는데 이것은 공정근로기준법 (1938) ， 민권볍(1댔4) ， 연령차별금 

지고용법(1967) ， 지체부자유미국인법(1990) ， 재향군인재취업법(1993) 퉁 11 

개 노동관련법을 연방의회에 적용하는 입법조처였다. 의회책임법은 이미 

1995년 l월 23일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따 

라 의회직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소원수리처 (Office of Compliance)가 

설치되었다.26) 

본회의에서의 재정법안 심의와 관련된 개혁에 대해서도 간략한 언급이 

필요할 것이다.27) 균형예산을 의무화하는 헌법수정안이 1995년 1월 26일 

하원을 통과했으나 동년 3월에 상원에서 1표 차이로 부결되었다. 공화당 

소속인 해트필드(Mark O. Hatfield 오레곤주) 상원 세출위원장이 반대하 

였기 때문에 이 조처의 부결이후 공화당 내에서 논란이 일었다.28) 한편， 

의회가 가결한 세출법안의 특정 항목을 대통령이 무효화할 수 있는 항목 

별거부권법 (PL104-13o)이 1995년 2월에 하원과 이듬해 3월 상원을 통과하 

고 동년 4월 9일 클린턴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1997년 1월 1일부터 효력 

Rule," in Rae and Campbell(1999), pp. 128-9‘ 

25) Evans and OleszeW999), pp. 129-30 
26) Schneider and KoempeJ(2001), pp. 126-7 
27) 좀 더 상세 한 논의 로서 는 James A. Thurber, “Republican Roles in Congression머 Budget 

Reform: Twenty-Five Ye따s of Deficit and Conflict," in Rae and Campbell(l없9). 

28) αηgress αu1 the Nation(l998), p. 잃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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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생하여 2005년에는 효력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 법은 1974년 

의 지출거부(impoundment)통제법의 개정을 가져왔는데， 정확하게 말하자 

면 대통령이 의회에 대하여 강화된 지출승인취소요구(enhanced rescission) 

권한을 갖도록 한 것이다，29) 이 법에 의하면 대통령이 특정 항목에 대한 

지출승인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에 그것은 의회가 상 · 하원 각각에서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법을 제정하여 무효화하지 않는 한 효력을 갖게 

된다. 클린턴 대통령은 1996년과 1997년에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기도 하 

였다. 그러나 논쟁적인 이 법은 결국 1998년 6월 대법원에 의하여 위헌판 

결을 받게 되었다. 대법원의 다수 의견은 대통령이 세출법안 전체를 서명 

또는 거부하는 대신에 일부 항목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이 법 

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었다.3이 그리고， 연방정부가 재정지원없이 주와 

지방 정부로 하여금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하는 법규， 즉 비지원명령 

(unfunded mandate)의 발동을 금지하는 법 (PLl04-4) 이 통과되었다. 아울 

러， 하원에서 소득세 인상을 위한 입법은 단순과반수가 아니라 5분의 3 이 

상의 찬성을 받도록 상설규칙에 명시되었다. 

한편， 연방의원 임기제한과 관련한 입법조처가 논의되었는데， 여기에 대 

해서는 딜레이 (Tom Delay, 텍사스주) 공화당 원내부총무(m며ority whÌp) , 

하이드 법사위원장， 아처 세입위원장과 같은 지도자들을 비롯하여 반대하 

는 의원들이 적지 않았다. 연방대법원은 1995년 5월 22일 주법을 통해서 

연방의원의 임기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며 연방의원 임기제한은 연방헌 

법수정안으로만 규정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동년 3월 하원에서 이와 같은 

헌법수정안은 통과에 필요한 3분의 2의 찬성을 얻지 못했고， 동년 10월에 

29) 지출거부(impoundment)는 법으로 부여된 지출권한의 이행을 지연시키거나 보류하는 대 
통령 및 연방기관의 조치 또는 미조치를 의미한다. 지출거부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지 

는데， 하나는 자금사용의 연기 (deferr외)이고， 다른 하나는 의회에 대한 지출숭인취소요구 

(rescissionl 이 다 
30) coη!gress and the Nation, Vol. X . 1997-2()()1: A Review of Governrnent and Politics, 

lα5th and l06th coηgresses (Washington, D.C.: Congressional Quarterly Press, 2002), 
pp. 64-5; http://www.nytimes.comlapo띠ine/w.AP-Court-Veto.html. (검색일 1998. 6‘ 

28); Clinton v. City of New York, 524 U.S. 417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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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에서는 헌법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의사진행방해발언(fi1ibuster) 

을 중지시키는 토론종결(미oture)이 이루어지지 않아 표결에 부쳐지지도 

못했다，31) 

IV 。 의회재혁왜 끼홉팩: 104왜 얘후 하원의 훌쩍과 용앵 

1. 멸발멸훨샘면옐 햄뿔뿔햄활 

104대 초 하원의 의회개혁이 그 이후 어떠한 효과를 낳게 되었는가를 

논의하기 위한 배경으로서 1994년 중간선거 이후 2년 주기로 수 차례 치 

러진 연방의회선거를 개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104대 이후 108대 이르 

는 기간은 크게 보아 공화당이 양원을 장악한 시기이다. 공화당은 유일하 

게 107대 상원에서만 민주당에 다수당 지위를 내주게 되었던 것이다，32) 

1996년의 연방의회선거는 1994년의 경우와 달리 공화당에게 대승을 가 

져다주지 않았다. 대통령선거에서 도울 공화당 후보는 현직 대통령인 민 

주당 클린턴 후보의 상대가 되지 못하여 연방의회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들 

은 그와 거리를 두는 선거운동을 전개했다. 즉 전국적 쟁점을 제기하기보 

다는 선거구중심으로 현직후보의 이점을 최대한 살리는 전략을 구사했다. 

105대 초 하원의 의석수 분포는 공화당 227석， 민주당 207석， 무소속 1석 

이 되었다. 공화당은 선거 직전에 비해 9석을 상실했다. 상원에서는 공화 

당이 또대 45로 얼마간의 우위를 지켰다. 

1998년 연방의회선거에서는 클린턴의 성 스캔들과 탄핵이 전국적 쟁점 

31) Evans and Oleszek(1997), pp. 144-5. 
32) 1952년 이후 1없8년까지 연방의회선거에서의 후보자， 쟁점， 투표행태를 체계적으로 개관 

한 글로서 는 Robert S. Erikson 때d Gera1d C. Wright, “V oters, Candidates, and Issues 
in CongressionaJ Elections," in Dodd and Oppenheimer(2에1)， pp. 67-96을 참조‘ 또한 보 
다 상세 한 분석 으로서 는 G따y C. Jacobson, The Politics 01 Congressional Elections, 5th 
ed. (Boston: Addison-Wesley,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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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기는 했으나 1994년의 중간선거와 같은 전국화된 선거는 아니었다. 

상원에서 공화당은 55대 45의 우위를 그대로 유지했지만 하원에서는 선거 

직전에 비해 5석을 상실하여， 106대 개원 시 의석수는 공화당 223석， 민주 

당 211석， 무소속 1석이 되었다 그런데 선거 전에 공화당은 의석수의 증 

가를 낙관했기 때문에 의석수의 감소 결과에 직면하자 패배감이 확산되었 

고 깅리치 하원의장의 정치적 생명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이 중 

간선거의 결과는 대통령의 정당이 연방하원선거에서 의석수를 증가시켰다 

는 점에서 남북전쟁 이후 1934년 중간선거에 이어 2번째로 지목되는 이례 

적인 것이었다. 민주당은 탄핵시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높은 인기도와 

호황인 경제 덕분에 유리한 선거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2000년 11월에는 대통령 선거결과가 극적으로 잘 드러냈지만 연방의회 

선거 역시 양당간 경쟁이 드물게 치열했다.107대 상원에서는 양당이 %대 

50의 균형을 이루게 되었는데 공화당의 체니(Richard B. Chenny) 부통령 

이 직권상 상원의장으로서 균형을 깨뜨려 일단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었다. 

하지만， 2때l년 5월 버몬트주 출신 제포즈(James M. ]effords) 상원의원이 

공화당을 탈당하여 무소속이 되면서 다수당 지위는 민주당으로 넘어갔다. 

하원에서 개원 시의 정당별 의석수는 공화당 221석， 민주당 212석， 무소속 

2석으로 양당간의 의석수 차이는 단 9석으로 다수당 지위는 1952년 이래 

가장 불안정하게 되었다. 

앞서의 선거결과는 105대 106대 107대 하원에서는 공화당의 다수당 지 

위가 점차로 약화되어갔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것은 의석수만 따져보더라 

도 공화당이 104대에서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당과의 타협을 거부하고 

단호하게 하원 의정을 주도하기가 어렵게 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 

한 정당소속을 따지지 않고 3선 이하 소장의원 비율을 보면 104대에서 

220명 으로 51%에 달했고， 105대에 와서 243명 즉 56%로 약간 증가하다가 

106대에서 185명 43%로 대폭 축소되었는데， 107대에는 149명으로 34%의 

수준으로 더욱 하향하는 추세를 보였다떼 이것은 선수와 경력이 많은 의 

33) Nonnan ]. Omstein, Thomas E. Mann and Michael ]. Malbin, Vi‘띠1 5tatistics 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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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들의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하원 내에 기득권 세력의 신장과 원내권력 

의 집중화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할 것이다. 

2002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입지가 다시 강화되는 주목할 만한 현상이 

나타났다. 상원에서는 공화당 51석， 민주당 48석， 무소속 1석으로 공화당이 

가까스로 우위에 서게 되었으나 하원에서는 공화당 229석， 민주 205석， 무 

소속 1석으로 양당의 의석수 차이는 104대 수준과 비슷하게 되었다. 부시 

(George W. Bush) 대통령의 행정부와 연방의회 양원이 모두 공화당에 의 

해 장악되었다. 이 중간선거 역시 대통령의 정당이 상원과 하원선거에서 

각각 의석을 증가시키고 다수당의 지위를 확보 또는 공고하게 한 드문 예 

로 기록된다. 공화당은 열악한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2001년 9월 11일의 

테러 이후 끈질기게 테러에 대한 전쟁을 수행한 부시 대통령의 높은 국내 

인기로 인하여 선거에서 도움을 얻었다.34) 

2. 화원의휠엠 흩|웰섬: 휠뭘햄와 해^빽훌훌 

104대와 105대 하원의장을 맡았던 깅리치 공화당 의원은 106대 개원과 

동시에 정계를 은퇴했다 그의 뒤를 이어 106대부터 107대를 거쳐 108대 

현 시점에 이르기까지 해스터트(J. Dennis Hastert, 일리노이주) 의원이 연 

방하원 수장의 자리에 있다. 그런데 107대까지 다수당인 공화당의 원내총 

무는 아미， 원내부총무는 딜레이였고， 108대에서 와서 딜레이가 원내총무 

가 되었으며 원내부총무는 블런트(Roy Blunt, 미주리주)이다. 한편， 소수 

당인 민주당의 경우에는 107대 말까지 게파트(Richard A. Geph따t， 미주리 

주)가 원내총무였다. 민주당 원내부총무는 107대 1회기까지 보니어(David 

E. Bonior, 미시간주)였으나 2회기에는 펠로시 (Nancy Pelosi, 캘리포니아 

2002. (Washington, D.C.: The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Press, 2002), p. 41. 
34) 서현진부시 대통령의 지지율과 2002년 중간선거 결과J ， 서현진 · 손병권 · 신유섭 • 이현 

우 · 임성호 · 정진민미국 의회선거의 변화와 지속성: 2002년 중간선거 분석~ (서울· 오 
름， 2002), pp. 1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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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맡게 되었다.108대 하원에서 펠로시는 민주당 원내총무로 선출되었 

는데， 이는 연방의회에서 여성이 원내정당의 최고지도자가 된 최초의 경우 

이다.35) 메릴랜드주 출신의 호이어 (Steny H. Hoyer)의원이 108대에서 민 

주당 원내부총무가 되었다. 그런데 이 글에서는 하원 전체의 수장이자 다 

수당의 최고지도자인 하원의장， 보다 구체적으로는 깅리치 의장과 해스터 

트 의장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의 리더십을 다루고자 한다. 

104대 1회기 (1995)에 클린턴 민주당 행정부의 교육， 환경， 의료 프로그 

램에 관한 일부 부서를 폐지하고 예산지출을 대폭 축소하려던 공화당의 

계획은 대통령의 세출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이에 따른 예산파국의 

결과 수포로 돌아갔다. 대통령과 맞서 정쟁을 지휘하던 깅리치 하원의장 

은 극단적인 인물로 규정되고 그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는 급락했다.2회 

기(1996)에서 공화당은 11월의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긍정적인 업 

적과 면모를 보여 줄 필요가 있었다. 실제로， 깅리치 하원의장은 의료， 최 

저임금， 복지개혁 동의 정책분야에서 클린턴 대통령이 수용할 정도의 입법 

성과를 내놓았고， 1997회계연도의 경우에는 전년도와 판이하게 13개 연례 

세출법안을 모두 기한 내에 통과시키도록 하였다. 그런데， 깅리치의 윤리 

문제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고 그것을 둘러싼 시비는 점차 확대되어， 11 

월 선거가 끝나고 12월 21일에 열린 하원본회의에서 깅리치 하원의장은 

마침내 자신이 홍보활동이나 정치자금 모금에 있어서 법률적 자문을 충분 

히 받지 못한 실책을 범했으며 하원윤리위원회에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과오가 있음을 인정하게 되었다.36) 

1997년 1월 3일， 105대 하원 개원일에 깅리치는 하원의장으로 공식 재선 

출되었다. 그에 대한 지지와 반대는 216대 205로 갈렸는데， 9명의 공화당 

의원들은 출석했으나 기권표를 던지거나 다른 공화당 의원의 이름을 적어 

넣는 방식으로 그를 지지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2주 후에， 하원은 395대 

28로 윤리문제에 대한 책임을 불어 깅리치 하원의장에게 계고조치를 내리 

35) 참고로 108대 연방하원 총435인의 의원들 가운데 여성의원의 수는 63인이다. 
36) 주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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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동시 30만불의 벌금을 하원에 납부하도록 하였다.37) 그리하여 깅리치 

하원의장은 104대 l회기에서와 같이 단호한 공세적 리더십을 행사할 수 

없었고， 민주당에 대하여 타협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가운데 이루어진 주요 입법성과로서 1997년 5월에 양당합의로 이루어진 

균형예산법 (1997)을 지적할 수 었다. 이 법의 골자는 때02년까지 5년 이내 

에 연방정부의 균형예산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담고 있었다.38) 하지만， 

깅리치 하원의장의 약화된 리더십은 강경 보수의 소장파 공화당의원들 사 

이에 불만을 자아냈다. 1997년 7월 이들 공화당 의원들은 아미 원내총무 

및 딜레이 원내부총무와 회동하여 깅리치 하원의장을 사임시키는 표결을 

본회의에서 시도하는 방안을 의논하기까지 했다. 이들은 깅리치 후임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했고， 이러한 “쿠데타” 계획은 사전에 노출되어 

성사되지 못했다 39) 

1998년 105대 하원 2회기는 클린턴의 성 스캔들을 둘러싼 정치로 얼룩 

졌다. 깅리치 하원의장과 공화당 지도부는 11월 중간선거의 전략으로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밀고 나갔고 양당간 갈등이 고조되었다. 깅리 

치는 정부지출 삭감과 같은 공화당 정책의제를 관철하는 것보다 클린턴의 

성 스캔들을 부각시키는 선거운동에 열의를 갖게 되었다. 하지만 국내경 

기가 호조를 보이고 대외적으로 미국의 전쟁개업이 없는 상황에서 클린턴 

에 대한 불리한 여론이 쉽사리 조성되지 않았다. 중간선거에서 의석수 증 

대를 낙관했던 공화당은 의석수가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에 직면해 실망하 

게 되었으며 비난의 화살을 깅리치에게로 돌렸다. 깅리치 리더십의 결정 

적인 위기가 도래했다. 선거가 끝나고 수일 후 리빙스턴의원이 차기 하원 

의장직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천명하고 나서 몇 시간 경과되는 시점에서 

깅리치는 106대 하원이 개원함과 동시에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공표했다. 

37) Congress and the Nation(2002) , pp. 757-8, 761-4. 
38) 실제로， 연방정부는 1없회계연도에 1969년 이래 처음으로 많0억불의 재정혹자를 기록했다 

39) Congress and the Nation(2002) , pp. 762 • 63; J ackie Koszczuk, “P따ty Stalwarts Will 
Deterrnine Gingrich’s Long-Tenn Surviv며 αngressional Quarterly Weekly Report, 
(July 26, 1997), pp. 1751-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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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11월 18일 하원공화당 의원총회는 하원의장 내정자로 리빙스턴을 

선출했다. 그런데， 12월 중순에 대통령 탄핵에 대한 토론과 표결에 임박하 

여 리빙스턴의 혼외정사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다， 12월 19일의 하원 본회 

의 토론에서 리빙스턴은 클린턴 대통령의 사임을 권고하는 동시에 본인의 

정계은퇴 의사도 발표했다. 하원 표결에서 위증과 사법방해를 사유로 클 

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제소가 결정되었고 상원은 106대 벽두부터 탄핵 

심판을 진행했다. 하원공화당은 원내총무단의 일원으로서 임명직인 수석 

간사(chief deputy whip)를 맡고 있던 해스터트를 차기 하원의장으로 내정 

했다 그는 하원공화당의 선출 요직을 맡은 경력이 없고 대중적인 지명도 

가 낮았기 때문에 의외의 선택이었다. 그렇지만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는 

신망을 얻고 있었다，40) 

해스터트 하원의장은 1999년 1월 6일 106대 하원의 개원일에 220대 205 

로 공식 선출되었다. 고교 레슬링 코치와 일리노이 주의원을 지낸 그는 취 

임 시에 분열된 공화당을 봉합하고 양당간 협조를 복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념적으로는 강력한 보수주의자인데， 타협과 연합을 이루는 일에서 

는 탁월한 인물로 알려졌었다。 그는 깅리치와 달리， 하원의장직을 수행하 

게 된 당초부터 상임위원장들이나 공화당 다른 요직자들의 역할을 중시하 

고 권한을 위임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그렇지만 게파트 민주당 원내총 

무와는 별로 접촉하지 않았고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였다. 사실， 

106대 의회에서 양당이 순조로운 협조관계를 형성하기가 용이하지 않았 

다， 1회기(1999) 전반부에 상원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부결되었지 

만 양당간 긴장은 지속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2회기 후반부인 11월에 대 

통령 선거와 동시에 연방의회 선거를 앞두고 공화， 민주 양당은 각급 선거 

에서 치열한 경쟁에 휘말릴 것이 예상되었다， 106대 시기에 해스터트는 다 

수당의 야심적 정책의제를 추구하거나 역사상 중요하게 기록될 만한 입법 

실적을 기록하지 못했다， 1회기에 세금감면이나 정부지출확대의 억제를 

겨냥한 입법을 추진하던 노력은 클린턴의 거부권 행사에 의해 좌절되었다. 

40) 주 37)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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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기에 해스터트 하원의장은 전면적인 조세삭감과 같은 큰 목표보다는 

선별적인 조세감면 동 민주당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축소된 입법목표를 

추구했다. 이를 테면， 결혼한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정산을 하여 입게 되는 

손해， 이른바 “결혼 벌금"(m없꾀age penality)을 줄인 것이 그 예이다. 공화 

당은 의료와 교육에 관한 사회 프로그램， 중국과의 무역관계 정상화 등의 

정책분야에서 민주당과 협력했다. 요컨대， 해스터트 의장은 20α〕년 11월의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행정부가 비판하듯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의회 "(do-nothing Congress)보다는 적어도 조금은 일하는 의회의 이미지 

를 유권자에게 심어주고자 했다. 해스터트는 연방하원선거운동을 독려하 

기 위해 1267ß 선거구에서 총 없5회의 지원유세를 전개했고， 4천만불 이상 

을 모금하여 그 후보자들에게 제공했다. 이러는 가운데， 관행에 어긋나게 

게파트 민주당 원내총무와 경쟁하는 후보자를 지원하여 비난이 일기도 했 

다. 여하튼， 공화당 출신의 부시 대통령이 탄생하게 되었고， 1아대 시기 이 

후 해스터트는 대통령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지원하는 역할을 주 

로 수행하게 되었다.40 

하원의장으로서 깅리치와 해스터트의 리더십 수행양식을 전반적으로 비 

교하는 경우에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이 드러난다. 깅리치가 자신과 추종 

자들이 추구해야 할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는 지도자라고 한다면 해스터트 

는 거창하기보다는 작은 목표를 상황에 따라 추구하는 실용주의적 지도자 

이다. 깅리치가 공세적， 대결적， 돌파적인 리더십을 행사했다면 해스터트 

는 조정적， 교섭적， 타협적 리더십을 보여준다. 깅리치는 자신이 전국적 인 

물로서 조명되는 것을 추구했다면 해스터트는 외부의 이목이 자신에게 집 

중되기보다는 막후에서 영향력 행사하기를 더욱 원한다. 깅리치는 해스터 

트에 비해 하원 다수당의 수장으로서 완수해야 할 역할을 더욱 더 강조하 

41) Congress αu1 the Nation(2뼈)， pp. 15-30; Lawrence C. Dodd and Bruce 1‘ Oppe띠leimer， 

“A House Divided: The Struggle for Partisan Control, 1994-2'때，" in Dodd and 
Oppe비leimer(2ool)， pp. 38-41; Roger H. Davidson and Wa1ter ]. Oleszek, Congress and 
lts Memhers, 8th ed. (Washington, D.C.: Congressiona1 Quarterly Press, 2002), pp 
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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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깅리치는 공화당의 입법목표를 적극적으로 관철하기 위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통상적 입법절차를 무시하기도 했다. 공화당 중심의 실무팀을 

자주 운영하여 법안을 심의하였고 공화당 정책의제에 열의를 갖는 상임위 

원장을 내세우기 위해 선임우선제를 일부 묵살하기도 하였다. 깅리치는 

위원회의 독자성을 허용하지 않으려했고 민주당과의 반목이나 대립을 불 

사했다， 반면， 해스터트는 통상적 입법절차를 존중하고 실무팀 운영을 자 

제하며 상임위원장 지명 시에는 유관 의원들과 변담하는 등 신중을 기했 

다. 그는 깅리치와 달리 위원회의 권한을 회복시키려 했고， 양당간 긴장의 

완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했다.42) 

3. 상일위원회QI 조직과 를명 

104대 하원에서 상당수의 상임위원회 명칭이 변경된 이후에도 그러한 

변화가 약간 있었다. 예를 들어 경제교육기회위원회는 105대에서 교육노 

동력(Education and the Workforce)위원회로， 정부개혁감독위원회는 106 

대에서 정부개혁 (Government Refonn)위원회로 은행금융위원회는 107대 

에서 금융(Financial Services)위원회로 대체로 간편화된 명칭으로 바꾸어 

졌다. 또한 일부 상임위원회의 명칭은 민주당이 다수당이던 시기의 그것 

으로 환원되기도 하였다. 국가안보위원회가 106대에서 군사위원회로， 상업 

위원회가 107대에서 동력상업위원회로 하원감독위원회가 106대에서 하원 

행정위원회로 달라진 것이 그것이다. 

상임위원회 조직과 관련하여 104대 초에 이루어진 개혁에서 가장 두드 

러진 것은 민주당의 지지기반과 이해관계가 많은 위원회 3개를 폐지한 것 

이었다. 그런데 이 상임위원회들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위원회였다. 기 

타의 경우로서는 상업위원회의 소관범위가 조정된 것이 주목할 만한데， 이 

것 역시 실질적인 측면에서 소관범위의 폭 넓은 변화를 가져온 것은 아니 

42) Davidson 뻐d Oleszek(2002), p.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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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결국， 상임위원회 조직상의 변화는 공화당 정책의제에 보다 더 효과적 

으로 부응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상징적인 의미가 더육 크다고 할 것이다.43) 

그런데，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하원에서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각종 위 

원회의 수에 관한 한 104대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음은 분명하고 

그 이후 공화당은 위원회의 수를 대체로 같은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다. 

103대에서는 상임위원회를 비롯하여 특별위원회， 양원합동위원회， 그리고 

이 위원회들의 소위원회를 방라하여 146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었으나 104 

대에 와서 1107ß로 축소되고 107대에 1167ß로 약간 늘어났다. 이른바 “소 

위원회 정부"(subcommittee govemment)가 가장 절정에 이르렀던 94대 

(1975-1977) 하원에서 각종 위원회의 총수가 204개에 달했던 점을 상기하 

면 공화당 지배시기에 있어서 위원회 수는 양적으로 대폭 축소된 것이다. 

〈표 1> 연방하원 위원회 및 직원 수 

146 I 22 I 115 I 5.9 I 2.0 I 3.7 

l10 1 19 1 없 I 4.8 1 1.8 1 2.9 11，짧 
112 I 19 1 잃 I 5.1 I 1.8 1 3.2 11，잉61 1 ，2돼 
111 1 19 1 없 1 5.2 1 1.9 1 3.2 1 1，쟁71 1,238 17,216 

116 1 19 1 89 1 5.6 1 1.9 1 3.6 11，때1 I 1,177 17,209 

주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양원합동위원회， 양 

원합동소위원회를 망라함소위원회 포함. 

출처 : Norman J. Oms떠n， Thomas E. Mann and Michael J. Malbin, Vi따15따tistics 2001 
2002 (Washington, D.C.: The American En따prise Institute Press, 2002), pp. 118-9, 
121, 126-7, 130 

104대 이후에 위원회의 수가 줄고 의원의 위원회 배정에 대한 제한이 

원칙상 엄격해졌다고 할 수 있으나 설제로 의원 X인당 평균 위원회 수는 

종전에 비하여 별 차이가 없다. 표 1에서 보면， 의원 1인이 2개 정도의 상 

43) Evans and Oleszek(999), pp.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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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위원회， 3-4개의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총 5-6개의 각종 위원회에 배정 

되는 것에 큰 변화가 없는 것이다.104대에서 다소의 변화 조짐이 있었으 

나 공화당의 다수자 지위가 계속되면서 점차 과거와 차이가 없어지고 있 

다. 이것은 직권상의 위원회 겸직이 여전하고 공식 규칙상의 예외조항에 

의거 의원총회를 통해 승인받는 등의 방식에 의하여 그렇게 되는 것이다. 

연방하원의원의 위원회 활동에 실질적 변화가 대폭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 

라는 점이 여기서 시사된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있어서 정당별 구성을 보면 공화당은 민주당과의 차 

별성야 돋보이는 방식으로 상임위원회를 조직하지는 않았다. 공화당 지도 

부는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갖고 있었을 때와 동일하게 윤리위원회를 5 

대 5 양당 동수로 구성한다. 역시 종래의 관행과 마찬가지로， 공화당이 다 

른 모든 상임위원회에서는 하원전체의 정당별 의석비보다 유리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위신있고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위원회에서 더욱 그 

러하다. 예를 들어， 규칙위원회에서 공화당 대 민주당의 비중은 9대 4로서 

다수당과 소수당의 구성비는 민주당 지배시기와 다름없다. 또 다른 예로 

서 107대 하원에서 의석비는 51대 49였지만 세입위원회에서 공화당 대 민 

주당의 비중은 59대 41로서 이 역시 종래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44) 

공화당이 104대 초에 도입한 위원장의 임기제한은 특이한 것이었다. 

107대에서는 6년의 위원장 재직연한에 제약을 받아 위원장의 교체가 대폭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었다. 하지만 107대 하원에서 나타난 위원장직 교체 

의 폭은 당초의 예상보다 축소되 었다. 하원상설규칙 10조 6[b]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어떠한 의원도 동일한 상임위원회 또는 동일한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104대 외회로부터 시작하여 연속 3대를 초과하는 기 

간동안 재임할 수 없다. 단 어떤 의회에서든 1회기 전체의 기간에 미달하 

는 재임은 이 목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이 규정을 정확하게 읽게 되면， 

이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위원장이라 할지라도 다른 위원회 또는 소위 

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없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이 조항의 적용을 

44) 이를테면 107대 하원의 경우 Davidson 뻐d Oleszek(2α02)， p. 2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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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사임한 위원장이 1대의 의회기 즉 2년이 경과된 다음에 다시 동일위 

원회의 위원장이 되는 것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아 논쟁의 여지 

가 적지 않은 것이다. 1여대부터 106대까지 위원장직에 있던 어떤 의원들 

은 107대에서는 다른 위원회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선임자 지위를 토대로 

그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자 했다. 이 때 해스터트 의장은 그들이 다른 

위원장직을 맡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45) 실제로 106대 하원에서 재향군인 

문제위원장이었던 스텀프(Bob Stump, 애리조나주)는 107대에서 이 조항 

의 적용을 받게 되자 군사위원장이 되었고， 하이드 법사위원장은 국제관계 

위원장으로 거듭났으며， 영(Don Young, 알래스카주) 자원위원장은 교통기 

반위원장을， 그리고 토마스(Bill Thomas, 캘리포니아주) 세입위원장은 하 

원행정위원장을 맡게 되었다쩨 이렇게 보면 위원장 임기제한은 그 자체 

로서 위원장의 권력을 현저히 약화시키고 정당리더십을 강화한 결정적 요 

인은 아니었다. 임기제한을 받은 고참의원이 다른 선출공직으로 이동하거 

나 정계를 은퇴하도록， 또한 보다 많은 중진의원들이 위원장직을 맡도록 

현저히 촉진할 것이라는 예상은 그대로 적중하지 않았다.47) 

상임위원회를 비롯하여 각종 위원회에서 의원을 보좌하는 직원의 수가 

104대에 와서 대폭 감축되었음이 앞서 언급되었다. 표1에서와 같이， 103대 

에서 2，100명을 상회하던 위원회직원의 수가 104대 이후 1，200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 입볍관료제의 감량이라는 명분아래 취해진 이와 같은 인원 

감축은 입법정보의 수월한 제공을 어렵게 하여 연방의회의 심의활동에 부 

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우려가 없지 않다. 더구나， 소수당인 민주당이 감수 

해야 할 애로사항이 많게 되었다.갱) 그런데 104대부터 위원회 직원이 대 

량 해고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의원개인의 보좌인력은 종전과 다름없이 

7，200명 선이 확보되고 있다. 개인참모진들은 비대한 입법관료제의 감량이 

45) Charles Stewart, III. Analyzing Co.η~gress (New York: W. W. Norton, 2때1)， p. 295. 
46) Schneider and KoempeJ(2001), p. 199. 
47) Christopher J. Ðæring, “Leaming to Legislate: Committees in the Republican Congress," in 

Nicole C. Rae and Colton C. Campbell(l앉재)， pp. 101-2. 
48) Davidson(1쨌)， pp. 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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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개혁의 화살을 맞지 않았다. 

법안을 복수의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식이 일부 변경된 것은 위원회 

업무부담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가? 표 2는 다른 위원회와 소관사항의 

중복이 많은 8개 상임위원회의 경우에 복수회부 사례가 차지하는 비중을 

제시하고 있다.103대， 104대， 105대 하원에서 금융， 상업， 교육노동， 자원， 

세입 관련 상임위원회의 경우 회부된 입법조처의 총 건수 가운데 복수회 

부가 차지하는 비율에 괄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교통 및 기타 

사회간접자본 사업에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경우에만 복수회부의 건수가 

감소했다. 이것은 103대까지 공공사업교통위원회와 소관사항의 중첩이 많 

았던 해양상선수산위원회가 폐지된 데에 기인한다. 즉 복수회부 방식의 

부분적 변경이 소관범위와 관련하여 위원회 운영양상을 크게 달라지게 했 

다는 충분한 증거는 없다.애) 

〈표 2> 연방하원 위원회 단독회부와 복수회부: 입법조처 건수 및 비율 

정5 44.3 

146 29.0 382 139 26.7 260 

잃3 

131 

65 

51.1 

39.5 

20.0 

171 42.9 136811없 1 30.6 1 212 1 91 1 30.0 

1O잃 1 4껴 1 31.4 1650 14261 39.6 1 많1 1 2잃 | 잃 1 

출처 : C. Lawrence Evans and. WaJter ]. Oleszek, “Procedural Features of House Republican 
Rule," in Ni떼e C. Rae and C이ton C. Campbell (eds), New Majority or αd Minority?: 
The lm，뼈d of Republicans on Co，맹ress (벼ham: Rowman, 1쨌)， p. 126 

하원의장을 비롯한 다수당 지도부와 상임위원장간의 관계에 있어서 104 

대 초의 의회개혁이 위원장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정당리더십을 강화하는 

49) Evans and Oleszek(l999), pp. 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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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을 갖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이것은 공식적 규칙의 변경뿐만 아니 

라 깅리치 의장의 개인적인 하원운영 방식에 다분히 기인한다는 점은 앞 

에서 이미 언급되었다. 그가 위원회와 별도로 가동한 실무팀이 전형적인 

예이다. 아울러 앞서의 논의는 104대 2회기에서부터 서서히 위원회 자율 

성의 회복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였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105대 

에 와서 더욱 뚜렷해졌다. 위원장 권한의 회복 과정에서 다수당 지도부와 

상임위원장이 충돌하는 일이 적지 않게 나타났다 리벙스턴 세출위원장은 

세출법안에 공화당 지도부가 원하는 편승조항(rider)을 첨가하는 문제로 

아미 원내총무와 이견을 노출하였고， 셔스터(Bud Shuster, 펜실베니아주) 

교통기반시설위원장도 예산소요가 많은 고속도로사업이나 대중교통사업 

을 승인하는 운송법안을 놓고 정당 지도부가 제동을 걸자 불만을 토로하 

기도 했다.50) 106대에서 해스터트 하원의장이 등장한 이후 위원장이나 위 

원회의 입지가 종전보다 강화되었음은 물론이다. 

104대 초 하원의 의회개혁은 상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변화를 가져 

왔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위원회의 위상과 영향력은 그 2，30년 전 상임위 

원회 경우보다 약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위원장과 다수당 지도부 

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는 일시 

적인 것도 있었고， 미국의회 위원회제도의 본질까지 훼손하지는 못했다 

깅리치 하원의장은 104대 초기에 법안심의과정에서 실무팀을 자주 활용하 

는 비정통적 방식에 의존하기도 했으나 이는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었다， 

실무팀 자체는 본회의에 법안을 보고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했다. 의회개혁이 

입법과정에서 차지하는 상임위원회의 중추적인 기능을 박탈한 것은 아니 

다. 대다수의 중요 법안은 상임위원회의 실질적인 심사를 거치고 있고， 위 

원회가 법안을 보류하고 있거나 폐기하는 경우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관한 위원회해임요구안(discharge petition)을 통과시키기가 수월하지 않으 

며， 위원회 내부에서는 선임우선제나 정당별 구성방식이 대체로 건재하고， 

5이 Davidson(l999), pp. 81-3; Deering(l999), pp.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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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의 결정은 본회의에서 대체로 수용되고 있다. 요컨대， 공화당의 

의회개혁으로 상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혁명적 변화가 초래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지속성의 측면이 망각되어서는 안 된다페 

4. 볼회엠 심와실태 

하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된 후에 본회의 심의에는 어떤 변화가 초 

래되었는가? 이 절에서는 우선 본회의 활동에 관한 양적인 지표에 비추어 

민주당 지배시기와 공화당 지배시기가 어떤 차이를 보여주는가를 살펴본 

다. 표3은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에 있었던 

101대， 102대 및 103대 하원과 1995년 이후 공화당이 다수당으로 주도해온 

104대， 105대， 106대 하원의 본회의 개의일수와 개의시간， 발의법안 건수， 

가결법안 건수， 기록표결수 등을 각각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2년 임기 

의 역대 하원별 비교보다는 101대에서 103대에 걸친 민주당지배 하원과 

104대에서 106대에 걸친 공화당지배 하원을 비교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므 

로 전자 시기와 후자 시기의 지표별 평균을 산출하는 것이 의미있다. 

공화당이 다수당이 된 이후에도 종전에 비하여 본회의 개의일수에는 큰 

차이가 없다. 두 시기에 모두 2년의 한 의회기에 270여일(연평균 135여일) 

정도 본회의가 개최되었다. 그렇지만 본회의 개의시간을 보면 민주당 지 

배시기에 1일 6시간 30분 정도 회의가 열렸지만 공화당 지배시기에 1일 

평균 회의시간이 8시간을 약간 상회하는 주목할 만한 차이가 나타난다. 여 

기서， 표 3에 제시된 모든 위원회 회의 빈도가 보여주는 차이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민주당 지배시기에 하원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양원합 

51) Tim Groseclose and David C. King, “LittJe 까leatre‘ Comrrùttees in Congress," in KeIly 

D. Patterson 뻐d DanieJ M. Shea, Contemplating the People’'s Branch' Le밍slative 

αnamics in the Twenty-First Centu.ηI (Upper Saddle River, N,J.: Apprence-Ha1I, 
2(00), pp. 203-17: Herbert Weisberg and SanlUeJ C. Patterson (eds.), Great Theatre: 
πze American Congress in the lfJ.η'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pp. 1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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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위원회를 망라한 위원회와 산하 소위원회들은 2년의 기간에 평균적으로 

총4，920회의 회의를 개최하였던 반면에 공화당 지배시기에는 그러한 회의 

가 같은 단위의 기간에 평균적으로 총3，589회 열렸다. 이것은 공화당 지배 

시기에 위원회 수가 축소되고 위원회 배정 제한이 어느 정도 작용한 결과 

이다. 이렇게 보면， 다수당으로서의 하원공화당은 이전 다수당이던 하원민 

주당에 비하여 위원회 회의의 빈도를 줄이는 대신에 본회의를 보다 더 활 

성화한 것으로 판명된다. 아울러 공화당 지배시기에는 종전보다 위원회의 

역할이 축소되었다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101대부터 103대까지의 기간에 하원의원 1인은 매2년 평균적으로 약 16 

건의 법안 및 합동결의안을 포함한 입법조처를 발의하였다. 동 기간에 하 

원 전체로는 매2년 7천 건을 상회하는 입법조처가 발의되었던 것이다. 매2 

년 7，034건 중에서 없3건 정도가 하원을 통과하였는데， 상원까지 통과하고 

그 내용으로 보아 공법안(public bilD인 것은 568건 정도였다. 다음에， 104 

대부터 106대까지의 기간을 보면 의원 X인당 매2년에 평균 약 않건의 입 

법조처를 발의하였으며， 하원전체로는 매2년 5，124건이 된다. 이 중에서 대 

략 759건이 하원에서 가결되고 양원 가결 공볍안은 약 436건이다. 이는 

입법활동의 양적 규모에서는 공화당 지배시기에 와서 종전보다 주목할 만 

한 정도로 축소되었음을 알게 된다. 하지만 입법의 성취 또는 입법효율성 

의 관점에서 보면 공화당 지배시기에 와서 강화 내지 증대되었음이 지적 

되어야 한다. 그것은 민주당 지배시기에 발의된 입법조처들 가운데 12.6% 

가 하원을 통과했으나 공화당 지배시기에는 그 통과율이 14.8%로 제고된 

사실에서 드러난다. 또한 104대초 하원개혁에서 의정의 공개와 의원행위 

의 책임성 향상을 위해 기록표결을 강화한 것의 효과가 표3에서 확인된다. 

민주당 지배시기 매2년 평균적으로 990회의 기록표결이 실시되었는데， 공 

화당 지배시기에 와서 동일한 단위기간당 1.247회의 기록표결이 이루어졌 

다. 전반적으로， 다수당으로서 공화당은 민주당의 경우에 비하여 위원회보 

다는 본회의를 상대적으로 더욱 강조하고 입법활동의 양적 규모는 축소하 

는 대신에 효율성이나 개방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본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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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는 차별성이 있다. 

<표 3> 연방하원 본회의 활동 

15.4 968 0.145 없O 915 281 1,688 6.0 5,305 

17.9 932 0.120 590 932 277 1,795 6.5 5,152 

15.3 749 0.113 뼈5 1,122 265 1,887 7.1 4，떼4 

16.2 없3 0.126 닮8 990 274 1,790 6.5 4,920 

lO.4 I 611 10.134 333 1,340 289 2，μ4 8.5 3,796 

11.5 I 710 10.1421 394 1,187 251 2,001 8.0 3,624 

13.4 1 957 10.1651 많O 1,214 272 2,179 8.0 3,347 

1 11.8 1 759 1 0벡 436 11，잉7 271 2,208 8.1 3.589 

주 *법 안과 합동결의 안 포함 •• 소위 원회 포함‘ 
출처: Omstein et 머(2때2) ， pp. 146, 148, 149. 

본회의에서 입법조처 심의를 위해 승인한 특별규칙 가운데 개방규칙의 

비율은 어떤 수준인가? 다수당으로서의 공화당은 약속한 대로 103대까지 

다수당이던 민주당보다 본회의 운영방식에 비추어 보다 더 개방적， 타협 

적， 또는 포용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표 4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민주당 

지배시기에 개방규칙이 차지하는 비율은 36%였는데， 공화당 지배시기에 

서 와서 개방규칙의 비율은 53%로 확대되었다. 이 양적 지표에만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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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은 과거 민주당에 비하여 수정안의 섬의에 있어서 보다 더 개방적 

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해석은 표4에서 고려된 입법조처가 

공화당 입장에서 동일한 중요도를 갖고 있다는 전제에서 타당하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공화당 지배시기에 개방규칙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늘어났 

음에도 불구하고， 공화당도 우선순위가 높은 내용의 입법조처에 있어서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특이하게 고안된 규칙을 활용하기도 하면서 민주 

당의 의사를 자주 묵살했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104대 초기에 공화당은 

미국과의 계약 항목을 신속하게 입법하는 것이 본회의에서 법안에 대한 

토론과 수정을 충분히 전개하는 것보다 우선적인 일이었다. 처음 93일 동 

안에 302회에 달하는 기록표결이 이루어진 것만 보아도 법안심의에 많은 

제약이 주어졌던 것이다.52) 

〈표 4> 특별규칙의 유형 
/ 

자절 퓨컬ι“ η 1 개방규획 쩨한퓨획 
환합확확 

전， μ)협수 、 % 건수 % 

101대 (1앓g‘1991)、 104 47 45 57 55 

1Q2t퓨 \1991-1짧) 109 37 34 72 66 
’ 1ffi!:ll .0993-.1앓생 104 31 30 73 70 

101…3때 평i굿 106 38 36 68 64 
I'HJ4짧 <19땅1앓17) 151 86 57 65 43 

105대 (1997-1잃9) 142 72 51 70 49 

10011 (1뾰용결001} 184 93 51 91 49 

L듀쉰양팔훈평균 159 84 53 75 47 

출처 : Roger H. Davidson 뻐d Walter J. 0leszek, Congress αld Its Members, 8th ed 
(Washington, D.C.: Congressional Quarterly Press, 2어)2) ， p. 243 

52) Evans and Oleszek(l997), pp. 1m, 136-9; LoomÎs(2뼈)， pp. 176-7; Janet Hook, “GOP’s 
Race to Move ‘Contract’ Hits a Few Bumps in Road," Co，η，gressional Quarterly Weekly 
Report (January 14, 1댔)， p. 136; Barbara Sinclair, “Transformational Leader or Faithful 
Agent? Principal•Ag ent Theαγ and House Majority Party Leadership,"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24:3 (August, 1體b) ， p. 싫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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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연방의회 본회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정당요인이 미치는 영향력의 정 

도는 의원표결에서 나타나는 정당단합투표(party unity vote)의 비율로써 

측정되어왔다. 이 비율은 모든 기록표결수 중에서 한 정당의 다수 의원들 

이 다른 정당의 다수의원들과 반대방향으로 투표한 경우의 빈도가 차지하 

는 백분율이다. 이 지표는 심의과정에서 양당간 이견과 갈등이 어느 수준 

에 있는가를 가늠하기 위해서 매우 유용하다. 1880년대 말 이후의 시계열 

자료를 보게 되면， 하원에서획 정당단합투표는 1880년대 말에 80%정도의 

높은 수준을 보이 면서 부침 이 있다가 1905년 전후에 90%의 가장 높은 수 

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20세기 초 이후에는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1960년대 말에 30% 수준의 최저점을 기록했으며， 그 이후 역전하여 1990 

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다.많) 표5는 1980년을 기점으로 정 

당단합투표 비율의 추이를 제시한다. 여기서 보면 1잃0년 이래 정당단합투표 

비율이 서서히 증가되어 104대 1회기인 1995년에 73%까지 올라갔다. 1910년 

대 수준과 엇비슷해졌다. 여하튼 공화당 지배하의 의회개혁기에 양당간 갈등 

이 고조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1996년 이후에는 이 벼율이 다소 감소하 

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20에년 기준으로 현재의 비율은 1980년대 초의 경우보 

다 높은 편이다. 이 글에서 분석의 대상이 되는 시기에 하원 본회의 심의 

에서는 정당요인의 영향력이 결코 약하지 않음이 시사된다. 

의원개인별로 정당단합접수를 계산할 수 있다. 이것은 정당단합투표가 

발생하는 경우에 의원이 소속정당의 다수와 동일한 방향으로 표결하는 빈 

도를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표결행위에 있어서 의 

원의 소속정당에 대한 충성도 역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원의 정당단 

합접수를 정당별로 집계하여 그 평균을 산출하게 되면 이것은 정당규율 

또는 정당리더십의 강약에 대한 측정치로 간주될 수 있다 1950년대 초 하 

원에서 민주， 공화 양당의 정당단합점수 평균은 서로 큰 차이를 말하기 어 

려웠고 80%선이었다. 당시에 양당간 당론이 엇갈리게 되면 하원의원은 대 

체로 10번 가운데 8번 정도는 당론을 추종하여 표결했다는 것이다. 그 이 

53) Stew따t(2oo1) ， p. 1m. 



109 

후 정당단합점수 평균은 하향 추세를 보였고 1960년대 말과 1970년 초에 

는 70% 전후로 나타났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증가하여 1980년대에는 

80%를 훨씬 넘어서는 수치를 보이게 되었다. 특히 레이건(Ronald Reagan)과 

부시(George Bush) 공화당 대통령 시기에 하원민주당은 다수당이지만 행 

정부에 반대하는 입장에 서게 되었다.없)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기간 

에 민주당의 정당단합접수 평균은 공화당의 그것보다 상당히 높았다. 하 

지 만 공화당이 다수당으로 하원운영을 주도하기 시작한 1995년 이 래 이와 

반대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고 공화당의 단합점수는 무려 93%에 이르렀다. 그 

리고 나서는 양당의 단합점수 평균이 다소 낮아지기는 했으나 아직은 대체로 

높은 편이다. 104대 이래 깅리치와 해스터트 하원의장이 주재하는 공화당지 

배 하에서는 정당기율과 정당리더십이 대체로 강력한 특정을 보여준다. 

미국 연방의회의 내부개혁 제 1여대 하원 이후 

〈표 5> 정당단합투표와 정당단합접수 

! 점당단합투표 {장당8짧첩수 평균 
연쪼l ι ’ 

‘ 비옳*\ 민주당 i 공화당 
86 I 81 

86 , 84 

89 

88 

84 

% 
-mm 

-
잃
 

또
 -
없
 -
띠ω
 -
…ι
 73 

1993 
1댔4 

1995 

m
ω
 

-% 

-
η
 90 

91 
84 56 1996 80 61 

85 50 1997 76 86 57 

89 86 56 1998 79 88 64 

88 

90 

86 

86 

47 

43 

1999 

2α)() 

47 

55 

19f:ìO 11 왜 I 86 I 78 
주· 모든 기록표결 중에서 차지하는 백분율， 
출처‘ Omstein et aI(2002), pp. 172-3 

80 

76 

88 

86 

54) Omstein et a1(2002), pp.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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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이론적 관캠 

104대 하원에서의 의회개혁 이후 전개된 의회정치의 양상과 관련하여 

상호연관된 세 가지 주제들에 대하여 이론적 논의가 분분했다. 그 주제들 

은 하원의장의 리더십 수행양식을 결정하는 요인 정당이 지배하는 원내정 

책결정의 집중화 양태 즉 정당정부(paπy government)의 생성과 유지에 

영향을 주는 조건， 그리고 의회내 위원회의 지위와 역할 유형이다. 이 절 

에서는 각 주제에 관련된 이론적 관점을 개괄적으로 논의하여 104대 이후 

미국연방하원의 정치를 보다 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 학월와딸 훼뭘섭의 멸훨g아 

원내에서 의원들의 행동을 조직화하는 가장 중요한 기제는 정당이다. 

한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은 그 정당이 지향하는 바대로 입볍적 성공을 거 

두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공동목표에도 불 

구하고 원내정당의 의원들 사이에는 집단행동의 딜레마(collective action 

dilemma)7} 존재한다. 정당이 추구하는 입법의 성공은 그것을 위해 비용 

을 부담하지 않은 의원들에게까지 펀익을 제공하기 때문에 의원개인은 자 

신의 자원을 투여하지 않고서도 편익을 향유하려는 무임승차의 유혹을 받 

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률적으로 동등하고 자주 논쟁을 

전개하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원내정당 지도자가 존재하게 된다. 그 정당 

의 의원총회에서는 공동목표 추구를 위해 그 나름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 

는 지도부에게 동료의원을 유인하고 제재도 가할 수 있도록 자원과 권한 

을 부여하여 보상한다.또) 미국연방하원의 경우 하원의장은 다수당 지도부 

55) 정당리더십의 성격에 대한 이와 같은 관점은 미국연방하원의 정당을 주제로 한 다음 연 
구의 기저에 놓여 있다. Cox and Mathew D. McCubbins, Legis!ative Lev~α뼈J." Party 
Govemment in the House (BerkeJ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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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점에 서서 다수당의 정책의제 관철을 위해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수 

행한다.닮) 

앞에서 깅리치와 해스터트 하원의장이 리더십 행사에 있어서 상이한 양 

식을 보여주고 있음이 지적되었다. 그런데 리더십 수행양식의 차이는 어 

디서 오는 것인가? 리더십 수행양식의 근원을 보는 이론적 관점은 한편으 

로 지도자 개인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는 자질론 내지 개성론이 있는가하 

면 그와 상반되게 지도자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적인 요인을 부각시 

키는 상황맥락론이 주장되기도 한다. 

의회리더십 연구에서 전자의 대표적인 예는 피바디(Robert L. Peabodyl,57) 

피터즈(Rona1d M. Peters, Jr.)58) 등의 경우이다. 이 글의 주제와 관련해서 

는 피터즈의 논의가 흥미로운데 그는 1990년대 하원의 대체로 동일한 제 

도적 맥락에서도 폴리와 깅리치 하원의장은 상이한 리더십 수행양식을 보 

여주었기에 맥락을 우선하는 이론이 한계를 갖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특 

히 공화당이 소수당이었던 시기에서부터 깅리치가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 

기 위해 행사한 리더십과 104대 초 다수당이 된 이후의 리더십은 변혁적 

지도자의 모습이었다고 평가한다. 깅리치는 지도자가 평의원들의 기대와 

같은 맥락적 요인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이를 형성한다는 리더 

십 개념을 갖고 있었고， 위계질서 o 이념 g 효율성 , 집단적 동질성을 강조 

하는 공화당 문화(Republican culturel를 하원에 정착시키는 노력을 경주 

했다는 것이다. 

리더십의 맥락Oeadership contextl은 제도적 맥락， 정당정치적 또는 정 

파적 맥락， 정책의제 맥락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제도적 맥락은 헌정형태， 

의회조직， 의정 규칙과 규법을 포함한다. 정당정치적 또는 정파적 맥락은 

56) 박찬욱의회리더십의 이론과 실제 미국과 영국 하원을 중심으로J，의정연구~ 3:1 (한 
국의회발전연구회， 1997), pp. 16-42 참조 

57) Robert L. Peab때y， Leadership in Congress: Stahilíty, Succession α1d αW1ge (Boston: 
Little, Brown, 1976). 

58) Peters. Peters, Ronald M., Jr., “lnstitutional Context and Leaderslúp Style: The Case of 
Newt Gingrich," in Rae and CampbelH1999l, pp. 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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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체계， 후보자 충원에 있어서 정당조직의 역할， 원내정당의 단합과 파 

벌 통태， 선거구 수준의 정당간 세력관계 등이 중요 구성요소이다. 마지막 

으로 정책의제 맥락은 입법의제의 성격(절차적이냐 실질적이냐 둥)， 쟁점 

의 현시성 (s머ience) 수준 등을 지칭한다.59) 

맥락적 요인을 독립변수로 삼아 리더십의 수행양식을 설명하는 후자의 

대표적인 시도로서는 쿠퍼(Joseph Cooper)와 브래디(David W. Brady)의 

연구를 들 수 있다，60) 그들은 공화당 출신의 캐넌(Joseph G. Cannon, 

1903-11년 재직) 하원의장의 위계적 (hierarchic머) 리더십과 민주당 출신 

레이번(Sam Raybum, 1940-7, 49-53, 55-61 재직) 하원의장의 교섭적 

(barg밍ning) 리더십을 대비시켰다. 캐넌은 공식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 

고 정당간 대결을 당연시하는 공세적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이와 대조적 

으로 레이번은 제도화된 권한의 행사에 주력하지 않았고 의원들과 사적 

우의를 돈독히 하고 때로는 혐상을 통해 정당내， 정당간 갈등을 회피하고 

축소시키려 했다. 쿠퍼와 브래디는 이러한 리더십 수행양식의 차이를 맥 

락적 요인의 차이에 주목하여 설명했다. 그들은 의장의 공식적 권한과 정 

당통제를 위한 수단을 일걷는 제도적 맥락과 아울러 하원내외 정당정치와 

선거정치의 특징을 가리키는 정파적 맥락를 강조했다. 하원 내부의 정파 

적 맥락은 원내정당내 정책선호의 동질성과 원내정당간 정책선호의 이질 

성이 어떤 수준에 이르고 있는가를 말하는 것이고， 하원 외부의 정파적 맥 

락은 의원선거구가 어느 정도 동질적이며 전국적으로는 어느 정도로 정당 

간 양극화를 보이는가를 일걷는다 물론 이 외부적 맥락이 내부적 맥락에 

영향을 준다. 그런데， 쿠퍼와 브래디는 특히 하원 내부의 정파적 맥락이 

하원의장 리더십의 수행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결 

정요인이라고 주장한다， 캐넌의 위계적 리더십은 당시 정당결속이 강한 

59) Herbert F. Weisberg, Eric S. Heberlig and Lisa M. Campoli (eds.), Classics in 
Congressioηal Politics (New York: 1ρngman， 19없)， pp. 312-28. 

60) Cooper, Joseph and David W. Brady, “Institutional Context and Leadership Style: the 
House From Cannon to Raybum," American Politica1 Science Revieω 75‘2 (June, 1981), 
pp.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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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내부적인 맥락에 기인하는 것이며， 레이번의 교섭적 리더십은 민주당 

내에 남부출신과 북부출신 의원들간에 이견이 심한 맥락에서 비롯되었다 

는 것이다. 그들의 연구에서 지도자 개인의 자질은 주변적인 요인으로 머 

물고 있다. 

싱클레어의 정당리더십 이론 역시 맥락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렇지만 쿠퍼와 브래디의 이론이 정치 제도와 구조의 변화 수준에서 맥락 

요인을 부각시키고 있다면， 싱클레어의 경우는 그러한 제도적， 구조적 변 

화가 일반의원들의 선호나 태도라는 미시적 요인의 변화와 어떤 연관을 

갖는가를 고려하면서 리더십의 수행양식을 설명한다. 말하자면， 싱클레어 

는 명시적으로 합리적 선택이론에 토대를 두면서 세련된 상황맥락론을 제 

시하였다. 싱클레어는 본인-대리인(principal-agent) 이론을 적용하여 미국 

의 연방하원 의장이 보여준 리더십 스타일을 설명한다. 원내 다수당의 구 

성원인 일반의원이 본인이고 이들에 의하여 선출되는 하원의장이 대리인 

이다. 일반의원은 재선， 좋은 정책의 형성， 그리고 원내에서의 영향력 확대 

와 같은 개인적 목표에 비추어 정당지도부의 활동에 대하여 기대를 걸고 

또한 손익을 헤아린다 하원의장의 려더십 수행양식은 일반의원들의 이러 

한 기대와 손익계산에 따라 좌우된다. 하원의장은 무제약적인 자율성을 

향유하지 않으며 의원의 기대와 손익계산에 의해 제약을 받는 것이다. 그 

런데， 싱클레어는 다수당 일반의원들이 하원의장의 리더십에 대하여 거는 

기대와 손익계산은 그들의 입법활동을 테두리 지우는 맥락에 의해 좌우된 

다고 보았다. 여기서의 맥락 개념은 하원 내외의 여건을 모두 포함한다. 

104대 1회기에 강력했던 깅리치 리더십은 일반의원들의 목표와 기대를 실 

현하기 위한 혁신적인 수단을 제시한 것만은 사실이나 깅리치가 온통 그 

들의 목표와 기대를 형성하고 또한 변화시킨 것이 아니었다고 싱클레어는 

주장한다. 그런데， 지도자를 대리인으로 보는 본인-대리인 이론의 틀에서 

출발하는 경우에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통제 가능성이 전제되고 있기 때 

문에， 이 이론은 내재적으로 맥락을 벗어나거나 그것을 형성하는 지도자의 

개성이나 역량을 중요하게 고려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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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대 하원의 공화당은 이념적으로 전례없이 동질적이었다. 의원들은 

자신들이 국민들로부터 광범한 정책변화를 가져오는 과업을 수행하도록 

위임받았다고 믿고 있었다. 소장파 공화당 의원들은 정부 규모와 범위의 

축소， 균형예산 달성이라는 목표에 이견이 거의 없었다. 물론 많은 중진의 

원들도 여기에 공감하였다. 심지어 온건한 공화당 의원들까지도 미국과의 

계약을 걸고 다수당이 된 이상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개원 

이 되면서 깅리치는 의회개혁의 일환으로 폭넓은 재량을 부여받게 되었다. 

의원들은 하원의장이 단합된 다수당의 대리인으로서 자신들의 목표를 실 

현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상임위원회를 제약할 수 있는 강력한 권력을 허 

용한 것이다. 안성맞춤 격으로 깅리치는 공세적인 성격의 소유자로서 추 

진력있는 리더십을 담지하기에 적합한 인물이었다. 

그렇지만， 양당격돌과 예산파국의 와중에서 공화당의 패색이 짙어지자 

하원 내외의 정파적 맥락은 변했다. 시민들은 의회를 지배하는 공화당을 

비난했고， 깅리치에 대한 호의적 평판은 빛을 바래기 시작했다. 공화당 내 

부에서는 이념적， 전략적 분열이 초래되었다. 공화당 의원들의 개인적인 

재선 목표와 공화당의 집단목표가 괴리를 보이게 되었다. 일부 전투적인 

의원들을 제외하고 더 많은 공화당 의원들은 공화당의 대행정부 강경 자 

세가 자신들의 재선을 어렵게 만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이 

런 상황은 깅리치 리더십의 약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60 

개인적 특성을 우선하는 이론적 관점과 맥락적 요인에 집중하는 이론적 

관점의 사이에서 양자의 상호작용에 역점을 두는 절충론도 가능할 것이다. 

이를 테면， 조운즈(Charles O. ]ones)는 맥락요인의 영향력이 크다고 할지 

라도 잠정적으로는 맥락이 허용하는 정도를 넘어서 개성과 개인적 기술에 

의하여 초래되는 리더십 수행양식이 존재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그러 

한 리더십을 “과잉 (excessive) 리더십”이라고 불렀는데， 104대 1회기 깅리 

치 리더십이 그 예가 될 것이다.62) 보다 분명한 절충론은 맥락이 허락하고 

61) Sinclair(1999b), pp. 423 • 42; 박찬욱(2001b). 

62) Charles 0. J ones ‘ “Joseph G. Cannon and Howard W. Smith: A Essay on the Limit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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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개성이 상호작용할 때에 강한 리더십이 행사된다는， 즉 강한 리더 

십은 가능한 맥락이 주어지고 이를 활용하는 의지와 역량이 서로 상승작 

용하여 나타난다는 명제에서 발견된다. 이는 두 가지 상반되는 요인을 모 

두 주된 것으로 보는 관점인 것이다. 스트레이헌(Rand떠1 Strahan)의 의회 

리더십 논의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그는 리더십의 맥락을 상황이 비교적 

복잡하지 않은 제도적 균형 ünstitutional eq버librium)과 불확실성이 높고 

추종자들의 요구로 갈등이 점증되는 전기적 국면(critical moment)으로 나 

눈다. 한펀 지도자의 개인적 특성은 변화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전통 

가와 변화에 적극적으로 적응하고 나아가서 변화를 만들어가는 쇄신가로 

나눈다. 이로써 맥락과 개성의 상호작용으로 네 가지 리더십 유형이 가능 

해진다. 제도적 균형의 맥락에서 전통가는 “유지적 (m밍nt머띠ng) 지도자” 

가 되며， 동일한 맥락에서 쇄신가는 “좌절된 몽상적 지도자(frustrated 

띠sionary)"로 된다. 전기적 국변에서 전통가는 “버림받는(r，빡뼈) 지도 

자”이고， 동일한 맥락에서 쇄신가는 “혁신적(innovative) 지도자”가 된다. 

깅리치는 공화당의 원내부총무 시절부터 적어도 104대 1회기까지는 혁신 

적 지도자로 묘사될 수 있을 것이나 그 이후에는 점차 좌절된 몽상적 지 

도자로 전락할 처지에서 정계를 떠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63) 

용.~영뽑 쩔뿔떻뽕(co뼈빼빽@뼈벌 없앓Y뼈 앓over때m용뼈t) 옐톰21 

웰뿔섬뿔활예 

1920년대 이후 1970년대까지 연방하원 내부의 의사결정 양태는 상임위 

원회와 그 소위원회가 강력한 역할을 수행하는 분권화 경향이 두드러졌었 

Leadership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Joumal of Politics 30:3 (August, 1968), 
pp. 617-46. 

63) Randall Stc때an， “Ret최 and Rostenkowski: Congressional Leadership in Institutional 
Time," in Allen D. Hertzke and Ronald M. Peters, Jr. (eds.), πJe Atomistic Congress: 
An lnterpre따tion of Congressional a뼈1ge (Annonk, N.Y‘: M. E. Sh와pe， 1992), p.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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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경우에 하원의장을 비롯한 다수당 지도부는 상임위원장을 존중하 

여 의제를 형성해야 하였고 필요한 경우는 다른 유력한 의원들과도 협상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양당간 관계는 “절제된 정파성"(res없ined 따뼈뼈p)， 

“정당교차 협조"(cross-p따tisanship) 또는 “양당공조"(bip따tisanship)로 

자주 묘사되었다. 절제된 정파성은 다수당이 규율과 단합으로 심의과정을 

지배하더라도 그 정당이 대체로 온건한 정책의제를 추구하여 양당간 고조 

된 갈등이 별로 드러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정당교차 협조는 양당간 당론 

의 차이가 드러나는 경우에도 양당의 부분을 포함한 다수가 형성되어 입 

법이 실현되는 것이며， 양당공조는 두 정당의 대다수가 일치를 보이면서 

하원 의사를 형성하는 것을 가리킨다.없) 

그런데 1980년대 후반으로 올수록 상황이 달라졌고， 특히 104대 초의 개 

혁은 원내의사결정 양태의 집중화 경향을 뚜렷하게 만들었다. 물론，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의회와 비교한다면， 1990년대 이후 미국연방 

하원조차 높은 수준으로 집중화된 의사결정 양태를 보여준다고 말할 수 

없을지 모르겠으니 미국연방하원만을 놓고 볼 때에 1990년대는 2，30년 전 

에 비하면 훨씬 집중화된 의사결정 양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즉 앞서 

의 논의가 상세히 밝혔듯이 하원의장은 상임위원회를 통제할 수 있는 여 

러 측면의 권한을 갖고 있으며 실제로 깅리치 하원의장 및 공화당 지도부 

는 의제를 통제하고 소속의원들의 표결에 상당히 강력한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이러한 의사결정의 집중화， 그리고 양당간의 두드러진 차별성과 

갈등을 집약적으로 포착하는 “조건부 정당정부”의 개념이 대두되었다. 

조건부 정당정부는 “책임정당정부"(responsi비e-p따ty govemment)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다. 의원내각제를 실시하는 국가에서 정당이 선거에 

서 정책으로 경쟁하여 정부를 구성하고， 정책의 형성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통상적인 의미의 책임정당정부이다. 그런 

데 미국정치에서도 이와 통일할 수는 없으나 유사한 양상이 발견될 수는 

64) ]oseph Cooper and Garry Young, “Partisanship, Bipartisanship, and Cross-partisanship 
in Congress Since the New Deal," in Dodd and OppenheimerWl97), pp. 24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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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1994년 연방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전국적인 수준에서 민주당과 

차별성있는 정책의제를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후보자들을 내세워 선거 

운동을 지원하였다. 하원의 다수당이 된 공화당의 지도부와 일반의원들은 

정책공약을 실현할 입법을 위해서 단합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은 하원에 관 

한 한 성공적이었다. 이런 점에서는 하원공화당이 정당정부를 추구하였다. 

그런데 전통적인 책임정당정부와 달리 조건부 정당정부는 그것이 적용되 

는 정치제도나 정책영역의 범위에 있어서 한정적이다. 여기서의 조건부 

정당정부는 양원을 포함하는 의회와 나아가서는 행정부를 망라하는 것이 

아니라 하원에 국한되고 있다. 정책 목표와 프로그램도 광범하지 아니하 

고 미국과의 계약에서 볼 수 있듯이 다수당이 이미 단합된 입장을 견지하 

는 영역으로 제한된다. 이러한 조건부 정당정부에서 지도자는 통상적인 

책임정당정부의 경우와 달리 내각구성을 통한 집행권 확보와 연결되어 있 

지 않기 때문에 엄격하지 않은 정치적 절차 없이도 그 지위를 상실할 수 

있기에 불안정하다. 또한 이러한 조건부 정당정부는 그것이 생성되는 데 

에 필요한 특정 여건을 전제로 한다. 이런 의미에서 조건부 정당정부가 되 

는 것이다. 

조건부 정당정부 이론은 1980년대 대두되어 1990대 미국연방하원의 정 

치를 설명하는 이론적 관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조건부 정당정부론을 대 

표하는 이론가로서는 로디 (David Rohde)와 알드리치(John A1따ich)를 들 

수 있다 65) 이들의 이론은 쿠퍼와 브래디 싱클레어 둥이 정립한 맥락적 

정당리더십 이론에 바탕을 두고 전개되었다. 다시 말해서 의회에서 정당 

정부가 생성하는 조건은 주요 정책에 대하여 동질적인 합의가 있고 정당 

65) Rohde(199ll; John Aldrich, Why Partí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5); 
John Aldrich and David Rohde, “ConditionaJ Party Govemment Revisited: Majority 
Party Leadership and the Committee System in the l04th Congress." in Lawrence C. 
R빼 (떠)， Fxten외:aJ cf Rerrarks: 뼈 New 1ù캠Jblí([J!J W￥πess: Ex때:r.atims， Assessments, 
αu1 Prospects (Legislative Studies Section, American PoliticaJ Science Association, 
December 1995), pp. 5-7; Aldrich and Rohde(1없7-98) 이외에도 동일 부류의 연구로서 
는 Cox and McCubbins(l993); Steven S. Srnith and GeraJd Gamrn. “The 이namics of 
Party Govemment in Congress," in 0때d and Oppe띠leimer(2001)， pp. 245-68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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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는 차별성이 두드러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조건에 형성될 때에 다 

수당 의원들은 지도부가 공동의 정책의제를 관철시키도록 실질적 권한을 

양보 또는 위임한다. 이것은 바로 쿠퍼와 브래디의 강력한 정당리더십 행 

사의 조건이었다. 하지만 로디의 조건부 정당정부론은 다수당 지도자의 

리더십이 강력해지게 된 원인의 규명에 머물지 않고 그렇게 강력해진 리 

더십이 입법과정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보다 광범하고 심도있게 논의했다. 

로디와 알드리치에 의하면 정당이 소속 의원들이 선호나， 의제에 포함된 

쟁점의 성격， 입법대안의 본질 및 정치적 결과를 형성하는 데에 있어서 중 

추적인 행위자이다. 리더십의 수행양식이 맥락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관점 

에 갇혀버리면 다수당 지도부는 그 소속의원들의 수동적 도구로 파악될 

수 있다. 하지만 조건부 정당정부론은 정당의 행위양태를 형성하는 데에 

있어서 맥락을 중시하면서도 정당 지도부의 독립적 역할을 간과하지 않는 

다. 즉 강력한 리더십은 정당 응집력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그 응집을 더 

욱 촉진함으로써 집단적 정책목표의 성취 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1990년대 이후 연방하원정치에 조건부 정당정부론은 어느 정도 적실성 

을 갖고 있는가? 104대 1회기 초 하원공화당이 미국과의 계약을 입법화하 

는 과정에서 이 이론의 설명력이 인정되었다.105대 하원에서 소속 의원들 

의 이탈이 별로 없이 공화당띠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진행시 

킬 때나， 106대 1회기에서 해스터트 의원이 공화당의 최고지도자가 되었 

으나 양당간 이견과 긴장이 고조되었을 때도 이 이론의 적용은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106대 2회기에서 해스터트 하원의장의 

대통령에 대한 유화적 자세가 강화되고 실제로 하원공화당이 대중국 무역 

관계 정상화와 같이 클린턴 행정부의 중요 정책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게 

되자 정당정부적 관점의 적용에 신중함이 요구되었다. 그런데 대체로 104 

대 이후 연방하원의 정치를 조건부 정당정부론으로 파악하는 노력은 여전 

히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념이나 정책선호에 있어서 원 

내정당 내부의 동질성 수준이 상당히 높고 원내정당간에는 이질성이 비교 

적 분명한 조건이 아직 그대로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러한 원내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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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조성하는 선거구 기반에 있어서도 당내 동질성과 당간 차별성이 유 

지되고 있다.2아0년과 2002년의 연방하원 선거만 보더라도 현직의원의 

재선율이 높았는데 소수의 선거만이 경쟁적이어서 이러한 선거구가 전국 

적으로 정당간 우열을 좌우했다. 양당이 각각 소속의원을 배출한 선거구 

의 성격이 상당히 동질적이고 다른 정당의 경우와 비교하면 선거구 성격 

이 이질적인 양극화 현상이 유권자 수준에서 확인되는 것이다.66) 

현재로서는 조건부 정당정부론의 적용가능성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미 

국의회정치의 변화는 그러한 가능성을 쉽게 축소하게 될지 모른다. 따라 

서， 정책선호의 정당내 동질성과 양당간 차별성이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다 

른 요인들이 조건부 정당정부론을 제약할 수 있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 

다. 그 제약요인은 첫째， 다수당과 소수당의 의석수 격차가 줄어들수록 정 

당정부 현상은 약화될 것이다. 불안정 과반수는 다수당에서 소수만 이탈 

하여도 다수당 정책의제의 실현을 어렵게 한다. 다수당 지도부는 이것이 

우려된다면 정책의제의 입법화에 소극적일 수 있다. 다수당이 소수당 일 

부를 포함하는 연합이나 소수당 다수와의 합의를 창출하려고 노력하거나 

다수당이 내부적으로 합의를 이룬 정책분야에 국한하여 입법을 추구할수 

록 조건부 정당정부론의 적용 범위는 축소된다. 실제로， 107대 하원에서 

이와 같은 우려가 가장 커졌으나 108대에 와서 양당의 의석수 격차는 다 

시 늘게 되었다. 둘째， 다수당 의원들 가운데 패자와의 득표율 차이가 근 

소한 경쟁적 선거구 출신이 많을수록 정당정부의 약화 가능성이 커진다. 

경쟁적 선거구 출신 의원은 재선의 우려로 말미암아 당론과 선거구민 다 

수의 의사가 다른 정책쟁점에 대한 표결에서 당론을 추수하기가 어렵게 

된다. 또한 경쟁적 선거구 출신 의원의 재선은 다수당 지위의 유지에 관건 

이 되기 때문에 다수당 지도부가 신중한 자세를 갖지 않을 수 없다. 따라 

서， 다수당은 정책적 입장을 온건화하고 소수당과 타협 여지를 넓혀야 되 

기 때문에 조건부 정당정부론의 적실성이 축소된다. 실제로， 공화당의 경 

66) Lawrence C. Dodd and Bruce 1. Oppenheimer, “Congress and the Emerging Order: 
Assessing the 2000 Elections," in Dodd and Üppenheimer(2001), pp‘ 367-38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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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중서부나 북동부 선거구 출신의 소장 의원들이 이러한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정책갈등의 교차절단적 (cross-cutting) <il 구조로 말 
미암아 다수당 의원들 사이에서 이견을 보이는 정책쟁점의 현시성이 높아 

질수록 정당정부는 약화될 것이다. 공화당과 민주당간의 정책갈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을 가로 질러 구분되는 의원집단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현재 다수당인 공화당은 모든 중요 정책영역 

에서 선호상의 동질성을 갖고 있지는 않다. 이를 테면 남부출신 공화당 의 

원들은 사회적 보수주의자 성격이 강한데， 이들은 인종관계， 낙태， 학교에 

서의 기도， 동성애자 권리와 같은 정책쟁점에서는 전통적 도덕 가치를 고 

양하는 입장을 갖고 있으며 정부가 나서서 빈민층 구제를 위한 사회정책 

을 추진하는 것에 다분히 적대적이다 반면에， 북부와 서부의 공화당 의원 

들은 대체로 전통적인 경제적 보수주의자로서 자본주의 기업을 옹호하고 

정부의 경제규제에 반대하지만 이들은 사회정책 측면에서 온건하여 개인 

적 가치와 생활양식의 다양성이나 약자를 위한 어느 정도의 정부개입을 

수용한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 환경보전， 교육정책， 복지개혁， 자격자수 

혜 프로그램에 대한 통제가 현시적인 정책쟁점으로 대두되면 공화당 내부 

에서도 정책갈등이 노출되어 결속이 저해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런 정 

책쟁점이 정당정부를 제약할 수 있다. 넷째 정당 지도부에 대한 일반의원 

들의 신뢰도가 저하될수록 정당정부가 약화된다， 104대 하원에서의 초선 

과 2선 의원들은 재선을 거듭하면서 108대에 이르러 중진이 되었다. 그들 

도 권력이나 자원의 재량적 통제에 있어 기득권을 형성하게 되었기 때문 

에 분권적인 원내 의사결정양태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경우 

에 다수당 지도부의 성취， 즉 리더십의 효과성이 확보되어야 계속적인 신 

뢰를 받을 수 있고 정당정부가 유지된다. 이러한 점은 깅리치의 정치적 몰 

락에서 분명해졌다，67) 

67) Dodd and Oppenheimer(2ooll, pp. 376-85 



미국 연방의회의 내부개혁: 제 104대 하원 이후 121 

3. 할엄위원회의 몽Iffl와 멸촬 

의회의 재조직은 상임위원회의 지위와 역할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의회개혁이 위원회와 원내정당과의 관계， 그리고 위원회와 모원 전체(즉 

본회의)와의 관계가 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의회연구에서 

는 의회내 위원회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는 세 가지 이론적 관점을 제시 

했다，68) 여기서는 본인-대리인 관계의 틀에서 위원회와 다른 행위자와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위원회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한 말츠만(Forrest 

M외tzman)의 논의를 중심으로 정리해 본다. 

첫째， 독립적 위원회의 관점이다. 이는 상임위원회를 소관 정책분야에 

대한 통제력을 갖는 자율적 단위로 보는 것이다， 핍슬리 (Kenneth A. 

Shepsle)와 와인가스트(BarηT R. Weingast)가 이러한 관점을 제시한 바 

있다，69) 위원은 특정 위원회에 배정되기 전에도 그러하지만 배정을 받게 

되면 더욱이 그 위원회 나름의 규범과 왜곡된 정보에 의해 선호 국외자 

(preference outlier)가 된다. 위원회의 정책적 입장은 모원 전체의 정책적 

입장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위원회가 독립성을 

갖는다고 함은 모원 내의 정당이나 본회의와의 관계에서 그렇다는 것이지 

위원회가 의회 외부의 행위자로부터 자유롭다는 의미는 결쿄 아니다. 오 

히려， 위원회는 의회 외부의 본인 즉 선거구민， 정치자금 기부자， 또는 특 

수이익 집단에 봉사하는 대리인 역할을 수행한다. 

독립적 위원회의 관점은 달리 표현하면 혜택분배의 관점이다. 위원은 

68) Foπest Maltzman. Competing Prim’따s.’ Committees, Parti강 and the Org，α1ization of 
Congress (마m Arbor: University of Míchigan Press, 1댔7) ， pp. 9-30; Kenneth A Shepsle 
and Barry R. Weingast, “Positive Theories of Congressional Institutions,"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19:2 (May, 1994), pp. 149-79. 이 글은 Kenneth A Shepsle and B따TY 
R. Weingast (eds.), Positive Theories of Congressional Institution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댔5) ， pp. 5-35에도 수록되어 있다; Tim Groseclose and 
Oavid C. King 2001, “Comrni따e Thories Reconsidered," in Lawrence C. Dodd and 
Bruce 1. Oppe띠1eimer(2001l. pp. 191-216. 

69) Kenneth A Shepsle and Barry R. Weingast. 1987. “The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Comrnittee Power,"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1:1, pp. 85-1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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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이익보다는 협소한 선거구 이익이나 특수이익에 우선적인 관심을 두 

고 있으며， 위원들 사이에서는 주고받기식 교환과 공동협조Oogrolling)이 

전개된다. 다른 위원회가 특정 위원회를 견제 또는 감시하기 어렵다. 전문 

화 규범， 선임우선제， 그리고 위원과 비위원간의 정보비대칭성은 특정 위 

원회가 해당 정책영역에서 배타적 소유권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지배적 

인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촉진한다. 의제의 다차원성으로 인하여 하나의 

특정이익과 다른 특정이익의 연합이 용이하므로 위원과 비위원사이에도 

교환과 담합이 발생한다. 위원회의 법안 예비심사와 폐기， 본회의에서의 

폐쇄규칙 적용과 같은 의정관행과 의사절차 역시 위원회의 의회내 자율성 

을 보강한다. 

둘째， 정당지배(뼈rty-domina않d) 위원회의 관점이다. 키위트(D. Roderick 

KiewÍet), 맥큐빈스(McCubbins) ， 콕스(Cox)와 같은 학자들이 이 러 한 이 론 

적 입장을 내세운다，70) 이는 원내정당이 그 정책선호에 충실한 의원들을 

특정 위원회에 배치하고 정책의제 관철을 목표로 한다고 보는 것이다. 위 

원은 소속정당의 대리인이고， 위원회 입장은 결국 다수당의 입장을 반영할 

것이라고 주장된다. 

이 관점에 의하면， 입법과정에서는 의원 개인 이전에 원내정당이 우선적 

으로 중요하다. 원내정당은 정책산출의 일관성과 책임성에 비추어 성취기 

록과 명성 (reputation)을 유지하고자 한다. 원내정당에는 소속의원들에 의 

해 선출된 지도자들이 있고 이들에게 조정을 위한 권한이 집중되고 일반 

의원 개인들의 자의적인 목적 추구는 제한을 받는다. 의원들은 자신이 소 

속한 정당의 정책을 지지하도록 요구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적인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위원회는 소관 정책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 

를 하는 경우에도 궁극적으로는 정당에 의해 지배되어 자율성은 약하다. 

위원회는 특히 원내다수당이 그 의사를 관철하는 도구가 된다고 할 것이 

7이 D.Ro뼈ick Kiewiet and Mathew D. McCubbins. ηJeLo밍c q Dele，따WIJ.’ Congressional 
Parties αu1 t!Je Appropriations Proces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1); 
Cox and McCubbins(l993), 특히 pp. 2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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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런 의미에서 이 관점은 다수당 카르텔의 관점이라고도 불린다. 다수 

당 소속 위원들은 위원회 정책결정과정에서 다수당의 집단적 목표를 실현 

하기에 협력하는 것이다. 

셋째， 모원지배khamb앉-φminat어) 위원회의 관점이다. 이는 상임위원 

회가 좋은 정책을 형성하기 위해 모체 의회에 정보와 전문지식을 제공한 

다고 보고 있다. 이는 정보의 관점이라고도 하는데， 길리건(Thomas 

Gilligan), 크레빌(KrehbieD과 마스(Arthur Maass)의 연구에서 체계적으로 

제시되고 있다.70 위원회는 모원의 집단적 선호를 실현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대리인이다. 모원은 효율적으로 적절한 정보를 획득하여 본회의 

의 정책결정과정에 내재된 불확실성을 축소하기 위해서 정책분야별로 전 

문화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이 관점에 의하면 위원회의 영향 

력은 배타적 소유권이라기보다는 본회의로부터 위임을 받아 수집한 정보 

와 위원의 전문적 식견에서 비롯되는 설득력이다. 전문성과 정보의 소유 

라는 측면에서 위원회가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본회의 

위임의 테두리 안에서 그러하기 때문에 위원회의 자율성은 제약받을 수 

있다. 

의회의 정보수요에 의하여 위원회가 조직 운영된다. 모체 의회는 위원 

회가 그 의회를 대표할 수 있도록 위원들을 배정하고， 다양한 위원회들을 

설치하여 상호 감독할 수 있게 한다. 의회는 조직 측면에서 위원회 소관범 

위와 직원 수의 조정， 위원회 배정 제한 등과 아울러 운영 측면에서 위원 

회 보고에 대한 본회의 수정， 특정 법안에 관한 위원회 해임， 상설규칙의 

정지 및 특별규칙의 부여와 같은 여러 방편들을 통해 위원회가 모원에 봉 

사하도록 한다. 

위의 어느 한 관점이 배타적으로 상임위원회의 역할을 포착한다고 말할 

71) Gilligan, Thomas and Keith Krehbiel, “Orga띠zation of Infonnative Committees by a 
Ration며 Legislature," American Joumal af Political Science 34:2 (May, 1990), pp. 
531-64; Keith Krehbiel, lriformation αui Legislative Organizc따on (Ann Arbor: 
U띠verslψ of Michigan Press, 1991); Arthur Maass, Congress αui the Common Good 
(New Y ork: Basic Books, 19: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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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없다. 미국의 연방의회만 하더라도 상원과 하원의 어느 것이 모원인 

가에 따라서 위원회 역할이 달라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시기와 정책분야 

에 따라서도 위원회 역할이 상이할 것이다. 위원회가 대리인이라고 볼 때 

에， 단일의 본인이 아니라 다수의 본인을 위해 동시에 일하는 대리인이기 

때문에 한 위원회의 역할도 쉽게 변할 수 있다. 말츠만은 어떤 조건에서 

어느 관점이 적실성이 있는가 하는 식으로 질문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한 

다. 그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섬의되는 쟁점사안이 비교적 협애한 일부 유 

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현시성의 수준이 낮아 위원회의 자율성 

이 제고되고 위원들간의 공동협조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농업이나 공 

공사업에 관련된 위원회가 대체로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그런데 쟁점사 

안이 여러 선거구에 영향을 주는 것이면 원내정당 또는 모체 의회로부터 

오는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정책쟁점에 대한 양당간이 입장 차 

이가 크고， 또한 그것이 원내정당의 성취기록을 위해 의미가 크다면 위원 

회는 정당의 강한 지배를 받을 가능성 많게 된다 72) 

연방하원에서 위원회와 위원장의 역할 및 권한이 강력하여 의사결정양 

태의 분권화가 현저한 시기에는 독립적 위원회의 관점이 상당히 설득력있 

게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104대 이후와 같이 조건부 정당정부의 이론이 적 

용되는 시기에는 정당지배 위원회의 관점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그렇지만， 

독립적 위원회의 관점이 강력한 시기나 정당지배 위원회의 관점이 수용되 

는 시기에 있어서나 하원에서는 여전히 정보수요에 입각한 모원지배 위원 

회의 관점도 지속적으로 유효한 것이다. 

VI. 쩔 론 

192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의 미국연방하원은 원내 권력구조와 의사결 

72) Maltzman(l997) , pp. 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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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양태에 있어서 두드러진 분권화 경향을 갖고 있었다. 상임위원장과 

의원 개인이 비교적 약한 정당의 기속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자율성을 누 

렸다. 의원들이 다양한 의사와 이익을 대변하고 개인적으로 창의적인 입 

법 활동을 전개할 여지가 많았다. 하지만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단적 의사 

결정이나 원내정당의 책임성 확보는 용이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조정을 

위한 집중화 방향의 변화가 요구되었다.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의 의 

회개혁은 대체로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장기간 다수당의 

지위에 있었던 하원민주당은 의회가 당대의 정책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 

하고 있지 못하다는 이미지를 유권자들에게 심어 주게 되었다. 더구나， 

1990년대 초에는 의원들의 연이은 금전 스캔들로 인하여 의회의 부패 이 

미지마저 팽배하고 유권자들의 의회에 대한 신뢰가 저락했다. 하원의 내 

외로부터 개혁요구가 거세게 일었으나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하여 다수의 

일반의원들도 논의되던 개혁을 실현할 의지가 부족했다. 

1990년대 중반의 의회개혁은 1994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에서 

40년 만에 다수당이 되는 승리를 거두면서 가능해졌다. 공화당의 선거승 

리를 견인한 깅리치 의원이 lO4대 하원에서 의장으로 내정되면서 의회재 

조직을 주도하고 실천에 옮겼다. 단합된 공화당이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 

하였다. 공화당에 의한 개혁은 민주당 지배시기인 1980년대 후반부터 진 

행되던 원내권력의 집중화 추세를 명료화하고 또한 제도화한 것이었다. 

그것은 하원의장 및 다수당 지도부의 권한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축소 · 재 

편과 함께 위원장의 권한과 자원을 제한하며 본회의 심의의 효율성을 제 

고하는 것이었다. 

104대 이후의 하원에서는 대체로 하원의장이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다. 하원의 상설규칙과 하원공화당의 당규가 그러한 방향으로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통일한 공식 규칙 아래에서 어느 하원의장이나 동일하게 강 

력한 리더십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지도자 개인에 따라 리더십 수행 

양식의 차이가 나타나기도 한다. 깅리치 하원의장의 리더십은 전반적으로 

공세적 추진력이 두드러졌던 반면에 해스터트 하원의장의 리더십은 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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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교섭의 측면이 부각된다. 그런데 동일한 지도자 개인에 있어서도 리더 

십 수행양식은 시기적으로 일정하지 않다. 이를 테면， 깅리치의 리더십은 

104대 2회기부터는 1회기에 비하여 점차 약화되었고， 타협을 수용하는 면 

모를 보였다. 이와 같은 현상을 두고 지도자의 개인적 특성을 우선시하는 

이론적 관점과 리더십의 맥락을 중시하는 이론적 관점이 논쟁을 전개한다. 

물론 이 양자를 절충하는 관점도 존재한다. 어떤 관점이 내재적으로 우세 

한가를 따지기는 어려운데， 하원의장의 리더십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는 맥 

락요인을 중추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연구전통이 보다 세련된 설명을 제시 

하고 있다. 여기서의 맥락요인은 정당과 그 지지기반의 내적 동질성， 정당 

간 차별성， 지도자 권한에 관한 공식 규칙， 일반의원이 지도부에 거는 기 

대와 손익계산 등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다. 하지만 그 이론의 정교함에도 

불구하고 리더십 수행양식을 단지 주어진 맥락의 수동적 산물로만 파악하 

는 것은 불만의 여지를 남기게 된다. 맥락에 치중하는 이론적 관점에서도 

부차적이나마 지도자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4대의 의회개혁은 위원회 수의 축소와 소관범위 재편， 위원장 임기제 

한， 위원회직원 수의 감축， 법안의 위원회 회부방식의 일부 변경 등 상임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이러 

한 변화는 결코 혁명적인 것은 아니며 103대 이전의 위원회 조직과 운영 

의 양상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위원회 소관범위의 재 

편이 대폭적이고 획기적이지는 않았으며 다수당에게 유리하게 구성되는 

종래의 관행도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107대 하원에 와서 임기제한을 받는 

위원장이 서열상 선임자가 되는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임 

기제한 자체가 위원회와 위원장의 지위， 의원경력 등에 큰 변화를 초래하 

는 것이 아님이 확인되었다. 위원회 직원의 대폭적 축소는 소수당인 민주 

당에게는 타격을 주었으나 다수당인 공화당에게는 별로 그렇지 않았으며， 

하원의원들은 종전과 다름없는 규모의 개인참모진으로부터 입법지원을 받 

고 있다. 위원회와는 별도로 실무팀을 구성하여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는 

비통상적인 절차는 점차 신중하게 운용되게 되었다.104대 의회개혁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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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지도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초기에는 위원회의 자율적 입지를 상당히 약 

화시키는 변모가 있었으나 시간이 가면서 위원회와 위원장의 자율성은 얼 

마간 회복되었다. 연방하원의 위원회는 본회의 심사 이전의 예비심사 기 

구로서 그 본질적인 권한이 아직도 크게 훼손되지 않았다. 

위원회의 역할에 관한 이론에 비추어， 104대 의회개혁은 위원회를 다수 

당 지배의 도구로 보는 관점을 강화시킨 점이 있다. 하지만， 다른 관점이 

무의미해진 것은 결코 아니다. 원내권력의 분산이 두드러졌던 시기와 마 

찬가지로 1990년대 중반 이후의 하원에서도 여전히 선거구 이익과 같이 

비교적 지엽적이고 현시성 수준이 낮은 쟁점사안을 다루는 위원회가 다수 

당이나 하원 전체로부터의 자율성을 향유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현시성 수준이 높은 쟁점사안이라 할지라도 위원회의 지위와 역할 

이 언제나 정당에 의해 지배받는 것만은 아니다. 하원이 다수당에 의해 주 

도적으로 운영되기는 하지만 다수당 내부에 이견이 있고 또한 소수당의 

일부 또는 다수가 협조하는 쟁점사안에 있어서 위원회는 하원 본회의 심 

의를 위해 정보와 전문적 식견을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파악된다. 

104대 이후 공화당 지배시기의 하원에서는 본회의 심의의 효율성이 종 

전보다 향상된 것으로 밝혀졌다. 본회의의 1일 평균 개의시간이 늘었고， 

발의법률안 건수는 축소되었지만 법안통과율은 증가하였다. 의원 발언과 

표결의 공개성과 책임성도 제고되었다. 의원의 표결행위를 통해 드러난 

정당간 갈등과 정당규율의 수준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런데 고조된 정 

당갈둥이 개혁의 결과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왜냐하면， 이미 민주 

당 지배시기인 1980년대 후반 이후 그러한 경향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104 

대 의회개혁은 정당지배나 정당갈등의 종전 추세를 보강했을 뿐이다. 

정당정부 개념을 조건부로 적용하여 104대 이후의 하원정치를 서술하고 

설명하려는 이론적 관점이 아직은 설득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관점은 다른 유동적인 제약조건에 의하여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 조건 

부 정당정부론이 내세우는 정당내 동질성과 정당간 이질성이라는 조건에 

따라 정당의 의정지배가 나타나지만 이것의 지속은 다른 요인들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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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을 받는 것이다. 즉 다수당의 불안정 과반수 경쟁적 선거구 수의 확 

대， 다수당내 정책적 이견의 대두， 다수당 지도자에 대한 신뢰의 저하와 

같은 제약요인들이 조건부 정당정부의 유지를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104대 하원에서의 의회개혁은 1994년의 공화당 “선거혁명”을 계기로 그 

지도부가 주도하여 의회의 문제상황에 나름대로 대처하는 방식으로 하원 

을 재조직한 것이다. 그 내용적 특징은 정당지도부 강화를 통한 원내권력 

구조와 의사결정 양태의 집중화 및 효율성 제고였다. 실제로， 104대 이후 

하원은 대체로 그러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이 하원의 조 

직과 운영에 있어서도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은 아니다. 하원 조직과 

운영상의 분권화와 비효율을 억제하려는 개혁은 일관되거나 집중적이지는 

못했으나 1960년대 말과 1970년대에도 추진되었다. 1980년대 말에 와서는 

정당지도부 권한 강화와 의사결정양태의 집중화 경향이 분명하게 되었다. 

따라서， 104대 의회개혁은 이런 추세를 제도화한 것이었음이 다시 강조되 

어야 한다. 그런데， 104대 이후 하원에서는 그러한 집중화에 대한 반작용 

이 결코 없지 않았다. 위원회 입지의 위축에 대한 불만의 제기가 그 예이 

다. 104대 이후 미국연방하원은 1960년대와 비교하여 상당히 달라졌지만， 

영국하원에 비해서는 여전히 원내권력이 분산되어 있고 위원회가 입법과 

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의회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요컨대， 

104대 하원의 의회개혁으로 말미암아 종래부터 미국의회의 특정으로 지적 

되어왔던 점들이 일거에 의미를 상실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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