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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치자금 제도개혁의 동학

백창재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부교수

I. 미국 정치자금제도의 특성

미국의 정치자금제도는 미국 민주주의 및 정치제도의 성격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미국의 정당은 결집력이 강한 서유럽 정당과는 달리 정당단합도(party

unity)가 낮으며, 유권자들의 선택에 대한 정당의 결정력이 낮다. 따라서 선거가

정당 중심이 아니라 후보자 중심으로 치러지며, 각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의 중요

성이 매우 크다.1)

그 결과, 정치자금의 수요 측면에서 대규모 정치자금의 필요성이 크며, 정치

자금에 대한 정치인들의 수요는 막대한 정치자금의 제공, 조성으로 귀결될 수

있다. 이는 곧 “Money Talks,” 즉, 돈에 의한 정치적 영향력의 매수 위험을 제

1) 대통령선거의 이러한 성격에 대해서는 Polsby and Wildavsky(2000), 의회선거의 성격

에 대해서는 Jacobson(1998)을 참조.

미국의 선거는 정당 중심이 아니라 후보자 중심으로 치러지며, 각 후보자들

의 선거운동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그 결과, 정치자금의 수요 측면에서 대규모

정치자금의 필요성이 크며, 정치자금에 대한 정치인들의 수요는 막대한 정치자

금의 제공, 조성으로 귀결될 수 있다. 이는 돈에 의한 정치적 영향력의 매수 위

험을 제기한다. 이러한 위험 때문에 정치자금 규제의 필요성이 일찍부터 제기되

었고, 1970년대 워터게이트 추문의 여진 속에서 정치자금제도의 개혁이 이루어

졌다. 그러나 1970년대의 개혁은 부분적으로만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정치자금의 조성과 지출과정의 투명성은 크게 확보되었으나, 여전히 막대한 정

치자금이 조성, 지출되고 있으며, 소수의 기업, 노조, 단체 및 기부자들이 막대

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정치자금의 문제」에 미

국 민주주의가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를 분석한다. 2002년 선거자금개혁법의 입

법과정의 분석을 통해 정치자금개혁의 문제가 다양한 행위자들에 의해 어떻게

인식되고, 어떠한 이해관계에 의해 어떠한 대안들이 추구되었으며, 정치과정의

동학 속에서 어떠한 선택이 이루어졌고, 그 정치적, 정책적 결과가 어떠한가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이는 비단 미국의 문제일 뿐 아니라, 미국과 유사한 선거제

도, 정당제도 및 권력 구조를 지니고 있는 나라들의 문제일 수 있다. 또한 미국

의 정치자금제도의 성격을 보여줄 뿐 아니라 정치제도 전반, 그리고 정치제도

개혁 전반의 성격과도 연관된다.

◆ 주제어: 미국정치, 정치자금, 정치개혁, 2002년 선거자금개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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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다.2)

이러한 위험 때문에 정치자금 규제의 필요성이 일찍부터 제기되었다. 규제의

목표는 대체로 두 가지로 설정되었는데, 첫째는 조달과 지출 규모를 제한하여

건전하고 민주적인 정치자금문화를 만드는 것이었고, 둘째는 조달과 지출의 투

명성을 제고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1971년 연방선거관리법(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FECA)이 제정되었고, 1974년 대폭 수정되었으며, 다시

2002년 개혁입법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위의 두 가지 목표 중 첫째는 실패했고, 둘째만이 달성되고 있는 것

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정치자금의 조성과 지출과정의 투명성은 크게 확보되

었으나, 여전히 막대한 정치자금이 조성, 지출되고 있으며, 소수의 기업, 노조,

단체 및 기부자들이 막대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특성을 낳은 원인들로는 여러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우선 정치

자금의 공급 측면에서 볼 때, 미국적 이익집단 정치가 정치자금의 대형화를 낳

은 원인으로 지목된다. 삼권분립과 분권적 의회제도아래 미국 정치체계에는 사

회집단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추구할 수 있는 많은 통로와 창구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정치체계의 성격 하에서 기업, 노조, 각종 단체 및 개인들은 경쟁적으로

정치권에 대한 접근을 시도한다. 정치자금의 제공은 이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얻

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막대한 정치자금이 제공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급 측면의 요인들이 미국 정치체계의 전반적 성격과 연관된 것이라

면, 정치자금의 대형화를 낳은 수요 측면의 요인들은 미국 선거가 지니는 다음

과 같은 특성들이다. 첫째, 선거의 빈도가 높다. 하원의원의 경우 매2년마다 선

거를 치러야 하고, 더욱이 예비선거도 치러야 한다. 선거를 자주 치를수록 선거

자금과 정치자금의 수요는 커질 수밖에 없다. 둘째, 선거가 정당이 아닌 후보자

중심으로 지러진다는 점이다. 특히 1970년대 이래 유권자들의 결정에 대한 정당

일체감(party identification)의 영향력이 위축됨에 따라 대통령과 양원 선거에서

후보자들의 개별 선거운동이 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보다 치열한 후보자

개인의 선거운동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곧 막대한 선거자금 수요로 귀결

된다. 셋째, 미국선거의 선거운동방식이 고비용 구조라는 점이다. 미국 선거운동

에서는 미디어, 특히 TV광고를 통한 홍보가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사용된다.

TV 등을 통한 광고료는 대단히 비싸고, 후보자들 개인이 이 비용을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정치자금에 대한 수요가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정치자금의 문제」에 미국 민주주의가 어떻게 대처해 왔는

지를 분석한다. 이는 비단 미국의 문제일 뿐 아니라, 미국과 유사한 선거제도,

정당제도 및 권력 구조를 지니고 있는 나라들의 문제일 수 있다. 또한 미국의

2) Clawson, Neustadtl, and Weller(1998), West and Loomis(1998), West(2000), Gais(1996)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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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제도의 성격을 보여줄 뿐 아니라 정치제도 전반, 그리고 정치제도 개혁

전반의 성격과도 연관된다.

II. 정치자금제도의 내용

1970년대 이전까지 미국에는 정치자금의 규제와 공개에 대한 체계적인 제도

적 틀이 존재하지 않았다. 간헐적으로 부분적인 규제가 입법화되기도 했으나,3)

연방 선거에 대한 연방 및 주 수준의 규제는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

점증하는 선거자금에 대한 우려와 막대한 정치자금의 조달 및 지출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1971년 처음으로 본격적인 규제제도가 마련되었다.

『연방 선거 캠페인법』(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FECA)와 『1971년 세

입법』(Federal Revenue Act of 1971)이 그것이다. 이 법들은 정치자금에 대해

두 가지 혁신적인 규제를 시도했다. 첫째는 대통령 선거에 대한 공영제(public

funding)이다.『1971년 세입법』은 원하는 납세자들로부터 1달러씩의4) 기부를

받아서 공적 자금을 조성하고, 선거 비용의 지출규모 한도에 동의하는 대통령선

거 후보자들에게 이 자금을 공적 자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강제적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선거에 관한 한 선거공영제가 실시되었던

것이다. 둘째, FECA에 의해 기업 및 노조의 정치자금 기여가 금지되었고, 「정

치활동위원회」(Political Action Committee: PAC)를 통한 기여만이 합법적인 통

로로 인정되었다. 따라서 정치자금 기여를 원하는 기업과 노조 및 기타 사회단

체들은 PAC을 결성해야 했다. PAC을 통해 정치자금이 조달됨으로써 정치자금

의 수수과정에 대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규제를 용이하게 할 수 있었다. 이 밖에

FECA는 후보자와 그 가족의 개인적인 기부 한도를 설정했고, 선거자금의 수수

에 대한 공개요건을 강화했으며, 미디어 홍보비를 제한했다.

FECA는 이후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해 미국 정치자금제도의 틀을 이루었다.

특히 워터게이트(Watergate) 추문의 소용돌이 속에서 미루어진 1974년의 개정은

가장 포괄적이고 혁신적이었다. 중대한 개정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과

PAC 및 정당위원회의 기부액을 일정 수준이하로 제한했다. 둘째, 연방 상․하원

과 대통령선거 후보들의 총 지출액을 제한했다. 셋째, 후보자를 대신한 정당조직

의 지출 총액을 제한했고, 개인 및 단체들이 특정 후보의 당선, 혹은 낙선을 위

해 지출할 수 있는 금액(독자 지출: independent expenditure)도 제한했다. 다섯

3) 예컨대 1907년의『틸만법』(Tillman Act)이나 1925년의『연방 부패방지법』(Federal

Corrupt Practices Act), 1939년의 『해치법』(Hatch Act) 등이 있다. 이 법들은 연방

상하원 및 대통령 선거에서 조달․지출되는 정치자금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규

제를 목표로 하지 않았다(Corrado, 1997 참조).

4) 후에 인플레이션에 조정하여 3달러로 인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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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연방 선거관리위원회」(Federal Election Commission: FEC)를 설립하고, 후

보자들로 하여금 매 4분기마다 선거자금의 수입 및 지출 내역을 보고하도록 했다.

이러한 규제제도는 정치자금의 조달과 지출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출을 제한함으로써「돈의 정치」를 방지하려 했다는 점에서 혁신적이었지만,

엄격한 규제에 대한 반대와 저항도 불러일으켰다. 개정안이 통과되자마자 FECA

의 위헌성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이다. 1976년「버클리 대 발레요 판결」(Buckley

v. Valeo)에서 대법원은 부분적으로 FECA의 합헌성을 인정했지만, 중대한 조항들

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즉, 후보자에 대한 개인과 PAC 및 정당의 기부액을

제한하는 것은 합헌이지만, 상․하 양원 후보자들의 지출액과 독자 지출액을 제한

하는 것은 헌법수정 제1조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던 것이

다.5) 이로써 FECA의 혁신적이고 포괄적인 개혁은 크게 훼손되었다.

이 판결에 맞추기 위해 1976년 FECA가 개정되었고, 다시 1979년에는 이를

더욱 완화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특히 중대한 개정은 자원봉사나 투표 독려

활동(Get-Out-the-Votes) 등의 정당조직 활동(party-building activities)비용을

정당의 지출 제한에서 면제해 준 것이다. 따라서 정당은 각 개인이나 PAC으로

부터 일정 한도의 기부금을 받아 조성한 자금(경성 자금: hard money)을 정당조

직 활동비용으로 무제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조항은 이후 FEC에 의해

확대 해석되어 규제되지 않는 자금(연성 자금: soft money)도 정당 활동에 무제

한 사용될 수 있게 만들었다. 즉, 정당은 정당조직 활동의 명목으로 무제한의 기

부금을 조성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립된 정치자금제도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Buckley v. Valeo, 424 U.S. 1(1976). 이에 대해 Ortiz(1997)를 참조. 이후 표현의 자유

위배 여부는 정치자금 규제 개혁의 아킬레스건이 되었다.

기존 정치자금제도

개인의 기부 한도

o 한 후보에게 선거 당 $1,000

o 주 및 지방당에 연간 $5,000

o 중앙당에 연간 $20,000

o 연간 기부총액 $25,000

정당의 기부 한도

o 한 후보에게 선거 당 $5,000

PAC의 기부한도

o 후보에게 선거 당 $5,000

o 중앙당에 연간 $15,000

o 주 및 지방당에 연간 $5,000

o 연간 총액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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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미국 정치자금제도의 문제점

연방선거법과 이에 의한 선거자금제도는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고 평가된다. 무엇보다도 음지 속에 존재하던 정치자금 수수관행을 공개하여 대

중의 감시 하에 놓이게 했다. 또 소액 기부자들 중심의 제도를 세움으로써 정치

자금에 대한 대중적 기반을 마련했고, 막대한 정치자금을 뿌리며 정치적 영향력

을 행사하는 소수의 큰손들을 사라지게 하는데도 대체로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나아가 개인적 기부금의 한도를 정하고 PAC 중심의 정치자금조달방

식을 만든 것은 선거자금의 분배가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에 대체로 균등하게 이

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개인적 기부금에 대해 낮은 한도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선거자금의 주 조달원이 부유한 개인들이 될 것이고 이들은 대체로 공화당을 선

호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공화당에 선거자금이 몰리게 되었을 것이다. 또 PAC

에 의하지 않고 개별 기업이나 이익집단들의 선거자금 공여를 허용할 경우도 마

찬가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한편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선거공영제를 도입

한 것 역시 획기적인 개혁으로 평가된다. 대통령 본선거 및 예비선거에 있어서

는 선거자금의 모금이 소액의 다수 기부자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선거비용의 규

모도 의회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증가했다(Corrado, 1997: 32-34).

그러나 1970년대의 개혁이 마련한 기존 제도는 시간이 감에 따라 심각한 문

제들과 허점을 낳았다.6) 무엇보다도 다음 네 가지 문제가 심각한 결함으로 제기

후보의 지출

o 한도 없음

연성자금

o 중앙당의 연성자금 수수 무제한, 단 공개 강제

o 주정당은 연방-주-지방 차원의 정당활동에 경성자금과 연성자금 배분 원칙

(FEC) 준수

o 후보의 연성자금 모금에 규제 없음

독자 지출

o 독자 지출은 후보와 협조 하에 이루어질 수 없음

o 정당, 개인 및 단체는 무제한적인 독자 지출을 할 수 있음

o 선거 20일전 지출될 경우 신속한 공개 요

공개 요건

o 후보는 선거 20일전 모금된 $1,000이상의 기부금은 48시간 내 공개

o 후보는 매년 모금 내용 공개

o 후보는 선거후 보고서 제출

o 후보는 $200 이상 기부자의 신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

o 위법행위에 대한 확신이 있을 경우 FEC 회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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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왔다.

첫째, 선거비용, 특히 의회선거의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해 왔다. 하원 후

보의 평균 선거비용은 1980년에 15만 달러 정도이던 것이 1998년에는 55만 달러

정도로 증가했고, 상원 선거의 경우, 1980년 선거에서 백만 달러를 조금 넘던 것

이 1998년에는 380만 달러에 육박했다(Ornstein, Mann and Malbin, 2000: 80,

86). 심지어 1994년 캘리포니아 주 연방상원 선거에서 한 공화당 도전자는 2천8

백만 달러를 사용하여 이 분야 신기록을 작성하기도 했다. 선거비용의 급증은

자연히 막대한 정치자금의 수요로 연결되고, 이는 다시 선거와 정치에 대한 ‘돈

의 영향력’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

선거비용이 이렇게 증가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선거 캠페인의 방식과 기술

이 변화한데 있다. TV 광고나 여론조사가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캠페인 수단이

되었는데, 이러한 방식의 선거 캠페인 비용은 비싸고 크게 증가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기존 정치자금제도의 결함도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우선 기존 제

도에는 의회 선거비용의 한도에 대해 아무런 규제도 없고, 선거비용의 급증을

막을 수 있는 아무런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나아가 기존제

도가 막대한 정치자금의 모금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선거비용이 급증해도 여

전히 후보들이 이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현직의원들이 도전자보다

훨씬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점을 방증한다.

둘째, 애초의 목적과는 달리 이 제도 하에서 이익집단들의 영향력은 줄지 않

았고 오히려 PAC을 통해 더 많은 선거자금을 뿌리고 보다 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 FEC의 자료에 따르면 PAC의 수는 1974년의

608개에서 1999년에는 3,835개로 폭증했고, 이들이 의회선거에 기부하는 기부금

의 규모 역시 1980년의 5천 5백만 달러에서 1998년에는 2억 7백만 달러로 증가

했다. PAC의 자금 조달이 기업, 노조 및 기타 사회단체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익집단과 돈의 영향력을 제한하려던 원래 정치자금 개혁의 의도는 역효과

를 낳은 셈이다.7)

PAC의 결성과 PAC의 기부금 총액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기존 제도 하에서

PAC의 수가 급증하고 이들이 천문학적인 자금을 조달하게 된 것이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이러한 자금의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선거비용의 지

출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PAC의 정치자금 제공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전제를 받아들이면, PAC과 PAC 제공 자금

의 급증은 곧 돈의 영향력이 급증했음에 다르지 않다고 인식할 수 있다.

선거비용의 급증과 PAC에 의한 막대한 정치자금의 조달은 대의정치의 중대

한 도전을 낳았다. 현직의 이점(incumbency advantage)이 그것이다.8) 통상 현직

6) 이에 대한 포괄적 논의로 Sorauf(1992) 참조.

7) Stern(1988), Clawson, Neustadtl and Scott(1992), Magleby and Nelson(1990),

Jackson(1998) 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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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의원들의 재선율은 95퍼센트에 육박할 정도이고 득표율도 70퍼센트에 가까

울 정도로 난공불락의 위치를 점한다. 예컨대 공화당이 40여년 만에 하원을 장

악하게 된 1994년 중간선거에서도 현직자의 재선율은 90퍼센트를 넘었었다. 상

원선거의 재선율도 90퍼센트를 넘고 있다. 현직의원의 재선율이 이렇게 비정상

적으로 높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지명도가 높고, 의회내의 자원이나 의정

활동 자체를 재선에 활용할 수 있으며, 언론의 조명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이

다.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정치자금 조달 능력이다. 하원의 경우 현직 의

원은 도전자보다 평균적으로 4배 가까운 선거비용을 조달하고 지출하며, 현직자

와 도전자간의 선거자금의 격차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선거자금에서의 우위가

확고한 것이다.

이렇게 현직의원들이 도전자보다 선거비용을 더 조달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기존 정치자금제도의 부작용에 있다. 기존 제도 하에서 선거비용의 조달이 PAC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PAC이 제공하는 의회선거 자금의 대부분이 현직의원들에게

제공되는 것이다. 1980년대에 PAC들은 의회선거 자금의 80퍼센트를 현직 의원들

에게 제공했으나 1998년에는 92퍼센트를 제공했다(Dwyre and Farra-Myers, 2001:

15). PAC으로서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에게 선거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당연

한데, 현직의원들의 재선율이 높기 때문에 현직의원들에게 선거자금을 몰아주는

것이다. 이는 다시 현직의 이점으로 작용하여 현직의 재선율을 높여주는 악순환을

이루게 된다.

현직의 이점이 미치는 폐해는 심각하다.9) 의회정치와 정당정치 전반에 걸쳐

비효율과 무능력을 가져오며, 부패의 위험도 높다. 현직의 이점은 의원들의 책임

성(accountability)과 반응성(responsiveness)을 낮춤으로써 대의 민주주의에 중

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기존 정치자금제도는 이러한 문제들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정치체계 전반에 대한 악영향을 차치하더라도, 기존

제도가 현직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 것은 제도의 공정성 자체에 있어서 중대

한 결함이다.

마지막으로, 1980년대 이래 점차 중대한 문제로 인식된 것은 소위 연성자금

과 이슈 지지(issue advocacy) 문제였다. 연성자금은 1980년 선거에서 공화당이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고, FECA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연성(soft) 자

금이라고 명명되었다.10) 1979년의 수정된 FECA는 정당이 규제된 자금(경성자

금)을 유권자 등록이나 투표 독려 등 정당 조직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

는데, FEC가 이를 경성자금 뿐 아니라 규제되지 않는 자금에까지 확대 해석함

으로써, 연성자금의 법적 근거가 생기게 되었다. 정당이 지출하는 연성자금은 후

보들에게 간접적으로 큰 도움을 준다. 우선 정당의 유권자 등록이나 투표 독려

8) 현직의 이점에 대해 Jacobson(1998), Fiorina and Prinz(1992)를 참조.

9) 이에 대한 대표적 연구로 Mayhew(1974), Fiorina(1989) 참조.

10) 이 명칭은 Drew(1983)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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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자체가 선거에서 후보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또한 정당이 연성자금으로

경상비 등을 지출하게 되면 후보자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경성자금의 여유가

생겨 후보들에게 보다 많은 경성자금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더욱이 정당들은

연성자금으로 이슈 광고를 함으로써 후보자의 선거 운동을 실질적으로 대행할

수 있다. 요컨대 연성자금은 실질적인 선거자금인 것이며, 이 자금을 규제되지

않는 출처에서 무제한적으로 조달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표 1> 연성자금의 증가

1991-92 1993-94 1995-96 1997-98 1999-2000

민주당

경성자금

연성자금

$155.5

$36.3

$121.1

$49.1

$210.0

$122.3

$153.4

$91.5

$269.9

$243.1

공화당

경성자금

연성자금

$266.3

$49.8

$223.7

$52.5

$407.5

$141.2

$273.6

$131.0

$447.4

$244.4

합계 $507.9 $446.4 $881.0 $649.5 $1,204.8

자료: CQ Weekly, 2001/03/01, p.525.

이러한 이유로 1980년 이후 양당은 연성자금의 조달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

였다. 그 결과, 연성자금의 규모는 천문학적으로 증가했다(<표 1> 참조). 문제는

이 연성자금이 대부분 부유층이나 기업, 심지어 불법적인 출처에서 조달된다는

것이다. 연성자금이 돈의 영향력을 매개하는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불

러일으키는 이유이다. 또한 연성자금의 모금과정과 방식 자체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1996년 선거에서 벌어진 추문과 의혹들이 대표적이지만, 이러한 추문

이 아니라 하더라도 연성자금의 모금에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것만

도 중대한 문제로 떠올랐다.

기존 제도의 허점에서 야기되어 또 하나의 중대한 문제로 대두된 것이 「이

슈 지지 광고」(issue advocacy ads)이다. 『버클리 대 발레요』 판결에서 대법

원은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특정 후보를 지지, 혹은 거부하는 표현을 하지 않는

한, 개인이나 집단 및 정당의 정치 광고는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혹은 거부 여부는 광고에서 사용된 문구로 판단한다. 예

컨대 “～에게 투표하라”(vote for), “～를 선출하자”(elect), “～를 지지하

자”(support), “～에게 표를 던지자”(cast your ballot for), “～를 의회로”(～for

Congress), “～에게 반대 투표하라”(vote against), “～를 낙선시키자”(def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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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거부하자”(reject) 등의 문구가 들어간 광고는 “후보지지 광고”(candidate

advocacy ads)이고, 이 문구들이 들어가지 않은 광고는 “이슈지지 광고”(issue

advocacy ads; issue ads)라는 것이다. 전자는 FEC의 규제 대상이 되며, 후자는

전혀 규제되지 않은 채 무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Potter, 1997: 225-228).

이슈 지지 광고 역시 후보에 대한 실질적인 선거 자금 지원임은 말할 것도

없다. 선거의 주요 이슈에 대해 특정 후보의 입장을 홍보하는 것은 당연히 후보

에게 도움이 된다. 더욱이 위의 표현을 피해 교묘한 문구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

는 광고 역시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이슈 광고는 많은 이익단체들이 사용하게

되었고, 양당도 1996년 선거부터 본격적으로 활용하게 되었다(Dwyre and

Farrar-Myers, 2001: 23-26). 1996년 선거의 경우, 여러 선거구에서 이익단체들

의 이슈지지 광고에 들어간 비용이 후보자 당사자들의 광고비용을 초과하는 사

태까지 벌어졌다. 또 하나의 규제되지 않은 막대한 선거자금지출이 생겨난 것이

다.

IV. 개혁 논의의 전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1980년대부터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었고

많은 개혁법안들이 상정되었다. 우선 1985년에 골드워터(Barry Goldwater,

R-Ariz.) 상원의원과 보렌(David Boren, D-Okla.) 상원의원이 PAC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의회선거 후보들에 대한 PAC 기부금의

한도를 3천 달러로 낮추는 한편, 후보들이 PAC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정치자금

의 총액을 제한했다. 상원에 상정된 이 법안은 공화당 지도부의 반대로 인해 표

결에조차 부쳐지지 않았고, 다음해 다시 상정되었으나 역시 표결에도 부쳐지지

않은 채 사장되었다.

1986년 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을 탈환한 뒤, 정치자금제도 개혁 논의가 본

격화되었다. 민주당 지도부의 지휘 하에 1987년 상원에서 입법이 추진된 법안은

상당히 포괄적이고 혁신적이었다. 이 법안은 의회선거 후보자들에게도 대통령선

거와 같은 방식의 공영제를 도입했다. 즉, 지출 한도에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후

보들에 대해 선거비용을 공적 자금으로 지원하려 했던 것이다. 또한 PAC으로부

터 받을 수 있는 기부금의 총액을 제한했고, 독자 지출의 한도를 정했으며, PAC

연합 기부(PAC bundling)11)의 한도도 제한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최우선 의제였

던 이 법안 역시 공화당의 반대 하에 의사진행방해(filibuster)에 막혀 표결에 부

쳐지지 못했다. 토의종결(cloture)에 필요한 60표의 찬성을 얻지 못했던 것이다.

11) 한 단체나 PAC이 주동이 되어 여러 PAC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모금하여 특정 후보에

게 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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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대 의회에서도 정치자금제도 개혁은 양원의 주요 의제였다. 하원은 초

당적(bipartisan) 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혁안을 모색했으나, PAC 기부금 제한을

둘러싼 양당간의 대립으로 초안 마련에 실패했다. 상원의 경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 개혁안의 초안을 위임했지만, 외부 위원회의 개혁안을 양당 의

원들 대부분이 반대했다. 이에 따라 양원 각각에서 독자적인 법안들이 제안되어

통과되었으나, 양원간 협의위원회(conference committee)가 구성조차 되지 않았

다. 애초에 입법 가능성이 전무한 상태에서 양원이 형식적으로 각각의 법안을

심의했던 것이다(Sorauf, 1992: 193-195).

제102대 의회에서는 개혁안이 마침내 양원을 통과하여 대통령에게까지 이르게

되었다. 당시는 상․하 양원이 민주당에 의해, 그리고 백악관은 공화당의 부시

(George Bush) 대통령에 의해 장악된 전형적인 분점정부(divided government)

상황이었다. 정치자금 개혁에 대해 부시는 확고한 입장을 지니고 있었다. 기업과

노조 및 기타 이익집단들의 PAC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는 정치자금 제도개혁은

지지하지만, 선거비용지출의 제한이나 선거공영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

다. 이러한 조항이 포함된 어떠한 개혁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부시는 거듭 천명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양원내 양당의 의석 분

포나 개혁안에 대한 지지분포를 감안할 때, 거부권 행사를 재의결(override)하여

개혁안이 입법화될 가능성은 전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원내 민주당 지도

부는 이 조항들이 포함된 법안을 통과시켰고, 예고된 대로 법안은 대통령의 거

부권 행사로 인해 사장되었다. 민주당 지도부의 전략은 다분히 정치적인 것이었

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분명한 만큼 민주당 의원들은 부담없이 찬성표를

던질 수 있었으므로, 민주당은 ‘개혁의 정당’이 되고, 공화당과 대통령은 개혁을

좌절시킨 책임을 지웠던 것이다(Sorauf, 1992: 192-203). 정치자금제도의 성공적

개혁이 목적이 아니라, 선거와 정당 경쟁의 논리에 의해 개혁법안이 처리되었던

셈이다.

제102대 의회에서 정치자금개혁안의 입법이 “정치적으로” 처리되고 이 이유

때문에 실효성 있는 개혁의 가능성이 전제되지 않은 것은 분점정부 상황에 중요

한 이유가 있다. 분점 상황에서 양 부간, 양당간 대립이 애초에 개혁안의 입법

가능성을 막았던 것이다. 민주당의 클린턴 행정부가 들어선 제103대 의회 기간

에는 개혁안의 성공적인 입법이 가능하다고 보였다. 민주당의 단점상황에서, 양

원 민주당 지도부는 정치자금개혁안을 최우선 과제로 처리했고 대통령도 반대의

사를 표명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제103대 의회에서의 정치자금 개혁안들은

공화당의 견고한 반대 속에서 좌초되었다. 특히 상원 공화당은 의사진행방해로

일관했고, 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개혁안 지지자들은 60표의 지지를 끌어내지 못

했다.

1994년 중간선거의 “혁명”으로 인해 상․하 양원을 공화당이 장악하게 된 제

104대 의회에서도 정치자금 개혁 시도는 계속되었다. 그러나 깅그리치(Ne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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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ngrich) 하원의장은 물론 이 선거를 통해 대거 진입한 공화당 초선의원들도

정치자금 개혁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따라서 다양한 개혁안들이 제안되었으

나 진지하게 논의되지 못한 채 모두 폐기되었다. 이러한 안들 중 하나가 1995년

맥케인(John McCain, R-Ariz.)과 파인골드(Russell Feingold, D-Wis.)에 의해 제

안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상원 선거에 대한 PAC 기부의 금지, 선거비용 지출

제한에 동의하는 후보들에 대한 TV광고비 감면과 우편발송비 감면, 선거해 동

안 현직의원들의 우편발송 특권 정지, 그리고 연성자금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

었다. 이와 유사한『쉐이즈-미핸 법안』(Shays-Meehan Bill)이 하원에서도 제안

되었으나, 어느 것도 논의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은 제105대 의회에 들어서서 크게 변화했다. 제105대 의회는 회

기 초반부터 정치자금 제도개혁을 최우선 의제로 처리했고, 개혁법안들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된 표면적 이유는 1996년 선거과정에서 불거

진 선거자금을 둘러싼 각종 추문들과 의혹들 때문이었다. 예컨대 클린턴과 민주

당의 경우, 외국 기업과 외국인들로부터 거액의 기부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

되었고, 연성자금의 모금을 위해 백악관에서의 숙박을 이용했다든가, 클린턴과의

대면을 주선했다는 등의 추문이 터져 나왔다. 공화당과 돌(Robert Dole) 후보의

경우도 기업들로부터 불법적인 기부금을 받았다거나 영향력 있는 의원들과의 대

면을 대가로 일인당 25만 달러의 연성자금을 모금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민주

당은 결국 3백만 달러의 연성자금을 환수 당하게 되었다.12) 이러한 추문들에 대

한 비판여론이 비등해지면서 자연히 정치자금의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었고, 선

거 직후 개원한 제105대 의회에서 정치자금 개혁의 의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제105대 의회부터 정치자금 개혁 논의는 연성자금 및 이와 연관된

문제들에 집중되었다. 1996년 선거에서 불거진 추문들이 주로 연성자금 모금과

연관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연성자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 부작용

이 심각해지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다른

한편, 지난 10여 년간의 경험이 작용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살펴보

았듯이, 1980년대 이후 제104대 의회까지 논의된 개혁안들은 PAC 기부금의 금

지나 제한, 선거비용 지출의 제한, 또는 선거공영제 등에 초점을 두어 왔다. 이

러한 방안들은 양당간의 첨예한 대립과 의원들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입법화되지 못했다. 따라서 어떠한 형태의 정치자금 개혁이라도 성공적으로 입

법화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어려운” 방안들을 포함하지 않아야 했다. “쉬운” 개

혁만이 가능했던 것이다. 물론 연성자금의 문제 역시 의회가 쉽게 합의점에 도

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출 제한이나 PAC 금지, 혹은 선거공영제와 같은

이슈 보다는 훨씬 “쉽고”, 따라서 의회 내에서 다수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이

12) 이에 대한 의회 조사 보고서로 Committee on Governmental Affairs, U.S. Senate

(1998)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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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라고 볼 수 있다. 의원 개인의 선거정치적 이해관계에 직접 연관된 것이 아니

라 이익집단과 사회단체들, 그리고 정당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따 개혁가들은 보

다 성공 가능성이 높은 이 이슈에 초점을 두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제105대 의회에서의 정치자금 개혁 논의는『초당적 캠페인 개혁 법안』

(Bipartisan Campaign Reform Act)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 법안은 상원의

경우『맥케인-파인골드 법안』로, 그리고 하원의 경우『쉐이즈-미핸 법안』으로

상정되었다. 두 법안 모두 제104대 의회의 법안을 수정한 것으로, 연성자금의 금

지와 독자 지출의 규제에 초점을 둔 반면, 지출 제한이나 선거공영제 조항들은

삭제했다. 그러나 상원 공화당 지도부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상원안이 공화당

의 의사진행방해로 폐기되는 가운데 하원안만이 통과되었다. “쉬운” 개혁도 결코

쉽지 않았던 것이다(Dwyre and Farra-Myers, 2001: Chs.Ⅱ,Ⅲ). 제106대 의회에

서도 다시 제출된 개혁안들은 마찬가지 이유로 폐기되었다.

정치자금 논의가 의회에서 진행되어 온 과정을 종합해 보면, 의미있는 개혁

이 이루어질 전망은 대단히 비관적으로 보인다. 의원 개개인의 선거정치적 이해

가 적은 개혁안조차 양당의 이해관계 속에서 좌초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몇 가

지 긍정적인 요인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오랜 기간동안 90여 개의 개혁법안들에 대한 논의와 표결을 거치면서

양당의 입장이 뚜렷해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1990년대 이후 정치자금 개혁 논의

에서 민주당은 줄곧 지지 입장을 지녀 왔고, 공화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특히 공화당 지도부는 개혁 법안을 무산시키는데 핵심적 역할을 해 왔고, 민주

당 지도부는 개혁 시도를 적극 후원해 왔다. 그리고 양원내 대부분의 의원들은

자기 당의 당론을 좇았다. 요컨대 공화당은 확고한 반대로 남아 있게 되었지만,

민주당의 경우 지도부와 의원들 모두 개혁지지 입장으로 굳어지게 되었던 것이

다. 앞으로의 개혁 시도들이 최소한 민주당의 전폭적 지지는 기대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둘째, 1990년대 중반 이후 양원의 정치자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탁월한 이슈

기획가(issue entrepreneur)들이 배출되었다는 점이다. 상원의 맥케인과 파인골

드, 하원의 쉐이즈(Christopher Shays, R-Conn.)와 미핸(Martin T. Meehan,

D-Mass)이 그들인데, 이들은 제104대 의회부터 줄곧 개혁법안들을 제안하면서

지지 기반을 넓혀 왔다. 입법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자금 개혁 논

의가 매 의회마다 부활하고 명맥을 유지해 온 데는 이들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

다. 이들은 양원에서 각각 민주당과 공화당을 대표하여 초당적 제안을 함으로써,

민주당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면서 공화당 의원들 중 개혁을 지지하는 세력을 확

보하려 했다. 이슈 기획가로서 이들은 실질적으로 개혁안의 내용을 결정하고, 개

혁안의 통과를 위해 면밀한 전략을 수립하고, 원내외와 언론 및 여론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담당했다(Dwyre and Farra-Myers, 2001: 116-150). 요컨대

정치자금 개혁안 입법의 성공여부는 이들의 손에 달려 있게 된 것이며, 다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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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이슈기획가로서 이들의 정치적 성공 역시 정치자금 제도 개혁에 좌우되게 되

었다. 수년간 정치자금 개혁안에 매달려 온 이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개혁의 전

망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정치자금제도 개혁의 이슈기획가로 성공한 대표적 예는 맥케인이다. 1995년

부터 상원 내에서 정치자금 제도 개혁을 추진해 왔던 맥케인은 2000년 대통령

선거의 공화당 예비선거에 정치자금 개혁의 공약을 내걸고 출마하여 막판까지

부시(George W. Bush)를 추격하며 선전했다. 전국적 지지기반이나 지명도에서

크게 뒤떨어졌던 맥케인이 이같이 선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공약과 메시지

덕이라고 평가되었다. 바로 정치자금의 폐해를 지적하고 제도 개혁을 공약했던

것인데, 유권자들의 열렬한 호응을 얻었던 것이다. 2000년 예비선거의 상황은 맥

케인에게는 정치적 성공을 가져다주었을 뿐 아니라, 정치자금 제도 개혁 운동에

생명력과 추진력을 가져다주었던 셈이다. 맥케인의 성공을 지켜본 지지자들에게

는 활력을, 그리고 반대자들에게는 여론과 유권자들의 부담을 느끼게 했던 것이

다.

셋째, 기존 정치자금제도가 지닌 문제점들이 점차 증폭되면서 정치자금의 문

제가 더 이상 의회 내에서 묻혀질 수 없는 상태가 되어갔다는 점이다. 앞에서

논의했듯이, 기존 제도의 허점들(loopholes)과 부작용들은 점차 의회와 양당 및

개별 의원들의 통제권을 벗어나고 있었다. 천문학적으로 증가하는 선거자금, 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의 어려움과 무리, 이 과정에서 사적 집단들이 획득할 수

있는 돈의 힘, 각종 단체들이 선거과정에서 발휘하는 돈의 영향력 등의 문제들

은 1990년대를 거치면서 더욱 증폭되었다. 이는 세 가지 면에서 개혁의 가능성

을 높여 주었다.

첫째, 개혁의 반대파들 중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으면서 입장의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예컨대 상원내 개혁안 반대파의 기수였던 코크란(Thad

Cochran, R-Miss.)은 제107대 의회 개원 직후 맥케인-파인골드 법안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다(Tully and Willis, 2001: 129). 기존 제도의 이점을 충분히 누리

고 있는 현직 의원들이지만 기존제도의 문제점들이 악화되면서 큰 부담 역시 느

끼게 되었던 것이다.

둘째, 기존제도의 문제점들이 증폭되면서 정치자금과 연관된 의혹과 추문들

이 잇달아 일어나게 되었다. 1996년 선거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추문들이 대표적

사례이다. 이러한 추문과 의혹들은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게 되었고, 여론의

비난과 개혁 요구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는 당연히 의원들과 양당에 정치적 압

력으로 작용했다.

이와 같이 정치자금 문제가 언론과 여론의 관심을 끌게 되면서 의회와 사회

단체들내에 이슈기획가들이 대두했다. 대중과 언론으로부터 보다 많은 관심을

끌 수 있는 이슈를 발굴해야 하는 이들로서는 이 시기에 정치자금 문제만큼 매

력적인 이슈도 없었다고 하겠다. 앞에서 논의한대로, 이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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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을 걸고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이다.

V. 2002년의 개혁

1. 상원의 입법과정

주지하듯이 2000년 선거는 두 가지 면에서 미국의 선거제도가 지니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을 노출시켰다. 하나는 정치자금의 문제, 특히 연성자금의 문제였

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 예비선거과정에서 맥케인은 이 문제를 제기하며 예상

밖의 선전을 했고, 본선거 과정에서도 고어(Albert Gore)의 정치자금 모금과정에

대한 추문이 줄곧 제기되었다. 정치자금 문제가 언론과 여론의 집중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다른 하나는 본선거 개표과정에서 벌어진 선거관리체계의

문제였다. 이는 헌정 질서의 안정을 위협할 수도 있을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

여졌다.

따라서 선거가 끝나고 제107대 의회가 개원하기 전부터 양당간, 그리고 양부

간에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안을 입법화해야 한다는 합의가 이루

어졌다. 양원 공화당 지도부는 2001년 1월 25일 부시 대통령과의 회합에서 이러

한 입법의도를 전달했다. 2000년 선거의 장본인이자 이제 막 임기를 시작한 부

시는 이에 호의적이었다. 이 자리에서 맥케인은 개혁 법안을 다시 제출할 것임

을 밝혔다(Willis, 2001: 215-217).

이미 맥케인 등 개혁 지지세력의 리더들은 3월 중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

겠다는 상원 지도부의 동의를 구한 상태였다. 원래 상원 다수당 원내총무 트렌

트 랏(Trent Lott, R.-Miss.)과 같은 공화당 지도부는 정치자금 개혁법안을 선거

관리체계 전반의 개혁법안의 한 부분으로 처리하려 했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

우 입법과정이 복잡해지고 지연되기 때문에 정치자금 개혁법안의 통과에 불리하

다고 판단한 맥케인은, 별개의 법안으로 시급히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공화

당 지도부는 이 요구를 수용했다. 상원 공화당 지도부로서는 선거 및 정치자금

제도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개혁법안을 지연시키거나 다

시 한번 상원 공화당이 개혁을 좌절시키는 부담을 질 수 없었던 것이다(Willis,

2001: 216).

제107대 의회 개원 직후 제출된 개혁법안은『맥케인-파인골드-코크란 법안』

(McCain-Feingold-Cochran Bill: 이하 맥케인 법안)으로 불렸는데, 원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이 법안의 핵심은 연방 수준에서 정당에 대한 연성자

금을 전면 금지한 것이다. 선거 캠페인의 성격을 점차 변화시킬 정도로 막대하

게 증가하고 있는 규제되지 않는 자금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맥

케인 법안의 또 다른 핵심을 이루고 있던 것은 이슈 지지 광고의 규제이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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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과 노조는 연방선거의 본선거 60일전, 예비선거 30일전부터 특정 후보를 지칭

하는 이슈지지 광고를 할 수 없게 했고, 이익집단들은 이슈 광고에 1천 달러 이

상을 기부한 기부자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 조항은 스노우(Olympia J.

Snowe, R.-Main)와 제포즈(James M. Jeffords, R-Vt.)가 제안한 것으로 코크란

등 기존의 반대파가 개혁안을 지지하게 된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 독자지출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했다. 즉, 선거 20일 이전에 발생한 1천 달러 이상의 독자

지출에 대해서는 FEC에 24시간 내에 보고하도록 했고, 선거와 무관하게 1만 달

러 이상의 독자지출은 48시간 내에 FEC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후보와 이익

단체들 간의 대리 지출(coordinated expenditure) 역시 기부행위로 간주하여 기

부금과 동일한 한도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러한 개혁법안의 내용에 대해 다양한 비판과 반대가 제기되었다. 우선, 맥

케인 법안을 반대하는 가장 강력한 명분이자 무기가 되는 것은 헌법수정 제1조

의 표현의 자유이다. 앞에서 논의했듯이 1976년의『버클리 대 발레요』판결에서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선거 지출에 대한 규제를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반대자들은 연성자금의 규제는 이러한 대법원 판례에서 어긋나는 것이며 곧 표

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슈 광고의 규제 역시 이익단체

들과 유권자들이 선거과정에서 자유로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맥케인 법안 공격의 선봉이었던 맥코넬(Mitch McConnell,

R-Ky.)의 표현을 빌자면, 맥케인 법안은 “사상 최초로 헌법수정 제1조를 수정하

려 한다”는 것이다(Tully, 2001: 526). 이 밖에 후보와 이익단체들 간의 협력행위

를 규제한 조항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비난받았다. 이 조항을 광의

로 해석할 경우, 각종 이익집단이나 사회단체들이 정치적 활동을 할 여지를 남

겨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연성자금의 금지가 오히려 개혁안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이익집단의 영

향력을 증대시키고 정당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반대의 이유가 되었다. 연

성자금은 그간 정당이 후보자들을 훈련시키고 자문을 하고 유권자들을 투표장으

로 동원하는 등 다양한 정당활동에 쓰여 왔고, 제한된 양의 경성자금의 숨통을

트여주는 역할을 해 왔다. 따라서 연성자금을 금지하게 되면 정당의 활동은 위

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두 가지 결과를 초래한다. 우선 그간 PAC 자

금이 현직의원들에게 집중되었고 정당의 지원이 도전자에게 보다 요긴했다는 점

을 고려할 때, 정당의 약화는 도전자들에게 크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현직의 이

점을 더욱 크게 만들리라는 것이다. 또한 정당에 기부되던 연성자금이 이익단체

로 흘러가게 됨으로써 이익단체들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었다.

셋째, 맥케인 법안이 기부금의 한도 인상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도 불만의

대상이 되었다. 맥케인 법안은 주 정당에 대한 기부 한도를 5천 달러에서 1만

달러로 인상한 것 이외에는 FECA가 설정했던 기부금 한도를 변화시키지 않았

다. 이에 대해 반대자들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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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기부금의 한도를 몇 배로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선거정치의 현

실을 감안하면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보다 적은 기부금을 보다 많은 유

권자들로부터” 조달함으로써 돈의 영향력을 최소화한다는 정치자금개혁의 원론

적 원칙에서 멀어진 것이다.

넷째, 공화당 의원들과 부시 대통령은 맥케인 법안이 노조의 정치자금 사용

을 제대로 규제하지 않았다고 공격했다. 노조가 노조원들의 승인을 받지 않고

노조비를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조원

들이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정치적 목적으로 노조비가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봉급 보호 조항」(paycheck

protection provision)이라고 불리는 이 조항이 삽입될 경우 노조와 민주당 의원

들이 강력히 반대할 것임은 자명하다. 요컨대 이러한 조항은 맥케인 법안 전체

를 폐기시키려는 ‘트로이 목마’와 같은 독소조항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맥케인

법안은 이와 연관된 1988년 대법원 판례를 입법화하는 조항만을 담았다. 즉, 비

노조원들에게만 자신의 회비가 정치적 목적에 사용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되었던 것이다(Tully, 2001: 522-527).

이러한 입장과 명분을 동원하여 반대세력을 조직화하는 역할은 지난 수년간

의사진행방해로 개혁법안을 좌초시켜왔던 맥코넬이 수행했다. 맥코넬이 개혁법

안에 반대하는 근본적 이유는 이 개혁이 헌법수정 제1조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심지어 맥코넬은 개혁을 반대할 뿐 아니라 정치자금에 대한 기존의 규제까지도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정치자금과 연관된 부패나 돈의 영향력은 미미할 뿐

이며, 정치자금에 대한 최소한의 공개 의무를 제외한 다른 규제를 철폐하면 오

히려 선거 및 정치과정이 개선될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현실정치에서 오히려 정

치자금은 너무 부족하며, 현직자에 도전하려면 보다 많은 돈을 모금할 수 있어

야 한다는 것이다(Carney, 2001: 470-476).

맥코넬과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지금까지 의사진행방해와 상정의 지연을 통

해 개혁법안들을 사장시켜 왔었다. 그러나 이들은 107대 의회에서는 이러한 전

략을 구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몇 가지 고려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도 현재의 상황이 개혁을 무산시킨 책임을 지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정치자금의

문제에 대한 언론과 여론의 비판이 비등한 상황에서 또다시 공화당이 입법전술

로 개혁안을 좌초시킬 경우, 이에 대한 비난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던 것

이다. 한편 입법현실에 대한 면밀한 계산도 작용했다. 1999년의 개혁법안에 대한

표결에서 55표의 찬성이 있었는데, 반대표를 던졌던 공화당 의원 중 4명이 2000

년 선거에서 패배했고, 코크란은 이미 법안의 저자가 될 정도로 찬성으로 기울

었다. 산술적으로 개혁파들은 토의종결을 통과시킬 수 있는 60표를 확보하고 있

었던 것이다. 이 계산에 따르면 의사진행방해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와 더불

어 반대파들은 최후의 보루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개

혁법안의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 부시가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설사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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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결과 맥케인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부시의 거부권 행사로 개혁이 무산될

수 있다고 기대했던 것이다(Carney, 2001: 472-475).

대신에 이들은 본회의 논의과정에서 각종의 수정안들로 공격하려는 전략을

추진했다. 맥케인 법안 원안을 무색하게 할 수 있는 각종 수정안들을 첨가시킴

으로써 지지표를 이탈시키려 했던 것이다. 최종 표결을 통과한다 해도 개혁의

목표가 반영될 수 없게 만들거나, 대법원의 위헌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계

산도 작용했다(Carney, 2001). 나아가 선거관리체계와 연계시킴으로써 논의의 초

점을 정치자금문제 보다는 선거관리체계 전반으로 돌리려는 시도도 이루어졌다.

맥케인 법안은 당연히 이익단체와 사회집단들의 주의를 끌었고, 치열한 이익

집단정치가 수반되었다. 개혁을 반대한 단체들은 주로 전통적으로 공화당을 지

지해온 이익집단들과 보수적 단체들이었다. 예컨대 이익집단으로는 『전국 총기

협회』(National Rifle Association)와 같은 공화당의 핵심적 지지 단체가 맥케인

법안 반대의 선봉에 섰다. 정치적 단체로는『기독 연합』(Christian Coalition)이

나『생명권 위원회』(Right to Life Committee) 등과 같은 보수 단체들이 반대

를 분명히 했다. 이들은 연성자금을 금지하고 이슈 광고를 규제함으로써 선거에

미치는 자신들의 영향력이 위축될 것을 우려했다. 한편 전통적인 자유주의 단체

인『민권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도 맥케인 법안에 반대하고 나

섰다. 개혁안이 헌법 수정 제1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Taylor and Willis, 2001: 591-596).

가장 중대한 변수는 노조의 입장이었다.『전미노조』(AFL-CIO)는 맥케인 법

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무엇보다도 이슈 지지 광고 금지 조항에 반대

했는데, 노조를 지지하는 민주당 후보를 후원하고 반노조적 공화당 후보를 낙선

시킬 수 있는 무기를 잃게 될 것을 우려했던 것이다. 그러나 노조는 정치자금

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었고, 개혁안의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찬성의 입

장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이슈 광고 부분이 수정되면 지지하겠다고 공언했다

(Carney, 2001: 788-791).

한편 개혁안을 지지하는 단체들도 적극적인 활동을 벌였다. 이들은 크게 세

부류로 구성되었다. 개혁 지지의 선봉을 맡은 것은 그간 정치자금 개혁의 필요

성을 줄곧 제기해 왔던 진보적 공익단체(public interest groups)들이다.『커먼

코즈』(Common Cause)와『공익연구집단』(American Public Interest Research

Group)이 대표적이었다. 이들은 경성자금의 인상에 대해 이견을 지니고 있었으

나, 맥케인 원안을 적극 지지했다. 정치자금 모금과정의 문제와 과도한 선거비용

의 문제를 가장 중대한 개혁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맥케인 원안 정도를 개

혁의 성공적인 시작으로 평가했던 것이다(Taylor and Willis, 2001: 591-596).

두 번째 지지집단들은 환경단체들로서,『시에라클럽』(Sierra club)의 주도하

에 대부분의 환경운동 단체와 보존주의 단체들이 개혁을 지지했다. 마지막으로

『은퇴자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AARP)와 같은 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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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집단들도 지지 세력에 가담했다. AARP는 회원 수 3천만의 미국 내 최대

이익집단으로, 이들의 지지는 의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 세 부

류의 집단들은『개혁지지연합』(Americans for Reform)이라는 연합을 결성하여

맥케인 법안의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이 연합에는 공화당의 중도

보수를 표방하는 단체(Republican Main Street Partnership)까지 참여하는 성공

을 거두었다(Carney, 2001: 790-791).

전체적으로 볼 때, 개혁을 지지하는 단체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지지

활동을 벌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들의 영향력은 최소한 개혁 반대 단체들의

영향력은 충분히 상쇄시킬 수 있는 정도였다. 그러나 결국 개혁안 통과의 관건

이 되었던 것은 민주당 의원들의 의 지지가 얼마나 확고한 것인지 여부였다.

제106대 의회까지 민주당이 개혁안들에 전폭적인 찬성을 해 왔던 것은 이 선

택이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전

원 찬성을 해도, 공화당의 반대로 통과가 어렵고, 설사 통과된다 해도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에게는 정치적 부담이 없

고, 개혁을 무산시킨 책임은 상원 공화당이나 대통령에게 전가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107대 의회에서 개혁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공화당 지

도부가 의사진행방해를 하지 않고 법안을 상정시키기로 결정한데다가, 산술적으

로 맥케인 법안 지지표가 60표에 달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부시는 거부권 행사

의도를 밝히지 않고 있고, 부시의 정치적 부담을 고려할 때, 서명의 가능성이 높

아 보였다. 따라서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개혁이 민주당과 개별 의원들에게

미칠 영향을 진지하게 고려하여 입법에 임해야 했던 것이다(Tully, 2001: 522-527).

결국 법안의 내용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을 흔들 수 있는

변수가 되었던 것이다. 또한 이 점이 바로 반대세력의 전략이었다.

민주당 의원들의 우려의 대상은 두 가지였다(Taylor and Willis, 2001: 591-596).

하나는 연성자금의 금지가 과연 민주당에 얼마나 불리한가 하는 것이다. 지금까

지 민주당은 연성자금의 모금에 있어서는 공화당과 대등했고 경성자금의 모금에

서 크게 뒤지고 있었다. 앞에서 보았듯이, 2000년 선거까지 2년간, 민주당은 총

5억 천 3백만 달러를 모금했는데, 이중 경성자금이 2억 7천만 달러, 연성자금이

2억 4천 3백만 달러였다. 한편 공화당은 같은 기간 총 6억 9천 2백만 달러를 모

금했는데, 이 중 경성자금이 4억 4천 8백만 달러였고 연성자금은 2억 4천 4백만

달러였다. 연성자금에 있어서는 양당간 격차가 없지만, 경성자금에 있어서는 공

화당이 월등한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상황에서 개혁안이 입법화되어

경성자금에만 의존하게 될 경우, 민주당은 정치자금의 확실한 열세를 예측할 수

있었다. 과연 어느 정도의 불리함이 초래될 것인지, 그리고 민주당이 어느 정도

까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중대한 판단을 내려야 했던 것이다.

둘째는 경성자금의 한도를 인상하는 문제였다. 경성자금의 한도를 높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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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부유한 후원자를 상대적으로 많이 확보하고 있는 공화당에 유리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원칙적으로 반대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맥케인 원안에는 이 이슈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경성자금의 한도를 인상하는 방안

이 본회의 수정안 제안과정에서 원안에 첨가될 가능성은 매우 높았다. 이 경우,

어느 정도의 인상까지를 민주당이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또 과도하게 인상할

경우 개혁안 전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것인지 여부가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

에게 심각한 사안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입법과정의 동학 속에서 개혁 법안의 심의가 이루어졌다. 맥케인 법

안(S. 27)은 3월 19일부터 2주간 상원 본회의에 상정되어 논의되었다. 이 2주간

무제한적인 수정안들이 제안되고 표결에 부쳐져서 최종 법안이 확정되고 표결에

부쳐지게 되었던 것이다. 개혁안 반대자들의 전략은 예상과 같았다. 맥케인 법안

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수정안들을 첨가하여 실질적으로 법안을 사장시키거나,

최종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었다. 반면, 개혁 지지자들의 목표는 ‘독

소적’ 수정안들에 대한 표결에서 승리함으로써 반대자들의 의도를 무산시키는

것이었다.

2주간의 논의과정에서 무수한 수정안들이 제안되었고 원안은 여러 가지 변화

를 겪게 되었다. 이 중 특히 법안의 운명에 결정적인 것은 다음 수정안들이었

다.13) 첫째, ‘봉급 보호 조항’과 관련하여 ‘닉클즈 수정안‘(Nickles amendment)이

제안되어 통과되었다. 앞에서 논의했듯이, 백악관과 공화당 의원들은 노조의 정

치자금 사용을 어렵게 하기 위해 이 조항을 포함시키기를 원했다. 그러나 노조

와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를 감안할 때, 봉급 보호조항이 삽입될 경우 맥케인 법

안에 대한 민주당의 지지는 증발할 위험이 컸다. 따라서 맥케인 법안 원안은 비

노조원이 노조의 정치자금 사용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1988년 대

법원 판결을 입법화하는 조항만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조차 노조의 강한

반대와 민주당 의원들의 우려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 닉클즈 수정안은 이 조항

을 삭제한 것이다. 반면,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해석은 노조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

는 노사관계원(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에 맡겨두게 되었다.

3월 26일에 처리된 웰스톤 수정안은 법안의 운명에 치명적일 수 있었다. 웰

스톤 수정안은 이슈 지지 광고에 관한 것이다. 맥케인 법안 원안은 기업 및 노

조의 이슈 광고를 본선거 60일전, 예비선거 30일전에 금지하는 것인데, 웰스톤

수정안은 이를 비영리단체들에도 적용하는 것이었다. 이 수정안은 위헌적 성격

이 다분해서, 이 조항이 첨가된 법안은 통과되어도 이후 대법원의 위헌판결 가

능성이 높았다. 따라서 개혁 지지자들은 이 수정안에 반대했으나, 개혁 반대자들

의 적극적 도움 속에 51대 46으로 통과되었다. 그러나 웰스톤 수정안은 그 자체

가 ‘분리성’(severability) 조항을 담게 되었다. 즉, 이 조항이 위헌으로 판결되어

13) 이에 대해 Taylor, Willis and Cochran(2001: 698-705)를 참조.



백창재38

도 법안의 나머지 조항과는 분리되기 때문에 법안 전체가 위헌은 아니라는 것이

다. 이 ‘분리성’ 조항 때문에 결과적으로 웰스톤 수정안의 통과가 우려했던 만큼

의 부담을 가져오지는 않게 되었다.

다음 상정된 수정안은 헤이글(Chuck Hagel, R-Neb)에 의해 제안되었다. 원

래 헤이글은 맥케인 법안에 대응하는 자신의 대안적 법안을 상정했었다. 헤이글

법안은 연성자금을 금지하는 대신 제한하고, 경성자금의 한도를 높이고, 라디오

및 TV의 정치적 광고 구매를 공개하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법안

은 부시를 비롯한 공화당 지도부가 대안으로 인정하면서 지지를 보내고 있었으

나, 여러 가지 허점 때문에 개혁을 무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법안의

패배 가능성이 높아지자 헤이글은 자신의 법안내용 세 가지를 각각 별개의 수정

안으로 제안했다. 이 중 세 번째 수정안(방송광고 구매 공개)만이 통과되어 맥케

인 법안의 원안이 그대로 보존될 수 있었다.

넷째, 민주당의 지지를 훼손하고 개혁 지지 세력들 내에 분열을 야기할 수

있었던 이슈는 경성자금 한도의 인상에 관한 것이었다. 맥케인 법안 원안은 이

를 포함하지 않았고, 단지 개인이 일년간 기부할 수 있는 모든 정치자금의 총액

의 한도를 2만 5천 달러에서 3만 달러로 인상했을 뿐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개

혁을 지지하는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가 심했을 뿐 아니라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경성자금의 한도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1970년대 이후 인플레이션을 감안

할 때 최소 3배, 즉 개인 기부한도를 3천 달러로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

나 이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과 민주당 지도부가 반대하고 있었다.

경성자금의 기부 한도를 인상할 경우, 상대적으로 부유한 기부자들을 더 확보하

고 있는 공화당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혁 지지 세력들 내

에서 타협이 이루어짐으로써 개인의 기부 한도를 2천 달러로 인상하고 매년 인

플레이션에 맞추어 조정하는 수정안이 채택되었다.

개혁안에 대한 마지막 도전은 ‘분리불가성’(non-severability) 수정안이었다.

개혁의 반대파들은 법안의 통과가 가시화되자 마지막 수단으로 이 수정안을 제

안했다. 이 수정안은 법안이 통과된 후 어느 한 조항이라도 위헌판결을 받게 되

면 법안 전체가 무효화된다고 규정했다. 이는『버클리 대 발레요』판결에 비추

어 맥케인 법안의 이슈 광고 규제조항이 위헌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궁극적으로 개혁법 전체를 폐기하려는 의도에서 제안되었다. 민주당 의원들 중

개혁의 정치적 결과를 우려하고 있는 회의적 지지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법안을

무산시킬 수 있는 기회와 명분을 주려 했던 것이다. 치열한 대립 끝에 이 수정

안도 부결됨으로써 맥케인-파인골드-코크란 법안은 드디어 상원을 통과할 수

있었다. 법안에 대한 마지막 표결은 4월 2일 이루어졌고, 예상대로 무난히

(59-41) 통과되었다. 민주당 의원 중 3명을 제외한 47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이

에 공화당 의원 12명이 가담한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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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원의 입법과정

상원안이 통과되면서, 하원에서의 입법활동이 본격화되었다. 하원에서의 개혁

안은 쉐이즈와 미핸이 1998년과 1999년에 주도했던 법안을 모체로 삼고 있었는

데, 이 법안은 두 차례 모두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던 바 있었다.

따라서 산술적으로 볼 때, 쉐이즈 법안의 통과는 무난할 듯 보였다(Cochran,

2001b: 1641). 1999년의 경우 252 대 177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되었었다. 당시

민주당 의원 중 197명이 찬성했고 여기에 54명의 공화당 의원과 1명의 무소속

의원이 가세했었다. 이들 중 민주당 의원 182명, 공화당 의원 43명, 그리고 무소

속 1인이 107대 의회에서 여전히 현직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들이 지지 입장을

유지한다면 226표의 찬성표가 확보되고, 여기에 이미 지지를 선언한 13명의 초

선의원을 더하면 239표의 월등한 다수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다분히 산술적인 것일 뿐이었다. 1998년과 1999년의 법안은 입

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표결이 이루어졌었다. 상원에서의 부결이 확실시되었었

기 때문이다. 이제 상원이 이미 개혁법안을 통과시켰고, 대통령 역시 의회가 통

과시킨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었으므로 상황은 전혀 달라질 수 있었

다. 공화당 의원은 물론이고 민주당 의원들 중에도 개혁법안에 대해 심각히 재고

해야 할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Foerstel and Cochran, 2001: 776-778; Cochran,

2001a: 1365-1366).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경성자금의 한도를 인상하는 문제와 연성자금 금지의

문제였다. 상원에서 논의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경성자금의 한도를 인상하는

것은 공화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정치자금제도 개혁의 원칙

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를 우려했는데, 특

히 진보 코커스(Progressive Caucus)의 반대 여부가 관건이 되었다. 진보 코커

스는 민주당내 진보적 의원들의 단체인데, 54명의 회원이 소속되어 있었다. 진보

코커스는 경성자금의 한도 인상에 강력히 반대했으나 개혁법안의 통과에는 찬성

한다는 입장을 지니고 있었다(Cochran, 2001b: 1641-1643).

개혁법안의 핵심인 연성자금 금지에 대해서도 개혁 지지세력 내에 분열이 일

어났다. 연성자금의 원래 목적은 유권자 등록이나 투표 독려활동 등인데, 이 연

성자금이 금지될 경우 투표율이 하락할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위험을 가장 민

감하게 받아들인 것은 흑인 및 히스패닉 등 소수인종 집단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었다. 소수인종 유권자들은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유권자 등록이나 투표독려 등

정당조직 활동이 이들의 표를 동원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연성자금을 금지하

는 개혁에 의해 정당조직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으면, 이들의 득표와 재

선에도 악영향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다.

흑인 의원들의 모임인 흑인 코커스와 히스패닉 의원들의 모임인 히스패닉 코

커스는 107대 하원에서 각각 38명과 18명의 회원을 거느린 무시 못 할 존재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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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들은 연성자금의 금지 대신 규제를 주장하기도 했고, 선거관리체계의 보완

을 시급히 입법화할 것을 보장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Cohen, 2001: 1724-1728).

또한 민주당 중앙위원회(Democratic national Committee), 상원선거위원회(Democratic

Senatorial Campaign Committee), 하원선거위원회(Democratic Congressional Campaign

Committee)의 자금 중 15 퍼센트를 유권자 등록 및 투표독려 활동에 쓸 것을 보장

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Cochran, 2001c: 1674-1675).

한편 공화당 초선의원들도 관건이었다. 2000년 선거를 통해 107대 의회에 진

입한 공화당 초선의원들은 30명에 달했다. 이들은 정치자금 제도개혁에 대해 기

존 입장이 없었으므로 개혁 지지진영과 반대진영은 서로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

고 노력해야 했던 것이다(Cochran, 2001b: 1642-1643).

이러한 구도 때문에 개혁가들은 흑인, 히스패닉, 진보, 공화당 초선 집단 등

으로부터 보다 많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이들의 우려와 요구를 수용하여 법안

의 내용을 조정해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상원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한

도 내에서 이루어져야만 했다. 상원안과 하원안이 다를 경우 협의위원회를 거쳐

야 하고, 이렇게 되면 반대자들에게 개혁을 좌절시킬 수 있는 또 한번의 기회를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Cochran, 2001c: 1672-1677).

이를 고려하여 쉐이즈-미핸 법안(HR 2356)이 제출되었다. 이 법안은 맥케인

상원안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었고, 다만 앞의 이유에서 몇 가지 조건들이 추가

되었을 뿐이다. 우선 법안의 핵심인 연성자금 금지에 있어서, 쉐이즈 원안은 주

및 지반 정당이 정당조직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1만 달러 한도의 연성자금이

방송 광고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경성자금의 한도 인상에

있어서는 두 가지 변화를 담고 있었다. 하나는 경성자금의 한도 인상을 상원에

만 적용하여 하원 선거의 경성자금은 여전히 1천 달러로 제한한 것이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에 맞춘 조정은 상원과 하원 모두에 적용했다. 다른 하나는 독자적으

로 선거자금을 조달하는 부유한 후보를 상대로 맞은 후보의 경우 경성자금의 한

도를 인상하는 조항을 상원 선거에만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슈 지지 광고의

제한에 대해서는 쉐이즈 원안은 맥케인 법안과 동일한 내용이었지만, 규제의 대

상을 5만 명의 유권자가 청취하는 방송광고로 제한하는 추가규정을 만들었다.14)

쉐이즈 법안에 대해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고수했고, 다

수당이 누리는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개혁안의 통과를 저지하려 했다. 쉐이즈

법안에 대한 하원내 지지가 크고, 공화당 의원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지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공화당 지도부는 개혁 지지세력의 분열을 유도하는 전략

을 택했다. 즉, 공화당의 대안적 개혁안을 제출하여 쉐이즈 안과 경합하게 만들

었던 것이다. 이를 통해 쉐이즈 안에 미온적 지지를 보내고 있거나 개혁의 결과

에 우려하고 있는 유동표를 흡수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14) 이러한 차이들은 입법과정을 거치면서 본회의의 마지막 단계에서 수정되어 상원안과

동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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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지도부의 대안적 개혁안은『네이-윈』법안(Ney-Wynn bill: HR 2360)

으로, 하원 관리위원회 위원장인 네이(Bob Ney, R-Oh.)와 흑인 의원 모임(Black

Caucus)의 윈(Albert Wynn, D-Md.)이 공동 제안했다. 이 법안은 핵심은 다음

두 가지였다. 하나는 연성자금을 금지하지 않고 제한한다는 것이다. 즉, 중앙당

에 대한 연성자금을 연간 7만 5천 달러로 한정하고, 주 및 지방당에 대한 연성

자금은 규제하지 않으며, 이 연성자금은 유권자 등록과 투표독려 활동에만 사용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경성자금의 한도를 인상하지 않는 것이다.

두 조항 모두 정치자금 제도 개혁에는 찬성하지만 연성자금의 전면 금지나 경성

자금 한도의 인상이 가져 올 부작용을 우려하는 기존 개혁 지지표를 겨냥한 것

이다(Cochran and Foerstel, 2001: 1573-1575). 특히 흑인이나 히스패닉 등 소수

집단을 대표하는 의원들과 공화당 초선의원들이 주 공략대상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상원안과의 격차 때문에 개혁법안은 다시 한번 사장될 가능성이

높았다.

두 법안에 대한 본회의의 심의는 입법력(Calendar)에 따라 7월 둘째 주에 시

작되었다. 드디어 10여년을 끌어 온 정치자금 제도개혁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리

라는 기대가 높은 가운데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법안의 내용과는 외양상

전혀 무관한 입법절차와 규칙을 둘러싼 격렬한 대립 속에 법안은 다시 한번 좌

초될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15)

하원의 입법과정의 특성 때문에 하원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은 운영위

원회(Rules Committee)에서 논의와 표결의 규칙을 정하게 된다. 쉐이즈 법안에

대해서도 운영위원회에서 규칙을 정하게 되었는데, 쉐이즈 측은 상정된 14개의

수정안을 하나로 묶어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개별적으로 표결할 경우, 대단

히 복잡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각 수정안의 표결 결과에 따라 개혁법안 전

체의 지지에 금이 갈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쉐이즈의 기대와는 달리 운영

위원회는 원안에 대한 모든 수정안에 대해 개별적으로 논의, 표결하도록 결정했

다. 하원의장 해스터트(Dennis Hastert, R-Ill.) 등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쉐이즈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거나 최소한 내용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입법절차상의 규칙

을 동원하려 했던 것이다.

쉐이즈와 개혁 지지세력은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고, 공화당내 일부 의원

들까지 이 규칙이 불공정하고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 상황에서 해스터트는 타

협안을 제시했다. 14개의 수정안을 하나로 묶어 처리하되, 공화당 법안의 제안자

인 네이로 하여금 하나의 수정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네이의

수정안이 개혁법안에 대한 지지를 분열시킬 독소조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

단한 개혁 지지자들은 해스터트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개혁법안

의 통과를 진두지휘한 민주당 원내총무 게파트(Richard A. Gephart, D-Mo)는

15) 이 과정에 대해 Cochran(2001c: 1672-1677)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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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스터트의 타협안을 받아들이기 이전에 네이 수정안의 내용을 밝히고 이를 민

주당 의원총회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해스터트가 이 요구를 받아들이

지 않으면서 양측의 타협은 결렬되었다.

이렇게 되자 쉐이즈와 민주당 지도부는 개혁안에 대한 심의를 거부하기로 선

택했다. 운영위원회의 규칙 하에서 14개의 수정안에 대한 개별 심의를 할 경우,

개혁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들은 운영위의 규칙을

무효화하도록 표결을 요구했고, 당파적이고 감정적인 표결에서 228 대 203으로

승리했다. 1명을 제외한 민주당 의원 208명 전원이 규칙 무효화에 찬성했고, 중

도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19명의 공화당 의원과 무소속 의원 1인이 이에 가담했

다.

이 승리는 해스터트를 비롯한 공화당 지도부에게 충격적인 것이었다. 해스터

트는 하원의장 재임 2년 만에 하원 입법절차에 관한 자신의 규칙이 거부당하는

치욕을 겪은 셈이다. 그러나 개혁법안 지지자들에게도 이러한 상황 전개는 암담

한 것이었다. 법안에 대한 심의가 중단되어, 언제 다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해스터트와 공화당 지도부의 태도로 미루어

107대 의회 회기 내에는 다시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Cochran,

2001c: 1672-1677). 실제 해스터트는 “쉐이즈 법안을 자발적으로 본회의에 다시

상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Foerstel, 2002a: 168). 이는 곧 정치자금 개혁이

또 다시 무산되는 것을 의미했다.

하원 입법과정의 미로 속에 좌초된 개혁법안을 부활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들이 검토되었다. 예컨대, 상원의 개혁 지지자들은 이미 통과된 상원안을 지

출법안처럼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법안에 결합시켜서 하원에 송부할 수도 있

다고 제안했다. 이는 실현하기도 어렵거니와, 지금까지 하원의 입법활동을 무위

에 그치게 만들고 하원의 위상을 추락시킬 위험이 있었다. 심지어 쉐이즈는 해

스터트가 쉐이즈 법안을 본회의에 다시 상정시키지 않을 경우 다른 법안들에 대

한 규칙도 거부하는 극단적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는 하원 의장 및 공화당

지도부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반란으로 그 부작용이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Cochran, 2001d: 1760).

결국 마지막 가능성은 쉐이즈 법안에 대한「송출 청원」(discharge petition)

이었다. 송출청원이란 위원회가 아무런 심의를 하지 않은 채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있는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하원의원 과반수, 즉

218명의 서명을 요한다. 송출청원은 가장 어려운 입법 수단 중 하나이다. 이 규

정이 만들어진 1931년 이래 548건의 송출청원이 시도되었으나 단지 46건(8 퍼센

트)만이 과반수의 서명을 얻는데 성공했다. 1967년 이래에는 단지 12개만이 성공

한 바 있다(Naresh, 2002: 170).

쉐이즈 법안의 지지자들은 곧 송출청원에 대한 지지를 규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를 위한 218명의 서명을 받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과제였다. 해스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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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규칙을 거부한 218명의 의원들 중 개혁법안에 미온적 지지를 보내고 있던 의

원들의 경우, 이 법안이 입법과정의 복잡한 규칙 속에서 사장되기를 원하기도

했다. 더욱이 민주당 의원 전원이 서명한다고 해도 10명 정도의 공화당 의원이

서명해야 하는데, 공화당 의원들에게 이는 대단히 곤란한 일이었다. 개혁법에 적

극 찬성하는 공화당 의원이라도, 송출 청원에 대한 서명은 다시 한번 하원 지도

부에 대한 반란으로 받아들질 위험이 있다고 인식했다. 더욱이 하원 지도부가

반대하는 법안을 위해 송출 청원까지 함으로써 하원을 운영하는 주도권을 민주

당에게 넘겨주는 정치적 결과가 우려되기도 했다(Cochran, 2001: 1760-1761).

예상대로 쉐이즈 법안의 송출 청원을 위한 서명 작업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

았다. 더욱이 세출 법안에 대한 심의에 하원이 몰입하게 되면서, 개혁가들의 노

력에도 불구하고 개혁법안에 대한 관심은 점차 줄어들게 되었다. 송출 청원에

대한 서명이 10여 개 부족한 상태에서, 정치자금개혁이 이번에는 하원에서 좌초

될 위기에 빠진 것이다.

개혁의 불씨를 살린 것은 뜻밖의 우발적 사건이었다. 반년 뒤인 2002년 1월

초, 에너지 산업의 대기업 엔론(Enron)사가 파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엔론사의

불법행위와 회계부정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엔론사와 회계법인 앤더슨(Anderson)

사가 그간 거액의 연성자금과 PAC자금을 정치권에 기부해 왔음이 밝혀졌다. 한

공익단체(Center for Responsive Politics)의 조사에 따르면, 1990년 이래 엔론사

는 양당에 3백 6십만 달러의 연성자금을 제공해 왔고, 이 중 4분의 3이 공화당

에 제공되었다(Foerstel, 2002a: 169). 또한 현역 의원들 중 187명의 하원의원들

과 71명의 상원의원들이 1987년 이래 백만 달러 이상의 기부금을 엔론사의 PAC

으로부터 제공받았다. 나아가 2000년 대선 기간 동안 엔론사의 PAC은 부시 후

보에게 11만 4천 달러를 기부했고 부시의 취임행사에도 10만 달러를 기부했음이

드러났다.

엔론사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한 행위가 불법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그 정치

적 파문은 파괴적일 수 있었다. 회계감사를 강화하려는 법안이 2000년에 의회에

서 부결되었던 책임론이 제기되기도 했고, 엔론사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대통령

과 그 측근들 및 의원들의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되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

기도 했다. 심지어 양당 선거위원회는 엔론사로부터 수수한 연성자금을 엔론사

종업원을 위한 기금에 반환하기까지 했다(Foerstel, 2002a: 169). 이와 같이 엔론

사건은 기존 정치자금제도의 폐해를 크게 부각시키고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

력히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언론과 여론의 의혹과 비판 속에서 정치자금 제

도 개혁의 부담이 하원에 집중된 것이다.

엔론의 파문 속에서 쉐이즈 법안은 극적으로 회생했고, 강력한 추진력을 얻

었다. 수일 동안 송출 청원에 대한 서명이 줄을 이어서, 2002년 1월 24일에 마지

막 218번째 서명이 이루어졌다. 이로써 쉐이즈 법안이 반년 만에 다시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의외로 송출 청원에는 20명의 공화당 의원이 서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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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만큼 하원 내에서 개혁안에 대한 지지는 충분했던 셈이다.

개혁안이 강력한 추진력을 지니게 되고 송출 청원이 성공한 뒤의 입법과정은

별다른 반전이 없이 예정된 경로대로 진행되었다.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공화당

지도부는 쉐이즈 법안에 중대한 수정안을 첨가시키려는 마지막 노력을 집중했

다. 하원안을 상원안과 크게 다르게 만듦으로써 협의위원회가 필요하도록 하고

협의위원회에서 개혁법안을 결렬시키려는 의도였다(Foerstel, 2002b: 393-395).

그러나 송출 청원에 성공할 정도로 대세는 쉐이즈 법안으로 기울어 있었다. 2월

14일의 마지막 표결에서 쉐이즈 법안은 240 대 189의 완승을 거두었는데, 무려

41명의 공화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입법과정의 마지막 장애물은 상원에서도 발생할 수 있었다. 하원안(HR 2356)

에 대해 상원이 중대한 차이를 발견할 경우, 양원안은 협의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수당이 바뀌어 상원 입법과정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된 민주당 지도부는 조속히 하원안을 받아들여 개혁입법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

다(Nather, 2002: 527-530; Foerstel, 2002c: 636-637). 3월 20일의 마지막 표결에

서 상원은 60 대 40으로 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부시 대통령 역시 며칠 후(3월

27일) ‘악법’이라는 비난과 함께 법안에 서명했다(Foerstel, 2002d: 868-869).

VI. 정치자금 제도 개혁의 평가

2003년 12월 11일 대법원은 맥케인-파인골드 선거자금법(McCain-Feingold

Campaign Finance Law)에 대한 위헌 심사에서 5:4의 합헌 판결을 내렸다. 연성

자금에 대한 금지와 선거기간 이슈지지 광고에 대한 규제의 양 조항 모두가 합

헌이라고 선언함으로써 개혁가들의 손을 들어주었던 것이다. 이로써 개혁을 반대

했던 공화당 지도부를 비롯하여 이익집단들과 보수적, 자유지상주의적(libertarian)

단체들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법적 도전은 패배했다. 30년만에 정치자금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어렵게 이루어진 2002년의 정치자금 제도 개혁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아직 개혁이 제대로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고 개혁의 효과가 드러나지

않았으나, 개혁의 의미와 내용, 그리고 정치적 효과에 대해 다음 몇 가지 이른

평가를 해 볼 수 있다.

먼저 이 개혁의 내용에 대해 평가해 보자. 정치자금제도의 개혁 요구는 1970

년대 개혁의 부작용, 허점, 문제점들로부터 나왔다. 앞에서 논의했듯이, 가장 중

대한 문제점은 PAC과 이익집단의 영향력이 오히려 증대되었다는 점, 현직자의

이점이 강화되었다는 점, 선거비용이 급증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제도적 해결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규제되지 않는 막대한 자금이 가능하다는 점

이다.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1980년대부터 개혁의 필요성이 인식되었고,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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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가 확산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은 이미 제안되어 왔다. PAC을 금지하거나

PAC의 기부 총액을 규제하는 등 PAC에 대한 규제 방안, 후보의 지출 한도를

제한하는 방안, 대통령선거와 같이 의회 선거에 대한 전면적 선거공영제, 혹은

자발적 선거공영제, 혹은 방송광고의 무료 또는 저가 제공 등의 방안들이다. 이

러한 방안들은 기존 제도의 문제점들을 상당 부분 해결해줄 수 있는 근본적 개

혁방안이라고 평가된다.

2002년의 개혁은 연성자금과 이슈 지지 광고에만 초점을 두었다. 규제되지

않은 돈의 영향력을 해결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모르

나, 이익집단의 영향력이나 현직의 이점, 그리고 선거비용의 증가 문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극히 부분적인 개혁인 것이며, 개혁이라기보다는 정비

(overhaul)에 가깝다. 원래의 목표로부터 상당히 유리된 것이다.

개혁의 결과에 대해서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연성자금과 이슈지지 광고의 규

제로 인해 정당의 힘이 약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1990년대 들어 정당의 힘이 강

화되는 데는, 정당의 자원이 증대되고 이를 통해 선거에서의 역할이 커진 것이

크게 작용했다. 연성자금은 그 주요한 통로였다. 이에 대한 규제는 정당의 자원

을 제한하고, 선거에서의 역할을 위축시키고, 궁극적으로 정당의 약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는 결국 의회와 정부 내의 권력의 분산을 초래하여 국가의 약화로 귀

결될 수 있다.

한편 사회집단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상반된 평가가 가능하다. PAC에 대한

아무런 규제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규제되지 않은

자금이 금지된 것은 전반적으로 사회집단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다. 특히 풀뿌

리 집단들보다는 기업과 노조 등 대형 단체들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다. 반면

에 정당으로 조달되던 막대한 연성자금이 사회집단이나 PAC으로 흘러 들어가서

이들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될 수도 있다. 요컨대 2002년의 정치자금제도 개혁은

사회집단의 힘을 약화시키는 데에는 불분명한 결과를 가져오겠으나 정당의 힘은

충분히 약화시키는 정치적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개혁의 의미를 미국 정치개혁 전반의 흐름에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200여 년간의 미국의 정치사는 정치개혁의 역사로 파악할 수 있다.

건국과 헌법 제정에서부터 잭슨 민주주의, 남북전쟁과 재건(Reconstruction), 포

퓰리즘, 1896년 체제, 혁신주의(Progressivism), 뉴딜, 1970년대의 개혁과 오늘날

에 이르기까지 정치개혁과 사회개혁이 끊임없이 이어져 온 역사인 것이다.

이러한 정치개혁의 전개과정은 두 가지 시각에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는 이

를 참여 민주주의 실현과정으로 진화론적으로 보는 것이다. 건국 초기의 연방주

의와 반연방주의간의 대립 당시에서부터, 정치과정에 대한 대중의 참여와 통제

를 확대하려는 참여 민주주의적 이상론과 효율적 정부를 위한 대의 민주주의적

현실론이 대립되어 왔고, 이 같은 대립이 현대에 이르러 참여 민주주의적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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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승리로 나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16)

반면에 주기론적 해석도 가능하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개혁과

제도 개혁이 이루어졌고, 이 개혁의 부작용이 쌓이고 개혁에 대한 반작용이 힘

을 얻으면서 또 다른 정치 개혁이 이루어졌던 것이다.17) 1970년대 민주당 개혁운

동에 학계대표로 직접 뛰어들었던 크로티(William J. Crotty, 1977)는 개혁의 주기

를 “문제 1 → 위기 → 개혁 → 반작용 → 문제 2”의 단계로 모형화한 바 있다.

즉, 오랜 기간동안 다수의 주의를 끌지 않은 채 지속되던 문제들이 특정 시점에

극적인 사건들에 의해 문제로 인식되고 개혁운동의 대상이 되며, 성공적일 경우

문제의 해결책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개혁 자체의 예기치 못한 효과와 집행단계

부터 시작되는 반개혁 시도로 인해 개혁은 처음의 목표에 이르지 못하고 여전히

문제가 지속되거나 새로운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는 다시 오랜 기간동안 잠복

된 문제로 남게 되고 극적인 사태에 의해 새로운 개혁주기가 시작된다는 것이

다.

이 같은 순환론과 진화론의 두 시각은 근본적으로 모순 되는 것이지만, 1970

년대 이래 미국정치제도의 변화 방향에 있어서는 크게 상충되지 않는다. 미국

민주주의 전반의 발전과정에 있어서는 “참여 확대“의 방향임과 동시에, 국가의

힘을 제한한다는 면에 있어서는 1970년대까지의 개혁에 대한 반작용인 것이

다.18)

2002년의 정치자금 제도 개혁의 의미도 이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한편으

로는 기존 제도의 허점과 문제점을 개선하고 선거 및 정치과정에 대한 돈의 영

향력을 축소시킨 개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당을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

국가의 힘을 제한하는 개혁인 것이다. 보다 부정적인 시각에서는, 1970년대 이래

추구되어 왔던 정치자금개혁의 에너지를 증발시키면서 문제의 본질을 왜곡시킨

반개혁(anti-reform), 혹은 유사개혁(pseudo-reform)이라는 평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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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of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U. S. political system is that political

parties are weak both at organizational and electoral level. As a result, it is

the appeal of an individual candidate, rather than his party, which matters in

an election. This leads to the problem ofpolitical money: as candidates
need more campaign money, they become dependent upon bigger

contributions from interest groups which may have the intention of buying

political influence accruing from their money. For this reason, the need to

regulate the flow of political money has been widely recognized. FECA in

the 1970’s was a major effort to reform existing practices of campaign

contribution. Although it has succeeded in securing transparency of campaign

contribution practices, FECA has brought more serious problems and

loopholes of its own: the size of contribution from a few rich individuals,

PACs, corporations, and unions has been getting bigger and bigger, which

implies that their political influence has become stronger. The effort to

reform FECA has continued since 1980’s, finally come to fruition in the 2002

Campaign Finance Overhaul Act. This study analyzes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is act, focusing on i) how actors perceived problems in campaign

finance practices; ii) what were the interests of various actors; iii) what

options they pursued; iv) how this affected final outcome of the process; and

v) what will be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the reform. I will suggest that

this reform shows typical dynamics of political reform in American political

system, where the original goals and targets are compromised and distorted

in the maze of legislativ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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