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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제 104대(1995. 1-1997. 1) 미국연방의회에서 의회내 

부의 개혁을 명분으로 추진하여 공식화된 변화의 배경， 경과 및 내용을 

논의하는 데에 있다. 

제도로서의 의회는 구성원인 의원들이 교체되고 의회의 제반 환경이 

달라지면서 접진적으로 변한다. 그런데 의회개혁이라고 말할 때는 의회 

가 점진적인 적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명백히 의도적으로 또한 적극 

적인 노력에 의하여 초래된 변화를 가리킨다. 다른 종류의 제도개혁과 

마찬가지로 의회개혁은 적어도 그것을 추진하고 이에 동조하는 행위자 

들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결함과 문제점을 안고 있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도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가치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물론， 

어떤 개혁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보면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 될 것으로 

예상될 수 있다. 개혁의 실제 결과는 의도와 달리 개악이 될 수 도 있 

고， 어떤 경우는 단기적으로 개선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원상으로 되 

돌아가거나 개악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 말 

하는 개혁은 문제상황의 시정을 명분으로 집줍적으로 경주되는 노력을 

가리 킨다는 것 이 다1) 

1) Roger H. Davidson, “The Emergence of the Postreform Congress," R. H. Davidson 
(ed.), The Postreform Congress (New York: St. Maπin’ s， 1992), p. 8; C. Law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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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 의미의 의회개혁은 의회 내부의 조직적 구조와 운영 절차를 

개선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이와 같이 내부 조직과 운영에 초점을 맞 

추어 규정되는 의회개혁 개념은 의회재조직 Oegislative reorganization) 

과 동의어로 간주된다.2) 그렇지만 의회개혁의 범위를 보다 넓게 파악할 

수도 있다. 즉 의회가 그 외부의 환경에 속하는 세력 및 요소와 상호작 

용하며 작동하는 측면까지 고려하면 선거자금이나 이익집단의 로비활 

동에 관련된 개혁을 도외시 할 수 없다. 그런데 여기서의 논의는 광의 

의 의회개혁보다는 의회의 내부 구조와 절차에 관련되는 통상적 의미의 

의회개혁을 대상으로 한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의장의 권한， 상임위원회 

의 조직과 운영， 본회의에서의 심의 절차를 중심으로 변화를 다룬다. 

의회 내부의 조직과 절차를 변경하는 것은 누가 더 많은 권력을 갖고 

법률 등 공공정책의 실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주는가를 규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의회에서 모든 의원들이 공식적으로는 동등하게 X표를 

행사한다.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 의회는 의원별로 자원과 권한의 차이 

가 있도록 조직， 운영된다. 그런데 의회개학은 이것에 의미있는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를테면 다수당 지도부의 권한이나 상임위원회 위원 

장의 권한을 강화 또는 약화시킨다. 또한 의회개혁을 통해서 의사절차 

가 변경되어 논의되는 주요 의제와 쟁점 그것에 대한 심의와 의결 방 

식에 변화가 초래되기도 한다. 따라서 의회개혁의 연구는 매우 역동적 

인 의회과정 탐구에 있어서 필수적인 일부인 것이다. 

최근의 10여 년을 돌이켜 볼 때 미국연방의회와 관련하여 최대의 변 

화는 1994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하게 된 

사태일 것이다. 하원에서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 104대 의회에서 다수당 

이 된 공화당은 그 이후 2002년 중간선거에 이르기까지 거듭되는 선거 

승리를 통해 적어도 제 108대 (2003-2005) 시기에까지 그 지위를 계속하 

Evans and Walter ]. Oleszek, Congress Under Fire (Boston: Houghton Mifflin, 
1997, p. 3; Leroy N. Rieselbach ,. Congressional R강'onn: The Changing M odem 
Congress (Washington, D.C.: Congressional Quarterly Press, 1994), p. 46 

2) Evans and Oleszek (1997) ,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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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유지하게 된다. 상원의 경우에도 공화당이 8년 만에 제 104대 의회에 

서 다수당이 되고 나서는 채 107대 (2001-2003)만을 제외하고 줄곧 다수 

당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1970년대에 이루어진 일련의 의회개 

혁 이후 가장 최근의 중요한 의회개헥은 제 104대에서 실행되었다. 이런 

점에 비추어， 저11104대 의회에서 공화당이 성취한 의회개혁은 많은 주목 

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 논문은 제 104대 하원에서의 내부개혁을 주로 다루고 상원에서 이 

루어진 개혁은 주변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 이유는 명백하다. 상원보 

다는 하원에서의 개혁이 속도와 범위에 있어서 훨씬 극적이며 광범위하 

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 104대 의회의 경우에는 미국연방 정치에서 하원 

이 상원보다 더욱 부각되었다. 주지하다시피 상원의 내부 권력구조는 

전통적으로 의원간에 대등한 것이 특징이다. 상원 내부의 권력분포가 

변화된 점이 없지는 않았으나 그 변화가 현저하지 않았다. 상원에서 의 

사절차 등 제도개혁은 하원의 경우보다 용이하지 않다. 상원 규칙의 변 

화는 60인의 찬성을 받아 이루어지는 의사진행방해발언(filibuster)의 종 

결 (cloturel보다도 더 어렵다。 규칙은 재적의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67 
인 이상의 찬성을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상원은 제도적 변화보다는 지 

속성이 더욱 강한 편이다，3) 

3) 제 104대 상원에서 공화당 의원총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원총회 규칙을 채택하였 

는데， 이것은 상원 전체의 규칙이 아니라 원내다수당의 규칙을 변경한 것이었다 물론， 

이러한 변경은 상원의 운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공화당소속 위원장이 

나 위원회 선임위원의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고， 위원회소속 변경 이후 다시 복귀하는 
경우 그 이전의 선임자 지위를 다시 요구할 수 없으며， 해당 위원회소속 공화당 의원 
들이 무기명 투표로 위원장 내정자를 선출하고 공화당 의원총회에서 다시 무기명 투 
표를 거쳐 승인 받아야 하며， 기소된 의원이 위원장인 경우 그 직책을 사임해야 한다 

는 것 등이다. 이러한 변화는 위원장의 권한을 제약하고 의원총회와 정당지도부의 권 
한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Evans and Oleszek (1997), pp. 152 • 156; 1994년 이후 
상원에 대한 개관으로서는 Norman ]. Omstein, Robert L. Peabody, and Oavid W 
Rohde, “The U.S. Senate: Toward the Twenty-First Centuη，" Dodd and Oppenheimer 
(eds,), Congress Reconsidered, 6th ed. (Washington, D.C.: Congressional Quarterly, 
1997), pp. 1-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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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의회개혁의 배경 

1. 쩨 103[H 민주당져배 사꺼의 재혁 높에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법률 및 공공정책을 형성하는 의회는 그 기능 

수행에 있어서 나타나는 민의대응성 (responsiveness: 대표성， 민주성)과 

효과성 (effectiveness)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런데 의원 자 

신들이나 그들을 선출한 일반유권자들 상당수가 의회의 기능수행에 불 

만을 갖고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하면서 의회개혁의 요구와 압력이 증폭 

한다 따라서， 대의민주 정치체제에서는 주기적으로 의회개혁의 필요성 

이 논란을 벚고 의회개혁을 위한 실제의 시도가 이루어지는데 이 점에 

서 미국연방의회는 예외가 아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하여 주로 1970년대에 일련의 의회개혁이 이 

루어졌다. 이 개혁은 대체로 이 글에서 후술되는 바와 같이 위원장의 

권한의 일부가 소위원장 수준으로 하향 분산되는가 하면， 다른 일부는 

정당지도부의 권한 강화로 또한 약화되는 특정을 갖고 있었다. 물론， 

1980년대에 와서는 정당지도부로 권한이 집중되는 경향이 더욱 두드러 

진 결과로 나타났다.4) 그런데 1980년대 연방의회는 1970년대에 비하여 

개혁을 위한 적극적 시도가 드물어 비교적 평온하였다.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 연방의회는 거센 개혁요구에 다시 직면하 

게 되었다. 의회는 경제， 특히 재정적자 문제의 해결에 무력했고 의료， 

범죄， 마약， 교육 등 당대의 주요 정책쟁점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정책 

4) Roger H. Davidson and Walter J. Oleszek, Congress Against Itself (Bloomington: 
lndiana University Press, 1977; Leroy N. Rieselbach, (1994); David Rohde, Parties 
and Leaders in the Postr，ζform House (C!ù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1); 
Steven S. Smith and Christopher Deering, Committees in Congress, 2nd ed. 
(Washington, D.c.: Congressional Quarterly, 1997), pp. 33 • 47; 백창재， “‘미국적’ 정치 
제도의 장래1: 제도개혁의 정치적 결과미국학 제21집~ (서울대 미국학연구소， 

1998), pp. 1-33 



미국 처11104대 연방의회에서의 내부개혁 93 

형성에 실패하였다. 게다가 의원들은 금전과 개인적 비행에 관련된 추 

문으로 위신이 대거 실추하였다. 제102대 시기(1991-1993)인 1991년 9 

월 하원은행 스캔들이 폭로되었다. 의원들이 하원 구내의 은행에서 예 

금액 이상을 다반사로 인출하였는데 은행측은 부도난 수표에 대하여 벌 

금 부과나 다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또한 의원들이 

정치자금의 개인적 사용을 위해 하원 우체국을 활용하는 실태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공개되었다. 이는 의원들이 재정문제에 대하여 무책임하 

고 부패한 이미지를 확산시켰다. 연방의회에 대한 일반 시민의 지지와 

신뢰는 1980년대 중반 이후 1990년대 초까지 계속하여 하락하였다. 이 

것은 대법원이 비교적 일정하게 시민들로부터 높은 수준의 지지와 신뢰 

를 얻는 것과 큰 대조를 보였다. 의회에 대한 지지와 신뢰는 대통령의 

경우와 비교해서도 낮은 수준이었다，5) 

의회가 민의에 둔감하고 정책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 

다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하원의 소수당인 공화당은 민주당이 하원을 

불공정하고， 비효율적이며， 부패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 

판했다. 이를테면， 제102대 하원에서 아이오아주 출신 너슬Uim Nuss]e) , 

펜설베니아주 출신 산토럼(Rick Santorum) 오하이오주 출신 베이너 

Uohn Boehner)를 포함한 7인의 공화당 초선의원들은 7인의 갱 (Gang 

of Seven)이라고 알려진 비공식적 조직을 결성하고 의원특전의 철폐를 

비롯한 의회개혁을 주창했다. 공화당은 1992년 11월 선거에서 의회개혁 

을 쟁점으로 제기하고 공화당 세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였다 6) 

민주당 측에서도 의회개헥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적지는 않 

았다. 특히， 상원에서는 오클라호마주 출신의 보렌(David Boren) 민주 

당 의원과 하원에서는 인디 애나주 출신 해밀턴(Lee Hamilton) 민주당 

5) John R. Hibbing and Elizabeth Theiss-Morse, Congress As Public Enemy: Public 
Attitudes Toward Ameriam Political Institu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95), pp. 31-36. 

6) Evans and Oleszek (1997) , pp. 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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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이 그와 같은 인물이었다. 이 두 의원은 1991년 6월에는 하원， 그리 

고 8월에는 상원에서 의회운영을 21세기의 필요에 부합하도록 현대화 

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의회 조직과 절차의 개혁을 검토하기 위 

한 의 회 조직 양원 합동위 원 회 (Joint Committee on the Organization of 

Congress) 구성안을 양원에 각각 제안하였다 이 위원회는 결국 구성이 

되기는 하였지만 의회개혁안은 1992년 11월 선거 이후에나 숙의하기로 

미루어졌다가 제 102대 의회에서는 사실상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였다.7) 

제 103대 의회(1993-1995)에 와서 의회조직양원합동위원회가 활성화 

되었다. 이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검토된 개혁안을 개괄적으로나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제104대 의회에 와서 공식적으로 채택된 의 

회개혁 조치들이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민주당 지배 시기 

에 구상， 제기되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의회조직양원합 

동위원회는 의장의 권한， 위원회 조직과 운영， 본회의 심의， 의회의 성 

실청렴성(integrity) ， 예산과정， 의회 자원과 대행정부 관계 등에 관한 

다양한 현안을 검토했다. 

개혁론자들은 위원회 소관사항이 상호 중복되고 새로운 시대적 요구 

에 부응하도록 적절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 일관된 정책형성이나 위원 

회 중심의 의안심사를 어렵게 하고 위원회활동에 대한 의원개인의 책임 

성을 확보하기도 용이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위원회 소관의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이러한 주장은 많은 논쟁을 야기하였는데 특히 기존 위원장 

들이 개혁론자의 주장에 반대하였다. 위원회 개혁안은 그 외에도 위원 

회정원 축소， 의원 1인당 소속위원회 수의 제한， 위원회보좌직원 수의 

감축， 대리투표(proxy voting)제도 폐지， 위원회의 소속정당별 분포가 

논의되었는데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서 다수당과 소수당의 이견이 드러 

났다. 본회의에서의 심의절차와 관련하여 공화당은 수정안의 제안과 심 

의를 더욱 개방적으로 하자는 입장을 강조하였고， 의사일정 작성에 있 

어서 예측가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의회에 대한 

7) Evans and Oleszek (1997), pp. 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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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향상시키는 방안으로서는 성희롱과 같은 의원 

윤리시비에 대한 심사에 의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이 참여하도록 하는 

안， 노동고용법을 포함한 다양한 작업장법을 의회에도 동일하게 적용하 

는 안 등이 논의되었다. 예산과정 개혁과 관련해서는 균형예산 헌법수 

정안과 의회의 지출승인에 대한 대통령의 취소권한이 다루어졌다. 아울 

러， 의회보좌직원의 총수를 축소하고 정당별 배분을 조정하는 안도 검 

토되었다.8) 

공화당과 민주당， 그리고 위원장과 평의원 사이에 이견이 심한 개혁 

조치들에 있어서는 의회조직양원합동위원회 단계에서 이미 합의가 불 

가능했다. 그렇기 때문에 1993년 11월에 이르러 이 위원회에서 윤곽이 

정해진 의회재조직법안은 위원회 소관의 재조정， 대리투표제도 폐지와 

같은 방안을 포함하지 않았고 소위원회 수 축소， 위원회 배정 제한， 보 

좌직원수 감축 등 당초보다 개혁의 폭이 축소된 것이었다. 이 법안은 

1994년 2월에 정식 발의되고 하원의 규칙위원회， 상원의 규칙행정위원 

회에서 각각 심사가 개시되었다. 상원의 경우에 6월에 본회의에 보고되 

었으나 섬의절차를 거치지 못하였으며 하원에서는 9월에 규칙위원회 

단계에서 이미 양당합의가 실패하여 본회의에 보고조차 되지 못하였다. 

결국， 11월 선거 전에 의회개혁 입법은 처리되지 못하였다.9) 

제 103대 연방의회에서 의회개혁이 성취되지 못한 원인은 무엇보다도 

다수당인 민주당에 있었다. 우선 민주당 지도부가 개혁 의지를 갖고 있 

지 않았다. 제 102대 의회 시기에 연이은 스캔들로 말미암아 의회에 대 

한 비난 여론이 비등함에도 불구하고 폴리 (Thomas S. Foley) 의장은 

의회개혁을 검토하기 위한 양원합동위원회 구성을 망설였다. 1992년 11 

월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폴리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개혁의 

지를 천명하지 않았다. 제 103대 의회가 개원한 이후에도 민주당 지도부 

는 자당 소속 의회개혁론자들을 지원하지 않고 뒷전에 머물렀다. 하원 

8) Evans and Oleszek (1997), pp. 56 • 68 
9) Evans and Oleszek (1997), pp. 6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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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와 다를 바 없이 상원에서도 미첼(George MitchelD 민주당 원 

내총무는 의회개혁 방안에 열의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서 의회조직양원합동위원회가 합의에 도달하기는 어려웠다. 정당 지도 

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가진 것은 근원적으로 볼 때 민주당의 대다수 의 

원들이 개혁의 펼요성을 절실히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장기간의 

다수당 지위에 익숙해진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의회의 안팎에서 고조되 

는 의회개혁 요구와 압력에 안이하게 대처하였다. 위원장들은 다수당의 

입법의제 성취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의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나 

심의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위원회 소관의 재조정에 반대하였다. 

의회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민주당 의원총회는 분열되어 있었고 지도 

부의 지도력도 부족했다. 게다가 소수당의 발언권을 강화할 여지가 있 

는 개혁조치에 대하여 다수당의 부분적인 양보마저 불가능해지면서 양 

정당을 교차하는 개혁연합이 형성될 수 없었다.10) 

2. 제 103왜 "1게까지의 깅리차 

제 104대 하원에서 실행된 의회개혁의 추진 주체로서 깅리치 (Newt 

Gingrich) 의 원의 주도적 인 역 할을 중시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공화당 

지도자로서 의회개혁 목표에 헌신하고 매우 적극적인 리더쉽을 발휘하 

여 그 목표를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이다. 

깅리치는 제96대(1979-1981) 연방의원을 선출하는 1978년의 중간선거 

에서 초선 하원의원으로 당선되어 강경보수의 새 인물로 부각되기 시작 

하였다. 제98대 의회(1983-1985) 초기에 깅리치는 보수주의기회실현모 

임 (Conservative Opportunity Society)이라는 소장파 공화당 의원들의 

비공식 조직을 결성하였다. 이 집단은 양당의 기성 지도자들에 도전하 

는 게릴러 기지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여기서는 장차 “미국과의 

10) Evans and Oleszek (1997), pp. 51 ~56; 7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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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Contract with America)이라고 불리는 정책공약 패키지에 포함될 

많은 쟁점들， 즉 의회개혁과 하원규칙개정， 균형예산 헌법수정안， 항목 

별 거부권 등이 논의되었다. 당시에 깅리치는 유선-위성공공문제방송망 

(C-SPAN)으로 중계되는 산회 직전의 특별자유발언(special order 

speech)을 활용하여 자신의 정책의제를 집요하게 공론화하였는데， 1984 

년 5월에는 민주당 지도부의 하원운영을 맹공격하여 오닐(τhomas P. 

0 ’N리11 ， Jr.l 의 장을 격 분시 킨 사건(camera-gate)이 발생 하기 도 하였 

다.11) 

깅리치는 선거승리를 통해 하원에서 만년 소수당인 공화당의 입지를 

강화하는 방안도 집요하게 모색했다. 1986년에 깅리치는 주나 지방선거 

에 출마하는 공화당 후보자들에게 자금과 선거운동 지원을 위해 독립적 

으로 1979년에 결성된 바 있었던 정치행동위원회 (GOPAC)의 최고 지도 

자가 되었다. 깅리치는 이 조직을 통해서 공화당 후보자들이 연방직에 

출마하도록 고취하였는데 1980년 말 이후 공화당 초선의원들 가운데는 

깅리치의 직접， 간접적 도움을 받은 정치인이 많게 되었다 12) 

제 100대 의회(1987-1989)에서 깅리치는 5선 의원이었으나 상임위원 

장， 소위원장은 물론 중하급 지도자의 직책조차 갖지 않았던 평의원이 

었다. 그런데 그는 라이트(찌m Wright) 의장의 윤리문제를 주도적으로 

제기하여 마침내 그로 하여금 정계은퇴를 선언하게 만들었다. 제 101대 

의회(1989-1991) 1회기 초인 1989년 3월에 부시 (George Bush) 대통령 

이 체니(Richad B. Cheney) 하원 공화당 원내부총무를 국방장관으로 

발탁하게 되 자 공화당 의 원총회 (Republican Conference)에 서 부총무 경 

선이 있게 되었다. 여기서 깅리치는 89대 87로 신승하여 원내부총무가 

되었다. 제 102대 하원에서 40년 소수당에 머물렀던 공화당의 좌절과 불 

만이 절정에 달했다. 깅리치는 이른바 7인의 갱이라고 불리던 공화당 

11) Evans and Oleszek (1997), pp. 28-30, 117 
12) Paul Hermson, “Money and Motives: Spending in House Elections ,>> in Dodd and 

Oppenheimer (1997), pp. 1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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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파 소장의원들과 더불어 의회개혁을 강하게 요구하였다.13) 제 103대 

의회에서는 클린턴 행정부가 추진하던 의료개혁안을 좌초시키는 데에 

앞장섰다. 1993년 10월에 마이클(Robert H. MicheD 공화당 원내총무가 

이듬해 중간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후 하원에서 원내 

부총무(rninority whip 또는 assistant minority leader) 였 던 깅 리 치 가 공 

화당에서는 사실상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고 그는 차기 의회에서 적어도 

원내총무가 될 것으로 널리 예상되었다. 

1994년의 연방의회 선거에서는 선거구 중심의 지방정치보다는 중앙 

주도의 전국적 정치가 현저한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 이는 공화당이 선 

거운동의 핵심 주제를 선택함에 있어서 탁월한 역 량을 보였기 때문이 

다. 이와 같이 이 선거를 전국적 정치행사로 부각시킨 장본인은 깅리치 

였다. 그는 아미(Robert Armey) 의원총회 의장과 함께 정책공약인 미 

국과의 계 약의 작성을 주도하고 유권자들에 게 호소하여 마침 내 공화당 

의 대승을 실현했다. 이들은 1994년 2월 메릴랜드주 솔리즈베리 

(Salisbury )에서 하원의원연수회를 개최하였는데， 여기에서 토론을 거쳐 

개인적 자유， 제한정부， 경제적 기회， 개인적 책임， 국내외 안보라는 5가 

지의 보수적 가치를 공화당 지도원리로 채택하였다. 공화당 지도부는 

제 104대 의회에서 과반수 의석을 장악한다는 목표를 천명하고 개원 이 

후 첫 100일 동안에 추진할 정책공약을 전문과 10개 항목으로 구체화하 

였다. 이것이 미국과의 계약인데 그 내용으로서 의회개혁， 균형예산， 범 

죄 대책， 복지제도개혁， 아동양육과 노인보호， 중산층 세금감면， 국가안 

보， 국민연금 개선， 자본수익세 삭감과 규제완화， 손해보상제도개혁， 그 

리고 연방의원 임기제한을 포함하였다 14) 

아울러， 깅리치를 포함한 공화당 지도부는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메 

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선거자금을 지원하였다. 이를 

13) Evans and Olesz앙 (1997), pp. 43-44. 

14) John B. Bader, “The Contract with America: Origins and Assessments," in Dodd 
and Oppenheimer (1997), p.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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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면， 공화당 지도자들은 연방하원 공화당 의원총회의 부속조직인 연방 

하원의원선거위원회 (선거위원회 NRCC: National Republican Congre

ssional Committee)로 하여 금 경 쟁 력 있는 후보자들 거 의 모두에 게 각각 

2만 5천 달러씩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공화당을 후원하는 각종 정치행 

동위원회 (Political Action Committee)가 선거구 수준에서 선거자금을 

적극 제공하였음은 물론이다.15) 

3. 1994댈왜 훌훌썼갱생 

1994년 11월 8일에 실시된 중간선거 결과 공화당은 40년 만에 처음으 

로 연방의회의 양원 모두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게 되었다. 하원 의 

석분포는 공화당 230석， 민주당 204석， 무소속 1석이 되었다.16) 상원 

100석의 분포에서도 공화당은 민주당에 대하여 52대 48로 우위를 차지 

하는 역전의 승리를 거두었다. 공화당은 1870년대 재건기 이후 최초로 

남부 하원선거구의 절반 이상에서 의석을 확보하여 이 지역에서의 세력 

확장에 성공했다. 이 선거에서는 민주당 현역의원들이 대거 낙선하고 

많은 수의 공화당 초선의원들이 탄생했다. 하원선거만 보면， 34명의 민 

주당 현역의원들이 고배를 마시게 된 반면에 17) 공화당 현직의원은 단 

한 명도 낙선하지 않았다. 민주당 출신 폴리 하원의장을 비롯하여 18) ， 18 

선의 관록을 자랑하던 로스텐카우스키(Dan Rostenkowski) 세입위원장 

과 21선에 달했던 브룩스(Jack Brooks) 법사위원장도 낙선했다. 한편， 

15) HelTI1son (1977), p. 101. 
16) 버몬트 주 출신 무소속 의원인 샌더스(Bemard Sanders)는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하 

는 등 민주당과 행동을 같이 했다 

17) 민주당 소속 103대 하원의원들 가운데 2명은 이미 예비선거에서 탈락하여 사실상 36 
명의 민주당 현역이 104대 하원으로 돌아오지 못하였다 

18) 현직 하원의장의 낙선은 연방하원선거 사상 3차례 발생했다 1860년 페닝턴(William 
Pennington), 1862년 그로우(Galusha A. Grow) 의장에 이어 132년 만에 폴리 의장이 
닥선했다.(Congress and the Natioη， ν 9, 1993• 1996: A Review of Govemment and 
Politics (Washington, D.C ‘ Congressional Quarterly, 1998), p. 잃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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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소속 초선 하원의 원은 73명 이 등장했다. 여 기 에 1992년 선거 에 

서 하원에 진출하고 재선한 성공한 44명의 공화당 하원의원을 더 하게 

되면 104대 하원에서 다수당인 공화당 의원들의 절반 이상이 2선 이하 

의 경력을 갖게 되었다. 이들 공화당 소장파 의원들은 의회의 대폭적인 

변화를 원했고， 대체로 강경하고 비타협적인 자세를 갖고 있었다. 1994 

년 중간선거는 공화당이 상원은 물론 하원까지 장악하게 되었기에 “공 

화당 혁명” 또는 “정치적 지진”으로 묘사되었다. 

공화당의 대승은 우선 거대 정부， 신뢰를 잃은 많은 기성정치인， 연방 

재정적자의 누증， 클린턴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에서 

비롯되었다. 제1기 클린턴 행정부가 출범한 이래 의회에서도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으나 행정부와 의회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다. 이것은 클린 

턴 행정부가 야심적으로 추진했던 의료개혁이 일단 실패했던 것에서 잘 

드러났다. 클린턴 행정부 초기 2년 동안에 경제는 개선되고 있었으나 

중산층 이하의 계층에서는 이것을 여전히 실감하지 못했다. 1992년 선 

거에서 클린턴은 경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에 도움을 얻었지만 집권 

한 이후 1994년 선거에서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했다. 민주당에 일체 

감을 가졌던 유권자들 가운데는 공화당 출신 레이건 대통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이나 1992년 대선에서 제3의 후보자였던 페로(Ross Perot)를 

지지한 유권자들이 클린턴을 배척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러한 부류의 

유권자들은 남부에 집중적으로 거주했는데 사회문제에 있어서는 보수 

성향이 완연하였다. 이들은 클린턴이 총기통제를 주장한 것이나 군대 

내부의 동성 애에 반대하지 않은 것에 혐오감을 갖고 있었다. 또한 힐러 

리 클린턴(Hillary Clinton)이 과거의 대통령 부인과는 달리 적극적인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호의를 갖지 않았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서 공화당은 전국적인 정책쟁점을 개발하고 유권자들에게 매우 효과적 

으로 지지를 호소하였다. 조세 삭감과 거대정부 축소， 균형예산， 범죄와 

불법이민 및 미혼모 문제에 대한 단호한 대처， 의원임기 제한， 의원특혜 

축소의 기치를 내걸고 득표하는 데에 성공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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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 쩨 104빼 의회째혁의 경과와 내용 

1. 의장멸학멀 월훨 

미국 연방의회 하원에서는 상원에 비하여 의회운영의 방향을 주도적 

으로 설정하는 다수당 지도부의 역할이 보다 더욱 두드러진다. 하원의 

장은 하원의 수장이면서 동시에 다수당 지도부의 정점에 서서 다수당 

원내총무(majority leader) 및 원내부총무(majority whip 또는 assistant 

majority leader)와 더불어 중추적 리더십을 행사한다. 

1890년부터 1910년까지 하원의장은 아주 강력한 지도자로서 위세를 

떨쳤다 2이 하지만 1910년대에 상임위원장에 대하여 의장과 정당이 행사 

하는 통제력은 약화되었고 192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위원회 정 

부"(committee government)라고 불리게 될 만큼 위원회가 강력하게 되 

었다. 선임우선제 (senio찌ty)에 입각하여 지위를 확보한 위원장이 좌지우 

지하는 위원회가 심의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다.2 1)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에 하원 다수당 민주당은 일련의 개혁조치 

를 강구하였는데， 엇갈리는 두 방향으로 처방이 이루어졌다. 한편에서는 

의장과 의원총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원내권력의 집중화가 시도되었다. 

이를테면， 의원총회(Democratic Caucus) 산하 하원의장이 주재하는 운 

19) Gary C. Jacobson, The Politics of Congressional Elections, 4th ed. (New York: 
Longman, 1997), pp. 159-163. 

20) Joseph Cooper and David W. Brady, “Institutiona1 Context and Leadership Style: 
The House from Cannon to Raybum,"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ω， 75 (June, 
1981), pp. 411-425; Robert L. Peabody, Leadership in Congress (Boston: Littie, 
Brown, 1976); R. L. Peabody, “House Party Leadership: Stability and Change," in 
Lawrence C. Dodd and Bruce 1. Oppenheimer (eds.), Congress Reconsidered, 3rd 
ed. (Washington, D.C.: Congressional Quarterly, 1985), pp. 253-271 참조. 

21) Cooper and Brady (981); Barbara Sinclair “The Evolution of Party Leadership in 
the Modem House," in Allen D. Hertzke and Ronald M. Peters, Jr. (eds.), The 
Atomistic Congress (Armonk: M. E. Sharp, 1992), pp. 259 •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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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정책위원회가 상임위원장을 지명하고 이 지명자는 의원총회에서 비 

밀투표로 과반수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이렇게 되어， 상임위원장 선 

출 시 선임우선제가 자동적으로 적용되거나 현직 위원장이 그대로 계속 

하여 재임하는 것은 보장되지 않게 되었다.22) 그리고 하원의장은 하원 

의 강력한 상임위원회의 하나인 규칙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하고 소속 위 

원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다른 한편에서， 이 시기의 개 

혁은 원내권력의 분산을 촉진하기도 하였다. 즉 소위원회의 수가 150개 

를 상회할 정도까지 증대시키고 소위원회와 그 위원장(소위원장)의 역 

할을 확대하였다， 1970년대 후반부터 소위원회 권리장전(subcommittee 

bill of rights)에 23) 근거한 “소위원회 정부” 경향이 부각되었다. 

하지만 1980년대 중반에 가면 분권화보다는 집중화가 서서히 두드러 

졌고(즉 권력분산의 큰 테두리 안에서도 중앙통제가 강화되었고)， 이러 

한 현상은 라이 트 의 장(1987-1989)의 강력 한 리 더 십 에 서 나타났다. 소 

위원회의 강화는 입법과정에서 주요 행위자의 수를 늘리게 되어 다수당 

지도부로 하여금 더욱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했던 것 

이다. 그런데 라이트 의장은 조정역을 넘어서서 자신의 정책목표를 강 

력하게 추진했다，24) 

라이트 의장이 윤리문제로 하원사상 최초로 임기 중 사임하게 되자 

22) 1975년부터 1993년 사이에 하원 민주당 의원총회는 6명의 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승인 
을 거부하였다. Burdett A. Loomis, The Contemporary Congress, 2nd ed , (New 
York: St. M따tin ’ s， 1998), p. 134. 

23) 이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채택된 것으로서， 볍안의 소위원회 회부를 보장하고 소위원 
회가 일정하게 공식화된 소관(jurisdiction)을 유지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직은 여러 의 
원에게 분산시키고， 소위원장은 보좌직원 임명권을 가지며， 소위원회 공석 발생시 의 
원들간의 경합을 통해 충원함을 규정하였다. 

24) Daniel ]. Palazzolo, “From Decentralization to Centralization: Members' Changing 
Expectations for House Leaders," in Davidson (1992), pp. 111-126; Barbara Sinclair, 
“House Majority P따ty Leadership in an Era of Legislative Constraint," in Davidson 
(992), pp. 91 • 111; B. Sinclair, “House Majority Party Leadership in an Era of 
Divided Control," in Lawrence C. Dodd and Bruce 1. Oppenheimer (eds.) , Congress 
Reconsidered, 5th ed. (Washington, D.C ,: Congressional Quarterly, 1993), pp. 
237-영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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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민주당 원내총무였던 폴리가 그 후임으로 의장직을 승계하여 수행 

했다(1989-1995). 민주당 이원들은 폴리 의장이 그의 전임자와 다름없 

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기대하였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제 103대 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소관갈등이나 심의일정 작성의 복잡성 

과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장과 의원총회에 더 많은 권한과 책임 

을 부여하여 의사결정의 집중화를 가져 올 다양한 개혁방안이 검토되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개혁은 실제로 추진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폴리 의장은 정치적 야망을 갖고 민주당의 정책목표를 공격적으로 실현 

하기보다는 하원내 합의형성에 더욱 주력하였다.갱) 제 103대 의회 1회기 

(1993)에 폴리 의장은 클린턴 행정부가 적극 추진하려던 의료보험개혁 

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민주당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지 않았다. 

또한 같은 회기에 클린턴 행정부가 통과시키고자 했던 북미자유무역협 

정 (NAFTA)의 이행법안에 대하여 민주당의 게파트(Richard Gephart) 

원내총무와 보니어(David Bonior) 원내부총무가 반대하여 민주당은 내 

분을 벚었다. 폴리 의장 자신은 찬성하는 입장이었음에도 민주당 의원 

각자가 양심에 따라 판단할 문제라고 하면서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였 

다.26) 

1994년 11월 8일 중간선거 당시 하원의 가장 유력한 지도자였던 깅리 

치는 선거일 저녁 공화당이 양원 과반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알려지 

자 너슬 의원에게 공화당 지배의 하원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할 인 

수팀을 맡도록 요청하였다. 선거 1주일 후 너슬 인수팀과 하원 공화당 

의 주요 지도자들이 회동하였는데 당시 의제에는 지도부 권한， 위원장 

선임， 상임위원회 조직 및 보좌인력의 변화와 함께 미국과의 계약을 이 

행하기 위한 일정계획 수립이 포함되었다. 

1994년 12월에 공화당 의원총회는 1910년대 이전의 강력한 의장 시기 

25) Loomis (1998), p. 135 
26) 박찬욱， “미국 통상정책 결정과정에서 의회의 역할 미국학연구소 펀미국의 통상 

정책 결정과정 J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5), pp. 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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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비견될 정도로 집중적인 권한을 의장을 비롯한 지도부에 부여하는 

공화당 의원총회 규칙과 하원규직의 개정안을 승인하였다. 의장은 의사 

운영， 위원장 선임， 위원회 배정에 있어서 강력을 갖도록 되었다. 1995 

년 1월 4일 제 104대 의회가 개원하고 공화당 혁명을 주도한 9선 의원 

깅리치는 하원의장으로 공식 선출되었다.잉) 그 외 하원 주요 정당지도 

자를 보면 공화당은 아미 원내총무와 딜레이 (Tom Delay) 원내부총무， 

민주당은 제 103대와 마찬가지로 게파트 원내총무와 보니어 원내부총무 

였다. 

19깨년대에 민주당이 주도한 개혁을 통해서도 위원장 지명에 대한 의 

장의 영향력이 강화되었으나 의장 및 지도부 스스로가 선임우선제를 지 

키지 않고 위원장을 내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위원장 내정자가 의원총 

회에서 거부되는 사례는 있었다. 그런데 깅리치 의장은 상임위원장 예 

정자를 지명할 때에 공화당 정책목표의 실현에 역점을 두고 선임우선제 

를 무시하기도 하였다. 즉 려빙스턴(Bob Livingston) 세출위원장， 블라 

일리(Thomas B1iley) 상업위원장， 그리고 하이드(Henry Hyde) 볍사위 

원장은 모두 소속 위원회에서 공화당 선임자가 따로 있었음에도 불구하 

고 공화당의 정책목표에 대한 열의와 충성에 비추어 깅리치에 의해 지 

명되어 위원장직을 맡게 되었다. 

공화당 의원들의 위원회 배정을 다루는 의원총회 산하 위원회선임위 

원회 (committee on committees)는 운영 위 원회 (steering committee)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하원내 공화당 제1인자인 하 

원의장이 맡는데， 여기서 의장 투표권의 비중이 강화되었다. 26인으로 

구성되는 이 운영위원회는잃) 하원의장， 원내총무， 주요 상임위원장을 

포함한다. 의장은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상당수를 선임할 권한이 있고 

표결 시 일반위원의 1표에 비하여 5표를 행사하기 때문에 권한이 막강 

27) Evans and Oleszek (1997), pp. 83-84. 
28) 민주당 의원총회의 경우에도 종전의 운영정책위원회에서 분리된 운영위원회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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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깅리치는 이 권한을 토대로 자신을 지지하고 활동적인 여러 초선， 

2선 의원들을 세입， 세출， 규칙， 상업 등 주요 상임위원회에 파격적으로 

배치했다. 의장의 통제권은 하원의 관리운영과 위원회의 법안심의와 관 

련하여서도 강화되었다. 다만 하원의장 임기는 2년씩 4회 연임， 즉 8년 

으로 제한되었다. 이 점만을 제외하고는 모든 개혁조치는 의장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29) 

제 104대 하원에서 깅려치 의장의 리더쉽은 폴리 의장의 경우와 비교 

하여 매우 대조적이었다. 최초 100일 동안에 깅리치는 아주 강력한 리 

더십을 행사하여 공화당의 단합을 과시하였다. 이 시기에 미국과의 계 

약 전문과 107TI 항목 중 임기제한 항목만을 제외하고 전문과 9개 항목 

에 관한 입법조처들이 하원을 통과하였던 것이다. 동일 기간에 2개 항 

목에 관한 4건이 입법조처들만이 상원까지 통과하여 대통령의 서명을 

받았지만떼)， 하원에 관한 한 유례없이 신속한 입법이 이루어졌던 것이 

다 

깅리치는 제 104대 초부터 미국과의 계약 입법에 초점을 두고 기자회 

견을 자주 열어 정책의제를 부단히 공론화하였다. 그리고 입법을 위한 

전략수립， 원내총무 이하 공화당 지도부에 대한 독려， 공화당 평의원들 

과의 대화와 설득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깅리치는 원내총무， 원내부총 

무， 수석간사(chief deputy whip) , 의원총회 의장， 선거위원회 (NRCC)위 

원장으로 구성되는 의장보좌단을 주 2회 소집하여 입법의 전략， 일정， 

의제， 쟁점 수정안 등을 논의하였다. 깅리치는 신속한 입법을 위해서 위 

원회와 별도로 공화당 의원들로 구성되는 실무팀 (task force)을 구성하 

여 운영하였다. 그리고 원내총무， 원내부총무， 수석간사， 13인의 차석간 

사(deputy whips), 39인의 간사보(assistant whips)를 포함하는 총무단 

을 지휘하여 공화당의 결속을 다졌다. 그리고 깅리치는 73명의 공화당 

29) Evans and Oleszek (1977), pp. 87-90. 

30) Barbara SincJair, “Party Leaders and the New Legislative Process," in Dodd and 
Oppenheimer (1977), p.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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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선의원들과 매주 접촉하여 그들의 적극적인 행동성향을 촉발시켰다. 

초선의원들을 포함한 소장파 의원들은 깅리치의 전국적 선거전략 수립， 

선거자금 지원， 선거운동 직접 지원 덕분에 자신들이 당선될 수 있었고 

또한 깅리치가 이미 10년 정도에 걸쳐 집요하게 노력했기에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깅리치는 미국과 

의 계약 항목에 관한 입법화 과정에서 의원총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 

을 수 있었다.30 제 104대 의회 1회기에 깅리치는 국가의 정책의제 설정 

에 있어서 도울(Robert Dole) 상원 원내총무는 물론 클린턴 대통령보다 

도 우위에 서게 되었다. 사실， 미국 의정사상 의회지도자가 미국의 계약 

과 같은 야심적인 제안을 하고 실현하고자 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었 

다.32) 

그러나 깅리치 의장의 영향력은 얼마 지나지 않아 급속하게 약화되었 

다. 미국연방의 정책형성과정에서 하원의 결정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었 

다. 하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 상원의 다수당 공화당에는 온건보수주 

의자들이 많았고 그들은 하원 공화당과 일사불란한 공동보조를 취하지 

않았다. 양원간의 이견을 넘어선다고 하여도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집 

중된 권한을 행사하는 행정부의 반대를 돌파하는 것이 보다 더욱 어려 

운 일이었다.잃) 1995년 말부터 1996년 초에 걸쳐 잠정적인 연방정부폐 

쇄를 초래한 예산파국(budget debacle)이후 깅리치의 리더십은 위력을 

상실해갔다.34) 공화당은 1996회계연도의 예산과정에서 미국과의 계약을 

31) Evans and Oleszek (1977), pp. 119• 125; Dodd and Oppenheimer (1997), pp. 41-44; 
Loomis (1998), p. 139. 

32) Charles O. Jones, “It Ain't Broke . " in James L. Sundquist (ed.) and 
lntroduction by Hendrick Smith, Back to Gridlock? Governance η the Clinton 
Years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95), pp. 71-78. 

33) Dodd and Oppenheimer (1997), p. 45; Loomis (1998), p. 140; John Bader, Taking the 
lnitiati’ve: Leadersmp Agendas in Congress and the Contract ωith America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1996), pp. 222-223. 

34) 예산파국과 연방정부폐쇄에 대해서는 Dodd and Oppenheimer (1997), pp. 46-51; 
Congress and the Nation (1998), pp. 65-73; Elizabeth Drew, Showdown: The 
Struggle Between the Gingrich Congress and the Clinton White House (New York: 
Touchstone, 1996), 특히 pp. 202-275; James A. Thurber, “Centra1ization, Dev이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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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천명된 균형예산과 조세삭감을 실천하려고 집중적인 노력하였는 

데 클린턴 대통령은 의회에서 통과된 상당수 세출법안에 거부권을 행사 

하여 의회와 대통령간의 첨예한 갈등이 전개되었다. 이로 인하여 1995 

년 11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그리고 12월 16일부터 1996년 X월 5 

일까지 21일간 2차로 연방정부가 폐쇄되었다. 이것은 깅리치에게 불리 

한 여론을 증폭시켰다. 그리고 제 104대 2회기부터 깅리치는 정치자금과 

관련한 의혹으로 윤리위원회 조사와 양당간 공방의 대상이 되면서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렵게 되었다.35) 그는 제 105대 의회 1회기 초에 계 

고(reprimand)와 별칙금 부과 등의 징계를 받았고， 1998년 11월 선거에 

서 당선되었으나 공화당이 기대에 못미치는 부진한 기록을 세우자 제 

105대 의회가 막을 내리는 1999년 1월 초에 정계를 은퇴하였다. 

흩. 웰영위옐회엠 흘g쟁짧 뿔옆 

제 104대 하원에서는 상임위원회와 관련하여서도 많은 주목할만한 변 

화가 나타났다. 이것의 대부분은 매2년마다 개원 초에 채택되는 하원규 

칙에 반영되었고 나머지 일부는 공화당 의원총회의 관례로 확립되었다. 

대체로， 소위원회에 대한 모체 위원회 (f비1 committee) 위원장의 통제， 

나아가서는 위원장에 대한 의장의 통제가 강화되었다. 이것은 이전의 

10년 동안 민주당 지배 하에서 진행된 의사결정의 집중화 경향을 더욱 

분명하게 하는 것이었다.36) 

첫째， 상임위원회 소관조정과 함께 그 수가 축소되었다. 제 103대 하원 

에서는 상임위원회가 22개였으나 제 104대에 와서 19개로 줄었다. (정보 

특별위원회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상설화되어 있고， 입법조처를 심의 

and Turf Protection," in Dodd and Oppenheimer (997), pp. 293-346 
35) Congress and the Nation (998), pp. 898-900 
36) 이 부분의 논의 는 다음에 주로 의 존함 Evans and Oleszek (1997), pp. 91-101 , 

140-141; Loomis (998), pp. 80-92; Deering and Smith (997), pp. 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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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실상의 상임위원회라고 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제외했다.) 체신 

공직복무(Post Office and Civil Service) 콜럼비아특별구(Dist더ct of 

Columbia), 해 양상선수산(Merchant Marine and Fisheries) 3개 상임 위 

원회는 폐지되고 그 소관사항이 이전되었다. 전자 2개 위원회의 소관사 

항은 기존의 정부활동(Govemment Operations)위원회를 개편한 정부개 

혁감독(Govemment Reform and Oversight)위원회로 이관되었다. 해양 

상선수산 중 어엽은 천연자원(Resources)위원회， 해운은 교통기반시설 

(Transpo:πation and Infrastructure)위 원회 , 해 양경 비 는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위원회로 분리， 이관되었다. 동력상업(Energy and Commerce) 

위원회는 상업 (Commerce)위원회로 개편되었는데， 소관범위가 20% 정 

도 축소되었다. 동력상엽위원회의 종전 소관사항 가운데 철도는 교통기 

반시설위원회， 식품검사는 농엽위원회， 금융독점방지는 은행금융위원회， 

비핵에너지 개발연구는 과학위원회 내륙수로는 교통기반시설위원회 등 

으로 이 관되 었다.37) 

둘째， 민주당이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정책과제보다 공화당이 중시하 

는 정책과제에 부합하도록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였다. 말하자면， 은행 

금융도시문제(Banking， Finance, and Urban Affairs)는 은행금융 

(Banking and Financial Services), 교육노동(Education and Labor)은 

경제교육기회(Economic and Educational Opportunities, 후에 교육노동 

력 -Education and the Workforce-로 다시 변경)， 외무(Foreign Affairs) 

는 국제관계(Intemational Relations), 정부활동은 정부개혁감독， 공공사 

엽교통(Public Works and Transportation)은 교통기반시섣위원회로 바 

꾸었다. 

37) 제 104대에서 상업위원회의 소관범위는 이전에 비하여 공식 규칙상으로는 약 20% 축소 
되기는 하였으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5% 정도 축소되었다 예를 들어， 식품검사를 
농업위원회로 이관했으나 식품질보호법을 섬사하였고， 비핵에너지 연구를 과학위원회 
로 이관했으나 여전히 프로판가스교육연구법을 심의하였으며， 금융독점방지는 은행금 
융위원회로 이관했으나 금융독점방지법 (Glass-Steagall Act)의 개정을 가져오는 금융 

서비스경쟁법을 심의하였다 Richard L. Hall and Gary J McKissick, “Institutional 
Change and Behavioral Choice in House," in Dodd and Oppenheimer (1997), pp.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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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소위원회에 대한 모(母)위원회와 그 위원장의 통제가 강화되었다. 

소위원회 권리장전은 사실상 철폐된 셈이다. 위원장이 소위원장을 임명 

하고 소위원회 보좌진과 예산을 위원장이 통할하게 되었다. 하원전체 

수준에서 위원회 보좌직원이 대폭 감축되었다. 위원회 직원의 수는 

1994년에 2046명이었으나 1995년에 와서 1246명으로 38% 축소되었다. 

그런데 위원회 직원의 3분의 2 정도가 다수당 몫이므로 다수당에서 소 

수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은 위원회 직원의 대폭 축소로 큰 타격을 입었 

다. 세출(Appropriations)위원회를 비롯한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위 

원회가 5개 이내의 소위원회만을 유지하게 되었다. 이로써 상임위원회 

산하의 소위원회는 제 103대에서 115개에 달했으나 제 104대에서는 84개 

로 감소되었다. 

넷째， 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에 대한 의장과 정당지도부의 통제가 

더욱 강화되었다. 위원장은 의장이 지명하여 의원총회에서 승인받게 되 

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깅리치는 경우에 따라서 선임우선제를 백안 

시하면서 위원장을 지명하기도 하였다. 깅리치는 소위원장의 선임에도 

간여했다. 동일 의원은 직권상의 경우를 제외하고 1개의 위원장직이나 

소위원장직에 한정하여 맡게 되었다. 위원장과 소위원장의 임기는 2년 

씩 3회 연임， 즉 최대 6년으로 제한되었다. 공화당의 위원회 배정은 공 

화당 의원총회 산하 운영위원회가 담당하게 된 점은 이미 앞에서 밝혔 

다. 

다섯째， 위원회 배정과 운영에 있어서 분업의 극대화， 심의일정 충돌 

의 축소 등 입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었다. 즉 직권상 

경우를 제외하고， 통일 의원은 27H의 위원회， 그리고 4개의 소위원회에 

한하여 배정된다. 이에 대한 예외는 의원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었다. 

민주당 지배 시기에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의원들을 

대신하여 표결하고 다수당 의사의 관철에 도움을 준 대리투표제도를 폐 

지했다. 이것은 위원장의 권한을 제약하는 효과를 갖고 있기도 하다. 그 

리고 표결이 개시되는 시점에 출석하지 않은 의원도 위원회의 종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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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도착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표결을 개 방하는 유동정 족수(rolling 

quorum)제도 역시 폐지되었다. 

법안을 두 개 이상의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복수회부(multiple 

referraD의 몇 가지 방식 가운데 통일한 법안을 2개 이상의 상임위원회 

가 나누어 심사하도록 하는 분할회부(split referraD와， 한 위원회가 심 

사를 종료한 법안을 다른 위원회로 하여금 심사하게 하는 순차회부 

(seria1 referr떠)는- 그대로 존속시켰으나 동일 법안 전체를 2개 이상의 

위원회로 하여금 동시에 심사하게 하는 공동회부(joint referra1)는 추가 

적 초기회부(additiona1 initia1 referra1)로 변경하였다. 이 변경된 방식은 

의장이 특정한 한 위원회를 주관위원회 (primary committee)로 지정하 

여 법안을 심사하게 하고 추가적으로 다른 위원회로 하여금 동시에 심 

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주관위원회가 지정된 기한 내에 심사를 

종료하고 보고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심사하는 다른 위원회 역시 그렇게 

해야 한다. 

여섯째， 의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의정의 공개 

를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예를 들어， 의정에 대한 중계방송을 제한 

하는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만들어 의정공개를 용이하게 하였다. 기밀 

문서 등 안전보장 상의 이유로 민감한 정보를 유출시킬 우려가 없다면 

위원회 회의는 공개되어야 한다. 

제 104대 하원， 특히 1회기에 있어서 위원회는 자율성이 상당히 제약 

되었고 1910년 이후 가장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미국과의 계약에 

관한 입법이 진행될 때에 위원회는 정당의 강력한 지배를 받았고， 공청 

회의 빈번한 개최를 통하여 다양한 의사와 이익을 취합할 기회가 충분 

히 주어지지 않았다.짧) 깅리치는 자주 별도의 실무팀을 운영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유명무실화하기가 일쑤였다. 이러한 실무팀은 민주 

38) Evans and OIeszek (997) , p. 142; Loomis (998), p. 189; Steven S. Smith and Eric 
D. Lawrence, “Party Control in The Republican Congress," in Dodd and 
Oppe띠leimer (1997), pp. 174-178,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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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의원들을 배제했고 공화당 의원들도 의장의 입장에 충실한 의원들만 

을 포함하였다.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였 

고， 공식적 회의기록을 유지하지 않았다. 또한 가능한 모든 대안을 고려 

하지 않는 등 다양한 견해의 수렴이 되지 않았다.왜) 정당지도부의 통제 

로 말미암은 위원회의 자율성 약화는 곧 위원회 심의에 있어서 양당간 

이견과 갈등이 고조되는 것을 의미했다. 세입위원회와 같이 전통적으로 

정파성이 강한 위원회는 물론 예전에는 초당적 협조가 잘 이루어지던 

세출위원회， 윤리 (Standards of Offici따 Conduct)위원회 등에서도 정파 

성이 심화되었다.40) 

물론 제 104대 2회기에서 깅리치 의장과 공화당 지도부의 리더십이 점 

차 약화되면서 위원회 자율성이 신장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예산파국， 

공화당 내부의 이견 대두， 깅리치에 대한 유권자 지지의 추락， 그리고 

1996년 11월의 선거 등으로 위원장들은 당지도부의 노선으로부터 이탈 

할 수 있는 여지를 감지하게 되었다. 게다가 깅리치는 자신의 윤리문제 

에 대한 시비를 의식하게 되었고， 그 자신도 위원장의 영향력 약화가 

공화당 정책의제의 추진에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깅리 

치는 위원장들의 불평을 사는 별도의 실무팀 운영에 신중을 기하게 되 

었다. 2회기에 의회를 통과하여 대통령의 서명을 받았으며 환경론자들 

에 의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던 식수안전법 (PLl04-182， 제 104대 의회 

제정된 공볍 182호)이나 제초제볍 (P때04-170)은 하원 소관위원장의 주 

도로 성취된 입법사례였다. 하지만 위원회의 자율성에 대한 제약이 서 

서히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는 정당리더십이 강화되고 위원 

회 영향력은 약화된 특정을 갖고 있다. 제 104대 2회기에서 의사결정권 

한의 정당지도부 집중이 근본적으로 변한 것은 아니었다.41) 

39) Evans and Oleszek (1997), pp. 129-133; Deering and Smith (1997), p. 191. 

40) Evans and Oleszek (1997), pp. 134-136 
41) (Sinclair (1997), pp. 216-217; Deering and Smith (1997), pp. 193, 226-8; Evans and 

Oleszek (997), p. 209; Loomis (1998), p.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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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회의 벌안싱에 

제104대 하원은 전반적으로 제 103대 하원에 비하여 심의가 더욱 활발 

하게 진행되었다. 제 103대에서 본회의 개의일수가 265일， 개의시간이 

1887시간으로 1일 평균 7.1시간 동안 회의가 열렸다. 이에 비하여 제 104 

대는 개의일수 289일， 개의시간 2445시간으로 1일 평균 8.5시간 회의가 

있었다. 의원발언을 수록한 의사록의 면수를 비교하면 제103대 22，575면 

이 고 제 104대 24，495면 이 다. 기 록투표(recorded vote)42)회 수는 제 103대 

에서 1 ，094회， 제 104대에서 1 ，321회 실시되었다. 볍안과 공동결의안을 포 

함한 입법조처의 가결건수는 제103대 757건， 제 104대 611건이었다. 의원 

들의 찬반 등 표결 내용을 밝힌 기록투표는 제 104대에서 더욱 빈번히 

이루어졌으나 입법조처는 제 103대에서 보다 더 수월하게 통과되었다.43) 

기록투표 가운데 민주당 다수의 의사와 공화당 다수의 의사가 엇갈린 

경우를 통상 “정당단합투표"(party unity vote)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기록투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70년 이후 증가되었다. 그런데 1982년 

이전에는 50% 미만이었지딴， 1983년 이후 1996년까지 보면 50% 이상 

이었다.1995년의 제 104대 1회기는 73%로 가장 절정을 보였다. 의원 개 

인별로 소속당의 다수 입장을 추종한 빈도를 구하여 정당단합점수로 간 

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대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의 정당 

단합접수 평균은 각각 1970년 이후 70%를 념는데 역시 최근에 올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1995년 공화당 의원들의 정당단합점수 평균은 

90%를 상회하였다.μ) 

42) 전원위원회에서는 25인 이상， 본회의에서는 44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표결의 찬 
반 등 내용이 개인별로 기록된다. 하원에서는 1973년 이래 모든 기록투표가 전자투표 
로 실시된다 그 이전에는 호병투표(rollcaJ] vote)가 기록투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계 
표원투표(teller vote)도 일부 있었다 1973년 이후에는 기록투표， 호명투표， 전자투표가 
모두 동일한 의미를 갖게 되었고 육성투표(voice vote)나 기립투표(standing vote)와 
구별된다. 

43) Roll Call, January 9, 1997. Loomis (1998), p. 173에 서 재 인용 
44) Loomis (1998), pp. 131-133, 139; Norman ]. Omstein, Thomas E, Mann and Mich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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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다시피， 하원에서 대부분의 법안은 소관상임위원회 심사가 완 

료된 후에 본회의에 상정， 심사되기 전에 규칙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규 

칙위원회는 법안의 본회의 상정여부 그리고 법안에 대한 토론시간 제 

한， 수정안(amendment)의 수와 내용 등을 결정한다. 규칙위원회가 해당 

법안에 특별규칙 (special rule)을 부여하는 것이다. 좀 더 엄밀하게 말하 

면 규칙위원회는 법안에 부여된 특별규칙을 내용으로 하여 단순결의안 

(simple resolution)을 제 안하여 본회 의 에 서 채 택 하고 해 당 법 안의 심 사 

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특별규칙은 하원상설규칙을 보완 또는 대체 

하는 효력을 발생시키게 된다.45) 그런데 양당간 이견이 현저히 나타날 

수록 다수당은 규칙위원회를 자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한다. 1970년 

대 중반이후 다수당인 민주당의 의원총회는 의장에게 규칙위원회 위원 

장 및 위원을 지명하는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였고 규칙위원회는 점차로 

민주당 지도부의 선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특별규칙을 부여했다.46) 

1980년대에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농후하게 되어 소수당인 공화당의 불 

만이 누적되었다. 

특별규칙은 법안심의를 통제하는 정도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된다. 

대별하자면， 개방(open)규칙은 본회의에서 어떤 관련(gerrnane) 수정안 

도 발의되는 것을 허용하는 반면， 제한(restrictive)규칙은 수정안의 수 

와 내용을 제약한다. 이러한 단순 2분법 대신에 3분법도 가능하다. 즉 

제한규칙에는 여하한 수정안도 금지하는 폐쇄 (closed)규칙이 있는가하 

면， 단지 특정 수정안이나 법안의 일부에 대한 수정안만을 허용하는 수 

정 (modified)규칙이 있다. 그런데 더 세분화된 4분법도 가능하다. 개방， 

J Malbin (때s.) ， Vital Statistics on Congress, 1995-1996 (Washington, D.C. 
Congressional Quarterly, 1996), pp. 200-201; Davidson and Oleszek (1998), pp 
260 • 261. 

45) 연방의회 의사규칙에 대한 적절한 안내서로서는 Walter Oleszek, Congressional 
Procedures and the Policy Process, 4th ed. (Washington, D.C.: Congressional 
Quarterly, 1995). 

46) Bruce 1. Oppenheimer, “The Rules Committee: New Arm of Leadership in a 
Decentralizing House," Dodd and Oppenheimer (1997), pp. 96•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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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개방(modified open), 수정폐쇄(modified closed), 폐쇄 규칙으로 나 

누기도 하는 것이다. 수정개방 규칙의 한 예로서 시간구조화(time

structured)규칙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수정안의 수와 내용을 제한하 

지 않지만 대체토론， 수정안 심의 및 표결을 포함한 심의시간을 제한한 

다. 수정폐쇄규칙은 볍안 일부에 대한 수정안만을 허용한다. 그런데 이 

러한 구분은 더 세분화될수록 자의적인 평가에 좌우될 가능성이 커진 

다.47) 제 98대 (1983-1985) 하원에서 제한규칙은 32%이었는데， 제99대 

(1985-1987)와 제 100대 (1987-1989)에 오면 제한규칙의 비율은 각각 

43%와 46%가 된다. 제한규칙 비율의 증가세는 계속되어 제 101대 

(1989-1991) 55%, 제 102대(1991-1993) 66%, 그리고 제 103대에서는 70% 

에 달하게 되었다쩌 제 104대 하원에서 다수당이 된 공화당은 소수당의 

권리를 배려하여 법안에 대한 수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개방규칙의 

비율을 늘이겠다고 약속했다. 통계에 의하면 개방규칙의 비율은 제 103 

대 30%에서 제104대 57%로 확대되었다. 본회의에서의 심의과정은 공 

화당 지배시기에 와서 그 직전의 민주당 지배 시기보다는 다소 개방적 

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공화당도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에 해당하는 

입법에서는 민주당의 의사를 자주 묵살하여 불만을 야기했다.49) 

규칙위원회가 부여하는 특별규칙에는 별나고 독창적으로 고안되어 

단순히 심의절차를 통제하는 것을 넘어서 정책의 내용에 직접적인 영향 

을 마치는 것도 있다. 예를 들어， 1982년에 처음 고안된 최종가결수정안 

채택 규칙 (the king-of-the-hi1l rule)은 일련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질 때 최종 순서로 다수를 얻은 수정안이 통과된 것으로 하는 규 

칙이다. 동반수정안자동채택 규칙 (self-executing rule)은 하나의 수정안 

47) Davidson and Oleszek (1998), pp. 231-233. 

48) Congressional Quarterly Weekly Report, November 19, 1994. Loomis (1998), p. 171; 
Davidson and Oleszek (1998), p. 232에 서 재 인용. 

49) Loomis (1998), p. 172; Barbara Sinclair, “Transformational Leader or Faithful 
Agent? PrincipaI-Agent Theory and House Majority P따ty Leadership," 1ιegislative 
Studies Quarterly, 24:3 (August, 1999), p. 438; Evans and Oleszek (1997), pp. 103, 
136-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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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결시키면 또 다른 수정안이 자동적으로 가결되게 연계시킨 규칙이 

다. 민주당은 법안심사를 신속하게 하고 자당의 정책적 입장을 관철시 

킨다는 명분아래 이런 방식으로 소수당인 공화당의 수정안 발의를 봉쇄 

하거나 표결과정을 조작한 셈이다.50) 공화당도 나름대로 창의적인 특별 

규칙을 만들어내는데 있어서 예외가 아니었다. 그 예를 들면 최다수가 

결수정안채택 규칙 Ühe queen-of-the hill rule)이 있는데， 이것은 일련 

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서 가장 많은 과반수 찬성을 얻은 수정안을 채 

택하는 것이다.51) 

제 104대 하원 초기에 공화당은 미국과의 계약 항목을 신속하게 입법 

하는 것이 본회의에서 법안에 대한 수정과 토론을 충분히 전개하는 것 

보다 우선적인 일이었다. 처음 93일 동안에 302회에 달하는 기록투표가 

실시된 것만 보아도 법안의 수정과 토론은 많은 제약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1995년 1월 하이드 법사위원장은 균형예산 헌법수정안이 

심의될 때에 민주당 의원들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토론을 서둘러 종 

결시켰고. 청문회 개최없이 법안을 통과시킨 위원회가 없지 않았다.52) -

제 104대 의회에서의 입법은 공화당이 선거에서 제시했던 정책공약인 

미국과의 계약을 제외하고 논의할 수 없다. 개원 이후 100일 이내에 양 

원을 통과하고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입법이 완료된 경우는 4건 정도였 

다.2회기 중반에는 8건이 최종 입법되고 회기말까지는 17여 건의 입법 

이 성립하였다. 전문과 107~ 항목 중 임기제한 항목만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 있어서 적어도 부분적으로 입법이 이루어졌다. 미국과의 계약 

입법화는 제 105대 의회에서도 중산층 세금감면 자본수익과 규제 등에 

관련해서 부분적으로나마 계속되었다. 제 104대 의회에서의 주요 입법의 

50) Davidson and Oleszek (1998), pp. 231 영3. 
51) Loomis (1998), p. 172; Barbara Sinclair, “ransformationa1 Leader or Faithful Agent? 

Principal-Agent Theory and House Majority Party Leadership," Legislative Studies 
Q띠rterly， 24:3 (August, 1999), p. 438; Evans and Oleszek (1997), pp. 103, 136-139 

52) Davidson and Oleszek (1998), p. 228; Loomis (1998), pp. 172-173, 189; Janet Hook, 
“GOP’s Race to Move ‘Contract’ Hits a Few Bumps in Road ," Congressional 
Quarterly Weekly Report (January 14, 1995), p.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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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괄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않) 

첫째， 죄문: 의회문엿 개혁. 종래에는 l17ß 의 직장법이 연방의회에는 

적용되지 않는 예외를 인정했으나 이 방침을 변경하는 의회책임법 

(Congressiona1 Accountability Act)을 제정하였다. 1995년 1월 23일 대 

통령 서명을 받아 법으로 확정되었다(S 2--PL104-154)). 그리고 하원내 

부의 상설규칙의 개정을 통해서 위원회수와 그 직원 수를 축소하고， 위 

원장의 임기에 대한 제한을 부과하며， 대리투표를 금지하고， 조세인상을 

위한 입법은 5분의 3 다수의 찬성을 요건으로 하는 등의 변화를 가져왔 

다(H Res (55)). 

둘째， 균헛예사 허볍수척아과 핫목병 거부권. 균형예산을 의무화하는 

헌법수정안(하원발의 공동결의안 제1호: H J Res 1)이 1월 26일 하원을 

통과했으나 동년 3월에 상원에서 부결되었다. 상원에서는 공화당소속 

해트펼드(Mark O. Hatfield) 세출위원장이 반대하였는데， 1표 차이로 

부결되었다. 한편， 의회가 가결한 세출법안의 특정 항목을 대통령이 무 

효화할 수 있는 권한이 입법화되었다(S 4--PL104-130). 이 법안은 

1995년 2월 하원을 통과하고. 1996년 3월 상원이 가결하고， 동년 4월 9 

일 클린턴의 서명을 받았다. 이 법의 효력은 1997년 1월 1일부터 발생 

하여 2005년에는 효력을 상설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 항목별 거부권은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변 강화된 세출승인취소(enhanced rescission) 권 

한이다. 즉 대통령이 의회가 통과시컨 세출법안의 특정항목을 취소하는 

경우에， 의회가 이를 번복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한 효력이 유지 

된다. 만약 의회가 대통령의 세출승인취소를 번복하는 법을 제정한다면， 

대통령은 이 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에 

대한 무효화는 의회에서 각원 3분의 2 이상의 결정으로 가능하다.닮) 클 

53) James G. Gimpel, Fulfilling the Contract: The First 100 Days (Boston: Allyn and 
Bacon, 1996); Coηgress and the Nation (998), p. 885; Loomis (1998), p. 188; Bader 
(996); Bader (1997), p. 363 

54) 상원발의 법안 제2호로서 104대 의회에서 제정된 공법 제 1호. 

55) 하원(단순)결의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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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턴 대통령은 1997년에 l17ß 법안에 포함된 82개 항목을 대상으로 항 

목별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었다. 그런데 1998년 6월 대법원은 7대 2로 

대통령에게 세출법안 전체를 서명 또는 거부하는 대신에 일부 항목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법은 헌법의 권력분립 원리에 위배된다 

고 결정했다. 대통령의 세출승인취소는 정당하게 제정된 법의 규정을 

변경시키는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항목별 거부는 헌법수정안의 성립을 

통해서 만 가능하다고 할 것 이 다.57) 

셋째， 벌갚팩첼. 제1따대에서 제정된 공법 제1잃호(상원발의， s 
735--PL104-132)와 공법 제208호(하원발의 HR 361O--PL104-208)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화 위법증거수집 배제의 원칙에 대한 수 

정， 교도소 건설을 위한 보조금 증액， 범죄를 행한 이민자 추방의 가속 

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대책 자금을 활용함에 있어서 융통성을 주는 

일괄보조금(block grant)의 창설， 사형집행에 대한 유예신청 제한 등을 

규정했다. 

넷째， 볼좌. 공법 제 193호(HR 3734--PL104-193)는 현금으로 복지수 

혜를 제한， 복지수혜기간을 평생에서 5년간으로 한정， 18세 이하 미혼모 

에 대한 혜택부여를 거부 그리고 주정부가 연방복지지출금을 일괄보조 

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다섯째， 가족과 아동. 이 항목에 관련되어 제정된 주요 법은 입양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한 것(HR 싫48--PL104-188) ， 아동에 대한 성범죄 

의 처벌을 강화한 것(HR 1240--PL104-71) 그리고 아동부조명령의 집 

행을 강화한 것(HR 3734--PLl04-193) 등이다. 

여섯째， 중산츄 세금감면. 아동 1인당 500불의 세금 크레덧(credit)을 

추가하였고， “결혼 별금” 즉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 정산하여 보고하는 

데에 불이익을 주는 사항을 완화하였으며 개인연금저축(individual 

56) Evans and Oleszek (997), pp. 149-151 
57) “Supreme Court KOs Line-item Veto," June 25, 1998 

(http‘/ /www.nytimes.com!aponline/w.AP-Court-Veto.html. 검 색 일: 1998.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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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irement account savings plan)을 확대하였다(HR 잃48--P때04-188). 

일곱째， 효간앞복; 여기에는 외국통제 하의 유엔파견군으로 미국군대 활 

용을 금지 한 입 법 등이 포함된다(HR 3019--PL104-134; HR 

361O--PL104-208). 

여밟째， 사회보작(국민연금). 1993년에 소득세에 따른 사회보장혜택을 

인상한 것을 무효화하였고 고령자가 국민연금혜택을 상실하지 않고 일 

년에 30，때O불까지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그리고 장기요양 

보험 구매에 대한 세제유인을 제공하였다(HR 3136--PL104-121; HR 

3103--PL104-19D. 

아홉째， 자복수익과 규제. 자본수익세를 삭감， 기업자산에 대한 가속 

적인 감가상각을 허용， 소기엽의 제1차 연도 공제액을 확대하는 등의 

입법이 이루어졌다(HR 3μ8--PL104-188). 그리고 연방이 재정지원없 

이 주와 지방 정부로 하여금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하는 법규(즉 비지원 

명령， unfunded mandate)를 제정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 (S 

1--PL104-4)을 통과시켰다. 또한 연방정부의 문서작업을 축소하는 입 

법 (S 244--PL104-13)도 이루어졌다. 

열째， 민볍과 손해배삿 개혁. 투자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등의 입볍 (HR 1058--PL104-67)이 성립했다. 

연방의원 임기의 제한과 관련해서는 시민의회입법이란 이름 아래 하 

원은 3선 즉 6년， 상원은 2선 12년으로 하는 안과 양원 모두 12년으로 

하는 헌법수정안이 논의되었다. 어떤 안이든 국민의 4분의 3이 찬성한 

다지만 민주당 의원들 다수와 상당수 공화당 의원들이 임기제한에 반대 

하였다. 반대하는 의원들에는 딜레이 하원 공화당 부총무， 하이드 법사 

위원장， 아처(Bill Archer) 세입위원장， 그리고 상원에서는 해트필드 세 

출위원장， õß치 (Orrin G. Hatch) 법사위원장 등 지도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의원의 전문성은 당선경력과 함께 향상되는 것이며， 의 

원임기를 제한하면 보좌직원 로비스트 행정부 관리에 의한 입법이 초 

래될 것임을 지적했다. 또한 정기적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투표로써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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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교체가 일어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1995년 5월 22일 

연방대법원은 주가 연방의원의 임기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 

하였다. 연방의원 임기제한은 헌법수정안으로만 규정 가능한 것이다. 

1995년 3월 하원에서 이러한 헌법수정안은 통과에 필요한 3분의 2의 찬 

성을 얻지 못했고， 동년 10월 상원에서는 헌법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 

되었으나 의사진행방해발언이 중지되지 못하여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 

다.58) 

IV. 철 롬 

미국연방 제 104대 의회의 내부개혁 드라마의 중심 무대는 하원이었 

다. 그리고 그 드라마의 주연은 깅리치였고 공화당 의원들이 조연 역할 

을 수행하였다. 깅리치는 1994년 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에서도 다수당 

이 되는 승리를 견인하는 주역이기도 하였다. 그는 평의원 시절부터 하 

원 내부에서는 소수당인 공화당의 발언권을 신장하는 조직과 운영절차 

의 개혁을， 선거에서는 공화당 승리를 줄기차게 주창하였다. 깅리치는 

개혁 목표가 분명하였고 개혁방안이 이미 마련되어 있었으며 강한 추진 

력으로써 선거승리 직후 개혁방안을 즉각 실행에 옮겼다. 깅리치는 자 

신이 맡게 될 의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데에 주저하지 않았고 심의의 효 

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조직과 본회의 절차를 과 

감히 정비하였다. 

이렇듯 제104대 의회， 특히 하원에서 내부 개혁이 성공하게 된 것은 

깅리치 의원 개인의 성향， 자질 및 정치적 야망이 주요 요인의 하나였 

다. 그러나 그러한 적극적， 공세적 리더쉽 발휘가 가능했던 조건에도 주 

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지도 

58) Evans and Oleszek (1997), pp. 14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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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개혁 주도에 동참하고 지지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하원에서 공화 

당의 장기간에 걸친 소수당 지위로 말미암아 공화당 의원들은 좌절을 

같이 경험하고 불만을 서로 토로하면서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 

게 되어 위원장직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력한 의원들조차 위원장 

권한의 약화와 의장권한의 강화라는 개혁 방향을 수용하였다. 그리고， 

공화당 소장의원들은 의회개혁을 위한 깅리치의 노력을 당초부터 적극 

적으로 지지하고 있었다. 

정당 지도부의 강력한 리더십과 소속 의원들간의 폭넓은 합의에 협 

입어 다수당인 공화당은 자당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선호하던 개 

혁을 성취하게 되었다. 미국 연방의회는 다수당이 의장직과 위원장직을 

석권하고 보좌인력과 같은 자원의 분배에서도 유리한 지위를 갖도록 제 

도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다수당이 지도부를 중심으로 단합될 경 

우에 원하는 방향의 개혁을 달성하기에 용이해진다. 그런데， 공화당이 

선호하는 개혁이 이루어졌지만 이것을 당리당략 차원에서만 설명해서 

는 안될 것이다. 공화당은 의회가 민의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비효 

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시정하기 위해 개혁이 필요함을 부단히 

공론화하여 왔고 선거에서도 쟁점화하면서 그 개혁방안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일반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광범하게 확보하였던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제104대 의회에서 이루어진 개혁의 결과에 대한 논의 

가 불충분하다. 그것은 논의의 초점이 제 104대에 머물고 있고 제 105대 

이후의 의회정치에 대한 분석이 뒤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994년 

중간선거에서의 공화당 승리가 8년 여 지난 이 시점에서 공화당이 주도 

한 의회개혁의 결과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절실하다고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