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민주주의와 소수자 차별:

2004년 미국 대선과 미국의 동생컬혼 금지법
주민(州民)투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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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미국 대선의 가장 큰 이슈 증 하나는 동성결혼의 법적 허용 여부
였다 대통령 선거외 동시에

11 개

주 ( 쉐 ) 에서 동성컬혼율 불허하는 내용의

헌업 개정안 주민 (얘民) 투표가 실시되었으며， 모든 주에서 큰 표치로 동성

길혼 불허안이 통과되었다 . 이는 상대적으로 동성결혼에 강경한 반대입장을
보인 조지 무시 대통령의 재선에 도웅융 주었올 것이라고 해석하는 입장이
있는데， 특히 2004년 대선의 승패률 갈랐던 오하이오에서도 동성결혼 관련

주민투표가 실시되었던 것이 이러한 주장의 근거롤 이루고 있다

이 논문은 선거 갱페인 전략으로 직접민주주의 기제가 동원되었던

2004

년 미국 대선율 이 동성결혼 문제톨 중심으로 분석한다 동성컬혼 문제가 미
국 정치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게 된 법톨적

역사적 배경옵 분석하고 1

2004년의 주민투표륨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충돌이라는 시점으
로 바라용 것 이다

직접민주주의는 주권지인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횡 수

있다는 부인힐 수 없는 장점이 있는 반연

대의민주주의쩍 기제와 충돌하여

정상적 정치과정율 왜곡시킬 수 있는 위험성율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
된다

주제어

미국 2004년 대통령 선거 ‘ 직접민주주의 ‘ 대의민주주의， 동성걸

혼 선거 전략， 차영 관용

• 이 논푼은 2008년 한국의회알선연구소의 지앤 으표 수앵 왼 -위기 속의 디1 의민주주의
세도직 도션과 개혁- 연구 용역 보고서의 일부문용 수징

도움융 주신 박찬욱 임경훈 교수넙께 감사드린 다

보완한 것이다 연구에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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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채쩨기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뼈4년 미국 대통령 선거의 사례를 중심으로 직접민주주의적 장치들
이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웬칙인 ‘관용 에 대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살
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 연방헌법의 특정 중 하나는 국민투표나 국민소
환

국민발안 같은 직접민주주의적 기제가 부재(不在)하다는 것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것은 미국 헌법의 기초자 ( Fl띠ners) 들이 가졌던 다수의 독재 (tyrnnny of
majority) 에 대한 우려에서 기인한다 하지만 연방헌법과 대조적으로 대부분의 주

(州)들은 주헌법에 직접민주주의적 기제를 적극 도입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단점
올 보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중요한 정치적 결

정을 내린다는 민주주의적 이상에 좀 더 충실하기 위해 도입된 이런 직접민주주의
적 기제들은‘ 그러나 종종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올 강화하는 부작용을 가져융
수 있다. 이 논문은 2004년 미국 대통령 선거의 중요한 의제였던 동성애 결혼 금
지와 이를 위한 주헌법 개정안 주민투표 사혜를 중심으로 직접민주주의와 관용의

위기에 대한 관계를 고창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미국 헌법의 기초자들은 정치에 대한 대중의 영향력을 최

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 헌법에 다양한 장치를 삽입했다

대홍령 선거인단

제도， 양원제 상원의원의 간접선출， 상권의 분립 둥은 다수 독재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책이었다

r페더럴리스트 페이퍼 」 에서 제임스 에디슨은 -모든 아테네 시민들

이 소크라테스와 같았다고 해도‘ 모든 아테네 의회는 여전히 폭도들의 모임 이 었을
것 이 cJ- (Had

every Athenian citizen been a Socrales. every Athenian assembly would stiU

have 밟n a mob) 라는 유명한 구절을 남겼다 이렇듯 미국 헌법의 기초자들이 가
졌던 다수 독재에 대한 공포는 매우 구체객인 역사적 사설， 즉 아테네의 직접민주
주의가 소크라테스를 죽였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그 비극적인 축음에서 확인

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딜레마는， 민주주의의 가치칙 곤간이라 할 ‘관
용’ 이 때로는 민주주의 그 자체에 의해 위협받는다는 것 이다‘ 위에 인용한 메디슨
의 경구는 소크라테스의 죽음이 단순히 아테네에서 일회척으로 발생한 비극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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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직접민주주의 시스랩 자체에 내재된 근본적인 위험임을 지적하고 있다 민주

주의적 불판용 혹은 민주주의적 차별이라고 이름 붙여야 활 이런 현상은 단순한
형용모순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원칙과 가치 기저에 깔린 불안정성올 반영한다
다수가 동의했다는 것이 그 결정이 도덕적으로 정당하거나 기타의 대안틀에 비

해 공동체에 더 나은 이익을 가져올 것임올 보장해주지는 못한다 그러나 민주국
가에서 정상적 절차를 통해 다수의 동의를 확보한 결정은 그 절차적 합리성을 빌
미로 그 내용에 대한 소수의 항의를 챔묵시키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정치적 영향
력에서도， 함변의 기회에서도 밀려는 소수는 그 공동체 내부에서 피억압자의 지위
를 강요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정치적 소수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정 치 척 결
정 과정에의 참여를 보장하는 대의민주주의에서보다 직접민주주의에서 더욱 심각

하게 발생할수있다
대의민주주의 체계 하에서 소수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해줄 정치적 대표

자를 통해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하거나 X씨들에게 불리한 법안의 통과를 효과적
으로 저지할 수 있다 현대의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공통적으로 하나의 법안
이 통과되기 위해서 발안에서 공포에 이르기까지 수십 단계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

야 하며， 정치적 소수자블은 정당， 이익단체， 언론 ， 행정부. 사법부 동을통해 이러
한 볍안 처리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부
유한 성인 냥성안이 참정권을 가졌던 초기 민주주의가 점차 인종 재산， 성별 둥의
장댁을 뛰어 넘어 참정권의 엄위를 넓혀간 과정이 곧 민주주의 발진의 역사인 것에
서 확인할 수 있듯 정치적 약자 및 소수자들에 대한 배려는 단순한 동정이나 사회
질서 유지의 차원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을 관통하는 가치이기도 하다

직접민주주의는 이렇게 정교하게 디자인된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법안 재정 절
차를 우회해서 다수의 의지를 소수에게 강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정에

서 악용될 경우 민주주의 그 자채를 위협할 수 있다 민주주의적 차별 ， 혹은 민주

주의적 절차를 통한 차별이라고 부를 수 있을 이러한 직접민주주의 문제는‘ 종종
정치인들이 자신에 대한 지지를 조직화하기 위해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을 의도적
으로 조장하기 때문에 말생한다 외부로부터의 위기나 자기 집단의 동질성 강조

외부인 들에 대한 차별성은 가장 손쉽게 정치 지도자의 지지율올 높일 수 있는 수
단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민주주의의 문제

즉 무지하고 선동에 속기 쉬운 다수 대 중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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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어떻게 공화국을 보호하느냐， 곧 다수의 독재 ( majority tyranny) 틀 어떻게 민

주주의의 원리와 조화시키느냐가 미국 헌법의 기초자들 ( Fmmers) 들의 가장 큰 고
민거리였다 이를 위해 각종 다양한 장치들이 미국 헌법에 삽입되었는데 우선 대
통령을 선거인단을 통헤 합는 간선제로 규정하여 국민의 직접적인 영향으로부터
격리시킨 것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상원과 하왼의 양원으로 의회를 구성하고 상
원의원의 임기를 선거의 영향을 덜 받는 6년으로 길게 하며 역시 직접 선거가 아

닌 주 의회에서 선출하도록 한 것 1 ) 삼권 분립을 통해 행정. 입법‘ 사법부가 서로
를 견제하도록 한 것， 연방주의를 채택하여 주정부와 중앙정부가 역시 서로를 견

제하도록 한 짓 1 또 수정헌법 l 조에서 10조까지의 권리장전을 채택하여 정부의 권
력올 제한한 것 둥이 다수 독재로부터 소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척 장치
였다 이상 나열한 것들이 미국 연방헌법의 명시적인 특정이라연. 영시되지 않은

또 다른 특징은 국민투표나 국민알안 ， 국민소환 등 대부분의 대의민주주의 국가애
서 채택하고 있는 직접민주주의적 장치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새로운 민주주의 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해 아무 것도 침조할 만한 사례를 갖고

있지 못했던 헌법 기초자들의 이러한 고민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아무런 비교
대상이나 개인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 없이 기초부터 민주주의 시스댐을 디자
인해야 했던 이 들윤 최대한 직접민주주의 척 요소를 배제 함으로써 매우 보수척으

로다수의 독재 문제를해결하려 했으며， 그결과국민의 정치 참여가지나치게 제
한되어 인주적 가치를 훼손하는 결파를 가져왔다고 달 (DahI 2002 ) 은 주장하고 있

다 비 록 현재에 이 르기까지 대몽령 선거는 형식적으로는 간접선거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직접 선거와 크게 다르지 않용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상원의원도 직

접선거로 뽑히도록 바뀌는 등 미국 헌 법에 내재 된 이러한 문제정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은 아직도 요원해 보인다고
닿스스로도인정한다
연방헌 법 의 전띤적인 개정이 거의 불가능한 미국의 특성상 연방정부 차웬 에서

본격적인 직첩민주주의적 장치들을 도입하는 것은 최소한 가까운 장래에는 일어
나지 않을 것으토 보인다 반면 주나 그 이하 단위정부 수준에서의 직접민주주의

1) 애초에 주의회에서 선출하던 상원의웬은 그러나 1 913년 수정헌법 1 7조가 통과되띤서부
터 직전 선거 방식으로 옐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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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0세기 들어 깨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Tolbcrt and Smilh 2α)6)

(i niti ative)

께도는 주로 서부의

24 7H

주에서 실행 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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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말안
주민투표

(referenduITI )2) 역시 24개 주에서 주 헌법으로 보장되고 있다
미국에서 직접민주주의 제도가 주 헌법에 본격적으로 채택된 것은 1 9 11 년에서
1 920년 사이로. 이 기간 동안 모두 2937H 의 주민발안이 이루어졌다‘ 이 후 60년대
까지 주민투표나 주민말안의 숫지는 100회 이하로 줄어들었다가‘ 1978년 캘리포

니아에서 재산세 감세블 위한 제 1 3번 발의안 ( Proposition 1 3) 이 통과되면서 미국 전
역에서 같은 발의안이 투표에 붙여지는 계기가 되어 다시 한 번 직죄민주주의의

진성기가 도래하였다

198 1 년에서 90년 사이 주민투표와 주민발안은 27 1 건이 있

었고， 90년대 들어서는 그 숫자가 400건으로 중가했다 특히 1 996년 한 해에만

93

건의 직접민주주의 참여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적극적이고도 활발한 주민발안과

주민투표 제도의 활용은 연구자틀로 하여금

democracy )" 라는

주민투표 민주주의 ( referen d uITI

표현올 쓰게 만들 정도였다 (Mendelsohn

and Parkin 200 1) ,

2 1 세기

에 들어와서도 직칩민주주의에 대한 열기는 계속되어， 2004년 대선과 함께 치러진
주민투표 혹은 주민발안은 총 34개 주에서 163건에 달했다 여기에는 주 단위 이
하 지방정부에서 치른 직접민주주의 방식의 주민참여투표의 건수는 포함되어 있
지 않다

직접민주주의적 기제가 정치 과정에 "1 치는 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
다 칫째

정부의 정책올 변경하거나 새롭게 만드는 직접적 효과가 있고， 둘째. 국

민틀에게 이슈에 대한 정보를 교육하고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며 토혼에 참여하
도폭 하며 정치적 효능감올 재고하는 간접적 효과가 있다 우선 직접적 효과를 보

면 주민발안이나 주민투표 제도를 갖고 있는 주틀은 그렇지 않은 주들에 비해 낮

은 세율의 세 금 세도뜰 갖고 있으며 주정부의 지출 규모 역시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된 연구들이 있다 ( Marsusaka

1995 , 2004)

또 직정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한 주

들은 주 의회의원들의 임기를 제한하고 ， 동시에 증세를 위한 의질 정족수의 기준

이 높은 경향이 었다 그러고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시행하는 주들의 정책은 상대

2)

주민발안 ( inÎtìiltive) 와 주민투표 ( refercndurn) 의 차이는 진자는 새로운 법륜의 제안이나

기존 언엠의 개정안 퉁이 일정 숫자 이상의 주인의 서영을 봉헤 l싼의되고 투표에 불어

지는 제도인데 반해 후자는 의회나 주지사 둥이 냉령이나 개정안융 발의하고 주민들은
그것에 대해 투표한다는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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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좀 더 잘 반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유권자틀의 선호

가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것을 뜻하며， 주 정부가 유권자틀의 요구에 더욱
높은 책임성과 반용성올 보인다는 것올 말한다 ( Matsusaka 1995).
이렇듯 직접민주주의척 기제들이 정부의 대표성올 강화하는 긍정적 측연 이 있
는 반면. 일찍이 매디슨이 우려했던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부정척 측면으로의
영향도 발견왼다 대표적으로 엘( Bell 1 977) 은 주민투표가 매우 효과적으로 편견‘
차별， 인종주의를 부추기는 역할올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수자 권익에 대

한 직접민주주의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엇갈리는 주장을 펼치고 있
어 아직 결론이 내려졌다고 하기는 곤란하다 예를 들어 인종문제 동에 연관왼 사
안들에 대해 주민투표나 주민발안이 이루어졌올 때 . 대부분의 경우 다수파인 액인
들에게 유리한 결론이 나왔다는 연구가 존재한다 (Tolbert 삐d Smith 2이)6)
수자들에게 불리한 주민투표 결과가 나오는 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으며

안연 소
그 불

리한 청도도 급진적이라기보다는 용건한 편이라는 연구도 있다 ( Donovan 뻐d

Bowler 1997) 또 소수인종들도 대부분의 안건에서 다수 액인들과 그다지 다른 투
표행태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보고되었다
정치적 동원올 위해 소수자에 대한 차별걱 정책올 이용한 사례로 지난 200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부시 대통령이 동성애자 결혼 문제를 중요한 선거 의제로

다룬 것을 들 수 있다 그는 동성애자들의 결혼올 법적으로 인정하고 이성애 결혼
과 마찬가지의 혜택올 보장할 것이냐는 문제를 선거의 중요 이슈로 삼았으며‘ 이
에 찬성입장을 보인 민주당 존 케리 후보와의 차별성올 부각시켰다

객극걱으로

동성애 결혼 문께률 선거에 연결시키려는 부시 진영의 노력은 미국 11 개 주에서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주 헌법에 동성애 금지를 명문화시키려는 헌법 개정 주민
(州民)투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절정올 이루었다

(G∞rgia) . 켄터키 ( Kentucky) . 마시간 ( Michigan)

아칸사 (Arkansas)

조지아

미시시피( Mississippi ) ?) 몬타나

(Montana) 노스 다코타 (No!1h Dakota) ‘ 요하이오 (Ohio) 오클라호 마 ( 0μahoma)
오레건( Oregon) . 유타 (Utah ) 둥 11 개 주 모두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헌법 개청이

3)

주인발의(iniliative) 제도에는 주민발의안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곧바로 주민투표에
부쳐지는 직정발의제도와 주 의회가 일단 주민엘의안올 심사하고 대안제출권을 갖는 간

겁발의재.'i'.7t 있다 여기 11 개 중 미시시피는 유일하게 간집웰의제도룡 채택하고 있다

직접민주주의와 소수자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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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되었는데， 특히 2004년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오하
이오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많옹 주옥을 받았다

과연 동성애 결혼 주민 투표가 2004년의 대통령 선거 걸과에 실제로 영향을 끼
쳤는가에 대해서는 이견(꿇見) 이 존재한다 스미스 (Smid， 2(05 ) 는 여론조사 결과
를 분석하여 동성애 이슈가 실제로 대선 결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결
론올 내린 반연. 스터키 (Srucky 2(05) 는 그 반대로 요하이오에서의 동성애 주민 투

표가 오하이오를 공화당 쪽으로 돌아서게 만든 절정적 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 나 2004년 대선에 대한 영향력 여부와 상관없이 ， 이 동성애 주띤 투표와 대
흉령 선거의 연계 선략은 소수자 문제를 직접민주주의척 장치를 매개로 하여 갱치
인에 대한 지지자 결집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연구는 2004년 대선의 이슈가 되었던 동성결혼 문제를 살펴보고 직접민주주의
적 기제가 어떻게 소수자 차별과 결합하여 민주주의의 결핍 (democmlic deficit ) 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고찰해 불 것이다

11.

결흘보호법안과 연방헌법 결혼 수정안

결혼보호법안(Derense or Marriage ACI 흔히 ∞MA 라고 불리운다)4)은 1 996년 미
국 공화당 하원의원이었던 밥 바 (Bob Barr) 에 의해 제안되고 같은 해 당시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 공포된 연방법률이다 이 법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
는데. 첫째 동성(同性) 간 결혼올 인정하는 주(州)가 있다고 해도 그 주에서 맺어
진 동성결혼의 법률적 효력올 다른 주정부가 인정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밝히고

있으며， 둘째， 연방정부는 동성 관계를 결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것이
다 결혼보호법안은 상원에서 찬성 85표 대 반대 1 4표， 하원에서 찬성 342표 대 반
대 67표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통과되었으며 1 클린턴 대통령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1996년 9월 연방법으로 공포되었다

현재까지도 매사추세츠나 묘네티컷 같이 진보적 성향이 매우 강한 주를 제외하
고는 미국의 전반적인 여론은 통성결혼에 대해 부정적이 며 1 클린턴 대통령 본인도

4) 결혼보호법안의 원문은 〈부록 ”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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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에 대해 부갱적인 견해를 갖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맑힌 바 있디

이에 비

해 2008년 대선에서 승리한 오바마는 절훈보호볍안의 폐지를 지지하며 동성 커플

도 이성결혼과 마찬가지의 법률적 지위와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5)
이 결혼보호법안은 1 993년 하와이주 대법원이 떼어 대 르윈 ( Baehr v. Le win) 사

건에 대해 내린 판결에서 비 롯되었다 이 판결에서 하와이 대법원은 주정부가 동
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주 헌법애 위매된다고 인정하면서도 1 동시에 하와이
주정부로 하여금 동성결혼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명령하
였다 결국 1998년 하와이 주 헌법의 개정으로 이어진 이 결정은 만약 하와이에서

똥성애 결혼을 인정할 경우 그 결혼의 합법성올 미국의 다른 주에서도 인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동성애 결혼 반대론자들의 고띤이 반영된 결과였다 이 문제
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혼히 “충분한 신파와 신용 조항 (Full FaiOl and Credil Clause)

이라고 불리우는 미 연방헌법 4조 l 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 조항의 원문올
소개하면 아래와같다

각 주는 다른 주의 법령

기 콕 및 사법 절차에 대해 충분한 신뢰와 신용을 가져

야 한다 연방 의회는 이러한 법령

기족 및 사법 정차를 증명하는 방법과 그것 의

효력올 일반 법률로 규정할 수 있다 (F비1

the public AClS.

Recoπ15 ，

Faitil and Credil shalJ be gi、/en În each State 10

and judici띠 Proceedings of every other S,.,e. Aod lhe Congress

may by geoernl Laws prescribe the Maoner in which such Ac lS‘ Records and
sh때1

proce생in양

be pmved , and the Effecl thereo f)

이 조항은 각 주에서 개별적 으로 이루어 진 입법행위나 사법절차기 다른 주에서

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져 왔다 따라서 하와이에서 인갱된 동성결
혼은 연방정부나 주갱부차원에서의 상충하는 법률이나 제한조치가 없다면 원칙적
으로 다른 주에서도 결혼으로서의 효력올 인정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었 을 때 결
혼쏠 통해 법적 지위를 보장받으려는 다른 주의 동성 커플들이 하와이에서 결흔식
을 올라고 그들의 거주 지역으로 돌아가는 사태가 예상되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하와이에서 허용한 동성결혼이 미국 진체로 확산되는 사태를 야기할 것이었다
미국에서 결혼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는 전통적으로 주정부의 관할로 인식되어
5) 오바아의 동성결혼 관련 공약 왼문은 〈부록 2) 창조

직접민주주의와 소수자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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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흔의 요건

은 연방헌법과 그 주의 주 헌법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일반적으호 결혼이 치

러진 주에서 합법적이라고 인정된 결흔은 다른 주에서도 합법적으로 인정되지만
각 주는 다른 주에서 행해진 결흔의 요건이 그 주의 정책에 합치하지 않을 경우 예
외적으로 그 결혼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복흔 (ilì婚 :p이ygamy l. 근친혼， 혼혈
흔 ( miscegenation ) . 조혼 동의 문제에 있어 각 주는 다른 주에서 합법적으로 인정되

는 결혼이라 할지 라도 그 주의 정책에 붙합치한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연방정부는 각 주의 결혼에 대한 정책 이 달라 생기는 문제에 대해 원칙적
으로 개입할 권리를 갖고 있으나‘ 실제에 있 어서는 개입올 자재하는 경향이 있었
다 결혼보호법안의 주된 목적 중 하나는 연방정부가 동성결혼 문제에 게입할 수
없다는 것을 영문화함으로써 개입의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자는 것이었다

이 결혼보호법 안 통과 이후 미국의 각 주에서는 동성결혼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
제로 격론이 벌어졌다 주에 따랴 주의회의 입법행위 혹은 주민(州民)투표의 방식
을 통해 동성결혼의 법률적 지위에 관한 문제를 결정하였는데

2009년 4월 현재

동성의 결혼에 이성간 결혼과 동퉁한 법률적 자격올 인정해주고 있는 주는 4개 로
애사추세츠， 코네티켓， 아이오와‘ 버몬트 퉁이다 이중 버몬트를 제외한 3개 주는
대법원의 판절로 동성결혼을 허용하였으며， 유일하게 버몬트는 의회의 법안 몽과

를 통해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경우다 이 4개 주를 포함하여 뉴치지

뉴떼시코， 뉴

욕 ， 로드 아일랜드는 자체적인 결혼보호댐안이나 헌법 개정안이 통파되지 않았으

며 따라서 매사추세 츠나 코네티 컷에서 인정왼 동성결혼이 이 틀 주에서도 합법적
으로 인정된다 캘리포니아는 2008년 주 대법윈 의 판결로 동성결혼올 허용하였으
나 2α)8 년 대선과 함끼 치러진 주민투표 결과 동성결혼을 불허하는 주 헌법 개정
안이 통과된상태이다
2009넌 현재 30깨 주에서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헌법 개정안을 주민투표에 불여

몽과시켰고 이 헌법 차원에서 똥성절혼을 금지하고 있지 않은 주들에선 대부분 주
6) 동성결혼융 금지하는 주 헌엽 개정안을 주민투표에 흩인 주등 가훈데 2006년에 주?l 투
표흘 치륜 아리조나만이 유일하게 개정안올 부철시켰다

그러나 2008년 아리조나에서

다시 치러진 주민투표에서는 철국 똥성결혼 금지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주벌 동성겔혼
허용여부는 인터넷 액과사션 왜키며디아의 해당 항목에 잘 정리되어 있다
w iki뼈 m.OI"，gl ‘.vikilSan밍-sex _mani age_stalus_in_lhc_Uni IC<CSIßlcs_by_statc (검 색 일

http://en
200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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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서 결혼보호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위에 언급한 몇몇 주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미 국 주에서 동성결혼에 대헤 이성결혼과 동퉁한 법객 지위
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동성결혼 금지와 관련된 헌법 개정안은 평균 67 ， 95 % 의
찬성투표율을 보이는 퉁 전반적으로 미 국 사회는 동성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
롤 보이고 있다

그러나 몇몇 주에서는 시민 결합 (civil

union) , 동거인 (domestic

야nner) 동의 명칭올 사용하연서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법률
적 지위와 세제 혜택 풍을 허용하고 있다
결혼보호법안이 1 996년 연방의회 를 통과한 이후에도 동성결혼을 아예 근본적으

로 금지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았다 일부 보수적인 공화당 의원들은 연방헌법
결혼수정 안 (P，영 el1l1

Maniage Ame ndmenl , 보통 FMA라고 통칭된다)을 제안 ， 야에

연방헌법에 통성결혼올 콸허하는 조항을 삽입하려고 했다 종종 철혼보호수정안

(Maniage Protection Amendrrκnt ) 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수정안은， 결혼올 남성과 여
성의 결합 ( union) 이라고 제한적으로 정의하여 동성 커플의 결함을 법원 판결이나
법 제정을 통해 결혼으로 인정하는 것을 원천척으로 용쇄하려는 시도이다
미국의 헌법 개정을 위해선 상하 양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개정안

을 발의하고 4분의 3 이상의 주 의회에서 개정안을 숭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

다

” 연방헌법 결혼수정안은 2003년

2004년， 2005년 그리고 2008년까지 네 차례

에 걸쳐 계속 상갱되어 상하원 통과를 시도해왔으나 아직까지는 헌법 개정안 발의
에 필요한 득표를 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최근이었던 2008년 7월의 하원 투표에

서 연방헌법 결혼수갱안은 찬성

236lf., 반대 187표로 발의안 통과에 필요한 290표

를 채우지 못하고 부결되었다
2003년에 최초로 미 의회에 제출되었던 연방헌법 결혼수정안의 핵심 내 용은 ’결

혼‘의 개념을 요직 ‘한 냥성과 한 여성의 결합 ( the union of a man and a woman)‘으로

28) 를 창조

7) 3분의 2 01 상의 주들이 요구했올 때 헌법개정회의를 개최하여 개정안올 발의힐 수도
있으나 한 번도 실제로 사용된 척이 없는 방법이다 또 비준에 있어서도 주 의회가 아
닌 주 헌법회의륭 소집하여 비준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는 수청헌법 2 1 초톨 위해 단 한
번 사용왼 방법이다 실질적으로는 상하 양원 3분의
하고 4분의
할수있다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 안올 발의

3 이상의 주 의회에서 개정안을 숭인하는 것이 유일한 헌법 개정 정차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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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제한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의를 통해 연방헌법 결혼수정안은 연방갱부나 주

정부가 동성 커플의 결혼을 인정하는 것올 막고‘ 또 이에 따라 결혼으로 인청되지
않는 동성 커플들에게 육아 입양， 세금혜택 둥 결혼한 부부에게만 제공되는 권리
와 혜택을 금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연방헌법 결혼수정안은 보수적인 공화당 인사들에 의해 추진되었으며 부시 대
통령은 이 개정안에 대한 지지의사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공화당 내

에서도 연방헌법 결혼수정안에 대한 의견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았는데 연방정
부 권력의 축소를 주장하는 공화당 인사들은 연 방헌법 결혼수정안이 주갱부의 권
한올 침해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반대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체 니 부통령초차도

결혼은 주정부 권한의 영역이라는 이유로 연방헌법 결혼수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흘보였다

III.

2004 년 미국 대선과 풍성걸훌

상대적으로 적은 표차였지만 부시 대통령의 숭리로 끝난 2α)4년 미국 대통령 선

거 결과에 대한 미국 언륜의 주된 해석은 이른바 ’도덕적 가치 (mo때 V외ues)" 의 이

슈가 대선 결과를 결정했다는 것이었다(Ashbee 2005; Campbell and Monson 2008;

Wilcox , Merolla, Beer

2α)6 )

여기서 .도덕적 가치”란 주로 동성결혼에 대한 찬반

논쟁을 뜻한다 마지 1 992년 클린턴의 숭 리 를 경제 문제에 집중한 공격척인 캠페
인

-

경제가 문제라구 이 바보야 ( lt 잉 the economy, stupid)" 라는 구호로 집약되는

의 숭리로 단순화하여 해석하는 것처럽， 동성결혼 문제로 압축되는 도덕적 가

치에 대한 논란이 2004년 대선에서 보수객 기독교 도들의 결집을 가져왔고. 이들이
대거 부시 대통령에게 투표한 결과가 부시의 숭리로 나타났다는 것이 일반적인 언
론의 해석이었다

이른바 9 . 11 테러사건 이후로 90퍼센트 가까이 치솟았던 부시의 지지융은 2003
년에 이르기까지 재선의 가능성을 염려하지 않을 정도로 탄탄해 보였다 그러나
2003년 말 이후 이라크 전쟁의 전황이 악화되고 경제 상황도 그다지 국민의 기대

를 충족시 킬 만큼 호황을 누리지 못하연서 부시의 재산 가능성이 불확실해지기 시
작했다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초반에는 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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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충의 지지를 힘입은 하워드 딘 (Howard De<tn ) 이 유력한 후보로 부상하였으나.

결국 민주당이 선택한 후보는 상원의원 존 케리 (John Keny ) 였다
2004년 미국 대선에서 동성결혼푼제가 대선의 숭얘를 결정지올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것에는 2αl3년 애사추세츠의 주 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합법적으로 인갱하

는 판결올 내린 사건이 중요한 l께경이었다 이 판결에 보조릎 맞추어 아직 주 차원
의 동성걸혼 금지법이 입법화되지 않았던 캘리포니아. 오레건‘ 뉴저지 등에서 동
성절혼에 대해 결혼 종영서를 발급하기 시작했고 특히 동성애자들의 정치적 영향
력이 강한 것으로 유명한 샌프란시스코에서만 4αm쌍에 달하는 동성애자틀의 결

혼식이 거행꾀었다 ( Ashbcc 2α)5 ). 1 996년에 이미 연방의회에서 결혼보호법안올

통과시켰고 진반적인 미국의 여론은 동성결혼에 부징적임이었음에도 왈구하고，
애사추세츠 주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결국 통성결혼이 합법화된 것은 미국의 보수
진영을 긴장시키기 충분했다 사법부의 진보적 판결이 결국은 동성결혼을 미국 전

역에서 허용케 만드는 사태를 가져오리라 믿은 미국의 보수 진영은 이뇌한 사태에
적극척으로 대용하며 대대적인 동성걸흔 금지운동을 펼쳐나갔다
이 동성결혼 금지운동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첫째 연방헌법 결
혼수정안을 흉해 동성결혼의 합법화플 연방헌볍 차원에서 왼천적으로 용쇄하려고
시도했으며

둘째

직접민주주의 방식인 주민투표릎 흥해 각 주의 주 헌법올 개정

하여 주 차원에서 주대 법왼의 판결이 나 주의회의 법륭 세갱으로 홍성결혼이 허용

되는 사태 를 막으려는 것이었다
2002년 이후 거의 매년 연방헌법 결혼수정안이 연앙 의회에 상갱된 것에는 이런

배경。l 있었다 앞에서 밝힌 것처럼 연방헌법 결혼수정안의 목적은 두 가지였는
데， 첫째， 결혼올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 정의하는 한편 둘째， 매사추세츠에서처

럽 사법부의 결갱으로 동성결혼이 허용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주정부에서 시민 결
함 (civil

union ). 동거인 (domestic partner) 풍의 법적 지위훌 인정하는 경우에 반드시

의회틀 용한 입법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여 사!입부 단독으로 동성결혼 문제를 결
정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시 대 통령은 울론 보수적 유권자들이 풍올 돌렬 것을 염려한
케리마지도 모두 동성애 커플의 결혼에 대 해 반대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마나

케라는 동성결혼올 금지하기 위해 연 방헌법올 개갱까지 하는 것에는 약간은 모호
한 반대입장올 보였던 반면. 부시 대 통령은 연방헌법 결혼수정안올 지지하는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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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있었다

그러나 복잡한 연방헌법 개정절차 때문에 연방헌법 결혼수정안이 통과훤 가능

성이 거의 없었던 반면 주민투표를 통한 주 헌법 개정은 훨씬 효과적으로 동성결
혼을 용쇄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4년 미국 니l 선과 동시에 동성질혼을 금

지하는 주 헌볍 개정안올 주민투표에 불인 주는 모두 11 개에 달했다

미주리

( Missoun ) 와 루이지애너(Louisiana) 에서도 2004 년 동성결혼 금지 개정안 주민투표

가 있었지만 각각 8월과 10월에 대통령 선거와는 분리되어 실시되었다
조지 아 ( Gcorg… ) . 켄터키 ( Kentuck y)

(Arkansas)
(Mississipp i) .

띠시간 ( Michigan )

온태나 (Mont.'\J1a ) . 노스다코타 ( North 0앙ota)

아칸소

. 미시시피

오하이오 (Ohi이 ， 오클

라호마(Oklahoma) . 오리건 (Oregon ) . 유타 ( Utah ) 에서 대선과 함께 치러진 동성결혼

금지 개정안 주민투표는 한 주의 예외도 없이 모두 높은 찬성륜과 함께 통과되었
다
이 ” 개 주 중 부시 대통령 은 2004년 대선에서 미시간과 오리건을 제외한 9개
주에서 숭리했다 그 9개 주는 대부분 전통적으로 공화당에 대 해 강한 지지를 보

여 온 납부 주들이었고 예외인 노스다코타 또한 보수성향이 강한 지역이었기 때문
에 부시 대통령이 이들 주에서 숭리한 것올 동성결혼과 결부시키기에는 무리가 있
다 그러나 박빙의 숭부였던 2004년 대선의 향방을 사실상 결정했 다고 일컬어지는

격진지였던 오하이오의 선거 결과에는 이 동성결혼이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
파는 추측이 않았고

이것이 2αμ년의 대선 걸과를 동성결혼 문제가 질정했다는

언흔의 시각의 중요한 근거를 이루고 있다

오하이오 ，，] 시간 플로리다， 아이오와， 일리노이 . ，，]네소타‘ 위스콘신 등 주로
，，] 국 중서우의 주들은 민주당이 지배하는 뉴잉글랜드와 캘리포니아， 공화당이 지

배하는 납부 주들과는 달리 선거 때마다 상황에 따랴 지지 정당이 바뀌는 경향이
있어 이륜바 ‘스쩡 스테이트 (swi맨 statcs)’ 라고 블린다 이 스웹 스테 이트 중 많은

인구로 인해 선거인단 숫자가 27명애 달하는 플로리다나 20명의 오하이오 2 1 명의
일리노이

1 7병의 미시간 퉁이 ，， ] 국 대통령 선거의 향빙을 결정하는 중요 선거구

로 여겨진다 2004년 대선에서 최종적으로 부시 대통령이 얻은 선거인단 득표수는
286표 케이 후보는 25 1 표였다 따라서 오하이오으] 20표가 부시가 아닌 케리에게

갔더라연 선거는 뒤집혔쓸 것이기에 요하이요의 선거 결과에 이옥이 집중되었
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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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자 선거 참모였던 칼 로브( Carl Rove ) 는 2004년 대선

의 핵심 전략으로 똥성결혼 의제를 선택했고‘ 이 전략에 바탕해서 주로 복음주의
기독교 단체들이 종심이 되어 똥성결혼 금지 개정안을 각 주에서 주민 투표에 붙
이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애쉬>I](Ashbee 2005) 에 따르연 이 도덕적 가치 전략은

다음파 같은 결과훌 가져와서 부시 대통령의 숭리에 기여했다 첫째‘ 기독교 우와

유권자들을 결집시켜 투표장으로 불러 내 는 통원 (mobiJization ) 의 효파를 가져왔다
이는 2000년 앨 고어의 억울한 패 배 를 기억하는 민주당 지지자툴융 결집시킨 케리

후보의 노력과도 결부되어 2αm년 542퍼센트의 투표울올 59 .9퍼센트까지 끌어올
리는 데 기여하였다 이는 2000년 대선과 비교하여 2004년 대선의 투표자 수가 거

의 l 천 7액만 명이나 많았음올 의미한다 둘째 도덕적 가치의 선거 전략은 민주
당에 기울어져 있던 상당수 유권자들로 하여금 마음을 바꾸게 하여 부시 대홍령에

게 투표하게 만든 ‘성득(야~uasion r 의 효과도 가져왔다고 지적된다 대표적인 사
례가 라틴계 유권자들이 다 혹인 유권자 집단이 가장 민주당에 충실하다연， 그에
옷지않게 라틴계 유권자들도 일관되게 민주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라
단계 미국인들은 대부분 카룡릭 신자로 가족적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 이틀에게 동성결혼이 전통적인 가족올 해체하는 결과를 가져용 것이라는 공화
당의 캠페인이 효과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다 실재로 전헤 없이 많은 44퍼센
트에 달하는 라틴계 유권자가 부시 에 게 표올 던졌다고 보고한 여론 초사 결파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런 견해에 대한 반롱도 존재한다 미국의 현직 대용령은 아주 큰 파요

가 없다연 큰 문제없이 재선에 성공하는 경향이 있다 20세기 들어 채선에 도전한
현직 대통령 20명 중 15명이 채선에 성공했다 이 중 부시 대 통령치럽 소속 정당

8)

똥성결혼 금지엄 주민후표와 별개로 . 오하이오에서는 임시투표 (provision외 V이cs) 의 집

계 훈재로 2000년 용로리다의 재개표 논란과 유사한 시비가 일었다 입시후요란 유권
자가 신분중용 소지하지 않았다거나 기타 기술척인 이유로 유권자 자격이 확실치 않올
때 임시로 루표풍 허용한 후 차후에 유권자 자격 문제률 확인하여 선거집계에 포항시
키는 제도릅 암한다 xμ년 대선 때 입시투표 중 35 .5퍼센트에 닿하는 표가 여러 가지

이유로 개표 징계에서 제외되었는데 이는 총 67만 5천 표에 달하는 표가 우효화된 것
이었다 욕히 요하이오에서 유권자 자격융 지나치게 엄격하게 혜석하여 부시 대용령에
게 유리하도록 선거 결과흩 임의로 초작하였다는 의혹이 있었다

직접민주주의와 소수자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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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고는 모두 재선에 성공했다 아료라모위츠 (AbramowilZ 2(04) 는 이런 이유

플 틀어 부시의 숭려릅 특별한 선거전략에 힘입었 다기보다는 이 러한 일반적인 현
직 대통령의 재선 도전의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선거결과라고 명가한다
또 동성결혼 긍지법안이 주민 투표에 불여진 11 개 주에서의 투표융 증가융이 기타
주에서의 투표율 중가융과 큰 차이가 없음올 지적하연서 동성결혼 관련 주민투표

가 보수 기독교 유권자틀올 동웬했다는 주장을 반박한다 비 슷하게 버든 (Burden

2(04) 또한 주민투표가 치러진 11 개 주에서 부시 에 대한 지지가 고르게 종가하지
않았음융 보여주면서 동성걸혼 이슈가 부시에 대한 지지릎 이끌어 냈다는 주장에
의운올 제기했다 마찬가지 로 힐리거스와 실즈(Hillygus and Shields 뼈5 ) 도 동성결
혼 이슈의 셜득 효과에 대해서 회의적인 경론올 내혔다
반띤 액도널드 (McDonald 2<X셔)는 격전지가 아니었던 주에 있어서는 동성결혼

문세가 확실한 동웬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도노반 퉁(Donovan el 떠 2(05) 은
똥성결혼 이슈의 동원효과와 설득효과 모두흉 인갱하였다 캠엘과 몬슨 ( C띠npbell

and Monson 2008) 은 어느 갱도 절충적인 입장올 취하는데 ， 이 들은 동성결혼 금지
업 주민투표가 어느 정도 보수 기독교도틀에 대한 통원 효파가 있었융올 인정하연
서도 한편으로 이 이슈가 총교에 관심없는 유권자들융 소외시 켜서 그 효과를 상쇄
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2004년 동성결혼 주민투표와 띠국 대봉령션거 결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상의
연구들올 종합해보연

동성결혼 문제가 기대만큼 우시 대홍령의 재선에 결정적인

영향올 끼쳤다는 증거를 찾기는 힘들다 어느 정도 동원의 효과가 있었음올 보여
주는 연구들은 존재하나‘ 미국 언론이 주장한 것처럼 2004년의 선거릅 결정한 것
이 -가치”의 문제었다고 말할 만큼의 효파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
거의 결과와 상관없이 2004년 이후 본격화된 동성결혼에 대 한 논생은 여전히 계속
되고있다

IV.

민주주의적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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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연 한 가지 특정올 알견할 수 있다 때사추세츠 코네티컷 아이오와처럼 현

재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있는 주를 그러고 현재는 주민투표룹 용해 동성결혼이
금지되었지만 2008년 대법 원 결정으로 동성결혼흘 장시간 허용하였던 캘리포니아
둥에서 성적소수자들인 동성연애자들의 이익올 보호한 것은 상대적으로 주류 여

흔의 부담에서 자유로운 대법원의 판질이었다 따라서 2004년의 동성연애 주민투
표가 2003년 매사추세츠 대법웬의 동성결흔 허용 판질에서 자극받아 촉발왼 것은
견깨와 균형의 웬려 위에 자리잡고 있는 사밍부의 진보적 절청을 직접민주주의척
망식올 통해 돌파하려는 시도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입장. 즉 동성결혼이 미국의 전통적 가치활 파피할 것이여

갱소년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칠 것이란 의견은 그 나릅대로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똥성결혼에 대한 찬반과 상판없이. " 1 국의 2004년 대선 과정과 그것과 연

관된 동성결흔 급지법 관련 주민투표는 미국의 정치과정 과갱에 대 한 심각한 문제
정올 노정시켰다는 것옹 부인할 수 없다 심각한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몇몇
주 대법원에서 인정한 사안올 직접민주주의적 망식을 동원하여 정책을 뒤집음으
로써 차후 토흔 및 수정의 여지가 용쇄되어 버혔다는 점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 야
할부분이다

행정부. 사업부 입법부가 서로 균형올 이루고 견제하는 대의민 주주의 시스댐
속에서는 소수자들도 그들의 대표를 내세 워 그들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다 최

초로 동성결혼올 합법화했던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경우 몇몇 판사들의 진보적인
판결이 소수 동성애자틀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성공한 예다‘ 그리고 2009년 주 의
회의 입법으로 동성결흔올 합법화시킨 버몬드의 경우에는 의회플 동파한 동성결

혼 합법화 업안에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고 또 이를 의회에서 재의결합으로써
비 로소 법안으로 공포되는 복잡한 과정올 거치연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견
제와 균형의 앤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옴을 보여주었다 이에 비해 2004년 의
동성걷혼 금지법 주민투표는 직접민주주의의 기새흘 이용하여 대의민주주의적 시

스댐의 소수자의 인권쓸 보호하려는 시도륜 우력화하려는 시도였다는 측연에 서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의 충돌이라고 불 수 있다

울흔 주민투표를 거친 헌법 개정안이 항구적이거나 수정불가농한 것은 아니다‘
각 주가 정한 절차에 따라 주 헌업은 또 다시 "t필 수 있다 그러나 행정 • 사법
입법 권력의 위에 존재하는 주권자의 의지의 표상으로서의 헌법은 일단 한l건 수정

직접민주주의와 소수사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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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고 나띤 그에 대한 이견을 제기하는 것이 무척 이렵다 똥성결혼 반대론자듬
은 힌볍의 권위를 빌어 똥성결혼 찬성론자듬파의 대화 자채릎 무력화시키거나 거
부할것이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주의 동성결혼 문재를 둘러싼 논쟁과정올 보연 이런 점이 확연히 드

러난다 2αm년도에 캘리포니아는 주민투표를 거쳐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재 22 번
주민발의안(Propos ition 22) 올 통과시겼다 6 1 .4% 라는 높은 찬성률올 보인 이 헌법

개정안 때문에 캘리포니아에서는 이후 8년 동안 동성결혼이 불가능해졌다 그러나
2008년 3월 1 5일 캘리포니아 주 대볍왼은 격론 끝에 4대 3의 투표질과료 제 22번

주빈발의안을 폐기하고 동성걸흔올 인정하는 걸갱을 내린다 하지만 같은 해 11 훨
다시금 결혼올 냥성과 여성의 결합으로 정의하는 재 8 번 발의안( Proposition 8) 이

주민투표에 {한여졌다
이 제 8 번 발의안을 똥과시키려는 캠페인을 위해 무려 4천 3 백안 달러가 녕는
모금이 이루어졌다 마찬가지로 지11 8번 발의안을 반대하는 캠페인도 3친 9백만 달
러가 넙는 막대한 금액올 모금하였다 주쿄 복음주의 기독교 단체와 모르몬 관련

단체가 치열하게 찬성 운동을 벌였던 제 8맨 발의안 주민투표는 대똥링 선거를 제
외하고는 캘리포니아 주 역사상 가장 않은 금액이 투입된 선거로 기록되었다
2008년 11 월 4일의 미국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주민투표 결과 52 ， 24 % 의

찬성률로 제 8렌 딸의안이 통과되었다
제 8번 발의안이 흉과되어 주헌법이 개정되자， 동성결혼올 산성하는 측들은 즉
각적으로 소송올 제기하여 이 발의안의 폐기블 시도하였다 그러나 2α19년 3월 5

일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6내 l 의 투표로 재 8빈 발의안의 정당성올 인정하는 판결

올 내립으로써 캘리포니아에서의 동성결혼올 울러싼 논쟁은 장재적이나마 일단락
되었다 여진히 재 8앤 발의안을 인징하지 않는 즉에 선 연땅대법씬에 이 문제를
제소함으로써 주민투표와 캘리포니아 대업왼의 결정올 뒤입으려 하고 있으냐. 선

흉적으로 연방정부는 경혼의 법륜적 문제에 대한 개입을 끼려왔던 것올 고려하연
그다지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선거로 선출되는 행정부나 의회의 경우， 주류 여론에서 자유로올 수 없다 그러
나 여론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사왜부가 균형을 잡아준다면 대의민주주의 시스템
애서 소수자틀의 입지는 최소한의 망어악을 가칠 수 있다 주 대법왼의 판결로 인

정된 동성결혼의 권리가 강은 해 주민투표에 의해 거부왼 겔피포니아 주의 사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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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민주주의 기제률 흥해 사법부가 소수자 집단에게 인정한 이익과 권리를 강압

적요로 제거해버린，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가 충돌하며 전자가 후자롤 굴
복시킨 사건이라 올 수 있다 이론적으로 민주주의 사회의 주권은 그 구성원틀에
게 있 g므로， 그 구성왼들이 모두 참여해서 내린 직접민주주의척 결정은 그 사회
의 최고 주권이 행사된 것이며. 성령 의회나 대법원이라 하더라도 그 결정올 번복
하는 것은 곧바로 주권자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럽 지
금까지 똥성결혼 허용올 위해서는 주의회 임법(배온트)이나 주 대법원의 판결(매

사추세츠. 코네티컷‘ 아이오와， 캘리포니아 퉁)올 통하는 대의민주주의적인 기제
가 사용되었다 그런데 2004년 미국 대선에서 그랬던 것처럽 직접민주주의 방식올

흥해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주 헌법올 개정해 버린다연， 그 헌법을 다시
개정하기 전까지는 행정부 의회‘ 사법부. 정당， 언론， 이익단체 등 기존의 대의민
주주의적 장치를 통해 소수자 권리에 대한 보호망을 구축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봉

쇄되는효과가생긴다
대의기구를 통하지 않고 모든 공동체 구성웬이 직접 정책 수립올 위한 토론과
입법과정에 참여하는 순수한 직접민주주의는 인류 역사에 존재한 적이 없는 신화

이다 ‘ 모든 사랍이 토론하고 정책 수립에 참여한다는 것은 고도로 알진하여 복잡
해진 현대 사회는 올흔이고， 상대적으로 단순했던 고대 사회에서도 실현 불가능했

던 비효융적인 프로젝트였다 또한 직접민주주의는 그 비 효율성 때문만이 아니라
그 정책 수립에 이르는 과정이 민주주의 그 자체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응 줄 수
있다는 갱에서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최초의 비판자이자 아
직까지도 가장 영향력있는 비판자로 냥아있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지적했던

것처렁‘ 많은 사랑이 갱책 결정에 참여했다는 것이 그 정책이 도덕적으로 옳다거
나 실질척으로 유용하다는 것을 보장해주지 뭇한다. 오히려 카리 스 마를 갖춘 노회

한 데마고그는 대중올 선동하여 자신의 갱치적 이익을 민주적 가치로 포장해낼 수
있다 소크라테 상} 우려했고 매디슨올 비롯한 미국헌법의 아버지들이 가장 걱갱

했던 이 민주주의 타락 가능성은 유감스럽게도 얘우 근거있는 것이었옹이 민주주
의의 역사를 통해 계속 충명되고 있다
월흔 대의민주주의가 항상 갱상척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며‘ 이럴 경우 국민이
직접민주주의적 방식올 흥해 정치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오작동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일종의 충격으로 작용하여 기존 청치권에 자체척 쇄신을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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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오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대의띤주주의 제도가 실패했다는 인식과

그에 대한 불만이 확산될수록 국민이 원하는 바를 여과 없이 직쟁 정책수립에 연

관시키고자 하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도 늘어날 것이 며 특히 인터넷의 발달
로 모든 세대와 계충이 자유홉게 사이비 공간의 토론에 참가하고 있는 오늘날에는
이러한 경향이 더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의제를 감시하고 보완할 수 있는 장치로서 직정민주주의의 장점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1 본 논문에서 고찰했듯 소수자의 체계적 차별이 라는 직
접민주주의 기재의 단정올 보완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한 고려가 없다연 직집민주주
의는 오히려 의도와는 반대로 민주주의 그 자체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이 휠 수
있다 민주주의는 결정짓는 것은 갱책과정에 창여하는 구성원의 숫자가 얼마나 않
으냐가 아니라 ， 얼마나 합리적이고 관용적인 태도로 문제 에 접근하고 서로 토흔할
수 있는가 하는 정책결정과정의 질적인 수준이기 때문이다
투고일 2뼈년 4월 30일

심사일 2009년 5월 1 1 일
게재확정일 2αB년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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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 Democracy and Discrimination of Mi norities:
A Study 이1 the 2004 American Presidential Election
and Bans on Same-Sex Marriage

Sang Sin Lee

I 싫A Natiof때 U뼈W
‘”

‘

It is oftcn said that lhe dispUle 011 the samc-scx marriage wru lhe onc of mai n rea'ìO ns th
이n explain

the Prcgìdent George W. Bush’ s succcssfully re-electiol1 il1 2004. Elcven states pllt

‘

the issuc of amendmcnt of slatc constilution 10 ban Ù1Csa.me-5ex marri‘.ge 011 the refcrcndum
in 2004. In all clevcn states. the amcndment was

successωlIy

,

passed witl quite substanti aJ

margln. Onc of those elevcn states was Ohio. where many 야ople believe decided 010 win l1er
of the 21αμ eJcction
1l1is ~ulic1e cxmnines ho\Y di따I dcmocrncy can 야 maniplllmed to 야 u sαJ as campaign
S띠tcgy ，

by analyzing thc proc잉S of the 2004 American prcsidcntial election. 111Clegal and

historica1 background or smnc-scx mnrriage dispulcs will bc

i ntl"lαluced.

,

n e 21이셔 election

was a clash belwccn dircct democracy and reprcscntati ve dC Jl10cracy ‘ which r생씨ted as the

,

viclory of Ihe fonncr. lllC danger of di rccl democmc)' Ihm il mi잉lt distort the 110m . 1coursc of
political pmc。‘S， if 띠cd withouI caUl ion. will be discllsscd
Keywords: 2004 U.S . Prcsidenli al E1 ection, Direcl Democracy. Represcnlative
Democracy , Gay Marriage. Campaign Srrmegy , Discrimination,Toler:m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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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결혼보호법 (Defense

of Marriage Act)

저 1 1 조간략한영칭
이 법률은 ‘결혼보호법”이라고 인용될 수 있다

제2조 주{빼}들이 보유하는 권한

(a) 일반 사항 - 미국법령 28권의 11 5장은 제 1 783B조 뒤애 다음을 추가하여 수
정한다
세 1 738C 특정한 법률 . 기록， 절차와 그것들의 효파

”며국의 주， 영토 혹용 소유지나 인디언 부족은 다른 주 영토， 소유지 부족이
동성(同性)의 사람들 간의 관계를 그 주 영토， 소유지 부족의 볍륜에 따라 결혼
으로 취급하고 그런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나 주장을 존중하는 어떠한 공적 법
융 기록 혹은 사법 껄차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효력을 인정할 의무롤 지지
않는다 6

(b) 서지적 수정 -

미국법령집 28권의 11 5장 서두의 목차는 재 1 783B조와 관련

된 부분 뒤에 다음의 새 항옥을 추가하여 수정한다

"1783C

특정 법훨， 기록 절차와 그것틀의 효과 ”

저13조결혼의정의

(a) 일반 사항 -

미국 법령집 l 권의 l 장은 다음을 마지악에 추가하여 수갱한

다
제 7죠 결혼’ 과 배우자 의 정의
의회의 모든 법률 혹은 판결， 규정

혹은 미국의 여러 행정부처나 기관의 해석

의 의미 를 결정함에 있어 ‘결혼’ 이란 단어는 오로지 한 남성과 한 여성이 냥연과

부인으로 법적인 결합을 한 것올 의미하며

‘배우자’ 라는 단어는 남연이나 혹은

부인인 이성(異性)의 개인만을지칭한다
(b) 서지척 수정 -

미국법령집 l 권의 제 I 장 서두 부분의 옥차는 재 6조와 관련

된 부분 뒤에 다음 항옥을 추가하여 수정한다

7

걸혼’과

배우자의 정의 i

직정민주주의와 소수자 차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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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flON 1. SHORT T1TLE
Th is ACl may bc Ciled as lhe .Defensc of‘ Marriage ACl

SECflON 2. POWERS RESER맨o TO THE STATES
(a) fN GENERAL - Chapler 11 5 of title 28 , Uniled Stares 0피e， is amended by

ad이ng

afler scclion 1738B lhe foUowing
Section 1738C. Certain ac lS, reoo떠s ， ar띠 proceedin양 and lhc effccllhereof
‘ No

Slalc, territory , or αlSSCSSion of lhe Uniled SWles , or lndian tribc , shall bc required to

give effect to any public aCl, record , or judicial proceeding of any olher Slalo, territory ,
posχssion ， or tribc

respccting a relationship bclween 야rsons of lhc same sex lhal is 야aled as

a marriage under Ihe laws of such 어뼈r Stale, lemlory , possession, or lri bc , or a righl or c1 aim
arising from such relalionship
(b) CLERl CAL AMEND뻐NT - The table of sections al lhe bcginning of chapler 11 5 of

title 28 , Uniled Stales 0αle， is arnended by inserting after lhe ilem relating 10 scction 1738B
Ihe foliowing new ilem: "1738C. Cenain aC15, records , and

pr，α:eeding5

and lhe effecl

lhereof.“
SECf rON 3. DEFINlTI ON OF MARRIAGE
(a) 에 GENERAL - Ohapler 1 of tille 1, United StaleS Cnde , is amended by adding at lhe
end lhe foliowing
’'Section 7. Definition of 'marriage’ and 'spouse'

"[n determining lhe meaning of any Act of Congress , or of any ruling, regulalioo, or
inlerpretation of lhe various administrative bureaus and agencies of lhe United Stales, lhe wo띠
mamage

m않ns

only a legal union bclween one man and one woman as hu뼈nd and wife ,

“

and lhe word ‘spousc. refers onJ y 10 a person of lhe opposile sex who is a husband or a wi

1

(b) CLERlCAL AMENDMENT - The table of scctions at lhe bcginning of chaplor 1 of
liùe 1, Uniled Stales Code , is amended by inserting after lhe ilem relating to scction 6 lhe
foUowing new ilem
‘ '7. De finition of

'marriage' and '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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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바마 미국 대룡령 당선인의 풍성결혼관련 공약9)

포괄적 시 민결합과 LGBT'OJ 커플의 연방법적 권리에 대한 지지
벼락 오바마는 사랑하는 사합틀을 비 상시에 도울 수 있는 권리 및 영둥한 건강
보험에 대한 권리‘ 직장에 서 의 혜택‘ 재산권과 입양에 대한 권 리 퉁을 포항해 동성
커플에게 결흔한 커플과 동둥한 권리륜 부여하는 포괄적 시 민결합융 지지한다- 오
바마는 또한 우리가 결흔보호업올 철 니1 적으호 거부할 필요가 있으며， 결혼한 사람
들에 게 제공되는 l 천 l 백가지 이상의 연망법적 권리와 혜택을 시인결합 빛 다른

엽적 형태의 결합올 이루고 있는 동성커플에게도 제공하도흑 보장하는 법률융 제
갱해야한다고믿는다

동성결혼에 대한헌 법적 긍지에 대 한 반대
오바마는 결혼을 남성과 여 성의 관계로 정의하고 결혼과 유사한 권리를 똥성 커
원-이 나 다른 비 결혼커플에 법적으로 확장하는 것융 가로악는 연 방헌 법 걸혼수정

안에 반대하는 투표흘 했다

Support Full αvil Unions and FederaJ Rights for LGßT Couples
ßarack Obmna supports

r비I

civil unions Ihm give same-sex couples 여U띠

leg띠 righ잉

and

‘

privileges as manricd couples. including Ihe righl 10 a sist their loved ones in Li mcs of

,

cmcrgency as well as 여U띠 heaJ tl insurancc. cmploymcnt benc fJ ls. and pro야rt ya때 adoplion
righlS. Obama 외 50 야 l i cl'cs WC nced 10 fully rcpcal Ihc De fensc of Manriage ACI and enacl
legislalion !h m would ensure Ihm Ih e 1,I00+ federal legal righls and benefi lS currcntl y
provid여

on Ihc basis of manlaJ

s~11us

arc exlcnded 10 잉Iße-SCX couplcs in civil unions and

olhcr IcgaJ ly-recognized unions

9)
10)

hupJ/www.barnck야ama .coml이 fl!gbl 띠f(쩌종 진속일

2008. 12. 15)

에즈비언(1엉biiU1l. 게이 (gay l. 양성애자 (bisex ual) ‘ 생진환자(1nlI앤cnder) 커플융 집함적
으로지칭하는단어

직접민주주의와 소수자 차별

OpαlSe a Coo~titutio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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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 00 Same-Sex Marriage

Obam ‘I vOlcd against the Fcderal Marriage Amendment. which would havc defïned
l1l때TIage

as helwcen ‘.1 ImUl and a woman imd prevcnted judici띠 extcnsion of maniagc-like

rights (0 samc-sex or 이her unmarried coupl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