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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상원의 비민주성

: 정치적 평등과 보조금 배분을 중심으로
1)

이현우

<요약문>
이 글은 정치적 평등성의 실천적 의미를 갖는 일인인표의 민주주의 원칙이 상원의 의석배분
방식에 의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미국상원의 주별 대표성이 민
주주의의 기본원칙과 배치된다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연방
정부의 주정부에 대한 보조금, 특히 포괄보조금의 주별 배정을 분석한 결과, 포괄보조금과 연방
정부 보조금 분석모델에서 주별 대표성이 높은(규모가 작은) 주들에게 차별적으로 유리하게 작
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상원의석 배분의 논리를 정당화시켜 줄 수 있는 소수자
보호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작은 주 상원의원들은 미국의 소수가 아닌 다수를 대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주의 과대대표성이라는 제도적 요인과 소규모 주에 낮은 소수인종 거
주비율이라는 조합은 결국 현행 상원의석배분의 방식이 상정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결합방식이라 하겠다.
주제어: 상원배분, 포괄보조금, 예산배분, 비비례성, 정치적 평등

I. 문제제기 : 상원의석배분과 민주성
역사적으로 미국정치제도는 타협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대표적 사례가 1787년 필라델피아
회의에서 남부와 북부 주들 사이에 세금과 하원의원 의석배분을 위해 인구를 산정하는 방식에
서 3/5의 타협(Three-Fifths Compromise)이다. 더 많은 하원의석을 배정받기 위해 흑인노예를
가진 남부 주들은 노예도 인구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북부 주들은 자신들의
대표성이 낮아지는 것을 우려하여 이에 반대하였다. 남북 주들의 타협결과 5명의 흑인노예를
3명의 인구로 간주하기로 함으로써 합의에 도달하게 되었다.1) 이 타협결과 어차피 흑인들은
* 이 연구는 2009년도 서강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20091044)
1) 흑인을 인구로 간주하면 남부 주들은 대표성이 높아지지만 동시에 세금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한
다. 따라서 3/5 Compromise는 흑인들이 부분적으로 인구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남부 주들의 요구가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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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흑인들을 인구로 산정한다는 것은 노예소유주의 이익대변을 강화
시켜주는 역할을 할 따름이었다. 이처럼 때로는 타협의 결과가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될 수 있
지만 아무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동의를 받을 수 있다.
미국건국 과정에서 보다 중요한 타협의 예로는 위대한 타협(Great Compromise)이라고 불리
는 인구와 경제규모가 작은 주들과 큰 주들 간의 연방의회 대표선출 방식에 관한 논쟁이 합의
에 이른 것을 들 수 있다. 미국건국 과정에서 13개의 주들 사이에 나타난 이해관계의 갈등이
나타나게 되고, 대표적으로 작은 주를 대표하는 뉴저지 플랜과 큰 주를 대표하는 버지니아 플
랜의 내용을 절충하여 상하원의 의석배분방식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 결과 인구비율에 기초
한 하원의 의석배분은 인구변화에 따라 주별로 의석배분이 조정되고 전체정수가 변경되었지
만2), 상원의석은 각 주의 인구수, 면적 혹은 경제력 등 어떤 조건에도 관계없이 모든 주에 2명
이 배정되었으며, 새로운 주가 편입될 경우에만 2명씩 증가하였다.
역사적으로 미국의회의 대표선출 방식은 타협의 산물이기는 하지만, 주민을 대표하는 하원
의석과 주를 대표하는 상원의석의 배분이라는 이중적 대표방식은 하원을 통한 ‘1인 1표’라는
정치적 평등성과 상원을 통한 ‘소수자 보호’라는 취지를 살린 것이라는 이론적 관점에서 옹호
되어 왔다.3) 그런데 실천과정을 보면 미국의회에서 상하원의 상호견제 장치는 다수의 횡포
(tyranny of majority)를 막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오히려 소수에게 과도한 혜택이 주어
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4) 상원의 의석배분이 의회에서 다수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가 작은 주에 편중된 혜택을 주며 동시에 작
은 주들의 보수성으로 인해 사회적 소수자보호에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이 사
실이라면 정치적 평등과 소수자 보호라는 가장 보편적이면서 기초적인 민주주의 정의에 위배
되는 것이다.
이 연구는 미국 건국초기와 달리 시간이 지나면서 인구증가가 지역별로 편중성이 커지는데
도 불구하고 상원의석 배분방식을 그대로 유지함에 따라 작은 주들이 누리는 혜택이 과도하다
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배분이 이
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주별 동일 대표성을 갖는 상원에서 왜 비민주
성이 초래되는 지는 몇 가지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상원에서 법안통과를 위한 선거
아들여진 셈이고, 북부 주의 입장에서는 모든 흑인노예를 인구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연방세금이 늘
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따라서 양자의 일부 양보로 인한 합의가 가능했다.
2) 헌법 1조 2항에서는 “하원의 수는 3만명 당 1명을 넘을 수 없다.”라고만 되어 있다. 따라서 의회는
1911년 현재와 같은 435명이 될 때까지 인구증가에 따라 꾸준히 하원정수를 늘려왔다.
3) 상원제도 옹호론은 다수의 횡포로부터 소수를 보호하려는 취지를 강조하는 기능주의적 측면(Elazar
1987a, 57; 1987b 91-107)과 주의 독립성을 인정하려는 연방주의의 상징성의 역할(Anderson 1993;
Sundquist 1986, 23)이 주를 이룬다.
4) 모페트(Moffett 1895)는 이미 오래전에 상원의석 배분의 불공정성 문제를 언급하고 유권자의 선호 반
영이라는 관점에서 우려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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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의 과정에서 최소승리연합(minimal winning coalition)의 원리가 작동하기 때문이며, 둘째
는 상원을 운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규범인 선임우선의 원칙(seniority rule)이 작은 주들에게 유
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작은 주의 상원의원일수록 정치력을 키우는데
지역구 챙기기가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작은 주의 상원의원들의 자기 지역 챙기기 욕구가 강
하게 작용하는 면도 있다.
주별로 동등한 대표성을 보장한 상원의 대표선정 방식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작은 주들이
자신들의 주민들 뿐 아니라 사회적 소수의 이익을 보장하는데 앞장선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작은 주들은 주로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이들 지역은 상대
적으로 보수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주류를 이룬다. 역사적으로 공화당
은 민주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수권리 보호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작은 주
의 상원의원들이 사회소수자들을 위한 법안발의나 투표에 적극적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예측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러한 주장처럼 현재의 상원의석배정이 정치적 평등성과 소수자 보
호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배치되는 것이라면 헌법개정을 통해서라도 상원의석배분 방식의 변
경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헌법개정 절차에 따르면 현행제도를 반대하는
주들의 수의 의석수를 볼 때 헌법개정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보다 더 중요하
게 헌법5조에 따르면 상원의석 변경에 대해 일반적인 헌법수정보다 더 까다로운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 주도 해당 주의 동의 없이는 상원에서의 동등한 투표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결국 상원의 정치적 비민주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
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Ⅱ. 상원의석 배분과 대표성의 왜곡
1. 의석배분의 역사
코네티컷 타협(Connecticut Compromise)은 위대한 타협라고 불리면서 미국연방정부의 권력
구조를 구성하는 결정적 내용을 확정하였다. 1787년 헌법회의에서 입법구조와 주 대표성에 관
한 논의과정에서 인구가 많은 주와 적은 주간의 첨예한 갈등이 발생했다. 큰 주를 대표하는
버지니아 플랜(Virginia Plan)은 의회를 양원제로 구성하며, 양원은 모두 각 주의 인구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자는 것이다.5) 작은 주의 이해를 대표하는 뉴저지 플랜(New Jersey Plan)은
단원제를 주장하고 주의 크기와 관계없이 모든 주들이 동등한 대표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
5) 하원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유권자들이 직접 선출하지만 상원은 주의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이었으며
1913년 수정헌법 17조에 의해 상원의원이 직접선거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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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대표자 회의에서 뉴저지 플랜이 거부되고 버지니아 플랜을 대상으로 논의를 진행하게
되자 작은 주들은 불만에 차서 새로운 국가에 참여하지 않을 뜻을 비치기도 하였다. 5월부터
시작한 의회대표 방식에 관한 논의가 7월 초순까지 해결 없이 지속되는 중에 상원에서는 모든
주들에게 동일한 대표성을 그리고 하원에서는 인구 4만 명 당 한 명의 대표선출이라는 방식이
제안되었다.6)
이후 6주가 지나고 나서야 뉴저지 플랜에 따라 상원에서 모든 주들은 동일한 대표권을 가지
며 동시에 버지니아 플랜이 주장한 바와 같이 하원에서 인구비례대표성을 채택하였다. 즉 상
원에서는 모든 주들이 2개의 의석을 갖고 하원에서 의석배정은 인구수에 비례하며 총의석수는
인구증가에 따라 달라지게 되었다. 덧붙여 다수의 의사에 보다 중점을 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원에게 연방예산과 세금에 관한 법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로써 미국정
치의 대표성은 연방의 성격과 다수결이라는 보편적 의사결정의 원칙을 모두 포함하게 되었다.
그러나 매디슨(James Madison)이 평가한 것처럼 상원에서 주의 평등성에 합의한 것은 차악(次
惡)이었으며 어떠한 정치적 정의에 근거한 것도 아니었다.7)
헌법을 제정할 당시에도 주별 인구수 차이에 따른 정치적 평등성의 문제는 있었지만 현재의
불균형한 의석배분(malapportionment)에 비견할 만큼 심각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1789년 당
시 가장 큰 주였던 버지니아의 인구수와 가장 작은 주인 델라웨어를 비교하면 12배의 차이가
났다. 그러나 2010년 센서스 조사를 바탕으로 가장 큰 주인 캘리포니아와 가장 작은 주인 와이
오밍을 비교하면 65배가 넘는 인구차이를 보인다. 또한 3,700만명의 캘리포니아 인구는 가장
작은 주부터 21개 주를 합한 인구인 3,500만 명보다 많은데, 상원의석을 보면 캘리포니아가
2석 그리고 위의 21개 주를 합치면 42석이 된다. 현재 7개의 주는 하원의 최소의석인 1석만을
배정받고 있는데, 이는 이들 주의 인구가 하원의석의 배분기준에서 하원 2석을 배정받을 수
있는 2/435 즉 0.46%가 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심지어 4개 주는 인구비례로 배정한다면 단
한 석의 하원의석도 배분받지 못한다. 이처럼 주별 인구수의 큰 차이에도 불구하고 소수인구
주들은 인구수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2명의 상원의석을 배분받고 있다. 위의 간단한 설명
이외에도 다수의 경험적 증거가 상원의석 배분에서 정치대표성의 왜곡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
를 야기하는지 설명하고 있다(Zakaria 1997; Lazare 1996; Griffin 2006). 더욱이 인구증가가 도
시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 이러한 왜곡현상은 더욱 더 심화될 것으
로 우려된다.

6) 여기에 노예를 대상으로 한 3/5 인구인정과 재정에 관한 법률안은 하원의 배타적 권한으로 한다는 내
용도 같이 포함되었다.
7) 헌법의 모든 부분에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볼 때 불필요한 가정이다. 그러나 친
선의 정신으로 상호양보와 합의는 정치적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당시의 특성이 있
다(Federalist No. 62, the Se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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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석배분과 정치적 평등
정치적 평등은 시민들이 정부정책결정에 동일한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Verba
2003). 따라서 정치적 평등을 위한 조건은 개인들에게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동등하
게 부여하는 것이다. 어떤 누구의 요구나 선호가 다른 사람의 것보다 우선하거나 더 비중 있게
다루어져서는 안된다(Verba et al. 1995, 10). 그런데 표의 등가성 관점에서 보면 인구수의 차이
에도 불구하고 모든 주들이 동일한 상원의석을 갖는다는 것은 작은 주의 주민들의 투표권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이러한 지역적 의미 이외에도 지역에 따라 다양한 특성과 이해
관계의 집단들이 편중되어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은 투표권력의 편중성을 더욱 심화시킨다.
<표 1> 주별 대표성 (2010 census 기준)
과대대표주(n=32)

평균 대표주(n=6)

Wyoming
Vermont

0.09
0.10

Kansas
Arkansas

0.46
0.47

Missouri
Tennessee

0.96
1.01

North Dakota

0.11

Mississippi

0.47

Arizona

1.02

Alaska
South Dakota
Delaware
Montana
Rhode Island
New
Hampshire
Maine
Hawaii
Idaho
Nebraska
West Virginia
New Mexico
Nevada
Utah

0.11
0.13
0.14
0.16
0.17

Iowa
Connecticut
Oklahoma
Oregon
Kentucky

0.49
0.57
0.60
0.61
0.69

Indiana
Massachu-setts
Washington

1.03
1.05
1.07

0.21

Louisiana

0.21
0.22
0.25
0.29
0.30
0.33
0.43
0.44

South Carolina
Alabama
Colorado
Minnesota
Wisconsin
Maryland

과소대표주(n=12)
Virginia
New Jersey
North
Carolina
Georgia
Michigan
Ohio
Pennsylv-ania
Illinois

1.28
1.40

1.55
1.57
1.84
2.02
2.05

0.72

Florida

3.00

0.74
0.76
0.80
0.85
0.91
0.92

New York
Texas
California

3.09
4.02
5.95

1.52

위의 표는 상원에서 동일한 대표성을 갖는 미국 50개 주들이 인구비율을 감안했을 때 그
대표성의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한 것이다. 각 주의 오른편에 제시된 숫자는 전체인
구의 1/50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각주의 인구비율은 얼마인지를 비율로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1에 가까울수록 50개 주 평균에 가까운 것이고 그 값이 작을수록 과대대표 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큰 값일수록 과소대표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에서 보면 과대대표 되고 있는
주가 32개이며 과소대표 되는 주는 12개로 나타난다. 만일 다수의 주들이 1에 근접한 값을 갖
는다면 그 주들이 1/50의 권한을 갖는다는 의미이므로 상원의석 배정이 인구비율과 일치하는
주가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위의 결과표는 이러한 기대와는 다르다. 과소 및 과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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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주들보다는 전체평균에 가까운 주들이 더 많을 것을 기대했지만 분석결과는 과대대표 주
가 가장 많으며, 과소대표 주는 그보다 적으며, 평균에 가까운 주들이 가장 적은 것으로 확인되
었다. 특히 과대대표 주가 절반을 훨씬 넘는다는 것은 이들이 낮은 인구비율에도 불구하고 상
원전체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기본원칙에 위배될 가능
성을 우려하게 된다.
규범적인 평가를 넘어 실제적으로 예산배분에서 인구비례대표인 하원과 주별 대표인 상원
의 의사결정은 완전히 다르다. 특히 이념적 요인이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중앙정부 보조금
을 결정할 때 찬성과 반대 혹은 수정을 원한다면 같은 이해관계에 놓여있는 의원들의 결집이
필요하다. 이 같은 선거연합을 구성할 때 인구비례 대표인 하원에서는 각 의원들이 유사한 수
의 주민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의원들에게 비슷한 정도의 이득이 돌아갈 수 있는 수
준에서 의사가 결정된다. 반면에 주 대표로서 권한을 갖는 상원의원들은 주별 평등성에 기초
하여 보조금이 배당된다면 실제적으로 작은 주의 주민들에게 실제적으로 훨씬 큰 이익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인구대표 개념의 하원과 주대표 개념의 상원 사이의 갈등은 본질적으로 항상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Nathan 1993). 이러한 논리적 주장은 경험적 결과와도 일치하는 데 필
리포(Fillipov 1996)에 따르면 General Revenue Sharing 프로그램에 대한 공식을 만드는 과정에
서 하원은 작은 주들이 큰 주가 받는 이득의 89% 정도를 받도록 결정한데 반하여, 상원이 제시
한 공식은 오히려 작은 주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졌다, 즉, 상원에서는 공식이 전체평균보다
작은 주들이 20% 더 지급받도록 구성되어 양원간의 대표성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명백히 보여
주고 있다.

Ⅲ. 상원의 특성과 분배정책
1. 의원동기와 상원의 특성
하원과 마찬가지로 상원들도 지역단위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연방정부 정책과정에서 집합행
동(collective action)의 문제를 야기한다. 즉 연방정부의 관점에서 보면 정책수행 비용은 세금을
통해 대다수가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이득은 특정지역의 주민들이 누리게 되는 비효율성이 야
기된다. 재선을 목표로 하는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지역구민들에게 특정한 이득을 제공하려는
노력은 당연하다. 상하원 모두에서 재선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갖는 의원들에게 자기지역의 이
익을 챙기는데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의원이 속한 위원회, 소속정당의 다수당 여부 그리고
다음선거에서 당선가능성 예측 등으로 밝혀져 있다(Caine et al. 1987; Edwards and Thames
2007). 의회 위원회들은 각각 업무영역이 있으므로 지역구 이익을 챙기기에 유리한 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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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다수의 의원들이 그러한 상임위에 배정되기를 원한다. 상임위원회 중 선호상임위원회
와 기피상임위원회가 있는데 그 주된 이유가 바로 지역구의 이익을 구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의 여부에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의원의 정당이 다수당일 경우 의회에서 법안이나 심
의안을 통과시키기 유리하기 때문에 다수당에 속한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에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다음 선거에서 당선가능성이 낮은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의
정활동을 통해 자신의 당선가능성을 높이려 최선을 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원들의 지
역구 챙기기는 다음 선거에서 당선이 확실한 의원들보다 크게 나타나게 된다(Ferejohn 1974;
Lee 2002, 284-91)8). 한편, 이와는 차별적인 연구결과가 있다. 리(Lee 2000)에 따르면 지역구의
수혜정도는 의원의 속성이 아니라 주의 특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상원이 대표하
는 주의 규모에 따라 일인당 지원자금의 크기가 달라지는데, 작은 주일수록 일인당 수혜비용
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주의 인구크기를 바탕으로 계산되는 주별 상원의원의 대표
성은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위원회배정, 다수당 여부 그리고 선거불확실성 등의 가변적 변수
들보다 주별 대표성의 크기에 따른 영향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덧붙여 상원만의 특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00명으로 구성된 상원은 하원과 비
해 의원들 개인에 대한 상당한 배려로 운영된다. 다수결의 표결을 막기 위한 전략인 필리버스
터(filibuster)는 하원에는 없는 제도이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3/5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역사적
으로 대부분 공화당이나 민주당 어떤 정당도 60석 이상의 의석을 갖지 못하는 의석배분 속에
서 한 명의 상원의원이 필리버스터 전략을 택하는 경우 이를 저지하기가 쉽지 않다. 필리버스
터는 이념이 극단적 위치에 있거나 소수정당에 속한 의원들이 더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라는
점은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실이다(Stewart 2001, 364). 최근 들어서는 논쟁적인 법안뿐만 아니
라 별로 중요치 않은 법안에 대해서도 빈번히 필리버스터 전략이 등장하는 경향이 있다
(Davidson and Olezek 2002, 56; Sinclair 2001). 따라서 최근에는 상원에서 심의안을 통과시키
기 위해서는 당연히 6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9) 또한 상원은 상
대적으로 정당지도부로부터 자유롭다. 따라서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연합을 구성할 때도 상
원의원들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르는 경우가 많다. 결국 100명이라는 소단위에서 투표연합을
구성하는 것은 하원의 경우와 다르다.

8) 리(Lee 2002)의 상원을 대상으로 육상운송 자금의 배분을 분석한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상원의원이
이를 관할하는 위원회(Public Works and Transportation Committee)에 속하는지의 여부가 예산분배에
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의원의 선거불확실성도 별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9) 상속세를 낮추는 법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임하자는 의견이 찬성 57, 반대 41로 표결되어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지만 60표를 얻지 못했다. 이를 두고 언론은 “상속세 감면안 부결”이라는 제목
으로 보도하였다.(“Senate Plan to Repeal Inheritance Tax Fails" Washington Post, 0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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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배정책
중앙정부 보조금은 크게 포괄보조금(block grant)과 특정보조금(categorical grant)으로 나누어
지는데 포괄적 보조금은 집행의 일반적 원칙만 정해질 뿐 보조금을 받는 주 정부나 지방 정부
가 자율성과 융통성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성격을 갖는다. 반면에 특정보조금은 연
방정부에 의해 예산집행에 대한 엄격한 조건이 정해진 보조금이다. 따라서 주나 지방정부는
특정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은 단지 연방정부의 예산집행을 보조하는 역할에 그치는 것이다. 특
정보조금 중에는 인구, 면적, 1인당 소득 등을 기준으로 특정공식에 의해 자동적으로 배분되는
특정공식 보조금(formula categorical grants)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상이한 보조금의 성격은 의원들의 예산확보에 대한 관심과 보조금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정보조금은 규정에 따라 자격이 있는 대상자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 주 주민의 상황에 따라 보조금의 규모가 정해진다. 또한 이 보조금의 수혜자들은 혜택을
연방정부의 정책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지역의 상하원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반
면에 포괄보조금은 목적자체가 세부적이지 않으므로 의원의 노력정도에 따라 각 주에 제공되
는 예산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고 또한 수혜대상의 범주를 결정하는데도 의원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의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지역구 챙기기(casework)라는 업적(credit claiming)
으로써 매력을 느끼게 된다.
그동안 의원의 지역구 챙기기에 대한 연구는 하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다.
상원에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검토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편이다. 상원의원
역시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것이며 지역구의 범위가 하원에 비해 넓고 지역구민의 이해관계도
상대적으로 이질적이기는 하지만 상원의원들의 재선이라는 정치적 동기가 하원의원들과 다르
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분배정책에서 하원과 같은 의정행태를 예측해 볼 수 있다. 특히 상원의
예산분배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 이유는 상원의석 배분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표의 등가성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미국상원의 의석배분방식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
장 의석배분의 불평등 정도가 높은 입법제도로 평가받고 있다(Lijphart 1984, 174).
만일 하원의원과 마찬가지로 상원의원들도 의원경력과 소속정당의 다수당 여부가 주를 위
한 예산확보와 같은 지역구 챙기기에 영향을 미친다면 인구비례의 의석배분이 아닌 상원에 의
한 영향력은 하원과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즉, 상원에서는 인구가 적은 주가 과대대표
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주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구체적
으로 연방정부는 포괄보조금의 공식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주별 기본할당과 주별 인구규모라
는 두 가지 요인을 고려한다. 즉 모든 주들에게 일정 금액을 배분하고 나머지 금액은 전체인구
중 각 주의 인구비율에 따라 보조금 할당비율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배분공식에서 모든 주
에 할당되는 기본금액의 비중이 클수록 작은 주들은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된다. 결국 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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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할당으로 인해 인구수를 고려하더라도 작은 주들은 완전히 인구비례에 의한 배분보다 이
득을 보게 되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이 주제에 관한 다수의 실증적 연구들은 인구당
비율로 따져보았을 때 작은 주들에 더 많은 재원이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전 연구들은 상원의석 배정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는 않은 채 주별 인구수와 연방정부의
지원규모의 관계만을 살피고 있다는 점에서 상원이 그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간과하
고 있다.

Ⅳ. 비민주성의 경험분석
1. 예산분배: 소규모 주에 유리한 분배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pork barrel)가 비난 받아야 할 이유는 예산의 비효율적 지출 때문이
며, 핵심적 주장은 의원들은 재선이라는 목적을 위해 공공이익을 져버린다는 것이다.10) 그러나
언론의 규범적 비난과 달리 학자들은 의원 개개인이 아니라 구조적 요인 즉 지역대표성, 다수
결 그리고 위원회 시스템 등에 초점을 맞춰 이를 분석하고 있다(Ferejohn 1974, 252). 분배정책
에서 편향성이 나타나는 것은 특정한 지역에 과도하고 불평등하게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 지역
대표성의 문제가 가장 두드러진 이유이다. 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이기는 하지만 지역을 기반으
로 선출되기 때문에 선거구의 이익대변을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의원들의 동기가 연방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집합행동의 문제를 야기한다. 즉 국가적 관점에서 보면 비효율
적일지라도 특정 지역구 주민들은 연방프로그램이나 정책에 의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연방정부의 정책비용은 전국 단위로 부가되지만 이득은 특정지역에만 집중되기 때문이다. 결
국 재선을 추구하는 의원들이 자신들의 지역구에 특정한 이익을 제공하려 노력을 막을 수 없
다면 정치적 대표성의 평등문제는 실질적 정부지원의 불평등으로 연결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아래의 표는 앞의 <표 1>에서 제시한 주의 대표성 기준에 따라 연방정부에서 각 주에 지급
한 주민 일인당 보조금의 평균을 살펴 본 것이다. 표를 통해 규모가 작은 주는 큰 주에 비해
일인당 500달러 이상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큰 주와 작은 주
사이의 보조금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10)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로 인한 예산낭비를 조사한 중요한 결과물 중 하나가 Congressional Pig
Book Summary이다.(http://cagw.org/content/2012-pig-book-summary 검색일 1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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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주 규모에 따른 연방정부 보조금 차이
주 규모

일인당 평균 보조금($)

주의 수

표준편차

작은 규모

2,114

32

810

중간 규모

1,802

6

305

큰 규모

1,602

12

395

전체

1,953

50

714

ANOVA F=2.55, p=.08; 사후분석(LSD),작은 규모 vs. 큰 규모 p=.03

이러한 결과를 주 규모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차후에 살펴보겠지만 다른 요인들
즉 주의 경제규모, 실업률 등 연방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보조금
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관이 의회라는 것을 감안할 때, 그리고 의원들의 목표가 효율적 자
원배분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의원들의 영향력이 보조금 배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하원이 주별 보조금 정책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원의 영향력 방향을 생각해 보면 그 결과는 큰 주에 유리하도록 결정되
었을 것이다. 인구비례 대표인 하원에서 큰 주들이 더 많은 하원의석을 가지고 있고 보조금
배분이 이념보다는 지역구 챙기기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소속정당에 관계없이 같은 주의
의원들이 서로 협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작은 주에 더 유리하도록 배정되었다면 이는 주별 대표로 구성된 상원에서 끼친 영향이 상
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11)
구체적인 표결결과를 보지 않더라도 상원의 승리연합을 구성을 분석해 보면 보조금 배분에
있어 절대적으로 작은 주가 유리하다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큰 규모의 주의 수가 작은
규모의 주보다 적다는 것이 작은 주들이 이익을 챙기기에 유리한 구조가 되도록 한다. 보조금
정책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50표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수의 작은 주 상원의원들의 지지
가 없이는 법안통과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어떠한 방식의 투표연합을 구성하던지 작은 주 상
원들이 다수를 이루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연합에서 작은 주들은 충분한 이익을 챙길 수 있다.
이러한 구조를 더욱 강화시키는 것이 효율적인 승리연합의 구성전략이다. 상원에서 예산배분
에 관한 표결을 보면 정당 간 갈등이 적고 상원의원들이 지역구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구조
속에서 최소승리연합(minimal winning coalition)이 가장 합리적인 전략이 된다. 인구수가 적은
주를 투표연합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장 작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
황을 알고 있는 작은 주의 상원의원들은 투표연합에 참여하면서 인구비례의 예산 몫 이상의
대가를 요구하게 된다. 큰 주를 포함시키는 것보다 약간의 추가이익을 더 준다 해도 작은 주의
11) 통계기법을 통해 상하원의 영향력을 구분한 다른 연구에서도 상원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것은 증
명되었다(Lauderdale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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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의원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여전히 자기 예산 몫이 큰 투표연합을 주도하는 의원들은 작은
주 의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투표연합 구성이 반복되면서 상원에서
동등한 주별 대표성은 결국은 예산배분에서 심각한 수준의 비비례성(disproportion)의 문제를
야기한다.

2. 선임우선: 소규모 주의 다선의원들
상원선거에서 주라는 지역적 특성이 개별 유권자의 투표영향력을 결정한다. 그 결과 전체
인구의 20%도 안 되는 유권자들로부터 선출된 상원의원들이 상원에서 다수가 될 수 있다.12)
한편으로 생각하면 상원이 다수의 의사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Swift 1996).13) 사실 상원은 전통적인 엘리트 집
합체도 아니고 직접적 민주주의도 아닌 혼합적 불평등 대표성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도된 불평등은 상원의원들 개개인에게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
는 절차규칙에 의해 확대되었다(Sinclair 1989).
주단위의 넓은 선거구에서 소선거구제로 선출되는 상원선거는 하원선거보다 더 경쟁이 치
열하다. 따라서 상원의 재선율은 하원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그 이유는 상원선거 출마자는 주
단위의 선거구에서 선거를 치러야 하므로 이미 상당한 수준의 정치경력과 인지도를 가지고 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원처럼 정치초년생은 거의 없으며, 하원에서 정치경험을 쌓고 상원에
도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Mann and Wolfinger 1980). 경쟁자의 자질 이외에 선거경쟁을 치열
하게 만드는 것이 주라는 넓은 선거구의 유권자들은 하원선거의 작은 선거구에 비해 이질성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상원후보자는 다양한 요구를 수용해야 하며 대변하지 못하는
많은 요구들은 상대후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결과를 쉽게 예측하기 어
렵다. 이는 상원의 선거 경쟁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6년의 긴 선거주기를 볼 때
선거압력이 상원에게는 작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상원의원들 역시 항상 차기선거를 대비한 행
동과 전략을 항상 준비해야 한다.
상원선거에서 선거경쟁도는 유사한 수의 인구로 구성되는 하원선거구와 달리 주별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인구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바가 크다. 경쟁자의 질을 보아도 캘리포니아처럼
큰 주에서 출마한 후보의 정치적 재원과 인지도가 작은 주에서 출마한 후보보다 훨씬 높다
(Westlye 1983; Lee and Oppenheimer 1999, 95-96). 따라서 작은 주 출신의 현역 상원의원들이
12) 가장 인구가 적은 와이오밍부터 24위인 루지에나까지 합친 인구수는 전체의 17.8%에 지나지 않는다.
13) 미국상원은 영국의 상원을 모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영국상원과 마찬가지로 일반대중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주의회 의원들에 의해 선출하였다. 미국건국자들은 상원을 다수결 원
칙에서 벗어난 작은 규모의 엘리트집단을 구상하였다. 비록 헌법개정을 통해 직접선출방식으로 바뀌
었지만 아직도 영국상원 방식의 유산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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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경력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다. 그리고 하원보다 상원에서 특히 선임우
선의 원칙은 위원회배정에 특히 중요한 원칙이 된다. 1970년대 의회개혁으로 위원회위원장은
소속의원들에 의해 선출되지만 여전히 의원경력이 중요한 변수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즉
다선의원이 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훨씬 높다. 또한 다선의 의원경력이 중요한
것은 동료와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의회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관한 지혜를
갖게 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지식은 연방보조금의 배정과 관련한 전략을 짜는데
크게 기여한다(Roberts 1990). 이 같은 조건들은 작은 주의 상원의원들이 효율적으로 의정활동
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 주 규모에 따른 평균임기(2009년)
주 규모

평균임기(년)

상원 수

표준편차

작은 규모

13.9

64

1.86

중간 규모

15.1

12

1.64

큰 규모

8.1

24

1.51

전체

12.6

100

1.77

ANOVA F=2.72, p=.07; 사후분석(LSD) 작은 규모 vs. 큰 규모 p=.03

위의 <표 3>은 규모가 작은 주에서 의원들의 임기평균이 큰 규모의 주에서보다 길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큰 주에서 경쟁력 있는 도전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
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설득적이다(Lee and Oppenheimer 1999, 95). 상원에 도전하기 위한 경력
을 쌓기에는 도시가 많이 발달한 대규모 주가 훨씬 적합하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평균임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대규모 주의 현직자는 선거경쟁이 심한 구조 속에서 다음 선거에 당
선된다는 보장이 낮고, 따라서 소규모 주에서 보다 재출마하지 않고 은퇴하는 비율도 높은 것
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뚜렷이 소규모 주에서 의원경력이 높은 의원들이 많다는 것은 이들
이 주요상임위의 위원장 등 중요한 직책을 맡을 가능성이 높고 다른 의원들을 설득하고 자신
에게 유리하게 표결을 이끌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Roberts 1990). 따라서 보조금 배분
과 관련하여 의정경험이 풍부한 의원들이 다수인 소규모 주들이 더 효율적인 투표연합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3. 이념분포 : 왜곡의 강화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역사 속에서 합의에 이른 상원의 의석배분 방식이 정당화될 수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은 자칫하면 소수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데, 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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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견제할 수 있는 상원이 다수결을 제어할 수 있는 소수대표성이 강하다는데 있다. 그렇다면
상원에서 소수에 의한 대표라 할 수 있는 소규모 주의 상원의원들이 과대대표된 만큼 소수자
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에 적극적 동의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게 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작은 주들이 혜택을 받는다는 사실이 사회적 약자집단들이 혜택을
받는다는 것과는 다른 의미라는 점이다. 과거 백인들만이 유권자로 인정되었을 때는 작은 주
에 거주하는 백인들이 소수자로 간주되었지만, 현재의 소수자는 인종이나 성별 등에 따른 사
회적 약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상원의 의석배정이 현대적 의미의 소수자 보호에 도움이 되는
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소수자들의 주별 분포에 따라 이들이 혜택을 받
는지 혹은 불이익을 받는지가 달라진다(Dahl 1956; Lee and Oppenheimer 1999). 이를 경험적으
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상원방식의 의석배분이 이념적 인종적 구성과 관계가 있는지를 먼저 살
펴야 한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인구규모가 큰 주에서 민주당소속 상원의원들과 자유주의적
정책태도가 주를 이루는 경우가 많다(Griffin 2006). 따라서 주별로 주민수가 다른 것처럼 정치
와 관계된 집단들의 분포도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상원에서 이들 집단들의 투표영향력은 차별
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구체적으로 상원의석 배분이 소수자의 불이익을 상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가를 분석한 연구에서 흑인들은 투표영향력이 작은 주(규모가 큰 주)에 거주하는 경향이
더 크다는 것이다(Dahl 1956). 최근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큰 규모 주에 거
주하는 흑인이나 라틴아메리카 출신들의 비율은 중간크기 주의 인구비율보다 훨씬 높은 것으
로 나타나 이들 대다수가 큰 주에 거주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Baker and Dinkin 1997). 이러
한 주장은 2010년 센서스에 기초한 자료를 분석해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표 4> 주의 규모에 따른 유색인종 비율(%, 2010년 센서스)
흑인(%)

히스패닉(%)

주의 수

주 규모

평균비율

표준편차

평균비율

표준편차

작은 규모

8.69

10.63

6.15

7.91

32

중간 규모

8.62

4.98

7.90

8.83

6

15.56

6.15

12.08

10.69

12

소 규모
전체

9.56
10.33
F=2.51 p=.09; LSD 작은
규모 vs. 큰 규모 p=.03

7.79
8.91
F=2.01 p=.145; LSD 작은
규모 vs. 큰 규모 p=.05

50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규모나 중규모의 주에서는 9% 이하의 흑인들이 거주하는데
비해 대규모 주에 거주하는 흑인의 비율은 15%가 넘는다. 또 다른 소수인종집단인 히스패닉의
분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결국 이들 두 인종집단을 합쳐보면 소규모나 중규모 주보다
대규모 크기의 주에 거주하는 소수인종집단의 수가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
는 중소규모 주에서 소수인종집단을 대표할 상원의원이 당선될 확률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며,

290 21세기 정치학회보 제23집 2호

아울러 소규모 주에서 선출된 상원의원들이 보수적일 가능성이 높은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이
러한 추측을 뒷받침해 주는 증거가 <표 5>에 제시된 주 규모와 상원의원 소속정당의 분포이다.
표에서 괄호안의 숫자는 주의 규모별 소속정당의 비율이다. 표의 결과는 <표 4>에서 소수인종
집단의 분포를 통해 추측한 주의 크기별 의원들의 분포와 그 의미가 일치한다. 소규모와 대규
모 주에서 민주당 상원의원의 비율은 각각 54.7%와 70.8%로 대규모의 주에서 민주당 상원의
원이 분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공화당 상원의원은 민주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규
모 주에서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42.2%). 즉 주별로 소수인종의 분포 편향성처럼 주별 상원
의원의 정당분포가 소규모 주와 대규모 주 사이에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주의 규모와 상원의원 소속정당(2009년)
민주당

무소속

공화당

인원

작은 규모

35
(54.7)

2
(3.1)

27
(42.2)

64

중간 규모

6
(50.0)

0
0.0

6
(50.0)

12

큰 규모

17
(70.8)

0
0.0

7
(29.2)

24

미국 두 정당의원들의 이념이 유의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은 기존 연구에서 이미 밝혀졌으며,
<표 5>를 통해서도 소규모 주에서는 보수적 이념의 상원의원들이 그리고 대규모 주에서는 진
보적 상원의원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 규모에 따른 상원의원의 소속정
당 차이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 의원들이 이념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이다. 이러한 추정을
좀 더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의원들의 이념점수를 측정한 ADA 점수와 DW-Nominate 점
수를 통한 정당 간 이념위치 비교이다.14) <표 6>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작은 규모 주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큰 규모 주의 의원들보다 훨씬 보수적이라는 사실이다. ADA 점수를 보
면 소규모 주 공화당 상원들의 이념평균은 33.2점으로 대규모 주의 이념평균 53.5점보다 훨씬
낮아 보수적 성향의 차이를 뚜렷이 확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DW-Nominate 점수를 보아도
소규모와 대규모 주의 공화당 의원들의 이념평균은 각각 .48과 .37로 소규모 주의 공화당 상원
의원이 확실히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도시 규모에 따른 이념차이는 민주당보다

14) ADA(Americans for Democratic Action) 점수는 상하원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했던 투표 중 중요하고
이념적 구분이 뚜렷한 20개 법률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개의 법안에 자유주의 이념에 따르는 투표
의 비율을 점수로 표시한 것이다. 따라서 100점은 20개의 쟁점법안들 모두에 자유주의 원칙에 따르
는 투표를 했다는 의미로 매우 자유주의적 이념의 의원이라 볼 수 있다 (http://www.adaction.org/ 검
색일 2013/5/15). 한편, DW-Nominate 점수는 풀과 로젠탈(Poole and Rosenthal 1997)이 개발한 지수
로 ADA 점수가 단순히 투표를 합산한 것인데 비해 이들이 개발한 점수지표는 1과 -1 점사이의 스
케일을 이용한 위치평가 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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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씬 큰 것으로 확인된다.
<표 6> 주의 규모에 따른 상원의원 이념평균(2009년)
주 규모
민주당

작은 규모

공화당
통계치
민주당

큰 규모

공화당
통계치

ADA 이념평균

DW-Nominate 점수

87.2

-.35

33.2

.48

t=6.9 p=.00

t=21.0 p=.00

89.2

-.40

53.5

.37

t=2.3 p=.04

t=14.5 p=.00

종합하여 설명해 보면 작은 주에서 주민들 중 소수인종의 비율이 낮고 반대로 큰 주에서는
소수인종의 비율이 작은 주에 비하여 높다. 의원들의 소속정당 분포를 보면 소규모 주에서 공
화당, 대규모 주에서 민주당소속 상원의원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리고 보다 더 직접적 증거로 주의 크기를 기준으로 보면 소규모 주에 속한 의원들의 투
표결정은 보수적 이념에 가깝게 그리고 대규모 주 의원들은 자유주의에 가까운 투표가 많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공화당 의원들의 이념차이가 주의 규모에 따라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하
였다.
이 글의 기본적 문제의식으로 돌아가서 이러한 결과를 해석해 보면 소규모 주가 대규모 주
와 인구수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대표권을 부여받은 것을 정당화 할 수 있는 근거는 역
사적 타협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작은 주의 상원의원들이 다수결의 일방적인 결정맞서 소수자
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기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규모 주의 상원들이 오히려 대규모
주의 의원들보다 더 보수적이라는 것은 기대한 바와 다른 것이라 하겠다.

4. 보조금 배분과 다변량분석 : 주별 대표성의 중요성
위의 경험분석은 교차표와 평균비교 기법을 통한 이변량 분석결과이다. 즉 주의 크기라는
변수에 따라 상원의원들과 관련된 변수들이 어떻게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예산관련 주제와 관련하여 이변량 분석결과만으로 단정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려해
야 할 요인들이 있다. 또한 위의 표들에서는 의원들의 속성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였을 뿐
그러한 차이가 실제로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직접적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따라
서 위의 요인들이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인과적 관계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보조금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동시에 고려하여 각 요인들의 고
유한 영향력을 측정해 보도록 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조금은 포괄보조금과 특별보조금으로 구별되는데 그 특성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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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특별보조금은 목적이 뚜렷하고 수혜대상이 한정되기 때문에 보조금 배분 공식에 정치적 요
인들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다. 반면에 보조금의 목적만을 제시하고 보조금 집행의 권한
을 주나 지방정부에 맡기는 포괄보조금의 배분에 대해서는 상원의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보조금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별 경제상황으로 GDP와 실업률을 상정하고
정치적 요인으로 주별 정치적 평등성을 의미하는 ‘주별대표성’과 각 주의 상원의 임기경력 그
리고 각 주의 상원이 어느 정당소속 의원들로 구성되었는지를 살펴본 ‘상원구성’이라는 변수
를 고려한 모델을 설정하였다.
<표 7> 보조금 배분과 주별대표성 회귀분석
d

전체보조금
B
상수

2.00

상원경력
상원구성

S.E.
*

a

.10

b

-.12

GDP

6.65

실업률
주별 대표성

*

**

1.66
c

-2.02

**

R =.266
a.
b.
c.
d.
e.

B

S. E.
*

e

포괄보조금
B

S. E.
*

.06

.88

.25

.00

.01

.04

.03

.00

.01

.03

.52

.24

.05
.11

.05
*

2.89

-.02

.35

2.49

8.89

-1.78

1.07

1.31

.84
2

특별보조금

-.01

.10
2

R =.248

-.79

1.40
4.32

**

.41
2

R =.270

상원경력은 주별 2명의 의원 중 경력이 높은 의원의 경력사항을 이용함
상원구성 1 공화+공화; 2 민주+민주: 0 민주+공화
주별 대표성은 <표 1>의 계산치를 이용
특별보조금은 Highway Planning and Construction 2009 자료사용
포괄보조금은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자료사용

위의 표에서 특별보조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별보조금은 지원자격이 명시되어 있고 법적으로 정해진 공식에 의해 각 주에 배분되므로 정
치적 타협의 여지가 별로 없다. 따라서 정치적 요인뿐만 아니라 각 주의 경제여건도 보조금
분배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을 나타났다15). 한편,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
한 방법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주나 지방정부에 허용된 포괄보조금의 경우는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이 보조금에 대한 보편적인 비판은 정치적 영향에 의해 보조금이 배분되기 때문에
정책효율성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위의 표에서 포괄보조금은 주별 GDP에 따라 영향을 받는데
GDP가 높은 주일수록 보조금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16) 위의 표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15) 한 가지 예로 National Highway System Program의 사례을 보면 보조금 배분공식은 다음과 같다.
주간선도로의 차선 합산 마일리지(25%)/ 주간선도로를 이용한 차량 마일리지(35%)
고속도로에서 사용한 디젤 연료(35%) / 주 총인구로 나눈 주간선도로의 총 차선마일리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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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는 주별 대표성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작은 주들일수록 그 점수가 낮게 나타난다.
이를 바탕으로 포괄보조금 분석모델에서 주별 대표성의 계수가 음의 값을 갖는 것을 해석해
보면 작은 주일수록 일인당 보조금의 액수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상원의 영향력이 작은 주에 보조금 배분이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별보조금 배정에는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주별 대표성 변수가 포괄보조금 배정을 종
속변수로 설정한 모델에서는 영향력이 예상한 바와 같이 나타난 것이다.
한편, 모든 보조금을 합산한 전체보조금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모델에서는 GDP와 주별 대표
성뿐만 아니라 상원의원의 경력도 의미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 모델에서는 GDP와 주별 대
표성의 계수는 포괄보조금 모델과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뿐만 아니라 주별 상원의원 경력이 높을수록 주민 일인당 지불되는 보조금도 더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변수의 유의성은 상원에서 다선의원들이 위원회 활동을 포함하여 더
많은 정치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 배분을 자신의 주에 유리하게 만든다는 것을 의
미한다. 또 한 가지 발견은 보조금은 정당적 성격을 갖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위의 세 모델 모
두에서 주별 상원의 정당구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았는데 하나의 주가 공화당이나 민주
당의원들로 구성되었다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와 아무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이념
요인을 포함한 정당내 공조가 아니라 소속정당을 넘어서 주단위로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결정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Ⅴ. 요약 및 함의
이 글은 정치적 평등성의 실천적 의미를 갖는 일인인표의 민주주의 원칙이 상원의 의석배분
방식에 의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미국상원의 주별 대표성이
민주주의의 기본원칙과 배치된다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현재 미국인구의 절반이 단지 18명의 상원의원만을 선출하고 다른 절반의 인구가 82명의 상원
을 선출하는 기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20명의 상원이 전체인구의 54%를 대표하며
다른 20명은 전체 미국인의 단지 3%만을 대표하고 있다. 그 결과 전체인구의 11%가 선출한
상원들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의 통과를 저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전체인구의 5%가
뽑은 상원들 숫자만으로도 헌법수정을 막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주별 인구수를 기준으로 각 주가 2명의 상원의석을 갖는다는 것이 규범적
16) 자료특성상 GDP는 이전 해의 정보이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인해 GDP가 상승했다고는 볼 수 없다.
다만 이러한 변수들의 관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지체요인(lag-term)을 고려한다면 좀 더 명확한 이유
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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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 얼마나 대표성의 왜곡을 가져오는지를 살펴보았다. 최고 60배 이상의 주별 대표성의
차이를 확인하였으며, 이는 정치적 이익대변에서도 왜곡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하였다. 그리고 구체적 사례를 검토하기 위해서 연방정부의 주정부에 대한 보조금, 특히 포괄
보조금의 주별 배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포괄보조금과 연방정부 보조금 분석모델에서 주별
대표성이 높은(규모가 작은) 주들에게 차별적으로 유리한 결과가 도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상원의석 배분의 논리를 정당화시켜 줄 수 있는 소수자 보호의 역할을 상원이 제대
로 수행하는지를 살펴보았다. 필리버스터 제도 등 상원은 소위 합의소수제를 택하고 있지만,
실상 의원들이 누구를 대표하는가를 보면 작은 주 의원들은 오히려 미국의 소수자 집단이 아
닌 다수자 집단을 옹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종적 소수자들은 도시가 발달한 대규모 주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이 자신의 대표인 상원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소규모 도시에 주
류를 이루는 백인들보다 적게 마련이다. 소규모 주의 과대대표성이라는 제도적 요인과 소규모
주에 낮은 소수인종 거주비율이라는 조합은 결국 현행 상원의석배분의 방식이 상정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결합방식이라 하겠다. 이러한 현상들은 다알이 지적한 바와 같이 주들
간의 평등한 대표성이 노예소유주와 같은 특권층에게 과도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핍박받는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실패했다는 지적과 맥을 일치하는 현대적 불평등이라고 하겠
다.(Dahl 2003, 52-3). 그러나 상원의 비민주적 특성과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해결을 위해
헌법이 본질적으로 개헌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Dahl 2003, 160-4).
마지막으로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방법론적 문제에 대한 한 가지 논의가 필요하다. 미국
의회에서는 일반법안은 물론이고 예산안도 상하원이 독립적으로 심의한 후 양원의 심의내용
이 다를 경우 상하원합동위원회(conference committee)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고 그 내용은 다시
금 양원에서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상원의 의석배분이 보조금 분배정
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 하원의 역할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회의 심의
과정 중 일부만 다루었다고 볼 수 있다. 즉 하원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은 분석은 부분적 연구
에 그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이 다루고 있는 주제는 하원이 미치
는 영향을 다루지 않더라도 분석에서 문제될 것이 없다. 본 논문에서 주장하는 핵심은 주민
일인당으로 계산했을 때 작은 주에 더 많은 예산이 할당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원의석배정에
서 작은 주의 의원 숫자는 적다. 따라서 하원에서 이들의 영향력은 상원의원들만큼 크지 않다.
그런데 상하원의 합의가 필요한 정부보조금 심의과정 속에서 하원에서는 큰 주의 의원들이 자
신들의 이해관계를 주장할 것이고 이들의 이해관계가 예산안에 반영될 것이다(Fillipov 1996).
결과적으로 하원을 통과한 내용은 큰 주에 유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
험적 결과가 작은 주에 배정되는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은 하원에서의 불리함을 넘어서
상원에서 작은 주의 의원들의 주장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시 설명하면 만일 하원의 심의과정이 없이 상원만에 의해서 예산이 주별로 분배된다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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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보다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이 작은 주에 배정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적 근
거에 따라 본 논문에서 하원의 역할을 다루지 않았다는 것이 이 글이 주장하는 바를 취약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이러한 논의를 다룬 경험적 연구를 보면 소규모 주에 유리하게 할당되는 보
조금에 대한 의결은 하원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상원의 심의와 절충을 한 상하원합동위원회의
결과물에서 소규모 주에 유리한 편향성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상원에 의한 편향성임을 확인하
고 있다(Hauk and Wacziarg 2007). 또한 상원과 하원의 영향력을 구분하기 위해 통계적으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연구에서도 상원이 존재한다는 것이 작은 주들에게는 1인당 약 200달러
의 추가 가치를 추정하고 있다(Lauderdale 2008).

<참고문헌>
Baker, Lynn A., and Samuel H. Dinkin. 1997. “The Senate: An Institution Whose Time Has
Gone?” Journal of Law and Politics Vol. 13: 21-102.
Caine, Bruce E., John A. Ferejohn and Morris P. Fiorina. 1987. The Personal Vote:
Constituency Service and Electoral Independenc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Dahl, Robert A. 1956. A Preface to Democratic Theory.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________. 2003. How Democratic is the American Constitution? New Heaven: Yale University
Press.
Davidson, Roger H., and Walter J. Oleszek. 2002. Congress and Its Members. 8th ed.
Washington: CQ Press.
Edwards, Martin S. and Frank 2007. “District Magnitude, Personal Vote, and Government
Expenditures,” Electoral Studies. Vol. 26: 338-345.
Elazar, Daniel J. 1987a. “Our Thoroughly Federal Constitution,” in How Federal Is the
Constitution? Robert A. Goldwin and William Schambra ed. Washington D.C.: AEI.
______. 1987b. Exploring Federalism. Tuscaloosa: University of Alabama Press.
Ferejohn, John A. 1974. Pork Barrel Politics: Rivers and Harbors Legislation, 1947-1968.
Stanford University.
Fillipov. Mikhail G. 1996. “Long-Term Representational Determinants of Allocation of Federal
Grants to States,” proceeding paper, Midwest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Chicago.

296 21세기 정치학회보 제23집 2호

Griffin, John D. 2006 “Senate Apportionment as a Source of Political Inequality,”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Vol. 31. No. 3. 405-432.
Hauk William R. jr., and Romain Wacziarg. 2007. Small Sates, Big Pork
Lauderdale, Benjamin E. 2008. “Pass the Pork: Measuring Legislatoer Shares in Congress,”
Political Analysis. Vol. 16: 235-49.
Lazare, Daniel. 1996. The Frozen Republic: How the Constitutions Is Paralyzing Democracy.
New York: Harcourt Brace.
Lee, Frances E. 2002. “Representational Power and Distributive Politics: Senate Influence on
Federal Transportation Spending,” In Bruce I. Oppenheimer ed. U.S. Senate
Exceptionalism. Ohio: Ohio State University Press.
Lee, Frances E., and Bruce I. Oppenheimer. 1999. Sizing Up the Senate: The Unequal
Consequences of Equal Representation.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Lijpahrt Arend. 1984. Democracies: Patterns of Majoritarian and Consensus Government in
Twenty-One Countries.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Mann, Thomas E. and Raymond Wolfinger. 1980. “Candidates and Parties in Congressional
Election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74: 617-34.
Moffett, S.E. 1895. “Is the Senate Unfairly Constituted?”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10 No.
2: 248-56.
Nathan, Richard. 1993. “The Politics of Printouts: The Use of Official Numbers to Allocate
Federal Grants-in-aid,” In Lawrence O'Toole ed. American Intergovernmental Relations.
Washington: Congressional Quarterly Press.
Poole, Keith T. and Howard Rosenthal. 1997. Congress: A Political-Economic History of Roll
Call Voting.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Robert, Brain E. 1990. “A Dead Senator Tells No Lies: Seniority and the Distribution of Federal
Benefit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4 No. 1: 31-58.
Sinclair, Barbara. 1989. The Transformation of the U.S. Senate. Baltimore: Johns Hopkins.
Sinclair, Barbara. 2001. “The New World of U.S. Senators.” In Congress Reconsidered, 7th ed.,
eds. Lawrence C. Dodd and Bruce I. Oppenheimer. Washington: CQ Press, pp. 1–19.
Stewart, Charles H. 2001. Analyzing Congress. New York: W.W. Norton.
Sundquist, James L. 1986. Constitutional Reform and Effective Government. Washington D.C.:
Brookings.
Swift, Elaine K. 1996. The Making of an American Senate: Reconstitutive Change in Congress,
1787-1841.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미국상원의 비민주성 297

Wagner, Kevin M. “The United States Senate: Seniority and the Power of Small States,”
unpublished.
(http://citation.allacademic.com//meta/p_mla_apa_research_citation/0/6/7/8/4/pages67840
/p67840-1.php, 2013/5/22 검색)
Westlye, Mark. 1983. “Competitiveness of Senate Seats and Voting Behavior in Senate
Election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27 No.2: 253-83.
Zakara, Fareed. 1997. “The Rise of Lliberal Democracy,” Foreign Affairs. Vol. 76: 22-43.

논문접수일 : 2013년 08월 01일
수정일 1차 : 2013년 09월 30일
게재확정일 : 2013년 10월 06일

￭ 이현우는 1996년 미국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
재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공분야는 정치과정이며 주로 선거 및 미국정치
가 관심분야이다. 대표논문으로서는 “세대별 이념갈등의 이질성” (국가전략 2013), “국회의원 표결과
정당영향력” (한국정치연구 2011) 등이 있으며, 대표저서로는 좋은 정부와 정책 조응성 (서울: 오름
출판사 2013)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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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ondemocratic problems in U.S. Senate
: focusing on political equality and federal aid policy

Hyeon-Woo Lee
(Sogang University)

This paper pays attention to the fact that allocation of U.S. senate seats violates basic democratic
principles. It empirically analyzes the results of the violation, Among the federal aids, more categorical
aids are distributed to the small states. Since senators of the small states take advantages in voting
coalition and political career, they bring more money to their states. In addition, protection of minority
from majority tyranny is expected as the role of U.S. senate. However, it is found that senators of the
small states advocate the majority.

Key Words : malapportionment, categorical grants, budget distribution, disproportion, political
equal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