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의 권력자원과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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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들어 미국의 현대 대통령들은 지속
적으로 권력을 확장시켜 왔다. 현대 국가 수
립의 필요성에 따른 통치 규범의 변화로부터
기원하여 제도적 자원의 증대, 대중과의 연계
에 의한 대중 대통령의 등장, 그리고 단일 행
정수반으로서 지니는 일방적 대통령 권한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의 권력 자원은 계속 진화,
증강되고 있다. 이 글은 대통령들에게 가장

중요한 권력 자원들의 성격을 규명하고, 그것
이 대통령직 수행에 가져오는 득과 실, 그리
고 미국 정치과정과 정치체계에 대한 함의를
논의한다. 나아가 강화된 권력을 통해 대통령
이 성공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필요한 요
소들을 개인과 구조의 수준에서 검토하고 균
형있는 관점을 모색한다.

핵심어: 대통령의 권력, 제왕적 대통령, 제도적 대통령, 일방적 대통령, 수사 대통령,
대통령의 리더쉽

미국 대통령제와 연관하여 떠오르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대통령직(presidency)1),
혹은 대통령(president)에 대한 표기가 소문자 p로 시작한다는 점이다. 미국 의회
(Congress), 대법원(Supreme Court)이 모두 대문자로 시작하고, 심지어 하원 의장
(Speaker)의 경우에도 대문자로 표기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물론 이는 문법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관례적인 용법이다. 또한 모든 글들이 다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학술 문헌과 대중 매체에서 대문자를 쓰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흥미로우나 별다른 학술적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는 이 질문을 두 정치학자가
파고들었다. 이들의 조사에 따르면, 대략 1970년을 전후로 대문자를 사용하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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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residency는 대통령직, 또는 백악관 조직을 포함하는 대통령부, 심지어 대통령을 정점으로
행정부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쓰이며 president와는 구분된다. 그러나 우리말에 친화적
으로 서술할 마땅한 방안이 없으므로, 여기서는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곤, ‘대통령’으로
쓴다. 문맥상 의미는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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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고 한다(Hardy and Webber 2007). 미국 헌법 원문은 물론, 1960년대까지
대통령에 대한 표기는 대문자였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1970년을 전후로 소문자로
표기되기 시작했고, 심지어 동일한 필자들이 같은 저술의 새 판에서 소문자로 변경
하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이 표기방식을 시작하고 주도한 것은 대통령을 연구하던
학자들이었으며, 대중매체들은 이후에 받아들이게 되었다. 크로닌(Thomas E.
Cronin) 같은 경우, 출판사 편집자들과 다퉈가면서까지 소문자 용법을 고집했다고
한다(Hardy and Webber 2007, 159-166).
요컨대 이 시기에 미국 정치학계가 대통령에 대한 대중적 표기방식을 바꾸어
버린 것이다. 선도적 역할을 했던 크로닌의 회상에 따르면, “대통령제나 대통령직에
대한 개인적인 이념적 반감 때문이 아니라 대통령직 자체를 추켜세우지(glamorize)
않기 위해서”였다고 한다(Hardy and Webber 2007, 166). 절제되지 못한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 행사가 미국 정치체계의 위기를 가져왔다고 학자들은 판단했던 것이다.
그러나 미국 정치학계가 대통령에 대해 원래 이러한 관점을 지녔었던 것은 아니다.
우드로 윌슨과 루즈벨트 시기를 겪으면서 20세기 전반의 혁신주의자들(Progressives)
은 강한 대통령을 원했었다. 현대 민주주의는 사회 다수의 이익에 반응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강한 행정부와 그 중심에 강력한 대통령의 리더십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권력 분립이라는 헌법 원리 아래에서 분절화되고 지역적인 이익을
고수하는 의회로는 현대사회의 거대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
다(Skowronek 2009a, 753-757).
20세기 중반까지 지속되던 강한 대통령에 대한 신념은 존슨과 닉슨 행정부 시기
를 겪으면서 실망과 비관으로 바뀌게 되었다. 민주당 대통령이든 공화당 출신이든,
별다른 견제를 받지 않는 대통령의 강력한 권력이 베트남 전쟁과 같은 재앙적 결과
를 가져오기도 하고 워터게이트와 같은 헌정 위기로 귀결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한 해법은 당연히 대통령 권한의 축소와 견제였고, 이를 위한 상징
적 의미로 소문자 표기가 시도되었던 셈이다. 강력한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고대
와 환호가 절망과 배신감으로 바뀐 당시 학계의 고뇌에 공감하면서도, 미국 대통령
제와 대통령의 권력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들게 된다.
주지하듯이, 대통령의 권한에 관한 헌법 조문은 제헌 이래 바뀌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중반의 대통령들의 권한은 훨씬 증대되고 확대되었으며 보다 일방적
인 형태로 변화했다. 동일한 대통령직이지만, 19세기 대통령들과 현대(modern)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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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들은 다른 존재였던 것이다. 더욱이 한때 의회의 도전으로 제약되는 듯싶던 대통
령의 권력이 지난 20여 년 간 새로운 형태로 진화, 강화되는 현상도 목도되고 있다.
대통령들이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 권력은 어디까지이며, 그 근원은 무엇인가?
한편, 루즈벨트 이후의 현대 대통령들을 다른 각도에서 조명해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된다. 대통령이 활용할 수 있는 권력 자원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으
나, 대통령직의 수행은 일관적일 정도로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역설이다. 트루만은
루즈벨트를 승계한 후 1946년 중간선거에서 참패하고 양원 다수당 지위를 잃었다.
1948년 선거에서는 예상 밖의 신승을 거두었으나 재선은 포기했다. 아이젠하워는
거의 존재감이 없었던 대통령으로 기억된다. 케네디는 암살되었고, 그를 승계한
존슨은 베트남전의 악몽 속에서 재선을 포기했다. 닉슨은 사상 최악의 정치인으로
낙인찍힌 채 실질적인 탄핵을 당했다. 그를 승계한 포드는 재선에서 참패했다.
카터는 가장 무능력한 대통령이라는 평가 속에 재선에 실패했다. 레이건에 대해서
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학자들의 평가는 한결 같이 낮다. 41대 부시는 당내
분열 끝에 재선에 실패했다. 클린턴은 인격살해에 버금가는 대접을 받으며 가까스
로 탄핵을 모면했다. 43대 부시는 재선에는 성공했으나 역사상 가장 낮은 지지도를
기록하며 사라졌다. 경제 위기 속에서 여러 차원에서 큰 기대를 받으며 취임했던
오바마는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시대이다.
물론, 현대 대통령들의 권력과 권한 만큼이나 책임과 기대가 증가했기 때문에,
학계와 대중들의 평가가 인색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성공적이지 못한 대통령의 리더십이 반복되어 왔다면, 무언가 원인을 찾아봐야
할 것이다. 자신의 아젠다를 수립하고, 증대된 권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유권자
들과 의회 내에서 승리 연합(wining coalition)을 구축하는 성공적인 대통령의 리더
십을 왜 발견하기 힘든 것일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결여된 것인가?
이 글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모색한다. 밀접히 연관된 것이지만,
편의상 두 부분으로 나누어 논의한다. 전반부는 현대 대통령들이 지니게 된 증대된
권력의 근원을 다룬다. 현대 대통령들에게 가장 중요한 권력 자원들의 성격을 규명
하고, 그것이 대통령직 수행에 가져오는 득과 실, 그리고 미국 정치과정과 정치체계
에 대한 함의를 논의한다. 후반부는 대통령의 성공적 리더십에 필요한 요소와 조건
에 대해 개인적 수준과 구조적 수준에서의 논의들을 종합하여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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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도적 자원과 이점
현대 대통령들이 행사하는 권력의 기본적인 근원은 제도적 자원과 이점에 있다.
전자는 행정 수반으로서 행정부를 통제하고, 대규모의 전문적 참모조직을 통해
국정을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이다. 후자는 미국 대통령제에 내재된 다양한 수준의
제도적 특성에서 나오는 단일 행정 수반(unitary executive)의 이점과 연관된다.
우선, 행정부와 백악관 조직은 대통령 권력의 가장 기본적인 제도적 자원이다.
그러나 이 제도적 자원들이 현재와 같이 규모와 기능과 권한에 있어서 커진 것은
20세기 들어서이며, 그 시기 및 원인과 과정에 대해서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설명들
이 제기되었다.
제도적 자원의 기원을 가장 멀리 소급해 간 것은 스코프로넥(Skowronek 1982)
으로, 혁신주의 시기, 특히 우드로 윌슨 시기에 주목한다. 산업화의 심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 때문에 새로운 국가의 건설이 요구되었다는 것이다. 중앙집권적이
고 위계적이며 전문성 있는 베버적 국가를 수립하는 것이 목표였던 당시의 행정개
혁가들은, 지역적, 후견적 이익에 사로잡혀 있는 의회로부터 연빙 관료를 독립시켜
대통령 휘하에 통제권을 두려 했다. 이러한 관리자 대통령(managerial presidency)
은 1920년 예산 및 회계법(Budget and Accounting Act)에서 처음으로 실현되었다.
예산국(Bureau of the Budget)을 수립하여 행정부가 예산 편성권을 지니게 되었고,
의회가 대통령에게 연방관료제의 일상에 간여할 수 있는 자원과 책임을 부여했던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의회는 행정부에 대한 감독과 승인의 권한을 전혀 포기하지
않았고, 대통령들의 행정부 개편안을 심사하고 거부할 수 있는 권한 역시 유지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새로운 국가는 중앙 집중적이며 정치화된 구조를 지니게 되었
고, 대통령과 의회 사이에서 제도적 교착에 빠질 위험을 안게 되었다는 것이다
(Skowronek 1982, 285-288). 요컨대 대통령 권력의 제도적 자원으로서 연방관료
제에 대한 통제는 이루어졌으나, 이 제도적 자원은 여전히 의회의 영향에서 완전히
독립적은 것은 아닌 셈이다.
거대한 백악관 조직의 기원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시기라는 것이 정설이다. 루즈
벨트는 뉴딜 프로그램을 지속시키기 위해 민주당을 개혁하려 했다. 대중에 호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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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원내 민주당을 압박하기도 하고, 12개 주의 민주당 예비선거에 간여하여 보수적
인 후보들의 낙선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런 시도들이 실패하자 루즈벨트에게 남은
대안은 백악관 내에 조직적 힘을 구축하는 것이었다(Milkis 1993, 104-111). 즉
1939년 행정부 재편법(Executive Reorganization Act)을 통해 백악관에 대통령실
(Executive Office of President)을 설립하고 뉴딜 프로그램에 충실한 참모들을
대거 기용했다. 또한 재무부 산하였던 예산국을 대통령실로 이관하여 예산권을
백악관이 직접 관할하게 되었다. 이후 더욱 커지고 자원이 확보된 백악관 참모
조직은 전통적으로 정당의 영향을 받던 인사권을 장악하여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행사했고, 소통과 동원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뉴딜 시기에 주목하는 모(Terry M. Moe)는 선거정치의 동학으로
설명한다. 뉴딜 이전의 연방정부는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별다른 영향을 미치
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도 의회가 중심이었다. 대공황과 뉴딜을 거치면서 이런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 유권자들은 경제적 번영과 사회 복지의 문제에 대해
연방정부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게 되었고, 대통령이 중심이 된다고 생각하
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곧 선거 정치에서 대통령이 기대와 책임을 함께 감당해야
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재선을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가시적인
업적을 이루어야 했던 것이다. 의회와 정당 같은 다른 제도들이 변한 것이 없으므
로, 이를 위해 루즈벨트는 연방관료를 장악하고 통제하는 길을 택하게 되었다.
백악관을 통해 관료들을 중앙집중적으로 감독하고, 인사권을 통해 행정부 전체를
정치화시키게 되었다는 것이다(Moe 1985, 247-251).
이러한 제도적 자원에 대한 대통령의 의존도는 점점 커져 왔다. 특히 뉴딜 정당체
제 후기에 집권한 공화당 대통령들은 행정부와 백악관 조직을 더욱 통제, 확대했다.
분점정부하에서 의회와 정당을 상대하기 보다는 이 제도적 자원을 통해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 했다. 예컨대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의 사회복지 정책들의 개혁
을 원했던 닉슨은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자, 연방관료를 통한
간접적 방식을 추진했었다. 워터게이트로 닉슨의 시도는 무산되었으나, 뒤이은 레
이건은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된다. 레이건은 규제 개혁을 위해 의회와 타협하기
보다는 백악관에 규제실(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을 설치하
고 각 부처의 규제권들을 백악관이 직접 감독하도록 했던 것이다(Nathan 1983,
7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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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대통령(Institutional Presidency), 행정가 대통령(Administrative Presidency),
관리자 대통령 등의 호칭에서 드러나듯이, 현대 대통령들은 행정 수반으로서 거대
해 진 연방정부 관료조직을 권력의 근간으로 삼게 되었다. 이를 위해 다시 중앙의
통제 기능을 담당할 백악관 참모조직의 팽창이 수반되었다. 거대해 진 제도적 자원
을 통제하기 위해 이념과 충성도에 따른 임면권 행사가 빈번해졌고, 이는 연방
정부의 정치화(politicization)를 가져 오게 되었다. 반면에 의회 역시 예산과 감독
기능을 통해 연방관료에 대한 통제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연방 관료는 양측으로
부터 정치화 압력을 받고 있는 셈이 되었다. 더욱이 미국 정치의 각 제도들의 규모
와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독자적 이익을 추구하고 변화에 저항하
는 힘이 될 가능성이 높다(Skowronek 1997, 425-429). 연방 관료 조직도 예외가
아닐 수 있다. 요컨대 대통령의 권력의 근간으로서 제도적 자원 자체는 온전히
대통령의 의지대로 활용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제도적 대통령론이 흔히 경시하는 또 다른 문제는 제도적 자원으로부터 나오는
대통령의 권력이 상대적이라는 점이다. 주지하듯이, 20세기 전반기에 대통령의 제도적
자원은 막대하게 증대되었고, 이것이 제왕적 대통령의 한 버팀돌이 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의회 개혁 이후 의회의 물적, 인적 자원도 크게 증대되었다. 의원들과
상임위원회들의 참모조직이 대폭 증대된 것은 물론, 의회예산실(Congressional Budget
Office)과 입법조사처(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등 행정부와 백악관의 주
요 조직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지원조직들이 강화되었다. 제도적 자원에
있어서 20세기 전반에 누리던 대통령의 이점이 많이 상쇄된 셈이다.
더욱이 1980년대 이후에는 정당 간 양극화가 본격화되는 동시에 분점정부가
빈발하게 되었다. 양부 간 타협이 더욱 어려워지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클린
턴 이후, 특히 43대 부시 때부터 현저히 증가한 것이 대통령의 일방적(unilateral)
권한 행사이다. 공화당 의회와의 대결이 심각하던 때 클린턴은 “의회와의 싸움이
다가 아니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깨달음을 토로한 적이
있고, 43대 부시도 취임 직후 “어떤 대통령에게나 연장통에는 연장들이 대단히
많다”고 공언했던 바 있다(Durant and Resh 2009, 577). 이들이 말한 것이 바로
대통령이 지니는 제도적 이점이다. 행정 수반으로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권
(privilege), 그리고 미국 정치제도의 성격에서 비롯된 명시적, 묵시적, 관습적인
대통령의 권한들이 그것이다. 이 권한을 통해 대통령은 의회나 다른 행위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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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주목받는 것들로 우선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들 수 있다. 입법
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인 대통령의 명령으로 연방정부가 특정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다. 행정명령의 중대성을 여실히 보여준 것은 트럼프이다. 취임하자마자 선거
공약들을 지키기 위해 무수히 많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Crouch, Rozell, and
Sollenberger 2017, 569-570). 그 중에서도 무슬림 이민자들에 대한 입국 거부는
전 세계를 경악시켰었다. 현재 진행 중인 무역전쟁도 아직 의회가 간여하지 못한
채 대통령의 행정 명령만으로 세계 경제를 공포로 몰고 가고 있다. 이처럼 중대한
정책이 행정명령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20세기 후반에 이전 보다 4배 이상 증가했다
고 평가된다(Waterman, 2009, 479).
43대 부시 당시에 주목받은 것은 법안 서명문(signing statements)이다.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서명을 하여 법이 효력
을 갖도록 한다. 그런데 서명을 하면서 법안 조목조목에 대해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반박을 할 수 있는 것이 법안 서명문이다. 법안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행정부가 집행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1945년에서 1970년대까
지 법안 서명문은 900여개에 불과했다. 의회가 보다 대립적이 된 포드와 카터 때
법안 서명문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이후 대통령들이 더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다(Conley 2011, 547-548). 2006년까지 부시는 이를 통해 약 750개의 법 또는
법 조항을 사문화시켰다(Kennedy 2014, 602-603). 법안 서명문의 악용을 자제하겠
다고 공약했던 오바마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법안 서명문은 이제 대통령의 강력
한 입법권이 되었다(Crouch, Rozell, and Sollenberger 2013, 883-4).
외교 안보 정책에 있어서도 대통령의 일방주의적 도구들이 흔히 사용된다. 1970
년대 이전에는 조약(treaty)이 행정협정(executive agreement)보다 많았으나, 이후
행정협정이 조약의 10배가 넘게 증가했다(Waterman 2009, 478). 의회의 비준이
필요한 조약을 체결하지 않고 행정협정으로 대신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 안보 지침
(National Security Directive)을 통해 관련 행정기구에 대한 대통령의 명령의 형식
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도 한다. 부시 당시 테러와의 전쟁과 연관된 많은 정책들이
이를 통해 수행되었다(Crouch, Rozell, and Sollenberger 2017, 571-573).
이와 같이 대통령의 일방적 권력 행사가 증대되면서 대통령의 권력 행사 방식과
권력 분립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등장했다. 일방적 대통령론(unilateral presid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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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합리적 선택 제도론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이들은 우선 미국정치체계
의 제도적 성격이 불완전하고 모호하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헌법상 대통령과 의회,
사법부간의 권한 배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행위자들이 전략적으로 행동하여 권력을
증대시킬 기회가 존재한다는 것이다(Moe and Howell 1999, 854-856).
이 제도적 맥락에서 대통령은 단일 행정 수반으로서 세 가지 이점을 지닌다
(Howell 2003, 14-15). 첫째는 ‘선수의 이점’(first mover advantage)이다. 대통령
은 앞에서 살펴 본 일방적 행동의 수단들을 사용하여 먼저 행동을 취할 수 있다.
의회와 사법부에 대해 이를 바꿔야 하는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둘째는 집합행동
이점(collective action advantage)이다. 단일 행정 수반인 대통령에 비해 집합행동
의 문제를 안고 있는 의회는 대통령의 일방적 행동을 견제하기에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셋째는 ‘정보의 이점’(informational advantage)이다. 행정부와 백악관의
거대 조직 덕분에 대통령은 모든 정책 이슈들에 대해 의회나 사법부 보다 정보의
우위를 누린다.
이 이점을 지닌 대통령은 정책 결정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일방적 행동을 함으로써
권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전략적’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력 추구는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우선 의회와 사법부가 제대로 대응하기 전까지만 일방적
행동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 한계를 넘어서면 입법과 판결을 통한 도전이 거세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 정책 영역에서 무리하게 되면 다른 영역에 악영향이
미칠 수도 있다. 따라서 일방적 대통령도 제도적 이점을 이용하여 권력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자제력을 발휘한다. 의회와 사법부를 압도하기 보다는 전략적이고 지속
적으로 권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정치제도에서 대통령이 지닌
이 이점 때문에 궁극적으로 권력 균형은 대통령으로 크게 기울 것이라는 것이 이들
의 전망이다(Moe and Howell 1999, 870-872).
일방적 대통령론은 현실적으로나 이론적으로 타당해 보인다. 대통령이 행정명령
을 통해 일방적 행동을 하면, 이를 무효화하기 위해 의회는 하원에서 과반, 상원에
서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한 60표의 지지를 동원해야 한다.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양원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엄청난 부담이다. 사법부 역시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존중하는 입장이고, 대개의 경우 번복하는 판결을 내릴 동기
부여가 없다. 더욱이 대통령의 일방적 조치들은 의회나 언론의 주의를 끌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지닌 제도적 이점들을 통해 대통령은 일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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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으로 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권력을 확대시켜가고 있는 듯 보인다. 일방적
행동의 이점들은 대통령 권력의 엄청난 근원인 셈이다.
그러나 일방적 대통령론의 이론 구조에는 큰 결함이 있다. 우선 선수의 이점은
현실성이 없다. 마치 진공 상태에서 취임한 대통령이 먼저 행동을 취하고, 이에
대해 의회와 사법부가 반응하는 것처럼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대통령
은 후임이다. 대부분의 정책과 이슈에 있어서 전임 대통령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이 있고 이에 반응하는 것이다. 의회만이 후수가 아니라 대통령도 후수일 수 있다
(O’Brien 2017, 175-176). 더욱이 집합행동의 이점과 정보의 이점은 상호 모순적이
다. 집합행동의 이점은 대통령이 1인이라는 데서 나온다. 반면 정보의 이점은 행정
부와 백악관의 방대한 조직에서 생긴다. 방대한 조직은 집합행동의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고, 1인 휘하의 일사불란한 행정부라면 정보의 이점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O’Brien 2017, 176-177). 일방적 대통령이 구조적으로 제도적 이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과장일 수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도 대통령의 일방적 권력 행사는 제한적 결과를 가져온다(Dickson
and Gubb 2016, 49-50). 우선 대부분의 일방적 조치들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예산
으로 뒷받침되어야 하고 이는 의회가 입법으로 승인해야 한다. 또 행정명령 같은
것들은 대개 기존의 법률적 근거에서 출발하므로, 기존 정책으로부터 대폭적인
변경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더욱이 대통령이 중대한 정책 전환을 원한다면 의회의
입법을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행정명령 등으로 일시적 결과를 얻으려 하지 않는
다. 후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원상복구 될 수 있는 것이다. 위기 시에 대통령은
일방적 행동을 할 수 있고, 이는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 뿐 아니라 대통령이 이와
연관된 아젠다를 선취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유용성이 있다. 그러나 이 대응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의회와 협의를 통해 입법화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일방적 대통령이 지닌 제도적 이점은 대통령의 유용한 권력 자원이
며, 양부 간 교착상태가 빈번한 1990년대 이래 대통령들이 ‘재발견’한 권력의 새로
운 도구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절제되어 사용될 수밖에 없고 제한적 결과를
가져온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설득 없는 권력’(power without persuasion)이 만병통
치약일 수 없는 것이다. 제도적 이점의 빈번한 사용은 결국 설득의 힘을 약화시키고
양부 간의 대립을 악화시킨다. 일방적 대통령론자들의 주장대로 이 구조적 이점에
의해 대통령의 권력이 지속적으로 확장된다면, 다음에서 살펴 볼 로위(Theod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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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i)의 우려만큼이나 비관적인 헌정의 위기로 귀결될 수도 있다.

Ⅱ. 대중 호소 전략과 국민 수권
강력한 대통령의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기대는 존슨, 닉슨, 카터 시기를 거치면서
실망과 우려로 바뀌었다. 그러다가 레이건의 집권 이후 새로운 현상이 주목받게
되었다. ‘위대한 전달자’(Great Communicator)로 불리울 정도로 레이건은 TV 연설
등을 통해 직접 국민들에게 호소하는데 뛰어났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했던 것이
다. 대표적으로 1981년 예산안에 대한 의회와의 대립에서 레이건은 국민적 지지를
동원하여 민주당 의회를 압박했고 승리를 거두었다. 레이건과 이 방법에 대한 호불
호를 떠나, 대통령의 최대의 권력자원으로서 ‘대통령-국민간 연계’(president-public
nexus)가 다시 주목받게 된 것이다(James 2009, 68).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을 지지해 주도록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는 것이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레이건 이후 이 ‘대중 호소’(going public) 전략은
훨씬 빈번하고 적극적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대통령의 대중 호소 전략의 효과가
무엇인지, 정책 결정과정에 어떤 영향을 가져 오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미국 민주
주의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 새로운 현상에 대해 선구적으로 연구한 것이 커넬(Kernell 1986(2007))이다.
커넬은 대중 호소 전략을 단순히 레이건의 개인적 선택으로 보지 않고, 거버넌스
양식의 변화에 직결시켰다. 주지하듯이, 1970년대까지 정책결정과정은 위원회 중
심의 입법과정, 위원장에 집중된 권력구조, 폐쇄적인 숙의과정, 소수 간의 흥정에
의한 결정, 동질적인 소수의 이익집단들의 영향력, 그리고 정당 간 양극적 대립의
약화 등의 제도적 특성 하에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엘리트들 간의 은밀한 뒷거래와
상호 수용, 과정과 결과에 대한 대체적인 합의, 그리고 점진주의적인 정책결정이
가능했다. 이 상황에서는 노이스타트가 주장한 협상과 설득이 대통령의 효과적인
전략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Kernell 2007, 11-19).
그러나 1970년대의 의회개혁 등 각종 개혁으로 인해 이런 식의 제도와 과정은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소위원회 중심의 결정이 이루어지고, 의회 참모진 등 자원

미국 대통령의 권력자원과 리더십 145

이 대폭 확대되고, 의회 내 권력이 더욱 분산되었으며, 이익집단들의 수와 영향력이
폭증하게 된 것, 결과적으로 입법과정에서 갈등이 커지고 다원주의적 흥정이 어려
워진데다가 정당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분점정부가 빈발하며 입법과정이 보다 투명
하게 공개되는 등, 이전과는 다른 정책 결정 환경이 구축되었던 것이다(Kernell
2007, 33-38). 이러한 변화 속에서는 협상 자체가 어렵고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수확체감의 효과가 초래되었다.
이러한 거버넌스 양식의 변화에 따라 대통령은 협상 대신 새로운 전략에 보다
의존하게 되었다. 곧 대중에 호소하는, 보다 공개적이고 공격적인 전술을 빈번히 활용
하는 것이다. 지역구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의원들을 압박하기 위해 직접 국민들
에 호소하여, 의원들이 대통령을 지지하던가, 선거에서 심판을 받던가, 선택하게 만드
는 것이다. 이런 전략이 일상화된 것에 대해 커넬은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대통령의
대중 호소 전략으로 인해 정책 결정(governing)과 선거전략(electioneering)간의 구분
이 사라지고, 결국 권력분립 하의 동등한 제도들 간의 타협과 상호적응 대신 충돌과
제로섬 게임이 빈발하게 된다는 것이다(Kernell 2007, 227-234).
로위(Lowi 1985)는 대중 호소 전략을 대통령의 새로운 권력 자원으로 보는데
그치지 않고, 현대 국가가 등장하면서 미국의 헌정 레짐(constitutional regime)이
바뀐 결과로 파악한다. 로위에 따르면 뉴딜 시기에 루즈벨트에 의해 이전의 통치
질서와는 전혀 다른 제2차 헌정 레짐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전의 헌정 레짐은
의회 중심 정부였고, 후견제적(patronage) 이익 배분에 몰두한, 분산되고 이질적인
정당들에 의해 의회가 조직되었다. 즉, 지역적으로 분산되고 이질적인 이익들이
느슨하게 결합된 정당들이 정치를 조직화했고, 이 정당들이 의회를 통해 정책 결정
을 했다는 것이다. 이런 헌정 질서에서 국가의 역할은 타협과 흥정을 통해 다양한
세력들에게 적당한 이익을 나누어주는 후견제를 유지하는데 있다(Lowi 1985,
35-40).
대공황에 의해 후견제 국가는 더 이상 기능할 수 없게 되었고, 뉴딜의 일관된
정책 프로그램들을 실행할 수 있는 새로운 헌정 레짐이 들어서게 되었다. 후견제적
분배정책에 경도된 의회는 일관된 정책 프로그램을 감당할 수 없었으므로 행정부와
대통령 중심의 통치 질서가 수립되었다. 동시에 정당의 근본적 개혁도 요구되었다.
일관된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후견제적 정당이 구조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수준의
이념적 동질성과 정당 기율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루즈벨트는 이를 위해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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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을 기울였으나, 대단히 이질적이었던 뉴딜 연합을 하나의 이념정당, 정책정당
으로 변화시키지 못했다(Lowi 1985, 59-61). 대통령과 국민 사이를 연결하는 매개
로서 정당과 결별해야 했던 것이다.
이에 대한 해답을 루즈벨트는 국민과의 직접 소통에서 찾았다(Lowi 1985,
62-65). 정당이나 기존의 언론 매체들에서 벗어나 국민들에게 대통령이 직접 설명
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개인적’(personal) 관계를 구축했던 것이다. 당시의 새 기술,
곧 여론 조사(polling) 기법과 라디오가 이를 가능하게 해 주었다. 루즈벨트의 유명
한 ‘노변정담’(fire-side chat)이 대표적인 예이다. 로위는 이를 ‘개인적 대통령’
(personal president)이 출현한 계기로 파악한다. 이제 대통령은 새로운 헌정 레짐
의 중심부에서 권력을 장악하고, 정당과 같은 매개체들을 무시, 우회한 채 국민들과
직접적인 ‘개인적’ 관계를 맺게 된 것이다. 결국 정부 권력은 국민의 이름으로 대통
령 1인에게 사유화(personal)된다. 대통령과 국민간의 이런 관계는 1960년 선거
이후 대통령 선거와 예비선거가 정당 조직과 유리되어 후보자 중심으로 치러지면서
더욱 공고해졌다. 대통령은 정당에 대해 아무런 빚도 없고 필요성을 느끼지도 않게
된 것이다.
루즈벨트의 유산을 로위는 ‘대중 독재 대통령’(plebiscitary presidency)의 출현이
라고 단언한다2).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국민 수권(popular mandate)을
내세우고, 의회를 무시한 채 국민의 이름으로 독단적 통치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제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최대한의 권력을 부여받으며, 부여받았다고 주장한다.
정당과 의회는 취약하거나 무시당하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아무런 매개체
가 없다.
이런 대통령과 정치체계의 운명을 로위는 다음과 같은 동태적 과정으로 정형화한
다. 우선 대통령은 직접 대중들에게 온갖 기약(promise)을 하면서 선거를 치루고
통치를 한다. 대통령이 원하는만큼 권력을 부여하고 대통령의 편에 선 대중들은
당연히 대통령에게 기약한 것들을 가져오도록 기대하고 요구한다. 권력을 부여한
대가로 약속을 실현하는 것, 이것만이 대중이 지니게 된 민주주의와 정통성의 척도
이다. 문제는 대통령이 모든 기약을 실현시키는 데에는 미국 정치체계에 넘어서기
2) Lowi(1985), p. 65. plebiscitary에 대한 적절한 번역어가 없다. 이 용어의 함의는 부정적,
경멸적이다. 민주주의적으로 선출되었으나 대중을 동원한 독단적 통치를 한다는 의미이다.
‘국민 투표식 민주주의‘나 ’직접 민주주의‘와 같은 용어들은 이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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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장애가 내장되어 있다는 점이다. 설사 실현시킨다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기대,
새로운 요구와 새로운 책임을 낳는다. 궁극적으로 대중 독재 대통령에 의한 민주주
의는 맬더스(Malthus) 법칙을 따라 간다는 것이 로위의 비관적 전망이다(Lowi
1985, 19-20). 대통령이 성공을 더해 가는 것은 기껏 산술급수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대중의 기대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져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중 독재 대통령이
기약할 수 있는 것은 내용이 아니라 외양이 된다. 국내적으로는 온갖 수사(rhetoric)
를 동원하고, 대외적으로는 모험주의적인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체계 전체가 파국
을 맞는 것이다(Lowi 1985, 153-175).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았다는 주장이나 국민적 지지를 직접 호소하는 전략
은 현대의 많은 대통령들이 즐겨 해 왔다. 심지어 클린턴도 1992년 선거 승리
후 ‘변화를 위한 국민적 수권’(Mandate for Change)을 슬로건으로 내걸었었다.
전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 유일한 헌법기관인 대통령들에게, 권력의 궁극적 근원으
로서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은 매력적일 수 있다. 다른 한편, 국민들 역시 대통령이
정부 권력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국가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리더십을 대통령이
발휘해 주길 기대한다.
이와 같은 대통령-국민 관계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제의 본질적 성격
일 수 있다. 대통령제를 채택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도 흔히 발견되는 것이다.
또한 라디오, TV 등 대중 매체의 발달이 20세기 들어 대통령의 이런 시도를 가능하
게 해 주었다면, 이제는 인터넷과 SNS까지 동원되면서 대통령과 대중 간의 사적인
(personal) 관계가 더욱 긴밀해졌다고 볼 수 있다. 소통 기술의 발달에 따라 자연스
럽게 확산,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대중 호소 전략이나
국민적 수권 주장의 기원을 추적하면, 최소한 미국 대통령제의 경우 대통령-대중
관계가 이와 같이 형성된 것은 20세기 들어서이며, 기술 발달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것이 밝혀진다.
우선 애초에 제헌가들은 대통령의 지위에 대해 이중적 관점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으로는 국가의 안전을 책임지고 편협한 이익을 초월하여
국가이익을 수호하는 존재가 되기를 기대했던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1인의 권력기
관이 대중 독재로 변질될 위험을 우려했었다는 것이다(James 2005. 10). 이 때문에
제헌가들은 대통령과 대중 간에 중재되지 않는 직접적인 관계가 설정되는 것을
막으려 했다. 대통령은 유일하게 전국적인 이슈에 대해, 전국적 유권자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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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 존재이므로, 대통령이 전 국민(We the People)을 대신한
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들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James 2009, 60).
대표적인 예가 선거인단 제도이다. 유권자들의 직접 선거가 아니라 선거인단의
간접 선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대중적 리더십의 기반을 없애려 했다는 것이다
(Simon 2009 143).
제헌과 비준 당시의 논의들을 면밀히 분석한 튤리스(Tulis 1987)도 헌법에 구현
된 정치원리와 통치 규범 자체가 대통령과 대중간의 직접적 관계를 금지하려 했다
고 해석한다. 제헌가들은 권력 분립 원리에 따라 대통령과 의회, 사법부에 각각
고유한 목적과 기능과 구조 및 수단을 부여했다. 의회가 지닌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국민의 의지를 구현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의회는 숙의(deliberation)를 해야 한다.
반면에 대통령직의 최고의 목적은 국가의 수호이며 국민의 의지를 대표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낮다. 따라서 대통령과 국민 간의 관계는 직접적이지 않아야 하고,
대통령은 대중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당시의 통치 규범이었다고 튤리스
는 해석한다(Tulis 1987, 43).
그러나 제헌 당시의 논의들이나 헌법 자체는 대통령의 대중적 리더십 가능성에
대해 다루지 않았고, 제헌가들의 의도를 명확히 알 방법도 없다. 결국 중요한 것은
건국 이후 현실 정치에서 대통령과 대중 간에 어떤 관계가 이루어져서 관행화되고
규범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한 연구들 대부분은 워싱턴 이후 19세기 대통령들 스스로가 의례적인
리더의 역할을 수행했을 뿐, 특정 정책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하려 들지 않았다고
평가한다. 잭슨이나 링컨처럼 정치적 변혁기나 중대한 변고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
으로 리더십을 주장한 경우도 있으나, 일시적 현상이었고 이에 따르는 정치적 부담
도 상당했다(Simon 2009, 143-144). 더욱이 대통령이 특정 정책을 위해 대중에게
호소하는 경우는 생각하기 힘들었다. 대중적 리더십은 곧 선동(demagoguery)으로
간주되었고 대통령은 대중과 격리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것이다. 튤리
스는 19세기 대통령들의 공식, 비공식적 연설문 1000여종을 분석하여 이를 입증했
다. 대통령들이 지역을 순회하며 대중들에게 연설을 한 경우에도 연설의 내용은
의례적인 것이었지 정책과 연관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Tulis 1987, 62-86).
이를 어긴 유일한 대통령이 앤드류 존슨이었고, 그는 탄핵 직전까지 가는 정치적
응징을 감당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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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 의회는 일찍부터 정책결정과 입법과정에 있어서 주도권을 주장했다.
특히 잭슨 행정부를 거치면서 대통령에 대한 의회의 견제가 더욱 심해졌다. 이
시기에 의회 내 휘그당은 대통령의 일방주의적 행동들을 비난하고 입법부 우위론을
주장했다. 링컨의 재건정책에 대해서도 의회 공화당은 “의회의 지지를 받으려면
대통령은 행정부의 의무에만 충실하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대통령의 의무는 법에
복종하고 법을 집행하는 것이지,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Smon 2009,
143). 남북전쟁 이후 대통령에 대한 기대는 더욱 낮아져서, 평범한 정치인이 대통령
이 된다고 평가할 정도였다. 후견제 정당으로 구성된 의회가 압도적인 정치체계에
서 대통령의 존재감은 미미했던 것이다(Lowi 1985, 22-44).
헌법에 구현된 매디슨적 체계(Madisonian system)의 정통성, 그리고 대통령과
의회의 권력 분배에 대한 휘그당 원리(Whig principle)가 대통령과 대중 간의 관계
에 대한 19세기 미국 정치의 규범(norm)이었던 것이다. 이 규범은 대통령을 대중으
로부터 격리했고, 국민으로부터의 수권과 같은 개념을 부정했다. 이처럼 당연시되
던 규범과 관행이 20세기 들어 현대 대통령들이 출현하면서 바뀌게 되었다. 국민
수권을 주장하며 대중에게 호소하는 수사 대통령(rhetorical presidency)이 등장하
게 된 것이다.
수사 대통령이 출현하게 된 기원을 튤리스는 통치 규범의 변화에서 찾는다. 새로
운 기술의 활용이나 선거 캠페인의 성격 변화, 혹은 행정부 제도의 팽창과 같은
것은 수사 대통령이 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는 했으나, 통치 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규범이 변화하지 않았다면 수사 대통령이 지속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Tulis 1987, 4-6). 대통령이 새로운 통치 방식을 취하기 전에 어떻게 나아
가야 할지에 대한 새로운 인지적 로드맵이 있어야 하고, 이 새로운 행동들은 다른
행위자들에게도 정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대통령의 지위와
통치방식에 대한 개념적이고 규범적인 혁명이 선행되어야 수사 대통령이 지속적인
제도로 남을 수 있다. 튤리스는 이러한 관념적 혁명이 일어난 때가 혁신기라고
보며, 특히 우드로 윌슨에 주목한다.
윌슨은 제헌가들이 헌법에 구현해 놓은 매디슨적 체계를 비판했다. 권력분립이란
적대적 힘들 간의 기계적 작동에 의존한 체계이며, 현대 민주주의에 요구되는 동력
과 비전을 제공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적대감으로부터 성공적인 정부를 구성
해 낼 수는 없다. .... 어딘가에 리더십과 통제력이 자리 잡아야 한다.”3) 특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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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분파적 이익들이 장악하고 있는 의회는 국가적 이슈들에 대해 일관된 방향을
제공하는데 구조적으로 무능력할 수밖에 없다. 현대 국가에 요구되는 정책 프로그
램의 방향성과 정치적 의지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는 대통령이며, 대통령이
야말로 진정한 전국적 제도이다.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만이 행정부
의 리더십과 국가적 목표를 입법부가 수용하도록 이끌 수 있다는 것이 윌슨의 처방
이었던 것이다(Tulis 1987, 132-136). 윌슨이 제시한 이러한 통치 원리가 새로운
규범으로 휘그 원리를 대체하게 되었고, 미국 정치질서의 지배적인 해석이 되었다.
새로운 규범에 의해 정통성을 부여받은 대통령들이 이후 국민 수권을 주장하고
대중에 호소하는 새로운 수사(rhetoric)를 동원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현재의 대통령-대중 관계는 미국 대통령제의 근본적인 원리가 아니라,
20세기 초에 큰 변혁을 겪은 결과이다. 후견제 국가가 현대 국가로 발전하면서
기존의 견제와 균형 체계가 보다 효율적인 통치 질서로 재편되어야 했고, 그 중심이
대통령이 되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통치 질서의 규범이 바뀌고, 대통령-대중관계
가 바뀌었으며, 대통령의 최대의 권력 자원이 국민이 되었다4). 국민 수권과 전
국민의 대표임을 주장하면서 대중에 직접 호소하여 대통령이 의회를 압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튤리스가 지적하듯이, 윌슨의 규범아 매디슨적 체계의 정당성과 19세기
휘그 원리를 완전히 대체한 것은 아니다(Tulis 1987, 17-18). 원래의 통치 규범에
새로운 규범이 덧씌워진 것이다. 예컨대 제헌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구조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다. 입법, 행정, 사법부의 권력분립 구조도 변하지 않았고, 반대로
복수 행정수반(plural executive)의 문제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이처럼 두 규범
들 간의 긴장과 모순을 안고 있는 정치 질서 안에서 대통령은 권력을 행사한다.
의회와 다른 행위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긴장과 모순 안에서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3) Woodrow Wilson, Constitutional Government in the United Stat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08, pp. 54, 60. Tulis(1987), p. 121에서 재인용.
4) 대통령의 수사가 지니는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연구들도 있다. 예컨대 Edwards(2003)는 대
중연설에 뛰어났던 레이건과 클린턴 시기를 연구하면서 대통령의 연설들이 여론에 거의 영
향을 미치지 못했고 지지도를 올리지도 못했다고 주장한다. 두 대통령 시기의 여론 조사
결과로 수사 대통령이나 변혁적 리더십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결과를 떠나, 현
대의 대통령들이 지니게 된 수사 대통령적 충동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또 수사의 정치적
효과에 대해 반대되는 조사 결과들도 다수 존재한다. Baums(2009), 217-2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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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설정한다. 이것이 수사 대통령 시대 대통령의 딜레마인 것이다.
더욱이, 대중 대통령론이나 수사 대통령론을 전개하는 학자들 대부분은 그 위험
성을 경고한다. 로위와 같이 대중 독재 대통령의 출현으로 체계의 붕괴가 초래될
것이라는 비관론은 아니더라도, 대통령과 의회, 양부간의 힘의 균형이 크게 기우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해 좋은 일이 아니다. 빈번하게 사용되는 대중 호소전략이 오히
려 의회의 반발을 불러와 교착(gridlock)을 악화시키기도 한다. 또한 존슨의 빈곤과
의 전쟁(War on Poverty) 프로그램과 같이, 숙의를 거치지 않고 수사로 포장된
정책은 성급하게 추진되다가 재난 같은 결과를 낳기도 한다(Tulis 1987, 161-172).
대통령제에서 대중은 대통령의 최대의 권력 자원이자 최악의 유혹인 셈이다.

Ⅲ. 개인적 리더십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현대 대통령들의 권력은 크게 증대되었다. 현대국가의
방대한 관료조직과 참모조직 뿐 아니라, 국민 수권을 주장하고 대중에 직접 호소하
면서 일방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부여받았다. 그렇다고 현대 대통령
이 무소불위의 존재가 된 것은 물론 아니다. 권력은 상대적인 것이며, 1970년대
이후 의회의 변화가 보여주듯이 대통령의 독주는 항상 견제와 도전을 초래했다.
보다 중요한 점은 현대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책임도 이에 못지않게 증대했다는
사실이다. 현대국가의 역할과 세계질서의 패권국으로서의 역할을 충족시키는 책임
이 현대 대통령들에 지워진 것이다. 증대된 권력으로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이 곧 현대 대통령의 성공적인 리더십이다5).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루즈벨트 이후의 현대 대통령들이 모두 성공적인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면, 이 질문은 제기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는 정반대로 전개되었다.
5) 리더십 개념과 이에 대한 정치학적 연구는 충분하지 않아서 엄밀한 개념 규정이 어렵다.
인과관계가 뒤바뀌는 듯 하지만, 그린스타인이 열거하고 있는 성공적 대통령의 자질이 곧
리더십의 내용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즉, 자신이 이룩하려는 바를 설정하고, 이
비전을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행정부 조직을 통제하며, 의회에 대한 정치적 능력을 발휘하
는 것이다. Greenstein(20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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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는 증대된 권력을 지나치게 추구하다가 실패했고, 어떤 경우는 주어진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도 못한 채 좌절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당연히 제기된
질문은 “성공적인 대통령은 무엇이 다른가?” 곧, 개인적 수준에서 대통령의 자질과
능력을 비교하는 것으로, 대통령의 권력 행사와 리더십에 대한 가장 단순하고 직관
적인 접근이다.
개인 수준에서 접근한 연구로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것으로 바버(Barber 1972)와
그린스타인(Greenstein 2000)을 들 수 있다. 바버는 긍정적-부정적(positive-negative).
적극적-소극적(active-passive)이라는 두 가지 성격 요소들의 조합에 따라 대통령의
리더십 유형을 분류하여 설명했다. 적극적-부정적 성격으로 인해 강박증적
(compulsive) 리더십을 지닌 닉슨이 몰락할 것을 예견함으로써 바버의 저서는 선풍
적인 인기를 얻기도 했다. 그러나 성격이 형성되고, 대통령이 되고, 득정한 리더십
을 행사하는 과정들에 대한 인과적 설명으로는 설득력이 크지 않다. 사후적 설명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된다.
평생 대통령을 연구한 그린스타인은 성공적 대통령의 요건으로 비전 제시 능력,
소통 능력, 정치적 능력, 조직 능력, 인지 능력, 정서적 능력 등을 열거했다. 직관적
으로도 성공적 리더십을 위한 모든 자질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들과 소통하며, 의회를 이끌고 갈 정치적 능력이 있어야 하
고, 행정부 조직을 통제할 수 있는 조직 능력을 갖추고, 문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인지 능력과 이 모든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지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성공적인 대통령이라는 것이다. 그린스타인은 특히 정서적 자질을
중시하기는 하지만, 여섯 가지 자질들의 상대적 중요도나 관계들은 설정하지 않았
다. 그의 관심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론화 수준이나 정치 현실에 대한 통찰력, 그리고 후속 연구들에
대한 영향에 있어서 노이스타트(Richard E. Neustadt)의 연구에 비견되는 것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대통령의 권력에 관한
거의 모든 논의들은 그의 저서로부터 출발하곤 했다. 1960년에 출판된 대통령의
권력: 리더십의 정치(Presidential Power: The Politics of Leadership)는 대통령이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에 관한 가장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는 분석으로 받아들여졌
고, 이후의 연구들의 방향을 설정해 주었다. 노이스타트의 주장은 단순명료했다.
미국 정치체계에서 대통령의 권력은 명령하는 힘이 아니라 “설득하는 힘”(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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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persuade)이고 이는 개인적 자질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노이스타트의 문제의식은 두 가지에서 출발한다. 첫째는 미국 정치체계에서 대통
령직의 의미가 변화되었다는 점이다. 19세기 대통령들이 흔히 다른 행위자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상점 지배인(clerk)의 역할을 했다면, 현대 대통령의 역할은 리더
로 바뀌었다는 것이다(Neustadt 1990, 6-9). 대공황과 이차대전, 그리고 냉전을
겪으면서 위기관리가 일상적인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미국 정치제도에서 대통령
이외의 누구도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 아이젠하워 백악관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던 노이스타트는, 미국 정치제도에서 대통령이 리더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
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대통령이 강력한 권력을 구축하고 행사할
수 있는지를 대통령들에게 설명하듯이 분석하려 했던 것이다.
둘째는 미국 정치제도의 본질적 성격에 대한 진단이다. 1787년의 제헌의회가
만들어 놓은 것은 흔히 이야기되듯이 권력분립적 정부가 아니라, “권력 공유제
정부”(government of separated institutions sharing powers)이다(Neustadt 1990,
29).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 등을 통해 입법과정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의회
는 관할권과 예산을 분배하면서 행정부 부서들을 관리할 수 있다. 헌법을 해석하는
사법부 역시 모든 법률과 정책에 간여할 권리가 있다.
리더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대통령이 권력공유제 정부라는 제도적 제약 속에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리더로서의 권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가? 이것이 노이
스타트가 설정한 문제로, 다분히 훗날 제도론자들의 문제와 유사하다. 노이스타트
의 연구를 개인적 수준에서 사례와 일화에만 의존한 기술이자, 일반화될 수 있는
이론이나 가설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평가하는 것(Howell 2009, 9-11; Moe 2009,
703-705; Edwards 2000, 11-13)은 과장을 넘어선 오독일 수 있다. 대통령의 권력
이 “이후 30년 이상 대통령 연구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한 책임이 있다”기 보다는
이후의 연구들이 대통령의 권력을 발전시켜 나가지 못했을 수 있는 것이다. 출판
후40년이 지난 뒤, 노이스타트 자신이 가장 아쉬워했던 것이 이점이다(Neustadt
2002, 721). 노이스타트가 제시한 다양한 명제들과 변수들에 대해 정교한 가설을
도출하고 검증하는 시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6).
다양한 행위자들이 일정한 영향력을 지고 있는 권력공유제에서 정치적 영향력은

6) 유일한 예외가 또 다른 대가 존스(Jones 2001)에 의해 40년 만에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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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의존적일 수밖에 없으며, 협상(reciprocal bargaining)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
다. 모든 행위자들은 각자의 이익과 영향력을 지니고 있어서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
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상을 통해 대통령은 다른 행위자들로 하여금,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따르는 것이 그들 자신을 위해서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설득해
야 한다(Neustadt 1990, 30).
이 협상에서 대통령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세 가지이다. 우선 대통령직 자체가
지닌 고유한 이점들(vantage points)이 있다.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들,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직위가 지닌 권위, 그리고 다른 모든 행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주도권을 행사해 줄 수 있다는 점(clerkship)이다(Neustadt 1990, 30-32).
둘째,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의 정치적 평판(professional reputation)이 유용한 자원
이 된다. 대통령이 지니고 있다고 짐작되는 여러 가지 이점들을 실제 사용하려는
의지와 능력이 대통령에게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 다른 정치행위자들이 평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이들이 설득될 수 있기 때문이다(Neustadt 1990, 50-52). 마지막으
로 대중적 지지(public prestige) 역시 중요하다. 대통령을 대중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대통령을 따를 경우 대중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전망에
따라 정치행위자들의 행동이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Neustadt 1990, 73-79). 요컨
대 대통령직에 고유한 권한 뿐 아니라 워싱턴 정가에서의 평판과 여론의 지지를
활용하여 대통령은 다른 행위자들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7).
이 세 가지 자원을 지니고 특정한 선택을 할 때마다 대통령은 자신의 권력에
어떤 영향이 올지 가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의 선택이 다음의 협상과 권력에
누적적 영향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 능력은 대통령마다 다르며, 순전히 개인적
자질에 따라 차이가 난다. 개인적 자질로 노이스타트는 목적 의식(sense of
purpose)과 권력 의지(feel for power), 그리고 자신감(source of confidence)을
들고 있는데, 이러한 자질은 경험(experience)과 성격(temperament)에 의해 형성
된다(Neustadt 1990, 128-130). 성격에 대해 노이스타트는 직접적으로 논의하거나
7) 앞에서 살펴본 합리적 선택 제도론자들의 일방적 대통령론이 수립한 ‘이론’(Moe and Howell
1999)과 비교해 보라. 권력 분배가 명확하지 않은 제도적 맥락에서 선수와 집합행동과 정보
의 이점을 지닌 대통령이 전략적으로 행동하여 권력을 증대시켜나간다는 이들의 이론은 무
엇이 다른가? 노이스타트의 회고에 따르면, 하바드 대학에서 그를 교수로 초빙할 당시 몇몇
동료 교수들이 그의 연구가 너무 “로체스터(Rochester)스럽다”며 반대했었다고 한다.
Dickinson(2009), p. 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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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버처럼 유형을 다루지는 않으며, 루즈벨트 사례를 통해 자신감, 호기심, 사회성,
추진력, 공감능력과 같은 긍정적 성격들을(Neustadt 1990, 131-133), 그리고 존슨
과 닉슨 사례들을 통해 강박감, 불안감, 아집 등과 같은 부정적 성격들을 예시하고
있다(Neustadt 1990, 179-181, 185-191). 결국 대통령의 권력은 성격이라는 개인적
자질로 환원된 것이다.
초판에서 루즈벨트와 트루만, 아이젠하워까지, 그리고 두 번의 새 판들에서 케네
디와 존슨, 닉슨, 카터, 레이건까지 다룬 노이스타트의 연구는 수많은 사례들과
풍부한 통찰들로 가득 차 있을 뿐 아니라, 논의 자체가 대단히 복잡하다. 더욱이
노이스타트가 제시하는 많은 요소들과 개념들 간의 관계도 명확히 제시되거나 확정
되지 않은 듯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노이스타트의 연구가 검증 가능한 가설들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합리적 선택론자들이 비판했던 것이다(Moe 2009, 703-705;
Edwards 2000, 11-13). 그러나 이는 노이스타트의 전체 분석틀(complete schema)
과 이 안에서 그가 주목한 핵심 요소들 간의 관계와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노이스타트의 저서가 출판된 수년 후에, 경이로운 분석력을 지닌 한 정치학자가
노이스타트의 논지 전체를 철저하게 해부하여 단 하나의 그림으로 정리했다
(Sperlich 1969, 169-81). <그림 1>이 스펄릭의 정리인데, 이를 바탕으로 노이스타
트의 논의의 흐름을 파악해 보자. <그림 1>의 윗부분은 노이스타트의 핵심 명제를
보여준다. 대통령이 강한 리더십을 지니기 위해서는 다른 행위자들과의 협상에서
성공을 거두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항상 권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이는
정책결정에 있어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making right choices) 달려있다. 노이스
타트의 전체 분석틀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는 ‘올바른 선택’인 것이다. 올바른
선택이 어떤 메카니즘을 통해서 권력을 확보하는데 핵심이 되는지, 또 올바른 선택
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가 곧 노이스타트의 논의 전부이다.
실선 화살표( )로 이루어진 부분은 올바른 선택이 대통령의 권력을 보장해 주는
과정에 대한 분석이다. 우선 올바른 선택이 반복되면(⓵) 이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
이 형성되고(⓶), 이는 대통령에 대한 평판을 제고하여(⓷) 대통령의 권력을 확고히
해 준다(⓸). 다른 한편, 올바른 선택이란 국민들에게 현실감을 일깨워 주는 것
(teaching realism)이어야 하는데(⓵*), 이는 국민들의 기대 수준을 낮추고 우발적
사태들이나 국정의 위기 상황들에 대한 좌절감을 완화해 준다(⓹,⓺). 이렇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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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대한 대중적 지지가 유지되며(⓻), 대중적 지지를 제고하는 데는 대통령
의 올바른 성격(right kind of personality)도 중요하다(⓽). 이 대중적 지지도는
정치권의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⓼).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점선 화살표로 이루어진 두 부분
이 이에 대한 해답이다. 간단한 것은, 대통령의 직위가 지닌 이점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이점들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는데(㉡), 보다
중요한 것은 이점들을 활용할 줄 알게 해 주는 정치적 경험이다(㉢).
굵은 점선 화살표( )로 이루어진 부분이 노이스타트 연구의 핵심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필요한 대통령의 개인적 자질을 다루고 있다. 노이스타트가 말하
는 개인적 자질은 대통령의 내적, 정신적 능력(inner resources)이다. 이는 정치적
경험(ⓗ)과 올바른 성격(ⓘ)에 의해 형성되는데, 노이스타트가 주목하는 것은 권력
에 대한 감각, 자기 확신, 방향 감각이다.
이러한 정신적 능력에 따라 대통령은 자조체제(presidential self-help)를 구축한
다(ⓖ). 자조체제의 핵심은 세 가지이다. 결정사안들에 대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간여하는 것, 하위 조직들 간에 경쟁을 유도하는 것, 그리고 모든 사안들의 결정
시한을 스스로 정하고 지키는 것이다. 이 자조체제에 의해 대통령은 유의미한 정보
를 제공받을 수 있고(ⓕ, ⓕ*), 여러 가지 선택지들을 확보할 수 있으며(ⓕ**), 시간
여유를 고려하면서(ⓕ***) 선택지들을 검토할 수 있다. 의미 있는 정보들이 충분히
확보되면, 대통령은 자신의 권력과 연관된 측면들을 고려할 수 있게 되어(ⓓ) 선택
에 따른 권력의 손익을 계산하게 된다. 이와 같이 권력연관성을 파악하고(ⓐ) 선택
지를 확보하는 것(ⓒ)이 직위의 이점을 활용하는 것과 함께 대통령이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필수적이다.
이 분석틀에서 독립변수는 세 가지이다. 그러나 우발적 사태와 같은 것은 통제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의미 있는 독립변수는 정치적 경험과 올바른 성격이다. 이 두
변수가 궁극적으로 대통령의 정신적 자질을 형성하여 자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해 주어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곧, 철저히 개인 수준의 분석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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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노이스타트의 전체 분석틀(Complete Schema)

<출처> Sperlich(1969), p. 177에서 재인용. 화살표 종류와 순서는 필자 작성.

그렇지만 이 분석틀에서 각 요소들 간의 관계와 그 흐름은 대단히 복잡하게 설정
되어 있으며, 부분적인 변수들 간 관계는 개인 수준의 분석을 뛰어 넘는다. 예컨대
대통령이 하위 조직들 간의 경쟁체제를 만들지(ⓕ*) 않았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
할까? 정보와 선택지가 제한되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된다는 노이스타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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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찰은 곧 집단 사고(group think)와 같은 조직 수준의 이론에 연결될 수 있다.
또한 대통령이 국민들의 기대 수준을 낮추어야 한다면(⓹), 대중 대통령론이나 수
사 대통령론이 주목하는 공약들과 비전들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까? 이처럼 노이
스타트의 분석틀로부터 다양한 가설들과 문제들이 도출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합리적 선택 제도론자들이 다룬 문제들은 이미 노이스타트의 문제의식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Skowronek 2009b, 800).
권력 공유의 미국 정치제도가 부과하는 제약 속에서 대통령이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왜 동일한 제도 속에서 어떤 대통령은 강력한 권력을 구축
했고, 어떤 대통령은 제대로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했을까? 대통령의 권력과 연관된
다양한 요소들 간의 복잡한 관계를 환원해 들어가면, 또한 루즈벨트 이후 현대
대통령들의 경험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이에 대한 해답을 대통령들의 개인적 자질
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Ⅳ. 구조적 리더십
노이스타트는 루즈벨트 이후 두 대통령의 사례로부터 대통령의 성공적인 리더십
에 요구되는 개인적 자질을 도출했다. 가장 성공적인 대통령을 기준으로 하여 두
후임 대통령들의 잘잘못을 비교했던 셈이다. 그러나 시간의 지평을 확장하면, 이와
다른 관점을 지니게 된다8). 우선, 대통령이 된 것만으로도 성공적인 정치인으로
평가받을 수 있으나, 이 중 많은 수가 실패한 대통령으로 기록되었다. 애초에 풍부
한 경험과 정신적 자질을 지니고 있지 않았다면, 이들이 어떻게 대통령의 지위에
오를 수 있었을까? 또한, 대단한 능력을 지녔다고 평가되다가 취임 후 평범한 대통
령으로 기억되는 경우도 많으며, 여러 가지 개인적 결함을 지니고 있었지만 가장
성공적인 리더십을 행사했던 경우도 있다9).
요컨대 성공적인 리더십을 만들어 내는 데에는 대통령의 개인적 능력이나 자질
8) 사실 아이젠하워에 대해서도 노이스타트와는 전혀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 기밀 해제 이후
아이젠하워 문서를 분석한 그린스타인(1982)은 “막후의 대통령”(hidden hand presidency)
으로 아이젠하워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했다.
9) 논란의 여지는 있겠으나, 전자의 대표적인 경우로 존슨을 들 수 있을 것이고, 후자의 경우에
는 잭슨(Andrew Jackson) 이나 심지어 제퍼슨까지도 해당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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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의 요소가 작동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역사상 성공적 대통령들
의 역할을 분석한 애커만은 ‘헌정적 계기’(constitutional moment)를 중시한다
(Ackerman 1991). 그는 미국 정치질서를 대통령과 의회, 사법부 등 각각의 제도들
에게 정당성 있는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는 헌정 레짐(constitutional regime)으로
파악한다. 미국 정치사에는 몇 가지 헌정 레짐들이 존재하는데, 한 헌정 레짐에
문제가 누적되면서 다른 레짐으로 변동하는 순간이 헌정적 계기이다. 이 헌정적
계기에는 헌법에 대한 재해석이 초헌법적으로, 곧 기존의 해석을 무너뜨리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기성 질서에 대한 공격이 감행되고, 기득세력이 반격하고, 미국
정치체계 전체가 헌법의 재해석을 두고 투쟁한다. 마침내 각 제도들의 권한과 관계
가 재설정되어 새로운 헌정 레짐이 만들어지면 사법부도 이를 받아들이게 된다.
이 싸움을 이끄는 것이 바로 대통령이라는 것이다. 전 국민을 대표하는 유일한
제도로서 대통령직의 성격 때문이다.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억되는 루즈벨트 역시
헌정적 계기라는 맥락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평가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 애커만
의 평가이다(Ackerman 1991, 298).
윌답스키와 엘리스도 대통령의 개인적 능력이나 단점을 넘어서는 접근이 필요하
다고 강조한다(Ellis and Wildavsky 1989).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을 지지자들의
성격에서 유리시켜 분석한 것이 노이스타트의 문제이며, 이 리더십이 위치한 상황
과 맥락을 직결시켜야 한다는 것이다(Ellis and Wildavsky 1989, 216-219). 말년의
윌답스키가 집중했던 문화이론(cultural theory)의 거시적인 수준에서, 이들은 미국
정치문화를 세 가지 갈등적 원리들 간의 끊임없는 경쟁으로 묘사한다. 개인주의,
평등주의, 위계질서(hierarchy)가 그것이다. 정치 리더십은 당대의 사회경제적 성
격에 조응하도록 이 원리들 간의 안정적인 균형을 이루는데서 나온다. 예컨대 1930
년대까지의 공화당 시대는 개인주의와 위계질서를 성공적으로 결합시켰으며, 그
뒤의 민주당 시대는 평등과 개인주의 간에 새로운 균형을 창출해 내었다. 변혁은
기존의 지배적 가치가 대공황과 같은 새로운 사회경제적 문제들에 취약해지고 해답
을 제시하지 못할 때 일어난다. 바로 이 ‘문화적 딜레마’가 정치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Ellis and Wildavsky 1989, 2229-231). 성공적인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은 당대의 문화적 딜레마를 감지하고 새로운 시대를 위한 해법을 제시
하는 것이다.
헌정적 계기이든, 문화적 딜레마이든, 이들은 위대한 대통령이 그 후의 변혁을

160 국가전략 2018년 제24권 4호

만들었다고 평가하기 보다는, 당대의 정치적 맥락과 구조가 위대한 대통령을 만들
었다고 보는 것이다. 제목은 정반대이지만10), 비슷한 시기에 출판된 스코프로넥의
대통령이 만드는 정치 는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 가장 정교하고 정형화된 구조
적 이론을 제시한다(Skowronek 1993).
그의 이론은 두 가지 핵심 개념에 근거를 둔다. 첫째, 대통령의 권력(power)과
권위(authority)를 구분한다. 권력은 대통령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공식, 비공식적 자원이다. 권위는 대통령이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힘이다(Skowronek 1997, 18-19). 권위가 구축되어
야 대통령으로서 효과적인 정치적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다.
모든 대통령은 물려받은 통치 질서를 거부(repudiation), 혹은 청산하려 든다.
대통령직의 의미는 새로 취임한 대통령이 독립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을 때 확보되기
때문이다. 독립적 권력을 장악하고 독자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설령 같은 당
소속 전임자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도 현상(status quo ante)을 청산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대통령들은 기존 질서의 파괴자(disrupter)이다. 그러나 이러한
거부는 헌정질서의 범위 내에서 정당화되어야만 정치체계가 유지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청산을 통해 자신의 리더십을 위한 새로운 정치질서를 만들어내야 한다
(Skowronek 1997, 20-21). 이렇게 권위를 확보하지 못하면 독립적인 행동을 할
수도 없으며, 자신만의 새로운 통치 질서를 세울 수도 없다.
둘째는 레짐(regime)의 개념이다. 명확한 개념 규정 대신 스코프로넥은 일반적
인 용법을 받아들이는 듯한데, 레짐이란 한 시대에 받아들여지는 근본적인 통치
질서이다(Skowronek 1997, 36). 레짐은 다양한 수준에서 구성되고 결합된다. 핵심
적인 것은 이익과 이념과 제도이다. 특정 시기의 통치 질서를 떠받치는 특정한
이익과 세력들, 이 질서를 정당화시켜주는 지배적인 이념, 통치행위를 가능하게
해 주는 제도들의 배열이 결합하여 그 시기의 레짐을 구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레짐에는 특정한 기본적 정책 처방들이 기약(commitment)되어 있다. 이에 의해
10) 스코프로넥의 구조적 접근의 내용은 대통령 개인의 자질과 능력이 아니라 대통령이 처한
구조적 맥락이 대통령의 리더십을 만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책의 제목도 ‘대통령이 만드
는 정치’가 아니라 ‘정치가 만드는 대통령’(the presidents that politics make)이 되어야 한
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스코프로넥은 ‘미국 대통령직이 만드는 정치’(the politics
that American presidency make)가 그의 의도를 정확히 표현하는 것이지만, 부자유스러움
으로 인해 ‘대통령이 만드는 정치’로 정했다고 밝혔다. Skowronek(1997), xv-x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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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과 이념들이 결집되고, 이를 위해 제도적 배열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의 레짐은 권력을 장악한 새로운 정치 연합이 대안적 통치 질서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자기 구성원들에 유리하게 국가-사회관계를 재구축하면서 시작된다. 이후
이들은 국가 전체의 새로운 정치적 변화와 필요에 부응하도록 근본적인 정책 대안
들을 조정하고 구체화해 간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이 연합세력들은 레짐의 통치
능력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 오게 된다. 우선, 정책 대안들을 상황에 맞게 구체화해
가는 과정에서 분파들 간 투쟁이 수반되어 레짐에 대한 지지가 약화될 수 있고,
심한 경우 반대 세력에게 집권 가능성을 열어주게 될 수 있다. 장기적이고 보다
치명적으로는, 사회경제적인 거대 변화와 문제가 발생하여 레짐의 근본적인 이념과
이익, 정책 대안들이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레짐 전체가 부적절한
통치 질서로 평가되고 정통성의 위기 속에서 거부당하게 된다. 이처럼 한 레짐은
구축(breakthrough), 쇠락(break-up), 붕괴(breakdown)의 과정을 거친다11).
미국 정치사에서 스코프로넥이 특정하고 있는 레짐은 여섯 가지이다. 연방주의자
들의 국가주의 레짐(1879-1800), 제퍼슨 민주주의 레짐(1801-1828), 잭슨 민주주의
레짐(1829-1860), 공화당 국가주의 레짐(1861-1932), 뉴딜 자유주의 레짐(1933-1980),
그리고 현재의 공화당 레짐(1980- )인데, 일반적인 정당 재편 논의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레짐들의 부침 과정과 이 안에서 이루어진 ‘대통령이 만드는 정치’를 추적하
면서 스코프로넥은 대통령 리더십의 반복적인 패턴을 발견했다.
대통령의 권위와 리더십 유형을 결정하는 것은 레짐의 두 가지 성격이다. 하나는
기존의 레짐, 즉 지배적 정치 연합의 이익들과 이념, 제도들에 대해 대통령이 지닌
연관성이다. 간단히 말해 대통령이 지배적 정당 소속인가, 반대당 소속인가 여부이
다. 둘째는 기존 레짐의 성격이다. 기존 통치 질서가 새로운 거대 문제들에 대해
대처할 능력이 없고 붕괴 직전의 취약한 상태일 경우, 또는 기존의 이익들과 이념,
제도들이 상당한 적응력과 유연성을 지니고 있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둘을 조합하면, 대통령이 행동할 수 있는 네 가지 기회 구조가 생긴다. 각각의
경우, 대통령은 권위 구축의 기회와 가능성이 다르고 대통령이 만드는 정치의 성격
이 다르다. <그림 2>이 스코프로넥이 제시하는 ‘대통령이 만드는 정치’의 유형이다.
첫 번째 경우는 재편의 정치(politics of reconstruction)이다. 기존 레짐에 대한
11) Skowronek(1997), 41-42. 레짐에 대해 스코프로넥이 보다 명확하게 설명한 글로 Skowronek
(2010), 197-2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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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이 고조되어 정통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반대 정당이 대통령 선거
와 의회 선거에서 대승을 거두며 집권하게 되는 경우이다. 제퍼슨, 잭슨, 링컨,
루즈벨트, 레이건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은 과거의 질서에 어떠한 연관성도
지니지 않으므로 독자적으로 새로운 이익과 이념과 제도들을 재구성해 갈 수 있다.
가장 효과적으로 권위를 구축하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대통령의 권력
행사에 제약이 되는 유산을 물려받지 않았기 때문만이 아니다. 권력 행사의 가장
효과적인 자원, 곧 과거에 대한 완전한 청산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편의 대통령이 이전 레짐을 붕괴시킨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노예제 문제에 대한 링컨의 대안은 결국 남북전쟁의 파국까지 초래했고,
루즈벨트의 뉴딜도 1930년대 말까지 대공황에서 벗어나도록 하지 못했었다. 이들의
역할은 국가가 당면한 중대 문제를 직시하여 과거 레짐에 그 책임을 지우는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을 통해 새로운 이익과 이념들을 결집시키는 것이다(Skowronek
1997, 36-38). 이를 통해 정당 배열을 재조정하여 새로운 다수 연합을 결성하는
‘정당 건설자’(party builder)의 역할을 한다. 정당 재편 시기와 재편의 대통령이
출현하는 시기가 일치하는 이유이다.
<그림 2> 대통령 권위의 구조
기존 레짐의 성격

대통령의 정치적 정체성
레짐에 반대

레짐 구성원

취약

재편의 정치

이탈의 정치

신축적

선공의 정치

표출의 정치

출처: Skowronek(1997), p. 36.

재편의 정치의 뒤를 잇는 것이 표출의 정치(politics of articulation)이다. 레짐
수립 당시에 제시되었던 비전들과 약속들이 구체화되고 실현되어가는 과정이다.
아직 지배적 정치 연합의 힘이 굳건하고 반대 정당이 채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레짐의 비전, 곧 교리(orthodoxy)를 가다듬고 내용을 채워 넣고 현실에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이 역할을 감당해야 했던 대표적인 대통령들로 스코프로넥은 먼로,
포크, 씨어도어 루즈벨트와 존슨을 든다.
표면적으로 표출의 대통령들은 축복받은 상황에서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을
듯 보인다. 레짐의 전성기에 수확을 거두는 역할을 부여받은 ‘교리 부흥자’(orthod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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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ator)인 것이다. 그러나 스코프로넥이 발견한 것은 비극적 상황이다(Skowronek
1997, 41-43). 포크와 루즈벨트, 존슨, 심지어 트루만의 경우에서 보듯이, 표출의
대통령들은 재선을 포기했다. 두 가지 이유에서이다. 하나는 지배 연합 내부의
분열과 갈등이다. 수립 당시의 비전을 변화하는 현실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과정
에서 필연적으로 교리의 진정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두고 노선 투쟁이 격화된다.
또한 기약들이 실현되어 가면서, 기대가 배신으로 바뀌고 이익들 간의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갈등 분출의 정치가 초래되고 지지층 내부에서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표출의 대통령들이 지닌 권위 구조의 성격이다. 이들에게는
대통령의 독자적 권위의 기반으로서 거부와 공격의 대상이 없다. 물려받은 레짐을
제대로 지키고 발전시켜야 하는 과업은 지배 연합에 참여한 모든 행위자들과 공유
해야 하는 것이며, 대통령만의 독자적 권위를 가져다주지 않는다. 대통령에 대한
내부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독자적 행동을 위한
권위구조를 구축하지 못한 이 대통령들의 마지막 선택은 ‘자발적 퇴장’(voluntary
exit)이다. 그간의 권력 행사가 개인적인 욕심과 충동 때문이 아니라 레짐을 위한
선의의 행동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하려 드는 셈이다.
레짐의 신축성(resilience)이 악화되고 새로운 문제들이 만연했을 때 지배연합의
대통령이 봉착하게 되는 것이 이탈의 정치(politics of disjuncture)이다. 애덤스
부자, 피어스, 뷰캐넌, 후버, 카터가 이에 해당된다. 모두 역사상 가장 무능력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지만, 스코프로넥은 대통령의 리더십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집권
했음에 주목한다.
이 시기에는 지배 연합 내부의 갈등이 심각해질 뿐 아니라, 국가가 직면한 문제들
에 대해 기존 레짐이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이 만연하면서 정통성의 위기가
깊어진다. 이 대통령들은 모두 자신이 속해있는 레짐의 취약성을 공공연히 인정하
며, 이를 치유하고 복구하여 국가적 문제들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한다. 그러나 문제
가 해결될 가능성도 낮을 뿐 아니라, 시도 자체가 대통령의 권위 기반을 허물고
정통성의 위기를 심화시킨다. 치유와 복구의 명분으로 기존 레짐의 이익과 이념과
제도들에 도전하는 경우, 자신의 지지기반으로부터 스스로 이탈하는 결과가 초래된
다. 기존 레짐에서 충분히 멀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별로 새로울 것이 없고 그
자체가 문제의 일부라는 공격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 정당의
재편의 정치인에게 참패하게 되는 것이다(Skowronek 1997, 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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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유형은 선공의 정치(politics of preemption)이다. 지배연합의 생존력이
충분한 상태이지만, 내부 분열이나 불만으로 인해, 혹은 우발적으로 조성된 기회에
의해 일시적으로 반대 정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는 경우이다. 타일러, 앤드류
존슨, 클리블랜드, 우드로 윌슨, 닉슨, 클린턴이 이에 해당된다. 일반화하기 어려운
유형이기는 하지만 스코프로넥이 발견한 것은 경이롭다. 이들 중 다수가 ‘인격 살해’
의 시도 속에서 실질적으로 탄핵되거나 탄핵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Skowronek
1997, 43-45).
선공의 대통령들은 물려받은 레짐이 없으므로 독자적 행동의 여지를 지니고 있
다. 이들은 기존 레짐의 문제들을 들추어내고 거부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곤
한다. 그러나 안정적인 대안적 질서를 구축할 정도로 기존 통치 질서에 깊이 침투한
것은 아니며, 기존 레짐의 생존력은 여전히 강하다. 재편의 정치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선공의 대통령들은 기회주의적인 전략을 취한다. 기존 레짐 내부
의 이익 균열과 분파적 불만들을 이용하면서 제3의 길과 같은 혼합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이 성공적일 경우 선공의 대통령들은 재선에 성공한
다. 다가올 정당 재편의 선구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아직 강력한 기존
레짐의 수호자들에게 이들은 응징의 대상이 되곤 한다. 혼합적 해결책이나 기회주
의적 전략이 곧 정치적 책략으로 비난받게 되고 흔히 인격의 문제로 공격받게 되는
것이다(Skowronek 1997, 44).
스코프로넥의 접근은 발견적(heuristic)이고 귀납적이다. 200여년의 미국 정치사
를 연속하는 레짐들로 나누고, 각 레짐들 속에서 경이로울 정도로 반복해서 나타나
는 대통령 리더십의 유형들을 발견한 것이다. 이 리더십 유형들을 결정한 원인을
그는 구조적 성격에서 찾는다. 대통령이 직면한 ‘정치적 시간’(political time), 곧
대통령이 처한 정치적 맥락이 대통령이 독립적으로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
와 공간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대단히 강력한 구조적 설명이지만, 스코프로넥은 결정론적 입장은 피하려 한다.
유형이 같다고 해서 동일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두 가지 예를 들 수 있다. 노이스
타트가 실패한 대통령의 전형으로 간주했던 아이젠하워에 대해 스코프로넥은 가장
성공적인 선공의 리더십으로 평가한다. 자신의 정치적 시간을 정확히 인식하고
주어진 권위의 범위를 범어서지 않으려 했다는 것이다. 덕분에 다른 선공의 대통령
들처럼 실질적 탄핵의 상황에 처하지도 않았고 인격 살해의 대상이 되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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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owronek 1997, 45-46). 상반되는 예는 클리블랜드이다. 경제 위기와 농업부문
의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치러진 1892년 선거에서 민주당은 남북전쟁 이후 처음
으로 양원의 다수당이 되었고 클리블랜드는 두번째로 백악관에 입성했다. 재편의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가 주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클리블랜드는 기존 공화당 레짐
에 대해 거부의 정치를 하는 대신, 민중주의 세력과 거리를 두었다. 민주당 지지층
을 확장하는 대신에 공화당이 강화되는 기회를 주었고, 결국 1896년 선거를 통해
공화당 레짐이 다시 한번 수립되었다. 재편의 정치를 할 기회에 클리블랜드는 가장
소극적으로 선공의 리더십을 추구했던 것이다(Skowronek 1997, 48-49). 요컨대
스코프로넥의 구조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결정하지만, 개인
적 능력과 자질에 따라 이 공간 안에서 운신의 폭이 변할 수는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간의 벽을 넘어서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설명이다.
자신의 구조적 설명에 대해 스코프로넥이 유연한 입장을 취하는 또 다른 이유는
현대 미국 정치의 변화에 있다. 전형적인 재편의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었던 레이건
의 경우, 다른 재편의 대통령들에 비해 정치적 결과가 훨씬 미진했다. 공화당이
압도적인 우위를 의회에서 장악하지도 못했고, 새로운 비전과 기약들이 충분히
실현되지도 않았으며, 새로운 균열구조로 정당이 재편되지도 않았다. 그 이유를
스코프로넥은 20세기 중반 이래 미국정치의 제도적 변화에서 찾는다. 대통령 뿐
아니라 의회와 정당, 이익집단 등, 미국 정치를 구성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제도적
자원과 권력이 크게 강화되어 온 것이다. 그 결과, 대통령이 발휘할 수 있는 재편의
정치의 동력은 크게 훼손되었다. 기존 질서를 구성하고 있는 각 영역에서 저항이
강력해졌기 때문이다. 정치적 시간이 저물어가는(waning of political time) 가운데
대통령의 변혁적 리더십, 재편의 리더십을 다시 보기 힘들 가능성도 스코프로넥은
제시한다(Skowronek 1997, 30-32).
19세기 대통령들과 현대 대통령들의 구분을 허물고 미국 정치사 전체를 통해
스코프로넥이 발견한 경이로운 패턴이 정확한 것이라면, 미국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 몇 가지 중대한 가설, 혹은 관점이 제기될 수 있다. 우선, 가장 성공적인
대통령의 리더십은 몇 명의 재편의 대통령들에게서만 발견된다. 이들은 정통성의
위기와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새로운 정치연합과 새로운 레짐을 건설하는 리더
십을 발휘한다. 그러나 이 ‘대통령들의 정치’는 이들의 개인적 자질과 능력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붕괴해 가는 기존 레짐의 취약성이라는 구조적 맥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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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이들 못지않게 훌륭한 능력을 지닌 대통령이라도
권위 구조가 다르면 성공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 스코프로넥의 구조
적 관점이다. 그렇지만 정반대의 경우를 상정하면, 개인적 능력의 영향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다. 기존 레짐이 극히 취약해졌을 때 반대당으로 집권했으나
재편의 정치를 이루지 못한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이다. 이전의 집권 경험 때문이든,
민중주의 세력에 대한 반대 때문이든, 클리블랜드는 다른 재편의 대통령들과 달리
구조가 가져다 준 기회를 살리지 못했던 것이다. 개인적 자질과 능력에 대해 검토하
지 않을 수 없다.
스코프로넥의 유형 중 구조가 가장 큰 결정력을 지니는 경우는 이탈의 리더십이
다. 자신이 속한 레짐이 붕괴되고 있고 해결 불가능한 거대 문제들에 봉착한 대통령
에게는 리더십을 발휘할 아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상대 당에 의한 재편을
기다릴 뿐이다. 이탈의 대통령들을 설명하는 데에는 개인적 능력의 변수가 들어설
여지가 없다.
나머지 두 유형에 있어서는 개인적 접근이 상당한 설명력을 지닐 수 있다. 아이젠
하워와 닉슨과 클린턴을 비교해 보라. 모두 선공의 대통령들이지만 다른 평가를
받는다. 아이젠하워는 소극적이지만 뉴딜과 냉전의 질서를 온존시킨 성과를 인정받
았고, 클린턴은 인격 살해를 받으면서도 재선에 성공했지만, 닉슨은 실질적으로
탄핵되었다. 선공의 기회구조가 가져오는 벽을 넘지는 못했으나, 이 공간 안에서
상당히 다른 운명을 맞았던 것이다. 개인적 능력에 따른 리더십의 차이로 설명되어
야 할 부분이다. 표출의 대통령들도 자발적 퇴장이나 재선 실패가 예기된 것이라
하더라도 리더십의 성격이나 그 결과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지닌다. 이차대전과
한국전쟁을 치른 트루만, 베트남 전쟁을 치른 존슨, 1차 이라크 전쟁을 치른 41대
부시를 같다고 보기는 힘들지 않은가?
이렇게 본다면, 스코우로넥의 관점을 받아들이더라도 대통령의 리더십을 결정하
는 구조 수준과 개인 수준의 변수들에 대해 어느 정도 균형을 취할 수 있다. 초대
대통령을 재편의 리더십으로 볼 수는 없으니, 지금까지 미국에는 5명의 재편의
대통령, 그리고 같은 수의 이탈의 대통령이 있었던 셈이다. 이 열 명의 리더십을
설명하는 데에는 구조가 강력한 변수일 것이다. 역대 대통령들의 대부분인 33명12)

12) 초대 워싱턴은 제외. 클리블랜드는 22대와 24대 두 번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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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오히려 구조를 상수로, 그리고 개인적 능력을 변수로 보는
것이 보다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기회 구조가 허용하는 범위를 규명하고 이 범위
내에서 발휘된 리더십과 성과의 차이를 설명해야 하지 않을까? 다시 노이스타트로
돌아가되, 스코우로넥을 디디고 가야할 것이다.

Ⅴ. 결론
현대 대통령들의 권력 자원과 수단들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확장되어 왔다.
현대 국가의 필요성 때문에 행정부의 조직과 기능이 거대해 졌고, 이를 통제하기
위해 전문적인 백악관 참모조직도 증강되었다. 헌법은 변하지 않았으나, 거대해진
연방정부의 중심에서 대통령이 국정을 이끌어야 한다는 새로운 규범이 정치행위자
들과 국민들 전반에 확산되었다. 국민으로부터의 권한 위임을 주장하며 국민적
지지를 호소하여 의회를 압박할 수도 있게 되었다. 그렇지 않더라도 의회를 우회하
여 일방적 행동을 할 수 있는 수단들까지 재발견하게 되었다.
그러나 증대된 권력자원과 수단들이 성공적인 대통령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권력은 상대적인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에 대한 우려가 팽배했던 1970년대에는
의회의 권력과 권한이 다시 강화되었고, 1990년대에는 정치자금과 선거운동을 통
해 정당의 역할이 강화되기 시작했다. 심지어 2010년대에는 티파티(Tea Party)와
같은 시민운동 조직들의 영향력이 과시되기도 했다. 또한 대통령의 권력이 아무리
커진다 해도, 또 양당이 더욱 양극화되고 내적으로 결집한다 해도, 미국식 대통령제
가 내각제 수상 정부가 될 수는 없다. 조건적 책임정당 정부론(conditional party
government)이 제기되고는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개헌에 준하는 정치제도 변혁이
있어야 할 것이다. 결국, 원하는 프로그램을 관철시키기 위해 대통령은 의회와
같은 정치제도들과 국민들 안에서 승리연합(winning coalition)을 구축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대통령이 만들어야 하는 정치’이고, 이는 성공적인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
끝으로, 트럼프 시대에 대해 잠시라도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 트럼프가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는지는 아직 제대로 알려진 바 없고, 이 글의 관심이 아니다.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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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트럼프의 리더십은 어떤 성격이며,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우선 트럼프는 이글에서 다룬 두 가지 이점에 크게 의존하는 듯하다. 하나는
선수의 이점이고 다른 하나는 수사 대통령의 이점이다. 취임하자마자 수많은 행정
명령 등 일방적 수단들을 통해 공약을 수행하려 했다. 또한 캠페인 이전부터 즐기던
SNS를 통해 수시로 지지층을 자극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전자는 이미 연방 지방법
원 판사에 의해 이례적으로 저지된 바 있고, 후자는 새로운 지지층을 확보해주지는
않는 것 같다. 반면에, 또는 이 때문에, 행정부와 백악관 조직에 대한 장악력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외적으로 많은 수의 각료, 관료, 참모들이 떠나고
있는 것이다. 의회 전체는 물론 원내 공화당의 지지도 매우 낮은 편이다, 감세안,
예산안, 트럼프 케어 등의 입법이 좌초된 바 있다.
노이스타트의 관점에서 트럼프의 경험과 개인적 자질을 평가해도 그리 긍정적이
지 않다. 우선 트럼프는 정치적 경력이 전혀 없다. 워싱턴 내부에 대한 지식도,
이해도, 인맥도 없는 것이다. 이것이 오히려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득이 되었을
수 있으나, 카터의 경우에서 보듯이 대통령직 수행에는 큰 장애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비즈니스의 경험이 정치적 경험을 대신할 수 있고 자신이 협상의 명수라는 착각은
더 큰 위험 요소일 수 있다. 그의 성격에 대해서는 논의하기가 불편하지만, 노이스타
트가 거론했던 강박감, 불안감, 아집 등 부정적 요소가 두드러진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린스타인이라면, 더 혹독할 수 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ing
America Great Again)라는 구호가 비전이 될 수는 없고, 국민이 아니라 SNS를
하는 열혈 지지층과의 지나친 소통에만 집착하고 있으며, 행정부를 장악하는 조직
능력이나 의회에 대한 정치적 능력도 크게 부족해 보인다. 정책 이슈들의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에 대해서는 판단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린스타인이 가장 중시하는
정서적 안정성과 공감 능력에 있어서는 최악이다. 개인적 수준에서 리더십을 기대
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성공적인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다.
재편의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기존 통치 질서를 부수고, 자신을 중심으로 새로운
이익과 이념과 제도들을 결집시켜 새로운 레짐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 가능성에
대해 스코프로넥은 단호히 부정적이다. 오히려 스코프로넥은 트럼프가 이탈의 대통
령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Kreitner 2018). 레이건 레짐이 여전히 생존력을 지니고
있었기에 오바마는 재편의 기회를 잡지 못했고, 기대와는 달리 대단히 실용주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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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선공의 리더십을 행사했다. 그러다가 레짐의 취약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자기
정당을 부정하는 이탈의 대통령이 집권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트럼프가 유권자
절반의 지지는커녕 공화당의 지지도 확보하지 못했고, 오바마의 유산을 부정하는
것 이외에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스코프로넥은 트럼프가 마지막
이탈의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본다. 2020년 선거에서 민주당의 재편의 정치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그가 주목하는 인물은 샌더스(Bernie Sanders)와 워렌(Elizabeth
Warren)이다.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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