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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PS 및 IRA의 법제화

2022년 여름을 뜨겁게 달군 두 개의 법안
바이든 신행정부와 민주당의 최우선 과제였던 반도체 지원법안(CHIPS and Science
Act)과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nflation Reduction Act: IRA)이 최근 극적으로 의회를

통과하고 바이든 대통령 서명을 거쳐 법률로 제정됐다. 두 법안은 작년 상반기
부터 논의되었던 중국 견제 법안 및‘더 나은 재건법(Build Back Better Act: BBB)’에
비해서 그 범위와 내용이 상당히 축소되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작년 11월 인프라 투자 법안(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을
통과시킨 이후 금년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미국의 ▲인프라 재건, ▲사회복지
개선, ▲노동자를 위한 제조업 부흥,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정책
등의 입법화를 완성시켰다는 데 의의가 크다.
< 바이든 출범 이후 주요 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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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입법 절차와 입법의 현실
양원제인 미국에서 법안(bill)이 법률(Act)로 제정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해야만 한다. 현재
美 상원은 공화당과 민주당 거의 동수로 갈라져 있고, 하원은 근소한 차이로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초당적 지지가 없는 법안이 양원의
문턱을 넘기 어렵다. 특히, 의원 개개인의 영향력이 큰 상원의 경우 단 한 명의

상원의원이 입법 절차를 지연(filibuster)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개인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상원 의석의 3/5, 즉 60표가 필요(cloture)하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이 50석을 차지하고,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이 50석을 차지하고 있어
집권당의 일방적인 입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1)

< 美의회 상·하원 차이점 비교 >
상원 (100석)

하원 (435석)

공화당 50석, 민주당 48석,
무소속 2석(민주당 Caucus)

공화당 211석, 민주당 220석, 공석 4

※ 단순 다수결 투표에서 찬반이 동수일 경우
부통령이 결정권 있음(casting vote)

야심찬 법안 발의와 상하원의 불협화음
대통령 행정명령이 난무했던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초기부터
의회와의 협력을 강조하여 다양한 법안들이 활발하게 발의되었다. 미 상원은
작년 4월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법안을
패키지로 구성한‘미국 혁신경쟁법 (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USICA)’을
발의하고 6월 초 가결했다. 동 패키지 법안에는 미국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520억 달러 예산을 배정하는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이 포함되어 있었다. 곧이어
하원에서도 상원의 USICA 보다 더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한‘미국경쟁법
(COMPETES Act)’패키지 법안을 7월에 발의했으나, 시간이 지체되어 금년 2월

에서야 비로소 가결됐다.
결국 양원에서 상이한 내용의 중국 견제법안이 통과되었으며, 이러한 경우 양원 중

한 원에서 다른 원의 안을 그대로 승인하거나 양원이 법안의 모든 조문에 동의할
때까지 의견을 계속 교환하게 된다. 또한 의견 조율을 위해 양원협의위원회
1) CRS, “Filibusters and Cloture in the Senate,” Updated April 7, 20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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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erence committee)를 구성하여 논의하는 방법이 있는데, USICA-COMPETES

Act의 경우 금년 5월 의견 조율을 위한 양원협의위원회가 정식 개시됐다. 그러나
양원 협의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원은 여전히 USICA를 하원이 그대로
수용하기를 원했다. 특히 상원내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 색채가 짙은 하원의
미국경쟁법을 반대하는 상황이라 양원간 불협화음 조율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점점 팽배해졌다.
< 대중견제법안(USICA/COMPETES Act) 타임라인 >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과 인플레이션의 딜레마
한편, 미 하원은 중국 견제법안과 쌍두마차로 작년 9월 사회복지, 기후변화
대응,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등 광범위한 분야에 3.5조 달러를 지출하는‘더 나은
재건법(Build Back Better Act: BBB)’을 발의했다. 민주당의 숙원사업이 총 망라된
BBB 법안은 공화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하원
에서의 가결 가능성은 높았으나 문제는 상원이었다. 상원에서 통상적인 법안의
경우 투표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의사진행방해(filibuster)를 막기 위해서는
적어도 60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화당이 거세게 반대하는 BBB 법안을 통과
시키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민주당은 BBB 법안을 특별한 절차를 따르도록
조치를 취했다. BBB 법안 발의에 앞서 작년 8월 상하원은 민주당 주도로 예산
결의안(budget resolution)을 가결시켰다. 그리고 9월 BBB 법안은 이 결의안상의
예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재의 세입(revenue), 직접 지출(direct spending) 또는
채무한도 (debt limit)를 변경하는 법안으로 하원에서 발의되었다. BBB 법안이
2)

예산 조정 법안으로 추진될 경우 특별한‘예산 조정(budget reconciliation) 절차’ 를
거치게 되는데, 이 경우 절차를 신속히 하는 차원에서 상원내 다수결 투표가

진행되고, 의사진행방해 (filibuster)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상원내 공화당
2) CRS, “The Budget Reconciliation Process: Stages of Consideration,” Updated January 25, 20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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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이 BBB 법안을 반대하더라도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모두 찬성하고
부통령이 최종 결정권(casting vote)을 행사할 경우, 찬성 51, 반대 50으로 가결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 2021년 8월 양원에서 예산 결의안이 채택되고 BBB 법안 가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무렵 웨스트버지니아주 조 맨친(Joe Manchin) 상원의원과 애리조나주
키어스틴 시너마(Kyrsten Sinema) 상원의원 등 민주당 내 중도파 의원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2021년부터 인플레이션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BBB
법안이 인플레이션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하고 1.5조 달러 이상 규모의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언급한 것이다.
이후 지원 규모를 감축한 조정안이 논의되고 마침내 하원은 11월 19일 2.2조
달러 규모의 BBB 법안을 민주당 의원들 220명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그러나
조 맨친 의원이 12월 19일에 하원이 가결한 BBB 법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자 상원에서 1표 차이로 다수표를 확보할 수 없게 된 BBB 법안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 그 무렵 7%대를 넘어선 미국의 물가상승률은 해를 넘어 계속해서
상승했고 금년 6월에는 9%대에 이르렀다.
< 미국 물가상승률 추이 >

자료: 미국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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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법안 타임라인 >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승부수
중간선거가 시행되는 해에 중요한 입법은 의회 여름 휴기 이전에 마무리되어야
하는데 7월에 접어들어서도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중점을 둔 중국 견제법과
BBB 법안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이즈음 공화당 원내대표 미치
매코널(Mitch McConnell) 상원의원이 민주당이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기후변화 및
사회복지 개선을 위한 예산 조정 법안(BBB 법안)을 추진할 경우 초당적인 중국
견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여름 의회 휴기 이전의 마지막 모멘텀을 놓칠 수 없었고, 이에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 찰스 슈머(Charles Schumer)의원의 리더십 하에 민주당의 승부수가
시작됐다. 먼저 민주당은 공화당으로부터 초당적 지지를 얻기 위해 USICA
패키지를 축소시켜 반도체 지원법과 과학기술 R&D 지원에 집중한 CHIPS-plus
패키지 법안 카드를 꺼내들었다.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공화당도 미국
기술경쟁력과 직결된 CHIPS-plus 패키지를 반대할 명분을 찾기 어려웠다. 따라서
동 법안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마침내 7월 27일‘반도체 칩과 과학법
(CHIPS and Science Act of 2022)’이 상원에서 찬성 64표, 반대 33표로 가결되고,

바로 다음 날 하원에서 찬성 243표, 반대 187표로 가결됐다.
민주당 리더십의 승부수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슈머 원내대표는 CHIPS-plus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BBB 법안을 반대해 온 조 맨친 상원의원과 지속적으로
예산 조정 법안에 대해 협의를 해왔다. 그리고‘반도체 칩과 과학법’이 상원을
통과한 7월 27일 당일에 두 의원이 합의한 예산 조정 법안(BBB 법안)이‘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nflation Reduction Act: IRA)’이라는 새로운 타이틀로 전격 공개되었다.
만약 IRA가 미리 공개되었더라면 매코널 상원의원의 발언대로‘반도체 칩과
과학법’에 대한 공화당의 지지를 얻어내지 못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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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친 의원이 갑작스럽게 노선을 변경한 이유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여러
추측만이 난무하다. 중간선거 이전 입법 기회의 마지노선에서 민주당내 압박감이
컸을 뿐 아니라 여러 상황적, 정치적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맨친
의원은 IRA 공개 직전까지 BBB 법안 반대 이유 중 하나인 인플레이션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언급했었는데, 때마침 6월 9% 정점을 찍은 인플레이션이 유가
하락으로 7월에는 8%대로 반전됐다.
IRA가 공개되고 맨친 의원의 입장 변경이 알려지면서 여름 휴기를 앞둔 의회가
들썩이기 시작했다. 상원은 슈머 원내대표의 리더십 하에 휴기 직전 8월 7일
일요일에 찬성 51표, 반대 50표로 IRA을 가결했다. 뒤이어 미 하원 낸시 팰로시
하원 의장의 리더십 하에 이미 여름휴가에 들어간 미 하원의원들이 워싱턴DC로
재소집되었다. 마침내 8월 12일 하원에서 상원을 통과한 IRA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어 최종 찬성 220표, 반대 213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2021년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추진된 대표적인 두 개의 법안이 양원을 통과하고 각각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률로 확정됐다.

남은 숙제와 중간선거의 향방
미래 산업의 핵심 부품이자 미국 안보와 직결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정책과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추진했던 사회보장 개선, 기후변화 대응, 노동자들을 위한
제조업 부활 정책 등이 마침내 법제화됐다. 그러나 두 법안에 대한 비판의 목
소리도 끊이지 않고 해결해야 할 숙제들도 많이 남아있다. 반도체 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중국과 연관된 가드레일 조항들이 향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에 대해 상무부와 기업들간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반도체 산업 지원이 실제 미국 반도체 제조 경쟁력 강화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IRA의 경우 발표되었을 당시부터 인플레이션을 감축하는 법안이 아니라 오히려
조장하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도 모순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전기자동차(EVs) 지원금과 관련되어 배터리에 사용되는
핵심광물 조달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요건과 배터리 부품들이 북미지역내에서
제조되고 조립되어야 한다는 요건들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당장
지원금 대상을 북미에서 제조된 전기자동차로 한정하여 수입 전기자동차를
차별하는 조항은 한국, EU, 일본 등 대미 전기자동차 수출국들과의 통상마찰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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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두 법률이 중간선거를 앞둔 민주당의 치적이라고 평가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의 분위기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 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의원들이 9월 휴가에서 복귀한 이후 3주
정도의 의정활동을 하고 10월부터는 본격적인 선거국면에 진입한다. 만약 중간
선거 결과 상원의 의석수 변화가 크지 않더라도 하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워싱턴 정가는 다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다. 남은 기간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선거를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어떤 카드를 활용
할지, 그리고 공화당이 하원을 차지할 경우 2022년 여름을 뜨겁게 한 민주당의
승부수를 차가운 겨울바람으로 어떻게 반격해나갈 것인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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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주요 법안 타임라인 >
※ Build Back Better (BBB), 대중견제법안(USICA/COMPETES), 인프라 투자 및 고용법안

일자
1.20일
3.31일
4.20일
6.4일
6.8일
7.1일
7.19일
2021년

8.10일
8.24일
9.27일
10.28일
11.5일
11.15일
11.19일
12.19일
2.4일
3.28일
5.12일
7월

2022년

7.27일
7.28일

주요 내용
바이든 대통령 취임
(백악관) 2.3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 발표
(상원) 美 혁신경쟁법 (S.1260, United State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of 2021: USICA) 발의
(하원) 인프라 투자 및 고용법안(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발의
(상원) 美 혁신경쟁법 (USICA) 가결 (68:32)
(하원) 인프라 투자 및 고용법안(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가결 (221:201)
(하원) 미국경쟁법 (H.R. 4521, America COMPETES Act of 2022:
COMPETES Act) 발의
(상원) 인프라 투자 및 고용법안(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가결 (69:30)
(의회) 예산결의안(S.Con,Res.14: Budget Resolution) 통과 (상원 발의: 8.9,
상원 통과: 8.11, 하원 통과: 8.24)
(하원) 3.5조 규모의 Build Back Better 법안 (H.R. 5376, the Build
Back Better Act) 발의
(백악관) 1.75조 달러 규모의 BBB 절충안 발표
(하원) 인프라 투자 및 고용법안(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가결(228:206)
(바이든 대통령) 인프라 투자 및 고용법안(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서명
(하원) 2.2조 규모의 Build Back Better 법안 가결 (220:213)
Joe Manchin (민주-웨스트버지니아) 상원의원: 美 하원이 통과시킨 BBB
법안 반대 입장 발표
(하원) 미국경쟁법 (COMPETES Act) 가결 (222:210)
(상원) 하원이 통과시킨 미국경쟁법 (COMPETES Act) 법안 내용
수정(기존 USICA 법안 내용으로) 후 하원 송부
(의회) USICA-COMPETES Act 법안 합의를 위한 상하원협의위원회공식
개시 (하원 제안: 3.28, 상원 가결: 4.28)
Chuck Schumer (민주-뉴욕) 상원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BBB 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힌 Manchin 상원의원과 정기적으로 법안 내용을 협의
(상원) Creating Helpful Incentives to Produce Semiconductors
(CHIPS) and Science Act of 2022 수정안 가결 (64:33)
(하원) 美상원의 Creating Helpful Incentives to Produce
Semiconductors (CHIPS) and Science Act of 2022 가결 (243:187)

*[USICA-COMPETES Act 법안 수정안]
8.7일
8.12일
8.9일
8.16일

(상원)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가결 (51:50)

**[BBB 법안 수정안]
(하원) 美 상원의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수정안 가결 (220:213)
(백악관) CHIPS 법안 서명
(백악관) Inflation Reduction Act 법안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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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미국 입법절차

美 의회 구성
o 美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상원 및 하원에서 동일한 법안
(companion bill)이 각각 통과되어야 함. 다만, 양원은 의원임기, 의사 운영 방식 등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음
< 美의회 상·하원 차이점 비교 >
차이점
의원 임기
의원 수
의사 운영방식
고유 권한
권력 배분
명성
본회의 토론
본회의 수정안
당파성
토론에 대한 제한

상원

하원

6년
100명
소수 권리 강조
조약체결 동의권
고위공직자 인준권
비교적 균등
매우 높음
신속하지 않음
거의 제한 없음
낮음
무제한 토론 가능

2년
435명
다수결주의 강조
세입·세출 법안 발의권
비교적 균등하지 못함
비교적 낮음
매우 신속함
엄격히 제한
높음
엄격히 제한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o 상원의원 정수가 100명이고, 임기가 6년임에 따라 개개인 상원의원은 하원
의원보다 영향력이 크지만, 워싱턴 내 일부 전문가들은 하원이 국정 운영에
핵심역할을 하는 세입(revenue bill) 및 세출(appropriation bill) 법안 발의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권한은 하원이 크다고 평가하는 경우도 있음

美 의회 상원 및 하원 입법 과정
□ 美 하원 입법 과정
o [법안 발의] 공식적으로 개개인의 의원들은 법안(Bills) 및 합동결의안(Joint
*

Resolution) 을 발의할 수 있으며, 동 법안이 제출되면 하원의장은 법안의

성격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 합동결의안: 법률의 단순한 내용을 수정하거나 쟁점 있는 내용이 상·하원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양당의 지도부가 합동결의안을 만들어 법안형식으로 통과시킬 때 사용
9

※ 美 하원은 이 외에도 법적구속력이 없이 국내외 다양한 이슈와 관련된 美 하원의 공식
입장을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공동결의안(Concurrent Resolution) 및 단순결의안(Simple
Resolution)도 발의할 수 있음

- 하원의원은 법안을 제안할 수 있는 의원 수에 대한 요건 없이 법안을 발의
할 수 있지만, 하원 내 입법 절차는 하원의장을 비롯한 다수당 지도부의
통제와 지배하에 입법 절차가 진행됨
o [위원회 심사] 법안이 발의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면 동 상임위 위원장은
제출된 법안 중 심사 가치가 있는 법안을 선택하여 소위원회로 회부. 이후
소위원회는 동 법안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위해 청문회(hearing) 및 축조
심사(mark-up)를 진행
- 美 하원에서 다수당 의원들은 상임위 위원장직을 차지하여*, 회부된 법안
검토 여부를 결정함에 따라 절대 권력을 행사
* 위원회 내에서 소수당은 간사(ranking member)를 보임할 수 있음

- (청문회)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법안 심사를 위해 관련 행정부처 관료를
비롯하여 이해당사자, 전문가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 청문회에 참석한 증인들은 서면 의견서와 더불어 제한된 시간 동안
구두 발언을 통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밝힘. 의원들은 청문회를 진행
하며 증인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추가 의견을 요구할 수도 있음
· 다만, 이러한 청문회 과정은 법안 심사를 위한 절차적 필수 과정(not
required from a procedural standpoint)이 아님

- (축조 심사) 소위원회는 법안을 조문별로 검토하여 발의된 법안 내용 일부를
수정하거나 원안 그대로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음
- (상임위 최종 의결) 법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가 제출된 상임위에서
소속 의원들은 법안 내용을 다시 한번 수정할 수 있으며, 이후 상임위
의사정족수 과반 이상이 동 최종 수정안에 찬성하면 위원회는 법안 및 심사
보고서를 하원 본회의에 송부
o [본회의 심의] 상임위원회가 법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를 제출하면 하원 지도부는
하원 심의를 위한 의안 목록(calendar)을 결정
- 세입·세출 법안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법안은 美 하원 규칙위원회(Rules
*

Committee) 가 각 법안에 따라 심사 규정 및 기간을 정한 특별규칙(special
rule)을 채택하여 입법 절차를 진행
* 다른 위원회에 비해 다수당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수적 우위(9:4)를 점하고 있는 美 하원
규칙위원회는 입법 과정에 일정 및 전반적인 규칙을 제정하는 등 법안 심사 절차의 핵
심적인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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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규칙은 결의안(H.Res) 형태이며, 법안의 우선 심의를 가능케 하고,
법안이 본 회의에 상정되었을 때 허용되는 토론 시간과 내용 수정의
정도를 결정하고 있음
· 규칙위원회가 법안의 입법 과정에서 필요한 특별규칙을 채택하면, 하원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의 검토를 거친 후 과반수 찬성을 통해 동 법안의
입법 절차에 대한 특별규칙이 의결됨
- 하원 본회의에서 특별 규칙이 채택되면 하원 본회의장은 신속하게 법안
심사가 가능한 전원위원회(Committee of the Whole)로 전환되며, 특별규칙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약 1시간 정도의 대체토론 및 법안 수정이 진행됨
※ 약 1시간 정도 진행되는 대체토론은 다수당과 소수당이 동등한 시간을 사용함에 따라
다수 의견과 소수의견을 동시에 기록에 남길 수 있으며, 대체 토론을 통해 의원들에게
당면한 문제점을 다루고, 법안의 복잡한 조항을 설명할 수 있음

· 전원위원회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수정안이 채택될 경우 전원위원회는
본회의로 전환되어 표결 절차를 진행
- 하원은 일부 비논쟁적인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규칙정지
(suspension of the rule) 절차를 통해 입법을 진행할 수 있음

· 규칙정지 절차에 따라 법안이 심의되면 본회의 토론은 최대 40분으로
제한되고 수정안 제출이 금지되며, 최종 의결을 위해서는 출석의원 2/3의
찬성이 필요함
· 이러한 규칙정지 절차에서 하원의장이 발언권을 부여할 의원을 결정할
권한이 있어 다수당 지도부가 본회의 의사일정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
으로 활용하고 있음. 특히, 회기 말 주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동
절차를 집중적으로 이용
- 최종 수정안이 본회의에 채택되어도 동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은 재회부동의
(recommittal motion)를 제기할 수 있으며, 재회부동의를 제기한 의원은 동

법안의 폐기를 목적으로 소관위원회로 되돌려 보내거나, 또는 특정 지시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내 개정안을 요구할 수 있음
· 동 재회부동의 절차의 경우 하원 소수당 의원들이 법안을 반대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제기하는 경우가 다수
- 이후 하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지며, 대부분의 경우 전자 표결 방식으로
진행됨. 최종 수정 법안에 대해 과반 이상의 의원들이 찬성할 경우 법안이
통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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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상원 입법 과정
o [법안 발의 및 상임위 심사] 법안 발의 및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은 하원과
동일함
o [본회의 심의] 하원과는 달리 상원 입법과정은 수정안 제출 횟수나 토론 시
간 등 입법과정에서 제약이 적어 시간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음. 상원에서는
이러한 입법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만장일치동의(unanimous consent) 및 토론
종결 제도(Cloture) 등을 제도화 하여 입법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만장일치동의) 상원 본회의에서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되기 위해서는 법안
본회의 상정을 위한 만장일치동의가 필요함
· 이러한 만장일치동의는 상원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법안의 신속한 심의를
위해 토론 시간 및 수정안 제출권에 대한 권리를 유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다만, 만약 만장일치동의를 얻지 못하고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상원의원은 필리버스터(filibuster)를 통해 시간이나 내용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얼마든지 발언할 수 있어 이를 통해 입법을 무기한 지연할 수 있음
- (토론종결) 상원은 입법절차 진행에 방해가 되는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
토론종결(클로쳐:cloture)제도를 채택할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최소 16인
이상의 상원의원들이 서명한 토론종결에 대한 동의서가 제출되어야 하며,
본회의에서 총 60표의 찬성을 얻으면 클로쳐가 결의됨
- 클로쳐가 결의되면 상원의원은 발언시간이 각 1 시간씩만 허용되고, 30시간
이내에 법안에 대한 심의를 종결해야 함
- 상원 본회의에서 법안에 대한 토론이 끝나면 표결이 진행되며 과반 이상
(simple majority)의 상원의원이 법안에 찬성할 경우 법안이 통과됨

· 법안에 대한 상원 최종 표결에서는 51표만 확보하면 되는 반면 클로쳐를
결의하기 위해서는 60표가 필요하므로, 상원에서의 입법은 60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美 의회 상원 및 하원 이견 조정
□ 상·하원 이견 조정
o 법안이 대통령에게 이송되기 위해서는 상원 및 하원에서 동일한 형태의
법안이 통과되어야 함. 이에 따라 양원 중 어느 한 원에서 통과된 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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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원이 그대로 따르거나, 양원이 법안에 모든 조문에 동의할 때까지
법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ping-pong amendment)하는 방법이 있음
o 만약 양원의 이러한 시도에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양원에서 선발된
의원으로 구성된 양원협의위원회(The Conference Committee)를 개최하여 이견을 조정
- 상원 및 하원이 양원협의회 개최에 합의하고, 법안이 양원협의회에 회부
되면 하원의장 및 상원 임시의장(President pro tempore of the Senate)*이 공식
적으로 협의위원회 위원을 임명
※ 원래는 美 부통령이 상원의장을 겸임하고 있지만, 부통령이 업무상 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재할 경우를 대비하여 상원 내에서 주로 다수당 중 재임기간 최장 상원
의원을 상원임시의장으로 선출

o 양원협의위원회에서는 공식적인 협상과 비공식적인 논의가 계속해서 진행되며
협의 위원들은 자신들 소속 원의 입장을 고수하고, 양원 모두에서 과반 이상이
찬성한 수 있을만한 타협 결과를 목표로 협의를 진행
o 양원협의위원회에서 위원 과반수가 합의에 이르면, 위원들은 관련 내용을
보고서(conference report)로 작성하여 양원에 각각 보고
- 양원협의위원회에서 합의된 보고서는 상하원 양원에서 모두 의결된 이후
대통령에게 이송

대통령 권한
□ 美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한 대통령 권한
① 대통령 서명: 법안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일요일 제외)에 서명하면
법안은 법률로 제정됨
② 거부권(Veto) 행사: 법안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일요일 제외)에 법안을
거부할 수 있음
- 다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美 의회 양원에서 2/3 이상이 다시
찬성할 경우 법률로 확정됨
o 만약 법안이 송부된 이후 10일 이내에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거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의회가 회기 중이라면 서명 없이 자동으로 법률이
확정되지만, △만약 의회가 산회하여 법안 환송이 불가할 경우 법안은
유보거부(pocket veto)로 사장됨
- 일반 대통령 거부권과 달리 유보거부에 대해서는 의회가 다시 찬성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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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입법절차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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