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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통령 탄핵제도와 사례분석
김 선 화*

최근 미국 연방하원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미국연방헌법상 미국 대
통령의 탄핵제도와 실제사례를 간략히 분석하였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결론이 어떻게 되든, 아
무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과 헌정수호를 위한 견제장치가 작동한다는 점에서, 탄핵제도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1

상원의장은 일반적으로 부통령이지만, 대통령이나 부

들어가며

통령의 탄핵 시에는 미연방대법원장(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이 이를 주재하게 된다.3)

지난 9월 24일 미국 펠로시(Nancy Pelosi) 연방

지금까지 하원에서 탄핵소추절차가 개시된 사례

하원의장은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에 대

는 60회 이상이며, 상원의 탄핵심리까지 간 경우는

한 혐의들에 의거하여 탄핵 조사(Impeachment

총 16회에 달한다. 그러나, 대통령에 대해 상원의

Inquiry)를 개시한다고

발표하였다.1)

탄핵심리까지 간 경우는 두 차례이다.4) 미국연방

미국대통령의 탄핵은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칠

헌법의 기초자들이 탄핵제도를 논의할 때는 주로

수도 있는 사안이므로 국내에서도 사건의 추이에

대통령 탄핵을 염두에 두고 논쟁하였다. 그러나 정

관심이 많다.2)

작 탄핵으로 면직된 대통령은 아직 없고, 현재까지

미국의 경우, 탄핵소추는 연방하원(이하 하원)에서
하고, 탄핵심판결정은 연방상원(이하 상원)에서 한다.

미국 헌정사에서 탄핵으로 면직된 고위공직자는 모
두 연방판사로서 총 8명이다.
이하에서는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제도가 어떻게 설

1) 대통령이 2019년 7월 우크라이나의 Volodymyr Zelensky 대통령에
게 Biden 전 미국 부통령 부자를 부패 혐의로 수사하라고 압박했다는
내용이 지난 2019년 8월 미국 국가정보국(DNI)감찰실에 접수된 내부
고발을 통해 알려졌다. “How the Impeachment Process Works”,
The New York Times, 2019. 9.24.
(https://www.nytimes.com/2019/09/24/us/politics/impeach
ment-trump-explained.html)
2) 김도희, ｢미 트럼프대통령 탄핵문제 현황과 북핵문제｣, 외회외교 동향
과 분석 제 19 호, 국회입법조사처, 2019.10.22. 참고.

계되어 있고, 실제 사례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살펴본다.

3) 대한민국의 경우, 탄핵소추는 국회가 하고 탄핵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한
다(헌법 제65조, 제111조제1항).
4) 1868년 Andrew Johnson 대통령의 경우와 1998년 William J. Clinton
대통령의 경우이다. Richard Nixon 대통령은 하원사법위원회가 본회의에
탄핵사유를 제출한 다음날 바로 사임하여 탄핵소추절차에 이르지 않았다.

*정치행정조사실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 법학박사, 02-788-4531, seonhwa@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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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탄핵제도의 개관

조문

(1) 연혁
연방헌법 기초 시에 탄핵을 의회가 하는 것이 권
력분립원칙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논쟁이 있
긴 했으나, 권력기관 간 견제장치기능을 한다고 결
론을 내리고, 연방헌법에 도입하였다.5) 연방헌법

제2조제2항
제1문

대통령은 사면권을 가지나 탄핵된 자에 대해서
는 사면할 수 없다.

제2조제4항

대통령, 부통령 그리고 합중국의 모든 공무원은
반역죄, 수뢰죄, 또는 그 밖의 중범죄 및 경범죄
등으로 탄핵이 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으면 그 직
에서 면직된다.

기초자들은 탄핵을 정파적 무기라거나 의회가 동의
하지 않는 정책을 대통령이 추진하는 것에 대해 책
임을 지우는 방식으로는 보지 않았고, 그러한 문제
는 ‘선거’로 해결하는 것으로 보았다.6)
미국의 탄핵제도는 영국의 경험에 그 뿌리는 두
고 있으나, 다소 차이점이 있다.7) 영국과 달리 미국
에서 탄핵절차는 형사절차와 표면상 비슷한 점은
있어도 헌법질서의 회복이라는 회복적 성격이 강하
다. 즉, 공직에서 부적절한 사람을 해임시켜서 공익
을 보호하는 것이 주목적이지, 처벌이 탄핵의 목적
은 아니다. 형사죄책은 별도의 절차에 의한다.

(2) 미국 연방헌법상 탄핵규정
미국연방헌법에서 탄핵에 대한 사항은 여러 조문
에서 흩어져서 나타나 있다.
조문

내용

제1조제2항제
하원은 탄핵소추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5문
제1조 제3항 상원은 탄핵을 심리할 권한을 가진다. 상원의원
제6문과 제7문 은 이에 임할 때 선서 또는 확약을 한다. 대통령

내용
이나 부통령이 심사대상인 경우 연방대법원장
이 상원의 탄핵심판을 주재한다. 누구든지 상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없이 탄핵되지 않
는다. 탄핵결정은 그 직으로부터 해임과 명예직
및 주식회사 등의 직을 맡을 자격을 박탈하는 것
에 그친다. 다만 법률에 의한 기소, 심리, 판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제3조제2항제
형사재판은 배심에 의하나, 탄핵은 제외한다.
3문

(3) 탄핵사유
미국 연방헌법상 탄핵사유는 반역죄, 수뢰죄, 또
는 그 밖의 중범죄 및 경범죄(High Crimes and
Misdemeanor)이다. 반역죄는 특별히 헌법에서 정
의하고 있다.8) 또한, 연방헌법에서 말하는 중범죄
와 경범죄의 의미는 통상적인 형사법적 의미와는 다
르다.9) 의회는 연방헌법상 중범죄와 경범죄의 기준
을 국가와 정부기관의 기능에 손상을 주는 행위로서
범죄행위에 국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10)
1974년 Nixon 대통령 사임 후에 연방하원 법사
위원회는 대통령 탄핵의 헌법적 근거에 대하여 정
리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탄핵
사유를 3개의 범주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첫째
는 다른 정부부처에 권한을 손상시킬 정도로 권한
을 남용하는 경우, 둘째는 그 직의 정당한 기능과

5) https://history.house.gov/Institution/Origins-Development
/Impeachment/
6) Thomas Jipping and Hans A, Spakovsky, The Impeachment
Process:The Constitution and Historical Practice, Legal
Memorandum No.248, The Heritage Foundation, 2019. 7. 29.,
p.6.
7) 영국은 1283년에 이미 탄핵제도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공식적으
로는 1376년에 처음 기록이 나타나고, 확정된 절차는 1399년에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형사절차의 성격이 강했던 특징이 있다. 그러나 영
국의 탄핵규정은 미국 정부가 탄생할 무렵에는 이미 사문화되었었다.
즉, 1787년 Warren Hastings 와 1805년 Melville 탄핵사건을 마지
막으로 더 이상 탄핵사례는 나타나지 않았다. (Impeachment: An

Overview of Constitutional Provisions, Procedure, and
Practice, CRS Report, 2010.12.9., p.7.)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저열한 방식으로 행위하는
경우, 셋째는 사적인 이익이나 부적절한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로 나눈다.11)
8) 미국연방헌법 제3조제3항은 “미국에 대한 반역죄는 미국에 대하여 전쟁
을 일으키거나 또는 적에게 가담하여 원조 또는 지원을 할 경우에만 성립
한다(이하 생략)”고 하여 반역죄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9) House Comm. on the Judiciary, 93d Cong., Constitutional
Grounds for Presidential Impeachment 6, 1974., p.22.
10) H.R. Rept No.100-810p. 6; H.R. Rept. 111-159, p.6.
11) House Practice:A Guide to the Rules, Precedents, and
Procedures of the House 603, 2017., p.596.

미국연방의회조사국(CRS)에서는 “탄핵의 사유
가 되는 행위는 범죄적 고의를 가지고 있어야 하

를 권고하거나 또는 혐의의 기각을 권고하게 된다.
청문은 공개가 일반적이나 비공개할 수 있다.

고, 공직과 관련된 권한을 심각하게 남용하고 당해

탄핵소추의결은 각 탄핵사유마다 투표하여 결정

공직의 직무수행에 실패하였으며 대통령이나 다

한다. 그리고 탄핵의결의 통과는 구두표결(Voice

른 행정관료의 탄핵조사에 관한 의회의 활동이 충

Vote)로 한다. 별도의 정족수 규정이 없으므로, 재

분히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는 경우”라고 설명한 바

적과반 출석과 출석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

가 있다.12)

게 된다.
탄핵소추 의결 후 하원은 상원에서 진행될 탄핵심

(4) 탄핵절차
탄핵소추절차에 대해서는 연방헌법과 하원의사

판절차를 위하여 하원소추위원(House Manager)
을 임명한다.

규칙 제11조 등에 따른다. 대체로 ① 탄핵절차개

상원은 탄핵심판결정을 한다. 상원 탄핵심판 의

시, ② 하원 법사위원회의 조사, 청문 및 탄핵사유

결정족수는 출석의원의 5분의 3이다. 연방헌법 외

심의, ③ 탄핵사유의 본회의 심의, ④ 소추의결의

에 탄핵심리절차에 대하여 정해진 것은 거의 없다.

순서로 진행된다.

따라서 상원은 우선 탄핵심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탄핵소추는 하원의원 1인이 단순결의안을 기초

의결하게 된다. 탄핵의 심리를 위하여 탄핵심판소

하여 법안상자(House hopper)에 넣어서 개시할

를 구성하고, 피소추인에게 구두변론 일정을 알려

수 있다. 바로 탄핵소추를 요구하는 것이면 이는 하

주게 된다.

원 법사위원회로 회부되고13), 단순하게 상임위원

1934년 이전까지는 상원 전체회의(full Senate)

회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요구하는 것이

가 탄핵심리에 참여하는 방식이었지만, 1933년 로

면 하원 규칙위원회에 회부되어 조사할 위원회를

더백(Harold Louderbeck)판사의 탄핵심리를 계

정하게 된다. 또는 하원의장에게 탄핵요구를 위한

기로 1934년 상원 결의(resolution)로써 탄핵심리

결의를 요구하여 개시될 수도 있다. 이 경우 하원의

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이를

장은 2일 이내에 결의를 위한 일정을 정하게 된다.

1935년 상원규칙으로 정했다.16)

또는, 결의 대신 하원 법사위원회에 바로 이를 회부
할 수도 있다.14)15)
관련 위원회는 혐의에 대한 조사 후에, 탄핵소추
(https://www.govinfo.gov/content/pkg/GPO-HPRACTICE112/html/GPO-HPRACTICE-112-28.htm)
12) Impeachment: An Overview of Constitutional Provisions,
Procedure, and Practice, CRS, 2010.12.9., pp.27-28.
13) 닉슨(Richard Nixon) 대통령의 경우에 바로 탄핵을 요구하는 다수 결
의안에 따라 사안이 하원 법사위로 회부되었다.
14) Elizabeth Rybicki, Micheal Green, The Impeachment Process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CRS, 2019.10.10. p.2.
15) ‘탄핵절차의 개시여부’는 애매한 점이 있어 다툼이 생기기도 한다. 트
럼프 대통령의 경우를 보면, 9월 24일에 하원의 탄핵개시 의결이 공식
적으로 이루어진 상태가 아님에도 하원의장이 탄핵조사를 시작한다고
하였다. 이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하원의 위원회들이 조사하는 내용들
은 단지 통상적인 하원의 위원회의 감시절차(routine oversight
proceeding)에 불과한 것이고, 탄핵절차가 개시된 것은 아니라고 주
장하였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탄핵해당 혐의로
주장된 사실과 관련하여 6개의 하원 관련위원회에
서 조사를 하고 있으며, 각 위원회는 조사결과 가장
강력한 탄핵 해당사유를 하원 법사위원회에 보내게
된다. 여기서 위원회의 여러 가지 조사가 이유가 있
다고 판단한다면, 하원 법사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조사나 청문 등을 통하여 탄핵사유를 정리하고, 이
를 하원에서 탄핵사유마다 각각 투표하여 탄핵소추
여부를 의결하게 될 것이다.

16) 1989년 닉슨(William Nixon) 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시에 피소추인이
상원 전체회의에 부여한 심리권한을 상원의 일부위원회가 행사하는 것
은 위헌이라고 다투었으나, 연방대법원은 이를 사법부가 결정하지 않
는 정치문제(political question)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Nixon v.
United States, 506 U.S. 224, 226(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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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탄핵 사례

(1) 소추 전 사임한 사례

헌법서약을 위반한 행위로서 사적인 이익과 면책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미국사법절차를 부패시키고 조
종하였으며 사법절차를 방해하였다”고 하였다.
1999년 1월 8일 렌퀴스트(William Rehnquist)

1974년 닉슨 대통령은 탄핵소추 개시절차에서 다

연방대법원장이 주재하는 상원 의결에서 그는 무죄

양한 탄핵결의안 제출에 따라 하원 법사위원회가 탄핵

로 기각결정18)을 받았다. 2개의 혐의 중에서 위증

조사 후, 하원에 3개의 탄핵사유를 적시하여 탄핵을

에 대해 찬 50: 반 50, 사법절차방해에 대해서는 찬

권고하였다. 그러나, 하원에서 의결하기 전 단계에서

55: 반 45로, 모두 출석한 100명의 3분의 2인 67

사임하였으므로, 탄핵절차가 더는 진행되지 않았다.

표에 미달하였으므로, 탄핵은 기각결정이 되었다.

(2) 하원의 소추절차에서 중단된 사례
탄핵소추 발의되었지만 하원에서 소추의결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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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며

않은 경우가 두 건으로서, 1843년 타일러(John
Tyler) 대통령과 1860년 부캐넌(James Buchanan)
대통령의 경우이다.
제10대 대통령인 타일러는 하원에서 탄핵소추의결이
반대 127대 찬성 83표로 부결되어 그 직을 유지하였다.
제15대 대통령인 부캐넌에 대해서는 조사한 위원
회에서 혐의가 없다고 보아 의결로 나가지 않았다.

（3) 상원의 탄핵심리까지 간 사례
제17대 존슨(Andrew Johnson) 대통령은 1868
년 2월 24일 스탠튼(Edwin Stanton) 국방부장관
을 해임하여 공직자임기법(Tenure of Office Act)
을 위반한 혐의로 탄핵소추되었다. 이에 대해 상원
은 2월 25일부터 5월 26일까지 심사하고, 1표차로
기각결정하였다.
제42대 클린턴(William J. Clinton) 대통령은
1998년 12월 19일 백악관 인턴과의 혼외정사사건과
성희롱사건에 대한 위증 및 사법방해를 한 혐의로 특
별검사의 조사를 받고 하원으로부터 탄핵소추되었다.
하원은 클린턴의 탄핵사유로 “그 직의 성실성을
떨어뜨리고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대통령직에 대한
신뢰를 배반하였고 법과 정의의 지배를 파괴하였으

이상에서 간략하게 미국 대통령 탄핵제도에 대해
서 정리하였다.
미국연방 헌정사를 살펴보면, 미국대통령 탄핵의
경우에 상원에서의 가중정족수가 탄핵의 결과에 결
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또한, 연방
법관에 대한 탄핵사례가 더 많고 대통령에 대한 탄
핵가능성은 그보다 낮다. 이는 법관에 대한 염결성
(廉潔性)의 요구가 더 높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헌
법수호요구의 심각성과 헌정적 안정성 간의 조화에
대한 고려가 작용한다고 짐작할 수 있다.
현재 공화당이 53석으로 다수인 미국 상원의 구
성상 공화당소속인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에서 탄핵
될 것이라고 보는 견해는 우세하지 않지만, 증거조
사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
으므로 예단하기는 어렵다.
결론이 어떻게 되든, 아무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과 헌정수호를 위한 견제장치가 작동한다는 점
에서, 탄핵제도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슈와 논점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정보 소식지입니다.

며 미국 국민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하였다.17) 특히
“대통령으로서 헌법상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18) 미국상원 홈페이지(http://www.senate.gov/reference
17) H.R. Res 611(105th C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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