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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연방의사당과 의회

미연방의사당
미연방의사당은 전세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민주 정부의
상징입니다. 이곳은 1800년 이래 미연방의회가 자리잡은
곳입니다. 미연방의사당에서는 연방의회를 열어서
미연방법을 제정하며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고 또
해마다 국정연설을 하는 곳입니다. 2백 년 이상 미연방
의사당은 미국의 영토 확장과 더불어 미연방에 새로운
주들이 가입하면서 점점 늘어가는 상·하원 의원들을 수용
하기 위해 새 윙들(wings)을 증축하였습니다. 의사당의
천정은 역사적인 이미지로 장식되어 있고 홀들은 미연방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나 인물을 나타내는 조각상과 그림
들로 가득합니다.

초기의 미국연방의사당
원래의 의사당은 윌리엄 쏜튼 박사가 설계를 하였고 죠지
워싱턴 대통령이 1793년 9월18일 초석을 놓았습니다.
벤자민 헨리 라트로브 와 챨스 불핀치 등이 여러 건축가와
함께 초기 건축을 감독하였습니다. 1800년에 미연방정부가
임시로 있던 필라델피아에서 워싱턴 디씨로 이전하였을 때,
미연방의사당은 벽돌과 사암을 사용하여 건축 중이었으며
아직 완공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미연방의회는 협소하고
북적대는 북쪽 윙(wing)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미연방
하원은 원래 의회도서관으로 사용하고자 했던 2층에 있는 큰
방에서 회의를 하였고, 상원은 1층에 있는 방에서 회의를
하였습니다. 1810년에서 1859년 사이에는 상원은 2층에
있는 방에서 열렸는데 현재 이곳은 구 상원의사당(Old Senate
Chamber)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1807년에 하원 의사당으로 쓰일, 연방의사당의 남쪽 윙(wing)
이 완공되었습니다. 하원과 상원이 위치한 남·북 윙 사이에는
돔이 있는 중앙 건물이 들어설 공터를 가로질러
나무로 만든 보도가 놓여졌습니다. 1814년 8월, 연방
의사당이 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을 때, 미국은 영국과
두 번째로 전쟁을 치르게 되었고, 영국군은 미연방의사당과
워싱턴에 있는 다른 공공 건물들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
결과, 연방의사당의 내부는 대부분 타버리고, 외벽은 남아
있었습니다.
1819년에 연방의사당의 남·북 윙이 재건되어 문을
열었습니다. 중앙 건물은 1826년에 완공되어 떨어져 있던
남·북의 윙들을 연결하게 되었습니다. 목재와 구리로 만든
낮은 돔이 이 중앙에 있는 원형홀을 덮었습니다.

구 상원의사당에서 “1850년의 타협 (the Compromise of 1850)”에
관해 연설하는 헨리 클레이 상원의원

미국 국립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새뮤얼 F.B. 모스가 그린 구
하원의사당

다음 세대를 위해 미연방의사당의 예술 작품을 보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전시된 그림과 조각을 관람하고 즐
기시되, 만지지는 말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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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당 확장과 돔
1850년이 되자 미연방에 새로 가입한 주들이 증가하면서
기존의 상·하원 의사당 시설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건물에 웅대한 윙들을 증축하여 미연방의사당을
확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상·하 의원 직을 둘 다 역임
하였던 다니엘 웹스터가 1851년에 새로 짓는 윙들의 초석을
놓는 자리에서 한 연설은 그의 유명한 연설 중
하나였습니다. 하원은 1857년에, 상원은 1859년에 각각
현재의 의사당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구 하원 의사당은 나중에 연방 조각상들의 전당(National
Statuary Hall)으로 봉헌되었습니다. 미연방의회는 50개
주에 각기 주를 대표할 시민 2명의 조각상을 기증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오늘날 이 조각상들은 연방 조각상들의
전당, 원형홀 및 연방의사당 방문객센터와 복도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남북전쟁 중에도 토마스 U. 월터가 설계한 새 주철 돔을
만드는 작업이 계속되었습니다. 1863년 12월2일, 미국인
조각가 토마스 크로포드가 조각한 자유의 상은 돔 꼭대기에
설치되어, 돔의 총 높이는 동쪽 광장(East Plaza)에서 부터
287피트(87.5 미터)가 됩니다.
1870년대에 조경원예가인 프레더릭 로는 연방의사당의 서·
남·북쪽 입면을 연결하는 테라스들을 설계하였습니다. 이
테라스들은 캐피톨 힐(Capitol Hill) 구역의 언덕에 우뚝
솟아 있는 의사당 건물에 공간적인 여유를 줄 뿐만 아니라
웅장한 받침대의 역할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세기의 변화
20세기가 막 시작될 무렵 연방의사당은 공간 부족이 심각해
졌습니다. 하원과 상원 의원들의 초기 사무실 건물들은 각각
1908년과 1909년에 완공되었습니다.

구 하원 의사당은 현재 연방 조각상들의 전당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창건 당시의 연방의회 건물 외벽이 이제 너무 낡아 대대적인
보수 공사가 필요해졌습니다. 1958년과 1962년 사이에
동쪽 정면은 32피트(약 10미터)를 연장했고 원래의 외벽
표면도 대리석으로 중건하였습니다. 동쪽 정면의 복도
에서는 창건 당시 외벽의 일부분을 지금도 볼 수 있으며,
미연방의사당 건설에 동원되어 채석장에서 일했던 노예
신분의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을 기리기 위하여 영구적인
유산으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에는 서쪽 정면의 복원공사가 조심스럽게 진행
되었습니다. 창건 당시의 외벽이 대리석으로 중건되지 않은
부분은 이곳뿐입니다.
미연방의사당에서 가장 최근에 세워진 곳은 의사당 방문객
센터인데 이스트 플라자 아래에 있으며 2008년에 완공되었습
니다. 여기에는 전시실, 오리엔테이션 상영관, 식당, 기념품점
및 의회 도서관으로 이어지는 통로를 갖추어 의사당의 기능을
향상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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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홀
원형홀은 미연방의사당의 핵심이자 가장 중심 부분
입니다. 여기에서 입법활동은 하지 않지만,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이래, 대통령들, 미연방
의원들, 군대의 영웅들 및 저명한 시민들의
국장을 거행하는 장소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 원형홀은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수반
이나 특별한 빈객들을 맞이하는 장소
이기도 하며 역사적인 행사가 이곳에서
많이 열립니다.
원형홀에는 죠지 워싱턴 장군의 부관
이었던 존 트럼불이 미국 독립전쟁
당시의 모습을 그린 대형 캔버스 4개가
있습니다. 다른 4명의 화가가 그린
그림들은 미합중국의 탐험과 정착에
관련된 여러가지 일을 담은 것입니다.
이태리계 미국인 화가 콘스탄티노
브루미디가 그린 “죠지 워싱톤을
신처럼 우러러보며”라는 그림이 원형홀
바닥에서 180피트(약 55 미터)의 높이에
있는 천정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죠지 워싱턴이 미국 민주주의와 기술의
진보를 나타내는 몇 가지 상징물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 보입니다. 브루미디는 미연방
의사당에 있는 많은 방과 복도에 그림을 그렸고
장식도 했는데 원형홀을 둘러싼 부조(프리즈)를
그리던 중 사망하였습니다. 미국 역사의 중요한 사건들
을 그린 그의 부조는 다른 미술가들이 완성 하였습니다.
콘스탄티노 브루미디는 1865년에 미연방의사당 돔의 안쪽 면에
“죠지 워싱톤을 신처럼 우러러보며”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1800년 북쪽 윙만
완공되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1861년에는 새 주철
돔을 만드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미연방의사당 사진
중 최초로 찍은
것으로 알려진 이
사진은 1846년에
찍은 것입니다.

자유의 상은
돔 꼭대기에
있습니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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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년 이래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은 미연방의사당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캘빈 쿨릿지
대통령의 1925년 취임식
장면입니다.

미연방 의회
미연방 의회에는 상·하 양원의 입법기관이 있으며 의사당
건물의 일부인 두 개의 윙에서 상원과 하원은 따로따로
회의를 합니다. 의원들은 이곳에서 법안을 상정하고, 현안에
대하여 발언하며, 법안·결의안·고위직 임명에 대하여 표결
하고, 외국과의 조약 비준에 관한 표결을 합니다. 미연방
의사당과 의원사무실이 있는 건물 전체에 버저와 신호가
설치되어 있어서 의원들에게 투표가 임박함을 알립니다.
미연방하원은 1857년 12월 이후 남쪽 윙에 있는 하원
의사당에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원의 입법 활동은 이
하원의사당에서 시작되어 이곳에서 끝납니다. 모든 법안은
이곳에 상정되며 위원회에 회부하였던 법안들도 다시
이곳으로 보내져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에 부쳐집니다.
발언대는 3개의 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의사당에 대한
전체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해 줍니다. 하원의장 또는 의장
으로 지명된 의원은 발언대에서 의사규칙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의사관(parliamentarian)의 도움을 받아
회의를 주재합니다. 아래쪽 단들은 서기들을 위한 자리인데,
이들은 법안을 낭독하고 표결 결과를 집계하거나 찬반
토론을 기록하는 등 회의 진행을 돕습니다. 현재 의사당에
극장처럼 되어 있는 자리 배치는 1913년에 설치한 것인데
각 의원들이 책상을 놓고 유일한 사무 공간으로 쓰던 곳
이었습니다. 1789년에 개원되었을 때부터 하원의사당은
방청석을 언론과 일반에 공개하였습니다. 하원의 토론
과정은 1979년부터 텔레비전에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상원은 1859년에 북쪽 윙이 완공되었을 때 이곳으로
옮겼으며, 지금도 이곳에 있습니다. 상원의장은 중앙 연단
에서 회의를 주재합니다. 아래에 있는 단들은 상원 위원회
위원들과 서기들에게 할당되어 있습니다. 책상 100개가

상원 의사당

반원형으로 정렬되어 있는데 소속 정당에 따라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원의사당의
의사진행 과정은 일반에 공개되며 상원의 방청석은 언론사,
직원, 가족, 외교관들과 방문객들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1986년 이래 상원의 일일 의사 진행과정은 텔레비전에 방송
되고 있습니다.

상원
상원에는 각주에서 상원의원 2명씩을 선출, 의원이 모두
100명입니다. 상원의원에 선출되려면 30세 이상으로 해당
주의 주민이어야 하며 적어도 9년간 미국시민이어야 합니다.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이나 임기 기간이 중복될 수 있도록 매
2년마다 선거를 통해 삼분의 일을 새로 선출합니다.
상원의원들은 원래 주 의회에서 선출하였으나 1913년
제17차 수정 헌법에 따라 시민이 직접 투표하여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공석이 생기면 대부분의 주에서는 주지사가
후임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부통령은 “상원의
의장”이라고 하지만 일상적인 의사 진행에서는 상원의원
대행(다수당의 고참 의원)이나 의장으로 지명된 의원이
의장직을 맡습니다. 부통령은 찬반 동수일 경우에만 투표
합니다.

하원
20세기 초기에 들어서서 하원의 의석 수는 표결권을 갖는
의원을 435명으로 결정했습니다. 10년마다 전국 인구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각 주의 하원의원 선거구가 인구 변동에
따라 재조정됩니다. 어느 주든지 적어도 1명의 하원의원을
선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원 의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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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하원의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이임을 하게 되면
후임자를 뽑기 위해 특별 선거가 있게 됩니다. 이밖에
표결권이 없는 대표 위원들이 미국령 사모아, 컬럼비아
특별구, 괌, 버진 아일랜드, 북 마리아나 제도를 대표하여
참가하고 있습니다. 푸에르토 리코는 상주 위원이 대표하고
있습니다.
하원의원은 25세 이상으로 해당 주의 주민이어야 하며
적어도 7년간 미국시민이어야 합니다. 하원의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하원의 회의는 하원의장이 주재합니다. 하원
의장은 미국 대통령의 유고 시에 부통령 다음으로 대통령
직을 승계하게 됩니다.

특권
미연방헌법이 규정한 균형과 견제의 시스템에서 연방정부의
권력은 입법·사법·행정부 간에 그리고 미연방의회의 상·하원
간에 분배되고 분립되어 있습니다.
미연방헌법에는 상·하원 모두가 선전포고, 연방군대 유지,
과세 검토, 자금 차입, 화폐 발행, 상업 규제 및 연방정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모든 법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원만이 조약과 지명자들에 대해 조언과 동의를 할 권한을
갖습니다. 선거인단의 투표로 대통령 당선자를 가릴 수가
없을 때는, 1800년과 1824년 선거에서와 같이, 하원에서
대통령 우승 후보를 결정합니다. 하원만이 탄핵 절차
(대통령이나 연방정부 고위 관리의 기소)를 발의할 수
있으며, 또한 상원만이 기소된 관리들을 심의하여 해직
여부를 결정합니다.

의원 회관
하원의원들은 연방의사당 남쪽 인디펜던스 애버뉴를 따라
위치한 캐논, 롱워스, 레이번 빌딩 등 3동의 하원의원 회관
건물 안에 각자 사무실을 갖고 있습니다. 상원의원들은 연방
의사당 북쪽의 컨스티튜션 애버뉴를 따라 위치한 러셀,
더크슨, 하트 등 3동의 상원의원 회관에 사무실을 갖고
있습니다.

방문객을 위한 정보
미연방의사당 관람은 방문객들이 퍼스트 스트리트와 이스트
캐피틀 스트리트 가까이에 있는 미연방의사당 방문객센터
에서 보안 검색을 받으면서 시작됩니다.
미연방의사당의 안내원이 안내하는 관람은 연방의사당
방문객센터 아래층에 있는 두 곳의 오리엔테이션 상영관에서
시작됩니다. “다수에서 하나로 (Out of Many, One)”라는
13분짜리 영화는 미국연방의회가 어떻게 새로운 형태의
정부를 세웠는지, 그리고 미국인들의 일상생활에서 의회의
역할이 얼마나 막중한지 보여주고 미국연방의회가 있는
건물을 방문객들에게 소개
합니다.
관람은 무료이나 입장권
(tour pass)이 있어야 합니다.
입장권은 온라인에서
(www.visitthecapitol.gov),
거주하는 주의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 사무실에서, 또는
방문객 서비스실
(202.226.8000)에 전화하여
예약할 수 있습니다. 당일
입장권은 의사당 방문객 센터
에서 발급됩니다.

원형홀은 미연방의사당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곳입니다.
미연방의사당을 방문하는
동안 귀하가 거주하는 주의
상원, 또는 하원의원 사무실을 찾아 보시거나 상원이나
하원이 회기 중이라면 의사 진행 과정을 참관할 수도
있습니다. 회기 중에는 의사당 방청석 패스가 있어야만
입장이 허용되는데 패스는 귀하가 거주하는 주의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 사무실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오신 방문객들은 연방의사당 방문객 센터의
아래층과 위층에 있는 하원·상원 예약 데스크에
문의하십시오.

미연방의사당 방문객센터는 월요일~토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개관합니다. 단,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날, 1월1일 및 대통령 취임일에는 문을 닫습니다.
휠체어가 필요하신 방문객들은 미연방의사당 방문객센터의
직원들이나 노예해방 홀의 안내소 직원들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예약을 하신 경우 관람을 위한 수화통역도 가능
합니다. 모든 영화에는 자막이 들어 있습니다.

미연방의사당, 하원, 상원에 관한 추가 정보는
www.aoc.gov, www.house.gov 또는 www.senate.gov에서 찾아보
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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