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1 푹 점뺑의 뺀화악 7뼈혁얘 관한 앵구*
박

경

산

(연세대학교)

미국은 건국 이래로 양당제의 기틀을 유지해오고 있고， 매우 안정적인
정당체제와 정당들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미국 정당의 역사가 점

진적 변화와 개혁의 역사인 점 또한 사실이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미국
정당의 변화는 기존의 정당 틀로서는 사회 경제적 변화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발생한 것으로(Ippolito

and Walker 1980) ,

정당이나 유권자의

재연립 (re떠ignment) 이 있어왔고， 그 변화들이 오늘날 미국 대의 민주주의

에 근간이 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 정당의 변화의 기본
적 흐름과 그 연원에 대해 살펴보고， 전국위원회， 예비선거， 정강정책에 관
한 논의를 함으로써 정당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고 그 실험이 여
러 각도로 논의되고 있는 우리에게 타산지석의 교훈을 삼고자 한다.

미국 정당에 관한 기존 연구는 크게 보아서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

데， 하나는 중대선거(critical election) 와 정당의 재편(맹rti잃n realignment) 에

대한 역사적 논의이고， 또 하냐는 정당의 쇠퇴 (decline
에 관한 현상적 규명 이 다(Aldrich， Beger,

of party in electorate)

and Rohde 2002).

이 논문은 정

당의 재면과정을 중대선거의 관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사회경제적 변화
에 따른 정당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역사적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뼈2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없F-2(J()2-072-

BM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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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정당의 껴원: 캘국초외 정냥
17, 18세기 유럽의 반(反)정당 정서에 영향을 받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
들 (founding father) 의 정당에 관한 입장은 매우 부정적인 것이었다1) 초
대 대통령인 워싱턴 (George Washington)은 어떤 형태의 정당의 출현에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었고 토머스 제퍼슨은 정당 없이 천국에 갈 수 없다

면， 절대로 천국에 가지 않겠다고 말했을 정도였다. 정당은 사회의 단합을

해치고 국가의 안녕을 위협한다고 건국의 입안자들은 믿었었다. 그래서
그들은 정당 없이 대륙회의를 개최했고 헌법 이전에 만들어졌던 연맹규약

(Articles of Confederation) 에서는 정당에 대한 어떤 법률적 보장도 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성취한 이후， 새로운 나라의 건설을 시작
하면서 정당에 대한 우려가 클수록 정당이 필연적으로 존재하게 될 것이
라는 예측이 많아지게 되었다. 반정당 (anti-party) 정서에 영향을 받은 대

표적인 정치가인 메디슨(James Madison)은 정당은 나쁜 것으로 미국에서
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민주주의와 다원주의사회에서는 의심할
바 없이 당연히 존재하게 되리라고 보았고， 헌법의 보완장치를 잘 이용하
면 한 정당의 일방적인 집권으로 인한 반대 세력에 대한 억압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으로 정당을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권력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장치들이 정당의 성장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

던 것이다(H빠피ton，

Madisoil, Jay 1961). 특히 대통령과 의회의 헌법적

분립은 각 기구들에게 상호간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고， 정당에 대한 의
존을 피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었다(Ipp여ito 없dW때<:er

1)

1980) ,

이처럼

대표적인 반(反)정당 학자로는 데이비드 흉 (David Hume) 을 들 수 있다， 18세기 영국의
역사 철학자인 흉은 정당 (p.앙ties)은 자유세계에는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지만， 파벌

(factions) 은 정부를 전복하는 나쁜 것이라고 보았다. 여기서 흉이 정당과 파벌을 분리하
여 사용하기는 했으나， 곳곳에서 흔용하여 사용함으로써 일관되게 정당과 파벌을 구분지
어 논의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흉이 정당을 부정적으로 여기나 그 필연성
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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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에 대한 부정적 선입관이 지배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변
화에 따른 다양한 이익과 견해들을 정치체계에서 수용하기 위하여 자연스

럽게 해밀턴(왜exander 뻐milton) , 메디슨(James Maclison) , 제퍼슨(τhomas
Jefferson)을 중심으로 정당의 형성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윌리암 챔버스

(William Chamgers) 에 따르면， 1790년대의 헤밀턴， 메디슨， 제퍼슨이나
1820년대 앤드류 잭슨 (Andrew Jackson) 을 중심으로 모였던 정치인들은
그들의 모임이 정당의 형성이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으나， 결과적으로
그들은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선거에서 숭리하고， 다양한 집단의 이

해를 만족시키고， 공공정책을 수행하고자 노력하였고， 그것은 바로 정당의
시초였다 (William

N. Chambers 1967).

현대 정당의 시효로 불리고 있는 미국의 정당의 출발은 초대 대통령인
워싱턴 (Washington) 의 내각의 중심 인물간의 정치적， 정책적 시각차이가

그 도화선이었다. 재무부장관 (Secretary
장관(Secretary

of

of Treasury) 'i}

해밀턴과 국무부

State) 인 채퍼슨은 의회에서 각자의 정책을 경쟁적으로

제안하고 통과시키기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였다. 두 정파는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권한， 재정정책， 영국과 프랑스에 대한 외교적 관계 등 국내외

정책에 관하여 상당한 이견이 있었고 상대 정파에 대해서 정부를 장악하
려고 시도하는 위험하고 불충한 파당이라고 서로를 비난하였다.2) 해밀턴

을 따르던 사람들은 동부에 기반을 둔 지주나 사업가들로 귀족적 취향을
가지고 독립전쟁 당시에 주로 장교였던 것에 비해， 제퍼슨을 따르던 사람
들은 남부에 기반을 둔 중소 상인이나 농민들로 독립전쟁에 일반 병사로

참전하였던 사람들로 구성 되 어 있었다 (Witcover

2003). 이 처 럼 두 정 파는

지역적으로 계층적으로 상이한 기반을 가지고 경쟁하였다. 정부안에서 두
중심인물을 중심으로 한 정파간의 경쟁은 정당의 출현으로 발전하게 되었

고， 해밀턴과 그의 추종자들은 연방주의자 (Federalist) 로， 제퍼슨의 정파는
반연방주의 자 (anti- Federalists) 혹은 공화주의 자(J affersonian

Republican)

2) Ri chard Hofstadter에 따르면 심지어 그 당시 정당은 상대 정당을 파괴하기를 공공연하게
원했을 정도였다고 했다(Hofstadter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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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불리게 되었고， 이러한 연방주의자와 공화주의자간의 양당체제를 현대

정당의 효시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건국 후 약 10년 동안 정당제도는 여
러 가지 변에서 발전하게 되었다.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의 지명과 정

당 정책의 수립， 의회의 위원회 구성과 지도자를 선출하고 더 나아가서 정
당을 행정부의 주요 지도자들이 의회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연계장치의 역

할을 정 당이 담당하게 되 었다 (Ryan

1971).

미국의 두 정당인 연방주의자들과 공화주의자들이 비록 원내정당으로
시작된 정당이었지만， 원내정당으로만 머문 것이 아니라 정부 밖에서의 정
당의 형성까지 연결되었는데， 예들 들어 연방주의자들은 그들의 정책에 대
한 국민의 지지를 동원하기 위해 공공 집회나 지역위원회 (county

committees)

를 개최했고 또한 탄원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제퍼슨의 공화주의자들
도 1790년대에 지방 정치조직인 민주 사회 (Democratic Societies) 라는 조
직을 통해서 친프랑스 정책을 공개적으로 지지하였고， 연방주의자들에 대

항하는 선거 캠페인을 주도적으로 조직하기도 하였다. 이 민주 사회 조직
은 모든 선출직 공무원직에 후보자를 추천하였고 실제로 정당 조직의 선
거 기구화에 기여하였다. 공화주의자와 연방주의자의 외교정책에 대한 갈
등은 정치인들 뿐 만 아니라 유권자들도 나누게 되었다. 마침 워싱턴 대통

령이 삼선 불출마를 선언하자 다음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정당의 조직
의 필요가 더욱 강조되게 되었던 것이다. 주 의회에서 그 주를 대표할 선
거인단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인단 확보를 위해서 두 정당은 주

의회 선거에 총력을 기울이게 되었다(Burns

1963) ,

주 의회는 선거인단뿐

만 아니라 상원의원도 선출하게 되어있었기 때문에 정당은 주 의회에도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서， 1790년대 정당이 관여하는 범위는 연방정부
차원과 주， 지방의 선출직까지 크게 확대되었다. 늘어나는 선출직 자리와

증가하는 유권자들은 정당 조직의 확충을 필요로 하고， 이런 과정에서 중
앙당이 각 지역 정당 조직에 제공하는 대가 또한 증가하게 되었다(Ippolito

and Wa1ker

198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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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의 숙적이었던 해밀턴과 연방주의자들의 도움으로 대통령이 된 제
퍼슨은 하원에서의 공화당 우세를 이용하여 행정 프로그램들을 실행하기

위하여 의회 내의 자신의 정당 조직의 강화를 추진하였다. 제퍼슨은 연방
정부를 통해서 공화당 지지자들에게 보상을 하였고， 공화당 신문을 보조하
고， 당의 선거 머신을 재조직하고 확대하였다. 제퍼슨은 대통령 후보와 부
통령 후보를 지명하는 의원들의 코커스 (caucus) 를 폐쇄적이고 비밀스러운

운영에서 공개적으로 운영하였다. 또한， 1804년 선거에서는 여러 주의 공
화당 상원의원과 대표들로 구성된 전국 위원회(없tion벼 committee) 를 운

영하여 선거를 감독하고 선거 전략을 기획하게 하였다(Cunningham

1973) ,

따라서 전국 위원회의 기원은 제퍼슨의 공화주의자들이 1804년 선거를 준
비하고자 만들었던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정당의 구조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연방주의자-공화주의자의 양
당 구조는 오래가지 못했다. 특히

연방주의자들은 제퍼슨의 집권이래로

선거에서의 그 영향력이 크게 감소되었다. 이런 경향은 그들의 이념이 대

중적 지지를 받지 못한데다가 정당에 대한 충성심이 약했고， 정당 지도자
의 지도력 부재로 인한 것이었다(Goodman

1967) ,

1812년 이래로 연방주

의자들은 재기 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연방주의자들의 붕괴는 경
쟁 없는 공화당 독주시대를 열었고， 정당간의 경쟁이 사라지자， 공화당은
파벌간의 내부 갈등과 경쟁으로 결속된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
하고， 내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결국 연방주

의자들의 붕괴가 곧 공화주의자들의 붕괴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결
정적으로 1824년 선거에서 4명의 후보가 난립하게 되고 공화당은 분열하

게 되어， 연방주의자-공화주의자간의 양당 구조가 종말을 맞게 되었고， 잭
슨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시대가 열리게 되었고 민주당이 주요 정당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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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정당으로의 변화와 노예문체로 안한 점당 재편

1820년대는 참정권의 급속한 확대로 인한 선거 조직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던 때였다. 1828년에 두 주를 제외하고는 각 주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그 주의 선거인단을 독식하는 선거법을 시행하였고， 주 의회
에서 선거인단을 뽑는 전통적 방법을 채택한 주는 두 주에 불과하였다. 이
러 한 변화에 제 일 먼저 반응을 보인 것은 앤드류 잭슨(Anclrew

Jackson)

과 그의 동료들이었다. 그들은 제퍼슨의 공화주의자의 한 분파로서 민주
당(Democratic

Party)

조직을 새롭게 건설하여 일반 유권자들을 효과적으

로 연계하고자 하였다. 지역 OocaD， 지구(county) , 주 (state) 단위에서 민주

당 조직들이 건설되고， 이들 조직들은 중앙 위원회에서 조정되었다. 신문
은 잭슨을 유명한 인사로 만드는데 적극 이용되었고， 새로운 대중들에게

다가가기 위하여 전쟁 영웅으로서의 잭슨의 이미지 고양을 위해서 햇불
퍼레이드나 대중 집회 같은 프로그램들을 고안하였다 (Holt

1973).

이러한

잭슨주의자들의 움직임은 1830년대에 와서 전국， 주， 지방 위원회와 전국
의장과 같은 공식적인 지도자의 직제의 설립으로 연결되었다. 그리고 전

당대 회 체 제 (nation려

convention system)는 정 강정 책 (p따ty platform) 과 대

통령 후보자를 지명하는 장으로 인정되게 되었다. 연방주의자-공화주의자
구도가 귀족 정당의 형태였다면 민주당의 등장은 대중 정당과 참여의 민

주주의의 시발점 이었다고 할 수 있다.

1829년과 1837년 사이에 제왕에 비유되던 잭슨 대통령에 반대하는 많은
세력들은 영국의 반왕당파 정당이었던 위그당을 기념하면서 위그당을 조
직하여 결집하게 되었다. 두 정당은 관세， 국내 개발， 재정 정책， 부와 권력
의 분배에 대하여 첨예한 의견의 대립을 보였다. 민주당원들은 정부가 지
나친 권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잭슨 대통령을 찬양했으며， 위그당

은 보호관세， 국립은행， 공유지의 매각과 국내개발을 통해 기업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정부정책이 사회의 공공선에 이바지하고 모든 계층의 이

익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위그당의 주요 세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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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와 상업자본이라는 점에서 위그당을 부자의 정당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1830,

40년대 위그당은 북부와 남부에서 민주당의 경쟁자로서 상

당한 성공을 보였다. 민주당과 위그당은 대중 유권자들을 동원하고， 정부
를 조직하고， 안정적 정당 조직을 유지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노예제

도의 문제에 봉착했을 때 민주당-위그당의 구조는 지역적 기반을 둔 당내
갈동으로 그 문제를 풀 수 없는 한계에 직면하게 되고， 1잃0년대에 결국
민주당-위그당의 구조는 완전히 분해되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미국의 헌법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
의 범주에 노예는 들지 않았었다. 수정헌법에서도 노예의 문제는 해결되
진 않았는데， 이는 정치가들이 노예 문제를 고의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묵
인하고자 했기 때문이었다(케네스 잔다， 제프리 베리， 제리 골드만

1997).

헌법은 노예 문제를 각 주가 결정할 문제로 남겨두었는데， 1819년 먼로 대

통령 시기에는 11 주는 노예제도를 인정하고 있었고， 나머지 11주는 노예
제도를 인정하지 않았었다. 그 해에 미주리 주가 노예제도를 인정하는 주
로 연방에 가입하고자 했을 때 노예문제는 국가적 아젠다로 등장했으나，

결국 우여곡절 끝에 1820년에 의회는 미주리와 메인을 연방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면서 북위 36도 30분을 기준으로 북쪽은 노예제 불인정을， 남쪽
은 노예제 인정하는 주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Witcover

2003) ,3)

하지

만 노예제는 영구적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으

로 남아있었고， 노예제에 대한 견해의 차이는 정당내의 지역적 분열을 가

져오고 이는 위그와 민주당의 내부분열로 인해 공화당이 성 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3) 미주리는 노예제를 인정하는 주로 메인은 노예제를 인정하지 않는 주로 연방에 가입시켰

으며， 이런 의회의 결정을 납부와 북부가 용인하는 상태로 향후 30년간 지속되었다. 멕시
코 전쟁과 캘리포니아 주의 연방 가입으로 다시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의회는 캘리포니아
를 노예제를 인정하지 않는 주로 받아들이는 반연에 남부에서 북부로 도망친 노예를 잡
아서 남부로 되툴려 보내야하는 남부의 권리를 더 강화하는 타협점을 찾았고， 이는 영구
적인 해결이 아닌 채로 1850년대를 맞게 되었다(Gould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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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주로 작고 제한적인 정부와 백인 우월주의를 지향하는 세력이

었으며， 그들은 연방정부가 수로， 도로， 철도 건설 둥을 통하여 경제 성장
을 촉진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았다， 1852년 민주당의 정강(platforrn) 을 보면
정부에 의한 국내 개발의 일반체제를 반대하고 있었고， 남부의 노예제에
의회가 간섭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었다(Gou1d

2(03) , 위그당

의 경우에도 1852년의 정강을 보면 노예문제는 위험한 이슈라고 명기되어

있으나 내부적 갈등을 미봉하는 수준 이상의 것은 아니었다， 1852년 대선
에서 위그당의 패배는 위그당이 살아남을 수 있는가에 대한 심각한 의문
을 제시하게 되었다，4) 더욱이 주류금지법과 타 지역에서 동부로 이주해온

사람들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북부 위그당은 심각한 분열을 보였으며，

1830， 40년대의 위그당의 정강은 분화된 사회상과 정치 경제적 요구를 수
용하지 못하는 퇴물이 되어버렸다. 특히 대표적 위그당의 정책이었던 보
호관세와 중앙은행 정책은 산업화의 발달과 자금 공급의 원활로 인하여
더 이상 현실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오랫동안 유지되어왔던 미주리 타협은 36도 30분 이북 지역에서는 환영
받는 타협안이었으나， 남부는 노예제 존속을 지리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자

신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더욱이 1850년의 타협안은
캘리포니아를 연방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영토의 경우에 노예
제를 인정하느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연방에 가입할 수 있으며， 연방헌법으

로 노예제 인정이나 불허를 규정하지 않고 노예제는 연방에 가입하고자
하는 주헌법에 따른다고 명시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북부의 입장을 반영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구 멕시코령이었던 신영토의 경우 멕시코 법에
따라 노예제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중 1854년 일리노이주 출신의

민주당 상원의원인 스테판 더글러스 (Stephen A. Douglas)가 상원의 영토
상임위 (Committee

4)

of

Tenitory) 의 의장의 자격으로 캔자스-네브래스차

1852년 대선에서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위그당 후보가 얻은 표는 당선자에 비해 불과

20만 표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선거인단의 투표에서는 254 대 42 표로 참패하게 되
었고， 이는 위그당의 몰락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Gould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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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상정했고 이 법안은 노예문제를 국가적 화두

로 만들고 정치적 지평을 완전히 뒤바꿔 버렸다.
더글러스는 네브래스카의 서쪽 영토를 규정하는 법률을 상정하면서，

1820년의 타협안은 무효이고 네브래스카가 비록 지리적으로 북위 36도

30

분위에 있지만 노예제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5) 북부지역에서

더글러스 법안은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남부 민주당과 더글러스의 동료들
은 1854년 5월 30 일 캔자스-네브래스차 법안을 법제화했고， 이에 자극된
북부 민주당과 위그당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연일 시위를 벌였고 새로운
정치적 연합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미시건과 위스콘신은 대표적으로 반
노예 운동이 강했던 주들이었는데

전인

1854년 2월에

캔자스-네브래스카 법안이 통과하기

민주당 반대파와 구위그당， 자유지역당(Free-Soil

Party)6) 은 연합을 구성하여서 만약 캔자스-네브래스카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에 대응하기 위 해서 공화당 (Republican P않ty)을 창당하기로 합의 하였
다. 결국 법안이 통과되자 1잃4년 6월 6일 미시간에서 열렸던 공화당 주
전당대회에서 주 선출직 후보의 지명이 이루어졌고 선거 캠페인을 위한
정강이 수립되었다(Gineapp

1986)

그들이 정당의 이름으로 예전에 있었던

공화당을 선택한 이유는 연방주의자에 대항하던 토머스 제퍼슨의 공화당

의 정치적 조직을 유권자들에게 재각인시키고 르네상스 이래로 영국 혁명
기를 거치면서 시민적 권리를 주장하던 공화주의(Republicanism) 의 정신
을 표현함으로 노예제도의 불평동을 공격하는데 잘 맞는다고 생각했기 때
문이었다. 결국 노예문제는 위그당을 종식시키고， 민주당을 분열시켰으며，

공화당의 탄생을 가져왔다.
초기 공화당의 최대관심사는 선거에 참여하는 백인 남자가 있는 모든

5) 더글라스는 실제로 노예제보다는 영토확장에 관심이 더 많았다. 특히 그의 관심은 미국횡

단 철도의 건설이었는데， 태평양까지 연결되는 철도의 기점으로 남부의 뉴올리언스 (New
Orleans) 나 세인트루이스 (St. 1ρuis)보다 자신의 고향인 시카고 (Chicago) 를 주장하였고，
노예문제를 언급함으로써 납부의 지지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고자 했던 것이다 (Witcover

2(03)
6) 자유지역당은 노예제도가 금지되는 자유지역을 주창하는 정파의 조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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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에서의 전당대회의 구축이었다. 지방 선거구(precinct) 에서 당원들은

후보자를 선출하고 정강을 만들고 주요 논쟁점들을 정리하였다. 주 전당
대회에서는 이를 수합하여 주 차원에서의 정강을 수립하고， 정접인 전국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였다， 민주당에서는 후보 지명전에서
승리자가 전체 대의원의

2/3

이상의 표를 얻어야 후보로 선출되었으나， 신

생 정당인 공화당은 민주당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 공화당의 경우 전당
대회에서 4번 정도의 투표를 통해 후보자를 선출하게 됨으로 인해서， 전당

대회 전략의 획기적인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다. 한편 민주당의 경우에는
1856년 6월 전당대회에서 연방 의회가 미국 영토에서의 노예문제에 관여
할 권한이 없으며， 연방의 힘은 제한적인 것으로 주 정부들에 의하여 명시
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민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제헌헌법의 근본

취지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는 정강을 채택하였다(Bain

and Parris 1973).

같은 달 공화당도 전당대회를 갖고 캔자스를 노예금지주로 할 것과 의회
가 연방 영토에서의 노예제도와 복혼 (polygamy) 을 금지할 전권을 가졌다

는 정강을 채택하였다 비록 1없6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하였

지만， 이는 현재 미국의 정당 체제인 민주당-공화당 체제의 시발점이 되었
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듬해인 1857년 경제의 침체가 변화 재배 중심
의 남부는 영국 시장을 겨냥할 수 있었으므로 별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제조업 중심의 동북부는 크게 타격을 입게 되었는데， 지역적으로 상이한

산업구조에 따른 관세 정책 등의 입장차이로 민주당내의 지역적 골이 깊
어졌으며， 상대적으로 1858년 의회선거에서 공화당은 약진하게 되었다.

1860년 찰스턴( Charleston) 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노예문제를
둘러싸고 남부와 북부가 심한 분열상을 보였다. 민주당은 결국 대통령후

보를 선출하지 못하고 전당대회를 볼티모어에서 다시 개최할 것을 결정하
고 해산했으나， 남부 민주당 분파는 그들만의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데이비
스 결의안에 기반을 둔 정강을 통과시켰다，7) 1860년 6월에 볼디모어에서

7)

데이비스

결의안이란

미시시피(Mississippi)의

민주당 상원의원인

제퍼슨

데이비스

(Jefferson Davis)가 상원에 상정한 결의안(Resolution)으로 노예권을 보호하는 것을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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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당대회가 속개되었으나 찰스턴 전당대회에서 퇴장했던 남부의

대의원들을 입장시킬 것인가 입장을 금지시킬 것인가의 논란이 생겼고， 더
글러스를 중심으로 하는 북부는 알라바마와 루지애나주 대의원들을 제외

한 다른 남부의 대의원들의 전당대회 참석을 허가하기로 했으나， 이러한
선별적 전당대회 참석허가는 남부의 불만을 사게 되었다. 버지니아 주의

항의에 다른 남부의 대의원들과 오래건과 캘리포니아주의 대의원들이 동
의하여 집단적인 불참을 결행하였다. 결국 전체 대의원의 40% 에 해당하는
대의원들의 불참으로 더글라스는 두 번의 투표에서 당규로 정한 전체 대

의원의 2/3의 지지를 얻을 수가 없었다. 그에 따라， 전체 대의원이 아닌 출
석 대의원의

2/3

이상의 득표로 더글라스가 대통령 후보로 선임되었다는

결의문을 전당대회에서 채택하게 되었다(B떠n

and Parris 1973).

아울러，

더글라스는 영토내의 노예문재는 대볍원의 결정에 따라야한다는 정강을
체택하였다. 남부를 포섭하기 위하여 남아있던 남부출신의 대의원들에게
부통령 후보 지명을 의뢰하였고

그들은 알라바마 출신의 피츠페트릭

(Be띠뻐lÌn Fitzpatrick) 을 지명하였으나， 피츠페트릭이 이를 거부하여， 민
주당 전국 위원회(Democratic

(Herschel V.

National

Committee) 에서 조지아의 존슨

Johnson) 을 부통령 후보로 재지명하게 되었다. 한편 찰스턴

에서 재차 남부만의 전당대회를 개최한 납부 민주당은 현 부통령인 브래
킹 리 지 (John

C.

Brec떠nridge)를 대 통령 후보로 지 명 하고， 의 회 에 의 한 노

예제의 보호를 정강으로 채택하게 되었다(Roseboom

1964),

잭슨의 민주당

은 결국 두 개로 분열되게 된 것이었다.

1860년 시카고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링컨 (Abr때am Linc이n)

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고 미국의 모든 영토 내에서 자유의 보편적 조건
을 정강으로 채택하고， 보호관세， 국토개발， 태평양 철도의 건설， 가산압류
면제법 (homestead law) 의 제정을 정강의 말미에 언급함으로써 8) 북부 민
로 하며 상원의 민주당 코커스 (caucus) 에서 지지되었다 납부만의 전당대회에서 이러한
데이비스 결의안에 기반을 하여 정강을 제정하였다.

8) 정강에 보호관세， 국토개발， 태평양 철도의 건설， 가산압류 연제법을 추가함으로써 1劉년
공화당은 반노예주의자들의 정당일 뿐 만 아니라 순아메리카(Know

Nothing)

주의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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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후보인

Breckinridge) 와 헌법연맹당(Constitutional

브래킹리지(John

Union Party)

C.

후보인 벨(John

Bell)9) 과의 4파전에서 승리하게 되는 기초를 닦게 되었다.

3.

남북전쟁과 공화-민주 양당 체제로의 변화

노예폐지론자인 링컨과 공화당의 집권을 용인할 수 없었던 남부는

1861

년 2월 알라바마의 몽고메리 (montgomery )에서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제
창아래 미시시피， 플로리다， 알라바마， 조지아， 루지애나， 텍사스의 7개 주
의 대표들이 모여서 남부연방 (Conferate

States of

America) 의 헌법을 제

정하고 미연방으로부터 탈퇴를 선언했다. 남부 민주당원들은 새로 탄생한
연방과의 연합을 공공연히 했으나， 북부 민주당원들은 링컨의 전쟁 노력을

지지하게 되었고， 이들을 수용하는 제스처로써 공화당은 당명을 국가연맹
당 (National

Union

Party) 으로 개명하였고， 전쟁에 승리하기 위하여 구민

포함하는 정당이 될 수 있었다. 1856년 선거에서 북부 주들을 민주당에 잃은 이유가 순아
메리카당의 지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음을 인지한 공화당은 1쨌년 선거 당시 당내
유력한 후보자였던 뉴욕의 시워드 (WiJliam

H.

Seward)가 순아메리카당의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없다는 점에서 그들의 지지를 얻어앨 수 있는 링컨을 후보로 선출하게 되었던 것이
다， 순아메리카당은 이민자들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공무담임권을 제한함으로써 순수한
미국출신의 백인들이 정권을 잡아야 한다고 믿는 북부 백인의 조직으로 이주민들인 아일
랜드 출신들을 싫어하는 반아일랜드(마lti - Ireland) 정서와 반천주교(바lti-Catholic)가 강한
결사체였다(Gould 2(03) 순아메리카당(암lOW→Nothings)은 원래 루지에나(Louisiana) 에서
원주민당 (Native American P따ty) 으로 출발하였으나 점차 북진하여 1없4년에는 뉴욕시장

과 6명의 의원들 배출하였다. 이들이 순아메리카당(Know-Nothings)으로 불리게 된 이유
don't know)고 대답한데서

는 정당의 활동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 웅답이 잘 모르겠다(I

기원하였다. 노예문제보다는 원주민(미국 수립이전의 이주자들)에 관심이 있었던 이들은
1856년 대통령 선거에서 자당 후보를 내세우긴 했으나 남부와 북부의 분열로 말미암아
결국 민주당 후보의 당선에 공헌하게 되었다 (Witcover

2(03).

9) 제일 먼저 후보를 지명한 것은 헌법 연맹당이었다. 구 위그당의 분파와 온건한 납부인， 전
향한 순아메리카당원과 노예제에 강하게 반대하지 않는 공화당으로 구성된 헌법연맹당의
목표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연맹(미연방)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전당대회
에서 그들은 재산권은 연방 의회나 주 의회에 의하여 부정될 수 없으며， 재산권 보장이야
말로 연방정부의 의무라는 내용의 정강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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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더글라스를 비롯한 많은 북부 민주당원들이 가입하

게 되었다. 이렇게 전쟁에서 한마음으로 링컨을 지지하는 민주당 분파를
전쟁 민주당원 (War Democrats) 라고 불렀다. 하지만 상당한 수의 민주당

원들은 미연방을 구하기 위한 전쟁에는 찬성하나 전쟁을 수행과 국내 문
제들에 대하여 링컨에 대한 반대를 체제 내에서 계속했고 이들은 평화 민
주당원 (peace Democrats) 라고 불리 게 되 었다.1 0) 평 화 민주당은 1862년의

중간 선거에서 32석의 의석을 얻게 되었고， 이를 유권자들이 연방의 수호
를 원하지 노예 해방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로 해석하고， 계속적으
로 노예제 철폐의 정부 입장을 취소토록 압력을 가하였고， 남부를 연방을
캔 배신자로， 링컨을 노예 해방을 가져오는 배신자로 비난하였다.
1864년 대통령 선거를 위한 전당대회에서 링컨은 대통령 후보로 재 지

명되었고， 전쟁 민주당원을 포용하기 위하여 공화당이라는 표현을 자제하
고 국가연맹당 (National

Union

Party) 의 기치아래 단결을 주장하고， 현임

부통령 대신에 전쟁 민주당원인 테네시 (τennessee) 출신의 존슨(Andrew
]ohnson) 을 러닝메이트로 지명하였다. 민주당은 아직도 보이지 않는 전쟁
의 승리와 잭슨 대통령 이래로 아무도 재선에 성공하지 못했으며， 중간 선

거에서의 약진에 고무되어 전쟁 영웅인 멕클래란(않orge McClellan)을 대
통령

후보로，

러닝메이트로 평화민주당원인

오하이오 출신의

팬들톤

(George Pendleton) 을 지명하였다. 민주당은 정강에서 링컨의 전쟁업무와，
자유권의 침해， 연방유지보다 노예 해방을 중시하는 노예 해방령을 비난하
면서 흑인의 북부군 편입을 반대하고 승리 없는 평화를 위해 연방의 복원
이 중요하다고 명시하였다. 전쟁 민주당파는 정강을 수정해야한다고 민주

당 전당대회 의장인 벨몬트(August Belmont) 에게 압력을 가하였고， 대통

10)

전쟁 민주당원들은 더글라스가 48세의 젊은 나이로 죽게 되자 그를 대신할 구심점을 갖

지 못하게 되었다 링컨은 많은 전쟁 민주당원들의 지도자들을 군의 요직에 임명하여 그
들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반면 평화 민주당원들은 계속적으로 전쟁은 미연방을 구하기 위
한 것이지 노예제의 폐지를 위한 것은 아니어야 한다고 링컨을 공격하였다 이에 대해 링
컨과 연맹당(구공화당)은 미연방의 수호를 넘어서 노예제 폐지가 중요한 목표라는 것을
명시하였다 (Witcover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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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후보인 멕클레란은 정강을 수정하여 전쟁에서의 승리를 노린다고 천명
하였다(Binkley

19(2) ,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난 하루 만에 북군이 결정적

인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링컨의 전쟁 수행 능력에 대한 비판이 설득력을
잃게 되고， 링컨이 전체 유권자의 55%의 지지를 얻으면서， 3 개 주를 제외
한 나머지 주에서 전승함으로써 선거인단의 대부분을 가지게 되었다. 아

울러， 국가 연맹당(구 공화당)도 상， 하원에서 크게 압승을 거두면서 링컨
과 공화당이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Friedrnan

1973),

하지만 민주당도 전

국 위원회 위원장인 벨몬트의 지도아래 열성 당원들을 조직하고 중요 주
에서 강력한 조직의 기틀을 만드는데 성공하여 대통령 선거에서 45%의

지지를 얻어 낼 수 있었다. 이러한 민주당의 조직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1865년 4월 9일 남북 전쟁이 끝나자 전쟁 승리의 열매는 국가 연맹당(구
공화당)과 전쟁 민주당원들에 게 돌아가고 민주당은 고전을 하게 되 었다.

민주당은 의석은 전체 의석의 1/3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북부에서 유일하
게 민주당 주지사를 배출하였던 뉴저지마저도 선거에서 짐으로써 북부 지
역에서 한 주의 정부도 구성할 수 없게 되었다. 종전 5일 만에 링컨 대통
령이 저격당해 사망함으로써 구민주당 전력의 앤드류 존슨 부통령이 대통
령직을 수행하게 되자， 전쟁 민주당 계열이나 평화 민주당 계열은 민주당
의 복원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생각했으나 존슨 대통령은 공화당과의 연

계를 분명하게 했다. 존슨 대통령이 전후 남부를 연방의 일원으로 받아들
이고 복구사업을 펼치는 과정에서 링컨 대통령의 유화적인 정책노선을 계

승하였으나， 이에 불만을 가진 급진적 국가 연맹당(공화당) 세력은 좀더
강력한 남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중요한 국가적 의제는 노예
였던 흑인들의 참정권 문제였다. 남부와 민주당은 노예 해방은 용인해도
흑인의 참정권은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했다. 해방된 노예의 권
리에 대하여 공화당 의회와 대통령은 갈등 관계에 있었다. 남부의 지주와

해방된

노예와의

계약 과정을

규정하고 차별을

감시하는

Bureau

Bill 이 의회에서 통과 되었으나 존슨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였

Freedrnen

고， 해방된 노예의 시민권에 관한 법률에도 거부권을 행사하였으나，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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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3의 찬성으로 이를 법률로 확정하였다. 또한 수정헌법 14조는 비록
해방된 노예의 참정권에 대한 명시를 하지 않았으나 정치적 권리를 제한

하는 주들을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게 되

었다. 전쟁 민주당파는 연맹의 유지를 위해 전쟁한 것이지 흑인에게 참정
권을 주기위해서 전쟁에 참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잭슨 대통령을
중심으로 전쟁 민주당， 평화 민주당， 남부， 온건한 공화당으로 일종의 연합

을 구성하여 급진적 공화당파에 대항하였다(McKitrick

1988) ,

이러한 정치

적 연합의 결과 잭슨 대통령은 X없8년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다. 납부에

서 공화당은 남북전쟁 직후 잠시 의석을 확보할 수 있었으나 이는 일시적
인 것이었고 1877년까지 민주당의 독주가 계속되었다.

4.

전보쭈왜 운톰 (Progressive moveme 뾰t)팩
늄탤 (New Dea l) 연활

민주당이 소농장주와 도시 노동자의 연계를 이루어내는데 실패한 반면

에， 공화당은 새로운 산업구조의 정당으로 일체화하는데 성공하였고， 1896
년 공화당은 30년간의 공화당우위시대를 열었다. 도시화와 산업화는 미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고 공화당은 새로이 힘을 얻어가는 사회계
층을 지지기반으로 만드는데 성공하였다. 농업 우선 정책과 산업주의간의

전쟁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1896년 선거에서 농업중심의 민주당은 패자가
되었고， 산업회의 기수인 공화당은 승자가 되었던 것이었다. 이 시기의 공

화당-민주당 경쟁은 거의 실종되었고 주별 정당 조직을 보면 남부 지역의
민주당과 북부의 공화당이 지역적으로 양분을 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 눈

여겨 볼 수 있는 제 3당으로는 민중당(Populist

Party

혹은 People’sP따ty) 과

진보주의 정당(Progressive P따ty) 이 있었다.
민중당은 민주당의 분파로 서부와 남부의 농촌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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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정치 경제적 개혁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 1892년 민중당의 정강
을 보변 화폐 공급의 확대， 철도의 국유화， 농부에 대한 여신의 확대， 소득
수준별 소득세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그들은 또， 상원의원의 간접 선거가
아닌 직접 선거， 직접 예비선거와 국민 발의와 국민 심의， 단임제 대통령
제， 여성 참정권 도입 등 매우 획기적인 정치 개혁안을 내놓았다. 민중당

은 1892년 선거에서 약진을 했는데 몇 주의 주지사와 하원의원의 당선과
22 명의 대통령 선거인단을 확보하였다. 결국 민중당과지지 기반이 같은
민주당은 민중당을 흡수하면서 이들의 영향으로 무제한적인 은화제조 등

민중당의 정책을 정강에 반영하였다. 민중당의 민주당으로의 유입은 사회
경제적 정책과 당 정강의 측면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간극을 더욱 뚜렷
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공화당의 분파인 진보주의 운동가들(Progressives)은 산업화에 반대하
지는 않으나 정당의 지도자와 파당 정치에 제한을 가하려고 하였다.

1912

년 공화당 정권인 테프트 (Taft) 행정부에 불만을 느낀 데오도르 루즈벨트

(Theodore

Roosevelt) 가 출범 시 킨 진보주의 정 당은 훌륭한 시 민은 정 당과

같은 매개제도 없이 직접적으로 좋은 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정당을 부정하였다. 그 결과 진보주의자들은 국민 헌법 개정 제안권， 심의
권， 직접 예비선거에 의한 후보자 지명， 국민 소환권 등의 개혁을 주창하

였다. 정당 조직은 주정부에 의하여 제한되었으며 비밀 투표와 유권자 등
록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이 개정되었다. 이들은 공화-민주 양당을 부패권
력 추구자들이라고 비난하면서， 기업 이익에 대한 연방정부의 규제와 의료
보험과 사회 보험 등의 사회보장 정책을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하

였다. 정당 개혁뿐만 아니라 사회개혁도 중요한 목표중의 하나였는데， 자

본주의의 문제에 수정을 가하고 미성년 노동을 금지하는 법안 등을 추진
하였다. 몇 개 주의 시장 선거에서 진보주의자들은 정당 선거를 몰아내는

데 성공하였다. 하지만 이들의 주요한 운동의 장은 연방정부가 아니라 주
정부와 지방정부였고， 이들은 주와 지방의 정당 조직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왔고 이는 중앙당에도 영향을 미쳤다. 오스틴 렌니 (Austin Ranney)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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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자는 진보주의 운동을 평하기를， 진보주의자들의 개혁은 오늘날의
정당의

모습을 가져오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하였다고 하였다(없nney

1975).
1930년대는 루주벨트에 의 한 뉴딜 연합의 성 립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의
재정립이 일어나게 되었다. 대공황에 맞서기 위해서 의회로부터 전례에

없는 권한을 위임받은 루즈벨트의 경제 사회적 정책은 기존 민주당의 핵
심 세력인 전통적 남부와 천주교 도시거주자에 노조， 흑인， 유대인을 또
다른 연합세력으로 연계시켰다.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입법들은 흑인들이

링컨의 정당인 공화당을 떠나서 민주당 귀속감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
다. 본격적으로 복지국가와 경제 규제가 국가적 화두로 자리 잡게 되었다.
1936년 민주당은 전당대회에서 후보 지명자가 2/3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는

2/3

규정을 철폐하였다.

2/3

규정은 남부가 1/3만으로도 잠재적으

로 후보자에 대한 거부권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였으나 이 규정이
철폐되고 다수결로 바뀌게 됨에 따라 남부의 대통령 후보에 대한 잠재적
거부권이 상실된 것을 의미했다. 1950년대에 양 정당은 지방 조직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정당의 전국적 후보 지명자에 대한 지방이나 주 조

직의 공개적인 반대를 약화시키려고 했다. 이러한 개입의 정도는 점점 강
력해져서 전당대회 대의원의 선출 방식과 대의원의 자격 조건에 대하여도

중앙당에서 간여하였다. 지방 조직의 반발과 대의원의 본래 취지에 어긋
남에도 불구하고 양당은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중앙당을 중심으

로 당이 하나가 되 어 야 한다는 점 을 역 설 했다(Ippolito 때d

Walker 1980).

사회와 기술의 발전은 정당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전통적인 머신 정치를
약화시켰다. 대표적으로 TV와 여론조사는 정치인들이 직접 대중과 접촉

하여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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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덜의 붕괴와 의회개혁

정당 개혁은 의회 개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는 정당의 지도부가

대부분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결국 정당의 목적이 선거에서 이기고 그
들이 원하는 정책을 펼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의 개혁은 의회와 개
혁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1950년대를 기점으로 전통적인 뉴딜 연합이

깨지면서， 민주당은 분열을 맞게

된다. 특히

시민권 운동 (civil

right

movement) 이 흑인들의 정치적 권리와 사회 경제적으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 그리고 교육의 권리를 위한 운동으로 전개 되면서 그에 맞서는 대
연합(Grand Coali디on) 이 결성되었다. 이는 공화당과 남부 민주당의 다선

의원들이 연합하여 민주당의 법안들을 저지하기 시작한 것을 가리킨다.
상임위 위원장들이 소위원회의장을 임명하고， 한 의원이 여러 개의 소위원
회의장을 겸임하게 되어있었던 의회의 구조는 의회에서 상임위 위원장들
의 강력한 권한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였다. 그런데 상임위원장이나 소위
원회의장은 선임자 원칙에 의하여 다선 중진 의원들이 맡게 되어 있었는
데， 민주당의 경우 남북전쟁 이래로 지역주의에 의하여 남부 출신의 의원
들이 다선이 많았고， 이 들이 주요 상임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

들은 고의적으로 상임위에서 법안을 본회의로 올리지 않고 계류시키거나
폐기하거나 혹은 공화당의원들과 연합하여 반대표를 던짐으로써 부결시키
곤 했다. 1968년 동북부 지역에서 당선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민주당연
구회의(Democratic

Study

Group) 를 형성하여 1970년대 의회개혁을 통한

정당개혁의 중심이 되었다. DSG는 소위원회의장의 겸직 반대와 선임자
자동 승계 원칙의 철폐， 소위원회의 법안 심사 기능 강화， 당론에 의한 투
표 등의 개혁을 주장했다. 개혁은 성공적이었고， 의회에서의 투표현황도
정당의 내적 단결이 증가되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남부의 의원들
이 시민권 법안 등에 대해 당론에 의한 투표를 한 점 보다는， 흑인의 민주

당 유입과 시민권의 확대에 대한 남부 백인들의 정서에 기반을 둔 남부
백인 의원들의 공화당으로의 당적 변경이 더 큰 영향을 끼친 결과라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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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때용E홉 후뾰 얘 E옆 팩점빽 째핵

19세기 대통령 후보 지명은 소위 King Caucus 라고 불리는 의원총회에

서 이루어졌으나， 점차 주와 지방의 정당 지도자들과 당관료들이 참석하는

전당대회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1뼈년대 초의 진보주의자들(암ogressives) 은
전당대회에 참석하는 대의원의 선출이 폐쇄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유권자들
의 의사가 반영되는 직접 예비선거의 도입을 주장했다. 사회 경제적 변화
는 유권자들의 대통령 후보 지명에 대한 불만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고， 유
권자들의 교육 수준의 증가와 도시화와 도시주변의 교외지역의 인구 증대

는 유권자들의 표가 동둥한 가치를 지녀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새

로운 정치 신인의 유입을 가져요는 주 선거구 변화를 낳게 되었고， 이들은
대통령 후보 지명 과정의 변화의 핵심 추진세력이 되었다. 1뻐8년 이래로
민주당은 직접 예비 선거의 확대， 여성과 소수인종의 대의원 증가， 승자가

주의 전체 대의원을 독식하는 제도( winner-take-all) 의 철폐， 전국 전당대
회에서의 대의원들의 법적 구속력 11) 등을 통한 후보 지명 절차의 개혁을

추진해왔다(W때‘er

1984).

1970년대의 개혁은 주로 민주당 최고 위원회

(Democratic commission) 에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졌다. 직접 예비선거의
확대가 가장 중요한 개혁의 결과물이었다. 민주당 최고 위원회는 또한 주

대의원들의 반을 여자로 선출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였고， 소
수인종의 충원도 강력하게 권고하였다. 그 결과 오늘날 많은 소수인종과

여성 대의원들이 전당대회에 각 주의 대표로 참여하게 되었다. 하지만 대

11) 대의원들이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고 그들이 지지하겠다고 밝힌 후
보자에 반드시 투표하도록 법적인 제제를 가하였다. 이는 대의원이 개인적 소양으로 선출
된 것이 아니라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가를 기준무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이를 어겨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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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의 자율적 의사 투표권을 배제한 개혁은 대의원들을 거수기화 하는

문제를 가질 수 있다.

7.

결롱

역사적으로 정당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오늘날의 정당 개혁의 움직임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미국 정당의 변화
와 개혁은 산업화나 도시화 혹은 경제 불황 둥 사회 경제적 변화에 따른

유권자들의 새로운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그 대응의 역사였다. 정강 정책
은 그러한 변화를 수용하고자 하는 노력을 그대로 답고 있었고， 그 변화에

따르지 못한 정당은 퇴장하거나 새로운 정당의 필요성이 대두되고는 했다.

그 가운데서 전당대회나 전국위원회 당 최고 위원회는 개혁을 주도하거나
개혁의 대상으로 많은 변화를 맞게 되었던 것이다. 정당의 개혁은 결국 의
회의 개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또한 후보 지명 절차나 예비 선거 제
도의 변화와 연계 되어 있다. 이 논고는 정당 변화에 대한 역사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고하고 정당 변화를 사회 경제적 변화의 대응으로 설명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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