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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08년 공화당 예비선거: 

공화당의 선택과매케인 

유 생 진 

(이화여대) 

미국 대선과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후보경선은 미국 쟁당제제의 독특한 

산물의 하나이다 많은 이들이 지적하듯 미국의 정당체제는 유럽의 그것과 

달리 광범위한 사회세력들올 지지기반으호 하고 있으여. 규율과 조직을 강조 

하기 보다는 ‘공공의 도구{public utiliti않)’로서 성장해왔다 ” 특히， 미국의 
후보경선은 1972년 제도개혁올 통해 당원 뿐 아니라 비당원에게도 후보 선택 

의 의사절정권한을 부여하는 국민경선형태의 방식(primary-type election)21 

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이에 따라 일반 유권지들의 영향력이 커지연서 관 

심이 증대되어 왔다 31 

1) Leon Epstein , Po!itic./l! Parúes in the AmericnD MoJd (Wisconsi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86) 

2) 정당의 대용령 후보를 홈는 경선은 흉상 얘비선거(primary election) ’이라 일걷어 

진다 이러한 용어는 예비선거(primary election)가 실시되는 방식 총 하나인 ’국 

민정선방식(prima.ry-type election)‘과 정쳐져 혼흥율 가져용 수 있다 이애 온 

논문에서 예비선거’이라 항은 대용령 후보릅 홉는 정선올 지칭하며， 일반 유권자 
등로 참여대상올 확산한 정선방식은 ’국민경선방식’로 표현한다‘ 

3) 대션과 달리 연방의회선거에서는 휩씬 이른 시기에 국민경선방식(primary-type 

elect i on)이 도입되었다 연방의회선거에서 국띤경선방식의 도잉은 1900년융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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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에서 후보경선은 그 자체로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 

선‘ 본선에서 정쟁한 후보자들을 최소로 압축함으로써 대통령 선거의 기본적 

을{frame)을 구성한다. 둘째， 대흉령 후보경선과정은 유권지들에게 잡재적인 

대권 후보뚫 검중할 수 있는 일써인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대권 후보 

군〈때의 압축과 검증과정은 미국 정치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 

한 정보를 제공한다. 셋째 정당 내부의 경쟁이기 때분에 유권자들의 선택은 

정당일체감보다는 후보자 개인에 대한 선호와 당선가능성에 대한 고려 둥에 

큰영향을받는다. 

매케인과 오바마로 압축된 2008년 미국 대통령 후보경선의 결과는 대단히 

특이한 양상을 가져왔다 우선. 임기제한으로 현직 대통령이 재출마할 수 없 

고 현직 부통령 또한 경선에서 배제됩으로 인해 역사상 흔치 않은 공석선거 

(open seat election)의 구도를 결과하였다 4) 또한 현(쩌j 행정부에 대한 지 

지5:.7~ 매우 낮고 민주 공화 양 당이 첨예하게 충톨하고 있는 상황 속에 진 

행되었다. 그리고 정치적 소수자였던 혹인과 여성이 주요 대권후보로 동장 

하였다는 정도 역사상 유려l없는 상황이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이 오바마와 

클린턴이라는 두 유력 대권주자들의 경쟁 속에 유혜없이 오랜 경선과정을 거 

친 반연， 공화당은 경선 초반부터 판세를 주도했던 매케인이 상대적으로 손 

쉬운 숭리를 거두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5) 

이 글은 2008년 미극의 대통령 후보경선과정올 공화당의 경선과정에 집중 

하여 살펴볼 목적으로 쓰여졌다. 공화당의 경선과정이 논의의 초점이 된 이 

유는 경선이 일찍 끔난 까응M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지 뭇하였고. 현 

한 소위 ‘진보주의 시대(progressive era) 에 생당재도 개혁의 일환으로 시작되었 

나 이 세도의 역사진 도엽과정과 미팍 정치에 미친 영향에 관한 간절한 해식으로 
는 엠스틴(Epsteill 1986)‘ 륙허 6장을 보2f 

4) 2008년과 유시한 공석선거의 가장 최근 사혜는 1952년애 목도되었다 당시의 대용 
령 후보였던 민주당의 스티븐슨{Adlai E. Stevenson)은 일리노이의 주지사였고 공 

화당의 아이젠하워(o.ight D. Eisenhower)는 정치경험이 일천한 직업군인이었다 
5) 때케인이 3월 4일 일찌강치 공화당의 대선후보로 확정되었던 반연‘ 오바마는 이보 
다 3개월이 늦은 6월 3일에 이르러서야 "1로소 정선숭리블 공식적으로 선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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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에 대한 지지5'.7r 낮은 상빵써 집권 여당인 공화당의 선택이 미국 

정치 환경의 변화라는 관섬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었다고 생각하 

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적을 염두에 둔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U장에서는 2008 

년 공화당의 경선을 그 방식과 일정， 결과를 중심으로 살며본다，Il1장은 미 

국 대통령 후보경선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제도적 특성과 유권자의 선돼이 

라는 측면에서 검토한다 rv장은 유권자들의 선택에 초정을 맞추어 공화당 

경선 주요 후보들의 지지자들은 누구인지 살며본 후， 중요한 이슈에 대한 유 

권자들의 입장과 후보자 선택을 알。}옴으로써 애케인 숭리의 원인이 무엇인 

지 추적한다 V장은 공화당의 선택이 미국 정치 환경의 연빡는 측연에서 

주는 합의가 무엇인지 논의함으로 글을 마치과 한다 

n. 2008년 공화당 대흉령 후보정선 
공화당 대통령 후보경선은 각 주 단위로 실시되는 예비선거(primarγ 

election)를 흉해 진행된다 6) 경선절치는 공회당 전국위원회가 부여한 지침7) 

6) 엉밀히 말해 예"1신거는 후보가 아니라 공화당 전국전당대회(Republican Na t.ional 

Convention)에서 부요권용 행사한 대의원(delega‘아올 선발하는 자리이다 그러나 

선정된 대의원틀은 대부분 소속 주의 선거결과에 따라 지지후보용 선택하므로 실 

질적인 자융성융 갖지는 옷한다 주 단위의 대의원 션충과 이툴얘 의혜 대용령 후 
보가 결정되는 방식은 역사적으로 1832년에 처음 도입‘ 지속되었다. 주 단위 정선 
제도에 판한 간컬한 설명으로는 Pa띠 R. Abromson, John H. Aldrich , and 

David W. Rohde. Change and Continuity Îll the 2004 81ld 2，α'J6 EJections 

(IJC: CQ Press , 2007) 2상올 보라 
7) 지칭의 공식명칭은 ‘〔써 11 for the 2008 Republi c:an Nat ional Convention’이며 

2007년 11월 9일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jRobert M, "Mike Duncan)의 명의로 
공표되었다. 이 지칭은 공화당 전당대회에의 갱어대상， 장여방식. 경선일정애 관한 
규척과 처벌조항 풍으로 구성되어 있다 Robert M. -Mike- Duncan. ~Call for 

the 2008 Republican Nation떠 Convention-, Repuhlican National Committee, 

November 11 , 2007 ‘ www.gop.com/images/2008_CaII_FlNAL 여I (검색일 2ω8 
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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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큰 틀이 결쟁되는데 그 핵싱내용 중 하나는 각 주에 할당될 대의원 

틀의 수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이다 공화당의 경우 각 주에 할당된 대의원들 

은 크게 네 가지 범주로 구성된다 우선 각 주는 관할 하원의원 선거구 마 

다 세 명의 선거구 대의원(district level delegatesJ올 할당받는다. 둘째. 모 

든 주는 인구수에 관계없이 각각 10명의 전주(ft:I에 대의원(at-l어'ge deleg와es) 

을 할당받는다 또한. 몇몇 주는 몇 가지 조진8)에 따라 추가로 대의원올 할 

당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각 예비선거 관할 지역구S)에 세 명의 대의원(두 

명의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원과 주 공화당 의상)이 자동적으로 할당된다 

간단히 말해 대용령 후보경선과정은 위와 같이 각 주에 할당된 대의원 확 

보를 위한 후보자들의 경쟁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하지만 공화당 전국위원회 

에 의해 부여된 지칩은 매우 일반적인 규칙또떨 제시하고 있고 구체적인 경 

선방식과 일정 퉁 실무적인 시항은 각 주의 공화당 위원회(Republican state 

committee)의 재량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배우 복~하다， 따라서 이 정에서 

는 공화당 경선제도의 특정과 일정을 간략하게만 서솔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논의한다 

1. 경선방식과 월정 

일반적으로 미국의 대통령 후보경선은 경선의 망식에 따라， 그리고 대의원 

배분방식에 따라 구분된다 경선방식에 따른 구분을 보연 이는 크게 국민정 

선방식(primary-type)과 전당대회방식{caucus or convention)..2.로 나눌 수 

있다 국민경선방식은 유권자들이 투표소에 가서 지지후보를 선태하는 방식 

(election- type selection process)인더1. 해당 정당에 둥록된 유권자들연}이 

창여하는 예쇄형(closed primarγ)과 그 지역의 모든 유권자들이 참여할 수 

81 구셰척인 초건은 다옹과 갇다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인 경우. 연방상월의원이 공 
화당 소속인 경우， 연방하원에 혜당 주 소속 하원의원들 중 공화당 의앤이 과반융 
념는 정우 주 의회(하원이나 상웬에서 공봐앙이 다수당인 경우 이전 대풍령 선 
거에서 공화당 후보에게 다수표를 던진 정우 Ibid .. 2-4 

9) 50개 주와 DC. 푸에르토리코 광 미국령 사모아 버진 군도， 욱마리아나 군도가 
이애혜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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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개방형(open primary)로 세분된다 전당대회방식은 국민경선방식보다 

훨씬 복」빼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역"1 폐쇄형 혹은 개방형으로 세분된다 10) 

후보경선은 대의원 배분방식에 의해서도 구분된다 대의원 배분방식은 크게 

‘숭자독직제( winner-take-머I meth여)"와 "tl l혜배분제(proportional process)’ 

로 세분되는데 비례배분져1툴 강제하고 있는 민주당과는 달라 공화당은 각 주 

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주마다 매우 다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11) 

이와 감이 미국의 대통령 후보경선은 각 주마다. 경선방식어l 따라 그리고 

대의원 배분방식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로 이루어진다. 특히. 공회당의 대통 

령 후보경선은 각 주의 공화당 위원회에 경선방식과 대의원 배분방식에 대한 

결정권한을 일임함으로써 매우 복」잡한 양상올 띠고 있으므로 이를 일반화하 

기란 어려우나 많은 주가 국민정선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절반 이상의 주에 

서 어떠한 형태로든 숭자독식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 특정으로 지적될 수 

있겠다 

한연， 미국의 대통령 후보경선은 주에 따라 시점을 두고 순차적으로 진행 

된다， 2008년은 많은 주들이 경선일정을 앞당겨 예년보다 일찍 정선이 진행 

되었다는 특정응 보였다 12) 공화당의 경우 1월 3일 아이오와를 시작으로 2월 

10) 2008년의 경우 35개의 주가 국민정선방식융， 11게 주가 전당대회방식융 채택하였 

다 그 외의 주율은 예외적인 방식읍 채택했는데 2개 주(워싱턴， 루이지애나)는 우 

방식옳 혼합한 형태촬 취했으여， 애리조나는 선호투표앵태훌. 웨스트벼지니。}는 
결선루g방식올 채택하였다. 그 외의 소규모 경선 지역구들응 DC를 제외하고는 

모두 전당대회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보다 구에적인 내용은 http://en.wikipedie 
。rg/wi k.i/Republi can_PartL%28United_8tates%29yresidentialyrimaries%2C_

2008올 융 것 (검색일 2008년 7월 30일)， 
11) 예컨대， 숭자욕식제의 경우애 몇몇 주는 해당 주를 단위로 하는 반연. 몇몇 주는 
하원의원 선거구흘 단위로 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비례대표제를 채해하는 주에 

서도 에슷하게 나타나며， 몇몇 주들은 대의원의 엉주{district level or at-large) 
애 따라 송자옥식제와 비례대표제를 혼용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숭자옥식제융 채 

택하는 경우에도 주마다 과반수 혹은 최다득표째를 판단기춘으로 삼아 애우 복잡 
한양상을 띠고있다 

12) 민주당은 1980년부터 1996년까지 대용령 갱선기간을 ‘3개월로 한정(three-month 
window)’하는 규정올 만들어 시뺑하였고(Of이요와와 뉴햄프셔는 예외)， 공화당의 
정우 그러한 규정운 없었지딴 같은 기간에 정선융 실시해 왔다 깨영 주들이 경선 
시기읍 앙당끼는 정향은 2000년부터 시작되는데 200011과 2004년의 경우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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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에 307H 주 이%에 경선을 완료하였고 3월 4일 오하이오와 텍사스의 경선올 

포함한 두 번째 슈퍼 화요일에 얘리조냐의 상원의원인 존 매케인이 대봉령 후보 

로 사실상 결정되었다 131 공화당 경선의 주요일정과 숭자는 〈표 1)과 짙다 

〈표 1) 2008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경선 주요일정 

일정 경선실시주 
대의원 

승리후보 비고 
수 

3 아이오와 40 허커비 

8 뉴햄프셔 12 애케인 

l 15 띠시간 30 롱니 

19 네바다.사우스캐콜라이나 34‘ 24 롬니‘ 매에인 톰슨사회 

29 융로리다 57 애케인 줄리아니 사퇴 

혀커비(5개주) 
2월7일 룡니 

5 캘리포니아; 뉴욕 등 21개 주* 1,081 매케인(9개주) 
사퇴 

롭니(7깨주) 
2 

9 캔사스 36 허커비 

12 -24 
OC, 버지니아， 

매케인 
위스콘신동 

4 
오하이요. 로드아일헨드‘ 88‘ 20, 

매케인 
매케인숭리선언 

3 댐사스， 벼몬트 •• 140, 17 허커비사퇴 

II 미시시띠 39 때케인 

4 22 앤실베이니아 74 매케인 

5 6 인다얘냐 노스’뿜~}<>l냐 57. 69 매케인 

’ 슈퍼 화요일‘ •• 두 번째 슈퍼 화요일 

공화당의 경선일갱은 각각 2월3일 -6월8일 2월3일-6월15일까지 4깨월여 동안 진 
행되었다 이에 비해 2008년은 l월3일에 시작되어 이전보다 한 달여 빼른데다 후 
보선출에 큰 영향올 미치는 주들이 경선일정율 앞당겼다는 점에서 차이률 보였다. 

13) 빠른 경선일정융 막기 위혜 풍회당 전국위원회는 어떠한 주도 2월 첫째 주 확요일 
(5일) 이전에 예비선거플 실시하지 못하도확 규정(Duncan. ~여1 for Ibe 2008 
Republican National Convention. , 12: R비e No. 16 소위 ‘ February 5 rule')하 

였으며， 이를 어긴 5개 쥐와이오명， 뉴햄프셔. 미시간， 샤우스캐올라이냐. 율로리 

다)에 할당된 대의원 수의 절반을 삭감하였다 그러나 역시 그 이션에 정선융 실 
시한 아이오와， 네바다. 루이지애나는 이 규쟁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 이는 이들 
이 대의원 선쟁을 위한 공식적인 전당대회블 2월5일 이후에 실시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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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션의 과생과 절과 

공화당 경선에는 총 잉명의 후보틀14)이 장가하였으나 경선이 진행핍에 따 

라 애케인. 허커비， 롬니 간의 대결로 압축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구도는 

경선이 시작되기 이전에는 예상치 못했던 결과였다. 공화당 경선과정올 보다 

폭넓게 살며봐 위해서 경선정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7년 7뽑부터 공화 

당의 주요 후보환I1 대한 여론조사의 추이((표 2) )를 살며보연 전(前) 뉴욕시 

장 줄리아니가 크게 앞서고 테네시 상원의원 프레드 톰슨과 매체인이 그 뒤를 

쫓고 있는 양상이었으며 이는 경선 바로 직전까지 이어졌음올 알 수 있다 1 5’ 

〈표 2) 주요 공화당 대통령 후보흙1 대한 여론의 지지추이 

지지후보 

조사일 매케인 허커비 흩니 
흘리이 

톰슨 미결정 
비고 

니 

2007/09 18 4 7 30 22 10 

2007/10 14 6 10 32 18 9 

2007 /11 13 10 12 28 19 9 

2007/12 14 16 14 21 14 9 

08/1/4- 6 19 25 9 20 12 9 

08/1/ 10-13 33 19 11 13 9 7 

08/ 1/30-2/2 42 18 24 7 
1/19 용슨. 1/29 

줄리아니후보시퇴 

08/2/8-10 53 21 7 2/7 륨니 후보사퇴 

08/2/21-24 61 23 6 

자료 USA Today/Gailup Polls.161 수치는 해당 열의 쩌샌트 

14) 얘패인(John McCain) 허커비(Mik. Huckabee) , 용니(뻐tt Romney)이외의 후보 

들은 전 워스곤신 주지사 용슨(Tomrny Thompson), 전 버지니아 주지사 깅R어 
(Jim GiI more) 상원의원 므라운백(8om Brownback) 전 뉴욕시장 울리아니 
(Rudy Giulianil , 하원의원 힘E\ (Duncan Hunterl. 탄크레도(Tom Tancredol 테 

네시 상원의원 톰슨{Fred Thompson) 엘리노이의 연호사 콕스(John H, Co'), 택 
사스 하원의원 플{Ron Pa비)이다 

15) 12월 중순 행혜진 여론죠사흘 보면 앙서자는 줄리아니흘 네 명의 후보가 10머센트 
이상의 격자툴 두고 쫓아가는 오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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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땅은 경선이 시작되연서 크게 변화하기 써t&뜯데 。1<>1오와 전당 

대회 직후 행해진 여론조사에서 예상외의 숭리를 거둔 허커비1 71가 선두로 부 

상하였고. 줄리아니와 매케인이 근소한 차이로 뒤쫓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1월 

8일 뉴햄프셔의 결과181는 매케인올 경선의 선두주자로 부상시켰으며， 이후의 

여론조사 결괴에서 알 수 있듯아 뉴햄프셔에서 확보된 매케인의 초반 주도권 

은 이후 경선과정에서 계속 강화되었다 결국 1월 29일 플로리다191에서 벌어 

진 정션을 통해 매케인이 공화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자리매김하였다.20) 

정선의 판가름은 2월 5일 슈퍼화요일에 벌어진 21개 쥐써의 경선결과에 

의해 결정되었다 총 21개 주 중 허커비가 5개 주， 롱니가 7개 주， 매케인이 

9개 주에서 승리하였는데， 대용령 후보 선정에 결정적인 캘리포니아， 뉴욕 

16) 설문문항은 다음과 같다 "1 ’ m going to read a Iis î. of people who are running 

in the Republican primary for president. After I read aJ[ t he names, please 

teJl ma which of tbose cand.ida tes you would be most likely to support for 
the Republi cBn Domiostion for presideot in 2008," www.po l1ingreport.com/w 

h08rep. htm (경색일 2008년 7월 31일) 

17) 아이오와 전당대회 결과는 허커비 34%. 홈니 25%‘ 애케인 13%로 나타났다 각 주 

의 경선결과는 뉴욕타임즈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옴융 
보라 ht:tp: / / pol i tics. nyti mes. comJ election- guide/20081 resul ts/ votes/i ndex. html 
(정색일 2008년 7월 21일) 

18) 뉴햄프셔에서 매에인 37%플 획득하여 32%플 얻은 홈니를 물리쳤다 둘 간의 객차 
는 단 5%에 지나지 않았으나 때사추세츠 주지사였던 릅니가 뉴햄프셔에서의 숭리 

블 위혜 종력용 7 1울였다는 정올 고려항 때 얘케인의 저력올 보여준 결과였다 
19) 플로리다의 정선철과는 매케인 36%. 룡니 31%. 줄리아니 15%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경선 직후 쏠리아니는 매케인 지지블 선언하연서 경선에서 사퇴하였다 그 직 
후 뉴욕타임즈는 경선 시작 이전의 선두주자였던 줄리아니의 경선설때 원인에 관 
한 흥미로운 분석올 내놓았는데 종리아니가 뉴욕용신이라는 정 사회이슈에 대한 

그의 진보척 입장， 복장한 깨인 사생활， 아이오와와 뉴햄프셔흘 동한시한 초반 선 
거션략의 실때 둥을 그 원인으료 융았다 또한 경선 직전 여흔죠사에서 냐타난 줄 
리아나의 놓은 지지용은 9/11의 처리과갱에서 전국책으로 알려진 그외 개인적 인 

지도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Michael Powell and Michael Cooper, a For 

Giuliani. 0. Dizzying Free-FaIr, New Yor.t Times, Januarγ 30. 2008. 
www.nytimes.com/2008/01/30/us/poli t ics/30giuliani. htmJ (겁색일 2008년 7월 
21일) 

2이 l월 31일 지지후보를 밝히지 않았던 캘리포니아 주지사 아놓드 슈월츠네거가 얘케 
인 지지블 공식적으호 선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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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뉴저지 둥 대형 주에서 매케인이 압용11을 거두어 경선에 매우 유 

리한 고지를 점령하였다 또한 슈퍼화요일의 경선결과는 매케인의 지지융을 

50% 이상으로 블어융리는 역할올 하였다. 이후의 경선은 매케인의 독주 속에 

싱겁게 진행되었으며22) 3월 4일 두 번째 슈머화요일에 매케인이 텍사씌 

오하이요에서 숭리를 거왕3)으로써 경선 숭리에 멸요한 대의원수를 확보하고 

실질적인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의 최종 

결과는 〈표 3)과같다 

정선후보 

승리한주 

〈표 3) 2008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결과~4) 

매케인 

31개 주，llC 

롬니 

11개 주 

허커비 

8개주 

용득표수 (머센트.) 19,902,791 (48,0%) 4,699,788 (22,8%) 4 ， 276，여6 (20,7%) 

확보대의원수 1. 563 272 282 

m, 후보청선애 관한 이론적 논의· 청선쩨도와 후보철갱요인25) 

선거는 대의민주주의 구현의 기본적인 제도로서 기능해왔기 때문에 일찍부 

터 정치학의 핵심 연구주제로 자리매김해 왔다. 그러나 대통령 후보경선은 

21) 각 대형 주들의 경선정과는 다용과 같다 캘리포니아 매케인 42%, 홈니 35%: 뉴 
욕 얘체인 52%, 룡니 28%: 일리노이 째게인 47%, 룡니 29%: 뉴저지 매케인 
55%, 룡니 28% 

22) 이후 벌어진 정선애서 매제인은 캔자스(Kansas)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숭려하 

였다 

23) 매케인은 텍사요} 요하이오에서 각각 51%, 60%를 획득， 38%, 31% 획득에 그친 
허커비를용리쳤다 

24) 공화당 경션승리에 필요한 대의원수는 총 2， 380명의 과반수인 l， 191영이다 최종 
경선결과는 htt]l : llwww， r잃Iclearpoli tics. com/ epol1s/20081 presi dentl republican _ 
delegate_count. html의 표를 창조하였응 (검색일 2008년 7월 31일) 

25) 이 장 특히， 경선제도에 관한 이흔적 논의는 유성진 조성대 '2008년 미국 대용 
령 예비선거J ， 미국정치연구회 연 '2008년 미국 대선옹 말한다 변화와 회망j 

(서올 오릅 2009)의 m장의 내용과 엘부 충복되었읍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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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선과 달리 선택의 대상이 많고 예측하기 어려운 연수들이 개입되는 까닭에 

관련 연구가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국민경선제도 

(primary- type election)라는 경선제도의 틀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1970년대 

초반 이후의 연구현황올 제도와 유권자들의 선택이라는 측연에서 간략히 검 

토한다 

1. 후보경선과정의 쩨도적 특성 

이론적인 차원에서 대통령 후보경선제도에 관한 연구는 1970년대 초반 국 

민경선제도(primaη-type election)의 전국적인 확산.26/ 이후 양적으로 앵창 

하였다 특히 두드러진 관심의 대상은 경선 초반의 주도권(momentum)의 확 

보여부가 최종후보선정에 미치는 영향인데 27) 이는 광대한 영토로 인해 몇 

개월에 걸쳐서 순차적(sequential)으로 이루어지는 미국 대통령 후보 경선과 

정의 현실에 기인한 바 크다 281 예를 들어 바텔(Larry M. Baπels)은 1976 

년 무명의 후보였던 띤주당의 카터(Jimmy Carter)7f 아이오와 코커스와 뉴 

햄프셔 경선에서 숭리함으로써 초반 주도권을 $빡했고 그것이 최종후보로 

선출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올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29) 

이렇듯 초반 주도권 확보가 대단히 중요한 이유는 경선초반에 우세를 보이 

26) 국띤경선방식이 확대된 배경에는 1968년 민주당 후보경선의 혼란이 자리하고 있다 
때카시(Eugene J. McC8rthy)S! 케네디(Robert F. Kennedy), 그리고 당시의 부동 

령 헝프리(Hubert H. Humphrey)간 경쟁으로 진행원 민주당 경선은 폭력과 혼란 
속에서 케네디의 암살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졌다 이에 민주당은 ‘액거번-프헤이져 

위원회(McGovern-Fraser Commîssion)‘의 안(~ì융 바탕으로 경선방식올 개혁하 
였고 1972년얘 확갱‘ 도잉하였다 Abramson et al. Change and Continuity. 
21-26 

27) 경선이 시삭용 알리는 아이오와와 뉴햄프셔의 결과가 종요한 이유는 바로 이 때분 
이다. 

28) John Aldricb, Be[orc> the Conventio.ι Strategies lJnd ChoJ~α~ m 
PresidentiaJ Nomination Campaigns (Chicago: Un.iversity of Chicego Press 
1980) 냐rry Bartels. Presiden t.ial Primaries and the Dynamics of Public 
Cboice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1988) 

29) l.arη M, Bartels, PresidentjoJ Primaries and the αYD8.J1ljcs of PubJic 
Choi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8). 17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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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후보에게 상대적으로 언론매체의 관심이 집중되는 과정에서 해당 후보에 

대한 긍정적인 정보가 양산되고， 그것이 그 후보에 대한 선호도와 ‘당선에 대 

한 기대감(electability)’을 상숭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유권자들이 이기는 쪽에 합서l하려는 경향 즉. 일종의 -연 

숭효괴{b없dwagon effect)"를 유발하기 때문에 경선초반에 우위를 확보한 후 

보들은 이후 전개되는 경선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고 설명된 

다 3이 또한 집중척인 언론의 관심은 이후 선거자금의 모금에도 긍정적 영향 

을 가져와 초반 주도권을 확보한 후보가 이후의 경선과정에서도 이를 확대 

재생산활 수 있는 기반을 차지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다고 주장된다. 31) 

한면 보다 최근의 연구들은 경선 초반 주도권 확보의 영향에 관해서 다른 

견해들을 내놓고 있다 메이어(William G. Mayer)에 따르면 초반의 선도자 

(front-runner)는 카터와 같이 무명의 정치인보다는 이미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으며 상대적으로 용부한 선거자금을 갖고 있는 후보인 경우가 많으 

며 1980년대 이후 그러한 정향이 훨씬 더 강화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코헨과 

잘러는 바텔의 논의가 최근의 경향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며， 1980년대 후 

반 이후의 미국 대선에서는 경선 이전부터의 선두추자가 초반의 주도권용 장 

악하는 경우가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2) 또다른 연구는 미국 대홍령 선거에 

30) Gary Orreo nnd Nelson W, Polsby , Media and Momentum (NJ: Chatham 
House. 1987): Larη Bartels , -Expec t.ations and Preferences in Presidentia1 

Nominnting Campaigns" , Americ811 Political Science Review 79 (1 985), 
804-14: .Candidnte Choice and the Dynamics of the PresidentiaJ 

Nominllting Process" , American Journal of PoJiticaJ Science 31 (1987). 
1- 30: 써an Abramowitz, -Candidate Cboice before the Convention ’ The 

Democrats in 1984", Polilic8J Beh8vior 9 (1987). 49-61: "Viability‘ 

Electability. and Candidote Choice in a Presidential Primary Election : A 
Test of Competing Models‘ Journ8J nf Politics 51 (1989), 977-92 

31) Clifford Brown. Lynda W. Powe l1, and Clyde Wilcox, Serious Money 
Fundraising Hnd Contributing in Presidential Nomination Campsign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32) Mnrty Cohen and John Zal1er ’'Momentum in Presidential Primaries 1972 
to 2000., Paper presentcd 8t thc 2002 Columbio University Conference on 

E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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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초반 정선의 딴세에 결정적인 영힘t을 마친다고 이해되는 。~I오와와 뉴햄 

프셔에서의 결과가 최근 들어 자주 엇갈리는 모습을 지적함으로써 정션 초반 

주도권의 영향력을 보다 세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331 

경선 초반 주도권 확보에 대한 최근의 상반된 논의들은 선거에서 후보자 

요인의 중요성이 중대되고3'1 대중매체의 영향력이 강화됨에 따라 무명의 후 

보들이 초반의 주도권을 확보 혹은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사실에 기인한 

다 다시 말해. 대선에 출마하려는 후보챔은 공식적인 경선일쟁이 시작되 

기 훨씬 이전부터 선거캠메인에 툴입하여 주도권 확보 다툼을 벌이기 때문에 

카터의 경우와 같이 상대적으로 무명인 후보틀이 두각올 나타내기 어렵게 되 

었다 또한 최근에 경선 일정이 초반으로 몰리는 경향이 강화되었다는 사실 

역시 경선에서의 주도권(momenlum) 조빡을 흉한 무영 후보들의 선전보다는 

이미 잘 알려진 선도후보(fronl-runner)들이 경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 

는 상황을 초래하였다고 올 수 있다 

2. 유권자의 선택: 경선의 경우 
일반적인 선거연구에서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1) 쟁당 

일체감(party identification) 잉 후보의 개인적 자질 3) 정책 또는 이슈 둥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우선 첫째로 특정 정당에 대한 소속감， 즉 쟁당 

일체감은 개인의 사회화 과정 속에서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 

되는 것으로서 정치에 대한 일반적인 성향올 결정짓는 요소가 된다 3;) 이러 

33) Peverill Squire‘ ‘ rhe lowa Caucuses 1972 - 2008 ’ A Eulogy". The Forum 5 
(2008) ‘ 1- 9 

34) 와탠벼그는 미국 정치의 이러한 경향응 .후보자 중심의 정치(can띠dete-ceotered 
politicsf파는 용어쿄 표현하고 그 충안정용 1980년대 레이건외 동장으로 보고 있 
다 Manin P, Wattenberg, Tbe Rise of Csndid81e-Centered PoJitics 
(Cambridge: Harvard Uni 'lersity Press. 1991) 

35) Angus CampbeJl, Philip Converse , Warreo 씨lI er. and Donald Stokes. The 
American Voter (NY: Wiley. 1960): Philip Converse, "Tbe Concept of a 
Norm띠 Vote , Angus Campbell et .1 어S. ， E1ections snd the PoliticaJ 
Order (New York: Wiley , 1966) , 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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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당일체감은 쉽사리 변하지 않는 장기적 정치변수로서 크게 두 가지 기 

능」을 한다고 이해된다 우선 정지적 선택의 기본적인 판단근거로서 작용하여 

이슈나 후보자와 같은 가연적 요인들이 두드러지지 않는 경우 선택의 일차적 

인 기춘이 된다. 또한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일차적인 영향올 미칭으로써 후 

보자나 이슈‘ 정치적 사건과 같은 정치정보를 이해 판단하는 잣대(screen)로 

서 기능한다 

둘째. 선거에 따라 가연적인 단기적 요인으로써 후보의 개인적 자질을 들 

수 있다 36) 이는 후보 개인에 대한 명가로써 지B~로서의 덕성(;nte망ity)과 

능력(competence)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유권자가 특정 후보흘 무엇을 중심 

으로 어떻게 명가하느따” 매+서 그 판단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때로 

는 엉청난 정치적 폭발력올 보이기도 한다 

셋째 또다든 단지 변수로써 정책 또는 이슈를 들 수 있다 여기서 정책 

또는 이슈는 각 후보들이 내세우는 구체적인 정책뿐 만아니라 쩡치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 차이를 포함한다 때때로 특정 선거과정에서 어떠한 이슈가 

셰기되고 국민들의 관심올 받느냐가 중요한 판단근거로 떠요르는 경우가 목 

격되는데. 이 때문에 선거운동 과정에서 어떠한 이슈를 앞에 내세우고 선점 

하느냐가 선거승패에 중요한 전략이 되며 중요한 선거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한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정은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세 가지 

요인들은 명확히 구분되거나 따로 작동~，，~는 요인들로 이해혜서는 안 되며‘ 

서로 긴밀한 상호관계 속에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사실이다 예릅 들어， 특정 

정당에 일제감올 갖고 있는 유권자들은 이를 바당으로 정치정보를 받아들이 

거나 거부하는 경향이 있는예 37) 미국의 경우 민주햄1 일체감을 느끼는 유 

권자들은 민주당의 후보나 정책 퉁에 일차적인 호의를， 공화당 후보나 정책 

둥에 반감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정이 이를 입중한다.38) 또한 특정 이슈에 

36) Herbert Weisberg and Jerrold Rusk , -Oimensions of Candidntc EvaJulltion' ’ 
Americon Political Scicncc Review 64(1970) ‘ 1167-85 

37) Leon Festinger , .4 Theory of Cognitive Dissonancc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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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명가가 정당일체감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며 급격하게는 그 일체감의 대 

상을 바꾸게 만드는 가능정도 지적되고 었다 39) 

한연 대선괴는 달리 본선에서 경쟁할 후보의 선택과정인 경선은 유권자들 

에게 그 나름의 독특한 판단기제를 제공호벼 무엇보다도 특정 정당을 대표 

하여 대선에서 경쟁할 후보를 뽑는 만큼 위에서 제시된 세 가지 요인 충 정 

당일체감 보다는 후보자의 자질이나 정책 또는 이슈의 얘l'이 퉁이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되기 쉽다 이는 경선과정에서 각 정당을 대표해서 나타나는 

후보들이 비슷한 이염， 정치적 성향을 가지는 경우가 많고 지지기반이 겹치 

기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선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요소들은 각 당의 후보 

들의 자질과 능력. 덕성에 대한 유권자들의 명가와 포괄적인 갱치과제가 경 

선과정에서 어떻게 규정지어지는지가 유권자들의 선택올 결정하는 중요한 요 

소가된다 

경선과정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또다른 요인으로 당선가 

능성(electabi1 ity)에 대한 고려를 들 수 있다 4]) 경선 자체는 정치권력 획득 

을 위한 중ι딴계에 불과하고 최종목적은 본선에서의 송리이다 따라서 최종 

철과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당선7벼성에 대한 고려는 후보지플12)과 유권자 

38) Wendy Rahn .• 깨e Role of Paπi5M StereoLypes in lnformation Processing 
about P이Jlic떠 Candidates ø , American JournaJ of Politica] Science 37(993) , 

472-96 

39) Morris Fiorina , Reuospective Voting in American National Electìons (Conn 

Ya1e University Press. 1981): Edward Carmines and James Stirnson , lssue 
Evolution: Race and the Transformation of Americ8D PolitJcs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9) 

40) 올드리히와 얄바레즈의 연구는 경선과정에서 이슈 요인이 끼치는 영향력이 본선에 

서와 다른 방식으로 발현될 수 있응을 지적하고 었다. 그향” 따르연 본선의 정우 
주요 이슈에 대한 후보자간 입장 자이가 유권자의 선태에 영향을 미치는 반연‘ 소 
측 갱당이 같은 정션의 경우 이슈에 대한 후보자간 입장 차이가 두드퍼지지 않기 

때문에 경선 후보자들이 내세우는 이슈의 우선순위(priorities)가 더 중요한 요소 

가 왼다 Job.n Aldrich and Michael 찌varez. ‘ Issues and the Presìdentìal 

Primary Voter'. PoJitiιë11 Behavior 16 (1994), 289-317: AJan Abramowitz, 

‘ Candidate Choice before the Convention: 1'be Democrats in 1984"0 PoliticaJ 
Beh8vior 9(1 987). 49-61 

41) AbramowÎtz, .Viabi1ity. Elec‘abili ty. and Candidate Choice *, 97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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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게 합리적인 행위가 된다 결국 경선에서 유권자들은 후보지들이 본선 

에서 가질 수 있는 경쟁력에 신경 쓰지 않올 수 없으며 이는 때때로 유권자 

들의 전략적 판단으로 이어져 선도후보(front-runner)에게 유리한 선거환경 

을 만들어낸다 '3) 

이상 미국 대통령 후보경선과정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을 정리해 보았다 

최근의 경뺑 맞추어 논의를 요약해보연， 국민경선방식 확대 초기에 나타났 

던 무명 후보의 ‘경선 초반 주도권(momentum)'올 풍한 돌풍은 최근 들어 많 

이 q썩되었으며 선거캠메인의 일상왜per뼈nent campaign)와 대중매체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후보자 요인의 중요성 중대， 경선일정의 초반 집중 경향. 

당선7냄성에 따른 유권Ã~들의 전략적 선택 둥이 선두주X싸。nt-runner)에 

게 유리한 경선 환경을 만들고 있다 

W. 유권자들의 선택과 지지요인 

앞에서 살며본 바와 같이 공화당의 대용령 후보경선은 초반 주도권을 확보 

한 매케인이 비교적 손쉬운 숭리를 거두었다 그형다연 누가 매케인올 지지하 

였으며， 매케인 승리의 요인은 무잇일까? 이 장에서는 매케인과 공화당 경선 

의 주요 후보틀을 비교해보고‘ 경선과정에서 조사왼 CNN 입/출구초사 자료셰 

42) 이러한 액락에서 노핸더(Barbara Norrander)는 후보자 감소(candidate a t.trition)‘ 
융 대용령 후보 정선의 주요 동인으로 잡고 있다 BarbsI8 Norrander , ‘The End 
Game in Post-Reform Presidentia1 Nominations~. JournnJ of Po/itics 62 
(2000). 999- 1013 

431 ‘당선가능성 애 대한 고려와 전략투표의 가능성은 경선에 대함 경험적 모생의 진전 
율 어렵게 만드는 요소이다 즉 당선가능갱’이 후보자의 지역척 기반과 같이 외 

생객 변수에 영향을 받는다는 징. 그리고 경선과갱 자쳐|가 순자적으로 구정되어 
있시 때문에 경선 초반에 후보자들이 보여주는 선거운동놓력이 ‘당선가능성’에 영 
향을 미진마는 정 둥이 정선에 대한 연구들;.0 1 체제적인 이론척 결과율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가 왼다고 하겠다 

44) CNN은 경선일정애 맞추어 대부분의 주에서 잉/출구초"Kemrance/cxit poll)륭 



184 유싱진 

를 바탕으로 누가 매케인윤 지지하였고 그 얘는 무엇인지 살펴!i!J1로 한 

다 .15) 

1. 누가 누구톨 지지하였는가? 

이미 언급했듯이 후보정선은 본선파 달러 갇은 정당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 

에 후보자 개인의 자질과 이슈에 대한 입징이 주요 판단기제로 작용할 여지 

가 높다 따라서 어떠한 이들이 어떤 후보흘 지지하였는지 살펴보기에 앞서 

공화당 대통령 경선 후보들이 이떻게 다른지 간략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 

다 〈표 4)는 공화당 정선의 세 후보틀을 그들의 경력과 주요 공약올 중심으 

로 정리한 내용이다 

언저 세 후보 모두 연방상원의원과 주지사라는 공직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한현， 매케인은 베트남전 상진군인으로서 허커비는 침혜교 목사로서 콩니는 

성공적인 끼업 최고경영자쿄시 자띨적인 정험을 갖고 있다 

후보 

존매케인 
(J ohn 
Mc(농in) 

〈표 4) 2008년 공호}당 대통령 경선 추요 후보 

주(종교j 

애리조나 

(Su야i SL) 

주요 공약’61 주요 경력 

이라크 전쟁 잊 군대 충따 xlxl 
(2013년까지 철군) 

부시 감세안 지지 정뷔F모촉소 상원의원(1987 - ) 

팍경 몽재 지지 하원의원 1983 - 86) 

관용객 이민영안세안 
닥태 허용반대 

실시하였다 잉/출구조사여부는 경선의 방식애 따라 결정되었는데 전당대회(caucu 

야의 경우 잉구조사을 국민정선방식(p꺼mary-type election)의 정우 출구조사융 

실시하였다 자료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http://edition. cnll . com/ELECTION/20 

08/primtlries/resul녕lep이IsI (검색일 2008년 7월 3 1일) 

45) 한가지 주의할 검은 여끼에서 말히는 유권자들은 일반 유권자라기보다는 대부분 
공화당 성향의 유권자라는 점이다 ￡사가 공화당 경선에 상여한 유권자들의 대상 
으로 이루어졌끼 때문에 웅답자들은 20%에 뭇 미지는 무당파을 제외히은 모두 공 
화당 성향의 유권자였다 성향에 따른 웅당자들의 비융은 논문 말이의 〈부흑，)읍 
참고할것 

46) 주요 공약의 죠사를 위해 애초에 각 후보의 햄^f이트륭 겸토하었으나 영확히 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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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전쟁 및 군대 종따 지지 
갑세，정부규모축소 

국경 감시강화 

능력제 이민허용지지 
낙태. 동성간결혼반대 

총기규제반대 

사형제 지지. 장조론자 

of이크 

허커비 

(Mike 

아칸소 

(Christian) ' 

Huckabee) 

햄
 μ
 때
 

트
 
뻐
 m 

미
 

R 

이라크 전쟁 및 군대 중파 지지 

감세‘ 쟁부→규모축소 
닥태 똥성간결혼반대 

총기규셰 지지 
합법적 이띤 지지 

매사추세츠 
(Mormon)** 

아칸소추지사 

(1996-2006) 

매시추세츠 

주지새2003 -2α)6) 

CEO 
(8ain & Com뼈ny) 

• SαJthern Buptist .•• πe Church of Jesus Chrìst of Lal.ter-day S밍nts 

주요 공약에 있어서 세 후보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세 후보 모두 이 

라크 전쟁과 군대 중따를 지지하였고， 강세와 정부규모축소를 주요 공약으로 

내놓았다. 사회적 이슈에 있어서도 세 후보 모두 보수적인 입장올 취하고 있 

지만 허커비가 보다 보수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있는데 반해‘ 이민갱책과 총 

기규제라는 측연에서 때케인과 롬니가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입장올 갖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세 후보는 주요 공약에서 두드러진 차이는 없었 

지맨n 사회 이슈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차이를 보였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경선에 창여한 유권지들의 선택은 어떠하였는가? (표 5-1)과 

〈표 5-2)는 CNN 조써l 참여한 웅답자들의 성향을 몇 가지 정치 , 경제 사 

회적 지표로 구분하고 공화당 경선에서 이들의 선택을 정리한 결과이다 48) 

되어 있지 않아 위키며디아의 자료풍 참고하였다 각각의 사이트는 마용과 강다 

애케인 (hltp: Ilen. wikipedia. org/wiki/John_ McCoin) , 허커비 (http://en,wiki pe 

띠a.org/wiki/뻐ke_Huckabee) 룡니 (http://.n.wikipedia.org/wiki/Mi tt_Romn 

eyl. (검색일 2008년 7월 30일) 
47) 한 쟁당의 후보정선의 혹성상 껑책차이가 두드러지기 생지 않다는 이흔적 논의에 

이추어 이와 강은 세 후보의 유사성이 플라용 정은 아닐 것이다 

48) '1띤의 제약과 논의의 간결성으로 인해 아이오아 사우스개훌라이냐. 융로리다‘ 
캘리포니아， 텍사스， 오하이오 둥 6개 주의 결과올 선멸. 정리하였다 6개 주의 
선태은 경선의 일정과 지역적 안배. 그리고 경선과갱에서 중요성 등웅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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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공화당 대통령 후보별 지지자들의 속성， 슈퍼화요일 이전 

이이오와 (1/3) i사우스캐톨리이나 (1 /19) 물로리다 (1/29) 

매케인 허커비 홈니 ! 매케인 허커비 홈니 매케인 허커비 흩니 

생영 

냥성 14 29 26 I 32 28 15 31 11 32 

여생 13 40 24 ! 34 33 14 34 18 30 

연령별 

18-29 7 40 22 28 35 12 30 18 23 

30 - 44 11 39 23 I 23 37 18 33 

45 - 64 11 31 25 32 29 16 34 17 29 

65이상 21 30 28 42 27 16 39 9 34 

총교 

북옹주의 
10 46 19 27 43 11 30 29 29 

개선교도* 

기타 18 14 14 20 i 38 4 34 

쿄육수훈 

대재이하 32 34 12 32 11 30 

대졸이상 - I 34 28 18 38 U 32 

소득 

5만용이하 14 38 20 33 36 11 i 39 15 21 

5만율이상 13 32 28 I 33 29 16 34 13 34 

갱당생향 

무당따 23 11 19 42 25 11 23 

공회당 31 32 15 33 15 33 

이념생향 

진보 20 9 49 U 24 

중도 26 22 26 51 21 11 43 8 21 

보수 12 35 25 I 26 35 16 I 29 17 31 

수치는 해당 옐의 퍼센트 • Born-Again or Evangelical ChristÎ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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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표 5-1)은 초기의 혼전을 거쳐 매케인이 주도권올 집아가는 슈퍼화 

요일 이전의 경선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여러 변수 중 두드러진 때턴을 보인 

것은 응당자의 종교적 성향， 정당성향， 이념성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적 

성햄l서 복음주의 개신교도들이 허커비에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과는 

달리 그형지 않은 이들은 매케인을 지지하는 경향이 강했다 또한， 공회당 성 

향의 응답자들은 지지후보별로 비교적 고르게 나뒤어져 있는 반연， 무당파 성 

향의 용당자들은 매케인에게 보다 높은 지지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1녕 

성빨” 있어서도 웅답자툴은 뚜렷한 써를 보이는데 보수적 성향의 웅담지들 

이 매케인 이외의 후보흙1게 많은 지지를 보내는 것과 달리 진보 혹은 중도 

성향의 웅답자들은 매케인에게 압도적으로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 

캘리포니아 (2/5) 

애케인 허커비 룡니 

29 

34 

59 

59 

36 

38 

53 

50 

33 

36 

U 

13 

45 

40 

써
섭
 
씨
야
 
뺑
 빼
 쨌
 

43 44 33 20 35 

38 
%-%-%-

42 46 30 15 42 30 - <\4 

30 40 48 34 11 43 

24 28 63 36 9 45 

48 45 49 42 32 26 33 

19 

30 

33 

67 

효Z 

60 

21 

38 

37 

.ea 

53 

49 

35 

36 

32 

5 

12 

12 

49 

46 

40 

45-64 

쐐
 
웰
 뿜
빠
 

껴
 輪빼
 뺨 
설
 



188 유성진 

5만월이하 43 12 28 46 46 53 37 

5뿔이상 43 13 37 52 36 62 29 

갱당생향 

우당파 앨 9 26 47 29 51 32 

공화당 42 12 37 52 40 60 31 

이녕성향 

진!i'. 1 57 320 ， 댈 35 

종도 1 월 10 22 웰 21 67 20 

보수 I 35 14 43 48 42 뚫 35 

슈머화요일 이후 수치는 혜당 멸의 머센트‘ • Born-얘8in Qr Evangelica1 Christian 

매케인이 후보경선의 대세를 장약한 슈퍼화요일 이후에 벌어진 결과들에서 

는 매케인으로의 쏠링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뼈. (표 5-2)가 보여주는 것 

처럽 거의 모든 정치 종교 사회 계충에서 매케인은 과반 이상의 지지를 확 

보하고있다. 

하지만 그럽에도 종교적 성향과 이녕적 성향에 따른 지지후보의 :<f이는 여 

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 매케인은 여전히 복음주의 개신교도들이 

아닌 용답자들에게 보다 높은 지지를 받고 있었고 진보 혹은 중도 성향의 

압도적인 선택대싼1었다 특히. 후보경선이 사실상 결정된 3월 4일 텍사스 

와 요하이오의 결과는 대단히 흥미로운 사실올 알려주는데 복음주의 개신교 

도들이 허커비를 더 선호빼 이미 숭부가 결갱났량”도 애커1인으로 쏠리지 

않고 있응을 잘 보여주고 었다 

요약혜보연， 대부분 공화당 성향의 유권자틀로 구성된 용답자들은 종교척 

성향‘ 이녕적 성향에 따라 매체인 혹은 허커비로 지지후보가 나뉘었다. 이러 

한 ;;f이는 매케인이 시실상 공화당 후보로 절정된 상빵”서도 나타났으며 이 

는 공화당 내부에서 매케인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는 이들이 여전히 존재함 

49) 물론 종교적 성향을 재외하고 정당 성향과 이녕 성향에서의 차이흘 지나지재 해석 
해선 안 된다 이는 〈부혹〉 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용답자 중 무앙파. 충도 혹은 진 
보객 성향올 표영한 이를의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정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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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의미한다 

2. 빼채인 슐리요인: 왜 지지하였는가? 

유권자들의 성향은 그 자체로 의미있는 선택의 기준이지만 그것이 선택을 

직접적으로 좌우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유권자들의 성향이 쟁점이슈 

에 대한 그틀의 판앤l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후보 선택의 기춘으로 기능한 

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당할 것이다 501 이를 위해 이 절에서는 몇 가지 쟁점 

이슈에 대한 입장에 따라 웅당자들을 구분하고， 각각의 매케인 지지융을 살 

며봄으로써 매케인 송리의 원인을 추적해 본다 511 

〈표 6)은 네 가지 쟁점이슈에 대한 응답자들의 비융과 그들이 매케인에게 

보낸 지지융을 다섯 개 주의 출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리한 것이다 52) 표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애케인은 부시행정부에 대해 부갱적으로 명7얘F는 웅 

답자들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라끊} 경제이슈를 중 

요하게 생각얘}는 응답자울을이 주된 지지충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경제상황 

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용답자들이 애케인에 대해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50) 대중매체의 발달로 유권자틀이 과거보다 생씬 더 많은 캠에인 정보플 접할 수 있 
다는 갱도 이러한 논리를 뒷받침한다 

51) 분석올 위혜 선택왼 쟁갱이슈들은 부시행정부에 대한 명가 현시갱 가장 중요한 
이슈‘ 국가정계상황. 불법이민자 처리방안 동 요두 네 가지이여. 각각의 선택의 이 
유는 다응과 갈다 우선 부시행정부애 대한 명가는 공화당의 어느 후보도 부시행 
정부에 대한 명가로부터 자유흡지 않응 것이여 부시행갱부의 낮은 지지율이 이번 

대선 공화당의 성공에도 영향올 며켈 것이기 때문에 선택되었다 다응 현시검 가 
장 중요한 이슈는 그것 자체가 잠재적인 선거의 쟁갱이며 웅답자들에깨 종요한 판 

단기준이 되기 때푼에 선택되었다 국가경제상황은 미국 대선에서 경제가 항상 중 
요한 이슈 중 하나였고 현시챔 미국 경제의 불황이 유권자 선택에 영향올 미첼 것 
이라는 판단에서 선택되었고 마지막 울법이민자 처리방안은 때케인이 2005년 제 
안했던 이민법안이 많은 보수적 성향의 유권자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었기 때 
문에 선돼하였다 

521 앙에서 같이 분석되었던 아이오와의 경우 온 논문에서 선택된 쟁점이슈에 대한 설 
문내용이 많이 누락되어 있고 너무 많은 후보들융 선택지에 포항하고 있어 다른 

주의 결과와 비교하기가 용이지 않기에 분석대상애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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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상대적으로 낮은 매케인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웅답자들은 부시행정 

부에 대혜 호의적으로 명가히는 이들이거나 경제상황올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들로 나타났다 또한 불법이민문제를 중요한 이슈로 생각하고 있는 

웅당자들. 그러고 불법이민X똘에게 보다 강경한 조치를 요구하는 용답지들 

도 매케인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 

〈표 6) 쟁정이슈에 따른 웅답자 비율과 매케인 지지월%) 

샤우스 
캐몰라이나플로리다 캘리포니아 해사스 오;;1이오 

우시앤쟁￥명가 

호의적 31 1 69 31 168 41 1 58 

부갱적 39 1 30 45 1 32 45 1 41 

기장충요한 이슈 

불법이민 24 1 26 25 1 16 26 1 28 46 /25 51 1 17 

이랴크 52 1 16 45 1 14 50 1 19 65 1 20 59 1 22 

갱쳐l 321 40 40/ 45 52 1 34 51 1 31 62 1 42 

태러리증 33 1 15 26 1 21 45 1 15 47 1 20 64 1 17 

극가경제상황 

낙관적 261 36 35/35 48 /46 58 1 31 

"1판적 4.1 /63 47 / 64 54 1 54 59 1 69 

를엉이만자쳐리방안 

시민권제공 44 1 28 46 1 29 49 /26 50 / 34 61 1 34 

임시고용자 371 19 371 29 50 1 34 51 1 27 56 1 18 

즉시추방 26/52 26 1 40 321 38 52 1 37 57 1 45 

분모는 해당 이슈에 따른 용답자 비윌%)이며 분자는 그들의 때케인 지지 

율{%)임 예플 들어 샤우스개플라이나 출구조人}에서 부시행정부에 대한 명가 

는 웅당자의 69%가 호의적， 30%가 부정적으로 답하였고. 호의적 용답자 중 

31%, 부청적 용답자 중 39%가 매체인융 지지함 

〈표 6)의 결과는 쟁점이슈에 따른 웅답자들의 비율도 같이 보여주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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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60%이싼1 현(때 부시행정부에 대해 호의적인 명가를 내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이슈를 경제-불법이민-이라크-테러리즘의 순서로 품고 있다 또한 

다수의 웅답X까 미국의 국가경제상빼 대해 부정적으로 명가하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불법이민샘에 대해 강경한 입짧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뼈. 

결국 공화당 경선에서 매케인의 승리는 부시행정부에 대한 불만과 경제상 

흥에 대한 비관적 인식‘ 그라고 매케인이 베트남전 참전용사로서 이라업} 

테러리즘에 대해 잘 대처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침체된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여진다. 하지만 공화당 유권지들의 다수 

가 불법이민자들에 대혜 보다 강경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고 이 이슈에 대한 

매케인의 입%에 의구심올 품고 있다는 사실은 공화당 내부의 분열을 보여주 

는 동시에 이 문제에 대해 얘케인이 공화당 유권자들올 규합할 만한 정책을 

제시해야 했음을 의미한다 53) 

v. 결론 : 2008년 공화당의 선택과 딜레마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2008년 공획당 대통령 후보경선은 상대적으로 보 

다 중도적 성향의 후보로 명가되는 매케인의 숭리로 마무려되었다 단순히 

생각해서 이러한 공화당의 선택은 중도적 유권지들을 끌어안기 위한 고민의 

결과로 이해된다 지난 부시 행정부의 실정이 공회당에게 매우 툴리한 선거 

환정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이러한 선택은 공화딩L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 

이었던 것으로보인다 

그럽에도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공화당의 선택이 공화당 내부의 보수적 성 

향의 유권자들에게 크게 어멸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앞에서 살여온 것처럼 

53) 다섯 곳의 출구초사 중 단지 두 곳에서안 셜문에 포항하고 있어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온선에서의 당선가능성에 대한 옹당결과 역시 때케인의 딜레마를 보여 

준다 사우스캐롤라이나와 블로리다에서 본선에서 당선가능성을 묻는 문항에 각각 
43%. 46%의 웅랍자틀이 l매케인이라고 답변한 반연 이틀의 매케인에 대한 지지융 

은 70% 갱도에 그지고 있다 이는 허커비의 낭선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용답한 이 
들 중 90%가 혀커비를 지지했다는 사실과 대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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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공화당원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이민문계에 있어서 불법이민자들 

에게 관용쩍인 uH케인의 이민정책은 보수적 공화당원들의 노콜쩍인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공화당 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복음주의 

개신교도들은 진보 혹은 중도적 성향의 정치가로 알려져 있는 매케인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보이지 없따 이는 매케인이라는 공화당의 선택이 불가피 

하게 공화당 내부의 분열 혹은 불만을 야기하였응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 살며본 바‘ 매케인 역시 이러한 자신의 정치적 약점을 잘 알 

고 있었으며. 그의 공약에 나타나 있는 것처럽 정책의 측연에서 부시행정부 

의 정책을 그대로 계숭할 것임을 분영하게 표멍하였다. 공화당 내부 지지기 

반의 확립을 위해 매케인이 할 수 있는 보다 확실한 방법은 자신의 충도척 

성향을 빌리 알린 이민자 정책을 수정하고 이를 흥해 보수척 공화당원들을 

자신의 지지세력으로 포섭하는 것이었을 테지만， 변회에 대한 유권자들의 요 

구가 지배했던 2008년의 대선 구도에서 그와 같은 선택은 비현실적일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최근 두 차혜의 대통령 선거가 서로간의 확고한 지지지역을 

바탕으로 몇몇 격전주(swing stat •• )에 정치적 역량올 집중하고 이 지역의 

결과에 따라 미미한 표차로 그 당락이 결정되었다는 사실은 공회당에게 쉽지 

않은 정치적 선택의 딜레마를 제공하였던 것이다. 

이미 목도했듯이 딜레Df에 처한 매케인의 선택은 무영 정치인이었던 메일 

련(잃rab Palin)올 부용령 후보로 지명하는 것이었다. 전용적인 가족가치 

(f，뼈i ly value)에 대한 수호자로서 포장된 에일련의 이미지는 보수적 공화당 

원할때 선택의 돌파구를 제공해 주었고， 배케인 개인이 가지고 있던 중도 

우파 갱치인으로서의 이미지와 맞울려 중도척 유권자들과 부통층의 지지를 

블어올 수 있는 발판올 마련하여 대선올 박빙의 대결로 몰아가는데 성공하였 

던것이다. 

결과적으로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는 민주당의 압도적 숭리로 끝이 났 

다 최대 경합지역이었던 오하이오와 플로리다를 비롯하여 지난 대선에서 공 

화당이 차지했던 버지니아， 콜로라도 뉴멕시코. of이오와 동 여러 주들에서 

도 민주당이 숭리하였다는 사실은 후보정선과정에서 나타난 공화당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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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또한 선거에서의 압숭으로 민주당이 

입법부와 행쟁부를 장악하게 되었다는 점은 많은 이들로 하여금 앞으로 상당 

기간 공화당이 고전을 연치 못할 것이라고 전망하게 한다 

그렁에도 지난 대선과정에서 나타난 두 가지 사실들은 공화당의 미래가 그 

렇게 비관적이지만은 않음을 보여준다 첫째， 몇몇 주활써 소위 ‘가치갈퉁 

이슈”를 중심으로 벌어진 주 헌법 개갱투표가 모두 부결되었다는 사실은 미 

국의 유권지들이 사회이슈에 있어서 여전히 보수적인 성향을 견지하고 있음 

을 보여준다. 둘째.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의 숭리는 정당일체감이 약하고 따 

라서 정치행태가 가연적일 수밖에 없는 젊은 유권자들과 새로운 이민자 계층 

에 상당부분 힘입었다. 부시행정부의 실정으로 지난 대선에서 공화당에게 동 

을 돌린 이틀이 앞으로의 정치상황의 전개에 따라 공화당의 지지세력으로 변 

화할 가능성은 열려있다 결국， 현재 공화당이 겪고 있는 딜레마가 언쩨든 

지회로 변화활 여지는 충분히 남아있으여. 만일 높은 기대 속에 출발한 오바 

마 행정부가 유권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뭇효}는 경우 대안세력으로서 공 

화당의 입지는 한충 좋아질 것이다. 양으로 공화당이 얼마나 슬기롭게 딜레 

마틀 극복해 나가는지 관심용 갖고 지켜불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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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NN 입/출구조사 용답자들의 비융 

시우스 
텍사스 오하이오 이이오와캐톨라이나 율로리디 캘리포니아 

(1/3)(1/19) (1/29) (2/5) (3/4) (3/4) 

성벌 

남성 56 51 56 53 51 54 

여성 44 49 44 47 49 46 

연령벌 

18-29 11 10 7 10 13 13 

30-44 15 23 18 20 23 22 

45- 64 46 32 31 32 33 32 

65이상 27 35 44 37 31 33 

총표 

복옹주의 
개신교도 | 60 60 39 35 60 44 

기타 40 40 61 65 40 56 

교육수준 

50 50 50 51 61 

대졸이상 50 50 50 49 39 

Ji;=F 

37 28 29 28 26 32 

5만왈이상 63 72 71 72 74 68 

갱당성향 

13 18 17 19 21 17 

86 80 80 79 78 80 

이녕생향 

진보 7 U 12 8 6 

중도 U 24 28 27 20 29 

보수 86 69 61 61 72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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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2008 Republican Nonúnation Srrug멍e and 
Choice of the Republican Party 

Sung-jin Y 00 

<E애13 W，αmns Univer.;ily) 

Un1 ike the Democratic nominaLion. Republican nomination struggle has 

ended with an easy viclory of Senator John McCain. This paper cJaims that 

the easy victory of McCain should oot be interpreted as Repub1ican ’s 

relurn to the medion voter, becéluse it masks religious sch.ism and 

ideolo.밍ca1 d.iscord among t-he Republicans. Christian rights were still 

reluc t.ant to support McCain rnost1y due to rus li야r.1 αlSÎtion 00 social 

issues. In adclition, the conservatives who request stricter imm.igration 

policy presented the mixed feeling toward the Republican 엉n며date. Even 

though McCaîn chose the harmony inside the Republican party. rather than 

sticked ‘o his liberal attitude toward social issues during the camJ뻐jgn for 

2008 gener떠 election, McCain's defelll is un1 ikely 10 result in a rapid 

change in the Republican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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