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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序 論

1980年 11月에 있었던 美園의 第40代 大統領選學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현재 한장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흑자는 그것은 美國의 政治版圖가 종전의 進步-主義에 

서 保守主義로 移行한데서 생긴 結果다고 해석하는가 하면， 흑자는 그것은 단순히 카터前 

大統領의 취약한 정치지도력， 美國經濟가 안고 있는 인플페 및 失業問題， 또는 당시 선거 

를 前後로 해 서 美國市民의 關心의 춧점 으로 등장한 이 란의 A質問題와 갚은 지극히 단기 

적인 짧因때문에 나온 結果이며 그 以上의 意、味는 지니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1) 

이둘 각각 다른 주장은 정치적으로 重大한 意味를 지니고 있다， 만일 前者의 해석이 타 

당하다면 1980年 선거로 執權한 共和黨의 레이건行政府는 國內政治上 保守主義路線을 따라 

야 한다는 命題가 成立되며? 만일 後者의 해석이 타당하다면 레이건行政}함의 國內政治上의 

保守主義路線은 견제 를 받게 된다는 結論이 나온다. 以外에 도 히} 석 여 하에 따라서 1982年

에 있을 美國의 議會選學 및 1984年， 아니 그 以後의 選學에 對한 展훌이 달라질 수 있다. 

本調에서는 1980年 11月에 있었먼 美國의 第40代 大統領選學는 단순히 이란의 A質事件，

카터 前大統領의 不充分한 政治指導力 等 지 극혀 단기 적 인 몇因때 문에 생 긴 結果이 며 , 그 

以」二의 참、빠는 지니고 있지 않다는 것을 主張하기로 한다. 

뾰. 홍톨國 太統領選學위 서|가자 類型

有權者가 特定 候補에게 票플 던질 때 그의 支持몇因으로는 크게 세가지가 作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치고 있다. 첫째는 候補者의 λ、物이다. 人品。1 갈났다든가， 사람띔이 늠름하다 

든가， 政治的 과감성이 있어 보인다든기 때로는 外樣이 잘 났다든가 等 候補者의 個λ、的

몇素가 有權者의 支持를 유발한다는 것 이 다。 둘째는 候補者의 政策짧。1 다. 有權者-의 政策

選好는 保守的인데 候補者의 그것은 正反對의 社會主義라든가， 有權者의 政策選好는 「내지 

역」志向的인데 候補者의 그것은 「全國」志向的이라면 確寶히 有權者는 그런 候補에게 票를 

1) 이틀 주장에 [þ정한 文歡은 다음 節에서 자새혀 소개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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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 않고 自己의 政策選好와 비슷한 政策選好를 가진 候補에게 필플 줄 것이다. 마지막 

세번째는 候補者의 政黨所屬이다. 有權者는 A政黨을 支持하는데 候補者는 B政黨에 所屬

되어 있거나政黨所짧이 없는 無所屬候補라면 有權者는 이들에게 보다는 A政黨에 所짧되어 

있는 候補에게 票를 먼질 것이다. 以上 세가지의 投票意思 決定몇因은 각각 차례로 IÁ物

本位J (personality identification) , I政策本位J (issue identification) 또는 「政黨本位J (party 

identification) 라고 불리 고 있 다 2) 

이 들 세 가지 의 投票意思 決定몇因中 政:월폈因이 가장 長期的이 고 支續的이 고 安定的인 

몇因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有權者의 政黨歸짧意識은 하루 아침에 캅자기 生成된 것 

이 아니고， 그것은 有權者가 所짧하고 있는 社會階}합(下流層 또는 中뚫層) , 宗敎(차흘럭敎 

또는 新敎) , 人種그룹(黑A 또는 白Á)等의 몇因듭이 복합적으로 作用해서 生成되는 것이 

고， 또 일단 이 와 갚이 生成펀 特定政爾에 의 歸l짧意5짧은 )(BJ 를 週해 서 子女들에 게 博達되 

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比해서 候補원가 지니고 있는 政策觀이나 A物은 候補者‘에 

따라서 다른 것이묘로 政策이나 A物몇因은 短期的인 授票意思 決定몇因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그런데 美國 미시간大學校의 大統領選學理論에 의하면， 美國의 大統領選學는 上記한 세 

가지의 投票意思 決定훨因中 어느 것이 支配的인 영헝:릭을 행사하였는가에 따라서 「現狀維

램選學J (maintaining election) , I突然變異選學J (deviating election) 또는 「政界改編選學

(realignment election) 의 세가지 類型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 3) 평狀維핸選學란 選學에 

있어서 세가지의 投票意、思 決定평因다=1 短期的인 평因인 政策 및 /\物몇因이 큰 영향력을 

행사 옷하고， 選學結果는 主로 政黨펼因어l 의해서 左右되는 選學를 가리킨다. 表 l 은 

표 1. 美國市民의 政黨支持率(1940"-'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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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資料 : 1940"-'75年 資훼는 Congressional Quarterly Inc. , Elections ’ 76 (Washington, April 1976) , 

p. 8; 1977"-'79 資料는 Public Opiηion: U. S. A. (Feb./Mar. 1980) , p.34. 
* 以上 모두 the Gallup Organization 資料임 . 

2) Angus Carnpbell et al, The American Voter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Inc. , 1960) , 
1964 eclition, chs. 5 and 6. 

3) Angus Carnpbell, “A Classification of the Presidential Elections," in Angus Carnpbell et al 
(eds.) , Elections and the Political Order(New York: John Wiley and Sons, Inc. , 1967) , pp. 
63"-'77; V.O. Key, Jr. , “ A Theory of Critical Elections," Journal 0/ Politics (1955) , Vol. 
17, pp.3""18; and V.O. Key, Jr. , “Secular Realignrnent and the Party Systern," JoμηUÛ 0/ 

Politics(l959) , Vol. 21, pp. 198""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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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79年 사이 美國市民의 民主黨 및 共和짧:에 對한 支돼Z힘을 나타내는 것이다。 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1940年 以後 美國市民에 게 서 最大의 支持를 받고 있는 政黨은 民主黨이 

다. 따라서 1940年 以後 4年마다 한반썩 실시되는 美國의 大統領選靈가 主로 市民의 政黨

支힘몇因에 의해서 決定되는 現狀維댐選學였었다면 每選學때마다 民主黨候補가→당선되었어 

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살제로는 그렇지가 않았다. 1952年， 1956年， 1968年， 1972年 選學

에서는 共和黨候補가 당선되었다. 이것은 이들 選學가 現狀維持選學가 아니었다는 것을 意

味한다， 다시 말하면， 이들 選學에서는 政黨支持몇因이라는 長期的 몇因보다는 政策 또는 

人勳이라는 短期的 몇因이 더 支配的인 훨因으로 등장하여 政黨몇因의 영향력을 相殺하고 

有權者로 하여금 됩己가 支持하는 政黨(民主黨)의 候補에게 票를 주지 않고 대신 他黨(共

和黨)候補에게 票플 던지게 한 것이다. 이러한 選學플 미시간大學校의 選學理論에서는 두 

번째 類型으로 「突然變異選學」라고 부른다. 1952年의 韓國戰爭 및 당시 民主黨의 스티븐슨 

候補에 比하여 월등히 더 많은 환영을 받았던 共和黨의 아이젠하워候補의 個A的인 λ、氣，

1956年의 아이젠하워大統領의 個A的인 A氣， 1968年의 웰남전쟁， 1972年의 民主黨의 맥거 

번候補의 지 나천 左碩化政策觀 等이 短期的인 몇因으로 등장하여 民主黨支템者를 그들의 

政黨意誠테두리에서 끌어내어 共和黨候補에게 票를 던지게 한 것이었다。 

그러면 마지막 세번째의 政界ç&:編選靈란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것은 1860年代의 

南北戰爭， 1930年代의 經濟大恐船 때 와 갚아 國家的인 危機에 直面하여 市民의 

美國의 

最大多數의 

支持를 받은 政黨이 A政黨에서 B政黨으로 바뀌고 나사 寶施된 選靈를 말한다. 例블 들면 

1860"-'1928年 사이의 美國은 共和黨의 全盛時代라고 할 수 있다. 당시 美國의 大統領選學

는 모두 18번 實施되 었는데 , 이 당시 美國市民의 最大多數의 支持를 받는 政黨은 共和黨

이 었고 바로 이 러 한 政黨支持몇因이 大統領選學의 結果를 左右하여 , 18먼의 選學中 民主黨

候補가 승리한 것은 모두 4번 0882年의 클리블랜드， 1892年의 클리블랜드， 1912년의 윌 

슨， 1916年의 윌슨)에 불과하고 나머지 14먼은 모두 共和黨候補가 當選되었었다。 4) 그러나 

1930年代 美國의 經消大恐溫을 거 치 면서 美國市民의 最大多數의 支持를 받는 政黨’은 共和

黨에서 民主黨으로 바뀌었다. 美國의 政治版圖가 大福的으로 改編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突然變異의 短期的안 평因이 등장하지 않는 限 美國의 大統領職은 民主黨候補어l 

게 가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1980年 11月에 있었던 美國의 大統領選學는 以上과 같은 세가지 類型中 어느 것 

에 屬하는가? 

4) Congressional Quarterly Inc. , Politics in America CWashington, D.C.: Congressional Quarterly 
Inc. , May 1979) , p. 1l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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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 1980年度의 姜國 *-練領選휠훌에 對한 해석 

1980年 11月 4 日 美國의 大緣領選學는 선거 며칠전까지만 해도 共和態의 레이건候補와 民

主黨의 카터候補間의 경쟁이 너무나도 치열하었기 때문에， 美國의 諸與論機關은 이둡간의 

경쟁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Bl 등하다J(deod even) , I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 

윤 정도로 차가 없다J (too close to call) 또는 「면도날 정드의 차도 없윤 정도로 Bl 등하다J _ 

(razor-close) 라는 말로 表現한 바 있 다. 이니 , 오히 려 美國의 어 느 與論調훌機關은 선거 날 

짜가 가까와지띤서 여려 가지 신맹성 있는 資料를 제시하띤시 民主黨의 카터候補의 승리를 

據言한 비-조차 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렐어보니 結果는 據;샘外였다. 共f디탤;의 레이건候째의 大!하 (landslide 

victory) 이었다. 그는 無所짧의 앤더슨候補도 쿄함한 3휩戰에서 총유효푸표중 51. 0퍼센트를 

얻어내고， 총산거인단의 538표줍 489표를 얻어냈을 뿐만 아니바， 레이건 大統領候補의 大

勝의 땅 향을- 받은 美上院議員 選學에 서 도 議席數의 J:t率이 選學前 共和黨對 民主현 41對 58 

(1은 無所屬)에서 選學後 53對 46 (1은 無所屬)으로 바뀌었고， 下院議員選學에서도 選學前

159對 273(3席은 뿔席)에서 選學後 192對 243으로 바뀌었고， 洲l知事選學에서도 共和黨。1

民主黨에게서 네개의 자리를 달취해 갔다는 것이다 5) 

이러한 選學結果에 對하여 現左 美國에서는 크게 세가지의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하나는 

이번의 大統領選學는 美國의 對外政策에 의한 突然變異選學라는 것이마， 두반째는 美國의 

國內政治에 의한 突然變異選學략는 것이며， 세먼째는 이번의 美國의 大統領選學는 政界改

編選學라는 것이다. 이들 세가지의 해석을 올바르게 評價한다는 것은 풋I평의 國內政治블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대단히 重몇하드로 여기서는 이을 세가지 해석의 內容을 간단히 소개 

하기로 한다. 

1. 突然變異選學 1: 이것은 民王黨測의 見解로， 이벤 選學에서 레이건候補와 共和黨測이 

大腦을 거둔 것은 단순히 이란의 人質問題와 갇이 突然變뿔의 事件이 잔거 다칠전 느닷없 

이 美꽤市뭘의 關心의 춧점으로 등장하여 선거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니-온 結果이며， 그 

以上의 意、味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몇 가지 例블 플떤， 키 터 前大統領의 與論分析家인 카탤 (Patrick H. Caddell)民는 이 번 選

學를 「하나의 抗議投票이 지 , 태候補中의 터j캄擇 -이 아니 다J (protcst vote , not a choice 

between candidates) 라고 表現하였으며 , 民主黨의 前上院議떠안 맥 거 번 (George McGovern) 

5) 以上 諸統計는 다 음 !ff i" j 에 서 딩 1댐히-었음 : Burcau of the Census, U.S. Dcpartment of Commerce, 
Statical Abstract of the U.ηited States: 1980 C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December 1980) , pp. 498""503; and The Roper Center, “ 1980 Results: Election Special," 
Public Opinion(Deçemher/January 1981), pp.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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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에 의하띤 共和黨의 승리는 「混亂과 착철감에서 나온 승리 JóJ 며， 카터大統領의 測近A土

인 스트라우스(Robert Strauss)民에 의하면 이먼 選學는 「이란 事態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 

는 모든 좌절감을 煥起시컸기」 때문에 나온 結果라는 것이다. 그리고 차터大統領의 뼈II近補 

住官들은 카터 大統領이 iÁ質問題와 關聯하여 최 후 순간 몰아닥친 일들이 갑자기 全國에 

좌절감을 안겨주면서 당한 휘생자」가 뇌었다고 해서 애동해 하고 있다는 것이다 6) 

美國의 民主黨測 A土들이 이와 같이 自己듭의 大敗를 단순히 이란의 人質問題와 같은 

突然變異의 事件때문에 얼어난 結果라고 보는 것은 다음 세가지 事實에 근거하고 있다。 첫 

째， 카터大統領의 떼近人土들은 그듭의 選學戰을 通하여 自己들이 美國市民들의 關心을 레 

여건候補가 가지고 있는 弱點7) 에 集中시키는데에 成功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이란議會 

가 80年 11月 1 日 人質問짧릎 다시 거 돈하여 마치 美國λ、質들을 즉시 석 방시 킬 것 갚은 기 

대감을 갖게 하면서 실제로는 인질석빙에 對한 條件으로 까다로운 事평을 내걸어 美國市民

늘을 좌절 김에 ~B}지 게 함으로써 , 美國市民들의 關心은 갑자기 이 란의 A質問題로 쓸리 게 되 

고， 그것은 結局 카터大統領이 가지고 있는 弱點으로 集中되었다는 것이다 8) 따라서 民主

黨의 敗北플 그 以上의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두벤째 근거는 이번 선거에서 

美下院의 경우에는 民主靈이 435議席中 過半數인 273席을 차지했고， 政黨~持度에 있어서 

民主黨이 共和黨브다 더 많은 美國市民의 支持블 받고 있다는 것이다 9) 세번째는 레이건 

候補가 그의 選學득휩點中 가장 重몇ffi캠하던 인플레問題는 美國市民이 가장 큰 걱정거리로 삼 

고 있는 問題이지만， 페이건候補는 이것이 카터行政府에 의해서 유발되었다고 美國市民들 

에게 認識시키는데에 失敗하였으며， 오히려 선거날짜가 가까와지면서 美國市民들은 레이건 

候補보다 카터候補의 經濟政策을 더 지지하는 태도블 보였다는 것이다 10) 

以上과 겉은 理由로 民主黨떼에서는 이번 選學블 突然蠻異의 選學라고 한다。 따라서 그 

들은 이러한 突然變異의 흉주態가 언젠가 일단락되고 나면， 1964年 共和黨이 골드워터 (Barry 

Goldwater)大統領候補에 의해서 大彦敗를 당하였다가 1968年 大統領選學에서 다시 승리하 

였띤 것처링， 民主黨의 세랙은 다시 곧 만회되리라고 믿고 있다。 만희시기는 빠르면 1982 

年에 있을 美國의 議會選學時期이리라고 믿고 있다. 

2. 突然變異選擊 H: 以上과 같은 民主확의 見解에 對해서 共和黨때의 見解는 다르다a 共

6) Time(November 17, 1980) , p.23; and “Face off: A Conversation with the President’s Pollsters 
Patrick Caddell and Richard 찌Tirthlin，" Pμblic Opiηion(December/January 1981), pp.63""64. 

7) 카디{則의 說매에 의하면， 레이건候補의 弱點은 다음 세기지이다. 첫째， 헤이건候補의 政治經驗
은 캘리포니아洲[知횡經驗에 IT뎌定되어 있다는 것 ; 둘째， 레이건候師의 減脫政策은 퍼(府緣算의 大
*홉的인 縮小를 의미하고， 그리고 이것은 寶現 可能性이 희박하므로 그는 單純論者(simpleton) 라 

는 것 ;셋째， 外交퍼l策에 있어서 極右派로 戰爭올 일우킬 가능성이 있는 人物이라는 것이다. 以
上 Newsweek (June 9, 1980) , p.29에 서 引用.

8) Time(December 1, 1980) , p.6. 
9) 美國市民의 jF.k黨支持쭈에 웹한 資깎1는 앞서 소개 한 表 l 및 第 4 뭘에 소개 할 表 2를 참조할 것. 

10) Time(November, 3, 1980) ,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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和黨測의 見解는 이 번 選靈에 서 페 이 건候補와 共和黨야 大짧을 거 둔 것은 이 란의 A質問題

와 같이 短期的이 고 外的 몇因때 문이 라고 하기 보다는 國內政治的인 훨因때 문이 라는 것 이 다. 

例를 들면， 共和黨의 레이건候補測에서 與論調효를 담당한 워쓸린 (Richard Wirthlin)民는 

이번의 選學結果는 「주머니돈 잇슈J (pocket-money issue) , JlP 인플레問題 때문에 그렇게 되 

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카터行政府가 國家財政을 산만하게 다루어 (j~宇財政을 거듭 

해왔고， 이것은 최근 美國의 인플레블 加述시킴으로써 美國市民을 등지게 하여서 생긴 結

果라는 것이다 11) 

美國 하바드大學校 政治學科의 협스 (Douglas A. Hibbs, Jr‘) 敎投에 의하면， 카터行政府 

의 인플레의 助長政策때문에 아예 選學 몇개띨 以前부터 레이건候補의 大R썽을 據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힘스敎授의 主張윤 몇約하면 다음 네가지로 되어 있다‘ 12) 첫째， 1939年

以後 매년 갤럽與論調훌機橫 (Gallup Poll) 가 定期的으로 調효해 놓은 資料에 의하면， I현재 

우리나라가 當面하고 있는 문제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J라는 設

問이l 뿔!하여 그것은 「경제적인 문제」라고 應答한 1-11 율은 1973年 油類價格波動 以前에는 10 

"-'35퍼센트대에서 맴돌고 있었는데 그 以後부터는 유난히 높아져서 70"-'90퍼센트대에 이르 

렀다는 것이다 13) 물째， 경제문제는 主로 인플페와 失業問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 

서도 특히 더 큰 關心을 자아내는 것은 인플페라는 것이다. 찌j를 들면， 1980年 2月 해리스 

與論調호에 외하면 「현재 우리 나라에게 物價高와 失業問題中 어느 것이 더 심각한 문제 

입나까 ?J라는 設問에 對하여 物價高에 46퍼센트? 失業問題에 44퍼센트라는 反應이 나왔으 

나 「현재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게는 物價高와 失業問題中 어느 것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 

까?」라는 設問에는 物價高에 82퍼센트 失業問題에 10파센트라는 反應을 보였다는 것이 

다 14) 셋째， 인플레는 그 原因이 政府 企業體 勞動者 3者中 누구에게서 主로 由來되는가의 

質問에 對하여 1973年의 油類價格波動 以前과는 달리 1973年 以後에 는 그것은 主로 政府에 

게 責任이 있다는 反應을 보였다는 것이다 15) 마지막 네번째로 힘스敎授는 차터行政府에 

對한 美國市民의 3tt몫度는 인플레 問題와 밀접 하게 聯關되 어 있었다고 主張한다. JlP 인플리l 

問題가 어느 정도 收束되었을 때 키터行政府에 對한 支섭度가 높이→지고 그렇지 못했을 띠} 

에는 그 支持度가 낮아졌었다는 것이다 16) 

以上과 같은 제사실에 의거하여 힘스 敎授는 1980年 9月에 탈고한 그의 글에서 이 란의 

11) Tiη~e(November 17, 1980) , pp. 21 "'23; Coηgressional Quarterly (November 8, 1980) , pp. 
32!J6"'3297; and U. S. News aηd World Report (November 17, 1980) , pp.26"'30. 

12) Douglas A. Hibbs, Jr. , “Public Concern about Inf!ation and Unemployment in the United 
States: Trends, Correlates and Political Implications," (paper presented to the Conference on 
Inf!ation, Washington, D.C. , October 10, 1980) 

13) Ibid. , p.1. 
14) Ibid. , footnote 7응 參照.
15) Ibid. , p.22. 
16) Ibid. ,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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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質問題가 차터候補에게 有利하게 해결되지 않는 限 카터候補의 得票率은 40퍼센트線에 

불과하다고 據言하였다 17) 

3. 政界改編選學 : 美國 共和짧測 人土中에서도 右派에 속하는 사람들은 한 발 더 나아가 

서 이 먼의 選學블 美國政治의 「分l技點을 劃하는 選學J (watershed election) 또는 「政界改編

選學J (realignment election) 라고까지 보고 있 다 18) 이 러 한 主張의 근거 로 그들은 다음의 세 

가지 要困을 提示하고 있다. 첫째， 美國의 록키山服과 미시시피江사이에 位置하고 있는 多

數洲의 選學民들이 과거 세 번의 美國大統領選學에 있어 서 2個洲의 경 우를 除外하고는 모든 

11+1에서 계속 共和黨候補에게 더 많은 票블 던졌다는 것이다. 거기에 과거 民主黨의 牙城。1

었던 南部의 諸洲의 選學民들마저 이번 선거에서 南部出身인 카터候補에게보다도 레이건候 

補에게 다 많은 票플 던졌다는 事寶은 南部도 앞부로 共和黨끽 牙城이 될 可能姓이 짙다는 

것이다 19) 두번째로는 1980年度의 美國의 A口調효가 共和黨에게 더 有利한 結果블 가져옹 

다는 것이다. 1980年度의 人口調훌좁料가 나오면 이에 따라서 美國의 大統領選學人團의 票

數가 再調整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번 選學에서 共和黨이 승리한 캘리표니아， 택사스， 플 

로리다 等의 洲는 더 많은 票數블 힘當받게 되고， 反對로 民主黨을 傳統的으로 支持해 왔 

던 뉴욕? 펜실바니아， 일리노이와 같은 洲는 民主黨에게 더 不利해진다는 것이다 20) 마지 

막 세번째로는 「彈力한 美國」을 再生시키자는 美國의 保守化與論이 지적되고 있다. 美國이 

小國 윌맹과의 對戰에서 수치스럼거1 失敗를 當하고， 소련과의 軍事力 培養鏡爭에서 계속둬 

지고 있고， 한편 經濟的으로도 갚은 西方 自由陳營國家인 日本 @ 西獨과의 경쟁에서 계속 쳐 

지고 있으며， 거기에 塵따l國의 油類價格引上 앞에 어껄수 없이 매년 莫大한 賢易1f;字를 겪 

어 야만 하는， 다시 말하면 相對的인 國運이 날로 기 우는 것에 對한 彈한 反動으로서 美國을 

「彈力한 美國」으로 再生시 켜 야 한다는 自覺이 싹트고 있고， 비-로 이 러 한 保守化 무드가 이 

먼 選靈에 서 民主黨의 키 터 大統領을 大敗시 키 고， 共和黨의 페 이 건候補에 게 大關을 안겨 주 

었다는 것이다 21) 

以上 세가지의 論爭은 向後 美國의 政治블 展뿔하는데 있어서 매우 重몇性을 지니고 있 

다@ 만일 民主黨의 「突然變異選學 1 JO] 라는 主張이 옳다면 1982年 또는 1984年에 있을 議

會選靈 또는 大洗領選學에 서 民主黨。1 승리 할 可能性이 크며 , 만일 共和黨의 「突然變異選

學 llJ라는 主張이 옳다면 다음 選學에서 民主黨 共和黨 兩黨中 어느 쪽。1 승리하느냐 하 

는 문제는 레이건行政府가 國內政策 特히 經濟政策에서 얼마나 엽적을 쌓느냐에 달려 있다 

할 것이 고， 마지 막으로 共和態 右派의 「政界改編選學」說이 맞다면 1980年 選驚는 그들의 

17) Ibid. , p.19. 
18) Norman Podhoretz, “The New American Majority," Commentary (January 1981), pp.19"'28。
19) U.S. News and World Report (November 17, 1980) , p.27. 
20) Ibid. 
21) Podhoretz, op. cit. , pp.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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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대로 「分뼈點윤 畵j하는 避學」로서 向後 長期間 共和黨의 長期執權을 據言할 수 있는 것 

이다. 

뼈。 選學解釋어I 對한 評{賢

그러면 이벤 選學에 對한 以上의 세가지 해석중 어느 것이 가장 合當한 해석인가? 이플 

보기 寫해서 여기서는 與論調흉資料블 소개하기로 한다. 與論調좁資料에 의하면， 大體的으 

로 共和黨의 「突然變異選學 llJ 또는 極右派의 「政界改編選學」說보다도 民主黨의 「突然變
異選學 I J說아 가장 선빙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表 2 는 쫓國의 謂與論調호機 

웹가 선거 벚개원전부터 페이건， 카터， 엔더슨候補에 對한 美國市民의 EE打;率 變ft플 니타 

내는것이다。 表 2 에 의하띤， 확섣허 선거날짜가 입막허면서 카터候補와페이건候補間의 짧 

爭은 점차 據測을 不許할 정도로 비등해져 갔다. 選學日字를 몇개윌 난겨둔 6'""7"-'8月떠의 

調옳에서 카터候補는 어느 調훨에서나 相當한 差로 페이건候補에게 둬지고 있었는데， 10月

中~下셈댐의 調좁에 서 그는 레 이 건候補의 둬 를 바싹 쫓고 있 었다- εBSjNew York Times 

調좁에서는 오히려 카터候補가 우세하고 있었다. 以上과 같은 두 候補l웹의 치열한 廳爭의 

樣相은 그 以後 11月 1 日까지 큰 變動이 없었다 J월 3 은 선거를 約 1週日 앞둔 10月 26"-' 

278 부터 선거 하루 전날인 11月 3 日까지 카터候補의 與論調호責ff者 카댈， 페이건候補의 

責任者 워쓸련， 그리고 Gallup과 Harris Pcllol 카터와 레이건 두 候補에 對한 美國f섬표의 

表 2. 1980年度 美國 大院領候補011 對한 支持率

調 훌 日 字 j 레이건 | 카 터 | 앤터슨 0 調 호 日 字 | 레이건 J 카 터 | 앤더슨 
(Gallup調흉) 8月 14""'18 日 44 38 18 

6月 13""'16 日 3696 3896 2696 9月 3""'7 日 43 39 18 

7月 11""'14 日 40 까니7 23 10月 14""'16 日 45 42 13 

8月 15"'18 日 42 43 14 
(CBSjNew York 

Times調효) 
9月 12""'15 日 44 40 16 6月 18"'22 日 49 32 19 

10月 10""'12 日 47 44 8 8月 2""' 7 티 54 31 15 
(NBCjAP調흉) 9月 10""'14 日 40 M 16 

7月 8""' 9 더 48 31 21 10月 16""'20 日 44 46 11 

8月 15""'18 日 46 38 15 
CTimejYankelovich 

듭댐f훈) 
9月 22""'24 日 48 38 15 3月 19""'20 日 39 32 20 
10月 22~24 日 48 41 11 5月 14"'16 터 34 36 23 

(ABCjHarris調효) 8月 26""'28 日 39 39 15 

6月 5""' 9 日 40 35 25 10月 14"'16 日 41 12 

7月 18"-'21 日 55 27 19 

資i"I. : Ga l1up, NBCj AP, ABCjHarris 벚 CBSjNew York Times調좁 資t'l 는 “The Main Election 
Polls," Public Opiηioη U.S. A. (December/January 1981), p.19; TimejYankelovich調호 資

씨는 Time CNovember 3, 1980) , p.1L 



55 

表 3. 1980年度 美國大統領候補에 對한 支持率(單位 : %) 

10月 26'"'-'27 日 11月 l 日 1l月 3 日
調 호 者 1-•--• I • 1••--• ] • 

카 터 j 폐이건|카 터 l 레이건|차 터|레이건 

카 댈 * 1 41 40 41 41 36 46 
워 쓸 린* 1 38 43 35 41 34 46 

갤 런 45 42 44 47 

해 리 스 42 I 45 I -- I --42 I 47 

資料 : Time CDecember 1, 1980) , p.29. 
* 이마 言及한 바와 같이 카탤은 키꾀候trIì의， 워쓸련은 레이건候채의 與論調효뤘任者이다. 

즈IzJ꽁率의 變化를 調옳해 놓은 것을 나다내고 있다. 여기셔 나다나는 바와 같이 각 調養쉰 

에 따라서 統듬+1: 多少의 格差는 았지만 大體的으로 11月 113 까지 두 候補에 對한 支램率 

에는 큰 變動아 없었다고 함 수 있다。 여기서 特허 티해야 한 것은 10月 2813 두 候補間

에 있었던 댈러l 비전 對決論戰도 두 候補에 對한 支持Z홉 變化에 큰 영 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論戰이 있기 전인 10月 26""'27 日과 그 후인 11月 1 日의 두候補에 對한 支해率은 

카댈調좁에서는 카터對 페이건이 41對 40에서 41對 41로， 위쏠린調효에서는 38對 43에서 

35對 41로 나타나 있었고， 갤럽調옳에서는 45對 42가 44對 47로 약간의 變動。1 있었다. 

그러띤 것이 11月 113 과 11月 3 日 사이 두 候補에 對한 支持率에는 큰 變動。1 일어났다. 

카댈資料에서는 카터對 레이건이 41對 41에서 36對 46으로 캅자기 10퍼센트의 차로 벨어졌 

고 워쓸린 賢料에서는 35對 41이 34對 46으로 12펴센트의 차로 뱉어지고， 해리스資料에서 

는 42對 47로 5퍼센트의 차를 보이고 있다. 그러다가 結局 11月 4 日에 있었던 寶際 選靈에 

서 카터는 41. 7퍼센트， 페이건은 51. 0퍼씬트의 得票플 함으로씨 탬휩間의 차는 10퍼센트로 

歸結되고 말았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事딸을 비탕으로 해서 이먼 선거에 對해서 다음과 같은 評價를 내 

랄 수 있다， 

(1) 이먼 산거는 政界改編選學기- 아니다 22) 이미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政界改編選學

란 1930年代의 經消大恐↑챔괴- 같이 國家的얀 危機R풍 市R中 相當數가 그틀의 政黨3t持블 A 

政黨에서 B政黨으로 轉向하여 종전의 少數政작향을 多數政摩으로 만드는 그런 選댈를 가리 

킨다， 그러나 이만 選學에서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니지 않았다. 이미 表 1 에서 나타난 바 

와 같이 。l 먼 選學에 서 大統領職을 차지 한 共f~1黨은 1930年代 以後의 少數黨의 立;楊에 서 벗 

어나지 못하고 있다. 뚫 4 는 美國의 6個의 E며論調훌機關이 1980年代初와 1981年代初 시-이 

美國市民의 政黨支램狀況을 調효히] 놓은 것을 나다내고 있다。 여기서도 갈 나다나듯이 선 

거 에 서 레 이 건 候補의 大歸의 영 향을 받아 대 부분의 調홈에 서 共和靈에 對한 支램率은 1980 

22) 이번 선거가 政界改編選짧가 아니려는 시설은 페이건候補의 E윌5펴調경￡훨{f者 위쓸린f\; 딩身도 인 
정 하고 있 다 : “ Face off: A Conversation with the President’ s Pollsters Patrick Caddell and 
Richard Wirthlin," Pμblic Opinioη(December/January 1981), p.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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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4. 美國市民의 政黨支持率(1680~81)

j 힘王현)따和않|無所屬 

Roper: 

-현짧쩔 련→g훗 | 훤훗펀 |풋펀쫓)펀딴판11 랜좁혈편 및 딛냐: 
20 1 281 Cali f. Poll: 80年 6月

25 1 30.1 81:îf. 3月

26 25!1 Conn. Poll : 80年 7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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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料 : Public Opinion: U.S.A. (April/May 1981), pp. 30~31. 

* 이 것 은 Decision/Making/lnformation의 mj'f者- 임 . 

年初에 比해서 1981年떠에는 다소 올바가고 民主편 支해率은 다소 내려 갔으나 어느 調훌 

에서나 共和黨은 한결 갚이 小數政펴으로 남아 있다. 

(2) 이 먼 選學는 突然變윗選學。1 다 : 01 번 j뿔學는 美國의 세 가지 大統領選學類型 중 政界

改編選學가 아니 고 現狀維持選學도 아니 므로 自然-61 突然變異選學라는 結論이 나온다. 

그러면 이번 選學에서 댔然變與를 일으킨 혔困은 무엇인가. 이마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 

이 投票意思 決定要因은 政黨， 政策 및 人物몇因 세 가지 가 있는데 , 이 벤 選學에 서 政黨흉흉 

因은 큰 作用은 못했으므로23) 突然變異블 일으킨 훨困은 政策 및 A物몇因 두가지중의 하 

나이거나 두가지 다일 것이다. 그런데 이번의 與論調훌賢料에 의하면 이번 選學에서 人物훨 

因은 큰 作用을 못했다는 것이다 . .Þ1P 갤럽은 1952年 以來 候補者 個人의 A物에 對한 好感

nt블 調좁해 오고 있는데? 이먼 調훌에서 「대단히 好感이 간다J (highly favorable) 에 應答한 

비율은 페이건候補의 경우에는 23퍼센트에 불과하며 이 비율은 1972年 最回記錄을 낸 맥거 

먼候補의 퍼센트보다 2퍼센트가 높은 것이며， 한펀 카터候補가 받은 비율은 30퍼센트로 이 

비율은 그가 1976年에 받은 비율 41퍼센트보다 훨씬 낮은 비율이며 또 1964年 존슨候補가 

23) 원래 美國의 大統領 및 其他週펄에 있어서 政黨멜因이 큰 作用융 한다는 것은 美國의 미시간大 
學校의 Survey Research Center의 立場。l 다. 아 立場은 王로 1950年代 맞 突然變異의 용흘因(政策 

또는 人物)이 크게 作며하지 않았던 1930年代 以前의 자료를 바탕우록 해서 얻어진 結論이다. 

그러나 요늘날과 같이 突然變몇의 평댐이 자주 생기는 時代(1964年의 골드워터共和黨候補의 極

右的 政策路線， 1968年의 월 난戰爭件， 1972年의 맥 거 먼 民主黨候補의 j攻治}듭導者로서 의 취 약성 , 
워터게이트事件， 꿇油國의 뻐類價格引上， 이란의 人質劇j 等)에 美國의 選짧가 主로 市民의 政

黨支힘훨因에 의해서 左右된다는 것은 時代錯誤的 01 라고 학겠다. 미시간大學校의 政黨支持흉흉因 
彈調에 對해 서 批判的인 立써의 文없k.'?-로는 다음을 參照할 것 : Anthony Downs, Aη Economic 
Theory 0/ Democracy (New York: Harper and Row, Publishers, 1957); William H. Riker 
and Peter Ordeshook, “ A Theory of the Calculus of Voting," Americaη P olitical Scieηce 
R.eview (1968) , Vol. 65, pp. 25~42; Otto A. Davis, Melvin H. Hinich and Peter Ordeshook, 

“An Expository Development of A Mathematical Modcl of the Electoral Proces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970) , Vol. 64 , pp. 426~48; V.O. Key, Jr., The Responsible 
Electorate: Ratioηality η Presidential Votiηg， 1936""1960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6); Gerald E. Pomper, Electioηs iη America: Coηtrol aηd Lηfluer in 
Democratic Politics (New York: Dodd , Mead and Co. , 1968); and Everett C. Ladd, “The 
Brittle Mandate: Electoral Realignment and the 1980 Presidential Election," Political Scieηce 
Quarterly(Spring 1981), pp.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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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비율 49퍼센트보다는 더욱 낮은 III 율이라는 것이다。 24) 

따라서 이 번 選學에 서 突然變異을 일으킨 훨因은 政策몇因이 라는 結論이 나온다. 그러 면 

政策몇因에는 國內政策과 對外政策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두가지중 어 

느 것 이 더 重횟한 훨因으로 作用하였는가 ? 

(3) 이 먼 選學는 「突然變異選學 llJ가 아니 다 : 우리 는 앞에 서 突然變異選學를 크게 二分

하여 對外政治的인 몇因에 의 한 것은 「突然變異選짧 1 J, 國內政治的연 몇因에 의 한 것은 

「哭然變異選學 llJ 라고 表現한 바 있다. 그런데 여러가지 資料을 검로해 볼때 이벤 選學는 

國內政治的인 몇因， 다시 말하면 인플레 몇因에 의 한 突然變異選學가 아니 라는 結論이 나온 

다. 1976rv 80年의 4年間 카터行政府의 經濟政策은 확실히 失敗作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代表的인 똥敗作은 카터行政府의 인플레政策이다. 表 5 에 보인 바와 같이 언플레 對策에 

關한 限 1970年代 全體플 週하여 特히 1979年 5月 以後의 成績이 가장 나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以前에는 1973rv74年의 油價彼動으로 1974年에 年率 11. 0퍼센트까지 올라간 것 

을 l徐外하고는 10퍼센트대에 이른 적이 없었는데 1979年 5月에는 13.0퍼센트로 急上昇하다 

가 그 해 末에 는 15.8퍼 센트로 더 上昇하였으며 1980年 1月 에 는 18.0퍼 센트線까지 上昇하 

였다. 따라서 美國市民의 인플레에 對한 關心은 대단허 컸을 것이고， 그리고 인플레問題는 

이벤의 美國의 大統領選學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判斷이 나온다. 그러나 다음 두가 

지 事實은 以上의 判斷이 옳지 않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첫째， 美國의 CBS/New York 

Times가 1979年 6月과 1980年 1月에 실시한 두 與論調호에서 「당신은 현재 우리나라가 直

面하고 있는 가장 重몇한 問題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J라는 設問에 對하여 1979年 6月

調좁에서는 設問對象者中 42퍼센트가 經濟問題， 31퍼센트가 에네르기問題， 3퍼센트가 對外

問題라고 反應을 보인데 反해서， 1980年 1月 調흉에서는 37퍼센트가 經濟問題， 10퍼센트가 

에네르기問題， 42퍼센트가 對外問題라는 反應을 보였다는 것이다 26) 1980年 1月에는 前記

한 바와 같이 消費者物價指數가 18.0퍼센트까지 올라가 最惡;의 상태에 이르렀는데도 이에 

表 5. 美國의 消費者物價指數(1970"-'80)

1970"-'79年 1979年 5月 以後 1970~79年 | 
1970 

71 

72 
73 

74 

5.9% 
4.3 

3.3 

6.2 

11. 0 

1979年 5月 13.0% 
7月 13.3 

9月 15.0 

11月 12.8 

12月 15.8 i 

1975 9. 1 

76 5.8 

77 6.5 

78 7.7 

79(1"-'5月 ) 9.6 

1979年 5月 以後

1980年 1月 18.0 
2月 17.6 

3月 18.2 

4月 11. 4 
5月 10.9 

資料 : 1970"-'79年 資料는 U.S. Bureau of the Census, Statistical Abstract of the United States, 1979 
CWashington, D.C. , 1979) , p.483; 그리 고 1979年 5月 以後의 資料는 Newsweek (July 7, 
1980) , p.39. 

24) E.C. Ladd, oþ. cit. , pp. 5~6. 
25) “ The International Cauldron," Pμblic Qþiηicη CFebruary March 1980) ,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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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한 關心은 오히 려 6個月 j前에 比해 서 좋고 對外問짧가 美國人의 關心을 獨F단하고 있 었 

다. 이는 꺼論 1979年 11月에 있었떤 이 란의 人質事件괴 1979年 12月에 있었던 소련의 아 

표가니 스단의 홈攻事件때 문이 다‘ 둡째 , 美國의 Time/Yankelovich가 選學 엎마전 調효한 

바에 의 하면， 카터 行政府의 經濟政策上의 失敗에 도 不폐하고 핫國m民은 카터候補의 經i첼 

政策路線을 레이건 候補의 그것보다도 더 支持하고 있었던 것으로 니티나고 있다. 則 80 

年 8月 26'"'"'27 日의 調호에서는 카터 및 페이건候째‘의 經i齊政策 5[j콰率이 57對 66이있던 것 

이 10月 14rv 16 日 調호에 서 는 69對 56으로 進轉되 었 다는 것 이 다 26) 

以上의 事實을 불 uil 이벤 選學는 「突然變異選學 llJ 가 이니라는 結論을 얻어낼 수 있다. 

(4) 이빈 選學는 「핏然變몫避學 1 J 이다: 以上 여리기지 펼-딸을 브01 서 이먼 選學에서 레 

이건候補가 大附히고 키→터候찌까 太싸한 것은 選學 끼칠전 011 있있띤 33然，참원띨의 특룹件이 링등 

國市民듭의 태도블 쉴‘變시켜서 /잉간 持果라고 한 수 있다. 그 突然變젠의 활주件이란 한國의 

民主黨測 A士틀야 主張히듯이 이란의 人質問많이다. 報편에 의하면， 10月 24 日에는 美國

의 國務省職힐들은 청야근무하면사 「人質引受 待期」態度블 取하고 있었고 10月 2513 에는 

「美人質 今明釋放」이란 報道가 나왔고， 10月 27 日에는 「美A휩釋放 退延」이란 報道가 있있 

고， 10月 30 日에는 「이란議會 꿇뀔派 防뿜‘로 人뒀討證 또 연기」라는 웹造가 있었고， 10月

3113 에는 「美人質 곧 釋放示浚」라는 報道가 있었다. 그러다가 11月 1 日에는 「對쫓非歡 再

聞， 사드르 휩見 取消」라는 題下에 다음과 갇은 記횡:기 報道펴 았다 27) 

「이란은 人質*헐값에 關한 암서의 고우적인 조집들에도 을구하고 1 日 돌연 溫힘!~따인 아불하신 비비니 

사드르 大抗領의 國內까記者 會見을 取ì%했2...며， 무하마드 말리 과자이首때도 격렬하게 美國을 비난 

함우로씨 이란뚫會의 人폈問얹 公開討짧룹 히루， 그리고 美大抗領떨쩔플 사흘 앞둔 이 1날 52名의 美

人質釋放에 對한 展뿔은 비관과 낙관이 엇깅리는 칙짐한 고비에 들어섰다. J(UPI 報道)

이미 제시한 바와 같이 이란의 A훨問題는 1979年 11月 4 日 이:기된 이후 美댐A의 關心

을 獨白하고 있었다. 79年 11月이면 美國의 케네디 (Edward Kennedy) 上院議員이 카터大統 

領에 挑戰히여 次期 大統領候補의 R단투쏟을 휠言한 때이며， 딩시 케네디議員은 美國市民의 支

持度에 있어서 카터大統領을 휩씬 앞서고 있었다. 그려던 것이 80年 4月 카터大統領이 A 

質釋放에 對하여 새로운 可能性이 생겼다고 하자 美國市民의 두候챔어} 對한 피1 도기- 달라져 

서 카터候補는 외스콘신洲의 f었備大統領 選學웹òil 시 케네디候챔j플 가볍게 누블 수 있었다， 

그리고 80年 4J:! 2513 에 있었던 핏/κ깜f救出f'f戰은 맞國人 8名의 生命을 앓어기면사 失敗

{'f으로 끝났는데도 不펴하고 키→터候補에 對한 美國i-1i f단의 5( 1'J;;';힘은 오81 려 높이졌다고 

한다 28) 

26) Time(Novernber 3, 1980) , p.22. 
27) 朝縣日짧， 1980年 10月 25 日字， 10 月 26 口字， 10꾀 28 티字， 10)~ 31 日字 맞 11月 2S字를 參照.

28) Congressioηal Quarterly (Noγernber 8, 1980) , p.3348; and Time (Novernber 17, 1980) ,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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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갚은 여러 가지 事實을 볼때에 이번 選學에서 레이건候補 및 共和黨이 大勝하고， 카 

터候補와 民主黨이 大敗를 當한 것응 共和黨測이 주장하듯이 國內政治的 몇因보다도 이란 

의 λ.質問題때 문이 라는 民主黨測의 主張이 더 을바른 것이 라고 하지 않을 수 없 다. 

v‘ 쫓國찍 혀t統領選學와 國뺑藏治 

그러 면 美國의 國內政治는 美國의 大統領選學이1 왜 큰 영 향력 을 行使하지 못하고 있는가 

의 根本的얀 問편가 提起된다. 1980年 7"-'8月에 있었던 共和黨 民主薰 兩靈의 大統領候補

指名大會에서 채택된 선거강령이라든가， 두 候補71- 選顯戰에서 宣言한 정책포부라든가， 또 

는 80年 10月 28 日에 있었던 렐페바전 對決論戰 等에 의하띤 두候補의 政策路線間에는 현격 

한 차가 있 었다 291 않主黨의 경 우에 는 傳統的으로 自답를 支持해 주는 階層이 收入別로는 

高所得層보다는 低所띄땀이고， 敎育別로는 敎흡水準。] 높은 I합보다는 낮은 階層이고， 職業

別로는 高級戰보다는 下級職 從事者이 무로 301 民王靈은 이 들의 利益을 代辦하여 인플레 問題

보다는 강業問많에 더 큰 關心을 기-지 고 있고， 聯및6政府의 機能을 據大하여 敎育問題 社會

福社問題 等에 적극성 을 보이 고 있다。 이 에 反해 서 共때黨은 自己의 3z持]홉。1 收入別로는 

高所得層， 敎育別로 敎育71<.準이 높은 }함， 職業別로는 i힘 f짜職 等에 몰려 있어 서 311 이 들의 

利益을 代辦하여 失業問題보다는 인플레問꿇에 더 큰 關心을 나다내고 있으며， 聯해政府의 

機能도 될 수 있는 한 축소시키는 것을 政策路線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다가 1976"-'80年 4年間 카터行政府의 입적블 보면 成쳐]的이라고 할 수 없다. 가장 

代表的인 失敗作은 인플레 問題이다. 이미 앞에서 보인 바와 갚이 1970年代 全體를 通하여 

카터行政府時節의 成績이 가칭 나했었다. 다음 失敗作은 失業問많이다。 카터候補는 10月

28 目의 텔례비견論戰에서 自딘의 行政府下에서 모두 900뿜」餘個의 새로운 일자리블 創出해 

냈고， 이 중 130萬餘個는 黑人픔이， 100萬餘個는 스페인系A둡이 차지했다고 과시하려고 

했으나 페이건候補는 멜리l 바전論戰 當時의 統計릎 利用하여 美國의 失業人口는 800萬餘名

에 달한다고 동박했다. 800萬餘名이라면， 表 6 에 보인 바와 같이， 1970年代 全體를 通해 

서 成績이 가장 니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테이건候補에 의하면， 特히 미시간V'H의 페트로 

이트같은 大都市에서는 黑人失業率이 56퍼센트나 닫했다는 것이다 311 以上 인플레 및 失業

問題에 對한 失策에 對해서 카터候補는 79年度에 第 2 次로 몰아닥친 油價波動때문이라고 

解明을 한다. 즉 外的 몇因때문에 不可抗力이었다는 것이다。 그터나 레이건候補는 바로 이 

點을 攻擊한다- 內的 흉흉因을 外的 몇因닫 가지 고 辯明한다는 것 이 다。 

29) 國黨의 選學網領의 內容은 Congressional Digest (October 1980) , pp. 230'"'-'251; 兩候補의 텔레 비 
천論戰의 全文은 Wireless Report (October 29, 1980)윤 參照、한 것. 

30) 表 10을 參照、할 것 . 

31) Wireless Report (October 29, 1980) , p.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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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6. 美國의 랐業者數와 失業率(1970"'79)

| 失業者數 | 失業率(%) 11 失業者數 j 失業率(%)
--•---- ←←---μ마QQ_%L.I←←→ 11 ••• UJ객00젠 I A:>!<"P VO; 

1970 4, 088 I 4.9 1976 7, 288 I 7.7 

71 4,994 i 5.9 77 6, 855 I 7.0 

72 4, 840 I 5. 6 78 6, 047 I 6.0 

73 4, 304 I 4. 9 79 5, 963 I 6. 3 

74 5, 076 I 5.6 1980(l rv 5月 6， 918 I 7.3 

75 7, 830 I 8.5 

資料 : U.S. Bureau of the Census, Statistical Abstract 0/ the United States: 1980 (Washington, 
D.C. , December 1980). 

그러띤 美國의 選떻民튼은 카터行政패에게 핀 꽃任이 있다고 텔 수 있는 인플레 및 失業

問超롤 어떻게 받아들었는가? 이미 앞이]서 보인 바와 같이 카터行政府의 以上과 같은 失

策에도 不폐하고 美國市民들은 테이건候補의 經땀政策路線보다 카터候補의 路線을 더 支持

한다는 것이다. 그려나 이만 선거에서 카터候補는 이란의 人質問많로 大敗를 당하였고， 레 

이건候補는 國內政策面애서 컸勢에 몰리면서도 大않을 거둔 것이다 그러면 美國의 國內政

策은 이먼 選學에서 왜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는가라는 問題가 제기된다. 여기서는 

이 에 答하기 寫해 서 다음 두가지 몇因을 紹介히-기 로 한다. 

1. 美國의 兩黨制度 : 政黨은 여러 가지의 機能을 기-지고 있지만 이중 重몇한 機能의 하 

나는 代裵機能이 다. 즉 政黨은 選學過程을 通해 서 自己블 支돼해 주는 ffj民에 게 反對給M

로서 그들이 원하는 政策選好를 政府의 政策樹立에 反映시커도록 努力하는 것을 말한다. 

政策政黨이라는 뜻이다. 自己블 支댐해주는 市民이 社會經뿜的으로 下流層에 몰려 있다면 

그러한 政黨은 보통 左派의 政策路綠을 擇할 것이고， 中上流層에 몰려 있다면 右派路線을 

擇할 것이다. 

그런데 美國의 경우에는 政黨의 f\:; ;J:\t i機能이 악하다는 것이다. 表 7 에는 美國의 CBSj 

New York Times가 1978年 6月 美國市民들의 해;환에 對한 認談윌- 調효해 서 얻은 結果가 

表 7. 美國의 파愈制度어1 對한 美템市.B!;의 認識4

| 서 로 다 르 다 |서 로 다프지 앓다j 모 르 겠 다 | 
(A) (B) (C) B 十 C

物 價 上

失 業 問

脫 힘j 改

에 네 프 기 問 않 

對 소 련 政 策

犯 罪 問

F_-l 
~r T" 

댐 

41% 46% 13% 59% 

펠‘ 51 

36 

45 

30 

16 

19 

61 39 

41 23 

49 

64 

38 야ω
 mm 

25 62 

당링 29 13 71 

資料 : “Opinion Roundup," Public Opinion: U.S. A. (February /March 1980) , p.36. 設問의 內容은 
「당신이 사는 지역에서 共和黨과 民主黨은 다음과 같은 問평플 다루는데 서로 다으다고 생각 
하십니까 또는 시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J이다. 

* CBS/New York Times가 1978年 6月 19rv 23 日 에 調효한 것 . 



61 

紹介되어 있다. 設問內容은 「당신은 당신이 사는 지역에서 共和黨과 民主黨은 다음과 같은 

問題를 다루는데 서로 다료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서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J 

이 다. 보인 바와 같이 以上과 같은 設問에 「서 로 다르지 않다」와 「모르겠다」에 應答한 비 

율은 物價上昇問題의 경우 59퍼센트나 되고， 失業問題解決의 경우 61퍼센투나 되며， 에네 

르기問題의 경우 64퍼센트나 된다e 

그러면 美國에서는 왜 이와 같이 政黨의 代表機能이 弱한가? 크게 두가지 훨因이 作用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첫째， 政治理論家 다운즈(Anthony Downs) 에 의하면， 兩

黨制度 그 自體에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兩黨制度下에사는 두 黨의 候補가 서로 得票數를 

늘리 기 寫해 서 國內政策에 있어 서 左派도 아니 고 右派도 아닌 中道路線을 표방하는 경 향이 

있다는 것이다 32) 美國에서 左派라면 서만층을 가리키고， 右派라면 上流f합을 가리키고， 中

道派라면 中옳함 (middle class) 쉴 가리 키 는데 , 美國의 社會構造上 中塵層이 가장 많은 A 

口數블 리하고 있기 때둔이다. 따라사 탬黨의 候補는 서로가 中塵層의 利益을 대변한다고 

선전을 하기 마련이다. 이미 밝힌 바와 같이 共和黨은 右派政熊으로서 政策路線上 失業問

題보다는 인플레 問題解決에 力點을 두어야 하며， 民主黨은 左派政黨으로서 그 反對路線을 

擇해야 한다. 그려나 이번 選學戰에서도 그렇지만 두 候補는 모두가 인플레問題도 해결하 

고 失業問題도 해결하겠다고 나선다。 따라서 選學당은 兩黨間의 政策路線上의 차를 區別하 

는데 춧점 을 잃게 된다. 두번째 는 美國社會의 開放↑生이 다 33) 美國社會는 유럽의 많은 나라 

의 경우와 같이 비교적 彈力한 階級性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市民들에 있어서 「나는 

勞動者階級이 다。 資本家階級이 다」 또는 「나는 下減]험이 다. 上流層이 다」라는 意識이 약하다。 

이 런 意識이 彈한 社會에 서 는， 다시 말하면 市民相互間에 착취 , 피 착취의 對立意識이 彈한 

社會에서는 맑스의 理論대로 피착취계급에 소속한 그룹은 그들의 社會的 不滿을 左派政黨

을 通해서 해결하려고 모색한다。 美國의 경우 A種的으로 黑人의 경우에는 이러한 모델이 

적용띈다。 34，) 그러나 그 以外의 大部分의 美國市民은 美國社會의 開放性 그 自體때문에 社

會的 不滿이 약하고， 個A的안 不滿은 政黨이 나 政治블 通하지 않고 「個人的으로」 해 결하 

려고 한다. 왜냐 하면， 美國社험는 「일하는 격힘fJ에게는 應分의 代價가 :5z擁되는 社會이 71 

때문이다. 

2. 횟國의 自由民主主義 政治體制 : 美國의 國內政治가 大統領選學에 큰 영 향을 미 치 지 

뭇하게 하는 두번째 몇因으로 우리 는 美國의 自 由民主主義의 政治體制 그 自體를 지 적 할 수 

32) Downs, Aη Ecoηomic 7'heory 0/ Democracy, pp. 1l5"-'127. 
33) 美國， 캐나다， 오스트리1 일리아， 뉴칠랜드 및 諸유럽國家의 jfj:黨制度를 이와 같이 각각 그 나과 

의 社會의 性格과 關聯시 켜 서 다푼 x.歡으로는 다음을 參照할 것 : Robert Alford, Party and 

Society (New York: Rand McNally, 1963). 
34) 이 번 選學에 서 美國의 大部分의 各種 市民그룹은 絡大多願가 共和黨의 레 이 건候補에 게 票블 던 

졌다. 그러나 黑人의 경우에는 14펴센트만이 그를 支持하고 82펴샌드는 民.ì.黨의 카더候補에게 

票를 픽1 섰다 : 졌.C. Ladd, “ The Brittle Mandate," pp.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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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自由民主主義의 政治體制란 主로 政治에 關心이 있、고 스스로 政治過程어] 參與하려는 

쉽블 中心으로 한 政治體制블 가리 킨 다例j료 美國의 ;3설훤5過f밀←9_ 1:믿민 以上과 같은 성 격 

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韓國을 폭함한 세계의 大部分의 나라에서는 有權者하게 되면 그것은 自動的으로 授票權

所有者를 의 미 한다. 韓國의 경 우에 는 주만등콕부가 있이 서 주민등록부에 기 재 펀 者는 事前

의 어 떤 주續節次없이 投票 日 投票所에 감으호써 投票權윤 行使할 수 있는 것이 다. 그러 나 

美國의 경우에는 다르다. 美國에는 별도로 주만등록부갚은 것이 없기 때문에 自己가 居住

하고 있는 地域에 사 投票權을 行使하려 면 投필 日 열마전에 침r廳、에 나다나λ1 自 己기 그 地

域에 댐住하고 있다는 「登錄J (register) 을 해 이;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는 有權者。1 면서 

投票權을 行使할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만， 윷등國어l 사는 有權者-로서 投票權을 行使하력 

변， 첫째 그 地域에 f합{士하고 있다고 잖錄풍 해야 하고 즙째 f않票日 投票所에 가서 投票블 

히는 二重節次플 거처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찌論 政治에 關心이 많거나 自己에게 주야진 投폈침떨을 제대로 行使하려는 意恩가 있는 

휴라면 2電 아닌 3電 4雲의 번거려운 節次플 거친다 해도 벨문제가 없겠으나， 政治에 關心

。1 많지 않다든가 담 己에 게 주어 진 投票權의 훤價플 제 대 로 體得하지 못하고 있는 者에 게 

는 以上과 갇이 2重의 節次플 거쳐야 한다는 먼거로움 그 自體때문에 投票行使01] 熱誠이 

없을 수가 있는 것이다. 

表 8 은 1972, 1976 및 1980年에 있 었떤 美國의 大統領選學ß훈 美國의 市民을 有權者， 끓 

錄춰ì ， 및 投票者의 세그룹으로 나누어서 제시한 것이다. 여기서 有權者란 18歲以上의 美國

市民으로 普通選學權을 가지고 있는 者을 가리킨다. 登錄휩는 選學日 얼마전 官廳、에 나타 

나서 自검가 그 관한지역에 居佳하고 있다고 登錄을 함으로써 投票權을 가지고 있는 者를 

가리칸다. 投票者는 選學 B 질제로 投票J써所에 나타나서 投票權을 行使한 者블 가리킨다. 

그런테 이마 言及한 바와 같이 다른 니라의 경우 有權者와 登錄者間의 區別이 없다. 그러 

나 美國의 경우에는 이 區別이 있기 때문에 1972年에는 有權者中 68.1퍼센트만이， 1976年

에는 有權者中 74.9퍼센트만이 投票權을 所有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美國에서는 

表 8. 美國의 大統煩j꿇챈샅이1 있어 시 1] 權者， 登錄者 빚 投票者 (1972"-'1980) 

1972年 1976年 1980年

칩權者數(A) 

효錄者歡(B) 

136.2팩 만 

92.7 f! 

141. 3백 만 

105.8 11 

160.5백 만 

? 

投票者數(C) 78. 9 '1 82. 6 I! 84. 3 I! 

登錄率(B/A) 68.1% 74.9% ? 
登錄者中投票率( C / B) 85. 111 78. 111 ? 

침權者中投票쭈(C/A) 57.911 58.511 52.5% 

資ÆSi. : U.S. Bureau of the Census, Statistical Abstract of the Unitçd Stat?s: 1980 CWashington, 
D.C. , December 1980) , pp.515 and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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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權者이면서 登錄을 안한 相當數의 市民 (1972年에는 31. 9퍼센트， 1976年에는 25. 1퍼센트) 

은 有權者이면서 選學日에 f뚱票權을 行便 못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理由때문에 美國에 

서는 有權者中 投票權을 行使한 者의 비 율이 다른 나라에 比해 서 대 단히 낮다 35) 그것은 

1972年에는 57.9퍼센트에 불과하며， 1976年에는 58.5퍼센트， 1980年에는 52.5퍼센트에 불 

과한 것이다。 大統領選學가 아난 다른 選學의 경우에는 이 짧票率이 最近에는 40퍼센트線 

에도 못 미친다(表 9 參照) . 

그런데 美國에서는 政治에 關心이 적고 授票節켰가 以上과 갚이 번거려워서 꿇票에 흉쫓興 

表 11. 美國의 大結領 및 下院議員 選學投票率(1952'-"'80)

1952 61. 65'15 57.6% 1968 60.9 55.1 

54 41. 7 70 43.5 

56 59.3 55.9 72 55.5 51. 0 

58 43.0 74 36.2 

60 62.8 58.5 76 54.3 49.6 

62 45.4 78 35.2 

64 61. 9 57.8 80 52.5 45.4 

66 45.4 

{ 大 抗 領 選 學 | 下院 議員 選學 | | 大 統 領 選 짧 l 下院 議員 選樓

資料 : U.S. Bureau of the Census, ‘Statistical Abstract 0/ the United States, 1979 edition, p.513; 
and Ibid. , 1980 edition, p.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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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料 : George H. Gallup, The Gallμp Poll: Public Opinioη 1972"-' 1977 (Wilmington, Del.: SR 
Scholar1y Resources, Inc. , 1978) , V 0 1. 2, pp. 1172-1175。

35) 主慶國의 統計를 紹介하면 1945年 以後의 投票率의 zp:均은 오스트리1 일리아가 95.4%, 이태리가 
92.6% , 西獨이 86.9% , 스웨 덴 이 84.9% , 노르웨 이 가 80.8% , 불란서 가 79.3%, 英國이 76 ‘ 9% , 
日本이 73.1% , 美國(大統領選學의 경우)이 58.5%로 되어 있다 : Ivor Crewe, “ As the World 
Turns Out," Public Opi쩌oη CFebruary/March 1981),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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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 계층은 所得別로 高所得層보다는 低所得層에게， 敎育別로 敎育水準이 높은 層보 

다는 낮은 層에게 ，)、種的으로 白λ、보다는 黑A에 게 , 다시 말하면 社會經濟的 背景이 좋은 

계총보다는 나쁜 階層에게 치우쳐 있다. 이것은 1940年代 以後 各種의 짧票行態調훌 및 興

論調훌가 계속해서 밝혀내고 있는 事實이다 36) 그리고 美國에서는 社會經濟的 背景이 별로 

좋지 않은 者는 共和黨보다는 民主黨을 支持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美國에서는 投票率

이 높아지면 그것은 共和黨보다는 民主黨에게 有利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表 10參照) . 

그래서 美國의 著名한 興論調좁家얀 갤럽 (George Gallup)民는 이벤 選塵의 낮은 投票率。1

民主黨의 大敗를 가져오고 共和黨의 大勝을 가져오게한 重횟한 要因의 하나로 보고 있다. 

VI。 結 論

本鎬는 1980年 11月 4 日에 있었던 美國의 大統領選學에서 一般의 據測과는 달리 共和黨

의 레이건候補가 大勝을 거둔 理由에 對한 세가지의 해석을 檢討하고 이에 對한 評價를 내 

렸다. 첫번째 해석은 主로 民主黨測 人土들의 해석으로 이벤 選學에서 레이건候補가 大勝

을 거둔 것은 단순히 。1 란의 人質問題와 같이 突然變異의 事件이 선거 며칠전 느닷없이 美

國市民의 關心의 춧점으로 등장하여 선거에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나온 結果라는 것이 

다. 두번째 해석은 主로 共和黨測 A士들의 해석으로 레이건候補의 大觸은 以上과 갈이 對

外的언 몇因보다는 인플레問題와 같은 國內政治的인 몇因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레이건候補의 大購은 카터行政府가 國家財政을 산만하게 다루어 인플레問題解決에 오히 

려 失敗한 것에 對한 응징의 表現이라는 것이다. 마지막 세먼째의 해석은 保守共和黨의 A 

士中에서도 極右派의 해석으로 레이건 候補의 大勝은 단순히 이란問題 카터行政府의 인플 

레政策이라는 短期的인 몇因보다는 좀더 長期的인 흉흉因해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과거 1960年代末부터의 일로 베트남戰爭에서 3等國家에게 敗北한 사실， 西獨 H本 等에 比

해 서 相對的 國力의 쇠 잔 等에 對한 反動으로 美國市民에 게 「彈力한 美國J I偉大한 美國」

을 再生시켜야 겠다는 自覺 및 保守主義가 싹터서 취약한 리더쉽의 차터候補를 몰아내고 

레이건 候補를 大購시켰다는 것이다. 

本橋에서는 여러가지 興論調좁資料 및 最近 美國의 國內政治的인 要因을 紹介하면서 以

上의 세가지 해석중 첫벤쩨 주장인 民主黨測 A士의 해설이 더 타당하다는 것을 보였다. 

한가지 여기서 響告해 두어야할 것은 共和黨測에서 말하는 인플레問題와 같은 國內政治的

36) Paul Lazarsfeld et a1., The People’ s Choice(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44), ch. 
5; Angus Campbell et a1., The American Voter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Inc. , 
1964) , ch. 4; and Philp E. Converse, “ The Concept of a Normal Vote," in Angus Campbell 
et al. (eds.) , Elcçtions <<ηd the Political Order (New York: John Wi!ey & Sons, Inc. , 1967), 
pp.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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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몇因 또는 極右派에 서 學論하고 있는 美國市民의 「彈力한 美國」觀이 全혀 一考의 價f直

가 없다는 뜻은 찌論 아니라는 點이다. 다만 여기서 主張하는 것은 以上과 같은 몇因보다 

는 이란의 人質問題 등이 더 큰 영향력을 行使하였다는 것이다. 

本鎬는 레 이 건行政府의 政治의 方向 및 더 나아가서 레 이 건行政府 以後 美國政治의 向背

를 展쏠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만일 이번 선거가 이곳에서 주장하듯이 단순 

히 이란의 人質問題와 같이 突然變異의 結果로 그렇게 된 것이라면， 레이건行政府의 保守

化政策 推進力은 弱할 것이며， 만일 反對로 共和黨測의 主張과 같이 美國政治의 保守化의 

結果로 그렇게 된 것이라면 그 推進力은 彈力할 것으로 鍵想된다. 本鎬에서는 前者쪽의 主

張을 더 正當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레이건行政府의 保守化政策 推進力은 그리 彈力하지 

뭇할 것이라고 展뿔을 내럴 수 있다 37) 

以上은 어 디 까지 나 美國市民의 與論을 獨立變數로 보고 美國大統領의 政治指響力은 從屬

變數로 놓고서 본 見解이 다. 그러 나 만일 美國市民의 與論을 從屬變數로 놓고 美國大統領

의 政治指導力을 獨立變數로 놓고 보면 위와는 다른 展뿔을 내릴 수도 있다. 즉 레이건大 

統領의 政治指導力이 決斷性이 있고 果斷性이 있고 그에 게 일을 推進해 가는데 力動性이 

있다는 것이 그의 在任期間中 證明이 된다면， 그는 오히 려 美國市民에게 活力素 (vitaHty) , 

自信感 (confidence) , r彈力한 美國」像을 섬어줍으로써 美國의 與論을 自己가 願하는 保守化

의 方向으로 成功的으로 끌고 갈 수도 있는 것이다。 

37) 이의 깐가름은 빠르연 1982年에 있을 議會選學에서 나다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