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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1950년대 아이젠하워 행정부 이후 최초로 

상 • 하 양원의 다수의석을 확보하는 데 성공허-였다. 특히 남부지역의 경우 

l댔4년 선거를 통하여 남북전쟁 이후의 재건(묘econstruction)시기가 1876년 종 

식된 이래 최초로 연방의회 선거에서 다수당이 공화당으로 바뀌었는데 이 지 

역이 오랜 기간 동안 민주당의 아성이었고 먼주당이 의회의 다수 의석을 점하 

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해왔다는 점에서 이는 실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1996년 및 1998년 의회선거에서도 공화당은 상 g 

하 양원의 다수의석을 유지하는 데 성공하였는데 이는 공화당이 1930년 선거 

까지 계속하여 의회의 다수의석을 지킨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다시 말하여 

1930년대 민주당 우위의 뉴딜 정.당체계가 성랩된 이후 최초인 것이다)l 

민주당 우위의 정당체계인 뉴딜 정당체계가 1930년대에 성립된 이래 민 

주 · 공화 양딩-간의 힘의 균형에 있어서 민주당의 우위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하지만 1960년대 중반부터 새로운 사회적인 문제들이 이미 중요한 정치 

적 쟁점으로 부각된 바 있는 인종 문제에 추가하여 부상되고 이념적으로 보수 

* 본 연구는 1997년도 한국학술진홍재단 대학부설연구소 과제 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1) 특히 하원의 경우 1932년 이후 1994년까지 민주당의 우위는 압도적이어서 공화당이 

1946년 선거와 1952년 선거에서 각각 29석과 4석 앞서는 다수당이었던 반면 민주당은 

나머지 29차례 선거에서 평균 48석 앞서는 다수당이었다(Stanley and Niemi 1998: 
34-35 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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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는 중도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들 새로운 문제들에 대하여 진보적인 

입장을 취한 민주당으로부터 이탈해 감에 따라 뉴딜 정당체계는 변화하기 시 

작하였다. 뉴딜 정당체계의 변화에 따른 민주 。 공화 양당간 힘의 균형변화는 

미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변화에 보다 민감한 대통령 선거에서 먼저 반 

영되어 나타났고 이에 따라 E뼈년 이후 대통령 선거에서 1990년대 클린턴의 

집권이전까지 한 차례를 제외하고 공화당이 계속 승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2) 

미국 유권자들의 정당지지 행태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정당일체감에 있어서 

도 오랫동안 유지되어 오던 민주당의 압도적인 우위가 1없0년대 들어오면서 

약화되기 시작하여 민주 · 공화 양당간의 정당일체감 격차가 크게 줄어든 바 

있으며， 정당일체감에 있어 이러한 변화 추세도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민 

주 • 공화 양당간의 힘의 균형변화가 반영되어 나타난 것으로 본다. 정당일체 

감은 미국 유권자들의 정당지지 행태에 중요하게 작용할 뿐 아니라 대체로 그 

안정성이 높아서 서서히 변화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민주 · 공화 양당 

간의 정당일체감의 균형은 바뀌어지기도 쉽지 않지만 한번 바뀌어지게 되면 

상당한 내구력을 가지고 유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1980년대 이후의 정당일체 

감에 있어서 양당간 균형 변화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욱 

이 3절에서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정당일체감의 변화가 그 비중이 점 

차 올라가고 있는 보다 젊은 유권자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점 역 

시 향후 미국 정당체계의 변화와 관련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94년 중간선거를 통하여 의회의 다수당이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교체된 

것 역시 그 동안 진행되어 온 양당간의 힘의 균형변화라는 맥락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제1기 클린턴 행정부 전반기의 문제점들， 즉 그 동안 침체되 

었던 경제가 일반 유권자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 

든지， 클린턴 행정부 초기의 동성애자의 군입대 허용이나 진보적인 성향이 강 

한 인사들의 고위직 임명 등으로 민주당이 갖게된 지나치게 진보적인 이미지 

등이 1994년 의회선거 결과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2) 전후 미국 정당기반 재편과 공화당 행정부의 등장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정진민 
(1999 : 껑5-228)을 참조할 것. 



1990년대 의회선거와 미국 정당체계의 변화 87 

1994년 선거결과를 설명하는 데 있어 이러한 단기적 요언들보다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은 1960년대 중반이래 지속되어 온 민주 @ 공화 양당간의 힘의 

균형 변화라는 보다 근본적인 변화와의 관련성 이라고 본다. J\brarno~tzC1댔5)도 

1댔4년 선거를 통한 의회의 다수당 교체는 공화당에 유리했던 단기적 요인들보 

다는 미국 유권자들의 정당일체감이나 이념적 성향의 변화와 같은 장기적인 

요인들이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3) 또한 1994년 선거 결과가 

이와 같이 선거당시의 단기적인 요인들보다는 미국 정당체계의 보다 근본적인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시각은 그 후 치러진 두 차례의 선거， 즉 1996 

년과 1998년의 의회선거에서도 의회의 다수당으로서의 공화당의 위상이 바뀌 

지 않았다는 사실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본 논문은 민주 · 공화 양당간의 힘의 균형변화라는 시각에얘 1990년대 들 

어와서 미국 의회， 특히 하원에서 다수당이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바뀌고 있 

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 그 주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하원의원 선거에 

서 정당간의 힘의 균형이 실제로 어떻게 변화되고 있으며， 특히 가장 심한 정 

당체계의 변화가 진행중인 남부지역에서 양당간의 균형변화가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정당간 힘의 균형변화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유권자들의 정당일체감이 전국적으로 그리고 특히 남부지역에 

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세대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한다. 마 

지막으로 정당일체감이나 유권자들의 이념적 성향과 같은 장기적 요인들 이외 

에 하원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설제로 보여주는 행태에 영향을 주는 현직 

자 효과Cincumbency effect)와 같은 선거구별 특수한 요인이나，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 특히 강하게 나타나는 편승효과Ccoat떠il effect)와 같은 단기적 요인 

등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등을 분석하고， 장기적 요인들과 단기적 요인들 

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 평가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분석을 위하여， 특히 미국 유권자들의 정당일체감이 어떻게 변화 

3) 이처럼 1994년 선거결과를 민주 · 공화 양당간의 힘의 균형변화라는 맥락에서 보는 연 
구자들로는 Abramowitz 이외에도 Jacobson(l996), Ladd(1995), Tuchfarber et al 
(1995)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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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정 당벌 하원의석수 

연 도 1990 1992 1994 1996 1998 

민 주 당 267 258 203 207 210 
공 화 당 165 176 231 227 224 

출처 :1없0-1996년 자료는 Stanley and Niemi(1998) p. 35. 
1998년 자료는 New York Times 1998. 11. 5 

하고 있고， 여기서 세대요인은 어떻게 작용하고 있으며， 하원의원 선거에서 나타나 

고 있는 유권자들의 실제 투표행태에 대하여는 어떠한 설명이 가능한지 등을 알아 

보기 위하여， 종속변수를 포함하여 사용될 대부분의 변수가 범주형 변수인 점을 감 

안하여 일련의 로지스틱 회귀분석들을 활용하게 될 것이다. 한편 분석자료로는 띠 

국 유권자들의 선거행태에 관한 미시간 대학의 설문조사자료(Amerí，αm Nr.ιrtíonal 

Eleαwη Studies) 중에서 1990-1996년 기간 중의 자료를 사용하게 될 것 이다. 

JI. 하월성쩌에서의 절당간 힘댐 률형팩 발햄자연에서찍 변화 

1990년대 들어와서 하원에서 민주 p 공화 양당이 차지하고 있는 의석수는 아 

래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크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1994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40여년 만애 하원의 다수의석을 확보한 이래 1996년 및 1998년에 

치러진 두 차례의 의회 선거에서 다수당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음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민주 • 공화 양당간 힘의 균형변화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 

미를 갖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는 양당간 힘의 균형에 있어 대통령선거에서는 

이미 1~뻐년대 말부터 공화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고 1980년대 이후로 

는 정당일체감에 있어 민주당의 우위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변화 추세가4) 하원선 

4) H뼈년 이후 대통령 선거에서의 공화당 우세 현상 및 1980년대 이후 정당일체감에서의 
민주당 우위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현상 등에 대하여는 정진민(1999: 229-23이을 

참조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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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경우 선거구별 특수한(constituency-spec퍼c)요인5)들에 의 하여 그 동안 지 

체되었다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본다. 

하원선거에서 양당간 힘의 균형변화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은 지역적인 차별성이다. 즉 1댔0년대 들어와서 공화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 

되고 있는 양당간 힘의 균형변화가 지역적으로 고르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오랫동안 민주당의 아성이었던 남부지역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있다. 실제로 

1없4년 하원선거 이후 양탕간 힘의 균형변화는 보다 직접적으로는 남부지역에 

서 진행되고 있는 정당체계의 재편성 (p없isan realignment)6)에 기인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 차별성은 아래 <표 2>에서처럼 민주 。 공화 양당의 하원의 

석수 변화를 남부 지역과 비남부 지역으로 구분하여 보았을 때 보다 뚜릿하게 

드러난다，7) 즉 비남부 지역의 하원선거에 있어샤는 1994년 민주당의 의석수 

감소와 공화당의 의석수 증가로 공화당 우세로 바뀌었다가 1996년 이후 민주 

당의 근소한 우세로 반전되고 있음에 반하여 남부지역 하원선거에 있어서는 

1994년 공화당 우세로 바뀐 이후 1996년 선거에서 공화당의 우위 폭은 더욱 

커졌고 1998년 선거에서도 공화당의 커진 우위 폭은 지속되고 있다，8) <표 2> 

에서 보면 공화당은 1998년 선거에서 남부지역 전체 148석 중에서 86석을 차 

지 함으로써 1992년 당시 57석보다 29석 이 증가되 고 있다. 이 에 반하여 비 남부 

지역에서는 공화당이 전체 286석 중에서 138석을 차지함으로써 1992년 당시 

5} 선거구별로 가변성을 야기시킴으로써 양당간의 힘의 균형이 변화되는 추세가 의회선거 
에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을 지체시키는 요인들에 대하여는 주 15를 참조할 것 

6} 여기에서 정당체계의 재편성이란 정당의 지지기반 변화로 인하여 다수당이 바뀌어지는 
현상을 말하며 미국에서 1없0년대 형성된 뉴딜 정당체계의 재편성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 

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지만 적어도 남부지역에서의 정당체계 재편성에 대하여는 대체로 

이견이 없다. 뉴딜 정당체계의 재편성 논란에 관하여는 정진민(1뾰)를 참조할 것. 

7) 여기애서 남부지역은 남북전쟁당시 남부연합에 속하였던 11개 주와 경계(Border)지역의 

5개 주 중 오클라호마(이이ahoma)， 켄터키(Kentu미w) ， 웨스트버지니아(West Virginia) , 

메릴랜드(Mary!and) 등 4개 주를 포함하여 15개 주이며， 경계지역 중 미주리(Missouri) 

주는 흔히 중서부(Midwest) 지역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8} 더욱이 1990년의 하원선거구 재획정에 의하여 1992년 선거부터 남부지역의 의석수는 

141석에서 148석으로 7석이 증가되고 있기 때눈이} 남부지역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1990년 선거구 재획정에 의한 주별 의석수 변화에 관하여는 

。mstein， Mann, and Malbin(l잃4: 7-8}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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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남부지역의 정당별 하원의석수 

연도 1992 1994 1996 1998 

민주당 91 72 62 62 
(167) (31) (145) (48) 

공화당 57 76 86 86 
(119) (155) (141) (138) 

)는 비남부지역 

출처 :1992-1996년 자료는 Brady, Cogan, and Rivers (1997). p. 5 
1998년 자료는 New York Times 1998. 1l. 5 

119석에 비하여 19석 증가에 그치고 있다. 비남부 지역 중에서도 동부지역에 

서는 공화당이 1992년 38석에서 1없8년 36석으로 오히려 2석이 줄어들고 있다. 

정리하자면 하원선거 수준에서 양당간 힘의 균형변화가 지역적으로 상당한 차별 

성을 갖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남부지역에서 그 변화의 폭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수있다. 

남부지역의 하원선거에서 1990년대 들어서 진행되고 있는 이와 같은 변화 

는 이미 남부 지역의 대통령선거에서 1960년대 중반 이후 일어난 변화를 뒤따 

르고 있는 것이다. 1966-1996년 기간 중 대통령선거에서 공화당의 지역별 득 

표율에서 남부(남부연합에 속했던 11개주) 지역의 평균 득표율은 70.5%로 록 

키 산악지역 (85.9%)과 평원지역 (83.3%)에 이어 3위이지만 1932-1965년 기간의 

공화당 평균득표율과 비교하였을 때는 가장 높은 증가율(약 4.5배)을 보여주고 

있다.9) 실제로 1960년매 중반 이후 실시된 여넓 차례의 대통령선거에서 차터 

가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단 한차례를 제외하고는 공화당은 납부지역에서 

민주당을 앞서고 있다. 그리고 남부지역의 대통령선거에서 공화당의 이와 같은 

우세는 민주당이 남부 출신 후보를 내세워 승리하였던 1992년과 1996년의 대 

통령선거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결국 남부지역의 하원선거 수준에서 1990년 

9) 1932-1965년 및 1966-1996년 기간 중 미국 대통령선거의 지역별 평균득표율은 

Stanley and Niemi(l998: 18)의 표 1-3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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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들어와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1잃g년대 중반 이후 진행되어 옹 이 지역 

의 정당체계 재편성을 보다 굳히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하원선거 수 

준에서 양당간의 전국적 인 균형 변화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었다. 

미국에서 흑 o 백 인종간 지지정당의 차이는 크게 나고 있는데， 특히 흑인들 

의 인권문제에 대한 민주 。 공화 양당의 입장차이가 뚜렷해진 1960년대 이후 

민주당에 얘한 흑인들의 강한 정당일체감과 대통령선거나 의회선거에서의 높 

은 지지율은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1952-1962년 기간 중 15-18% 수준을 유 

지해 오던 흑인 유권자들중 정치적 무관심자(apolitical)의 10) 비율은 1964년에 

백인 유권자들 중 정치적 무괜심자의 비율과 비슷한 5% 이하 수준으로 크게 

떨어진 이후 그 수준이 지속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흑인들의 민주당에 

대한 정당일체감은 1964년부터 크게 증가하고 있다(A1clrich and Niemi 1없6: 

88-89). 마찬가지로 실제 대통령선거나 의회선거에 있어서 흑인들의 민주당 

지지율 역시 1댔4년 선거에서 90%대로 치솟은 이후 90% 전후의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었다(정진빈 1996 : 203-204). 

<표 3>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남부지역의 하원선거에 있어서도 이와 같 

은 인종간 지지정당의 차이는 다른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주목할 필요 

가 있는 것은 1990년대 들어와서 남부지역에서 양당간 힘의 균형이 크게 바 

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원선거에 있어서 이 지역 흑인들의 민주당에 대 

한 높은 지지율은 크게 변화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하원선깨에 

서 남부지역 흑인들의 높은 민주당 지지율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이 지역 

백인들의 민주당 지지율이 1990년대 들어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과 좋 

은 대조를 보이고 있다. 결국 남부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당체계의 재 

편성은 주로 이 지역 백인 유권자들의 바뀌어진 선거행태의 변화에 기인하 

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0) 여기에서 정치적 무관심자란 정당선호를 갖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정치 자체에 대하 

여 아예 관심이 없는 자를 말한다.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Watten따g(l쨌: 

39-41)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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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하원선거에서 남부지역 유권자들의 민주당 지지율(%) 

연도 T 1댔O 1992 1댔4 1996 

백인 61.9 52.7 38.5 39.0 
(60.1) (55.8) (43.0) (44.5) 

흑인 93.8 87.7 79.2 90.2 

(93.4) (88.6) (84.5) (86.3) 

는 전국표본 

자료 :Ameriα111 Natíona1 Election Studies, 1990-1S뼈. 

남부지역 백얀 유권자들의 이처럼 변화된 선거행태는 민주 · 공화 양당 

의 지역적 기반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고 있다. 즉 1994년 선거 이전 남부 

지역 15개주에서 공화당이 우세를 보인 지역은 플로리다 l개주 뿐이었던 

데 반하여 1994년 선거에서 공화당 우세지역이 남부 7개주로 확대되었고， 

1996년 선거에서는 공화당이 납부의 9개주에서 우세를 점하고 있고， 아칸 

소， 노스캐롤라이나， 메릴랜드 주에서는 민주당과 의석수를 반분하고 있다. 

이에 따랴 이 지역에서의 민주당 우위는 텍사스， 버지디아 및 웨스트버지 

니아의 3개주에서만 유지되고 있을 뿐이다CHershey 1997: 228-229). 1998 

년 선거에서 민주당 우세주는 위의 3재주에 미시시피 주가 추가되었지만 

민주 , 공화 양당이 의석수를 반분하고 있는 주가 아칸소와 메릴랜드의 2 

개주로 줄고 노스캐롤라이나 주가 공화당이 우세한 주로 바렘에 따라 공 

화당은 여전히 납부의 9개주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다(N ew York Times 

1998. 11. 5). 결국 과거 냥부지 역 때 서 의 민주당 우위 및 북동부와 중서 부 

지역에서의 공화당 우위는 이제 남부지역에서의 공화당 우위 및 북동부와 

중서부 지역에서의 민주당 우위로 뒤바뀌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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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 쩔활일햄강.2.1 빽확 멸 쐐때H홍용I 

오랫동안 미국 유권자들의 선거행태 분석에 있어 가장 중요히-게 고려되어 

온 요인은 유권자들이 특정 정당에 대하여 갖고 있는 심려적인 유대감， 곧 정 

당일체감이었다. 그리고 민주 。 공화 양당에 대하여 미국 유권자들이 갖고 있 

는 전국적인 수준에서의 정명-일체감에 있애서 민주당의 압도적인 우위는 뉴딜 

정당체계가 정착된 이후 계속하여 유지되어 왔다. 하지만 l잃0년대 이후 이와 

같은 민주당의 정당일체감 우위는 약화되고 었다. 즉， 1980년대 래이건 공화당 

행정부시기에 들어와 민주당과의 정당일체감이 감소하고 공화당과의 일체감이 

증가하게 되면서 정당일체감에 있어서 양당간의 격차는 줄어들었다. 특히 

1984년 선거 이후 그 동안 약 20%에 필했던 양당간의 격차가 10% 전후로 떨 

어지고 있음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정당일체감의 이와 같은 전국적인 추세와는 달라 납부 백인들의 경우에는 

이미 l댔0년대부터 민주당과의 일체감이 빠르게 약화되면서 민주 e 공화 양당 

간의 격차가 줄어들기 시작하였다(때ller 1990). 하지만 남부 백인들의 민주당 

에 대한 정당일체감이 전국 평균보다 월등하게 높았거 때문에 이들의 민주당과 

의 일체감이 1960년대부터 빠르게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에 들어 

와서 비로소 전국적인 평균수준에 큰접하게 된다. 그라고 1960년대부터 납부백 

인들의 민주당과의 일체감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이 

전까지 민주·공화 양당의 전국적언 정당일체감 균형이 변화되지 않았던 것은 

냥부백인들과는 달리 비남부지역 백인 유권자들의 정당일체감이 얀정적으로 유 

지되었고 인종문제로 인하여 정치의식이 높아진 흑인 유권자들의 민주당과의 일 

체감이 1960년대 이후 크게 상승하면서 납부 백인들의 민주당과의 일체감 감소 

를 상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1없0년대 이후에는 남부 백인들의 정당 

일체감이 공화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계속 빠르게 움직일 뿐 아니라 비남부 지역 

백인 유권자들의 정당일체감도 같은 방향으로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흑인 유권자들의 높은 민주당과의 일체감으로도 상쇄할 수 없게 되었다. 

H뼈년대 민주 • 공화 양당의 정당일체감 변화에 관한 〈표 4>는 1980년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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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남부백인들의 정당일체감(%) 

연 도 1990 1992 1994 1996 

민주당 37 32 32 35 
(39) (35) (34) (39) 

무당파 38 41 32 33 
(34) (38) (34) (33) 

공화당 22 26 35 32 
(25) (26) (31) (28) 

민주당우위 15 6 -3 3 
(14) (9) (3) (11) 

는 전국표본， 

자료 : American National Election Studies, 1990-1잃6 

후 정당일체감에 있어 민주당의 우위가 상설되고 있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 즉， E뻐년 선거에서 그 동안 상실되어 오던 민주당 우위가 일부 회 

복되고 있지만 적어도 1없4년 중간선거까지 민주 • 공화 양당간의 정당일체감 격 

차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전국적으로 H뼈년 14%의 민주당 우위가 1명4년 3% 

까지 좁혀지고 있고， 특히 남부 백인들의 경우는 1990년 15%의 민주당 우위가 더 

욱더 급속하게 줄어들어 1994년에는 3%의 공화당 우위로까지 발전되고 있다. 결 

국 납부백인들에 관한 한 정당일체감에 있어 민주당의 우위는 거의 사라졌다고 보 

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1980년대 이전까지 전국 평균수준보다 

높았던 남부 백인들의 민주당에 대한 정당일체감이 계속하여 빠른 속도로 감 

소되면서 1990년대 들어와서는 전국적인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에 있다는 사실 

이다. 이에 따라 1980년대 이전에는 전국적인 수준에서 민주당의 정당일체감 

우위가 상실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오던 남부백인들의 정당일체감이 

1990년대 이후로 오면서는 오히려 전국적인 정당일체감에 있어 민주당의 우위 

가 상실되는 것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전국적인 수준에서 정당일체감이 변화하게 된 데에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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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남부백인들의 세대별 정당일체감(%) 

여L一 도 1990 1992 1994 1996 

전전세대 31 16 10 10 
(19) (13) (11) (13) 

전후세대 6 0 -12 0 
(11) (8) (-1) (10) 

수치는 민주당 우위 비율， 즉， 민주당과의 일체감에서 공화당과의 일체감 비율을 제한 

값，( )는 전국표본. 

자료 : American 1\Tatíonal Electíon Studies, 1990-1996 

가지 요인들이 고려될 수 있지만 많은 연구자들은 특히 정당일체감의 변화가 

세대별로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11) 여기에서 우리들의 

관섬은 최근의 미국 정당정치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납부 백인들의 경우 

에도 전국적인 수준에서와 비슷하게 세대별 정당일체감의 차이가 나고 있 

는지， 그리고 차이가 난다면 전국적인 세대별 차이와 어떻게 다른지 등이 

다.<표 5>는 이 러 한 의문들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 12) 전국적 인 표본의 

경우 1990-1996년 기간 중 연도별로 약간씩 차이가 나고 있지만 정당일체 

감에 있어 민주당의 우위가 전전세대에서 전후세대보다 평균 7% 높은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남부 백인들의 정당일체감에 있어 세대별 차이는 더욱 두 

드러져서 전전세대의 민주당과의 일체감 우위가 전후세대보다 평균 18%나 높 

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던 1994년 중간선거 당 

시 전후세대에 속하는 남부 백인 유권자들의 정당일체감은 공화당이 12%나 

11) 전국적인 정당일체감의 세대별 차이에 대하여는 Norpoth(1987), Ladd(1989), 1\떠ller 

and Shanks(1996), Dεmùs and Owen(1997) 등을 참조할 것. 
12) 세대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미국 유권자들을 이차대전이 종식된 1없5년 이잔에 출 

생한 전전세대와 1없6년 이후에 출생한 전후세대로 구분하였다. 전후세대는 1960년대 

이후 출생한 베이비 버스트(baby bust)세대와 그 이전에 출생한 베이비 붐(baby 

boom)세대로 보다 세분되기도 하지만(정진민 X엇웠: 2:37) 여기에서는 분석의 편의상 
전후세대로 통합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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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전세대 유권자들의 민주당과의 일체감이 

아직도 10%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정당일체감은 전국적인 수준에서도 세대간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특히 남부지역에서 정당일체감의 세대간 차이는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이차대전 이후에 출생한 남부 백인들의 정당일체감이 이차대전 여전에 

출생한 남부 백인들의 정당일체감과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1990년대 들 

어와서 전후세대에 속하는 유권자들의 정당일체감이 전국적으로는 평균 7% 

민주당 우위를 보이고 있는 데 반하여 남부 백인 유권자들의 경우 평균 2% 

공화당 우위를 보이고 있어 거의 10%에 달하는 결코 작지 않은 지역간의 차 

이가 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전전세대에 속하는 유권자들의 경우 

1쨌년대 정당일체감의 평균치가 전국적으로나 납부 백인 모두 민주당 우위에 

있을 뿐 아니라 그 차이가 겨우 2%에 밖애 나지 않고 있어 거의 비슷한 수준 

인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결국 남부 백인들의 정당일체감에 있어 민주당 

우위자 사라지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전후세대에 속하는 보다 젊은 남부 

백인들의 정당일체감벅 공화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크게 바뀌었기 때운임을 알 

수 있다. 또한 1990년대 이후 전국적인 정당일체감에 있어 민주당의 우위가 

상실되고 있는 과정에서 남부 백인들 중에서도 특히 전후 세대에 속하는 남부 

백인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당일체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다른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전국적인 수준에서의 정당일체감에 대한 세대요인의 영향력 

의 크기를 알아보기 위하여 민주당에 대한 정당일체감 유 g 무를 종속변수로 

하는 로짓분석을 시도하였다. 로짓분석에 독립변수들로 사용된 정당일체감에 영 

향을 주는 사회경제적 요인들에는 세대요인 이외에 성， 지역， 인종， 종교， 소득수 

준， 교육수준 등을 포함시컸다.13)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표 6>에 표시되 

고 있듯이 정당일체감에 대한 영향력에서 세대요인은 인종 및 종교 변수와 더불 

13) 세대변수는 전전세대와 전후세대의 두 범주로 니누고 전전세대는 1, 전후세대는 0의 
값을 부여하였다. 또한 지역은 남부와 비남부지역으로 나누고 남부지역은 1, 비남부지 
역은 0, 여성은 1, 남성은 0, 인종이 흑인이면 1, 그렇지 않으연 0, 종교가 카톨릭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연소득수준이 2만 5천불 미만이면 1, 2만 5천불 이상이연 Q 교육 
수준이 고등학교 졸업 야하이면 1, 대학교 재학 이상이면 0의 값을 각각 부여하였다. 



〈표 6> 정당일체감 로짓 분석 

연도 1990 

λ。r"f-
-1.34** 
(0.17) 

성 
0.15 

(0.l0) 

세대 
0.48** 

(0.10) 

지역 
0.11 

(0.11) 

인종 
1.14** 

(0.15) 

종교 
0.47** 

(0.11) 

소득수준 
0.12 

(0.10) 

피:uL"*"f-까-τ ;ζ 
0.12 

(0.10) 

-21ρgL 117.63** 

concordant 62.6% 

표본수 1980 

수치는 로짓계수， ( )는 표준 오차， 

** P < .01 , *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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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1994 1996 

-1.71 ** -1.79** -1.얘-* 

(0.16) (0.19) (0.18) 

0.24** 0.32** 0.33** 
(0.09) (0.11) (0.11) 

0.34** 0.41 ** 0.23* 
(0.09) (0.11) (0.11) 

0.13 0.05 0.02 
(0.09) (0.11) (0.11) 

1.40** 1.29** 1.23** 
(0.13) (0.16) (0.16) 

0.57** 0.53** O.‘55* 
(0.11) (0.15) (0.24) 

0.20* 0.20 0.24* 
(0.09) (0.11) (0.11) 

0.22* 0.17 0.20 
(0.09) (0.11) (0.11) 

195.28** 118.91** 110.65** 

64.8% 63.6% 62.6% 

낌85 1795 1714 

자료 : Ameri，α111Mαional Electio，η St1.μiies， 1990-1996. 

어 네 차례 첼거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나고 있다. 

남부 백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로짓분석에서는 예상하였던 대로 정당일체감에 

대한 세대요인의 영향력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14) 아래 〈표 7>에서 보 

14) 남부 백인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지역과 인종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사회 
경제적 요인들만을 로짓분석의 독렵변수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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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남부백인들의 정당일체감 로짓 분석 

연도 1990 1992 1994 1996 

.AJ-끼까-‘ l.30** -1.71 ** -2.07** -1.63** 
(0.33) (0.31) (0.35) (0.34) 

성 
0.10 0.11 0.43** 0.24 

(0.19) (0.18) (0.21) (0.21) 

세대 
0.80** 0.63** 0.54** 0.39* 

(0.19) (0.18) (0.21) (0.20) 

종교 
0.58* 0.90** 0.72** 0.55 

(0.25) (0.24) (0.30) (0.50) 

그λ-二= t:T끼 A一딘 ;xr; 0.02 0.47* 0.23 0.52* 
(0.20) (0.19) (0.22) (0.22) 

피li1.다 。 T까‘τ ;ζ 
0.21 0.28 0.36 0.32 

(0.22) (0.19) (0.22) (0.21) 

-2Log L 26.09** 39.57** 27.34** 23.83** 

concordant 60.5% 62.1% 61.7% 59.9% 

표본수 5(J7 636 502 491 

수치는 로짓계수， ( )는 표준 오차. 
** P < .01 , * P < .05 
자료 : Amerícan Natíonal Electio.η Studies, 1990-1996. 

여주고 있듯이 남부 백인들의 정당일체감에 대한 영향력에서 세대요인은 네 차례 

선거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유일한 변수임이 확인되고 있다. 즉 남부백 

인들의 정당일체감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한 5개의 사회경제적 요인들중 세대요 

인만이 네 차례의 선거에서 모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여타 사회경제 

적 요인들을 통제한 상황에서도 유의미한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하여 세대 요인은 정당일체감의 변화에 전국적인 수준에서 

뿐 아니라 남부 백인 유권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도 1990년대에 치러진 네 

차례 선거에서 모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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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납부백언 유권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오직 세대요 

인만이 l얹에년대에 치러진 모든 선거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유일 

한 변수라는 사실이다. 더욱이 앞서 언급한 것처럼 1990년대 이후 민주당의 전국적 

인 정당일체감 우위가 상설되는 데 있어 납부 백인들의 정당일체감 변화가 주도적 

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세대요인의 중요도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IV. 확웰빽빽 뿔뿜 뿔쩍 

민주 。 공화 양당간의 힘의 균형변화는 이미 1st에년대 말 대통령선거 수준에서 

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1980년대 이후로 요면서는 정당일체감의 변화로 이어 

진 바 있다. 한편 의회선거 수준에서의 양당간의 균형변화는 1쨌년대 들어와서 

비로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앞서 논의한 것처럼 양당간의 균형변화가 의회 

선거 수준에서 이처럼 지연되어 나타나고 있는 데에는 선거구별로 특수한 여러 

단기적 요인들이 전국적 인 변화추세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왔기 때 

문이라고 본다， 이들 선거구별로 특수한 정애요인들15) 중 가장 강력한 요인은 현 

직자가 누리고 있는 선거에서의 여러 가지 이점들로 인한 현직지- 효과이다. 

현직자들은 자신들을 유권자들에게 알라고， 특히 유권자들로부터 좋은 평가 

를 얻어내는데 있어 도전자들보다 월등하게 유리한 위치에 있다. 현역의원들 

은 지 역구 방문비용， 우편물 발송비용 등을 국고로부터 보조받고 있고 역시 

국고보조를 받고 있는 많은 보좌관들을 거느려고 있어 유권자들에게 각종 서 

비스를 보다 용이하게 제공할 수 있다. 더욱이 신문，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는데 있어서도 도전자들보다 헬씬 유리한 위치에 있다. 결국 현직자들 

15) 양당간의 힘의 균형이 변화되는 추세가 의회선거에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을 지체시키 
는 선거구별 특수한 요인으로는 현역의원의 재출마여부， 선출직 경험여부 등 후보들의 

자질， 그리고 지출된 선거비용(현역의원을 포함히는 경쟁구도일 경우에는 특히 도전자 
의 선거비용)의 크기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현역의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점들이 선거결과에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 아니라 후보의 자질이나 선거 

비용 등도 결국 현역의원의 재출마 여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현직자 요 

인(incumbency factor)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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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전자들에 비하여 높은 인지도와 호의적인 평가를 얻기 위하여 다양한 자 

원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선거에 재출마한 현직자들의 승리 가능성을 크 

게 높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하원선거에 있어서 일체감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대신 다른 정당 

후보를 선택하는 유권자들， 즉 이탈자들이 1960년대 중반부터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970년대 이후부터 1잃4년 선거 이전까지 하원선거에 있어서 이탈 

자들은 대통령선거에서와는 반대로 민주당과 일체감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보다 

공화당과 일체감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 중에서 더 많이 나오고 있다(Abramson 

et al 1없8: 238-239 표 10-2). 이는 바로 이탈자들이 하원의원 후보선택에 있어 

서 압도적으로 도전자보다는 현직자를 선택하고 있고 현직자는 민주당에 더 많 

이 있었기 때문이다. Jacobson(l997: 93 표 5.2)에 따르변 이들 이탈자들중 현직 

자를 선택하는 유권자들은 H뼈-1994년 기간 동안 평균 42%인데 반하여 도전자 

를 선택하는 유권자들은 같은 기간동안 평균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하원선거에서 바로 이려한 유권자틀의 높은 이탈율이 재출마에 나선 현직자 

들의 90%대의 높은 당선율뿐 아니라， 특히 1960년대 중반이후 현직자들의 선거 

승리의 폭(margin of victory)을 크게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16) 그리고 이와 

같은 현직자들의 높은 당선율은 보다 많은 현직자를 갖고 있던 민주당이 1댔4년 

선거 이전까지 요랫동안 의회 다수당의 위치를 지키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19E에년대 중반 이후 진행되어온 민주 • 공화 양당간의 균형변화가 하원선거에 반 

영되는 것을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하원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투표선택과 관련하여 또 하나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편승효과이다. 여기서 편승효과란 대통령 후보와 같은 정당 후보에게 의 

회선거에서도 투표하려는 유권자들의 경향으로 인하여 대통령선거가 의회선거 

에 주는 영향력을 말한다. 따라서 편승효과가 작용하는 경우 대통령선거가 있 

는 해의 의회선거에서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의 후보들이 의회선거에 

서도 다수 당선됨으로써 대통령의 정당이 의회 의석을 늘릴 수 있게 될 것이 

16) 1960년대 중반 이후 현직자들의 선거승리의 폭이 확대되고 있는 현상 및 그 원인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Alford and Brady(1993: 144-154)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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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면 대통령선거가 없는 중간선거에서는 이러한 편승효과가 약화됨에 따 

라 대통령의 정당이 상당수의 의회왜석을 앓게 될 것이다.17) 

물론 이러한 편승효과는 1960년대 중반 이후 앞서 언급한 현직자 요인의 

영향력 강화와 분리투표를 하는 유권자들의 증가 등으로 언하여 18) 집합적인 

수준에서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C려vert and Ferejohn 

1983; Ferejohn and Calvert 1984). 하지만 아직도 편승효과는 뚜렷하게 존재 

하고 있으며 (C뻐pbell 1991: 481-뼈3)， 특히 개별적인 수준에서는 여전히 상당 

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Jacobson 1댔7: 130-134). 따 

라서 하원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보여주는 투표행태를 설명하기 위한 단기적 요 

인으로 현직자 요인 이외에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에 특히 강하게 나타나는 편 

승요인을 포함시켰다. 

한편 하원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투표행태를 설명하기 위한 장기적 요인으로 

는 앞서 살펴본 정당일체감 이외에 유권자들의 정당선택과 밀접한 관계를 갖 

고 있는 유권자들의 이념적 성향을 포함사켰다. 이는 1980년대 이후 민주 • 공 

화 양당간의 이념적인 차별성이 보다 뚜렷해지면서 유권자들의 이념적 성향이 

투표선택에 마치는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19) 

하원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지지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로짓분석에 이들 

네 종류의 독립변수들을 사용하였을 때20) 그 설명 력은 <표 8>에서 보여주고 

17) 이처럼 편승효과가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의 의석수기 증가하고 다음번 중간선 
거에서 같은 당의 의석수가 감소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상승 하강 효과 

(surge and decline effect)라고 불리 워 지 기 도 한다. 

18) 대통령선거와 하원선거애 있어서 분리투표를 하는 유권자들의 비율은 1952-64년 기간 
중 14%, 1968-88년 기 간중 25%, 1992-96년 기 간중 20%로 나타나고 있다. Staney 
and Niemi(1998: 129 표3-12)에 기초하여 산출하였읍. 

19) 최근 들어 유권자들의 행태에 미치는 이념적 성향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대하여는 Abramowitz and Saunders(1998)를 참조할 것. 

20) 4개의 독립변수 중 정당일체감은 민주당에 대한 정당일체감을 가지고 있으면 1, 그렇 
지 않다면 0, 이념적 성향은 진보적 성향을 갖고 었으면 1, 그렇지 않다면 0, 현직자 
요인은 유권자의 선거구에 민주당 현역의원이 있눈 경우에는 1, 공화당 현역의원이 있 
는 경우에는 -1, 현역의원이 없는 경우에는 0,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에 투표하 
였다면 1, 그렇지 않다면 0의 값을 각각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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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하원선거행태 로짓분석 

연 도 1990 1992 1994 1996 

상 'Íλ-‘ 
-2.48** -2.09** -2.50** -2.80** 
(0.11) (0.09) (0.11) (0.13) 

정당일체감 
0.53** 0.29* 0.88** 0.57** 

(0.13) (0.11) (0.14) (0.16) 

현직자요인 
0.91** 0.77** 0.80.:. ),< 1.02** 

(0.09) (0.07) (0.08) (0.09) 

편승요인 
1.86** 2.25** 1.64** 3.23** 

(0.14) (0.12) (0.14) (0.17) 

이념적 성향 
0.34* 0.46** 0.44** 0.40* 

(0.15) (0.13) (0.17) (0.17) 

-21βGL 550.32** 819.26** 471.80** 857.03** 

concordant 76.9% 78.9% 78.1% 87.8% 

표본수 1980 2쟁5 1795 1714 

수치는 로짓계수， ( )는 표준 오차. 

** P < .01 , * P < .05 
자료 : American National Election Studies, H뼈-1댔6 

있듯이 77%에서 88%까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독립변수들의 영 

향력에 있어서는 현직자 요인이나 편승요인과 같은 단기적 요인들이 정당일체 

감이나 이념적 성향과 같은 장기적 요인들보다 대체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각 요인들의 영향력의 크기가 선거가 치러진 해의 상황 

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직자 요인의 경 

우 1990년의 하원선거구 재획정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1992년 선거에서， 그리 

고 다수의 민주당 현직자가 공화당 도전자들에 의하여 교체되면서 의회의 다 

수당에 변화가 일어난 1댔4년 선거에서 그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다. 반면 이 

미 공화당이 의회의 다수당을 차지한 상태에서 치러진 1996년 선거에서 다시 

현직자 요인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공화당은 의회 다수당의 지위를 계속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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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 의회의 다수당이 교체된 1994년 선거에서 현직자 

요인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으로 같은 해에 정당일체감의 영 

향력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그 동안 지체되어 온 정당일체감의 효과가 

현직자 효과와 같은 장애요인의 약화로 인하여 하원의원 선거에서도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편승요인의 영향력은 예상하였 

던 대로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1992년과 1996년에 크게 나타나고 1990년과 

1994년 중간선거에서 약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남부 백인들의 하원선거 행태분석에도 통일한 모형을 적용하였다. 전국적인 

하원선거 행태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아래 <표 9>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네 

차례의 선거에서 모형들의 설명력은 80% 전후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현직자 요인이나 편승요인과 같은 단기적 요인들의 영향력은 네 차례 선거 모 

〈표 9> 남부 백인틀의 하원선거행태 로짓분석 

연도 1990 1992 1994 1996 

사。-{「 
-3.03** -2.56** -2.91** -2.70** 
(0.29) (0.20) (0.24) (0.26) 

정당일체감 
0.49 0.47* 1.03** 0.69* 

(0.28) (0.23) (0.30) (0.32) 

현직자요인 
1.17** 1.09** 1.08** 1.60** 

(0.23) (0.18) (0.17) (0.20) 

편승요인 
2.02** 2.27** 1.71 ** 2.99** 

(0.29) (0.25) (0.31) (0.39) 

이념적 성향 
0.20 0.20 0.87* 0.42 

(0.38) (0.29) (0.37) (0.36) 

-21ρgL 118.38** 182.42** 153.26** 309.29** 

concordant 74.1% 75.8% 81.9% 87.5% 

표본수 없r 636 502 491 

수치는 로짓채수， ( )는 표준 오차. 

** P < .01 , * P < .05 
자료 :Ameri따llVl따iona/ Election Studies, 1990-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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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정당일체감과 같은 장기적 요인들의 영향 

력은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유권자들의 이념적 성향은 

1면4년 선거를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고 있지 못한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전국적인 하원 선거행태 분석 

에서와 마찬가지로 1992년과 l없4년 선거에서 현직자 요인의 영향력은 약화되 

고 있는 반면 1994년 선거에 정당일체감의 영향력은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1994년 선거에서 현직자 요인의 약화는 그 동안 공화당에 유리한 방향으 

로 빠르게 변화하여온 정당일체감의 영향력이 남부백인 유권자들의 하원선거 

행태에 강하게 작용하는 것을 가능케 함으로써 양당간 하원의석수 비율을 역 

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1996년 선거에서는 이전 

두 차례 선거에서 약화되었던 현직자 요인의 영향력이 다시 강화되면서 남부 

지역에서 공화당의 다수당으로서의 지위가 더욱 안정화되는데 기여하고 있다. 

1994년 선거 이후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이 됨에 따라 오랫동안 의회선거에 

서 공화당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왔던 현직자 요인도 이제는 공화당이 다수당 

의 위상을 지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더욱이 현직자 요인이 의회선거에서 유 

권자들의 투표행태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의미 

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었다. 또한 1970년대 이후 치러진 하원선거에서 민주당 

과 일체감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보다 높았던 공화당과 일체감을 갖고 있는 유 

권자들의 이탈률도 1994년 선거부터는 오히려 민주당 지지자들의 이탈률보다 

낮아지고 있다.21) 1994년 선거 이후의 이러한 변화들은 남부지역에서뿐 아니 

라 전국적인 차원에서도 의회다수당으로서의 공화당의 위상유지에 도움이 되 

리라고 본다. 

21) 애브람슨 등(Abramson et 려.， 1998: 241)에 따르면 1996년 하원선거에서 민주당 지지 
자들과 공화당 지지자들의 이탈율은 각각 41%와 29%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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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R약 멀 훌훌혼 

먼저 강조되어야 할 것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 히원선거 수준에서 나타니 

고 있는 양당깐 힘의 균형변화는 오랫동안 민주당의 아성이었던 남부지역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남부 백인 유권자들의 바뀌어진 선거 

행태의 변화에 기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선거행태의 변화에 큰 영향 

력을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정당일체감에 있어서도 그 동안 전국적인 민주 

당의 정당일체감 우위가 상실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오던 남부백인들의 

정당일체감이 1990년대 이후에는 오히려 이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당일체감의 변화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을 요하는 것은 세대요인이다. 1980 

년대 이후 전국적인 수준에서의 정당일체감의 변화와 관련하여 세대요인이 중요 

하게 작용하고 있음은 이미 알려져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남부백인들의 경우 

전전세대와 전후세대 간의 정당일체감 차이가 더욱 커서 세대요인의 비중은 전 

국유권자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보다도 높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1990 

년대 이후 전국적인 정당일체감에 있어 민주당 우위의 상설은 남부백인들 중에 

서도 특히 전후세대에 속하는 남부 백인들이 선도하고 있다고 불 수 있다. 남부 

백인 유권자들의 정당일체감에 있어 이처럼 강력한 세대효과는 로짓분석을 통하 

여 다른 사회경제적 변수들을 통제한 상황에서 세대 요인이 정당일체감에 영향 

을 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유일한 변수로 나타나고 있는 것에 의해서도 확인 

되고있다. 

또한 전국적인 하원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투표행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장기적 요인(정당일체감과 이념적 성향)과 단거적 요인(현직 

자요인과 편승요인)을 사용한 로짓모형이 높은 설명력을 갖고 있음과 각 요인 

들의 영향력의 크기가 선거가 치러진 해의 상황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의회 다수당에 변화가 일어난 1994년 선거 

의 경우 양당간의 균형변화가 의회선거에 반영되는 것을 오랫동안 지체시켜 

오던 현직자요인의 영향력이 약화된 반면 서1대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106 美 國 學 第二十二輯(1999)

정당일체감의 영향력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 

통일한 로짓모형을 적용한 남부백인들의 하원선거 행태 분석에서도 높은 

설명력과 각 요인들의 영향력의 크기가 선거 상황에 따라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납부백인들의 경우에 장기적 요인들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이 경우에도 전국적인 하원선 

거 행태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분기점이 되고 있는 1994년 선거에서 

현직자 요인이 약화됨으로써 그 동안 공화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빠르게 변화 

하여 온 정당일체감이 남부백인들의 선거행태에 강하게 그 영향을 미치고 있 

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1994년 선거에서 남부백인들의 투표행태에 이처럼 강 

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정당일체감의 변화에 세대요인이 전국적인 수준에서보 

다도 더욱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하원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투표선택에 작용하는 편승효과와 관 

련하여， 1994년 중간선거 이후 남부지역의 정당체계가 민주당의 오랜 일당 우 

위체계에서 공화당 우위의 보다 경쟁적인 양당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대통령선 

거가 의회선거에 주는 영향력， 즉 편승효과가 더욱 커지게 될 가능성이 많다 

고 본다. 이는 1960년대 중반 이후 편승효과가 줄어들게 된 데에는 현직자 요 

인의 강화와 분리투표의 증가 못지 않게 대통령선거에서의 승리효과가 낭비되 

었던 점이 (Campbell 1991; 뾰7) 중요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처럼 

대통령선거에서의 승리효과가 충분히 사용되지 못하고 낭비되었던 것은 바로 

남부지역의 의회선거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우세에 있어 1960년대 중반 이 

후 전국적인 대통령선거 수준에서 공화당의 우세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남부지역의 많은 하원의원 선거구에서 대 

통령선거에서는 공화당이 우세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부지역의 하원선거에서 얻 

은 것이 없었던 공화당은 잃을 것도 없게 되고 이는 대통령선거의 영향에 따 

른 상승의 폭과 중간선거에서 하강의 폭을 줄임으로써 편승효파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이제 의회선거 수준에서도 남부지역의 정당체계가 

공화당이 오히려 우세한 보다 경쟁적인 양당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대통령선거 

는 의회선거에 더욱 중요하게 작용하리라 본다. 실제로 앞서 남부 백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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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선거 행태 분석에 관한 <표 9>에서 편승효과가 중간선거에서보다 대통령 

선거가 있던 해에 크게 작용할 뿐 아니라 대통령선거가 있던 해 중에서도 분 

기점이 되었던 1댔4년 중간선거 이후에 치러진 1996년 선거에서 1992년 선거 

에서보다 더욱 강하고 이에 따라 전국적인 하원선거 행태 분석에 관한 〈표 8> 

에서도 1996년 선거에서의 편승효과가 1992년 선거에서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 

음은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라고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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