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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당의 양극화 현상과 분할투표 
결정요인의 변동에 관한 연구: 

피오리나(Marris P. Fiorina)의 정책균형 
분할투표 이론을 중심으로 

악천호 

(서융대학쿄) 

1 서 흔 

용정갱부(divîded government)는 대용령셰애 고유한 현상이다 분접정부 

는 일반적으로 앵갱부용 장악한 정당이 쩍어도 의회의 어느 한 원에서 다수당 

의 지위플 획득하는 데 실패한 경우용 지칭한다(티gie 2001: 1O-1U 물론 내 

각제에서도 역시 소수정부(minority government)의 형태로 운섬정부가 퉁장 

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용형제는 앵정부의 수장과 의회의 구성앤융 상호 독립 

적인 선거를 용혜 선출하도록 항으로써 분검정부의 출현 가능성융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욕연얘서 내각체와 차별성용 가진다 

분접정부는 대몽령제블 채택히는 국가에서 정부플 구성하는 행정 권력과 의 

회 권력의 ‘이원쩍 민주 정똥성(dual democratic legitimacy: Li nz 1994 

6)' 즉 대흉령쩨의 갱치권력구조를 죠건으로 하여 둥장한다 대용명제의 정치 

권력구조률 기본적인 조건으로 하는 가운에 유권자들의 후표행태 수준애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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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갱부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것이 바로 개별 유권자툴의 분힐투표(s미it 

ticket votin밍다 분항후표는 l인의 유권자가 2표 이상의 유효표용 던졌용 때 

통일 정당의 후보자용 지지하지 않고 각각의 표용 다은 갱당의 후보자들에게 

주는 투표 챙태풍 말하는 것으로. 일판투표(straight-ticket voting)와 반대되 

는 투표행태로 쟁의원다1 

분정정부 출현의 원인과 더왈어 분함투표 결갱요인융 규영하기 위한 논의는 

주로 대용령재의 본산이라고 힐 수 있는 미국의 정치학계용 충싱으호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여 개영 유권자의 약한 정당일제강{party identification)과 현 

직의원 효과Gncumbency eπ'ect)가 가장 유력한 운힐!휴요의 앤인으로 거론되 

어 왔다g 즉 부요자의 정당일제갑이 약f할수욕 그리고 자신이 지지하논 정당 

과 반대 정당의 현직의원이 채용마하는 지역구의 유권자일수혹 분할투표의 가 

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분합후표의 원인을 연구함에 있어서 쟁당일세강이나 현 

직의원 효과 퉁의 요소에 주욕하는 잉갱은 분항부표가 유권자의 분정정부에 대 

한 션호와는 무판하게 앙생한다고 온다는 욕연에서 운합후g의 우연성 에 주 

목한것이라고해석양수있다! 

안연 며오리냐는 갱앙잉셰감외 약화 그리고 현지이원 효까 동의 요인만으 

로는 유권자들의 분합후표장 션영할 수 없다고 온다(Fiorina 1994: 122) 며오 

리나는 그의 갱책균형 운항후g 이혼올 통해 유권자융이 분쟁쟁부의 출현올 옥 

적으로 대룡령 선거와 의회 선거에서 각각 다른 정당 소속의 후보지을 선택한 

다고 주장한다{Fiorina 19928: 1992b) 정책균형 분함투표 이론은 연방정부 

l 일경쭈ll(strai멍이-，κk.‘ voun밍와 용암'.3l(S에" ‘κket voti얘)외 갱의 및 용어 사용에 
대얘서는 박찬용(2004이외 p.46융 창죠 

2 용양후g의 충가와 갱당잉새강 약잉}의 판셰용 주장힌 운언용 얘우 많지안1 얘요적으호 

Campbell and Mil1er(!9571 ‘ Nie. Verba and Petrocik(1979): Wattcnberg(994) 흥융 
장죠 현직의원 효과가 용앙우g애 미치는 영양얘 대뼈서는 Burden and Kimoo1l(I998) 
Born{2α)(}a: 2αlOb) 용용 장소 

3 여기애서 우연성 용유권자융이 훈갱갱우용앨생시키기 위한육썩 으g 용앙쭈Jl용한것 
이 아니라는 의이이아 이논 양* 온 연구애서 중갱객으료 상여보1 잉 갱에긍엉 흩t!￥g 

(α)Hcy-bo띠n이 ng split- ticke“αing1 이혼이 두 션거에 대하여 용리 융기}농한 선호 
(nonseparable preferen∞ Smith Jr. et. 외 1엇)9: 739}톨 가져는 유권자월이 흩갱갱부 
용 양생시키기 외예 용앙'l-Jl톨 션핵얻다고 주갱하는 것과 대조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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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오리내Morris P. rlOrinal의 갱‘균엉 용잉쭈g 이용훌 충싱으갚 

선거에서 나타나는운항투g 훈안아니라주지사와주의회 선거 지역구당애 

갱왼 2영의 상원 의원에 대한 선거 등 다。1m 수춘의 선거에서 나타냐는 전반 

적인 분할투표 얻상에 대하여 적용이 가놓한 애우 독창적인 이온이라는 장정 

용 가진다 그러나 여오리냐의 이론은 실재 유권자들의 갱책균혐 의도애 대한 

검증이 매우 어볍다는 약정용 가지고 있다(Niemi and Weisberg 2001: 278) 

싣제로 미국의 대쩡녕 상하원 동시선거의 데이터블 근거로 한 여러 연구들은 

갱책균형 분항투표 이론의 유권자듭의 분항투g에 대한 성영쩍이 없거나 매우 

재한적이며， 정책균앵 용할투표 이흔의 분힐투표얘 대한 예측과 현실 시이에 

괴리가존재한다는결혼용내리고있다 

본 연구는 2000년 및 2004년의 띠국 대용쩡 상하원 동시 선거 결과와 성 

운 데이터툴 분석하여 이와 같은 의견에 싼하는 해석융 제기한다 정책균형 운 

항투g 이롱에 대한 해석과 검증용 보다 정교한 방식으료 시행항으로써 선거 

제안 환경의 륙수성에 따라 피오려나의 이론이 유권자율의 분힐후g에 대한 성 

명력옹 가절 수 있으며‘ 정책균형 운항투표 이롱올 용혜 분양투g 연화 영F상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온 연구에서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바는 구체 

적으로는 정당의 양극화 현상과 갱책균'!I 분합투표 이튜이 에흑*연 분양투요 

의 앙상 연화이다 은.~투g을 주제로 하는 기종 연구를은 정당의 이념적 성향 

이 양극화뀔수혹 운앙푸표의 빈도가 캉어드는 현상올 근거로 쟁책균형 분할후 

표 이론의 예욕용 오류로 결흔지어왔다 그퍼나 단순 분양쭈표의 감소블 근거 

로 하여 정책균형 분양푸표 이론의 예짝월 끼각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본 연구 

는 정당의 양극화 현상이 분항투요 빈도용 증가시치는 가옹에서도 분항투표 여 

부애 대한 정책균형 운항투표 이론의 생명력용 상숭시킨다는 점에 주목한다 

즉 분항투표 빈도가 감소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유권자가 분합푸g툴 할 경우 

이 유권자가 양당 간의 갱잭균형올 복적으로 분할투표툴 던질 가놓성은 양극화 

된 조건 하에서 더욱 농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우선 갱왜균형 분항부 

표 이흔의 내용과 이에 대한 비판을 간앙하께 스개한 후 갱책균앵 분할투표 이 

돈얘 대한 영자의 뼈석 잊 검증 방법융 제시하고 이와 관련왼 7f-설과 홍계적 

오형용 째시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용계 모형용 홍얘 2αm년과 2004년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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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홍영 상히맨 동시선거에서 나타난 분항투g 뺑태용 분석하여 띠오리나의 

이흔이 2αm년과 2004연의 미국 대용영 상하원 동시선거에서 나타난 분할투 

g 양상 연화를 예욕함에 있어 유효하다는 것용 중영하고자 한다‘ 

2 정책균형 분할투표 이론에 대한 논의 

1) 정책균형 운잉투표 이론괴 이때 대한 비핀 

며오리나의 갱책균행 분힐~.R 이흔은 공화 민주 양당의 션반적인 이떼융 

로기적 성향이나 유권자에게 각인된 양당의 이이지가 유권자들의 후보 선택에 

중요한 근거가 왼다고 전제한다(Fiorina 1994: 122) 피요리나의 이론이 주장 

하고자 하는 핵심은 대다수의 유권자들이 반대되는 두 갱당 가운데 한 정당에 

재 행갱부를， 다른 한 갱당애게 입엉부툴 운영하재 함으로써 두 정당의 쟁책과 

이예올로기 사이의 균영적인 정책 산출용 추구한다는 것이다{Fiorina 1992a 

73) 피오랴나는 갱책균혐 분합푸요플 성영하기 위해 갱책객 이데올로기적 

생항에 따라 최우의 선앵(')P， 구성인 오앵올 성쟁한다 이 모앵에서 용화 민 

주 양당과 각각의 유권자융은 이 선상에서 가장 선호하는 이상정(ideal point) 

융 가지고 있으며 대용명제 정부의 갱책 결정에 대한 기대값옴 산출')는 공식 

융 가지고 있다고 가갱왼다’ 이용 그림으혹 요현하연 〈그립 1 )과 강다 

4 온 논운융 위빼 영요한 성용 얘이터는 이국 이시간 대아 lCPSR(lnter-Univer‘ ity 
Consortium for PoliticaJ and Sodal Resear，‘ h)의 미국전국선거죠사{ANES‘ American 
National Election Study) 기용애 션거 션후 여릉죠λI{Pre. and Post-Election Su π.y)의 
얘이터톨 앙용하었으여 2이m년 전국션거ι}의 용당자는 총 1 807영 2001년 이극건극선거 

조사의 용g지능 총 121 2냉이다 
5 띠요리냐에 따르연 기때강의 산iH/석은 다용라 깅다 P이icy = q (앵갱우 수잉 정당) + (1 

qX의회 다수갱영'). q강의 영써는O<q< l호세한원디(fiorina 1992b: 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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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요씩(Morris P. F10rin띠외 갱혜긍영 흥@￥g 이용융 충싱으로 

1)1) ” ’‘ I{() "" 

‘ 1 ”’ \' . ’” ”‘ • ‘ 1 

〈그엠 1) 캔혁옹링 시스엠 ’때서 유권자의 선‘f 

〈그립 1 )과 강이 구성왼 오행에셔 V, 혹은 V‘와 같이 자신의 정책적 이데 

융로기적 이상정이 m 의 좌측이냐 m'의 우흑얘 위치하는 유권자의 경우 V，은 

인주당에 V，는 공화당에 일관푸g용 하게 원다 그러나 이상정이 m'과 m’의 

사이에 위치하는 유권자을 즉 V，와 V，과 강응 유권자에게서는 분할투g 현상 

이 냐타냐재 왼다 측‘ v，의 유권자는 대용영 선거에서는 인주당 후보에‘ 의회 

선거에서는 공화당 후보에게 투요하게 되고 V，의 유권자는 공화당 소속의 대 

용령 후보와 민주당 소속 의회 후보에게 루요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오혐 

에서는 예용 을어 m’ 의 조냄에 위치'H능 유권자가 25%. m 와 m의 사이의 

유권자가 20%. m과 m’ 사이의 유권자가 35%. m~의 우용의 유권자가 200/0;> 

힐 경우， 공화당 소용 대용령과 민주당이 다수당인 의회가 구성되어 분정갱부 

가출현하게왼다· 

6. Fiorina( 1 992a )외 p.76과 Fiorina ( 1 992b)의 pAOO의 그링융 재구성 〈그엉 1)얘서 1)D 와 

RR 온 각각 인주염과 용와당의 안갱갱쑤 。 ‘ 응 1잉주앙 대용영 용외당 의~' " 구성원 
정부..... RD 는 용화앙 예용명 인수당 의회 호 구성원 갱부용 의이안다 그리:i! m응 전애 

좌우 이예&호기 혀도의 충정융 m’ 은 D0 2} DR외 충정 m'옹 RD와 RR의 충정융 나타앤 

다 Vl. Vl. Vl. V‘는 잉의호 설갱원 유권자률의 이상정융 냐타낸다 
7 민주당에 때한 선호가 죠긍 더 강언 V2익 유권자가 대통령 선거에셔 인주영 후호톨 의여 션 
거에서 공화당 후보. 지지하고 공화당의 갱에혀’이엉적 성향에 보다 가까용 V3의 유연자가 

얘홍영 션거에셔 꽁와당 후보용 의회 선거애서는 인주앙 후보톨 선빽하께 외는 이유는 앤잉 
의 이극정치의상j빼고려1'1%얘 정책 기얘강의 산용융식애서 q의 값이 O's < q<l료재 

한외기 예은이다 앙선 논의에서 며요리냐는 . '1 강융 O< q < l외 영에g 애힌했지얀 이당 

대용령제 하의 정에정정>1갱에서 대용명이 외 '1에 대'1어 기지는 우휘. 고려앙 예 q강용 ” 
.".척으호 05< q <l호이에앙수잉다 

8 이 정우 공화앙이 예용영 션거에서 55%의 욕Jl융훌 보이제 외l 민주영용 의여 션거에서 
ω%의 요흩 어육하게 핑다 Fiorina ( I992a )의 p.77의 그링 '"'톨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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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띠오리냐는 〈그링 1 )의 모행을 근거로 하여 쟁당의 양극화 현상과 운 

항투표의 빈도 사이의 예욕용 시도한다 정당의 양극화 현상과 분항투표의 빈 

도 간 관제에 대하여 미요리나는 양당이 더욱 양극화원수혹 운항투표의 발 

생 빈도는 높아진다(The more polarîzed the parties , the g re ater the 

incid e nce o f ticke t-spli t ting) 는 가설을 제시한다· 측 유권자융의 선호 분 

포의 연화가 없는 상핑에서 두 정당의 갱책척 이념적 척차가 커질수록 〈그립 

1 )의 선상애서 m‘ 와 m"의 거리는 얼어집애 따라 분양부표흩 던지는 유권자의 

비융은 농아지게 왼다는 것이대Fiorina 200] : 295-296) 

유권자들이 대흉령 선거와 의회 선거어 서 각각 다온 정당의 후보자에게 표 

용 던진다는 것은 대용형제의 정치권력구조 하에서 유권자율이 자신이 선호하 

는 갱책척 결과용 도용하기 위한 합리적인 선액의 과갱으로 이해합 수 있다 그 

러나 앙서 언급한 바와 강이 정책균앵 운항투표 이흔운 데이터용 근거로 한 중 

영이 어렵다는 문제정융 가지여 연구자마다 연구의 성계 방법이냐 연수의 조 

작화 앙식에 따랴 철과가 당라지는 양상융 나타내고 있다 .. 

또한 정책균형 분앙루표 이론에 따르연 분합투요자의 수는 정당의 양극화 

기 심회힐수륙 증가해야 한마 그려나 많은 경헝혀 연구를은 정당외 양극화 현 

상과 분항투표의 관계가 정책균앵 분할투g 이돈의 예흑과 반대로 나타나고 있 

옹융 보여준 바 있다 벼든과 킴얼은 1 988년 선거의 유권자 분항후표률 분석하 

여 각 지역구얘서 부시(G . Bush ) 후보와 민주당 의회 후보 듀차키스(M 

Dukak.is) 후보와 공화당 의회 후보의 이녕객 생t'-용 극단객으로 인식하는 유 

9. Fiorîna(1992b)의 p.400 여요리냐는 갱에궁엉 응양￥g 이용융 륭얘 운양.fjl 현상융 성명 

'f는 가용대서도 갱에융영 용앙￥g 이용이 요든 유권자흩외 훈힐 .... ll톨 포" 수 엉다는 갱 
융영확<1 하고 잉다{Fio rina 2001: 299). 용 갱!액균앵 흩앙우g톨용얘 생영잉수 있는용앙 
푸g지는 "1"객 소수이여1 깨영 유권자의 익h싼 갱당영째강이나 연칙의원 i파로 인얘 나타나 
는 용함 .... ll가존재한다는 사생융우갱하지 앙는 것이다 그러나 여오리냐는 션앵 요연응용얘 
용양￥g의 빈도용 예~<I는 대욕에서 여타 다른 연수의 연흉으로 인한 흩인우R의 인도 연화 

가농성에 대얘서는 요려하지 앙고 입다 

10 정책g영 용양"'" 이용외 유i생융 주장하는 연구는 대g혀으~ Lacy and 
Pao1ino(l998); Garand and Lκhtl(2000); Carsey and 니ym.미20(4); R}에2005) 웅 

이 잉으여 이와 반대외농 입장의 언구는 Bom(l99-ι 2()OO.ι Sigelman et a l .( 1 99기， 

Burden aod Kimball(1998); Mattei and H。‘ves(2000) 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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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오리나(M，πis P. Fïorin에의 정책균앵 운양투g 이흔융 충싱으호 

권자일수혹 분할투g를 할 가능성 이 낮다는 것융 중영하고 있디KBurden and 

Kimba l1 1998: 539건4이 마테이와 하워스 역시 1980년부터 1996년의 미국 

전국선거죠사의 데이터등 분석하여 정당 앙극화의 정도와 분할투g의 관계가 

강력한 응의 상관관계플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준 바 있다iMattei and Howes 

2000, 386-389) 본 연구가 사혜로 채액하고 있는 2000년파 2004년의 대홍 

영 상하원 선거에서 유권자가 느끼는 두 정당의 양극화 정도와 유권자의 분 

할투표의 여부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 역시 두 연수가 서로 응의 상관관제를 

나타내고있음을보여준다” 

연도 

정 딩 

잉극회 2004 

<,, 1) 성당앙극회외 용양투요 긴 싱관관기Q 

흘잉투 g 

띠어슨 싱펀깨수(유의다훈) 

-0.068[ ( 0.051 

0.0811 ( 0.051 

시에수 

832 

667 

그러나 정당의 양극화에 따라 분할투g의 빈도가 강소6뜯 결과얀올 가지고 

정책균형 분할투표 이론의 예측력을 명가하는 것은 성급하다 피오리나는 〈그링 

1)의 정책균앵 분힐우g의 모형에 근거하여 분항우표 빈도의 연화를 에옥할 예 

여타의 연수로 인한 연화는 겨 t에 넣지 않았다 따라서 전체 운항투표의 빈도와 

청당양극화 간의 상관관계혈 분석한 결과안으로 정책균형 분할투표 이론의 예 

측올 오유로 결돈짓는 것은 울→용분하다 피오리나는 앙당 간의 균형올 옥적으로 

하는 유권자을의 분양투표안을 예측의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체 

분할투g의 빈도 연화플 검토õJi::. 것 외에 다른 방식으로 정책균형 분할투표 

이론의 분할투g에 대한 예측혁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11. ( R 1 )애서 정딩r양극회 정도는 7정 액도호 구성원 각 정당의 이념적 성향얘 대안 유권져의 

용당융 근거" <.여 1정앙앙극외 갱도.: [[인주양의 이녕객 성형) - (공외딩의 이념적 성 
헝 .• [ -의 공식으g 계싱한다융 0부터 l의값응 낮용;용의，[<뜯 0.2-4는 보용융의이 
δ반 1.5-6은 양용 융 의이하는 2의 강융 부여하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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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잭균엉 분힐투g 이론에 대한 해석 

(1) 정당의 앙극화와분항투표의 판계 

정책균형 분항투요 이론의 분할투g 빈도에 대한 예측이 빗나간 원인은 미 

국에써 양대 정당이 정책적 이녕적으로 O.}극회댐수혹 유권자툴이 쟁당 간의 

차이를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연서 갱당올 후보자 선택의 중요한 기준으로 사고 

하게 된다는 정융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권자들이 두 정당 λ에 

에 우렷한 차이점이 존재한다고 생각할 때， 전체 유권자 대비 분항투표자의 비 

융은 강소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요소들융 고려하여 정책균형 분할투표 

이론이 선행 모형융 근거하여 가정했던 정당의 양극화와 분합투g 간의 관계릉 

사고하연 애초의 띠오리나의 예측과는 다소 다른 해석올 내놓을 수 있다 

DD DH ”。 ''" 

m m ”’-
(그림 2) 징당의 앙극외 현상 o 전 의 ε액균형 용잉톨.11. 2 !j 

DO DH HD …‘ 

m ’” ”‘ 
〈그림 3) 잉당의 앙극회 현상 이*의 정책윤g 운잉톨묘 g형u 

〈그링 2)와 〈그림 3)은 쟁당의 양극화 현상과 정책균형 분할투요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립이다 〈그림 3)의 유권자들은 〈그립 2)의 유권자들보다 앙 정당 

12. <그링 2)와 〈그링 3}응 Fiorina(2001)의 p.296애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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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오리내M。πis P. f'iorinaJ의정액융엉용잉!요이용융충싱으로 

의 이녕적 자이용더욱크게 인식하고있다고힐수있다 〈그갱 2)와강이 양당 

의 이녕적 성향이 위치하고 있옴 경우 m’와 m’의 사이에 위치한 유권자듭이 

대흉령 선거와 의회 선거에서 각각 다른 정당 소속의 후보읍 선택한다고 힐지 

라도 이와 강은 분합후표 뺑태는 정책균형 의도가 아닌 앙당 시이에 큰 차이 

를 느끼지 웃<.는 유권자융이 후보자의 소속 갱당을 쭈표의 주요한 기준으로 

생각f하지 않용으호써 나타난 것일 수 있다 즉 계량분석애서 정당일제강의 강 

도와 갑은 선용적 연수용 용제했용 경우에 정책균형 분함부표와 관현왼 연수는 

분할투표 여부에 대한 성영력용 가지지 옷항 수 있다는 것이다 

반연， (그림 3)의 유권자률은 〈그립 2)의 유권자들보다 앙당의 차이용 영확 

하게 인식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립 3)의 유권자틀이 양앙 써에 열 차이가 

없다고 생zt하여 분항우표한 하게 될 가능성은 〈그립 2)의 유권자보다 씌씬 낮 

다 또한 어떤 유권자의 이녕적 성향이 m 와 m'의 샤이에 위치한다고 항지라 

도 m의 지정보다 m’ 이나 m‘애 더 가까용 이녕척 성향융 가진 유권자의 정우 

앙대 정당 λ얘1에 분명한 자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자신의 이업적 성향 

에 가까용 정당의 후보애재 일관투g융 힐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양대 정 

당이 〈그립 3)과 같은 이녕쩍 분포용 보이고 있올 정우 전체 유권자 봉항부R 

의 인도는 〈그립 2)보다 감소항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냐 운항후표용 

용해 운갱갱부율 출현시키고자 6뜯 용건성향의 유권자융이 정책균형용 욕적 

으로 대흉형 선거와 의회 선거애서 각각 다른 정당의 후보에게 투g항 가능성 

은 높아질 것이다 이저엄 두 가지 반대되는 경향은 향후 계랑분석에서 갱당의 

양극화 현상과 함께 전체 분항투요의 인도가 쏠어드는 가운데 정책균형 분합푸 

요와 판헌왼 연수의 분양l류표에 대한 성영력이 농아지는 것으로 확인힐 수 있 

올것이다 

(2) 용정정쭈에 대한 선호와 정책균뺑 ö!앙J튜g의 광셰 

분정갱부애 대한 웅당자등의 선호힐; 뭉는 질문{ 1)0 you think it is belter 

、vhen ONE PARTY CONTROLS both the presidency and Congress 

bettcr when CONTROL 15 SPLIT between the Democral 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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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ublicans. Or DOESN' T IT MA lTERn은 정왜균행 운항후표 이론의 

유효성 및 분항쭈표의 의도성용 데이터를 용해 검중함에 있어서 항용되어 왔다 

(Garand and Lichtl 2000; Ryu 2005) 그러나 몇몇의 학자율은 이 성분문항 

의 유효성에 대뼈 의문올 제기한다 우선 분정정부얘 대한 선호의 문제는 대우 

분의 유권자툴이 명소에 진지하게 생각벼온 혹은 그틀에재 중요한 주쩨가 아 

니기 때문에 성운조사자가 용당용 요구했올 때 이에 대해 대당융 양 수는 있지 

안 그 웅당은 정치척 선호용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 

이다{Sigelrnan et al. 1 99기 

또한 이 껄문옹 용답자의 쟁해균형 의도로부터 분정갱부에 대한 선호가 도 

충왼 것인지의 여부융 검증하끄 있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분정정부에 대한 선 

호용 묻는 것만으로는 정책균앵 분함투g와 직접쩍인 인과관계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용 수 없다{Carsey and Layman 20(4) 측 갱책균앵 분항투g 이론 

에서 논하고 있는 앙당 간의 균앵적인 정해의 {!냉 외의 다른 이유로 유권자를 

이 운점갱부용 단정정부보다 선호힐 수 있는 것이다 예용 툴어 제이합슨(1990 ; 

1 991)과 예트로식(1 991 )은 분정정부의 충현과 분양루표가 유권자툴의 자기모 

솥적(self--.::ontradic tory) 선호용 뼈정하기 위한 하냐의 방연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효융적인 경제운영과 안갱쩍인 국방 정책 둥 전반적인 국갱 운영의 측연 

에서는 공화당이 우위블 강지만 자신이 소속원 지역의 이익융 연방정부에 관 

갱시검으로써 공공재 획득의 비용용 감소시키는 이l에는 민주당 후보가 보다 나 

옹 능력올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공화당 행갱부와 인주당 의회로 

구성된 분정정부흉 선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융 가지고 있는 유권자틀운 

분정정부를 단정갱부보다 선호한다고 항 수 있지안 이들의 분양후표용 쟁책균 

앵 용힐투표라고 윤 수는 었다 션사 분정정부에 대한 선효율 뭉는 설문이 유권 

자풍의 투표율 경갱하는 데에 싱질적인 영향율 이치는 연수라고 하더라도 이 

것은 분할투표의 ‘의도성 용 검충앙 수 있융 훈， 정책궁형 분Vf.후g 여부용 검 

중하기 위한 설문으로서는 용충분하다 따라서 용 연구애서는 운정정부에 대한 

선호 여부는 독립언수로서 고려하지 않으여 용답자의 이녕적 성향과 민주공 

화 양당의 이념척 성향의 판계에 주복하여 갱책균행 분힐투g 이론의 유효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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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갱당의 양극화 현상 2000 . 2004년 미국 대홍령 상하원 동시선 

거 "1교 

과거에 비해 공화당은 더욱 보수적으로 민주당은 더욕 자유주의적으 

로 연화하였다 공N당 내 자유주의정 성향의 세혁과 아창깨지료， 인주당 

내보수파는샤실상소열하였다 과거보다 더욱>/{I-주의적인 민주당 그 

리고 훨씬 더 보수적으로 연화한 꽁i잉}당이 꺼κl을 보수주의자 혹은 자유 

주의지라고 생각하지 앙는 수많은 유권λl을 가운데 과반수의 지지를 이 

끌어내끼는 어혀융 것이다(Black and Black 2007: 23-24) 

세계 2차 대전 이후 계속해서 약화되던 양상옹 나타내던 유권자들의 정당일 

체감이 1980 \1 공화당의 레이건(R. Reagan) 정부 출엄 이후 다시 상숭하고 있 

다는 주장은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다 "1텔즈는 1970년대 충만 이후 1996년 

까지의 선거에서 정당에 대한 충성도가 투표 행태에 이치는 영향응 분석한 바 

있다 바탤즈는 1964년의 꽁화당 지지자 그리고 1972년의 민주당 지지자들의 

대거 이탈 이후 198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다시 대통형 선거에서의 정당 투표 

가 증가추세에 있고 양당의 이념적 정져 성이 뚜렷해지고 있으며 의회 선거에 

서도 정당일제감이 유권자들의 투g에 미치는 영향이 정차 증가하고 있응을 집 

합자료플 근거로 하여 보여준 바 있다(Barte ls 2000: 40-44) 

정당영제강의 강화 ÖJ상은 민주공화 양당의 양극화 현상과 밀정한 판계를 

갖는다 아브라모위츠와 선더즈에 따르연 양당의 이념적 양극화는 각각 1980 

년과 1992년에 대통령에 당선왼 셰이건과 를린턴(6. Clinton) 그리고 깅그리 

치(N. Gingrich)와 같은 극단적인 이녕성."，을 가진 지도자의 풍장으로 인해 

추통되어 왔다 아브라오위츠와 선더즈는 레이건의 대홍령 당선 시정인 1980 

년 이후에는 민주당의 뉴딜 헤게모니가 용괴하는 가운데 공화당 지지자의 숫자 

가 점차 증가히는 추세흘 나타냈으며 콜린턴과 깅그리치의 등장 시기인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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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후에는 공화당과 인주당의 앙당 간 차이을 인석하고 이에 따라 자신의 지 

지 정당올 결정하는 유권자가 중가하고 있응을 이국 전국선거조사 데이터을 분 

석하여 중영하고 있다{Abramowitz and Saunde rs 1998) 소속 갱당에 따른 

의회 구성원을의 이녕적 성향의 양극회KHetherington 2001)‘ 혹은 정치엘리 

트 써의 이녕적 %덕화 현상tBrewer 2005)이 심화되고 00'당 사이의 영확한 

이념적 차이가 미국 유권자들에게 인식되연서 정당일제갑의 강화 추세가 나타 

났으며‘ 이에 따라 쟁당이 유권자들에게 다시금 주요한 선택과 지지의 기준이 

되기 시작했다는 주장 역시 정당의 OJ'극화 현상과 정당일제강의 강화의 관계를 

강죠한다는측연에서 같은액락으로 이해할수 있다” 

20세기 후반에 틀어 지속되어온 정당 및 정지엘리트을 사이의 이념적 양극 

화 현상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본 연구에서 
초정을 맞추는 부분은 장기적인 정당의 %덕화 현상이 아닌 2000년과 2004년 

선거 시정 사이의 유권자틀의 이녕적 분포‘ 그리고 유권자들이 인식하는 양당 

간이녕적 칙자의 연화이다 2000년 선거와 2004년 선거 사이에유권자들의 이 

녕적 분포가 큰 연화블 나타내지 않는 가운데 양당 간 이념적 격차가 중가했다 

언 전세 분할투표 빈도는 감소한다고 하뎌라도 갱액끌형 분할투표 연수의 불 

합투표에 대한 설영력이 중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13 예더링턴응 이국션국선거조시애서 앙당 간의 차이가 있다고 생킥h하는지의 여부용 용는 생운 

얘 얘한 용당융 살여온 경과 1%<l연에서 1976년까지는 두 정당 사이애 충요한 자이가 용당 
한 용당자의 이융이 4α&대 후반어서 50%얘 충안 갱도였던 안연 1980년에는 1976연애 비 

해 10% 이상 대혹 상송한 58%융 기혹한 이:v.-. I996년애는 63%용 기욕쨌다고 서융하고 있 

대H어herington 2001: 6앙-624) 용화당의 에이건 깅그리치 그리고 민주당의 증련힌 흥 
과강이 '1자의 이영적 정째성용뚜렷하깨 드러내는지도자융이 정쩨융주도얘온 것과유권 

'f을의 양당의 지이에 예한 인식의 연화 사이애 유의미안 강째가 존재한다고 추용앙 수 있는 

대혹이다 
14 정앙 잊 갱 '1옐리트응의 이녕객 양극와 현상애 대힌 션인쩍인 앙의와는 당리 미극 사회 전 
안의 이녕칙 양곡화힌상파우시 앵갱부 1기와 2아셔녕 대홍영 성히맨용시 선거률 갱과하 

연셔 전연객으로 대우외었언 도억혀 가치(mora l value) 얘 따흔 사회척 운영애 대해서는 
여자애 따라 의견이 엇강리는 흑연이 었다 쩨이흉슨은 부시 앵정부 l기 용안 더옷 싱회띤 이 

녕죄 양극화연상이 비단정당과갱i 옐리트 징얀얘 극한원 것이 아니여 이국사외 전반융 
포~，는현상이라는 A 생융보여주고있다{Jacobson 2α~1 이애안하여 씩오리냐풍용이 

념적 양극화현상은 정치엘리트 및 소수의 갱당황동가융사이애서 나타나는쩨한핀 현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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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요 3> <표 4>는두 선거의 시정에서 유권2볕의 이녕적 성향분 

포와 유권자들이 주판칙으로 인식하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녕적 성~윤 정리 

한 것이며 이용 그래프로 나타내연 〈그립 4>와 같다 유권자둥의 전반척인 이 

녕적 성향의 분포는 1% 내외의 작은 연동만이 있올 분 큰 폭의 연화는 나타나 

지 i\fO，J:으여 명균과 표준연자 역시 거의 안정하며 그래프의 곡선 역시 2αm 

년 선거와 2004년 선꺼의 유권자 이업 성향 분포곡선이 거의 일치한다는 것용 

알 수 있다 반연 인주당과 공화당의 이녕적 성향 분포는 확연한 연회별 보여 

주고 있다는 것용 앙 수 있다 각각의 표와 그링은 2αm년 선거에 "1해 2004년 

선거에서 인주당융 극단적인 자유주의 성향으로 그리고 공화당용 극단적 보수 

로 인석하는 유권자의 비융은 대쪽 상승하였다는 것용 보여주고 있다 정당의 

이영적 극단화 '!상은 욕히 공화당에서 푸떳하게 나타나 공화당용 극단적 보 

수로 인식하는 유권자의 비용은 2004년 선거얘서 2000년 션거의 두 애가 녕는 

수치를 기록했으며 이녕적 성향 분포의 g춘연자 역시 인주당에 비혜 큰 폭으 

로 상숭하였옹융 <Jl. 4>용 흥해 확인항 수 있다 

여 대다수의 이국인융은 홍성용 낙태 허용 풍의 여러 가지 사회객 이슈얘 대에서 일갱 갱도 
앙의의 양양으호 수녕빼가고 잉다E 주장인대Fiorina et aL 200’) 얘카시 동은 정당의 갱 

액혀 이녕혀 i앤의 앙악화 연상파 미국 사회의 선안쩍인 소득의 앙극회 연상의 상호작용 

에 주용한이는 혹연에서 셰이흉슨이냐 며요리냐 용의 주장파는 'f~정훌 보。IJ! 있다 

(McCarty et 01 1. :2α)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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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4 

또한 양당 사이의 이녕적 격차에 대한 앵균비교 정과는 투 선거의 시접에서 

유권자플이 느끼는 양당의 이녕적 격차까 유의미한 차이용 나타내고 있었다는 

정융 보여준다 유권자가 인식하는 양대 정당의 이녕적 성향 차이가 2000년 션 

거와 2004년 선거에서 유의이한 얘1용 가지는지 여부훌 확인하기 위혜 명균 

"1교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강다 t 검정 결과 두 선거에서 나타난 양당의 

양극화정도의 명균차이는 95% 수준에서 유의이한것으로드러나‘ 2()()4년 선 

거얘서 유권자가 인식tH근 정당양극화 갱도는 2000년 선거애 비혜 유의이한 

갱도로증가하였옹융알수있다U 

이처럼 유권자률이 2000년에 비혜 2()(씨년 선거에서 인추공화 앙당의 이녕 

적 격'1을 더 크게 인식하게 되고 톰히 용화당의 이녕적 성향이 더욱극단화되 

었다고 생각하게 임 원인은 무엇보다도 두 선거에서 공화당의 선거운동 전략이 

애우 다른 양상으로 션개되었기 때문이다 1 994년 중간선거얘서 공화당이 다 

수의석흘 확보한 후 흘린턴 대용령과 깅그리치로 대연되는 강경노선의 공확당 

의원을 간의 정쟁이 지속되었다 이 과정에서 형성왼 미국인률의 워싱턴 정가 

에 대한 띠로감온 2000 1경 선꺼에서 공화당과 부시 후보가 따뭇한 보수 

(compassionalC conseπa tism) 융 요망하는 전략올 수립하는 근거가 되었 

1 5.2000연 선거에서 유권자가 또써히낸 양당의 이엉혀 찌이의 영융용 0.9016. 2004년 션거에 

서는 0.9511호 나타났다 이 명긍비표에서 나타나는 명균 i씨는 0 ,05 가양이며 이 수씨는 
애우 직h아 보이지안 척도용 100 엉으로 연앙앙 정우 2000년 선거와 2004년 선거의 유권자 
용이 인식.f는 앙양의 이영적 성향의 사이는 약 2.5껑 가앙 중가한 것으로 양산되며 이는 우 

시힐 수 엉는 수치갚 ‘~안왼다 2000년 선거에서는 유t 용당사의 3<).0%가 앙당 간에 충요 

한 쳐}이가 었다고 g한 안연 200’언에는 를끽 19.8%의 유권자안이 앙당 간의 흔 'f<>1톨 인 

석하지 웃인다고 용당’얘 앙당 간의 짜이‘ 거의 느끼져 옷한다고 용.>rn 용당자가 10% 
녕께 충'111다농 사싱 역시 2004연 션거가 앙양외 갱에성이 더육 쭈엇이 드러낭 선거였용ci 
억인시켜주E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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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시 후보는 자신이 콜린턴 행갱부 동안의 정쟁과는 전혀 무판하여， 이러한 

이유로 미국을 다시 하나로 홍합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것용 강조했언 것이다 

또한 부시 후보는 강경노선의 꽁화당 의원들과 차별융 추구하는 가운데 교육 

정책 웅 사회보장에 대한 갱책에 관싱융 기올이는 풍의 노력용 흥해 전용적인 

공화당 지지충 외에 중도충의 유권자틀까지 포성하려는 전략융 채택하였다 

(’acobson 2'이)6048-49) 고어 후보 역시 대g적인 민주당 내 보수파인 리에앤 

O. Lìberman) 상원의원용 러닝에이트로 지명한 것에서 영볼 수 있듯이 중도총 

유권자들올 껴냥했다는 정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결국 =년 선거 쟁때인은 

정당간 혹은부시 후보와고어 후보사이의 갱책적 이녕척 갱제성에 대한공 

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민주공화 빵냥 모두 륙갱한 이슈에 대해서 상 

대 정당과 구영될 수 있는 X댄의 성~을 강조힐 수 있는 입장융 취하지 않았다 

(Jacobson 2006: 54) 이와 강이 각종 사회객 이슈와 갱책에 대해서 별다른 충 

동이 일어나지 않앙던 2αm년 선거 캠때인의 륙성으로 인하여 유권자들이 앙 

당의 이녕척 성향 차이용 상대적으로 작게 인식한 것으로 혜씩힐 수 있다 

안연 2이)4년 선거얘서 용화당은 2αm년 선거와 전혀 다혼 선거전략올 채택 

히였다 2004년 선거에서 꽁화당파 부시 후보의 선거 켠에인은 유권자 선호의 

단용적(single-peaked) 분포 하에서 예측되는 정당의 이녕적 충간 지대로의 

수령 현상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갔다{잉성호 20050 83-84) .'‘ 즉 따뭇한 

보수 로 대연되는 Zαm년 선거 캠애인에 비해‘ 부시 후보는 2004년 선거에서 

는 대러와의 전쟁 그리고 풍성혼 허용 및 낙태 문제 풍 사회 전반의 ‘도덕적 

가치 애 대한 자신의 입장용 전연적으로 부각시키는 ‘전략객 극단주의 

(st대tegic extremism) 용 선거전략으로 채택하여 확실한 선택과 집중 이라 

는 g가르기 전략에 의존하였다(입성호 20050 84-85) 

유권자들은 2004년 선거에서 확연히 달라진 부시 후보의 선거전략으로 인해 

양당의 이념적 간극융 더욱 크게 인석하게 되었다 전략적 극단주의‘ 을 모토 

로 채택한 공화당의 선거 갱에인은 종교적 가지‘ 총기규제， 낙태 및 똥성혼 허 

16 유권자의 안용찍 션1 용요와 갱당의 수영 현상에 얘얘서는 Do“‘뼈195끼익 p.l 1 8융 칭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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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문제와 강은 도펙적 가치에 근거하여 자신의 지지충융 공고화하고‘ 태러와 

의 선쟁 수행과갱에서 나타났던 일방주의 외교정책올 용호하는 한연 이라크 

칭공율 태러와의 전쟁 과 같은 액학얘 위치시킴으로써 이국인들의 높아진 안 

보의식에 기대어 이라크 침공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었다 여기에 2004 

년 이후 호전 양상용 나타내기는 했지안 부시 행정부 4년 동안 플린턴 대용령 

시기에 비교항 수 없융 정도로 악화핀 국가 경제 상황과 이라크 칭공 이후 난항 

용 겪고 있던 전후 처리 문제애 대한 케리 후보의 공척이 계속되연서 공화 인 

주 앙당의 논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유권자등이 인식하는 앙당의 정책적 이 

녕적 성향의 격"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더욱 영어지게 되었다" 

양대 정당의 양극화 정도가 심화되고 정당 간 논쟁이 정예하게 벌어질수혹 

유권자들의 푸g에서 갱당은 후보 선핵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여 전제적인 

분할투표의 비융이 강소항 가능성이 농아진다 그러나 갱당양극화 현상은 분망 

쭈표의 총량용 감소시키는 한연 정당의 양극화로 인한 국갱 용영의 연향성융 

우려히는 유권자률로 하여금 분항투표용 하게끔 촉진함으로써 정책균형 은할 

부요와 연판왼 연수의 분항투표에 대한 성영력융 제고시킬 가능생이 농다 따 

라서 2004년 선거에서는 2000어 선거에 비해 분합투요자의 정대적 총량은 감 

소했을지라도 극단적인 양당 사이의 갱왜쩍 이녕적 균형융 추구하기 위하여 

대용영 선거와 의회 선거에서 각각 다른 갱당용 선택하는 충도적 생향의 유권 

자들의 갱책균앵 분함투요가 중가했을 것으표 생각왼다 측 2αm년과 2에4연 

선거 사이에 유권자률의 선호 분포는 거의 자이가 없지안 2004년 선거의 인 

추공화 양당은 피오리나의 선형 모앵 선상에서 서로 더욱 극단적인 성향의 위 

1 7.200‘녕 예용령 싱거에서 정국 부시 후 .. 가 앙선외연서 전용색 영식와는 다혼 션거용용융 
전껴g언 용화당의 션거선약이 유i한 것이었는지에 대얻 영 '1는 정과혀으g는 우호적으호 

나타납다 그러나 선거 이갱 대부웅의 션거 점과 예욕.!<영이 상쩌 ‘g율 >f이인 2.4%보다 
더 큰 용의 우시 후보의 앙려용 예상었다는 갱용 상기하연 충도흥 유권자@보다는 자신의 

잊고한 지지총율 겨냥하는 가옹띠 역대 어느 예보다 않은 예산융 ￥여하여 ￥g앙여육려용 
용융 진앵앙으호써 쳐지용의 ，."융융 양이농 예 주혁었던 공회앙과 부시 후보의 선거운동이 

끽언 효끽혀이었농지에 며에서는 쩌고의 여져가 잉대Fiorina eI al. 2(1).’ 15이 인F약 용 연 

구에서 상여용 바대로 200l년 선거 유권짜를외 이녕혀 성향 혼~7t2000년 션거 시기와 "1 
요하여 픈 사이가 업었다연 부시 4보 갱영의 션앙적 극단주의 는 정용적인 션꺼진학보아 
g파적인 갱예인 씬강이 아니었용 것이라고 추용힘 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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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로 이동한 상쟁이라고 힐 수 있으여 이러한 조건 하에서는 갱책균형 분힐투 

표 연수의 분할투표 여부에 대한 설영력이 중가항 것으로 예욕항 수 있다 

4 연구가설및분석모앵 

1 ) 연구가설 

온 연구애서 중정적으로 검중하고자 하는 주제는 갱당의 양극화 현상이 유 

권자들의 운항투표 여부애 미치는 영향이다 지금까지의 논의용 근거로 항 때， 

2004년의 미국 대용형 상하원 동시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느끼는 민주공화 앙 

당의 이녕적 격자는 2000년 선거에 비해 증가했으여‘ 양당의 이냉적 분포 역시 

연화왼 모습융 나타냈지안 유권자들의 이녕척 성향 분포는 크게 당라진 모융 

용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2004년 선거의 갱쩨 분합투표 빈도는 

2000년 선거에 "1혀l 감소했융 것이지안‘ 2004년 선거에서 갱액균형 분할후표 

연수의 유권자 운항푸g 여부에 대한 설영력은 더욱 높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 

원다 

운항투표 여부와 정용적 연수듭과의 관계에 대한 예측도 가능하다 우선 갱 

당일제갑이 약한 유권자일수홉 분양투표을 힐 가능성이 농융 것으로 예상된다 

개열 유권자들의 정당일쩨잡은 후요에 영향융 미치는 7냉 기본적인 연수이다 

정당일체감은 기본객으로는 공화 민주 앙당 가용떼 어느 한 갱당에 대해 일 

쩨강올 가지는 유권자로 하여금 쟁당을 후보 선택의 가장 우선객인 기준으로 

생각하게 함에 따라 후요얘 영향율 미친다 그러나 갱당일체갑의 강도가 약한 

유권자의 정우， 후보자 개인의 능력 퉁 다른 요인융 후보자의 소속 정당보다 중 

요하게 고려항 가능성이 높다 즉 정당일제갑이 약합수킹r 갱당 투표의 가능성 

이 낮아지고 인율 중심의 후g 성향이 강할 것이며. 약한 갱당일제갑은 유권자 

등의 투표애서 정당이라는 연수의 영향력올 약화시킴￡로써 분항투요를 촉진 

\8 여타의 연수 생셰에 얘예셔농 ￥혹융 장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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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될 것이다 이와 비슷한 액락에서 양당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느끼 

는 유권자는 양당 간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보다 분항투표용 항 

7}능성이 더 농다 또한 자신이 부g한 대용령 후보의 소속 갱당과 다른 정당 

소속의 현직의원이 재층아히는 지역구의 유권자는 분힐후표용 힐 가능성이 높 

다 유권자 개인이 선호하는 대용형 후보의 갱당과 지역구에서 채충마하는 현 

직의원의 정당이 다용 경우 대풍령 선거에서는 자신이 선호.~는 대용령 후보 

에 투g하게 되지안 강력한 현직의원의 이점이 작용하는 의회 선거에서는 현 

직의원에재 푸표항으로써 분힐투요가 양생하게 되는 것이다 

2) 정책균형 분잉투g 연수의 설깨· 

본 연구애서는 갱책균형 분합무g 이용과 연판왼 다응의 세 가지 진술훌 반 

영한 연수용 설계하여 활용할 젓이다 

@ 유권자의 이념적 성~이 자신이 인식Õ"J-e 앙당의 이녕적 성향의 사이에 

위치암 정우 분합후표용 힐 가능성이 농다 

륙갱 유권자의 운항푸표가 갱책균앵 운항부요로 혜석되려연 혜당 유권자의 

이녕적 성향은 우선 반드시 양당의 이염적 성향의 중ζk에 위치해야 한다 아우 

리 앙대 정당이 극단화왼 성향올 가지고 있다고 생각에는 유권자라고 하더라도 

양당 중 하나의 정당과 일지하는 성향융 가진 유권자라연 자신과 성향이 일치 

하는 갱당에 일관후표융 하게 핑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이녕객 성향이 양당의 

사이에 존재하는 용당자에게는 1 그렇지 않은 응답자에재는 0의 값올 부여하 

는 연쉬 between_DR)륭 성계한다 

@ 자신의 이녕썩 성향이 앙당의 이녕적 성향의 중간 지정에 가끼이 위치한 

유권자일수륙분양투g흩할가능성이 농다 

정책균앵 분양후표 이온의 선앵 모앵용 고려할 때 자신의 이녕적 성향이 양 

대 정당의 사이에 위치한 유권자 가운데서도 앙당 가운데 한쪽으로 치우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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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가진 유권자보다는 앙당의 중간지점에 가깡게 위치한 유권자일수록 갱책 

균앵 분할투표블 할 가능성이 높다고 추혼할 수 있다 따라서 양당의 이녕적 성 

향의 중점과 웅당자 성향의 격자의 정대값~d istance_mean)을 구한다 

@ 두 정당이 서로 극단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유권자일수록 

분할투표륭 항 가능성이 높다 

띠오리나는 정책균형 분할투요 。1론올 흥해 양당이 극단잭인 성향올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유권자일수록 정책균형 분할투g툴 항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 

한 바 있다 물론， æ의 조건올 충촉하지 뭇하거나 @의 조건올 충족하더라도 

양당 가운데 한 갱당의 성향에 지나치게 가깝기 때문에 일관투표흘 할 가능성 

이 농은 유권자는 양당의 성향을 극단적으로 인식합 경우 오히려 일관투요를 

할가능성이 더욱농율수있다 그러나 q의 조건올충족하연서 양당의 이엽적 

성향의 중정에 상대적으로 가까이 위치한 유권자가 양당이 극단적인 성향옹 가 

지고 있다고 인식할 경우에 두 쟁당 사이의 균형융 옥적으로 운항투요용 하는 

것이 그을의 죄적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여 상힐 수 있다 따라서 앙서 설계한 

바 있는 정딩양극화 연수{di:s tance_DR)를 정책균형 분할투요 연수을 설계하 

기 위해 다시 환용한다 " 

정책균형 분할투표 연수는 지금까지 논의한 세 가지 요소흘 반영하여 성계 

된다@ 우선 @과 @의 진술과 관련된 변수는 그 값이 증가함수혹 분할투g의 

기능성이 농아지지안， @의 진쌀을 흥해 설계된 연수는 값이 작아질수흑 분할 

투표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처럼 경향이 다른 세 연수를 봉합할 경우 최총적 

으토 조작화왼 연수가 설계 의도을 온천히 반영힐 수 없다 따라서 @의 연수의 

19 이 연수의설셰냉식응옹연구의 각주 11언융장조 

20 갱책균뺑 흩잉후g와 판현왼 얘 기지 연수 가용떼 기상 중요한 것은 유씬자의 이녕적 성양이 

자신이 생각하는 앙당의 이녕걱 성향의 가옹에 워지'Hó지의 여우-(between_DR)이다 유권 
자의 이녕적 성양이 양당 사이의 종정애 근정한 위i 에 있거나 양당의 이녕용 극단적으호 인 

식'Hó 유권자라고 인지라도 〈그립 1>융 근거로 한 갱책균앵 분양쭈g 이용의 기온 가갱융 

생각앙 얘‘ 어인 유권자의 이녕객 성향이 앙당 충 하나와 용일하거냐 더 극단척인 정우애 이 
유권자의 훈앙후g는 갱책균형 분양I유g호 해석하기 어영기 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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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값인 6에에 양당의 이념적 성향의 종정과 용답자 성향의 칙차의 절대값용 

차강하여 그 값이 중가힐수록 분할푸g의 가능성이 농아지는 연수틀 다시 성계 

하였다{6→ distance_mean) 지금까지의 논의을 근거로 하연 양당의 이넙적 

성향의 사위얘 위치한 유권자가 앙당의 이념적 중점에 가짱재 위치할수록 그 

리고 앙당의 이엽적 성향옹 극단적으로 인식힐수록 정책균앵 분앙투표의 가능 

성이 농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상슐한 과정올 용해 션계왼 세 변수를 곱하 

연 최대값이 12 최소강이 0의 강용 가지는 연수가 성계외여 이 연수를 정책 

균형 분할부요 연수로 앙용한다” 이 연수의 값이 최대값인 12인 유권자는 앙 

당의 이녕적 성향의 중점에 위치8)는 가운데‘ 각각 극단적인 보수와 자유주의 

적 성향을 가졌다고 인식항 것이다 그리고 최소값인 0은 양당의 이녕척 성향 

의 사이에 위치하지 않거나 양당 사이에 큰 이녕적 성향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 

항 정우에 나타나게 된다 이 연수의 강이 를수록 정책균앵 분힐투요의 가능성 

이 농융 것이라고 애상합 수 있다" 

3) 문석모힘의설계 

각각의 가생에서 조작화원 옥링연수의 유효성올 검중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뀌분석융 실시한다 분석모형의 종속연수는 분힐푸요 여부이며 정책균형 분 

항루표 연수와 항께 갱당일제강의 강도 현직의원 효과 등 운앙부표와 연관왼 

21 정에융엉 흘잉". .. 연수외 생셰 파갱용 수식으오는 다용과 강이 g언앙 수 잉다 정책g엉 용 
앙후g 연수 =betw~’，-OR x (6 - dislanα ,mean) x dislance_DR 세 강가운에하냐 
각도 정흩강인 경우에농 정측강으료 셔리안다 

22. b언“ eetl_DR 파 'd istanc(' m('an 외 성셰앙석& 고혀항 예 'd istance mean 의 강이 
작은유권지논 betl,'een_DR 애서 l 의 강융가정 가능성。1 1>다 하지안갱책융앵 운항* 

g 이용의내용융생각"연 between DR 의 띤수애서옥강이 l외강융기지는유권자라고 
하더라도 닝istan<<，_rnean 의 강이 직*수욕 q'깅istance→rnean 의 강이 흥수혹 갱책 

율영 운잉후"외 '1놓생옹 커지깨 딩다 여하셔 앙당의 이녕혀 생양의 종갱의 유연자의 이녕 

척 생양의 거리애 대한 가중에을 "여에야 보다 정요한 연수g 성져잉 수 있‘ 것으호 연딴띤 

다 '"’ween DR 과 ä istance_mean 의 연수톨영도효성져힌것용이러한억랴에서이 
때양수잉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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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객 연수을은 독링연수료 구성핀다 인구따적 연수 및 사회경제적 지위 연 

수‘ 정치적 지식수준과 잡은 연수는 용제연수로 분석모앵애 포항된다8 

톰g투g 톨석모영 

Logit(p' Y=l ) = 니l(Y= l )/ (Y=이 = a + a ,X, + ßzXl + ßlÑ + ß‘X.+ 

8α， + ß..x.. + B7N + ß&Xø + S.X, + ß aaX‘ + BnXn+ e 

분석모앵에서 종속연수 Y는 유권자의 분힐.~lE. 여부융 가리킨다 X.부터 x, 

의 연수는 각각 연령‘ 교육‘ 소득 주판적인 계층‘ 인종， 성연‘ 정치적 지식수준 

과 같은 용제연수용 의이한다 '"부터 X'"의 연수는 분합후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전용적인 독립연수틀이며 X& x. X10운 각각 정당일제감 

의 강도 현직의원 효과 그리고 쟁당 간 차이애 대한 용당자의 인식 여부륭 가 

리킨다 Xn은 정책균앵 운합무요 연수로서 이 연수와 분합무표 여부와 인과판 

째융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연 유권자의 갱책균영 의도가 분양후g 정정요인 

으로 유의이하다고 용 수 있용 것이다 이 분석모형에서 가생에 따른 연수의 성 

계방식읍 고혀하연.<1 ξ염연수둥이 가지는 희귀게수외 부호흡 예측항 수 있 

다 앞선 논의올 근거로 앙 때， 정당일제갑이 강한 유권자일수륙 대용형 선거와 

의회 선거에서 갈은 정당의 후보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농기 때문에 유권자의 

갱당일체감이 강힐수륙 운항푸표용 함 가놓성은 낮아진다 따라서 독립연수 ‘ 
의 회귀계수 ß .은 용(-)의 강융 가지게 휠 것이다 또한 자신이 지지하는 갱당 

과 반대 정당 소속의 현직의웬이 재출마"는 지역구의 유권자는 분항투표툴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독립연수 x9의 회귀째수 ß.는 양(+)의 값을 가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양당 사이에 영다른 차이가 없다고 생ζ}하는 

유권자의 경우 정당이 후보자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융 것이기 때문에 

분항투표툴 할 가놓성이 농으여 따라서 X'"의 회귀계수 ß"응 엠+)의 값올 가 

깅 이후 생시인 호지 스액 억해용씌에는 인구야찍 사여정세혀 져쩌 연수와 생쳐혀 져식수증 풍 

의 용찌연수가 g앙의지안‘ 이러한 연수§파운양.f-" 여부와의 원찌논 용 연구의 주세와 칙 
정객인 장영이 엉기에 영도효 에석하지 앙용것잉융냉예용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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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균형 분합후g 독립연수의 경우 연수의 설계과정을 

고려할 때 연수의 강이 중가할수록 분합부표의 가능성이 농아지기 때문에 톡 

링연수x.，의 희귀계수 ß .. 은양(+)의 값용가지재 될것으로생각왼다 

5 분할투표 빈도 및 결정요인 분석 

지급까지 상여용 운항투g 빈도와 절정요인에 대한 가성온 계량분석을 용해 

검증할 수 있다 우선， 갱당양극화 현상과 전재 분할투표 빈도 연화의 관계용 

살여보기 위해 대용령-하원 선거 분합푸표자 비융융 분석한 철과는 〈표 6)과 

강다“ <Ji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2αm년의 20.6%에서 2004년의 18.3%로 

감소한 있는 전셰 투표자 대비 분항투표자의 비올은 정당양극화로 인혜 정당이 

유권자들의 투요애서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 추세올 안영하고 있으며 이는 

가설의 예측과 입치하는 절과라고 항 수 있다 

옆
 

• m 

-뻐
 

<" 6) 대흥렁-ðffi' ~1l • .B지 비11120α}-∞04) 

| 대톰링-'ë원 용잉.IDI I:l I을 

| 20.6 

| 18.3 

헤러와의 전쟁과 그의 연장선상에 있는 이라크 전쟁 처리 문제， 동성혼 및 

낙태 등 도믹적 까지와 강은 여러 쟁정에 대해 치열한 양당 간의 논쟁 속에 진 

뺑왼 2004년 선거의 유권자들은 분영히 2000년 선거의 유권자률에 비해 갱당 

융 중요한 후보자 션택의 기준으호 상았으여 정당의 양극화 현상과 전재 분합 

후표의 빈도 강소는 운영한 상관관계톨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앙서 논 

의한 바와 갑이 전체 분할투g의 빈도 갑소로 정책균앵 분한!휴표 이론의 유효 

성올 논하는 것옹 우리가 있다 따라서 정당 양극화 현상과 분힐투g 여부의 관 

계용 보다 심도 있게 이혜하기 위혜서는 두 선거 사이애 나타나는 분할투Ji 여 

2-1 . (Jl 6)의 흘앙 .• " 엔도는 2아@년부터 2004년찌껴의 이국전국션거죠샤 예이터톨 용석힌 정 

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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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와 갱책균형 분항후g 연수 간 인과관계의 변화훌 확인하는 것이 영요하다 

운힐투표와 연판왼 여러 옥립변수와 분합투요의 여부가 가지는 인과관계는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운항무표 분석모형에 따른 로지스택 회귀분석융 흉해 파 

악할 수 있다 2αJO년 및 2004년 선거의 분항부표에 대한 호지스틱 회귀분석 

절과는(1<7)과갑다 

{ll n 이극 유켠자의 톰잉후g에 대힌 증지스예 회귀톨여 g괴 
2000년 선거 200'년 선거 

목럼연수 
기수 8 

유의도 
꺼냐 8 

유의도 
(.!i종오치) (.!i~오치) 

상수 -2.883(0.889) <0.01 -2.182(0.823) < 0.01 

연 령 -0‘057(0. \02) 0.58 -0‘065(0.094) 0.49 

교욕수준 0.249(0.264) 0.35 0.088(0.252) 0.73 

'f책소득 0‘여6(0.114) 0.69 내:>'105(0 .1 04) 0.32 

주관쩍인식계용 0.175(0.1 31) 0.18 -0.128(0‘130) 0.33 

인종 O깅7(0.395) 0.57 0.976(0.400) <0.05 

성 영 -0.171(0.257) 0.51 0.761{O.277) <0.01 
정치객지식수용 -0.116(0.087) 0.19 -0.110(0.113) 0.33 

정당일'1강강도 -0.628(0.135) <0.001 -0.309(0 .1 46) <0.05 
연직의원효과 2.780(0.289) < 0.001 1 ‘965(0.265) < 0.001 

정당간차이인식 O.589(떠04) 0.05 0.704(0.383) 0.07 

정책율영운항후g 0.012(0.041) 0.78 Q‘093(0.037) < 0‘05 

-，호그우도 437.860 뼈9.963 

카이째곱 175.294 <O.(X)I 101 .1 44 <0.001 

Cox & Snell R Square 0.248 0.184 

에용객충-f! 85.2% 83.5% 

샤예수 616 498 

2000년 선거와 2004년 선거의 분할투표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 

과는 전흥적 변수등의 분합루요 여부와의 인과관계가 매우 농다는 사실올 보여 

준다 우선 정당일체강의 강도는 2αm년 선거에서는 99.9% 수준 2004년 선 

거애서는 95% 수춘에서 분t[.부표 여부와 유의미한 인과관계용 보이고 있으며 

현직의원 효과는 두 선거에서 모두 99.9%의 농온 유의수춘애서 분할투표 여부 

와 인과관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여‘ 각 연수의 쩨수의 부호 역시 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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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예상과 일치하고 있다 유권자의 갱당 간 차이에 대한 인식 엔수의 제수의 

부호는 가성의 예혹과 일치하고 있지안 두 선거 모두에서 근소한 차이로 유의 

이한 인파관져용 가지지는 뭇하였다는 정흩 확인할 수 있다 갱당 간 차이애 대 

한 인삭 여부가 운항루표 여부에 대왜서 유의 "1한 성영핵융 갖지 못한 이유는 

정당일체감의 강도가 연수로 주가되어 용제연수와 유시한 효과흡 나타냈기 때 

운이라고 추흔할 수 있다 또한 정당일세강의 강도 현직의원 효과 유권자의 

정당 간 차이에 대한 인식 풍 분항투표와 연관왼 전용적 연수률이 zα)()년과 

2004년의 우 선거애서 모두 비슷한 수준의 운항투표 여부에 대한 껄영력올 나 

타내는 결과는 이러한 전용적 연수들이 갱당의 %ι극화 현상에 큰 영향올 받지 

않는 것으로도 해석합 수 있다 

반연 정책균앵 분합투표 연수의 분항부표 여부에 대한 성영력은 전흥적 연 

수을파 비교합 때 다른 양상올 나타낸다 2αm년 선거얘서 계수의 부호는 예 

상과 일치했지안 운항푸표 여부와 의미 있는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던 쟁책균앵 

분할투g 연수는 2004년 선거의 분힐후표에 대해서는 유의수준 95%의 인과판 

계용 가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정책균앵 분할투요 연수가 2004년 선거의 분합 

투요 여부에 대하여 강한 설영력융 나타내고 있는 경과는 갱당양극화 현상이 

전쩨적인 운힐후g자의 비윤융 감소시키지만 이와 동시얘 갱책균앵 분할후g 

융 촉진한마는 이용적 가성용 용계적으효 확인해주고 있다 지금까지의 분석 

결파는 띠오리나의 갱책균형 분항루요 이론애 대한 재검토용 용해 수립했던 본 

연구의 가성과 일시한다 욕히 정당양극화 현상에 따은 분합부표 빈도의 감소 

만올 근거로 하여 피요리나의 이돈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절돈짓는 것은 

성급하다고 항수 있용 젓이다 

6 컬 론 

용 연구에서는 정당의 이녕적 O.}극화 현상과 분항투표 간 관계에 주목하여. 

2αU년과 21αμ년의 대용령 상~，원 선거에서 나타난 이극 유권자들의 분할후 

g 컬정요인용 분석하고 갱책균앵 분양우요 이온의 유효성융 검증하고자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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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풍안 미국 유권자들의 분할투요 행태흘 연구해온 많은 학자틀은 정책균형 

분할투요 이론이 1차 자료를 흥해 정중되기 어렵다는 정을 들어 분할투표에 대 

한 설영력에 의분올 제기해왔다 그리고 상당수의 연구들은 정책균형 분항투표 

이론과 관련왼 연수보다는 쟁당일제강의 강도나 현직의원 효과 같은 전홍적 연 

수들의 설명력이 더 높다는 결과플 도출해왔다 또한 정책균형 분할투요 이론 

의 예측과 반대로 정당의 이념적 성향의 격자를 크게 느끼는 유권자일수록 분 

할투요를 힐 가능성이 낮다는 연구 결과을은 정책균형 분활투표 이론의 비현실 

성을더욱부각시쳤다 

온 연구는 며오리나의 이론에 대한 보다 정교한 해석을 근거로 @애 기존의 

연구들과 다른 입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정당의 양극화와 분항투표의 관계를 

논함에 있어서 띠오리나가 주목한 부분은 전체 분할투g의 빈도가 아닌 정책 

균형 분할투g와의 관계였다는 정을 고려하지 않고 정당의 양극화 현상에 따른 

전제 분양푸표 빈도의 갑소용 근거로 하여 정책균형 분힐후요의 비현실성율 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딴단왼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책균형 분할투요 

이흔의 분할투표에 대한 진융g 반영한 정책균형 운합투표 연수와 이 연수의 

설영력올 검증하기 위한 가성올 설계*애 2000년과 2004년 선거의 미국 유권 

자 분할투표에 대한 제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사예플 2αm년 빛 2αl4년 

대용령 상웅}원 동시선거로 선갱한 이유는 두 선거 시기 싸1에 유권자들의 

이녕씩 생향의 분포는 큰 연화플 겪지 않았지만 민주공화 양당 특히 공화당 

의 이녕적 성향 분포와 양당의 이념적 격자는 두 선거 사이에 주옥할 안한 차이 

를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에 정당의 양극화 현상에 따흔 분항투표 빈도 및 결정 

요인의 연동올 분석항 수 있는 사예였기 때문이다 2004년 선거에서 보수주의 

자을에 대한 호소를 용해 숭리블 가져가고자 했던 전략적 극단주의‘ 플 선거 

전략으로 채택한 부시 캠프의 선거운동은 미국 유권1 들이 인식하는 양당의 이 

녕적 양극화 정도륭 싱화시켰던 것이다 

본 연구는 2004년 선거에서는 정당 간의 우렷한 정제성이 유권자들에게 인 

식되연서 이들이 정당올 주요한 투g 기준으로 삼게 되고 이에 따라 분할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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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빈도는 2000 \'1 선거에 비해 감소하겠지안， 앙당의 극단객 이녕적 성향으로 

인한 일방적인 국정운영에 대혜 우려하는 유권자플의 정책균형 운항투표 역시 

촉진되었융 것으로 얘%ν하였다 따랴서 2이9년 선거의 분항후g는 빈도의 흑 

연얘서 2αm년 선거보다 낮아졌지만， 갱책균형 운항후요 연수의 성영력은 

2000년 선거보다 2004년 선거의 분힐루표에 대해서 더욱 높게 나타날 것이라 

는 중접적인 가성용 수립하였다 계양운석 결괴는 연구 가성과 모두 임지하는 

것으로 냐타나 정당의 양극화 현상이 전제 분항투표의 빈도압 강소시키는 와 

충에서도 정왜균앵 분양투g의 셜영력융 상숭시킨다는 정융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피오리나의 정책균형 분합루표 이용에 대한 보다 갱밀한 검토혈 용 

해 피오리나의 이온이 논한 바 있는 갱당의 양극화 현상과 정책균형 분할후요 

사이의 판계용 재해석하고 기존의 연구들이 기각시켜왔언 정책균형 분할투표 

이혼의 예측이 유효하다는 결과용 1차 자료용 근거로 하여 도용함으로써 정당 

의 영F극화 현상과 분양부표 행태의 관계애 대한 새로운 시각융 째공했다는 정 

에서 의의흉강는다고합수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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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혹 ) 연수의조작화 

1 종숙연수 

용 연구애서 사용된 종속연수는 용당자의 대용령 하원 선거의 분할투요 여 

부이다 각각의 연수는 미국 전국선거조사 데이터의 웅당융 근거로 조작화하였 

으며 구체쩍인 조작회} 방식은 다음의 〈요 부폭 1 )과 갑다 

(ll 부.1) 대g영-!~앤 선거 잊 싱윈-'f원 선거 용잉투g의 죠직회 

연 수 

대용령션거후요 

*맨션거우g 

대용영-"ð"f."인 선거 응앙후g 

조직회 앙잉 

민주당후보톨션액한유권자는 1 용억당후보용션핵 

한 유권사는 ι 다픈 후보용 션찌한유권자는 5의 강융 

부여 기권자혹용우용당자는경욕강으로쩌랴 

민주당 후보융 션핵한 유권자논 1 용화당 후"용 선택 

한 유권자는J 다용 후보용 션빽한유권자는 3의 강융 

부여 기권자혹온우용당자는경욕강으로처리 

대용녕 후보 선써 연추의 값과 하씬 후보 선핵 연수의 

강이다용정우 1 강융정우 0의강융우여 대풍영후 

" 선찍 연수와 'f씬 선잭 연수의 강 7h!，에 하나 이상 
이 경혹강일 정우애는정짝강으로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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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제연수 

온 연구얘서 사용왼 용제연수는 용당자의 연령 교육 소득 수갚 주판객 인 

식에 따를 쩨용. 인종 둥 사회경제척 지위 연수와 갱치적 지식수준 연수이다 

각각의 연수는미국천국선거초샤 데이터의 용당용근거로조작화하였으며 구 

체적인조작화방식은다웅의〈표 부록 2)와강다 

(Jl. ￥.2) 3찌연수의 조직회 

연수 조직회엉엉 

연명 
용당자의 연영흩 20 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예 이상의 영 
주로 용뮤하여 1-5의 5정 액도로 구성 

a 용 
충용 이야 고흉 대재 이상의 엉주호 운휴하여 1 -3의 3갱 혀 

도효구생 

용당자의 연간 쇼득에 대한 용당을 다섯 단셰(25 ，000당히 이 

소욕 하. 25，000-35，000딸러. 35，000-50，000당려 .50，000-

105，이m당허 105，이m당러 이상)호 응류히어 1-5의 5생 혀도 

로구성. 

기봉책요훌 형균노홈껴1총{average working class) ‘ 상위노흉 

쩨총{upper working class) , 명균중산충{average middle 
주원척인지에 d a;,:;), 생유종산총{upper middle daS5)율 1-4챔 척도로 {훌 
따톨셰충 휴 계용에 대한 당연 외에 상위용 및 영균용 소속 여우에 대하 

여 구세획인 양변융 하지 않용 용당자흥 가용애 노용찌충에는 

1.5 충산융애는 3.5의 강융부여 

인종 핵인은 1 빽인외의다릉용앙자는0의강융부여 

갱치적지식수준 
갱치혀 지식수훈의 연수는 용 6개의 생용에 대한 용당자의 갱 

당 깨수에 따랴0부터 6의 퉁간혀도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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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톰적독링연수 

본 연구에서 시용된 독립연수 가운데 정책균혐 분할루g 연수를 쩨외한 전 

흥적 연수는 정당일체감의 강도 현직의원 효과 둥이다 각 연수는 미국 션국선 

거조사 데이터의 웅당용 근거로 초작화하였으여‘ 구제적인 조작화 방식은 다용 

의 〈요부혹3)과같다 

<]!; ￥‘ i 전톨적 연수의 조직외 

언수 | 조직회빙엉 

10￥터 6까지 7정 척도로 구성펀 설운에 대한 용양올 기초로 조 
작따 。이나 6으로 용답한 유권자애깨논 인주당 또는 공화양에 

대혜 강한갱앙일예강율까지는유권자이으로 3의 값용 부여 아 

정당잉째강의강도 | 잔7씨앵엉으로 1이나 5의값용가지는용당써재는 2， 2나 4 
의 강용 가지는 용당자에게는 l 의 강융 우여 3의 강융 가지는 
용당자는 지지 정당이 엉으므로 0의 강융 부여 이러한 방식에 
따라 갱양일셰강의 강도는 0-3의 둥간 척도료 구성 

현직의원 효과 연수는 유권자가 투g한 대용영 후보의 소짝 갱당 
>} 유권자의 거주 지역구 언칙의원의 소속 갱당이 영치하지 암으 

예 그 현직의원이 강용 지역구에셔 찌선에 도전양 경우 1, 그 외 
얻칙외앤 생 | 의 %에는0의 가연수톨 썩하여 F생 의m 션거의 유명에서 

인주당과 용화당 우쇼송 현직의원의 용따 여우와 유권자외 대흥 

영 후보 쭈.Jl 정당이 일치"는지 의 여부융 확인하여 일지앙 경우 

에는 0의 강용 일치하지 1i~ 정우애는 1의 강융부여 

이 연수는두 갱당사이에중요한차이갱이쓴재6운지의 여부융 

갱양 간의 차이에 | 을는 생용융 기초로 생계되었다 민주당과 용화당 AI이에 영다용 

대한후판쩍 인식 1 차이갱이 없다l 용당한 경우에 1, 우 갱당 시이에 충요한 사이 
정이 존재한다고 용양한 정우에는 0의 강을 l용여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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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arty Polarization and Surge of 
Policy-balancing Split-ticket Voting: 

Fiorina Reconsidered 

Chunho Park 
(Seoul Na tional University)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 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ideological party polarization and p이lCy
balancing spli t-ticket voting by inves ti ga ting the fac tors 
determinmg spliH icket voting in American "Eederal elections in 
2000 and 2004. Morris P. Fiorina made a theoretical argu ment 
that the frequency of spli t-ticket voting will increase as party 
R。larlZatl。n lS deepened H뻐owever，‘ manyempl’m때l 

ave f;삐a허15잉따l“ifi“le혀d Fio띠m。이onn’na깨a’ 5 argument by showing that the frequency 
。f split-ticket \'oting decreases as party po\a rization is deepened 
This study aims to -reconsider the conflicts theoretical arg1니ment 
and empirica l fi ndi ngs by focus ing on the. comp lex vote~’ s 
responses to party polariza tion. In other words, voters generally 
come to recognize the party label as an importan t standard of 
candidate selection when party po lari zation is deepened 
Consequentl y, partisan voting increases, and the frequency of 
ticket-splitting diminishes. However, _we ca~ a lso pre~ ict t~at 
party polarizãtion would promote policy-balancing split-ticket 
votìng of moderate electorates because they may be more 
conceined about the emergence of extreme government due to 
party polarization . The resu lts in this ar ticJe show that the 
pr。pmuon 。f po1Icy-。뼈ted split-tick때e앙t vot때ers m뻐1 

as increased comp며ar앤ed to tha t in 2000 elections by increasing 
party polariza tion .- This _empirical finding thus strengthens the 
applicability of Fiorina’ s fheory to s tud ies of contemporary 
tiCket-splitting in American elections 

Key Words: sp li t- tic ke t voting(분 합 투 표 ), par ty 
polarization(정 당양극화 현상)， policy-balancing split-ticket 
voting theory(갱책균앵 분할투표 이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