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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민주당과 공화당의 안정적인 양당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정당정치

에서 제3정당의 영향력은 일반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매 통

령 선거마다 여러 명의 제3정당 후보들이 출마하고 있음에도 이들은 선거에

서 큰 주목을 받기 단히 어려우며, 이들의 활동이나 선거결과 역시 성공적

이지 못한 경우가 부분이다. 1900년 이래로 제3정당 후보가 통령에 당선

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으며, 전국 득표율 5% 이상을 획득한 제3정당 통

령 후보도 6명에 불과하다는 점이 단적인 예이다.  

이러한 제3정당의 취약성은 근본적으로 양당제 전통을 유지ㆍ강화시키고 

있는 미국의 법적ㆍ정치적 제도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연방주의적 속성과 이를 명문화하고 있는 연방헌법 및 각 주의 헌법 

등이 양당제에 우호적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이는 제3정당 후보의 통령 선

거 출마를 체계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통령 선거에서 제3정당 후보의 낮은 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정

치체제를 지탱하고 있는 법적ㆍ제도적 측면에 한 고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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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미국의 정치제도적 특수성이 어떻게 

제3정당에게 비우호적인 여건을 만들어 내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각 주의 영향력을 최 한으로 보장하며 주 헌법이 연방헌법보다 더 큰 영

향력을 발휘하는 미국의 연방주의적 정치체제가 어떻게 제3정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지를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주 헌법에서 제

3정당 후보의 입후보 자격을 규정한 밸럿 액세스(ballot access) 조항에 주목

하여, 이 조항이 제3정당 후보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해 분석할 것이

다. 아울러 이에 한 구체적인 사례로서 본 연구는 2000년 통령 선거에서 

녹색당 후보로 출마했던 랄프 네이더(Ralph Nader)의 경험을 소개하고자 한

다. 이를 통해 그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법적ㆍ제도적 제약이 어떻게 발현되었

는지, 그리고 이러한 제약에 해 그는 어떻게 응했는지를 살펴본다.

본 논문은 서론을 제외하고 총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Ⅱ장에서는 제3정당 

후보에 한 법적ㆍ제도적 제약으로서의 미국의 선거제도 및 주 헌법의 밸럿 

액세스 조항에 해 소개하고, 이것이 어떻게 제3정당 후보의 입후보를 차단

하는 기제로 활용되는지에 해 밝힌다. Ⅲ장에서는 앞서 제기한 논지를 

2000년 네이더의 경험에 적용시킴으로써, 그의 통령 선거 출마에 있어 밸

럿 액세스 규정이 얼마나 큰 장애물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에 한 응으로

서 나타난 그의 선거전략의 양태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결론에 해

당하는 Ⅳ장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고 미국의 정당정치에서 갖는 함의

에 해 고찰하고자 한다.

Ⅱ. 제3정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미국의 법적ㆍ제도적 제약

일반적으로 소선거구 단순다수결제를 채택하는 국가들은 양당제와 제도적 

친화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1) 과반수는 둘 사이의 결을 통

1) 이는 듀베르제의 법칙(Duverger’s law)으로 불리고 있다. 선거제도와 정당제 사이

의 관계를 규정한 이 법칙을 통해 듀베르제는 “소선거구 단순다수결제를 채택하는 

국가는 양당제를, 선거구 비례 표제를 채택하는 국가는 다당제를 선호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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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달성되기 가장 쉽다는 점에서, 단순다수결제는 그 자체로 양당 주도의 구

조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제3정당의 입지를 더욱 좁히게 된다. 이와 

같이 선거제도 그 자체가 제3정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는 현상을 듀베

르제는 선거제도의 기계적 효과(mechanical effect)라고 불 다.2) 그는 직접

적으로 “미국의 [정치적] 절차는 소선거구 단순다수득표제의 통상적인 기제에 

상응한다. 통령 선거에서 결선 투표가 없다는 것은 양당제의 등장과 유지

를 가져오는 역사적 이유들 중의 하나”3)라고 명시하면서, 이와 같은 선거제

도가 양당제를 공고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하지만 단순다수결제를 채택하고 있는 부분의 국가들이 정당제도로서 양

당제를 취하고 있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므로, 이를 미국의 정치제도적 특수

성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국가에서 나타나지 않는 미국

의 정치체제 및 선거제도가 무엇인지를 살펴야 하며, 이를 통해 제3정당의 부

상이 어려워지는 미국 내에서의 특수한 맥락에 해 파악해야 할 것이다.

명시적으로 ‘연방주의(federalism)’라는 말을 헌법 조문에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50개 주의 자율성을 최 한 보장하고 있으며 주 헌법이 연방헌법보

다 실질적인 영향력이 더 높은 미국의 정치체제는 연방주의적인 형태를 갖추

주장했다. Maurice Duverger, Political Parties: Their Organization and 

Activity in the Modern State, (New York: Wiley, 1963), 217. 듀베르제의 법칙

에 관한 2차적인 논의에 관해서는 표적으로 William H. Riker, “The Two-Party 

System and Duverger’s Law: An Essay on the History of Political Scien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6 (1982): 753-766을 참조할 것.

2) 듀베르제는 이러한 기계적 효과와 함께 ‘심리적 효과(psychological effect)’에 

해서도 언급한 바 있다. 많은 유권자들은 제3정당 후보를 지지한다 하더라도 이들

의 당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자신의 표가 사표(死票)가 될 것임을 우려하게 되

는데, 그 결과 제3정당 후보가 아닌 차선의 후보에 투표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된

다. 이러한 제3정당 후보의 전략적 투표(strategic voting)는 제3정당 후보의 부상

을 어렵게 하는 심리적 제약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합리적 유권자(rational 

voter)의 효용극 화 행위로서의 전략적 투표에 관한 표적인 연구물로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William H. Riker and Peter C. Ordeshook, “A Theory of the Calculus of 

Voting”,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2 (1968): 25-42; Roger B. Myerson 

and Robert. J. Weber, “A Theory of Voting Equilibria,”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7 (1993): 102-114.

3) Duverger, Political Parties,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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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고 평가된다.4) 연방정부의 중앙집권적인 통치와 각 주의 지방분권적인 

자치가 결합되어 있는 연방주의 정치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이

러한 체제적 특수성과 이를 명문화하고 있는 연방헌법과 각 주의 헌법이 독

특한 정치적 동학을 만들어 내고 있다. 선거제도에 있어 이러한 두 가지 차

원에서의 헌법은 양당제에 우호적인 정치구조를 강화시키는 동시에 제3정당

을 배제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1. 선거인단제와 승자독식제: 연방헌법의 규정

미국 연방헌법에서는 통령과 부통령의 선출에 관한 내용을 수정헌법 12

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선거인은 각각 자기 주에서 회합하여, 비  투표에 의하여 통령과 부통

령을 선출한다. 양인 중 적어도 1인은 선거인과 동일한 주의 주민이 아니어

야 한다. (중략) 투표의 최고 득표자를 통령으로 한다. 다만 득표수가 선

임된 선거인의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한다. 이와 같은 과반수 득표자가 없

을 경우 하원은 즉시 통령으로 투표된 사람의 명단 중 3인을 초과하지 않

는 최다수 득표자들 중에서 통령을 비  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방법으로 통령을 선출할 때에는 선거를 주 단위로 하고 각 주는 1

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선거에 필요한 정족수는 각 주의 하원 의원 3분의 2

로부터 1명 또는 그 이상의 의원의 출석으로써 성립되며, 전체 주의 과반수

의 찬성을 얻어야 선출될 수 있다. (후략) (강조는 필자)

이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미국의 선거제도의 특징은 앞서 언급한 소선거

구 단순다수결제와 각 주를 단위로 하는 선거인단제(electoral college)이다. 

이 중에서 미국의 독특한 선거 제도인 선거인단제는 50개의 각 주에서 가장 

높은 득표를 획득한 후보가 그 주에 배당된 선거인단을 모두 가져가는 승자

독식제(winner-takes-it-all)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인구비례로 이루어지는 

4) 이에 한 상세한 논의로서 다음을 참조할 것. 이옥연, ｢권력분산을 통한 권력공

유의 묘(妙)｣, 미국학30 (2007): 89-122; 이옥연, ｢미국의 연방주의: 탄생과 유

지의 비결｣, 미국학29 (2006): 16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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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득표율뿐 아니라, 각 주의 자율성과 형평성을 최 한 배려한 정치적 고

안물이라고 할 수 있다.5)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미국의 선거제도는 각 주의 

영향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선거인단제는 전국적으로 미미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제3정당 후보

에게는 특정 주에서의 승리는 물론 당선의 가능성까지도 사실상 완전히 박탈

하는 제도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승자독식제 하에서는 그 주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2위, 3위의 구분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양당 후보에 비해 득표율이 

낮은 제3정당 후보가 선거인단을 획득할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이다. 또한 

승자독식제는 제3정당 후보에 한 지지가 이에 상응하는 정치적 결과로 전

환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 제3정당 후보에게는 일정 수준의 전국 득표율

(popular votes)을 획득하는 것보다 각 주에서 승리하여 선거인단을 차지하

는 것이 훨씬 어려운 목표인 경우가 많다. 전국 득표율이 아니라 선거인단 

수로 선거의 당락을 결정하는 미국의 통령 선거제도의 특성상, 제3정당 후

보가 일정 수준의 득표율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주에서 승리하여 선거인단을 

획득하지 못한다면 실질적인 효과는 발생되기 어렵다.6) 다시 말하면, 선거인

단제와 승자독식제는 제3정당 후보에 있어서 비례형평성(proportionality)을 

떨어뜨림으로써 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다. 연방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와 같은 미국의 선거제도는 통령 선거의 결과적인 측면에서 제3정

당 후보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5) 이는 미국 건국 이후 헌법의 제정과정 초기에서 이루어진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서

의 성격을 갖고 있다. 헌법 제정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적 합의의 내용과 그 결과로

서의 선거제도의 확립에 관한 내용으로는 다음을 참조할 것. David B. Robertson, 

The Constitution and America’s Destin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131-164.

6) 단적인 예로 1992년 통령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페로(Ross H. Perot)

의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는 1912년 제3정당 후보로 출마했던 테오도르 루즈벨트

(Theodore Roosevelt) 이래로 가장 높은 18.9%의 전국 득표율을 얻었지만 단 한 

석의 선거인단도 획득하지 못했다. 이는 제3정당 후보가 획득한 높은 전국 득표율

이 선거에서의 당선을 위해 실제적으로 중요한 선거인단의 획득으로 자동적으로 

연결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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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밸럿 액세스: 주 헌법의 규정

제3정당에게 작용하는 법적ㆍ제도적 제약은 연방헌법에서 규정하는 선거제

도의 측면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각 주의 자치를 최 한 보장하고 있

는 미국에서 각 주의 법 규정역시 제3정당 후보에게 불리한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오히려 이들에게는 더 실질적인 제약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제3정당에 한 법적 장애물의 가장 표

적인 것이 밸럿 액세스 규정이다. 이는 양당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제3정당 

후보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제3정당 후보에게 특수한 헌법상의 제약요소

라고 할 수 있다.7) 

밸럿 액세스 규정은 제3정당 후보가 통령 선거에 출마할 때 특정 주에서 

투표용지에 자신의 이름을 후보로 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주에 사는 주

민들로부터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정해진 기한 내에 획득해야 한다는 규정

이다. 그 주에서 처음으로 출마하는 신생 정당일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

용된다. 다시 말하면 제3정당 후보는 한정된 기한 내에 충분한 서명을 획득

했을 경우에만 그 주의 통령 선거 투표용지에 자신을 후보로 등록할 수 있

으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 그 주에서는 후보로서의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된다. 

양당 후보들이 자동적으로 투표용지에 자신의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것과 

조적으로, 제3정당 후보는 이를 위해서도 상당한 노력을 쏟아야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밸럿 액세스 규정의 적실성에 해 논쟁을 벌여왔

다. 이를 반 하는 입장에서는 이 규정이 수정헌법 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의사 표현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라고 이해하거나, 수정헌법 14조 

7) 제3정당에 관한 많은 기존연구들에서는 밸럿 액세스가 제3정당 후보에게 법적 제

약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지적해 왔다. 표적인 연구들로 다음을 참조

할 것. Steven J. Rosenstone, Roy L. Behr, and Edward H. Lazarus, Third 

Parties in America: Citizen Response to Major Party Failure, 2nd edition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6); John F. Bibby and L. 

Sandy Maisel, Two Parties―or More? The American Party System, 

(Boulder, Colo.: Westview Press, 1998); J. David Gillespie, Politics at the 

Periphery: Third Parties in Two-Party America, (Columbia, S.C.: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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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서 규정되는 평등 보호 조항(equal protection clause)을 위배하는 것이

라고 주장한다.8) 즉 밸럿 액세스 규정은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린 후보로만 

선택을 제약함으로써 선호하는 후보가 이름을 올리지 못했을 경우 유권자들

의 선택의 권리를 박탈하게 되며, 이는 ‘ 표성(representation)’이라는 민주

주의의 핵심적 가치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에 하여 밸럿 액세스 규정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 조치가 군소정당 후보들의 난립을 막아주는 역할을 함

으로써, 선거의 원활한 진행과 정치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반론을 펼친

다. 즉 밸럿 액세스 규정은 선거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검증되지 않은 후보들

을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유효하다는 것이다.9) 

밸럿 액세스 규정이 제3정당 후보에게 불리한 이유는 각 주에서 주 법령을 

통해 이에 한 규정을 서로 다르게 제정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각 주에서 자신의 이름을 올리기 원하는 제3정당 후보는 50개 주의 서로 다

른 법령의 기준과 관료적 복잡함을 극복해야 하는 수고를 감수해야 한다. 이

는 각 주의 자치를 최 한 보장하는 미국정치의 연방주의적 특성을 잘 보여

주는 것이지만, 제3정당 후보에게 있어 명백하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법적 제

약임에는 분명하다. 

주요 주들에서 밸럿 액세스 조항의 내용을 정리한 <표 1>의 내용을 보면 

각 주에서 규정하고 있는 밸럿 액세스의 기준이 굉장히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다. 직전 선거에서 얻은 득표수의 일정 비율을 최소한의 서명수로 규정하

고 있는 주들의 경우에도 어떤 선거를 기준으로 하는지, 그리고 비율을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서로 다른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다. 또한 득

8) 수정헌법 1조의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사항의 교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수정헌법 14조의 평등보호 조항에서는 

“어떠한 주도 합중국 시민의 특권과 면책권을 박탈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어떠한 주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사람으로부터

도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할 수 없으며, 그 관할권 내에 있는 어떠한 사람

에 하여도 법률에 의한 평등한 보호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 Nathaniel Persily, “Candidates v. Parties: The Constitutional Constraints 

on Primary Ballot Access Laws,” The Georgetown Law Journal 89 (2001): 

2183-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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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수에 한 비율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각 주의 선거구(congressional district)

구분 주 법령 조항

인구가 많은

규모 주

캘리포니아
직전 주지사 선거에서 얻은 전체 득표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서명을 확보해야 함. 

텍사스
직전 통령 선거에서 모든 후보들이 획득한 총 득표수의 

1% 이상의 서명을 얻어야 함.

뉴욕

무소속 혹은 제3정당 후보의 경우 최소한 15,000명의 

유권자들로부터 서명을 받아야 하며, 주의 선거구 

절반에서 각각 최소한 100명의 거주민으로부터 받아야 함.

밸럿 액세스 

확보가 

용이한 주

테네시

무소속 혹은 제3정당으로 출마하는 후보의 경우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총 11명) 한 사람당 등록된 유권자 25명 

이상의 서명을 획득해야 함. 

콜로라도
정당의 경우 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5,000개의 

서명을 획득해야 하며, 후보의 경우 $500의 접수비를 내야 함.

밸럿 액세스 

확보가 

어려운 주

오클라호마
직전 통령 선거에서 득표한 선거인단의 총 득표 수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서명을 획득해야 함.

노스

캐롤라이나

신생정당의 경우 등록된 유권자들로부터 가장 최근의 

주지사 선거에서 투표한 유권자 총수의 2%에 해당하는 

수만큼의 서명을 확보해야 하며, 주 내의 4개의 선거구 

각각에서 적어도 200명의 등록된 유권자들로부터 서명을 

받아야 함. 

주: 법령 조항에 관한 내용은 각 주의 법령 조항 원문을 참조하여 필자가 재구성. 법령 

조항 원문은 각 주의 헌법이 수록된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주

에 해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하였다.

출처: 캘리포니아(2009. 9. 1: www.leginfo.ca.gov/const.html, 이하 검색일 동일) 

뉴욕(www.dos.state.ny.us/info/constitution.htm)

텍사스(www.statutes.legis.state.tx.us/)

콜로라도(www.colorado.gov/dpa/doit/archives/constitution/index.html)

테네시(www.tncrimlaw.com/law/constit/index.html) 

오클라호마(www.lsb.state.ok.us/ok_constitution.html)

노스캐롤라이나(www.ncga.state.nc.us/legislation/constitution/ncconstitution.html)

<표 1> 주요 주들의 밸럿 액세스 규정 법령 조항

별로 일정한 수의 서명을 확보하도록 요구하는 주도 있다. 이처럼 각 주마다 

서로 다른 밸럿 액세스 조항들은 결과적으로 제3정당 후보가 이를 충족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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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에서 소개하고 있는 일곱 주들은 밸럿 액세스 조항의 표적인 특징

을 보여주고자 필자가 선정한 것으로서, 크게 세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 (1)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은 선거인단이 가장 많이 배정된 큰 주로서 양당 

및 제3정당 후보 모두 관심을 갖는 지역이다. 이들 주는 뉴욕을 제외하고 총 

득표의 1%를 요구하고 있는데, 인구가 많은 주라서 필요한 서명의 숫자도 많

지만 상 적으로 밸럿 액세스 규정은 복잡하지 않다. (2) 테네시와 콜로라도

는 밸럿 액세스 규정이 까다롭지 않아 제3정당 후보가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표적인 주이다. 테네시의 경우 확보해야 하는 서명의 수가 다른 

주에 비해 매우 적으며, 콜로라도도 일정 숫자 이상의 서명을 확보하거나 접

수비만 지불하면 후보 등록이 가능하다. (3) 오클라호마와 노스캐롤라이나는 

밸럿 액세스의 문턱이 상 적으로 높아서 제3정당 후보에게 불리한 제도를 갖

고 있는 주이다. 이들 주는 인구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총 득표의 2~5%

의 서명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제3정당 후보는 (1)과 (2)에 해당하는 주들에서는 체로 후보 등록

에 성공하지만, (3)과 같은 주에서는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 다른 주

에서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3정당 후보들이 밸럿 액세스 조

항의 규정을 넘지 못하면 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이

는 그들에게 통령 선거 입후보의 진입장벽으로 기능하게 된다. 또한 후보

로 등록이 되어야만 본격적인 선거운동 및 유세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들은 이를 위해 선거운동 초반에 상당한 시간과 자금을 투자할 수밖에 없게 

된다. 표적으로 1980년 통령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앤더슨(John 

B. Anderson)은 50개 주 전체에서 자신의 이름을 투표용지에 올리기 위해 

자신의 선거 캠페인 예산의 절반을 사용하기도 했다.10)

10) R. Whittle, “John Anderson Still Trying to Dump His ‘Spoiler’ Image,” Congressional 

Quarterly Weekly Report 27 (1980): 2834의 내용을 Michael S. Lewis-Beck 

and Peverill Squire, “The Politics of Institutional Choice: Presidential 

Ballot Access for Third Parties in the United State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5 (1995): 41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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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연방헌법 차원의 선거인단제와 승자독식제, 그리고 주 헌법 

차원의 밸럿 액세스 규정은 각 주의 자율성을 최 로 보장하는 미국의 연방

주의적 정치체제의 속성을 반영한 선거제도로서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구

체적으로 밸럿 액세스 규정은 제3정당 후보의 입후보 자체를 어렵게 하는 선

거 과정에서의 법적 장애물로, 선거인단제와 승자독식제는 제3정당 후보에 

한 지지가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결과로 전환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벽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제3정당 후보에게 불리한 정치

적 역학을 형성하여 양당제에 한 우위를 지속ㆍ강화시키는 기제로 활용되

고 있다. 미국이 단순다수결제를 채택하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제3정당의 부

상이 특히 어려운 공고한 양당제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이와 같은 미국의 

정치적 환경에서 파생된 헌법의 규정 및 선거제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Ⅲ. 법적ㆍ제도적 제약 극복의 여정: 2000년 랄프 네이더의 사례

1. 밸럿 액세스 확보의 어려움

네이더는 선거운동 초반부터 밸럿 액세스를 확보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매

우 중요한 목표였음을 강조해 왔다.11) 자동적인 입후보가 가능한 양당 후보

와는 달리 제3정당 후보는 밸럿 액세스 규정을 통과해야만 투표용지에 자신

의 이름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네이더에게 무엇보다도 필수적인 것이었다. 네이더는 제3정당 후보로서 낮은 

자신의 인지도를 높여야 각 주의 주민들로부터 충분한 수의 서명을 받아내어 

밸럿 액세스 규정의 내용을 충족시킬 수 있었다. 이를 위해 네이더는 통령 

선거에 출마하기로 선언한 이후인 2000년 3월 1일부터 50개 주를 모두 방문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녹색당 전당 회가 열렸던 6월 말까지 실제로 이 

목표를 달성했다. 이는 양당 후보도 생각하지 않는 과감한 도전이었을 뿐 아

11) Theresa Amato, “Participating in Power: A View from the Nader Campaign,” 

Stanford Law & Policy Review 13 (2002):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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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양당에 비해 한정된 자원과 예산을 갖고 있는 제3정당 후보가 하기에

는 상당한 무리가 따르는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더는 녹색당 

후보로 공식적인 인정을 받기 전인 이 시기에 50개 주를 모두 방문함으로써 

자신을 홍보하고자 했다. 2000년 통령 선거 준비과정에 해 기록한 회고

록에서 그는 이러한 50개 주 방문 계획의 목적과 의미에 해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우리의 단기적 목표는 세 가지이다: 가능한 많은 주에서 밸럿 액세스를 

확보하는 것, 통령 후보 토론회에 참석하는 것, 전국 득표율 5% 이상을 

획득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우리를 지지하는] 핵심 표들을 끌어오기 위해

서는 50개 주를 모두 방문하는 캠페인을 추진해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선거운동을] 잘 할 것으로 기 되는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의 주들에 더 많

은 시간을 할애해야 함을 의미했다.12) 

양당에 해 미미한 지지기반과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제3정당 후보로서 

네이더는 50개 주를 모두 방문하는 전국 일주를 통해 자신을 적극 홍보하는 

동시에, 자신을 지지하는 핵심적인 세력들을 확보하고자 했다. 실제로 네이

더는 각 주를 방문하면서 주의 지방 언론과 인터뷰를 실시하고 여러 지역 내 

단체들과도 만남을 가졌는데, 이러한 노력은 주 신문이나 텔레비전에 소개됨

으로써 국지적인 관심을 이끌어냈다.13) 이를 통해 그는 각 주에서 자신을 적

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확 시켜 나가려고 했던 것이다. 이는 결과

적으로 제도적인 차원에서 밸럿 액세스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주에 방문하는 

것이 중요했던 그의 상황과 연결된다. 즉 그가 예비 선거운동 기간이라고 할 

12) Ralph Nader, Crashing the Party: Taking on the Corporate Government in 

an Age of Surrender, (New York: St. Martin’s Press, 2002), 117.

13) 2000년 6월 25일 녹색당 통령 후보 수락연설에서 네이더는 50개 주를 모두 방

문했던 그의 여정이 특정 주의 주민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아 성공적이었으며, 자

신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음을 각 주에서 있었던 일화를 바탕으로 상세하게 

소개하였다. “Acceptance Statement by Ralph Nader for the Association of 

State Green Parties Nomination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Denver, 

Colorado, June 25, 2000,” (2009. 9. 13: http://www.gwu.edu/~action/nadesp022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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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던 6월 이전에 모든 주를 방문할 계획을 세웠던 것은 가능한 많은 주

에서 미리 주민들의 서명을 확보해 둠으로써 밸럿 액세스 규정을 통과해야 

한다는 선거 준비과정에서의 그의 목표가 명확하게 반영된 것이었다.

하지만 양당에 비해 한정된 자금과 조직, 인력을 갖고 있는 네이더가 50개 

주를 모두 방문하면서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 그는 제3

정당 후보로서 낮은 인지도 때문에 주민들의 서명을 받기 어려웠고, 무엇보

다 주마다 현저하게 다른 밸럿 액세스 규정은 그에게 상당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다. 네이더의 회고록을 보면 주마다 서로 다르고 까다로운 밸럿 액세

스 규정을 충족시키는 것이 매우 어려웠음을 확인할 수 있다.

텍사스는 75일 내에 37,713개의 서명을 확보할 것을 요구한다. 게다가 그 

해의 예비선거에서 투표했던 사람들에게는 서명을 받을 수 없다. 노스캐롤라

이나에서는 51,324개의 서명을 5월 15일까지 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90,000개 이상을 확보해야 안정적이다. 녹색당과 다른 제3정당에 한 서명

용지에는 “이 용지에 서명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정당을 조직할 의도를 가지

고 있다”고 적혀 있는데, 이는 신맥카시즘(neo-McCarthyite)적인 어조로 인

해 잠재적인 서명자들을 겁주고 있다. 자신의 이름을 서명하는 것과 새로운 

정당을 조직하기를 원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이다. 버지니아에서 입법자들은 

10,000개의 서명을 요구하는데, 각 선거구에서 400개씩을 반드시 획득해야 

한다. (중략) 오클라호마는 미국 내에서 인구 비 가장 높은 서명－
3,350,000명 인구 중에서 36,202개의 서명－을 요구한다. 오클라호마 법에 

따르면 기명투표(write-in votes)는 서명에 합산되지 않는다. 일리노이에서 

새로운 정당은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 25,000개의 서명이 필요한 

반면 기존 정당은 5,000개의 서명만 있으면 된다.14) 

<표 2>는 <표 1>에서 살펴본 주들에서의 밸럿 액세스 규정을 적용하여, 

2000년 통령 선거에서 네이더가 각 주에서 확보해야 했던 서명의 숫자와 

최종 기한을 정리한 것이다.

14) Nader, Crashing the Party,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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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
서명 요구 수

최종기한
제3정당 후보

인구가 많은

규모 주

캘리포니아 86,212 149,692 8월 10일

뉴욕 절차 없음 15,000 8월 22일

텍사스 37,381 56,117 5월 30일

밸럿 액세스 확보가 

용이한 주

콜로라도 1,000 $500 지불 7월 10일

테네시 24,406 25 8월 17일

밸럿 액세스 확보가 

어려운 주

오클라호마 43,680 36,202 7월 15일

노스캐롤라이나 51,324 98,062 6월 30일

출처: Ballot Access News (2009. 9. 20: http://ballot-access.org/2000/0901.html#15)

<표 2> 주요 주에서의 밸럿 액세스 규정의 내용 (2000년 통령 선거 기준)

<표 2>의 결과를 보면 콜로라도, 테네시에서 네이더가 확보해야 했던 서명

의 요구 수는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주에서는 무리없이 입후보할 수 

있었다. 실제로 네이더는 이들 주를 비롯하여 밸럿 액세스 확보가 용이한 주

들에서 비교적 빨리 서명을 확보함으로써 입후보에 성공하였다. 하지만 밸럿 

액세스 규정이 까다로운 오클라호마나 노스캐롤라이나는 주의 규모나 인구 수

에 비해 상 적으로 많은 서명을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주에

서 요구하는 서명의 수는 인구가 많은 규모 주인 뉴욕이나 텍사스에서의 숫

자를 상회하고 있다. 앞서 네이더의 회고에서 오클라호마가 미국 내에서 인구 

비 가장 높은 서명을 요구한다고 언급한 것도 여기서 그가 밸럿 액세스 규

정을 충족시키기 매우 어려웠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2. 밸럿 액세스 확보를 위한 노력

네이더는 선거운동 중반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법적 응을 통해 주 헌법

의 밸럿 액세스 규정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데 주력했는데, 이는 과거 제3정

당 후보와 달리 네이더에게 적극적으로 발견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었다. 그

는 밸럿 액세스 규정에 한 오랜 비판자 중 하나였다. 그는 1959년에 밸럿 

액세스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글을 처음으로 썼고, 그 이후로도 이러한 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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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정당이 민주당과 공화당의 양 독점(duopoly)에 도전하게 하는 것을 불가

능하게 만듦을 지적해 왔다.15) 

주 소송명 판결내용 결과

오하이오
Nader v. 

Blackwell

오하이오 국무장관에게 네이더를 

녹색당 후보로서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리는 조치를 취하도록 판결.

입후보 성공

웨스트

버지니아

Nader 2000 

Primary 

Committee v. 

Hechler

밸럿 액세스를 규정한 주의 법이 

수정헌법 1조와 14조에 위배된다는 

네이더 측의 주장을 수용하여 이 법이 

위헌임을 선언. 

입후보 성공

사우스

다코타

Nader 2000 

Primary 

Committee v. 

Hazeltine

제3정당 후보가 통령 선거에 

출마함에 있어 서명 확보 기한을 6월 

20일로 규정한 것이 위헌임을 선언.

8월까지 

서명확보를 하지 

못해 입후보 

실패

노스

캐롤라이

나

Nader 2000 

Primary 

Committee v. 

Bartlett

서명확보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네이더 측의 요청과 밸럿 액세스 

규정을 위헌이라고 주장한 등록 

유권자들의 소송을 주 법원이 기각함.

서명확보를 하지 

못해 입후보 

실패

출처: Nader v. Blackwell, 230 F.3d 833 (6th Cir. 2000); Nader 2000 Primary Committee 

v. Hechler, 2:00-0839; Nader 2000 Primary Committee v. Hazeltine, 226 F.3d 

979 (8th Cir. 2000); Nader 2000 Primary Committee v. Bartlett, 230 F.3d 

1353 (4th Cir. 2000)의 판결문을 바탕으로 필자가 재구성.

<표 3> 밸럿 액세스에 관한 네이더의 주요 법적 소송

실제로 2000년 통령 선거 준비 과정에서 네이더는 밸럿 액세스 규정에 

관해 총 아홉 차례의 법적 소송을 치루었다. <표 3>은 네이더가 벌였던 주요 

소송의 내용을 정리한 것인데, 이는 통령 후보의 자격을 갖기 위해 법적인 

싸움까지 벌여야 했던 제3정당 후보로서 그의 어려움을 잘 보여준다. 그의 

주장은 크게 (1) 밸럿 액세스 규정이 수정헌법 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사표

현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에 해당한다, (2) 서명 확보 기한이 지나

15) Ralph Nader and Theresa Amato, “So You Want to Run for President? Ha! 

Barriers to Third-Party Entry,” National Civic Review, 90, (2001): 16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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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게 짧아서 제3정당 후보에게 불리하므로 이를 연장해야 한다, (3) 자신과 

부통령 후보인 라듀크가 녹색당 후보로서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려야 한다는 

것으로 크게 압축될 수 있다. <표 3>의 사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오하이오

와 웨스트버지니아에서 네이더는 처음에 충분한 서명을 확보하지 못해 입후

보하지 못할 상황이었지만, 주 법원이 밸럿 액세스 규정의 위헌성을 인정하

고 그의 후보등록 권한을 인정함으로써 승소하였고 그 결과 입후보에 성공하

였다. 사우스다코타에서는 서명 확보의 최종 기한이 매우 촉박하여 제3정당 

후보가 밸럿 액세스 규정을 충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연장해야 한

다는 네이더의 주장을 주 법원에서 수용함으로써 승소하였다. 하지만 8월

까지로 연장된 최종 기한까지 기준 서명 수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입후

보에는 실패하였다. 이상의 세 주에서 네이더가 승소했던 반면, 노스캐롤라이

나에서는 서명 확보 기한의 연장 불가 및 밸럿 액세스의 적법성이 재확인되

었으며, 그 결과 그는 패소하였고 입후보에도 실패하였다. 

이상의 내용은 밸럿 액세스 조항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의 문제뿐 아니

라, 그 적실성을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도 각 주마

다 상이한 기준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오하이오와 웨스트버지니아 등의 

주가 밸럿 액세스 규정을 비판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제3정당 후보였던 네이더

에게 유리한 결과의 판결을 내린 반면, 노스캐롤라이나는 상 적으로 이 규

정에 한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여 네이더의 입후보를 차단했다. 이처럼 각 

주의 서로 다른 판결 결과를 통해 각 주의 자치를 최 한 보장하는 미국의 연

방주의적 정치체제의 속성이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네이더가 2000년 통령 선거 당시 입후보에 실패했던 주는 모두 7개였다. 

<표 4>는 이들 주에서 요구했던 서명의 수와 최종기한, 그리고 입후보 실패사

유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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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서명 요구수

최종기한
입후보
실패사유

공화당
득표율(%)제3정당 후보

오클라호마 43,680 36,202 7월 15일

서명수 확보에

실패함

60.31

조지아 39,094 39,094 7월 11일 54.67

인디애나 절차 없음 30,717 7월 17일 56.65

사우스다코타 6,505 2,602 6월 20일 60.30

노스캐롤라이나 51,324 98,062 6월 30일 법적 소송에서

패소함

56.03

와이오밍 3,485 3,485 8월 8일 67.76

아이다호 9,835 4,918 8월 31일 서명을 절도당함 67.17

출처: 서명 요구수와 최종기한에 관한 자료는 Ballot Access News (2009. 9. 20: http://

ballot-access.org/2000/0901.html#15)를, 입후보 실패사유는 Nader, Crashing the 

Party, 138을, 공화당 득표율은 David Leip’s Atlas of U.S. Presidential Elections

(2009. 9. 20: http://uselectionatlas.org/)를 참조하였음. 

<표 4> 2000년 통령 선거에서 네이더가 입후보에 실패한 주

이들 주에서 네이더가 밸럿 액세스 확보에 실패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에서 기인한다. 첫째, 법제도적인 차원에서 노스캐롤라이나와 오클라호마를 

비롯한 주들의 헌법이 다른 주들에 비해 까다로운 밸럿 액세스 규정을 명기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네이더는 이들 주에서 입후보에 필요한 최소

한의 서명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였다. 이는 주 헌법이 제3정당 후보에게 제

도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주장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둘째, 네이더가 

밸럿 액세스 규정을 통과하지 못한 이들 주가 체로 공화당이 우세한 보수적

인 정치적 성향을 가진 주들이었기 때문이다. <표 4>의 “공화당 득표율”은 실

제 2000년 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였던 부시(George W. Bush)가 얻은 

득표율을 의미하는데, 이들 주에서 부시가 얻은 높은 득표율은 민주당에 비

해 공화당이 이 곳에서 체로 압도적인 우위에 있음을 의미한다. 네이더가 

급진적 가치들을 내세우며 등장한 진보 진영을 표상하는 후보였음을 생각할 

때, 그와 정치적 성향이 상충되는 이들 주에서 네이더가 주민들의 서명을 받

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네이더는 이들 7개 주를 제외한 총 44개 주(43개 주 및 D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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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투표용지에 자신의 이름을 올려 득표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1996년 통

령 선거 출마 당시 22개 주에서 입후보하는 데 그쳤던 것에 비하면 큰 성과

를 거둔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네이더가 겪어야 했던 

어려움은 양당 후보가 아닌 제3정당 후보이기에 직면해야 했던 법적ㆍ제도적 

제약이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그의 노력은 각 주의 영향력을 최 한으

로 보장하는 미국의 독특한 정치적 동학으로 인해 파생된 결과라고 할 수 있

다. 아래와 같은 네이더의 회고는 이러한 상황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수십 년 동안 제3정당은 막 한 시간과 자금을 밸럿 액세스라는 장애물에 

직면하는 데 지출해야만 했다. 때때로 판사들은 특정한 주의 밸럿 액세스 제

약이 제3정당에게 자의적으로 부담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헌법적으로 부당하

다고 주장해 왔다. 불행히도 주 입법자들은 제3정당이 또 다시 도전해야만 

하는 법적 장애물들의 존재를 지속시키는 새로운 법들을 통과시킬 준비를 하

고 있다.16) 

3. 주별 선택과 집중의 선거전략

밸럿 액세스라는 주 헌법의 규정이 네이더의 통령 선거 입후보의 진입장

벽으로 작용했다면, 이에 해 그가 어떻게 반응하면서 자신의 선거운동을 펼쳐

나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3정당 후보들은 자신들을 구속하는 제약요인

들 하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선거전략을 고안해 낼 것이기 때문이다.

각 주의 영향력이 발휘되도록 설계된 미국의 선거 제도는 양당 후보와 다른 

특수한 제3정당 후보의 선거운동의 양상을 형성하게 한다. 당선과 관직 추구

(office-seeking)를 최우선 목표로 하면서 전국적인 수준에서 광범위하게 선

거운동을 펼치는 양당 후보와는 달리, 한정된 자원과 예산을 가진 제3정당 

후보는 이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무엇보다도 밸럿 액세스 규정에서의 

제약으로 인해 제3정당 후보는 모든 주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제3정당 후보들은 전국단위를 기반으로 삼기보다는 자신

이 높은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 되는 특정 주들을 집중적으로 공략

16) Nader, Crashing the Party,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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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소위 ‘선택과 집중’의 선거전략을 취할 수 있다. 이는 미국의 연방주의

적 정치체제의 속성과 이로 인한 제약에 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산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2000년 통령 선거에서 네이더의 선거운동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발견되

었다. 8월 이후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자 네이더는 각 주들을 방

문하면서 선거운동을 펼치게 된다. 밸럿 액세스를 확보하지 못한 7개 주에서는 

입후보에 실패했기 때문에 네이더는 이들 주에 방문할 필요가 없었으며, 나

머지 44개 주 중에서 그가 선거 직전까지 한 차례 이상 방문했던 주는 모두 27

개였다. 네이더가 밸럿 액세스 확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공화당의 텃밭인 

남부 주들은 체로 제외되었으며, 자신의 진보적인 가치들이 호소력을 가질 

수 있는 민주당 우세 주들이 부분 선택되었다. 그 결과 네이더가 선거운동을 

위해 방문한 주들은 체로 민주당 후보였던 고어(Al Gore)의 지지율이 높았

던 곳들과 중첩되었다. 

출처: Democracy in Action (2009. 10. 7: http://www.gwu.edu/ ~action/ 

nader.html)에 수록된 내용을 참조하여 필자가 직접 지도를 작성함.

<그림 1> 본격 선거운동 시기에 네이더가 방문했던 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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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네이더의 선거운동은 서부(오리건, 워싱턴, 캘

리포니아 등), 중북부(미네소타, 위스콘신, 아이오와 등), 동북부(메인, 버몬

트, 메사추세츠, 뉴욕 등) 주들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네

이더가 밸럿 액세스 확보를 위해 6월 전까지 50개 주를 모두 방문했던 것과 

큰 조를 이루는데,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에 그가 뚜렷한 지역적 기반을 

가지고 특정 주들에 보다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모습을 보였음이 확인된다.

정리하자면, 각 주를 단위로 진행되는 미국의 선거제도는 밸럿 액세스 규

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제3정당 후보에게 법적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에 한 반응으로서 이를 어떻게 극복하거나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한 그들의 선거운동의 양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는 제3정당 후보가 밸럿 액세스를 얻는 데 성공한 주들로 선거운동의 범위가 

일차적으로 한정된 상황에서, 자신이 높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주들에 더욱 

초점을 맞추는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연방주의

적 정치체제의 속성과 선거제도는 제3정당 후보에게 있어 양당 후보와는 다

른 특수한 제약은 물론 이를 돌파하는 선거전략까지도 창출해 낸다고 평가할 

수 있다. 

Ⅳ.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연방헌법과 주 헌법 차원에서 발견되는 미국의 연방주의적인 속

성, 그리고 이를 반영하고 있는 선거제도가 어떻게 제3정당 후보의 통령 선

거 입후보 및 영향력 발휘를 체계적으로 제약하고 있는지를 2000년 통령 

선거에서 네이더의 사례를 통해 파악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선거인단제와 

승자독식제가 제3정당 후보의 비례형평성을 감소시킨다는 점, 주 법령에서 나

타나는 밸럿 액세스 규정이 제3정당 후보가 후보 자격을 갖추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법적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이에 한 응

으로서 나타나는 선거전략은 특정 주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형태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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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며, 이것은 미국의 연방주의적인 속성이 반영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도출할 수 있는 함의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공고하게 정착된 미국의 법적ㆍ정치적 제도는 미국에서 제3정당이 

부진한 핵심적인 원인일 뿐 아니라, 제도가 갖는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17)

을 고려할 때 지속적으로 양당제를 유지, 강화시키는 기제로 활용되고 있다

는 점이다. 즉 미국의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제도와 밸럿 액세스 규정

은 양당제 구조를 더욱 공고하게 만들며, 이를 통해 양당에 한 지원이나 

유권자들의 지지가 더욱 집중되면서 제3정당의 입지는 훨씬 좁아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제3정당 후보가 선거운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조

직이나 인력의 미비, 선거자금 동원의 어려움과 같은 물리적 제약, 혹은 양

당제에 한 정서적 친화감을 느껴 제3정당에 해 무지하거나 무관심한 유

권자들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 제약은 실상 미국의 법적ㆍ제도적 측면에 뿌

리를 두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약들이 제3정당 후보들에게 절 적으로 

불리한 것으로만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제3정당 후보들은 이를 단

순히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에 한 응 내지는 전략적 활

용의 관점에서 능동적인 선거전략을 고안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주별 선택과 집중 전략은 각 주를 단위로 조직된 미국의 선거제도 

하에서 오히려 큰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제3정당 후보는 특

정 주에서 자신에 한 응집된 지지를 확보하면서 양당 후보들의 결 구도

를 흔들거나 이들의 득표율을 잠식할 수 있다. 

표적으로 2000년 통령 선거 당시 네이더는 고어가 우세했던 주들에 집

중하는 선거전략을 통해 유권자들의 호응을 얻음으로써 고어의 표를 가져와 그

가 우세했던 주를 경합주로 만들었다. 또한 양당 후보의 득표율 격차가 0.01%

에 불과했던 플로리다에서 선거결과를 역전시킴으로써 부시의 당선에 결정적

17) 제도에서의 경로의존성이란 이미 정착된 제도의 불가역성으로 인해 그 제도적 질

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에 한 상세한 설명은 다음을 참조할 

것. Paul Pierson, Politics in Time: History, Institutions, and Social Analysi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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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영향을 주기도 했다.18) 전국 득표율에서 앞섰던 고어가 선거인단 수 획득

에서 부시에게 림으로써 당선되지 못한 것은 주 단위의 선거인단제를 채택

하고 있는 미국의 연방주의적 정치체제의 속성에 의해 발생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네이더가 선거에서 발휘한 영향력은 그가 획득한 2.73%

의 전국 득표율보다 실제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19) 

따라서 미국 정당정치에서 제3정당의 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법

적ㆍ정치적 제도가 동시에 창출해 내는 제3정당 후보에 한 비우호적인 여

건과 이들에게 특수한 선거전략 및 그로 인한 효과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자가 후자를 압도할 경우 제3정당의 영향력은 지

속적으로 미미하지만, 그 반 의 경우에 제3정당은 단순히 통령 선거에서

의 조연 내지는 단역에 머무르지 않고 더 영향력 있는 존재로 부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8) 이러한 네이더의 역할은 스포일러(spoiler)의 관점에서 이해되어 왔다. 기존 연구

들은 네이더의 출마가 고어의 표를 갉아먹었으며 그가 출마하지 않았다면 부시가 

아닌 고어가 당선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다. 이에 한 표

적인 연구들로는 다음을 참조할 것. Michael C. Herron and Jeffrey B. Lewis, 

“Did Ralph Nader Spoil Al Gore’s Presidential Bid? A Ballot-Level Study of 

Green and Reform Party Voters in the 2000 Presidential Election”, Quarterly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 (2007): 205-226; Christian Collett and 

Jerrold R. Hansen, “Sharing the Spoils: Ralph Nader, the Green Party, and the 

Elections of 2000,” Paul S. Herrnson and John Clifford Green eds., Multiparty 

Politics in America: Prospects and Perspectives, 2nd edition, (Lanham: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02): 125-144.

19) Barry C. Burden, “Minor Parties and Strategic Voting in Recent U.S. Presidential 

Elections,” Electoral Studies 24 (2005): 608-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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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avid versus Goliath:

Ralph Nader’s Struggle against Electoral System in 

2000 U.S. Presidential Election

Moo-hyung Cho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research examines the legal-institutional characteristic of American 

politics which is disadvantageous to third party presidential candidates. In 

particular, it aims to answer two questions: (1) how federal aspects of 

electoral system which guarantees each state’s autonomy and two levels of 

laws provide third party candidates with adverse circumstance, and (2) 

how third party candidates devise their electoral strategy in response to 

these obstacles?

Electoral College system charted by federal constitution makes it impossible 

to convert popular votes which third party candidates gain to their substantial 

effects. Moreover, ballot access rules stipulated by each state’s statute are 

the prerequisite for third party candidates’ entry, which are the toughest 

barriers to them. By creating political dynamics unfavorable to minor candidates, 

these not only continue and reinforce the ascendancy of two-party system 

in the United States but also affect the scope and pattern of their electioneering.

Ralph Nader, the nominated presidential candidate from Green Party in 

2000, had to suffer from these harsh legal-institutional restrictions. Most 

of all, achieving ballot access is the most imperative to Nader, thus he travelled 

all fifty states for elevating his recognition. He criticized different and complicated 

regulation of ballot access laws and even brought in several lawsuits against 

state governments for qualifying himself as a presidential candidate. During 

the election campaign period, Nader selectively visited some states supportive 

to him among 44 states in which he could obtain ballot access as an electo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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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y of state-specific “choice and focus”.
This paper suggests that deep-rooted political system and constitutions 

which reflect the federal system of the United States are the most crucial 

factor to understand the low status of third party candidates. However, it 

is also implied that they are able to design their own electoral maneuvering 

under or beyond these legal-institutional obstacles. 

Key Words

Third Party Candidates(제3정당 후보), Legal-institutional Constraints(법적ㆍ제도적 제

약), Ballot Access(밸럿 액세스), Ralph Nader(랄프 네이더), “Choice and Focus” 

Strategy(“선택과 집중” 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