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론 

미국 예비선거제의 정치적 
- 대표성을 중심으로 • 

영향 

白 昌 宰 (가톨릭대)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정당은 유권자 다수의 지지를 획득함으로써 권력을 

장악하거나 혹은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목표를 지닌다. 정당이 이 목표 

를 달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물론 승리할 수 있는 후보와 정책을 내세우 

는 것이다 이같이 후보선출(candidate selection)은 정당의 사활적 이익에 결부되 

는 것이며， 따라서 후보선출에 있어 제일차적 원칙은 정당이 각자의 고유한 판 

단에 따라 승리 가능한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된다 

반면 후보선출이 단지 정당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님도 자명하다. 정당이 수 

행하는 중대한 기능 중 하나는 사회내 이해관계와 정책적 선태을 조직화하여 

유권자들에게 제시함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의 정치 행위 비용을 줄여주는 데 

었다. 예컨대 공직자를 뽑는 선거에서 실질적으로 선택의 폭을 줄여 줌으로써 

유권자들이 비교적 용이하게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정당의 후보선출은 정당 내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선택의 폭을 미 

리 결정하고 제한한다는 점에 있어 정치체제 전반의 문제가 된다. 더욱이 정당 

이 준정부기구와 같은 지위를 지니고 있고 국고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후보선출이 정당 자체의 일일 수만은 없다. 

요컨대 후보선출은 각 정당의 고유한 권한 행사가 우선시되어야 하는 정당 

내부의 일이며 동시에 정치체제 전반에 관련된 문제로 일정한 원칙이 준수되 

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의 통제가 뒤따라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이상적인 후보선출방법은 민주주의의 원칙과 개방성(openness)이 

지켜지는 가운데 각 정당이 자신의 필요에 따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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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각국의 후보선출방법들은 이 두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 

에만 치중한 경우가 많다. 전자에만 치중된 경우의 폐단은 주지의 사실이다 

즉， 후보선출에 대한 최소한의 원칙과 규제가 결여되어 있을 경우， 통상 정당 

내부의 소수 권력자들이 후보선출과정을 장악하게 되고 이는 다시 이들의 권 

력 독점을 유지， 강화시켜주는 도구로 쓰이는 것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오스 

트레일리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 후보선출방식의 개선책이 꾸준히 모색 

되어 왔다. 특히 정당 내부의 권력 독점과 의사결정의 비민주성이 심각한 우리 

의 경우， 후보선출방식의 개선은 대단히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예비선거제(primary election)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예비선거제 도입이 야 

당과 재야 일각에서 제기되었고， 미국식 예비선거제를 통한 대통령후보선출방 

안까지 공식적으로 제안된 바 있다. 미국식 예비선거제는 앞의 두가지 조건 중 

특히 후자에 치중된 후보선출방식으로， 실질적으로 정당 자체의 공천권이 상 

설되고 후보선출과정 및 그 결과가 평당원 및 유권자들 전체에 완전히 개방되 

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우리정당의 고질적인 비민주성이 타파될 수 있으리라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그러나 예비선거제의 도입이 정당 정치와 민주주의 

운용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한 변밀한 검토가 없이 이같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가 었다. 앞에서 제시한 정당의 후보선출의 두가지 조 

건 중 후자에만 치중한 예비선거제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과 폐단에 대한 정 

확한 이해 하에 예비선거제 도입의 득실을 가늠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례는 물론 미국이다. ‘미국식’ 예비선거제 1) 

1) 최근 우리사회에서 제안되고 있는 ‘미국식 예비선거제’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명확치 
않다 엄밀한 의미에서 미국의 후보선출과정은 예비선거(primaπ election)와 코커스 

(caucus)로 나뉘며 이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예비선거는 본선거와 동일한 형태로 평당 

원(폐쇄형 얘비선거의 경우) 혹은 일반유권자들t개방형 예비선거의 경우)이 각 후보들 

에게 투표하는 것이며， 코커스는 일종의 지구당대회의 형식을 지닌 것으로， 후보가 아 

닌 ‘대의원’들을 선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형식이 다른 만큼 유권자 참여 양상이나 후 

보들의 전략， 그리고 그 정치적 영향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1972년 이후의 후보선출방 

식은 우선 예비선거를 대폭 확대시켰고， 코커스에서도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가 ‘확정 

된’ 대의원들을 평당원이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일반유권자들 혹은 평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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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미국의 독창적 발명이며 지난 한세대간 이 제도가 유지， 개선되어 왔다. 즉， 

1968년 대통령 선거에서 참패한 민주당을 중심으로 후보 및 전당대회 대의원 

선출과정의 개방과 평당원의 참여확대 요구가 거세지면서 실질적으로 예비선 

거제에 의한 후보선출개혁이 이루어졌고， 이후 양당의 대통령， 연방 상하원 및 

주 수준의 주요공직 후보들이 일반 유권자， 혹은 평당원들의 투표로 결정되고 

있는 것이다 2) 

이같은 미국의 경험， 특히 미국의 대통령후보선출 예비선거를 사례로， 예비 

선거제에 의한 후보선출방식이 정당정치와 정치체제의 성격 전반에 가져올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미국정치의 독특성과 대통령선 

거에만 초점을 두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화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 

지만， 예비선거제도의 정치적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례가 지난 30년 

간의 미국의 경험이기 때문이다. 

II. 예비선거제의 정치적 영향 

역사적으로 미국 정당들이 대통령후보를 선출한 방법은 두가지 형태가 존재 

한다. 하나는 ‘조직결정형’(party dominance model)으로， 정당의 각 분파조직 

(factions)들과 그 보스들의 타협에 의해 후보를 결정한 방식이다. 시대에 따라 

정당조직의 영향력이 달라지긴 했으나 1970년대 개혁 이전의 시기는 대체로 

이 방식에 의해 대통령후보가 선출되었다. 또다른 하나는 ‘직접선출 

형’(plebiscitary model)으로 1970년대 개혁 이후와 같이 평당원들의 투표에 의해 

후보가 선출된 방식이다{Ceaser 1979, 213-7). 이 두 방식은 단순한 선출방식의 

차이일 뿐만 아니라， 평당원들이 결과에 대해 지니는 정통성에 대한 차이， 선 

출되는 후보의 성격， 통치능력 및 정당 자체에 대한 영향도 크게 다를 수 있다. 

들에 의해 후보 지명이 결정되게 하였다. 이 글에서는 논의의 단순성을 위해 1968년 

이후의 후보선출방식， 즉 개방적이고 평당원에 의해 결과가 결정되는 후보지명과정을 

통칭하여， 본선거 이전단계의 의미에서 예비선거로 쓰고 있다 
2) 1968년 선거 이후 민주당의 정당개혁이 추진된 경과와 결과적으로 예비선거제가 확산 

되어 후보선출제도가 바뀌는 과정에 대해서는 무수한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이를 국 

내에 소개한 달로 백창재 1998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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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결정형은 평당원과 유리되어 각 분파조직과 지역적 조직들의 보스들에 

의해 후보가 선출되므로 결과에 대해 평당원들의 숭복을 받기가 힘들 수 있다. 

따라서 평당원들의 정당일체감이 강하고 정당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지 않 

으면 정통성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 여러 분파들의 타협에 의해서만 후보 

가 선출될 수 있으므로 후보가 지녀야 할 최대의 장점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절 

충하고 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개자{broker)로서의 능력이다. 이렇게 선출 

된 후보는 다양한 분파세력들의 타협에 따라 선출되었으므로 당내에서 광범위 

한 지지를 획득할 수 있다- 이렇게 형성된 연합은 본선거를 치루는 원동력이 

되고， 당선된 뒤에도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 된다. 반면 

다양한 분파적 이해관계와의 타협에 따른 부담도 지게 됨은 물론이다. 

직접선출형은 평당원 각자의 표결에 의해 후보가 선출되므로 보다 민주적이 

고 정통성이 크다. 그러나 정당 내부분파들간의 이해조정과 무관하게 선출되 

므로 정당 내부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동원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더욱이 정당 

조직 외부의 평당원과 대중으로부터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반(反)정당적 호소 

가 효력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고， 기존 정당조직 외부의 후보가 보다 많은 대 

중적 지지를 기반으로 정당의 후보로 선출될 수도 있다. 이러한 후보의 본선거 

캠페인은 선출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정당과 유리된 채 후보중심적 

( candidate-centered) 조직이나 특정한 파벌 중심으로 치뤄지기가 쉽다. 본선거에 

서 당선된 뒤에도， 조직된 정치적 기반이 취약하여 통치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나， 기존 정치권 외부의 지지를 동원하거나 대중에 직접 호소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어떤 경우이든 기존 정당조직은 타격을 받게 된다. 

실질적으로 예비선거에 의해 후보가 선출되는 결과를 가져온 1970년대 민주 

당 개혁은 결국 후보선출방식을 전자에서 후자로 변화시키게 된 것이다 따라 

서 1972년 대통령 선거 당시부터 이 변화가 직접선출방식으로부터 야기되는 

여러 가지 정치적 결과를 낳을 것으로 우려되었고， 레이니의 연구를 비롯한 지 

난 20여년간의 경험적 연구들은 이 우려가 현실화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3) 

우선 예비선거제로 인해 양당의 후보선출과정에 평당원들의 참여가 확대되 

고 일반 유권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었다는 점 자체에 대한 이견이 제기 

3) 대표적으로 Polsby 1983; Raney, 1975; Ceaser 1979; Bartel, 1988; Haskell, 1996 둥을 참 

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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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일단 후보선출과정에 대한 참여의 기회가 전 유권자， 혹은 평당원 전체 

로 확대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 예비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의 구성 

을 분석해 보면， 예비선거의 참여가 사회경제적， 혹은 정책지향적으로 특정한 

집단에 편향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본선거보다 유권자들의 관심이 적을 수밖 

에 없는 예비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은 소위 ‘핵심투표자들’(core voters), 혹 

은 정치활동가들~p이itical activists)이며， 따라서 예비선거의 결과가 사회경제적 

중상충부와 이념적， 정책적으로 특정한 집단의 선호(preference)로 편향된다는 

것이디-(Lengle 1981; Ranney1972; Ranney 1976). 그렇다면 후보선출에 있어 일 

반 유권자와 평당원들의 의사가 공평히 반영되는 결과가 이루어졌다기보다는， 

1950년 이래의 현상으로 윌슨(Wilson 1%2)이 주목했던 아마츄어 정치활동가 

들의 증가와 이들의 영향력 확대를 가져왔다고 평가할 수 었다. 

이같이 예비선거제도의 대표성이 문제될 경우， 이로 인해 기존 정당지지구 

조가 취약해지리라고 진단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양당， 특히 민주당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이해관계를 지닌 사회세력들의 연합으로 구성되어 있 

다. 뉴딜 이후 상당 기간 양당의 지지기반이 이와 같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양당이 이들의 이해를 적절히 반영해 왔기 때문이다. 즉， 특정 집단들에 대해 

대통령 후보선출과정에 참여하도록 허용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들의 이해 

를 정강에 반영하고 이를 보호해주는 후보를 선출해 왔던 것이다. 파벌 보스들 

간의 타협에 의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양당의 선거연합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지지세력들의 이익이 대표될 수 있었던 제도였던 것이다. 

그러나 후보선출과정이 완전 개방되고 특정한 사회경제적 지위와 정책정향 

성을 지니고 있는 집단만에 의해 후보가 결정되는 상황에서는， 기존 지지세력 

들의 이해관계를 인위적으로 조정， 통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기존 지 

지세력을 포괄적으로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세력만을 대표하는 후보가 

선출펼 수도 있고， 이같은 상황이 반복되면서， 소외되는 집단들과 유권자들의 

이탈이 빈번해질 수 있는 것이다. 분리투표.(split ticket voting)현상이 증대된 것 

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민주당의 경우， 1972년 이래 동북부 진보집 

단들의 영향력이 크게 반영되고 노조와 남부의 영향력이 줄게 되면서 기폰 지 

지기반이 붕괴되고 있는 상황이 설득력있는 증거로 제시된다. 요컨대 핵심적 

투표자， 즉 특정한 이슈를 중심으로 잘 조직된 정치 활동가들에 의해 후보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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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정당 지도부의 역할이 사라짐에 따 

라， 정당의 지지기반이 크게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다. 개헥가들이 결코 혁신주 

의 시대와 같이 정당을 유명무실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책임정당정부론 

의 툴 안에서 강력하고 ‘효율적인 시민정당’(effective citizen party)을 구축하려 

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개혁은 대실패라고 평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 

다{Saloma & Sontag 1973 , 8) 

이같은 상황이라면， 전국적인 다수연합을 형성할 수 없는 후보에게도 후보 

선출과정에서의 승리가 불가능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몇 개 지역에 잘 조직된 

지지자들을 확보하고 있는 분파적(factional) 후보가 유리할 수도 있다 즉， 초반 

에 예비선거가 개최되는 몇 개의 주들에 조직적인 지지기반을 확보하여 초반 

숭리를 거두면， 소위 ‘추진력’(momentum)을 얻게 되고 이후의 과정에서 조직과 

자금과 홍보의 모든 변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다. 반면， 전국적으 

로 고르고 높은 지지융을 지니고 있는 후보라 할지라도 초반의 실패는 곧 인적 

물적 자원의 고갈로 이어지고 혼히 탈락의 길로 접어들곤 한다. 예컨대 1976년 

선거에서 차터가 민주당 지명권을 따게 된 것은 아이오와와 뉴 햄프셔에서의 

성공 때문이었다. 중서부 농업지역과 동부 사양산업지대의 두 작은 주들이 결 

과적으로 미국 전체의 예비선거와 본 선거를 결정지은 것이다. 전국적 지명도 

나 활동경력이 없던 이들이 이 지역들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오랜 기간 

동안 이 지역들에 조직을 심고 이들을 위한 이슈와 정책을 제시했기 때문임은 

자명하다. 

이렇게 예비선거에서 숭리한 후보의 본선거 캠페인 역시 예비선거 때와 크 

게 다르지 않다. 정당내의 광범위한 지지기반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자신의 파 

벌을 중심으로 한 캠페인을 별이게 되고 정당조직은 부수적인 역할에 머물게 

되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개혁이 이루어진 1972년 이후 새로운 후보 

선출과정을 통해 선출된 후보가 계속 패배하게 됨에 따라 새로운 제도하에서 

는 ‘본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는 후보들만이 선출된다’는 비난이 집중되었다. 당 

내에 폭넓은 지지연합을 구축하지 못한 채 후보 자신과 특정 분파에만 의폰하 

는 캠페인이， 양당의 후보만이 숭부를 겨루는 본선거에서는 심각한 약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선거에서의 패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양당 모두 예비선거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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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후보가 선출되고， 결국 이 두 후보 중 어느 하나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심각한 통치력의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대통령이 재 

임시 발휘할 수 있는 통치력의 원천은 그 자신과 그가 제시한 정책에 대한 지 

지기반에 있으므로， 선거 당시 광범위한 지지기반을 확보한 대통령이 보다 효 

율적으로 통치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조건을 갖추지 못한 후보틀 

중 하나가 본선거에서 숭리하였을 경우 선임 대통령은 안정된 퉁치력의 기반 

을 결여하게 된다. 특히 권력분립구조에서 대통령이 추구하는 정책의 성공여 

부는 의회내 다수연합\presidential majority)의 확보에 달려 있는데， 원내 자기당 

다수의 지지를 동원하는데도 문제가 지속될 경우 대통령의 통치력은 상당히 

훼손될 수밖에 없다 전형적인 예로 카터 행정부가 자주 거론되는데， 당시 카 

터는 자신이 제시한 주요정책들이 좌절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곤 했다. 또 

클린턴 행정부 초기와 같이 선거 당시 핵심적 지지세력이었던 특정 집단들의 

선호에 끌려 다니게 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이같은 대통령에 대해 관료 

와 의회도 보다 대립적이 되고 결국 정부 전체가 대립과 교착상태에 빠져드는 

결과까지 초래될 수 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예비선거에 대해서는 지난 30년간 다양한 수준 

에서 상반된 평가들이 내려지고 있다. 물론 소수 정당지도자들과 파당들에 의 

한 부당한 후보선출이 사라졌다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 

다. 그러나 과연 현재와 같은 형태의 예비선거가 평당원들의 의사를 민주적으 

로 대표하는 제도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예비선거가 

후보선출과정에서 분파적 세력들을 조장하고 과잉대표되게 만든다면， 예비선 

거와 본선거의 선거과정이 분파화될 수밖에 없고， 원래 내적 취약성올 지니고 

있는 미국 정당들이 더욱 약화되어 정치과정이 보다 분절화되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나아가 후보선출과 본선거 모두가 양당의 폭넓은 지지기반 보 

다는 특정한 파당적 조직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미국정치 본래의 연합적 성격 

이 상실되고 정부의 통치능력이 저하되었다는 근본적 비판도 제기되고 었다. 

그렇다면 예비선거의 부정적인 정치적 영향의 상당부분은 결국 예비선거의 대 

표성 문제로 귀결된다. 즉， 예비선거 참여자들이 특정한 사회경제적， 정치적 집 

단으로 편향되어 있어서 이들이 후보선출과정에서 과잉대표되는데 문제의 근 

원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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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방법론적 문제틀 

파연 예비선거는 특정집단에 편향적일까9 예비선거의 대표성에 대한 의문은 

기본적으로 예비선거의 투표율이 낮은데 기인한다. 예컨대 1976년 예비선거에 

서의 투표율은 투표연령인구의 28.2 퍼센트에 불과한데， 이는 1976년 본선거 

투표율의 반에 불과한 것이다~Ranney 1976, 20). 또 1980년 예비선거 투표자 중 

96 퍼센트의 유권자들이 본선거에도 투표했던 반면， 본선거 투표자들 중 절반 

에도 못미치는 유권자들만이 예비선거에도 참여했었다{Norrander 1986, 35). 다 

른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에 비해 미국의 투표율은 상당히 낮지만， 30 퍼센트 

미만의 투표율은 ‘미국적’ 기준에서도 대단히 낮은 것이다 

주지하듯이 낮은 투표율은 특정 집단들이 선거에서 과잉대표핍(ωo아v딴e야r-re 

되거 나 과소대표(1ωun찌1펴de앙r-repres앞e히nta따t디lOn띠1)되는 현상을 가져오기 쉽 다. 일반적으로 

어떤 선거에서나 특정 집단이 어느 정도 과잉， 혹은 과소대표될 수 있지만， 투 

표율이 낮을 경우 선거의 비대표성이 확대될 가능성은 커지는 것이대Ranney 

1972, 24). 캠벨(CampbeIl et 씨. 1966)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두가지 유형으로 나 

쉰다. 하나는 거의 모든 선거에 참여하는 ‘핵심적 투표자’(core voters)이고， 다른 

한 집단은 ‘주변적 투표자’(peripheral voters)로 간헐적으로 선거에 참여한다. 즉， 

투표율이 낮은 선거에서의 투표와 같이 ‘보다 어려운 투표행위’의 경우， 주변적 

투표자들이 투표할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투표율이 낮은 예비선거에서는 핵심적 투표자들이 과잉대표 

되고 주변적 투표자들이 과소대표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핵심적 투표자들 

은 사회경제적 지표나 정치적 정향에 있어서 특정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즉， 

이들은 연령이 많고， 교육수준과 사회경제적 지위도 높으며， 정치적 관심과 정 

치활동의 경험이 많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경제적 집단들이나 정치적 정향이 

예비선거에서 과잉대표된다고 볼 수 있다. 

두가지 중요한 경험적 연구들이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하나는 

1968년 뉴해프셔와 위스콘신 예비선거를 분석한 레이니(Ranney 1971)의 연구 

로， 예비선거 투표자와 비투표자간에 사회경제적이나 정치정향적으로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다. 또다른 연구는 1972년 캘리포니아 예비선거를 사례 

로 한 랭글"(Lengle 1981)의 연구인데， 그 역시 동일한 결과를 발견했다. 이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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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교육수준이 높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유권자들이 예비선거에 참 

여하는 성향이 높고， 따라서 예비선거에서 이 집단들이 과잉대표된다는 것이 

다. 더욱이 이 집단들은 선거이슈들에 대한 태도와 후보자 선호에 있어서 일정 

한 차별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특정한 이슈선호도(issue preference)Y- 특정후보 
가 예비선거에서 과잉대표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상반되는 경험적 연구들 

도 제시되어 왔다. 예컨대 크리처의 연구{Kritzer 1980)와 루빈의 연구(Rubin 

1980) 동은 예비선거 투표자들과 본선거 투표자들올 비교했는데， 이들간에 사 

회경제적 성격상 큰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같이 상반된 경험적 발견과 결론들이 존재하는 것은 다음 두가지 방법론 

적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분석자료의 문제가 존재한다. 통상 

선거분석에는 전국선거조사(National Election Studies; NES)와 같은 전국적 표본 

의 자료가 사용된다. 문제는 NES 자체가 예비선거에 대한 설문을 제대로 구비 

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예비선거 투표자 확인(voter validation) 변수가 없었다 

는 점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분석들은 NES와 같은 전국적 표본의 자료를 분석 

하지 못하고 특정 주 예비선거에 대한 선거조사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예 

컨대 랭글의 경우 1972년 캘리포니아 예비선거를 분석했는데， 이는 캘리포니 

아 주가 유권자의 수가 가장 많으므로 비교적 표본의 수가 많고， ‘캘리포니아 

선거조사’(CaIPolI)라는 선거자료가 예비선거에 대한 자료를 담고 있었기 때문 

이었다 그러나 당시 캘리포니아 예비선거는 민주당 예비선거의 최후 대결장 

이 되어 비정상적인 수준으로 투표율이 높았으므로 분석결과에 일정한 오차를 

가져왔을 가능성이 크다. 요컨대 분석자료의 편의성으로 인해 분석결과의 타 

당성이 훼손된 것이다. 따라서 전국적 수준에서의 분석이 필요하다. 특정한 주 

의 예비선거는 그 시점이나 중요도 등의 이유로 인해 전체투표율과 특정집단 

의 투표율이 크게 좌우되므로， 이에 대한 분석을 전국적 수준으로 일반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분석방법 역시 문제를 지니고 있다 랭글과 레이니의 경우 예비선거 

투표자들을 유권자 전체와 비교하고 있는데 반해， 크리처와 루빈은 본선거 투 

표자들만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다. 주지하듯이 모든 선거에서 특정집단은 투 

표율이 낮은 경향이 있고， 따라서 모든 선거는 일정한 수준의 비대표성을 지니 

고 있다(Wolfinger 1980). 그렇다면 예비선거 투표자들을 전체 유권자와 비교하 



222 

는 방법은 예비선거 자체의 비대표성을 입증하는 방법이 될 수 없다. 다른 모 

든 선거가 비대표적인 정도만큼 예비선거가 비대표적이라는 해석도 가능한 것 

이다. 

반면 예비선거 투표자와 본선거 투표자만을 비교하는 방법 역시 예비선거가 

대표성을 지니고 었다는 주장을 입증해 줄 수는 없다. 특정집단의 유권자들이 

본선거 참여율만를 예비선거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이 집단이 양 선거 모두에 

서 과잉 혹은 과소대표되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전체 유권자의 10 퍼 

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특정 집단이 본선거 투표자의 20 퍼센트， 예비선거 투표 

자의 20 퍼센트를 차지했다고 상정해 보자. 크리처와 루빈의 방식대로라면， 이 

집단에 관한 한 예비선거는 전혀 비대표적이지 않다. 그러나 이 집단이 본선거 

에서 과잉대표된 만큼 예비선거에서도 과잉대표되고 있고 따라서 예비선거가 

본선거만큼 비대표적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예비선거와 본선거 투표 

자들만을 비교하는 방법은 예비선거 본선거에 비해 얼마나 더 비대표적인가만 

을 입증할 뿐， 예비선거의 대표성 여부를 평가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자료 및 분석방법에 있 

어서 다음과 같은 접근을 택했다. 우선 본연구에서 분석할 자료는 NES 1980년 

선거조사 자료이다. 이 자료는 NES 자료 중 유일하게 예비선거 투표 여부를 확 

인하는 투표확인부분{voter validation section)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전국적 수 

준에서 예비선거의 대표성을 분석할 수 있는 가장 과학적인 자료로 평가된다. 

물론 1980년 예비선거가 지난 특수성에 의해 오차가 존재할 수 있으나 기존 연 

구들의 자료보다는 훨씬 오차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또 1980년 선거 이후에 

는 NES 1980와 같이 예비선거에 대한 투표확인을 포함한 전국적 조사가 행해 

지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유권자 집단들을 사회경제적， 정치적 성격을 기준으로 

나누고 이 집단들이 예비선거에서 어떻게 대표되고 있는가를 분석한다 투표 

참여， 특히 예비선거의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변수들이 

이러한 변수들이기 때문이다 우선 사회경제적 성격은 대부분의 선거연구들이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목해 왔다{Wolfinger 1980). 특히 교육수준， 소 

득수준 및 연령은 투표참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변수들이 예비 

선거에서의 투표참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또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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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거 개혁의 핵심 목표는 여성 및 인종적 소수 둥 소수집단의 참여를 확대시 

키려는 것이었으므로 성(gender)과 인종 동의 사회경제적 변수를 추가했다. 

다음으로 정치적 성격에 따라 유권자들을 구분하여 이들의 대표성을 측정한 

다. 예비선거의 대표성과 관련하여 세가지 정치적 성격이 중시된다 첫째는 정 

탕소속감으로， 특히 정당소속감이 강할수록 본선거는 물론 예비선거에도 적극 

적으로 참여하며， 따라서 예비선거에는 정당소속감이 강한 핵심투표자들이 과 

잉대표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와 연관된 두 번째 정치적 변수는 이데올로기 

이다. 민주， 공화 양당의 예비선거에서 각각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적 이데올로 

기가 강한 집단이 과잉대표된다는 가정을 검증해보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특정 이슈들에 대한 정향에 따라 유권자 집단을 나누었다. 1980년 예비선거와 

본선거에서 중요한 쟁점이었던 이슈들에 대해 유권자들이 지니고 있는 정향이 

예비선거에서 각각 어떻게 대표되었는지를 분석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구분된 각 집단들을 대상으로 다음 세가지 지표를 추출하여 대표성 

을 측정한다 첫째는 예비선거의 일반대표도(Rp)를 측정한 지표로， 각 집단별 

예비선거 투표자를 정당소속감을 지닌 전체 유권자들과 비교한 것이다. 즉， 전 

체 정당소속원들에 비해 예비선거 참여자들이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는 본선거의 일반대표도(R.g)를 나타내는 지표로， 각 집단 

의 본선거 투표자들을 전체 정당소속원들과 비교하여 측정한다. 이 지표 역시 

전체 정당소속원들에 비해 본선거 투표자들이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보 

여준다. 마지막 지표는 본선거에 대한 예비선거의 비교대표도(CRpg)인데， 이 지 

표는 예비선거가 본선거에 비해 얼마나 더 비대표적인지 여부를 나타낸다. 예 

비선거의 일반대표도를 본선거의 일반대표도로 나눈 결과이므로， 비교대표도 

1.0은 곧 예비선거에서의 대표성이 본선거에서의 대표성과 일치함을 의미한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예비선거의 비대표성에는 일반적인 선거제도 자 

체가 지니는 비대표성과 예비선거제도에 고유한 비대표성이 공존한다. 즉， 투 

표율이 100퍼센트가 아닌한， 선거에 대한 참여는 사회경제， 혹은 이슈선호 집 

단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모든 선거는 일정한 비대표성을 지닌다. 반면 본선거 

보다 투표율과 관심도가 낮은 예비선거는 이로 인한 비대표성까지를 지닐 수 

있다 이 부분만이 예비선거 제도에 고유한 비대표성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만 

약 예비선거에 고유한 비대표성이 크지 않다변， 선거제도를 부정하지 않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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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선거가 보다 비대표적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예비선거 

가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최소한 선거제도 자체가 지니는 

비대표성만큼을 후보선출과정에 반영시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선거가 지니는 비대표성의 두 부분 모두를 측정했다. 우 

선 예비선거의 일반대표도는 예비선거에서 특정 사회경제 빛 이슈선호집단이 

얼마나 과잉， 과소대표되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 지표가 나타내는 비대표 

성에는 예비선거 제도에 기인하는 비대표성외에 일반적인 선거 자체의 비대표 

성이 포함되어 었다. 따라서 예비선거의 비교대표성을 측정하여 예비선거제도 

에 기인하는 비대표성의 정도를 분리시키려는 것이다. 

~， 

~ 

예비선거투표자 중 특정집단의 비중 

전체정당소속자 중 특정집단의 비중 

본선거투표자 중 특정집단의 비중 

전체정당소속자 중 특정집단의 비중 

CRn" 펀~ - 예비선거투표자 중 특정집단의 비중 
써μ Rμ 본선거투표자 중 특정집단의 비중 

N. 예비선거의 대표성 

1 . 사회경제적 대표성 

〈표 1>은 각 사회경제적 변수플이 예비선거 및 본선거의 대표성에 어떤 영 

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준다. 우선 교육수준은 예비선거 참여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 공화 양당의 예비선거 투표자 중 대학원 이상의 

고학력 집단의 과잉대표율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즉， 양당의 전체 정 

당소속자에서 차지하고 있는 고학력자 집단의 비율보다 예비선거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이다. 교육수준의 영향은 공화당의 경우， 보다 일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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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났다. 즉， 학력이 높을수록 예비선거의 참여율이 높아진 것이다09 -> 

.93 -> .90 -> 1.29). 반면， 민주당의 경우 교육수준의 일관된 영향은 보이지 않 

는다. 최고 학력집단의 비중이 예비선거에서 크기는 하지만， 최저학력수준(중 

졸 이하) 집단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대1.2 1 -> .89 -> 

.99 -> 1.1 3). 이는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저학력층 유권자들이 상당한 규모로 

동원되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민주당 저학력층의 높은 참여율을 예외로 간주한다 해도， 학력수준에 따른 

예비선거 참여율의 차이는 랭글\Lengle 1981 , 17)이 발견한 만큼 크지는 않다 

즉， 랭글은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들은 50퍼센트에 달하 

는 정도로 과잉대표되었고 중졸 이하의 저학력자들은 30퍼센트 정도 과소대표 

되었음을 발견했다. 그러나 <표 1>의 결과에 따르면， 이정도 규모의 대표성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더욱이 비교대표도를 살펴보면， 교육수준에 따른 비대표성이 예비선거에서 

오히려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양당 모두 저학력 집단이 차지하는 비 

중이 본선거에서보다 예비선거에서 높기 때문에 비교대표도가 상당히 큰 것으 

로 나타난다. 공화당의 경우 저학력층은 여전히 과소대표되고 있지만 본선거 

에서 과소대표되는 정도보다는 나은 것이다 민주당의 경우는 오히려 저학력 

층이 가장 과잉대표되는 잇점을 지닌 것으로 드러난다. 고학력 집단의 경우， 

과잉대표되는 정도가 예비선거에서 크게 낮아졌거니{민주당 CRpg = .87), 예 

비선거의 특성에 의해 과잉대표되는 정도는 미미한 것으로(공화당 CRpg 

1.04) 나타난다. 

요컨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예비선거에서 과잉대표되는 경향은 보이지만， 

그 효과는 랭글이 발견한 정도만큼 크거냐 일관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낮은 

투표율에 기인하는 비대표성의 심화도 보이지 않는다. 

둘째， 소득수준에 따른 비대표성 역시 기존연구들이 제시한만큼 크거나 일 

관되지 않다. 우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본선거 및 예비선거에서 과잉대표되 

는 현상은 존재한다. 특히 공화당의 경우 저소득 집단이 예비선거에서 차지하 

는 비중은 크게 낮으며， 중상 이상의 소득집단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민주당 

의 경우도 고소득집단이 예비선거에서 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기는 하지만， 최 

저소득집단의 비중도 약간 늘어나는 현상을 보임으로써 소득의 일관된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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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교대표도를 보면， 소득수준에 따른 예비선거의 비대표성은 더욱 일관성을 

상실한다. 양당 모두 최저소득집단의 대표성이 예비선거에서 낮아지지 않았다. 

최고소득집단의 예비선거 대표성도 민주당의 경우에는 현저하게 높아졌으나 

공화당의 경우는 오히려 낮아지는 현상을 보임으로써 예비선거에서 고소득충 

이 보다 과잉대표된다고 간주할 수 없다. 또한 공화당의 중상소득층($16，000 -

$25 ，000)을 제외하고는 양당의 중간소득층의 비중이 본선거보다 예비선거에서 

오히려 낮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예비선거에 의해 양당 중간계 

층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가셜은 설득력을 잃는다. 

셋째， 가장 일관된 영향을 지니고 있는 사회경제적 변수는 연령이다. 투표 

연구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투표 참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중 하 

나가 연령이며， 이는 연령이 낮은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낮은데 기인한다 

(Wolfinger 1980). <표 1>을 보면， 양당 모두 30대를 경계로 연령이 낮은 유권 

자들의 예비선거 및 본선거 투표율이 낮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더욱이 예비선 

거에서 이들의 비중은 더욱 낮아져서， 예비선거로 인한 비대표성이 심화됨을 

알 수 있다. 반면， 30대 후반 이상의 고연령층은 본선거는 물론 예비선거에도 적극 

적으로 참여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고， 예비선거에서 더욱 과잉대표되고 있다. 

넷째， 1972년 민주당 개혁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인 소수집단의 대표성을 살펴 

보자. 먼저 인종적 소수집단은 여전히 양선거에서 과소대표되고 있고， 그 정도 

도 예비선거에서 심화되고 있다. 이는 공화당은 물론 개혁의 주체였던 민주당 

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본선거에서 유색인종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 

을 감안하면， 예비선거에서 이들의 참여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물론 개혁 

이전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개혁의 목표가 아직은 완전히 달성되지 않은 셈이다. 

개혁의 또다른 목표인 성별 대표성의 문제는 확실한 결과가 드러나지 않는 

다. 우선 민주당의 경우， 여성유권자들의 비중은 예비선거에서 더욱 낮아져서 

과소대표되고 었다. 반면， 공화당의 경우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져서 남성 유 

권자들의 과소대표성이 섬화되었다. 이는 두가지 추론을 가능케 한다. 하나는 

성별에 따른 비대표성이 전혀 일관되지 않다는 추론이다 즉， 예비선거에 의한 

구조적 비대표성은 존재하지 않고， 예비선거가 벌어지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특정한 성의 유권자들이 과잉대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양당의 예비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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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각각 특정한 성이 과소대표되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즉， 민 

주당 에비선거의 경우 여성유권자들이， 그리고 공화당 예비선거의 경우 남성 

유권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두가지 추론의 타 

당성을 입증할 수 없다. 

<표 1> 1980년 예비선거에서 각 사회경제집단의 대표성 

사회경제집단 
민주당 공화당 

D Rμ Rp CRpμ R l\: Rp CRpμ 

교율 
중졸이하 16.0 .96 1.21 1.26 8.9 .58 .79 1.36 

고졸 53.3 .91 .89 .98 42 .4 .98 .93 .95 
대졸 17 .4 1.09 .99 .91 24.1 95 .90 .95 
대학원 이상 13.3 1.30 1.1 3 .87 24.7 1.24 1.29 1.04 

가계 소득 

$8 ,000 이하 26.6 98 1.04 1.06 18.6 65 65 1.00 

$9 ,000-$15 ,000 27.6 1.08 .89 .82 18.6 1.05 .83 .79 
$16,000-$25 ,000 28.8 .92 .85 .92 30.5 1.09 1.30 1.19 
$25 ,000 이상 17.1 1.04 1.37 1.32 32 .4 1.09 1.01 .93 

엎츠경 
18-24 9.7 76 .64 84 12.6 .84 .59 .70 

25-31 15.6 .84 56 .67 14 .4 .89 63 .71 

32-36 12 .4 .95 .83 .87 10.1 1.16 1.06 .91 

37-69 49.4 1.09 1.18 1.08 49.4 1.07 1.20 1.1 2 

70 이상 13.5 1.04 1.22 1.17 13.5 .90 .98 1.09 

앞좋 
백인 78 .4 .98 1.05 1.07 97.2 1.02 1.02 1.00 

유색인종 21.6 1.08 .83 .76 2.8* .39* .29* .72* 

강별 
남성 39.2 1.05 1.2 1 1.15 4 1.7 1.05 .90 .86 

여성 60.8 97 86 .89 58.3 97 1.07 1.10 

*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경제적 변수블은 예비선거의 대표성에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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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향올 미친다. 대체로 교육과 소득수준이 높고 연령이 많은 백인 유권자들 

이 예비선거에서 과잉대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영향력은 랭글이 발견 

한 것처럼 상당한 수준이거나 일관적인 것은 아니다. 예비선거가 구조척으로 

특정한 사회경제적 집단을 상당수준 과잉대표되게 만들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2. 정치적 대표성 

사회경제적 지위 이외에 특정한 정치적 정향의 예비선거 대표성도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특정한 정치적 성향이 과잉， 혹은 과소대표된다는 것은 보 

다 직접적으로 예비선거의 비대표성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예비선거의 

정치적 대표성을 평가하기 위해 정당소속감의 강도， 이데올로기적 정향 및 구 

체적인 이슈 정향에 따른 대표성을 분석했다. 

먼저 정당소속감의 강도를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정당소속감이 강한 유권자 

일수록 정치활동에 보다 적극적이고 투표율이 높다고 간주된다. 따라서 예비 

선거에서도 이들이 과잉대표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레이니(Ranney 

1972)의 연구에 따르면， 정당소속감의 강도와 예비선거 투표 간에는 별다른 상 

관성이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무당피{independents)들이 정당소속감이 약한 

유권자들보다 높은 투표율을 보인다고 한다. 랭글"(Le[1g1e 1981) 역시 1972년 민 

주당 캘리포니아 예비선거에서 정당소속감이 가장 약한 집단이 훨씬 더 큰 비 

중을 차지했고 정당소속감이 강한 집단이 과소대표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연구결과대로라면， 정당의 후보선출이 정당소속감이 약한 집단이 과잉대표되 

고 정당소속감이 강한 집단이 과소대표되는 구조에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냐 〈표 2>에서 보듯이， 1980년의 전국적 자료는 이들의 주장과는 상반 

된다. 양당 모두 강한 정당소속감을 지난 집단이 과잉대표되고 있고 예비선거 

에서의 비중도 훨씬 높은 것이다. 역으로 약한 정당소속감을 지닌 집단과 무당 

파들은 양 선거에서 과소대표되고 있으며， 과소대표되는 정도가 예비선거에서 

보다 심화되었다. 그렇다면 예비선거로 인해 정당의 후보선출이 정당소속감이 

약한 유권자들의 영향을 보다 많이 받게 되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음으로 이데올로기적 정향의 대표성을 분석해 보자. 정당소속감과 마찬가 

지로 이데올로기적 정향이 강한 유권자들의 비중이 본선거와 예비선거에서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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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나며， 과잉대표되는 현상이 예비선거에서 심화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의 경우 강한 진보적 성향이， 공화당의 경우는 강한 보수적 성향이 과잉대표된 

다 반면 이데올로기적 정향이 약한 유권자들은 예비선거에서 과소대표되고 

있다 본선거에서 이들의 참여율이 낮지않은 점을 감안하면 예비선거에서 이 

들은 상당히 과소대표되는 셈이다. 또하나 주목할 점은 양당 모두 최대집단인 

중도적 유권자들이 예비선거에서 과소대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약한 이데올 

로기적 정향을 지닌 유권자들 보다는 오히려 이들이 적극적으로 예비선거에 

참여하고 었다. 

<표 2> 정당소속감과 이데올로기의 대표성 

n니I-X「다。 공화당 
D Rg Rp CRpg R Rg Rp CRpg 

정당소송갚띈 갚도 
강함 34.0 1.1 5 1.29 1.12 26.0 1.1 3 1.47 1.30 

약함 44.2 90 89 99 42.7 .96 .84 .88 

무당파 21.9 .97 .76 .78 31.3 95 .82 .86 

와핍 
극히 진보 3.9 1.08 1.28 1.19 0.0 * * * 

진보 14.7 1.27 1.32 1.04 1.5* .67 .67 1.0 

약간진보 17.6 1.0 .69 .69 7.7 .88 .52 .59 

중도 35.3 .93 1.02 1.10 21.1 .97 .99 1.02 

약간보수 13.9 1.04 .83 .80 30.3 .98 .91 .93 

보수 11.8 .84 .97 1.1 5 34.1 1.07 1.22 1.14 

극히 보수 2.6 .88 1.65 1.88 5.4 1.00 .93 .93 

*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보다 구체적으로 주요 쟁점들에 대한 특정 선호(preference)7} 예비선거에서 

어떻게 대표되었는지를 살펴보자{<표 3 참조>) 먼저 양당을 구별하는 전통적 

인 이슈인 정부역할에 대한 세가지 쟁점들에 있어서 두드러지는 특정은 양당 

내 소수입장들이 예비선거에서 과소대표되었다는 점이다. 즉， 정부역할의 확 

대， 정부의 생활보장， 소수집단에 대한 정부 보조 둥의 쟁점에 대해 민주당의 

경우 보수적 입장이， 그리고 공화당의 경우 진보적 입장이 과소대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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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해서 다수입장이 일관되게 과잉대표되는 것은 아니며， 중도적 입장 

이 예비선거에서 과잉대표되는 현상도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 주요이슈에 대한 태도 

Democrats Republicans 
D R~ ~， C~，μ R ~ κ， CRpμ 

정부활동은 

작아져야함 18.8 .93 .96 1.03 53.8 1.1 1 1.2 1 1.09 

중도적 입장 19.0 93 1.08 1.01 19.4 93 .70 .75 

커져야함 62.2 1.04 1.01 97 26.8 .84 .81 96 
정부뇨 점장과 생활수줍을 

보장해야함 

정부지원 43.7 1.00 1.04 1.04 14.6 88 .83 .95 

중도적 입장 23.5 99 1.06 1.07 17.9 1.01 1.04 1.03 

개인별 자립 32.8 1.01 91 .90 67.5 1.02 1.03 1.00 

소수집단어l 댄한 정부지원 
정부지원 3 1.9 1.01 1.04 1.03 10.9 90 .49 .54 

중도적 입장 25.3 1.01 1.02 1.02 27.9 1.03 .86 .84 

자조 42.8 .99 .95 95 61.2 1.01 1.16 1.1 5 

국가 앞보」굴사렴 
감축해야함 14.6 1.05 .86 .82 5.2 .87 .79 .91 

중도적 입장 20.3 .99 1.1 5 1.16 12 .4 1.02 1.01 99 
증강해야함 65.1 99 98 .99 82.4 1.01 1.01 1.00 

잎플레이셜과 실업 중 
우선해결과제 

인플레이션 20.3 .90 1.02 1.14 40.2 1.07 1.05 .98 

중도적 입장 37.7 .98 1.08 1.10 33.0 1.00 1.04 1.04 

실업 42.0 1.06 .91 86 26.8 .90 .88 98 

국가안보와 인플레이션/실업 해결의 쟁점들은 양당간의 전통적 쟁점이기는 

하나 1980년 선거당시의 상황을 크게 반영하고 있는 이슈들이다. 즉， 당시 미 

국의 경제상황은 실업율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악화되어 소위 ‘비참지 

수’(misery index)가 크게 상승한 상황이었고 이란사태와 아표가니스탄 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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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된 시기였다 이를 반영하여 안보 이슈에 대해 양당 

의 다수가 국방력의 증대에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예비선거에서 과잉 

대표되었다는 증거는 없고， 다만 국방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 예비선거 

에서 크게 과소대표되었다. 인플레이션/실업 이슈에 대해서는 양당의 다수가 

각각 양당의 전뚱적인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특기할 점은 민주당의 경우， 실 

업문제 해결을 우선시하는 전통적 다수가 예비선거에서 크게 과소대표되었고， 

인플레이션 해결을 우선시하는 당내 소수파가 상당히 과잉대표되었다는 점이 

다. 그러나 유사한 현상이 공화당에서도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때， 특정한 이슈선호가 예비선거 참여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레이니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특정이슈에 대한 특정한 입장이 예비 

선거에서 뚜렷하게 과잉대표되고 있지는 않은 것이다. 다만， 양당의 다수입장 

이 대체로 잘 대표되고 있고， 소수입장이 과소대표되는 경향이 드러난다. 

V. 결론 

지금까지 예비선거의 사회경제적， 정치적 대표성을 1980년 대통령선거의 

NES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기술적 분석이기는 하나 이 분석을 통해 예비 

선거의 대표성에 관해 몇가지 잠정적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첫째， 사회경제적， 정치적 특성은 예비선거 참여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 

대체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고， 정당소속감과 이데올로기적 성향이 강한 

집단이 예비선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일반적으로 선거연구들이 ‘핵심적 

투표자’로 간주하는 이 집단은 예비선거의 참여율이 높고 따라서 과잉대표된다. 

그러나 이 집단들의 과잉대표도가 랭글 둥의 연구가 발견한 수준만큼 강력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즉， 핵심적 투표자들에 의해 예비선거의 결과가 

결정되어질 정도로 이들이 과잉대표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들이 본선거에 

서도 과잉대표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투표율이 낮은 예비선거의 특성 때 

문에 구조적으로 이 집단들이 과잉대표되는 정도는 훨씬 낮다. 

둘째， 사회경제적， 정치적 변수들의 영향력이 한 방향으로 일관되었다고 보 

기도 어렵다. 즉， 특정한 사회경제적， 정치적 변수와 예비선거 참여율이 정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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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집단들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투표율을 보인 집단들이 었으며， 이데올로기와 

이슈선호도에서도 이같은 현상이 존재한다. 

이같이 주변적 투표자들 중 특정 집단들의 참여율이 두드러지게 높은 현상 

은 ‘동원된 투표자’(mobilized voters)의 존재를 강력히 암시한다 즉 예비선거가 

벌어지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후보들에 의해 특정 사회경제집단이나 이슈집단 

이 동원되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예비선거에 

의한 후보선출제도는 분파세력을 기반으로 한 전국정치적 신인(new entrants)들 

을 불러들였다.4개월간 순차적으로 계속되는 예비선거들에서 이들의 목적은 

‘다수의 지지를 얻은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후보가 탈락할 때까지 살아남는 

것’(P이sby 1983, 67)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은 수라 할지라도 결속력과 충 

성심이 강한 지지집단올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따라서 ‘다른 후보들과 자신 

을 차별화하고 이에 대한 지지자들을 투표장으로 나오도록 만드는 것’(P이sby 

1983, 67)이 최고의 전략이 된다. 요컨대 예비선거의 상황에서 상당수 후보들 

은 특정한 이슈나 특정한 사회경제적 집단올 집중적으로 공략하여 강력한 자 

신의 지지세력을 구축하려 들게 되는 것이다. 역으로， 특정한 유권자집단들이 

이들을 목표로 하는 후보들에 의해 동원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1988년 선 

거에서 무역문제와 노동자 계층에 파고들었던 게파트{Richard Gephart), 혹인과 

여타 소수인종 및 최하충 백인유권자들을 공략해온 잭슨(Jesse Jackson), 종교적 

우파와 중상층의 사회적 보수주의에 호소했던 로벗슨(Pat Robertson) 둥이 최근 

예비선거에서 이같은 전략을 구사한 대표적 예로 거론된다. 이들의 전형이 카 

터의 성공이었음은 물론이다. 

예비선거에서 나타나는 동원 현상은 집합자료(aggregate data)를 분석한 다른 

연구들에 의해서도 주목된 바 있다. 이 연구들에 따르면， 본선거와는 달리 예 

비선거에서는 사회경제적， 혹은 심리적 변수들보다 특정 예비선거가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상황이 유권자들의 참여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Norrander 1986; Morran & Fenster 1982; Ranney 1977). 

이렇게 볼 때 예비선거의 대표성 문제는， 교육과 소득수준이 높고， 정당소속 

감과 이데올로기적 성향이 강한 백인 장， 노년층의 핵심적 투표자가 과잉대표 

되도록 구조화된 데 있는 것이 야나다. 오히려 특청 선거에 따라 특정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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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경제적 집단들이 동원되고 과잉대표되는 것이 보다 중대한 정치적 영 

향을 가져온다. 예비선거 개혁은 후보선출과정에 방대한 규모의 잠재적 참여 

자 군을 형성시켜 놓았고 이들은 후보자의 전략과 선출과정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언제라도 동원되어 결과를 결정지울 수 잇게 된 것이다. 요컨대 에비선거 

제는 선거의 상황적 요인들~contextual factors)의 중요성을 크게 증대시켰고， 이 

상황적 요인에 따라 각 사회경제적， 정치적 집단들의 대표성이 달라지는 것이 

다. 기존연구들이 주목하지 못한 이같은 대표성 문제로부터 예비선거의 부정 

적 영향들이 나오고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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