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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본 논문은 합리 선택이론을 통해 후보단일화의 특징을 이해

하고,이를 바탕으로 민주화 이후 한국 통령 선거와 같은 단순

다득표제 단일선거구에서의 후보단일화를 설명하고자 하는데 목

이 있다.이 연구는 후보단일화가 우연한 해 닝이 아니라 후보들

의 일정한 기 에 따른 합리 선택의 결과로 성사여부가 결정되

는 선거 연합의 하나라는 을 주장하고자 한다.

후보단일화는 정당보다는 후보가 상의 주체이고,결선투표와

같은 제도 강제가 없다는 에 특이한 방식의 선거 연합이라

할 수 있다.기존의 후보단일화에 한 설명은 후보단일화를 역사

해 닝으로 다 개별 사례에 한 설명에 그칠 뿐,하나의 연

합방식으로서의 후보단일화의 성사조건을 설명하지 못했다. 한

기존의 선거 연합이론들은 선거 연합을 무 소하게 정의하

고,선거제도와 권력구조에 따라 달라지는 선거 연합의 변수들

을 상세하게 고려하지 못해 후보단일화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

다.

본 논문은 후보단일화는 특수한 선거 연합의 한 종류로 보고

그 성사조건을 분석한다.본 논문에서는 후보의 기 효용이 당선

가능성,단일화승리가능성,선거비용의 변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

았다.그리고 후보단일화 성사에 향을 미치는 변수를 후보의 주

득표 상,단일화 후보 간 지지이 가능성,단일화 참여 후

보간 지지율 격차,보상 상 네 단계로 나 어 각 단계의 조건에

따라 후보단일화 성사가 달라진다고 보았다. 한 후보단일화를

지지율이 등한 후보 사이에 이 지는 ‘등한 후보단일화’와 지

지율 격차가 큰 후보들 사이에 이 지는 ‘종속 후보단일화’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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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하 다.

이러한 변수와 조건에 따라 후보단일화는 두 가지 경우에 성사

된다.우선,‘등한 후보단일화’는 후보단일화에 참가하는 두 후보

가 모두 독자 당선이 어렵지만 두 후보의 지지를 합하면 수 후

보보다 앞설 수 있다는 주 득표 상을 갖고,단일화 후보 간

지지이 가능성이 크며,단일화 참여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작

을 때 성사된다.다음으로,‘종속 후보단일화’는 후보의 주

득표 상과 단일화후보 간 지지이 가능성의 단계에서는 앞의 조

건과 같으면서,단일화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크고 보상 상에서

양자가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때 성사된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이론 틀을 바탕으로 민주화 이후 한국

통령 선거에서의 단일화 성패 사례들을 설명한다.우선 ‘등한

후보단일화’성공 사례로서 2002년 통령 선거 노무 -정몽 단

일화 사례를 설명한다.이어 ‘종속 후보단일화’성공 사례로 1997

년 통령 선거에서의 김 -김종필 단일화 사례를 설명한다.이

어서 단일화 실패사례를 세 가지로 나눠 분석한다.첫째,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지지 상을 공유하지 않은 경우로 1987년 통령 선거

김 삼-김 사례를 설명한다.둘째,후보간 지지이 이 은 경

우로 1992년 통령 선거 김 -정주 사례를 설명한다.셋째,

보상 상이 실패한 경우로 2007년 통령 선거에서의 정동 -문국

사례를 설명한다.

본 논문은 후보단일화의 성패가 개인 ,시 우연이 아니라

후보들의 합리 선택에 따라 달려있다는 을 밝혔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이는 한국정치에서의 후보단일화를 역사 해 닝이

아닌 하나의 연합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다.더 나아가 민주화

이후의 한국 통령 선거에서의 후보단일화 성사와 실패 사례들을

일 된 이론 모델로 설명함으로써 향후의 후보단일화 사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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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 한 기 할 수 있게 한다.

주요어 :후보단일화,합리 선택, 통령 선거,당선가능성,주

지지 상,보상 상

학 번 :2010-2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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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제 1 문제제기

본 논문은 합리 선택이론을 바탕으로 후보단일화 성사와 련한 조

건들을 이해하고,이를 바탕으로 한국 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후보단일

화의 성패를 일 성 있게 설명하는데 목 이 있다.이를 통해 한국의 후

보단일화의 성패는 후보들이 당선가능성과 당선 효용을 고려하여 합리

으로 행동한 결과인 을 밝힐 것이다.후보들이 항상 선거 결과에 해

정확하고 객 으로 상하여 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후보들은

주어진 정보 하에서 합리 선택으로 후보단일화에 해 단하고 행동

한다는 을 이해할 수 있다.

후보단일화 담론은 민주화 이후 한국정치에서 반복 으로 등장하

다.1987년 선에서의 민주화 운동진 의 분열은 민주화 이후의 한국정

치에 한 근본 질문 의 하나다(성한용,2001,정상호,2012).1987년

선거에서 많은 이들이 김 삼,김 두 후보의 후보단일화를 원했지만

후보단일화는 끝내 이 지지 않았다.1987년에 실패한 후보단일화는 역

설 이게도 1997년 통령 선거에서 민주화 세력이던 김 후보와 군

부독재세력이었던 김종필 후보 사이에서 이루어졌다.1987년의 후보단일

화 실패와 1997년의 실패는 후보단일화가 후보단일화를 원하는 많은 여

론에 의해서만 이 지는 것은 아니란 것을 보여 다.그리고 후보들 사

이의 이념 거리의 가까움 한 후보단일화의 필수조건이 아니란 것을

보여 다.1987년의 성공과 1997년의 실패는 때로는 가깝지 않은

후보들 사이의 오월동주(吳越同舟)로 이 지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 다.

(조 연,1997,진 재,박 식,2008,심지연,2009)

2002년 통령 선거에서도 후보단일화는 선거 결과에 결정 인 향

을 주었다(김성수,2004,김만흠,2006).노무 후보는 정몽 후보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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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단일화를 통해 당선이 유력하던 이회창 후보를 르고 통령으로

당선되었다.노무 후보와 정몽 후보의 단일화는 선거 이 아니라

선거운동 에 기획되어 진행되었다는 ,단일화에 한 구체 인 보상

없이 진행되었다는 에서 1997년의 단일화와는 다른 특징이 있었다.오

히려 상 으로 지지층이 겹치고, 등한 후보들 사이에서의 단일화라

는 에서 1987년 김 삼-김 후보의 단일화 논의와 유사한 측면이

많다.그 다면 왜 비슷한 상황이던 두 선거 1987년의 통령 선거에

서의 단일화는 실패하고 2002년의 단일화는 성공한 것일까?두 선거의

어떤 변수는 후보단일화 성사를 좌우했을까?

후보단일화는 정당에서 후보를 내고,유권자들은 각 정당의 후보에게

투표를 하는 정당정치 일반의 속성에 비추어보면 이례 인 상이다.그

간 선거연구에서 후보단일화는 이례 인 상으로 취 되어 왔고,이에

한 연구와 술들도 역사 해 닝으로서 후보단일화를 설명하려는 경

우가 많았다.(김용호,1998,김 우,2000,서 석,2002, 제호,2003,이

정진,2007,심지연,2009,조성 ․홍재우,2012)그러나 민주화 이후 한

국정치에서 후보단일화는 선거 연합의 한 방식으로,한국정치에서 상

당히 제도화되어 있다.후보단일화의 성사 는 실패는 많은 선거에 결

정 인 향을 주었고, 재에도 후보단일화는 지속 으로 논의되고 있

다.그리고 후보와 유권자 모두 선거상황에서 후보단일화를 당선을 해

고려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으로 여기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후보단일

화의 제도화에도 불구하고 후보단일화에 한 이론 인 연구는 매우 부

족한 상황이다.

리즘의 수 에서는 각 후보단일화 성패 사례들에 한 나름의 원

인을 밝히고 있다.그리고 정치인들의 회고에서도 후보단일화에 한 내

용을 찾아볼 수 있다.이러한 술들은 부분 후보단일화의 성패의 원

인을 후보의 개인 특징,우연 인 상황,역사 과제 등을 통해 서술하

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설명들은 모두 어느 정도 한 설명이다.하지만 개별 사례

에 한 설명에 그쳐 후보단일화 일반의 성사 조건에 한 한 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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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지는 못한다.지역주의,상 후보에 한 반감,후보의 착각은 후

보단일화에 어떻게 향을 주었는가?1987년에는 극심한 군부반 여론

하에서도 실패한 후보단일화가 2002년에는 反한나라당 정서 때문에 성공

했다고 볼 수 있는가?1987년 사례에서는 실패의 원인이었던 지역주의

가 1997년 사례에서는 왜 성공의 원인이 되는가?다시 말해,각 선거에

나타난 후보,균열구조,유권자의 변수들은 어떻게 일반화될 수 있는가?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제 2 통령 선거에서의 후보단일화

본 논문에서는 민주화 이후 한국 통령 선거에서의 후보단일화 사례

를 심으로 에서 제기한 문제를 연구할 것이다.물론 후보단일화가

통령 선거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서도 다양한 방식의 후보단일화가 지속 으로 등장하고 있다. 를 들어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오세훈 후보의 당선이 한명숙 후보와 노회

찬 후보의 단일화 실패 때문이라는 평가가 많았다.(조성 ․홍재우,

2012)반면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박원순-박 선 후보단일화

가 이루어져 야권 지지가 모이는 효과가 있었다. 한 2012년 총선에서

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야권연 ’란 이름으로 정당 간 의를

통해 많은 지역구에서 후보를 단일화시키기도 했다.

그 기 때문에 본 논문의 연구가 통령 선거에만 국한되어 용되지

는 않는다.다양한 층 와 종류의 선거에 일반 으로 용가능한 이론을

만드는 것이 본 연구의 목 이다.하지만 한국 통령 선거는 일반 이

론을 만들고 검토하는 데 좋은 사례가 된다.본 연구에서 통령 선거

사례를 심으로 연구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한국정치에서 통령 선거를 심으로 후보단일화 논의가 지

속 으로 등장하 기 때문이다.앞서 밝힌 바와 같이 민주화 직후인

1987년부터 후보단일화 논의가 시작되어,매 선거 때마다 다소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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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있지만 후보단일화 논의가 지속 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상

으로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후보단일화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

최근의 일이다.따라서 총선과 지방선거의 사례에서는 비교할만한 사례

가 한정되어 각 선거의 특징을 넘어서는 후보단일화 일반의 논리를 찾아

내기가 쉽지 않다.

둘째로, 통령 선거 사례를 통해 다른 변수의 향을 최소화하고,후

보단일화 자체에 주목할 수 있기 때문이다.주지하다시피 한국의 통령

선거는 단일 선거구에서 치러지는 단순다득표제 선거구이다.이에 비해

총선은 다수의 지역구와 국구 비례 표가 섞여 있는 혼합형 선거제도

이다. 한 지방선거는 역단체장, 역의원,기 단체장,기 의원,교

육감,교육의원 등 다양한 층 의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며 소선거구제,

선거구제,비례 표가 혼재한 혼합형 선거제도이다.그래서 총선과

지방선거에서의 후보단일화는 단일선거구에서의 후보 간 상을 넘어서

선거구 간,선거종 간,지역구와 국구 비례 간의 상이 진행된다.따

라서 상에 참여하는 후보들도 많아지고 조건 한 복잡하기 때문에 기

본 인 모델을 용하는데 합하지 않다.반면 통령 선거는 단일 선

거구,단순다득표 선거이기 때문에 후보단일화에 한 기본 모델을

용하기에 한 사례이다.

한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에서의 후보단일화는 많은 경우 정당

차원의 선거 연합의 일환인 경우가 많다.후보단일화는 선거 연합의

일종이지만,함께 의회다수 혹은 정부를 구성하기 한 정당 간 연합보

다는 당선가능성을 높이기 한 후보 간 연합에 가깝다.그러나 국회의

원 선거나 지방 선거에서 이 지는 정당 간 연합에서는 정당 체의 효

용이 시되기 때문에,개별 후보 차원에서는 효용이 낮아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이러한 상황 역시도 한국 정치에서 모두 후보단일화로 부

르지만,학문 논의에서는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본 연구에서는 후보의

효용에 따라서 이 지는 후보단일화를 심으로 논의하며,따라서 민주

화 이후의 통령 선거 사례를 통해 이를 설명하는 것이 가장 하다

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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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시

주 후보  득표수(득표순) 후보단 화 양상

1987. 
12.16

(13 )

민정당 민주당 평민당 공화당

* 삼-  후보단
화 결렬

노태 삼 종필

8,282,738 6,337,581 6,113,375 1,823,067

1992. 
12.18

(14 )

민 당 민주당 민당 신정당 * 다른 후보단 화 논
 없었

* - 찬종 단
화  여론   
었

삼 정주 찬종

9,977,332 8,041,284 3,880,067 1,516,047

1997. 
12.18

(15 )

민회 한나라당 민신당 민승리21
* - 종필 공식
선거 동 전 로 
단 화(DJP연합)

회창 제

10,326,275 9,935,718 4,925,591 306,026

2002.
12.19

(16 )

민주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하나로연합
* 노무현-정몽  선거

동  노무현 로 단
화

노무현 회창 한동

12,014,277 11,443,297 957,148 74,027

2007.
12.19

(17 )

한나라당 민주당 무소속 창조한 당 * 정동 -문 현 후보
단 화 협상했 나 결렬

* 다양한 형태  -
명  연 ( 패연석회

, 5 회담, 5 회견 
등)가 각 후보 에서 
제안 었 나 척  
않

* 회창-심 평, 회
창 로 후보단 화. 그 

후 회창  명 에
게 단 화(보수연합) 제
안했 나 답  없었

명 정동 회창 문 현

11,492,389 6,174,681 3,559,643 1,375,498

[표 1]민주화 이후 통령 선거결과와 후보단일화 양상

본 연구에서 상으로 하는 민주화 이후 한국 통령 선거는 개요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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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서론에서는 논문의 연구 주제와 연구

목 을 밝힌다.그리고 논문의 연구 사례인 민주화 이후 한국 통령 선

거에서의 후보단일화 양상을 제시한다.2장에서는 후보단일화에 한 기

존 연구를 검토한다.각 후보단일화 성패 사례들을 개별 으로 다룬 기

존 연구들을 검토하고 그 한계를 확인한다.이어 기존의 선거 연합이

론으로 후보단일화의 성패를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이를

해 선구 인 선거 연합이론인 Golder의 선거 연합이론으로 후보단일

화를 일반 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다.그리고 선거 연합

이론으로는 선거 연합의 특수한 방식인 후보단일화의 성패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이며 안 이론모델의 필요성을 제시할 것이

다.이러한 이론 검토를 바탕으로 3장에서는 연구 방법을 설정하고,본

연구의 분석틀을 제시할 것이다.4장에서는 3장의 분석틀을 용해 민주

화 이후의 한국 통령 선거에서의 후보단일화 성패 사례를 비교분석할

것이다.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논문의 내용을 정리하고,연구의 의의와

한계,극복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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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기존이론 검토

제 1 후보단일화에 한 기존 설명

후보단일화의 성사와 결렬이 한국정치에 미친 한 향에 비해 후

보단일화에 한 그간의 학문 논의는 매우 다.이정진(2003),진 재

․ 박 식(2008),김 우(2009)는 후보단일화를 정당통합의 일부이거나,

정당통합과 다르지 않은 과정으로 설명했다. 재호(2003)는 DJP연합을

심으로 후보단일화를 정당 간 연합으로 설명하 다.김성수(2004)는

2002년 통령 선거에서의 노무 -정몽 후보단일화의 과정,의미,한

계,효과에 해 분석한다. 의 연구들은 공통 으로 각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의 여부와 효과에만 분석의 을 맞춰 연합으로서의 후보단일화

의 성사 조건에 해서는 이론 분석으로 나아가지 못했다.정상호

(2012)는 1987년 통령선거에서 김 삼-김 간 후보단일화 실패를

재평가하면서,실패 원인을 역사 제도주의 에서 분석한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 정치에서의 후보단일화에 한 기존 설명은 특수

한 연합 방식으로서의 후보단일화에 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한 단일화 시도를 개별 인 사건으로 다룸으로써 후보단일화에 한

이론 일반화를 하지 못한다.따라서 기존 연구들은 이미 일어난 후보

단일화에 한 결과 해석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이를 구체 으로 살

펴보자.

이정진(2003)은 한국정치에서 지역주의가 정당의 연합과 분열에서

향을 미치는 거의 유일한 변수라고 보고,후보단일화의 성패의 원인

한 지역주의를 심으로 설명한다.그는 1987년부터 김 정부까지

의 정당 간 연합과 공조를 민주주의가 공고화되는 과정에서 지역주의를

기 로 한 정치지도자들의 이해에 따른 선택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정치

엘리트의 행동으로 설명한다.이정진(2003)은 1987년 통령 선거에서

김 후보가 후보단일화를 해도 남의 김 삼 후보 지지층이 자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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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다른 남 출신 후보인 노태우에게 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본

다.그리고 반 로 남층 유권자가 김 삼 후보와 노태우 후보 지지로

분열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단하 다고 보았다.그 결과

김 후보는 단일화를 원하지 않아 1987년의 후보단일화에 실패했다고

본다.

한 이정진(2003)은 1997년 통령 선거의 김 -김종필 후보단일

화 한 지역주의가 주된 동인이었다고 설명한다.1997년의 단일화는 출

신지역의 지지만으로는 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는 정치지도자들,

즉 호남 출신의 김 후보와 충청 출신의 김종필 후보의 거래라고 보

았다.캐스 보트를 쥔 김종필은 자신이 탈당한 신한국당을 연합의

상으로 삼을 수 없어 국민회의의 김 후보와 연합했다고 보았다.이

정진(2003)은 이와 같은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후보단일화가 사회 균

열을 완화하지 않고,정책 일 성이 없는 엘리트들 사이의 타 이라고

보았다.

이정진(2003)의 연구는 엘리트들의 행동을 심으로 후보단일화를 설

명함으로써 후보의 효용에 입각해 후보단일화를 설명할 수 있게 하 다.

그리고 후보들이 지역주의라는 균열구조에 따라 후보단일화의 효용을 어

떻게 단하 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그러나 지역주의 하에서의 후보지

지와 연합 과정에서의 지지이 의 계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가령,1987년 김 삼에 한 남의 지지는 왜 김 에게 이 되

지 않는데,1997년의 김종필에 한 충청 지역의 지지는 김 에게로

이 되었는가를 설명하지는 못한다. 한 후보단일화 게임에서의 균열구

조와 지지이 의 문제를 일반화하지 못함으로써,지역주의가 다른 균열

구조로 바 게 될 경우의 후보단일화를 설명하지 못한다.실제로 2002년

의 노무 -정몽 후보단일화의 경우,지역주의에 입각한 후보단일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정진의 연구로는 설명하지 못한다.

진 재 ․ 박 식(2008)은 민주화 이후 한국의 정당통합 연합 유

형을 분류하며 후보단일화를 정당간의 선거연합으로 분류한다.진 재

․ 박 식(2008)은 정당통합을 ‘어떤 기 정당에 타당이 흡수되거나 통



-9-

합되는 경우’로,정당연합을 ‘개별 정당이 정당명을 유지하면서 정당끼리

동아리를 형성하는 경우’로 분류하며,후보단일화를 정당연합에 포함시킨

다. 진 재 ․ 박 식(2008)은 정당연합이 한시 으로 정책 력 계

를 추구하는 행 이며 궁극 으로 권력의 공유 유지에 더 큰 비 을

둔다고 보았다.그러나 후보단일화를 포함한 한국의 정당 간 연합은 정

책 력보다는 불리한 지역구도를 타 하기 해 후보들 간의 이해

계에 따른 한계가 있다고 지 한다. 진 재 ․ 박 식(2008)은 정당통

합 연합이 한국정치에서 반드시 선거승리를 가져오지는 않았다고 지

한다.

진 재 ․ 박 식(2008)의 연구는 한국 정당통합 연합의 유형을

분류하고 선거결과와의 계를 밝 후보단일화를 한국 정당사의 연속선

상에서 볼 수 있게 한다.그러나 정당통합 연합을 분류하는데 그치고,

그것이 어떠한 다른 조건에서,다른 논리에 의해 발생되는지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따라서 어떠한 경우에 정당통합이 아니라 후보단일화와 같

은 연합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지 않는다.정당통합 연합과 선거결과

와의 계에서도 정당통합과 연합이 각기 다른 선거결과를 가져오는 것

을 간과하고 정당통합 연합이 선거결과에 유의미한 향을 주지 않는

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그러나 1997년과 2002년의 후보단일화는 모두

결과 으로 당선에 향을 주었기 때문에 정당통합과 연합은 각기 선거

결과와 다른 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진 재 ․ 박 식

(2008)이 시도한 정당통합과 연합의 분류를 기반으로 추가 으로 한국정

치에서 후보단일화를 포함한 정당통합 연합의 각 유형들이 일어나는

조건과 논리를 밝힐 필요가 있다.

재호(2003)는 DJP연합을 심으로 민주화 이후 정당 간 연합에

해 연구한다.그는 DJP연합이 정당 간 통합이나 합당과는 다른 정부형

성과정으로서의 지배연합(governingcoalition)의 범주에 가깝다고 지

한다. 재호(2003)는 DJP연합을 연합이론의 에서 정부-의회수 에

서 이루어진 정당 간 경쟁의 특징을 보여주는 표 사례로 본다. 재

호(2003)는 DJP연합이 이념 으로 거리가 먼 정당들이 이념 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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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을 배제하고 연합을 이루는 릿지형(bridge)연합이라고 본다.이러한

연합은 매우 이례 인 것으로,일차원의 이념 거리와 연합당사자들의

동기와 목표만을 강조한 기존의 연합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지 한

다.그는 DJP연합을 설명하기 해 연합이론의 다차원 /다맥락 근

이 필요하다고 지 한다.

재호(2003)는 DJP연합을 설명하기 해 첫째,정치제도 차원,둘

째,사회경제 차원을 살펴 다른 방식의 연합이 어려웠다는 것을 밝힌

다. 한 정책요인분석을 통해 DJP연합이 극단 인 공직추구 연합이 아

니라 정책 역시 연합에서 주요하게 고려되었다고 지 한다.DJP연합의

정책을 핵심 인 정책 차원인 경제와 통일외교라는 두 개의 차원으로 볼

때,김 후보는 자주통일노선을 유지하면서 경제 측면에서 경제수

행능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하 고,반면 김종필 후보는 경제 수행

능력을 강조하는 지 을 유지하면서 자주통일노선을 받아들이는 타 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재호는 이 지 에서 DJP연합이 단순히 기회주의

연합이 아니라 연합행태 측면에서 상당히 합리 인 특성을 갖는 것을

나타난다고 본다.

재호(2003)는 후보단일화를 포함하는 정당연합을 정당통합과는 구

별하여 설명하여 후보단일화의 논리를 밝힐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한 연합과정을 다차원 으로 분석해 후보단일화 성패를 결정하는 다양

한 변수를 고려하고 있다.그러나 사례가 DJP연합에 한정되어 민주화

이후의 다양한 연합 사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한

정당간 연합에 작용하는 다양한 변수들의 논리 연결이 부족해 변수의

나열에 그친 아쉬움이 있다.따라서 정치제도와 사회경제 요인이 모든

후보단일화에서 변수로 작용하는 것인지,DJP연합에만 작용하는 것인지

의 의문이 남게 된다.이를 설명하기 해서는 정치제도와 사회경제

요인을 모든 후보단일화에 용가능한 방식으로 일반화한 이론 모델이

필요하다.

김성수(2004)는 2002년 통령 선거의 노무 -정몽 후보단일화의

과정,의미,한계,효과를 분석한다.김성수의 연구는 16 통령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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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정리하는 설명의 일부로서,후보단일화를 이론화하려는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특정한 분석틀은 존재하지 않는다.김성수는 노무 -정몽

후보단일화가 한국정치사에서 통령 선거에 공식 출마한 후보들이

단일화를 이룬 첫 번째 사례라고 지 한다.1)김성수는 노무 -정몽 후

보단일화가 의명분 보다는 정치 략에 기반을 둔 후보단일화이며,

‘신(新)정치세력’의 연합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지 한다.동시에 2002년

후보단일화가 상이한 이념을 가진 후보들 사이의 연합이며,당내 국민경

선을 통과한 후보의 단일화라는 에서 민주성의 한계를 가진다고 말한

다.그리고 여론조사 과정에서 기술 한계가 존재하며,경마식 보도로

쟁 에 한 깊이 있는 이해가 부족하게 된다고 지 한다.그리고 후보

단일화를 통해 노무 후보는 지지이 밴드웨건 효과로 지지를 크게

상승시켰다고 효과를 분석한다.

김성수(2004)의 연구는 2002년 노무 -정몽 에 한 종합 연구로

서 가치가 있다.하지만 김성수는 2002년의 후보단일화를 일시 인 사건

을 근하면서,후보단일화의 원인을 정황 근거로서만 분석한다.가령

김성수는 노무 후보와 정몽 후보가 당선을 한 정치 략으로서

후보단일화를 선택한다고 설명한다.하지만 어떤 논리 이유에서 후보

단일화가 당선을 가능 하는 정치 략이 되는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분석이 정황 수 에 그치기 때문에 이를 일반화하고 다른 선

거의 사례와 비교하기 해서는 김성수(2004)의 연구에 기반을 둔 추가

인 분석이 필요하다.

정상호(2012)는 1987년 후보단일화의 실패원인을 연합과 합의를 조정

할 제도 수단의 결핍에서 찾는다.정상호(2012)는 단일화의 모든 과정

을 후보들의 양보와 결단을 통해서만 해결하려 했고,당사자가 수 할

만한 실효성 있는 안을 제시한 주체가 없었다고 지 한다.그는 김

삼의 원내 정치와 김 의 장외 정치가 립을 해소하고 제도화된 수

1)김성수의 1997년 통령 선거에서의 김 -김종필 연합을 후보단일화로 보지

않는다.이는 본 논문의 의견과는 다르다.김성수는 후보단일화에 해 명확히 정

의하고 있지 않지만,후보단일화를 공식 후보등록을 한 후보들 사이의 단일화

에 한정짓는 듯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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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연합할 기회가 역사 으로 좌 됨으로써 연합을 한 게임 규칙이

수립될 계기가 없었다고 지 한다.정상호(2012)는 민주화 개헌 상 과

정에서 야당과 재야가 힘을 합쳐 ‘결선투표제’를 만들어냈어야 한다고 지

한다.

정상호(2012)의 연구는 후보단일화의 과정과 효과를 넘어 후보단일화

실패 원인을 분석하는 에서 의의가 있다.그러나 후보들을 자신의 당

선을 과신하는 비합리 인 존재로 제하여,왜 상을 강제할 제도와

주체 없이는 단일화 상에 성공할 수 없는지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

한다.1987년과 유사하게 합의를 조정할 제도 수단이 없었던 상황에서

후보가 합의를 통해 이 진 1997년 DJP연 ,2002년 노무 -정몽 후

보단일화가 성공한 것을 생각해보면 정상호의 분석은 여타의 후보단일화

사례에 용하기 어렵다.후보단일화는 결선투표제와는 다르게 후보들에

게 강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선투표와는 다른 논리를 갖는 게임으

로 이해되어야 한다.

정리하면 기존의 후보단일화에 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

다.첫째로,다른 방식의 정당통합 연합과 구별되는 후보단일화 게임

에 한 설명이 없다.후보단일화는 보통 정당 간 연합을 통해 이 지지

만 반드시 ‘정당’이 주체일 필요는 없다.그리고 반드시 공동정부의 구성

을 목 으로 이 지지도 않는다.선거의 진행상황에 따라 선거의 당선가

능성을 높이기 한 후보의 한 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후보단일화라는 독특한 게임에 한 설명이 필요하다.둘째로,1987년의

후보단일화 실패,1997년 DJP연합,2002년 노무 -정몽 사례 등 개별

사례에는 합한 설명을 제공하지만 이를 비교해서 설명할 일반 분

석틀이 존재하지 않는다.그리고 성공이든 실패든 후보단일화에 한 논

의가 있었던 사례는 그나마 개별 설명들이 되어 왔지만,아 후보단

일화에 한 논의가 나오지 않는 사례까지도 왜 논의가 나오지 않는지를

분석해야 한다면 후보단일화의 성공과 실패에 한 사례는 무수하다.따

라서 이러한 많은 사례들은 일 성 있게 비교,설명한 이론 설명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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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선거 연합 이론

후보단일화는 선거 연합의 한 종류다.선거 연합은 많은 국가에

서 빈번하게 일어나며,선거 결과 뿐 아니라 정책 산출과 여론 의에도

많은 향을 미친다.하지만 후보단일화를 포함하여 선거 연합을 설명

하는 이론들은 많지 않다.정부형성연합은 정치학에서 익히 연구되어 온

분야이다.그러나 최소연합이론(minimum coalitiontheory)이나 최소연결

연합이론(minimum connectedcoalitiontheory)등 그간의 연합이론 연

구들은 선거 후나 회기 의 정부구성 입법 과정에서의 연결을 다룬

경우가 많았다(Riker,1962,DeSwaan,1973,Laver& Shepsle,1996,

Ray,2007).

그러나 선거 연합은 불확실한 선거 결과를 가지고 연합을 형성한다

는 ,선거제도의 향이 크고 유권자 한 게임의 요한 변수가 된다

는 에서 선거후 연합과는 다른 논리로 설명되어야 한다.하지만 선거

연합에 해서는 아직 많은 이론 연구가 이 지지 않았다.Golder

의 연구는 선거 연합을 모델화하여 설명하는 선구 인 이론이다.

Golder의 연구는 선거 연합을 선거후 연합과 구분하여 정의하고,선거

연합의 경험 분석을 통해 선거 연합과 선거제도의 계를 밝힌

다. 한 선거 연합의 과정을 도식화함으로써 다양한 선거 연합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게 한다.그러나 Golder의 선거 연합 이론은 선거

연합의 목 을 소하게 정의하고,선거 연합의 과정을 지나치게 추

상화하여 구체 인 상방식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여기서는

Golder의 이론을 살펴보고,Golder의 이론이 한국의 후보단일화를 설명

하기 해 어떤 한계를 가지는지를 논의할 것이다.이를 통해 선거 연

합의 한 방식이면서도,독특한 논리를 갖는 후보단일화에 한 새로운

이론 틀이 필요함을 알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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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Golder의 선거 연합의 논리

Golder는 선거 연합을 각 정당의 지도자들이 유권자들에게 선거에

서 승리할 시 함께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공표하거나 단일 명부로 선거에

참여하는 것까지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이러한 상황들의 공통 은 선

거 연합에 참여하는 정당 혹은 정당 지도자들이 온 히 독립 인 집단

으로 경쟁하지 않는다는 이다.Golder는 선거 연합의 형성이 선거결

과와 정책형성에 결정 인 향을 주고,정당들의 선거 략은 의의 본

성과 연 이 있고,정당들의 선거 연합이 드물지 않기 때문에 선거

연합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이러한 이유에서 Golder는 선

거 연합에 한 경험 분석과 이론 모델화를 시도한다.

Golder는 선거 연합에 한 두 가지 가설을 세운다.첫째,낮은 비

례성에 한 가설로,셋 이상의 충분한 수의 정당이 존재할 때 선거제도

의비례성이 낮을수록 선거 연합이 더욱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가설이

다.비례성이 낮은 선거제도에서는 큰 정당일수록 득표에 비해 의석을

더욱 많이 얻는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기 때문이다.둘째,선거 연합

은 많은 정당이 있을 때 더 빈번히 일어난다는 가설이다.정당의 수가

많으면 유권자들에게 미래의 정부 구성에 한 '신호'를 정확히 주는 것

이 필요해지기 때문이다.Golder는 25개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1946년부

터 2002년까지 행해진 후보단일화 사례를 분석한다.그 결과 선거 연

합은 충분한 수의 정당이 있을 경우,비례성이 낮은 선거제도 하에서 더

욱 많이 일어났다.반면,정당의 수는 선거 연합의 발생과 연 성이 크

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그러나 이것만으로 선거 연합이 미래 정부

구성에 한 신호와 무 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 한다.

이처럼 선거 연합의 형성에서 선거제도가 요한 역할을 한다.하

지만 여타의 연합과 마찬가지로 선거 연합도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정당

지도자간의 상 한 요한 역할을 한다.이러한 상에서 가장 요

한 것은 집권 시의 직책 배분과 지역구 조정과 같은 권력분배와 같은 문

제들이다.Golder는 정당지도자들의 유불리에 한 직 ,공직 배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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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득표 네 가지를 변수로 하여 각각의 비용함수를 구하고 구조를 만들

어 선거 연합 게임을 모델화한다.선거 연합에 참여하는 양당의 지

도자들은 각기 선거 연합을 상 당에 제안할 수 있다.상 당의 지도

자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거나 거 할 수 있다.각 선택에 따라서 이 게

임의 끝에 정당지도자들의 효용이 달라진다.

이 게임에는 제안에 응해 선거 연합이 이 지는 균형과,어떤 연합

도 이 지지 않는 두 가지 균형이 존재한다.선거 연합 게임에서 집권

당이 될 가능성이 있거나 공직을 배분할 것이라 기 되면 연합의 가능성

은 커진다.반면 연합을 하지 않고 혼자 뛰었을 때 득표가 증 된다면

연합할 가능성이 어진다. 한 반 세력의 집권이 극단 으로 꺼려질

경우에도 이를 막기 해 비교 가까운 정당들이 연합을 이룰 수 있다.

한 연합 내의 이념 응집성 한 연합 형성을 용이하게 한다.

2. 랑스와 한국에서의 선거 연합

Golder는 이러한 선거 연합 모델을 랑스 제5공화국 사례와 1987

년부터 1997년까지의 한국 사례에 용한다.Golder는 랑스 5공화국에

서 좌 블록 정당 간,우 블록 정당 간 블록 내 선거 연합이 주로 이

졌다고 지 한다.그러나 그 양상은 통령 선거와 총선에서 서로 다

르다고 지 한다. 랑스는 총선과 선 모두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

고 있다.총선에서는 5% 이상의 득표를 한 정당이 결선투표에 진출하고,

선에서 과반수 득표후보가 없을 경우 2등까지 결선 투표에 진출하기

때문에 일반 으로 선에서 득표와 의석의 비례성이 낮다고 볼 수 있

다.따라서 Golder의 가설에 따르면 선에서 선거 연합이 더욱 빈번

하게 일어나야 할 것이다.그러나 통령 선거는 한 석의 통령직만을

두고 경쟁하기 때문에,권력배분이 더욱 힘들다.그래서 랑스 5공화국

사례에서는 통령 선거보다 총선에서 선거 연합이 더욱 빈번하게 진

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Golder는 한국 사례를 통해 민주화 환기 한국에서 일어난 주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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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인들의 연합과 해산을 설명한다.주요하게는 1987년 통령 선거에서

의 김 삼-김 후보단일화 실패,1990년 3당합당,1997년 김 -김

종필 DJP연합 등을 주요 상으로 설명한다.Golder는 한국의 사례가

첫째,민주화 이후에 이념 으로 가까운 두 후보가 군부 세력에 맞서 승

리선거연합을 구축하기 보다는 서로 경쟁하는 경우를 보여주고,둘째,선

거에서 정당지도자들 간의 개인 감이 선거 연합의 형성을 방해

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 다고 지 한다.

민주화 직후에 치러진 1987년 선거에서 군부독재를 척결해야 한다는

정책 요소만 고려했을 때는 선거 연합을 한 유인이 매우 컸지만 일

어나지 않았다고 지 한다.이러한 선거 연합의 실패는 민주화 환기

선거 특유의 불확실성,지역주의에 따른 표 분산 가능성 한 이유가 되

었지만,가장 큰 이유는 권력배분의 어려움 때문이었다고 지 한다.1987

년 선거는 민주화 이후에 가 정치 심을 가지는가를 결정하는 요

한 선거 다.김 삼 후보와 김 후보는 1987년 선거에서 후보를 양

보한다고 해도 다음 통령 선거에서 당선된다는 보장이 없고,오히려

정치 환기에서 향력을 잃을 것을 걱정하 다.이런 선거 연합의

실패로 인해 민주화 지지 세력은 분열되었고,결국 군부 세력인 노태

우 후보가 당선되게 된다.

Golder는 3당합당 한 선거 연합의 하나로 보고 있다.1988년 총

선 이후 여소야 상황이 되자 노태우 통령은 김 삼 표,김종필

표와 손을 잡고 3당합당을 단행한다.Golder는 단임제 통령제로 인해

노태우 통령이 재선할 수 없었기 때문에 김 삼 후보를 차기 통령

선거 후보로 할 수 있었고,이를 통해 선거 연합에서 필수 인 권력배

분이 가능했다는 을 지 한다.이처럼 Golder는 3당합당은 정책추구

(policyseeking) 요소가 고 공직추구(officeseeking) 요소가 압도

인 선거 연합이라고 지 한다.Golder는 1997년 통령 선거에서의

김 -김종필 연합도 지역 으로 편 된 지지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공

직추구 연합으로 보았다.Golder는 내각제로의 개헌을 약속함으로써

이 진 김 -김종필 연합의 사례에서 한국 정치의 제도를 변화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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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정당지도자들의 힘이 권력배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하 다

고 지 한다.

한국과 랑스의 사례를 통해 정치인들은 선거 연합에서 정책과 공

직 두 가지를 목 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연합 내의 정책 불일치

도 균형을 할 수 있지만,뚜렷한 정책 차이가 없는 정당 간에도

당선의 효용을 어떻게 배분할지도 연합의 균형을 할 수 있다.

3.Golder의 한계

Golder의 연구는 선거 연합에 한 이론 ,경험 으로 선구 인

연구이지만,몇 가지 지 에서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첫째,선거

연합의 목 을 무 소하게 정의해 다양한 선거 연합의 사례를 포

하지 못한다.둘째,선거 연합에서의 배분 상이 선거구 수에 따라 다

른 게임이며, 상의 주체 역시 달라진다는 을 간과한다.셋째,Golder

가 선거제도가 선거 연합의 빈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 있지만,

선거제도에 따라 선거 연합이 다른 게임이 된다는 을 간과한다.따

라서 각국,각 시기별로 선거 연합의 양상을 설명하기 해서는 더욱

구체 인 분석이 필요하다.

Golder의 선거 연합의 형성에 한 연구의 한계를 더욱 구체 으로

살펴보자.첫째,Golder는 선거 연합의 목 으로 무 소하게 정의하

고 있다.Golder는 선거 연합을 각 정당의 지도자들이 유권자들에게

선거에서 승리할 시 함께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공표하거나 단일 명부로

선거에 참여하는 것까지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하지만 Golder의 정의에

서 선거 연합의 목 은 항상 공동정부의 구성에 있다.그러나 선거를

통해 정해진 의석으로 정부구성에 한 상인 선거후 연합과 다르게 선

거 연합은 항상 공동정부의 구성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다.오히

려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선거에서 당선가능성을 높이거나 당선자를

늘리는 것 자체를 목표로 할 수도 있다.다시 말해,공동정부의 구성 계

획이 없이도 선거과정에서의 이 을 해 선거 연합을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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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선거후의 공동정부의 구성은 다른 상 과정이 될 수도 있다.

가령,Golder가 언 한 1997년 통령 선거에서의 김 -김종필 연합의

경우 공동정부의 구성을 한 것이었지만,2002년 통령 선거에서의 노

무 -정몽 연합의 경우 공동정부 구성을 해서라기보다는 당선가능

성 자체를 높이기 한 시도 다고 볼 수 있다.

둘째,선거 연합에서 선거구가 하나인 통령 선거와 선거구가 다

수인 총선은 다른 게임이라는 을 간과한다.Golder는 랑스 5공화국

의 사례를 들어 통령 선거에서 총선보다 배분 상이 더욱 어렵다는

을 지 한다.이는 한 지 이지만 Golder는 통령 선거와 총선에서

의 연합이 다른 구조를 갖는 게임이라는 을 간과한다.총선은 선거구

가 다수이기 때문에 선거구 간의 조정 자체가 상의 양상일 수 있다.

여기서 주체는 정당지도자가 될 수 있다.정당 체의 효용을 늘리기

해서는 후보들의 의사와는 배치되는 상이 진행될 수도 있다.그러나

선거구가 하나인 통령 선거에서는 정당과 후보의 효용이 명백하게 구

분되지 않으며,후보가 상의 주체인 경우가 생긴다. 한 선거구 간의

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 후보의 입장에서는 해당 선거구에만 한정

된 게임이 되고,게임의 구조 역시 달라진다.따라서 선거구가 하나인 선

거를 해서는 정당 간 상과는 다른 설명이 필요하다.

셋째,선거제도와 권력구조에 따라 달라지는 선거 연합의 효용함수

들을 세분하지 못했다.Golder는 선거제도의 비례성이 낮을수록 선거

연합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지 하면서,선거제도가 선거 연합의 양

상이 달라진다고 지 하고 있다.하지만 선거제도의 비례성뿐만 선거제

도와 권력구조는 다양한 차원에서 선거 연합의 효용함수들을 바꾼다.

지역구의 크기,선거주기,비례 표 혼합체제 여부 등 선거제도와 통령

의 권력크기,연임제한,국회와 통령의 계 등 많은 사항이 연합형성

의 다른 조건으로 작용한다.따라서 서로 다른 선거제도를 취하고 있는

국가,시기간의 비교는 서로 다른 게임끼리의 비교라 선거 연합의 형

성 조건을 구체화하는데 한계가 있다.어떤 조건에서 선거 연합이 형

성되고, 실패하는지를 보기 해서는 동일한 선거제도를 유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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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가 내부의 비교가 필요하다.물론 한 연구에서 각 국의 다양한 선

거제도에 따른 효용을 모두 계산할 수는 없다.따라서 많은 비교연구를

통해 선거 연합의 형성의 조건을 분석해야 할 것이다.

Golder의 연구는 한국의 민주화 이후 통령 선거에서의 후보단일화

를 설명하는데 요한 이론 틀을 제공하지만, 와 같은 한계들로 인

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다. 통령 선거에서의 후보단일화의 목

은 공동정부 구성뿐 아니라 당선가능성 증진일 경우도 있으며,단일

선거구로서 후보가 상의 주체로서 분석되어야 한다. 한 민주화 이후

한국 사례간의 비교분석을 통해 선거 연합으로서의 후보단일화의 성사

조건이 더욱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본 논문은 와 같은 에서

Golder의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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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후보단일화의 성사조건

제 1 후보단일화의 효용

1.후보의 기 효용

(1)후보의 효용:당선

본 논문은 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자신의 당선 이외의 효용을 갖지 않

는다고 볼 것이다.각 후보는 선거에 참여하면서 복합 인 동인과 기

를 가질 수 있지만,그것은 결국 당선으로 수렴되거나,일반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Mayhew(1974)는 미국 연방의회를 연구하면서 의원들이 재선

에만 심이 있고 다른 어떤 것에도 심을 갖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여

연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Mayhew(1974)는 정치에서 ‘직업으

로서의 의원’이 보편 이며,의원직은 좋은 직업이기 때문에 의원들은 이

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한 좋은 정책 만들기 등의 의원들의 다

른 목표도 있을 수 있지만,이는 결국 재선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재선은 지속 으로 성취되어야 하는 목표이다.Mayhew(1974)는 역 의

원을 상으로 연구했기 때문에 은퇴를 앞두거나 재선을 포기한 의원들

까지도 고려의 상으로 삼지만,결국은 의원들은 재선을 목표로 한 것

이라고 일반화하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만을 연구

상으로 하기 때문에 후보들이 당선을 목표로 한다는 것으로 더욱 용이

하게 일반화할 수 있을 것이다.

실 으로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모두 당선만을 해 뛰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일 수 있다.가령 어떤 후보들은 정치 향력을 강화하

기 해 낙선이 상되는 선거에 출마하기도 한다.그리고 어떤 이들은

선거 출마가 차기 선거에서의 당선을 한 디딤돌이 된다고 보기도 한

다.그러나 이후에 살펴볼 것처럼 선거주기는 반복되지만 매 선거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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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항상 단일사건이기 때문에 선거의 결과가 차기의 선거에 어떠한 향

을 미치는지는 정확하게 측할 수 없다.오히려 선거와 같이 완벽한

측이 어려운 게임에서는 정치인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출마한다고 보

는 편이 나을 것이다.

는 후보 개인을 해서가 아닌 자신이 속한 정치세력이나 이슈집단

의 향력을 향상시키기 해 출마하는 후보들도 있다.그러나 이들은

후보로 등록한다고 해도,애 에 목표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연구에서

당선을 해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로 가정할 수 없다.이들에게 선거는

다양한 홍보와 조직방식의 하나이기 때문에,자신의 이념과 이슈를 확

하려는 다른 유인을 갖는 활동가(activist)로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한 후보가 자신과 이념 ,정책 거리가 가까운 다른 후보의 당선

에서도 효용을 얻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어떤 경우 향력 있는

정치인이 후보출마를 포기하고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그러나 이 경우 포기한 정치인은 아주 향력이 큰 유권자로서 행

동한 것이지 후보로서 행동했다고 볼 수는 없다.오히려 후보의 입장에

서 자신과 거리가 가까운 후보는 비슷한 유권자층을 나눠 갖는 라이벌이

되기 때문에 장기 으로 자신의 가장 큰 이 되기도 한다.따라서 유권

자가 아닌 후보가 자신과 거리가 가까운 다른 후보의 당선에서 일정 정

도 효용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지속 으로 상이 진행되는 의회 내에서의 정당 간 연합과는 달리

후보단일화는 한 차례의 게임이기 때문에 후보 간 이념 ,정책 거리

와 후보들이 상 후보의 이념 치에 따라 효용을 갖진 않는다.다만

이후에 살펴볼 것처럼,후보들 사이의 거리는 후보단일화 이후의 유권자

들의 반응,즉 지지이 과 련되기 때문에 요한 변수가 된다.

2)후보단일화 후의 기 효용 함수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의 기 효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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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식

  당 가능
  당 효용
  거비용

당선효용()과 당선가능성()을 곱한 것에서 선거비용()을 뺀 것이

후보의 선거출마시 기 효용이다.여기서 변수는 당선가능성()과 선거

비용()이다.후보가 처해있지 정치 조건과 선거 략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일반 으로 선거비용을 많이 쓰면 당선가능성이 올라간다고

볼 수 있지만,비례하지는 않는다. 한 법 ,정치 한계 때문에 선거

비용의 지출을 통한 당선가능성의 증 는 한계가 있다. 한 당선효용

()은 같은 종류의 선거 하에선 상수이다.다시 말해, 통령의 당선효

용,국회의원의 당선효용,부녀회장의 당선효용은 각기 다르지만 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 간의 당선효용은 같다고 볼 수 있다.후보의 기

효용()이 0보다 클 경우 후보는 선거에 출마한다.

후보단일화를 거칠 경우 선거를 통한 기 효용은 다음과 같다.

 ′  ′   수식

 ′ 단 후보로 출후당 가능
  단 화승리가능
  거비용

후보단일화를 할 경우 후보들은 본 선거 외에 단일화라는 하나의 경

쟁과정을 더 거쳐야 한다.따라서 후보들의 기 효용에서 당선가능성뿐

아니라 단일화승리가능성까지도 변수로 작용한다.이를 정리하면,후보단

일화시 후보의 기 효용은 단일후보로 선출 후 당선가능성(′)와 단일화

승리가능성(),당선효용()의 곱에 선거비용을 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견 생각하면 두 번의 경쟁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후보단일화가 후보들

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후보단일화를 거쳐 당선가능성 한

달라지기 때문에 두 번의 경쟁이 기 효용을 항상 낮춘다고 볼 수는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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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식3]일 때 각 후보는 후보단일화를 한다.즉,

수 후보를 제외한 두 후보의 기 효용이 모두  ′   [수식4]일 때

후보단일화는 성사된다.따라서 세 변수,후보단일화를 하지 않았을 때의

당선가능성(),후보단일화를 했을 때의 당선가능성(′),단일화 경선 승

리 가능성()의 계가 후보단일화 성사 조건을 살피는 가장 요한 조

건이다.후보단일화에 임하는 후보들은 두 번의 경쟁에서 이겨야 하기

때문에 단일화 이 의 당선가능성()보다 단일화 이후의 당선 가능성(′)

가 압도 으로 커지는 경우에 후보단일화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① 당선가능성

당선가능성()은 지지도가 올라감에 따라 상승한다.그러나 당선가능

성은 지지도와 비례해서 상승하지 않는다.당선가능성은 후보의 수와 구

도에 따라 특정한 지지도 수 에서 비약 으로 상승한다.양자 구도 하

에서는 [그림1]과 같은 그래 로 나타낼 수 있다.

군소후보군과 경합군에 있는 후보들이 당선유력권 혹은 사실상 당선

권으로 진입하기 해 후보단일화를 한다면 그들이 당선가능성은 비약

으로 오를 수 있다.후보단일화를 통해 후보의 치가 바 는 경우 단일

화 이 의 당선가능성()에 비해 단일화 이후의 당선가능성(′)이 비약

으로 커질 수 있다.앞서 말했듯,단순히 후보 지지지도 늘어나는 만큼

비례해서 올라가는 것 이상으로 당선가능성의 비약 상승이 가능하다.

반면 후보단일화를 통해서도 지지도가 후보의 치가 비약 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후보단일화의 유인은 떨어진다.

② 단일화승리가능성

단일화 성사 여부를 결정하는 다른 변수인 단일화승리가능성()을

살펴보자.단일화는 흔히 여론조사, 의원투표,혹은 두 방식의 혼합으

로 진행된다.후보간 합의에 의한 경우도 간 으로 지지도와 조직에



-24-

[그림 1] 상득표율과 당선가능성의 계

따라 강한 후보가 단일후보로 결정된다.따라서 지지도와 조직을 단일화

승리의 변수라고 볼 수 있다.지지도와 조직이 단일화에 미치는 향은

상이하지만,단일화 방식 상에 따라 매번 지지도와 조직의 상

향력이 달라진다.후보단일화에 참여하는 한 후보의 입장에서 단일화승

리가능성은 [그림2]처럼 나타낼 수 있다.

후보단일화에 참여하는 후보는 상 후보와의 지지도/조직 격차가 커

질수록 후보단일화승리가능성이 커진다.하지만 단일화승리가능성도 선

거에서의 당선 가능성과 마찬가지로 지지도에 따라 올라가지만 비례하지

않고 상 후보와 지지도/조직이 비등한 구역에서 비약 으로 증가한다.

후보단일화는 두 후보간 지지도/조직이 비등한 경우에만 ‘경쟁’으로서 기

능을 하며,두 후보간 지지도/조직의 격차가 큰 경우에는 실제로는 경쟁

보다는 후보 ‘양보’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이는 이후에 살펴볼 ‘등한

후보단일화’와 ‘종속 후보단일화’의 차이로 이어진다.

후보단일화 경선은 본선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만 큰 차이가 한

가지 있다.선거가 이미 정해진 선거제도에 따라 진행된다면,후보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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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독립변수
종속

변수

해당사례후보의
주
득표 상

단일화
후보간
지지이

가능성

단일화
후보간
지지율

격차

보상 상
후보
단일화
성사 여부

조건

B,C후보 모

두 후보

지지도

[A>B][A>C]

크다 작다

등한

후보단일화

성사

*2002년 선

노무 -정몽

[그림 2]후보단일화 승리가능성

는 상을 통해 방식을 결정하기 때문에,양자 모두 자신에게 유리한 방

식으로 방식을 형성하기 해 노력할 것이다. 상 결과에 따라 같은 지

지도와 조직 하에서도 일정 정도 단일화승리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다.

제 2 후보단일화의 변수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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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

상 공유

크다

수 있는

보상과 받고

자 하는 보

상이 겹침

종속

후보단일화

성사

*1997년 선

김 -김종필

수 있는

보상과 받고

자 하는 보

상이 겹치지

않음

후보단일화

성사하지않

음

*2007년 선

정동 -문국

작다

후보단일화

성사하지않

음

* 1992년 선

김 -정주

B,C후보

1인이라도

지지도

[A>B][A>C]

[A<B+C]

상 공유하지

않음

후보단일화

성사하지않

음

*1987년 선

김 -김 삼

*2007년 선

이명박-이회창

구체

변수

*선거운동 기

효과 (구도

의 안정성,부

동층의 크기)

*후보 간 이

념 ,정책

거리

*균열구조의

특성

*후보개인의

지지유인

*후보간

상지지율 격

차

* 선거제도,

권력구조

*보장방식

*선거의 종

류

[표 2]후보단일화의 변수와 조건 (A:수 후보,B,C:후보단일화 참여 후보)

후보단일화의 성패의 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후보의 주 득표

상,단일화 후보간 지지이 가능성,단일화 참여 후보간 지지율 격차,

보상 상의 네 단계로 나 수 있고,이 단계는 순차 계를 갖는다.

'후보의 주 득표 상'단계와 ‘단일화 후보간 지지이 가능성’단계

에서는 후보는 단일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후보단일화 논의를 본격화하게

된다.‘후보의 주 득표 상’에서 후보가 독자 으로 당선가능성이 없

다고 인식하면서 동시에 수 후보에 한 지지가 과반의 우 가

아니라는 을 인식할 경우 후보는 후보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된다.후보단일화를 하려고 하는 후보는 단일화에 참여할 다른 후보와의

계를 고려해 ‘단일화후보간 지지이 가능성’을 계산하게 된다.후보단

일화를 한다고 해도 상 후보의 지지가 크게 이 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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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후보의 지지를 더욱 크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따라서 ‘단

일화후보 간 지지이 가능성’이 클 경우에 후보들은 후보단일화를 본격

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단일화 참여 후보 간 지지율 격차’와 ‘보상 상’단계는 후보단일화

논의가 본격 으로 진행되는 단계다.‘단일화 참여 후보 간 지지율 격차’

는 후보단일화의 반 양상을 결정한다.앞에서 본 바와 같이 두 후보

간 지지율이 비등할 경우 후보단일화는 ‘경쟁’의 양상이 띄고,후보 간

지지율의 격차가 클 경우 후보단일화는 ‘양보’의 양상을 띤다.이 단계

에서 두 후보 모두 후보단일화의 필요성에 공감한 상태에서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작을 경우 후보들은 경쟁 인 후보단일화인 ‘등한 후보

단일화’에 참여하여 후보단일화가 성사된다.

‘단일화 참여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클 경우 후보단일화는 후보 ‘양

보’와 그에 따른 보상의 형태를 갖게 된다.이 경우 보상 상이 문제가

된다.보상 상 단계에서 후보를 양보 받는 우 후보가 수 있는 보상

과 후보를 양보하는 열 후보가 받고자 하는 보상의 범 가 겹칠 경우

보상 상이 성사돼 ‘종속 후보단일화’가 성사될 수 있다.반면 보상

상에서 두 후보의 요구가 겹치는 부분이 없다면 후보들은 당선가능성이

낮더라도 후보단일화를 선택하지 않는 것이 이익인 상황이 일어난다.이

경우 후보단일화에 참여하는 후보는 물론,여론에서도 후보단일화의 필

요성에 공감해도 후보단일화가 성사하지 않는 상황이 일어난다.

[표2]는 이러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표2]에서처럼 각 단계에서의

조건에 따라 후보단일화의 성패는 달라진다.우선 후보의 주 상득

표의 단계에서,두 후보 1인이라도 후보단일화가 가능한 수 의 상

을 공유하지 않을 경우 후보단일화는 성사하지 않는다.그 사례로 1987

년의 김 -김 삼의 경우,2007년 통령 선거에서의 이명박-이회창

사례가 있다.두 사례에서 김 후보와 이명박 후보는 독자 으로 당

선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단일화에서 패배할 험이나 보상제공의 손

실을 감수하려 하지 않았다.두 후보가 후보단일화가 가능한 역의 득

표 상을 공유한다면 두 번째 단계인 지지이 가능성으로 넘어간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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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 의 가능성이 낮은 경우 후보단일화는 성사하지 않는다.그 사례로

1992년의 김 -정주 의 경우가 있다.김 후보는 지역 ,이념

으로 격차가 큰 정주 후보의 지지를 이 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후보단

일화를 하지 않았다.지지이 의 가능성이 큰 경우,세 번째 단계인 후보

간 지지율 격차로 넘어간다.지지율 격차가 작은 경우 등한 후보단일

화가 성사된다.그 사례로 2002년 노무 -정몽 의 사례가 있다.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클 경우 보상 상의 단계로 들어간다.우 후보가

수 있는 보상과 열 후보가 받고자 하는 보상이 겹치지 않을 경우 후보

단일화는 성사하지 않는다.그 사례로 2007년 정동 -문국 의 경우가

있다.반 로 보상범 가 겹칠 경우 종속 후보단일화가 성사된다.사례

로 1997년 김 -김종필 사례가 있다.각 단계의 독립변수에 해 더욱

구체 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1.후보의 주 득표 상

후보단일화는 단일화에 참여하는 후보 모두가 기 이익이 높아질 것

으로 기 되는 상황에서 일어난다.산술 조건에 의해 다음 두 가지 조

건이 제된다.우선,3자 이상의 후보가 존재해야 한다.다음으로,가

장 높은 지지를 받는 후보의 상득표율이 다른 후보들의 상득표율

을 합친 것보다 작아야 한다.두 조건에 따라 3명의 후보를 가정하고,

A정당 후보가 수 후보라 할 때,후보단일화가 가능한 지지도의 분포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3]과 같다.

[그림3]은 삼각형 안의 특정한 과 각 선분이 직각으로 만나는 거리

로 상득표율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가령, 상지지가 M에 있을 경우

세 후보는 지지를 정확히 삼등분하고,D 에 있을 경우 A후보가 50%,

B,C후보가 각각 25%씩 지지를 얻는다고 상하는 것이다. 상득표율

분포가 C'MB'에 있을 때에만 B후보와 C후보의 후보단일화가 일어날

수 있다.AB'C'에서는 A후보의 상득표율이 과반이기 때문에 C후보와

B후보가 단일화하여도 당선이 가능해지지 않는다.C'BA'M과 MA'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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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후보단일화가 가능한 상지지 분포

(한 후보의 입장에서)

[그림 3]후보단일화가 가능한 상지지 분포

에서는 A후보가 수 후보가 아니다.같은 원리로 B후보가 수 정당일

경우 A후보와 B후보의 C'A'M에서,C후보가 수 후보일 경우 MA'B'일

때 A후보와 B후보의 후보단일화가 가능하다.이를 종합하면 [그림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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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각 후보의 상득표율은 후보단일화 논의가 진행되는 당시의

여론조사 상의 지지도로 볼 수 없다.후보들이 후보단일화를 결정하는

기반이 되는 상득표율 분포는 실제 투표 결과에 한 상치이다.모

든 후보는 선거 과정에서 일정 정도 선거 운동의 효과를 기 한다.선거

운동의 효과로 지지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지만,후보들은

일반 으로 낙 망을 갖는 경우가 많다.각 후보는 자신이 생각하

기에 가장 효과 인 선거 략을 구사하기 때문에,선거운동이 효과가 없

을 것이라 상하는 후보는 없다.다만 정세와 후보구도 상으로 선거운

동의 효과를 다르게 망할 뿐이다.

이처럼 후보들의 지지도 분포는 각 후보의 주 확률에 기 한 것

이다.매 선거는 단일사건(asingleevent)이기 때문에 반복을 통한 귀납

확률추론이 불가능하며,선거에는 수많은 변수가 향을 미치기 때문

에 선거에서의 지지율 분포를 선험 으로 추론하는 것 한 사실상 불가

능하다.따라서 각 후보들이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고려하는 지지도 분포

는 선거운동 기 효과,잠재 지지층 분석 등을 고려한 주 수치다.

따라서 [그림4]에서 세 후보가 모든 같은 한 지 의 득표분포를 상

하지는 않는다.각 후보마다 삼각형 안에서 특정한 지 을 상되는

상득표율 분포로 삼을 것이다.당연히 상하는 지지도 분포는 후보마다

상이하며 각 후보가 주 으로 상하는 지지도 격차는 상당히 클 수도

있다.따라서 후보단일화에 나선 양 후보의 상 지지도 분포가 모두

C'A'M,MA'B',C'MB'삼각형 한 삼각형에 같이 치해야 후보단

일화가 가능하다.

후보들이 각자 주 으로 다르게 득표를 상하면서,후보단일화가

가능한 상황은 [그림5]와 같은 상황이다.[그림5]에서 B후보의 득표 상

을 b,C후보의 득표 상을 c로 보면,선분 bc는 두 후보가 상하는 득

표결과 간의 차이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그림5]에서 두 후보의 득표

상 b,c가 모두 C'MB'에 치하는 경우,즉 선분 bc가 C'MB'에 치

는 경우에 후보단일화는 가능하다.이 조건의 충족과 련하여 선분bc의

길이가 변수가 된다.선분이 길면 선분 구간이 C'MB'에 속하기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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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후보단일화가 가능한 후보들의 득표 상

(주 상)

려워진다.다시 말해,두 후보의 득표 상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에 따라

성사여부는 달라진다.다시 말해,선거를 통해 득표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선거운동 기 효과에 의해 후보단일화 성사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

(1)선거운동 기 효과

후보들간의 지지도 분포 상의 차이는 선거운동 기 효과가 을수

록 작아진다.다시 말해 부동층이 을수록,구도가 고착화될수록 후보들

간의 지지도 분포 상은 유사해질 것이다.따라서 각 후보의 지지 상

이 후보단일화 가능 역에 함께 있을 가능성이 커진다.통시 으로 본

다면 여론조사 기술의 발달 한 득표 상의 정확성에 향을 수 있

다.주 인 확률 한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객 근거에 따른 합리

측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최근 휴 화의 보 등 정보통신 여건

의 변화로 다시 여론조사의 정확성이 문제가 되는 등의 사례로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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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선거운동 기 효과가 큰 경우

기술이 항상 선형 으로 발 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한 본 연구가 통시

인 연구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론조사의 정확성은 유의미한 변

수로 가정하지 않는다.본 연구에서는 후보들이 같은 수 의 정보를 가

진 상황에서,각자의 선거운동의 기 효과를 고려한 상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림6]에서 두 후보는 상 의 측에 비해 일정 정도 자신에게 유리

하게 득표결과를 측하고 있다.후보들은 모두 자신이 생각하는 최선의

선거 략을 이용하기 때문에,자신의 득표결과를 비 으로 상하는

것보다는 정 으로 상하는 것이 보편 인 상황이다.하지만 [그림6]

에서 두 후보의 측치는 크게 다르지 않아 선분 bc가 C'MB'에서 벗어

나지 않는다.

반면 [그림6]은 두 후보의 측치의 차이가 큰 경우를 보여 다.[그

림6]에서는 [그림5]와 비교해서 C후보는 상치가 같고,B후보는 자신이

조 더 득표할 것이라 상하고 나머지 두 후보는 [그림5]에 비해 게

득표할 것이라 상하고 있다.따라서 B후보는 자신이 A후보를 간소한

차이로 르고 당선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으며,C후보의 득표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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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정도 있다고 해도 단일화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그림7]에서

선분 bc는 [그림6]에 비해서 길이가 길다.같은 길이의 선분이라고 해도

b와 c의 치에 따라 C'MB' 치할 수도 있지만,상 으로 삼각

형 안에 치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다시 말해 선거운동 기 효과

가 클 경우,즉 구도가 불안정하고 부동층이 많을수록 후보 단일화는 이

지기 어렵다.

물론 후보의 주 선거 측은 특정한 한 지 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후보들은 ‘략 이 정도’로 결과가 나올 것이라 측하는 경우가

부분이다.따라서 주 선거 측은 실제로는 특정한 지 이라기보다

는 일정한 구역일 것이다.그런데 그 구역이 후보단일화 가능 역과 겹

쳐져 있을 수도 있다.가령 독자출마로 당선가능성이 없진 않지만,높다

고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이에 속할 것이다.그 경우 후보의 고민은 길어

지고 복잡해질 수 있다.그러나 결국 후보가 후보단일화 여부를 결정하

는 것은, 상 지지에 해 특정 지 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지지이 가능성

후보단일화를 통해 지지도가 크게 오르는 경우,즉 단일화 패자 후보

의 지지표가 단일화 승자 후보의 지지로 많이 이어질 때 후보의 치는

변할 수 있다.단일화 이후의 지지 변화를 구체 으로 살펴보자.

단일화에 패한 후보의 지지는 [수식5]와 같이 나 수 있다.

      수식

  후보지지
  단 화승 지지

  수 후보지지 지지 탈

  기권

따라서 A가 수 후보,B가 단일화 승리 후보,C가 단일화 패배 후

보라고 할 경우 단일화 승자 B가 당선할 가능성은 [수식6]과 같다.



-34-

′       
      
        수식

단일화 패자의 지지 단일화 승자로 이 되는 지지와 수 후보로

이 되는 지지의 차가 수 후보와 단일화 승자의 지지 차보다 커야 단일

화 승자는 당선이 가능하다.단일화 성사 시 패자의 지지가 승자에게로

많은 부분 이 될 것으로 상될 때 후보단일화는 가능하다.이는 패자

의 지지가 승자에게 게 이 되는 것만을 뜻하지는 않는다.단일화경선

패자 후보의 지지자들이 지지후보의 사퇴 이후 표를 다른 후보에게 이

하지 않고 기권할 것으로 상되는 경우에도 후보들은 단일화를 선택하

지 않는다.

[수식4]를 단일화승리가능성을 심으로 정리하면   ′


로 나타낼

수 있다.따라서 단일화승리가능성이 낮아지면,단일화 이후의 승리가능

성이 이 의 가능성보다 더 큰 차이가 나아야 한다.그러나 지지도,조직

이 어 단일화승리가능성이 낮은 경우 수 후보와의 표 격차 역시도

크기 때문에     에서 좌변이 커지기 때문에 단일후보로

서의 당선가능성이 커지는 데 한계가 있다.따라서 단일화승리가능성이

낮아지면 단일화가 우월 략이 되기가 어렵다.

(1)후보 간 이념 거리

후보 간의 이념 거리를 1차원으로 나타낼 때,후보단일화 경선에 참

여하는 후보들 간의 이념 거리가 가까울수록 지지이 의 가능성이 커

져 후보단일화의 가능성은 높아진다.하지만 단일화 경선 승리후보와 패

배후보 사이의 이념 거리가 승리후보와 수 후보의 거리보다 가깝다고

하더라도,패배후보와 수 후보의 거리가 승리후보와의 거리보다 가까울

경우 오히려 수 후보에게 더 많이 지지가 이 되어 선거가 더욱 불리해

질 것으로 상할 수 있다.이 경우 후보단일화 상은 성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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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간의 이념 치분포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첫째

로,수 후보가 도정당이고 이념 양극으로 2 ,3 후보가 있는 경

우다.이 경우에는 후보단일화를 한다면 단일화패자 후보의 지지가 오히

려 수 후보에게 더욱 많이 가기 때문에 이 경우 2 ,3 후보들은 후

보단일화를 하지 않는다.둘째로,수 후보가 이념 한 축에 있으면서

상 으로 가까운 거리에 한 후보가 있으며,이념 으로 다른 한 측에

다른 후보가 존재하는 경우다.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후보단일화를 할

경우 수 후보의 지지가 더욱 많이 상승하기 때문에 후보단일화는 일어

나지 않는다.셋째로,수 후보가 이념 한 측에 있으면서 다른 측에 2

,3 후보가 다른 측에 상 으로 가깝게 모여 있는 경우에는 후보

단일화를 통한 지지이 이 용이하기 때문에 후보단일화가 일어날 수 있

다.

실의 선거에서 후보들 간의 이념 거리는 1차원 으로 표 되지

않으며,각 유권자들의 주 인식까지를 고려하면 후보들의 이념 거

리를 엄 하게 인식하는 것은 별도의 조작이 없이는 어렵다.하지만 단

순다득표제 선거는 선거 구도를 흔히 이분법 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

(샤츠슈나이더,1960)후보단일화는 실 으로 선거 결과를 좌우할 만큼

상당수의 유권자들이 이분법 구도 하에서 '같은 편'으로 인식하는 후

보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2)균열구조의 특징

균열구조의 특징은 두 가지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다.균열구조 자체

가 지지가 용이하게 이 될 수 있는 특징이 있는가와 균열구조가 단층으

로 존재하는가이다.

이념 균열은 비교 1차원 인 좌우구도로 나뉘어 균열이 연속 으

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어떤 균열들은 불연속 으로 존재하

여 균열 구조상에서 거리가 '가깝다/멀다'로 나타낼 수 없다.지역,민족,

종교,인종 균열이 이러한 종류의 균열이다.가령 지역주의 균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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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서 호남과 충청이 호남과 경상도보다 가깝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균열에서는 1차원 인 거리에 따라 지지이 을 상하기가 어렵

다.물론 이 경우에도 'PK-TK(지역)','흑인-히스패닉(인종)'처럼 상

친화성이 있을 수 있지만 균열구조를 1차원 연속성으로 비교할 수

는 없다.이 경우 후보단일화를 통해 지지후보가 사퇴한다면 지지자들은

기권을 하거나,다른 균열구조에 따라 투표할 것이다.혹은 후보들의 개

인 지지유인 한 요한 향을 미칠 수 있다.

균열구조의 다층성 한 지지이 에 향을 다.하나의 균열구조가

있는 경우 후보들은 지지이 을 보다 쉽게 측할 수 있고,유권자들 역

시도 후보단일화에 따른 지지이 을 보다 단순하게 결정할 수 있다.하

지만 균열이 다층 으로 존재한다면,한 균열에 의해선 '같은 편'인 후보

들 사이에서도 다른 균열에 의한 이 을 고려하면 후보단일화를 하지 않

는 것이 우월한 략일 수 있다.이 경우 유권자들은 자신이 시하는

균열에 따라서 한편으로는 극 으로 후보단일화를 요구하고, 다른

유권자들은 후보단일화를 요구하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3)후보 개인의 지지유인

후보와 지지자들의 연결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도 지지이 과

련이 있다.후보가 특정한 이념,정책,등의 변인으로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받고 있다면 유권자들은 후보단일화로 후보가 사퇴할 경우 후보와의

거리를 고려해 새로운 지지후보를 선택하거나,기권을 선택할 수 있다.

반면,후보의 개인 리더십에 의해 지지자와 연결되어 있을 경우 후보

단일화에 따른 지지이 은 다른 양상을 보인다.후보단일화로 인해 사퇴

한 후보가 확실하게 후보단일화 승리후보를 지지하거나,보상을 약속받

아 후보단일화 승리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사퇴 후보에게도 유리할 경우

지지는 상당히 많이 이 될 수 있다.반면 사퇴후보의 승리후보 지지가

없거나,사퇴 이후의 선거 결과에 따라 효용이 달라지지 않을 경우 기권

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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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후보 간 지지율 격차

삼자 구도에서 A후보가 수 후보라 할 때 [그림3]과 같은 상황에서

후보단일화가 가능하다.하지만 [그림3]과 같이 후보단일화가 가능한

상지지를 한다고 해도,후보단일화에 참여하는 후보 간 지지율 격차에

따라서도 후보단일화의 양상은 달라진다.후보구도에 따라서도 후보단일

화의 양상은 달라진다.앞으로의 논의의 편의상 A를 수 후보,B후보를

단일화 승리 후보,C후보를 단일화 패배 후보로 가정하자.그리고 여기

서는 두 후보의 득표 측이 모두 후보단일화 가능 역에 속한다고 가정

하자.그리고 논의의 편의상 각 후보의 득표 측의 평균지 을 후보단일

화가 이 지는 득표 측지 이라고 보자.이처럼 후보단일화 논의가 시

작될 수 있는 상황에서 각 후보의 효용은 어떻게 이 지고,그에 따라

게임은 어떻게 진행될까?

앞서 밝힌 로 후보의 효용은 단일화 의 당선가능성과 단일화 후

의 당선가능성,단일화 경선 승리가능성에 따라 달라진다.이러한 변수들

은 결국 후보들의 상득표에 따라 달라진다.따라서 어떤 구도에서 후

보단일화를 하느냐에 따라 양 후보의 효용은 크게 다르다. 표 인 모

델로서,B와 C의 지지도 분포에 따라 두 후보의 지지도가 비슷한 ‘등

한 후보단일화’와 지지도 차이가 큰 ‘종속 후보단일화’로 나 수 있다.

[그림8]에서 (가)는 등한 후보단일화를,(나)은 종속 후보단일화를 나

타낸다.이러한 두 게임은 각기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며,결과 으로 다

른 게임의 룰을 가진다.

(1)지지율 격차가 은 경우: 등한 후보단일화

등한 후보단일화는 상 으로 지지도가 비슷한 후보들 사이의 후

보단일화이다.[그림7]의 (가)에서 후보단일화에 참여하는 두 후보는 [그

림1]에서 경합후보군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둘 모두가 군소후보군에

속한다면 선분AD 근처에 지지도 분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이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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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등한 후보단일화와 종속 후보단일화

서 단일화의 세 변수,즉 단일화 이 의 당선가능성(),단일화 이후의

당선 가능성(′),각 후보의 단일화승리가능성()은 어떻게 되는가?

단일화승리가능성()을 결정하는 지지도와 조직은 두 후보가 비교

등하다고 볼 수 있다.하지만 [그림4]에서 보듯이 은 지지율 차이로

도 승리가능성은 크게 차이날 수 있다.그 기 때문에 양 후보 모두 조

이라도 불리한 싸움을 감수하기 힘든 상황이 된다.후보단일화와 같은

상게임에서는 한 후보의 기 효용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반 측의

기 효용이 낮아진다면 후보단일화를 진행할 수 없다.따라서 양 후보의

기 효용을 모두 높일 수 있도록 단일화 경선 방식을 두고 상이 진행

된다.이 상의 결과로 지지도,조직이 낮은 측의 단일화승리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지지도,조직의 우 에 있는 후보의 단일화승리가능성은

상 으로 낮아진다.결국 등한 후보단일화의 경우 양 후보 모두 단

일화승리가능성은 1/2에 가깝다.

따라서 후보단일화의 참여하는 B,C후보의 당선가능성이 후보단일

화 이후에 그 이 보다 략 2배 이상 상승한다면 B,C후보에게 후보

단일화는 우월 략이다.여기서는 후보단일화를 후로 한 지지이 이

요한 변수가 된다.후보단일화에 참여하는 B,C후보는 지지도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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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당선가능성이 비약 으로 상승하는 구간에 있다.따라서 후보단일

화가 성사되고,지지이탈이나 기권이 많지 않다면 후보단일화를 통해 당

선가능성을 등시킬 수 있다.하지만 등한 후보단일화의 경우 두 후

보의 균열구조(이념,지역 등)에서의 거리가 멀거나,지지유인의 특성상

지지이 이 어려운 경우라면 당선가능성의 상승에 한계가 있다. 한 지

지유인의 특성으로 인해,지지도가 같은 B,C두 후보의 단일화 이후의

당선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다.가령,B후보의 지지는 A후보로 이 될 가

능성이 크지만,C후보의 지지는 가능성이 을 수도 있다.반면,후보의

개인 카리스마나 후원자 계에 의한 지지가 이 질 경우 지지가 이

되지 않고 기권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2)지지율 격차가 클 경우:종속 후보단일화

종속 후보단일화는 후보단일화에 참여하는 두 후보 간의 지지도 차

이가 상당히 존재하는 경우이다.이 경우 단일화 승자인 B후보는 [그림

1]에서 경합군에,C후보는 군소후보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그림8]의

(나)와 같이,C'MD내부의 좌측에 지지도 분포가 있을 때 일어난다.두

후보의 상황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두 후보의 기 효용도 매우 다르다.

종속 후보단일화에서 두 후보의 단일화 이 의 당선가능성(),단일화

이후의 당선가능성()은 어떻게 되는가?

지지도,조직 면에서 우 에 있는 B후보의 경우,군소후보와의 단일

화승리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거의 1에 가깝다.그리고 등한 후보단

일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B후보는 지지도에 따라 당선가능성이 가 르

게 상승하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단일화 이후의 당선가능성이 단일화 이

의 당선가능성에 비해 크게 높아지는 경우가 많다.특히 B후보가 균열

구조 하에서 에 있을 경우 균열구조에서 가까운 극단에 존재하는 군

소후보와 단일화할 경우 상 으로 지지이탈이 고,많은 지지이 이

가능하다.따라서  ′   가 성립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열 에 있는 C후보의 경우는 단일화가 우월 략이 아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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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크다.군소 후보군의 후보는 단일화승리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단일화 참여는 실질 으로 선거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모든 후보는 [수

식1]에 따라서 선거참여에 해 일정한 기 효용을 가지고 있다.

(   )따라서 단일화승리가능성()이 매우 낮을 경우 후보단일

화는 오히려 기 효용이 낮아지는 열등 략이 될 수 있다. 한 단일화

이후 당선가능성인     에서 수 후보와 격차가 크기

때문에 좌변이 커진다.반면 우 후보인 B후보가 후보일 때,B후보

의 지지가 우 후보인 A후보에게 이 될 가능성이 많아 지지이탈이 커

져 우변은 작아질 가능성이 크다.이처럼 열 후보인 C후보에게 있어 단

일화승리가능성()은 매우 낮고,단일화 이후 당선가능성(′)의 상승도

한계가 있다.따라서 C후보의 입장에서  ′  가 성립하는 경우는

다.

이 듯 종속 후보단일화에서 단일화에 한 두 후보의 기 효용이

다르다.후보단일화는 강제성이 없는 후보 간 합의이기 때문에,우 후

보의 기 효용이 아무리 크더라도,열 후보의 기 효용이 후보단일화

를 하기 보다 낮아질 경우 후보단일화는 이 질 수 없다.따라서 추가

인 조건 없이 종속 후보단일화는 이 지지 않는다.종속 후보단일

화가 이 지기 해서는 새로운 조건으로 두 후보 간 기 효용이 조종되

어야 한다. 따라서 합의 과정에서 열 후보에 한 ‘보상

(indemnification)’이 약속된다.따라서 종속 후보단일화 게임은 '보상

게임'이다.보상이 약속된 후보단일화에서 우 후보인 B후보와 열 후보

인 C후보의 기 효용은 다음과 같다.

 ′   ′  
 ′   ′   ′  수식

 ′ 단 후보로 출후당 가능
  당 효용
  거비용
′  단 화시점까지 거비용
  후보단 화에 한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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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기 효용에 따라 우 후보와 열 후보가 모두 후보단일화

를 하기 보다 우월 략이 될 때 종속 후보단일화는 이 진다.종속

후보단일화에서 경선이나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요식

행 에 가깝다.실제로 종속 후보단일화는 양보와 보상 게임이다.따라

서 종속 후보단일화 게임에서 우 후보의 경선승리가능성은 1이고,열

후보의 경선승리가능성은 0이다.따라서 종속 후보단일화의 성사 여

부는 후보단일화의 참여하는 후보들이 한 수 에 보상에 합의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우 후보가 수 있는 보상과 열 후보가 받고자

하는 보상이 겹쳐지지 부분이 있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다.이어서 이에

해 구체 으로 논의해보자.

4.종속 후보단일화의 보상 상

종속 후보단일화의 보상에는 권한 나 기,임명직 공직 선출직

유력후보 보장,다른 지역구에서 열 후보의 정당 당선 보장 등이 있을

수 있다.그러나 근본 으로 보상(I)이 무 클 경우 우 후보에게 후보

단일화가 우월 략이 아닐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보상이 크기는 한정

된다.

종속 후보단일화 게임에서 우 후보는

 ′        일 때 단일화를 한다. 의 수식은



′
 


로 정리할 수 있다.즉,당선가능성이 증가비율이 당선효용에

서 보상을 제외한 효용에 한 체 당선효용에 한 비율보다 커야한

다.당선이 아무리 지상 목표라 하더라도 당선 후에 무 많은 것을 보

상으로 주어야 한다면,후보단일화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따라서 우

후보는 경합구간에 있는 후보여야 하고,열 후보도 상당 정도로 득

표결과에 향을 수 있는 후보여야 한다.이는 역으로,우 후보의

당선가능성을 압도 으로 올릴 수 있는 후보라면 단일화를 통해 후보를

양보하더라도 상당 부분의 당선 효용을 나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열 후보의 입장에서는 후보단일화에 한 보상()이 한정 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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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후보단일화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한정 이다.열 후보의 경우

선거를 도에 포기하는지를 결정하는지의 게임이기 때문에 우 후보의

경우와는 비용 계산이 다소 달라진다.즉 다시 말해,단일화 시 까지의

비용(′)과 선거를 완주했을 때의 비용()을 구분해야 한다.따라서 열

후보는  ′  ′   의 조건을 만족할 때 종속 후보단일

화에 참여한다.

여기서 보상()을 심으로 수식을 정리하면 ′   ′ 

이다.당연히 보상은 클수록 후보단일화가 우월 략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 보상을 받을 가능성,즉 단일후보의 당선가능성이 크기도 요한

변수다.당선이 유력한 후보가 큰 보상을 약속할 때 단일화가 수월하게

이러지는 것은 당연하다.반면 아무리 큰 보상을 약속한다고 해도 단일

후보의 당선가능성이 크지 않다면 우월 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단일화에 한 보상이 일정할 때,독자출마 시 당선가능성이

작을수록,이미 들어간 선거비용이 을수록,완주 시 상되는 선거비용

이 클수록 후보단일화는 우월 략이 될 가능성이 크다.따라서 종속

후보단일화의 경우 후보단일화가 가장 쉽게 일어나는 것은 선거가 시작

되기 이다.이때는 기지출한 비용(′)가 크지 않기 때문에 상 으로

은 보상을 가지고도 후보단일화가 가능하다.즉 사 합의를 통해 선

거를 포기하는 경우다.한편 반 로 투표 직 에도 후보단일화가 이 질

수 있다.이 경우 상당한 정도의 당선가능성을 상하고 선거에 진입한

후보가 선거 후반에 들어 자신의 열세가 분명히 들어날 때,즉 더 이상

선거의 기 효과가 없고 당선가능성()이 0에 가깝다고 인지할 때 일어

날 때 일어난다.이 경우    ′ 에서 우변이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은 보상으로도 후보단일화가 가능하다.

의 내용을 종합할 때 종속 후보단일화 게임에서 보상은

′

 ′ 
   ′


에 들어가야 한다.두 후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보상()이 존재하지 않을 때 종속 후보단일화는 성사하지 않

는다.

이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다.우선 말 그 로 보상의 범 에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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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들어가지 않는 경우,즉′

 ′ 
 ′


인 경우이다.

이 경우는 열 후보의 독자 당선가능성()이 상당히 있으면서,우

후보의 독자 당선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경우다.동시에 단일후보

의 당선가능성(′)은 낮아야 한다.이런 경우는 논리 으로 성립하기 어

렵다.이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미 후보 간의 상지지도 분포,지지

이 을 고려하는 단계에서 후보단일화 논의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

다.따라서 이러한 사례는 많지 않다.

후보단일화 상까지 가게 되는 경우는 후보단일화를 통해 두 후보

모두 기 효용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기 가 있는 경우다.그러나 보상

은 구체 수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특정한 정치 가치의 수여

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보상의 값이 나올 수 있다하더라도

그 값을 나타낼 수 있는 정치 ,제도 방법이 없을 수 있다.보상은 공

직 임명권 분할,개헌 등의 권력구조 재편,정책수용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통령제는 승자독식 구조이기 때문에 권력의 분할이 수

월하지 않다.(강원택,2006)권력을 나 고자 하더라도 나 수 있는

한 방안이 없어서 상은 무산될 수 있다.이후 정동 -문국 사례를

통해 이를 구체 으로 알아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상약속에 한 이행 보장의 문제도 상 과정에서 요

하다.단일 후보가 보상을 약속한다 하더라도 제도 으로 권한 자체가

통령 개인에게 쏠려 있기 때문에,약속의 이행을 보장할 방법이 거의

없다. 한 미래의 정치 상황에 따라서도 약속은 이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따라서 한국의 통령제 하에서 권력을 나 고 이를 안정 으로

보장하기가 쉽지 않다.후보를 양보하는 열 후보의 입장에서는 보장의

불안정성의 정도에 따라,약속 이행의 시 에서 재의 보상약속에 해

할인하여 사고하게 된다.정치 ,제도 으로 보상의 이행이 잘 보장될

것이라 상되면 상에 큰 문제가 없지만,이행을 보장하기 어려울 경

우 양보하는 열 후보는 훨씬 큰 보상을 주장하거나,당장의 보상을 요

구할 수도 있다.따라서 보상 상의 제약은 커지고, 상의 성사는 더욱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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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력구조 권력배분

후보단일화는 정치 ,법 권력구조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연

합 형성의 방식과 성사 가능성은 항상 선거제도와 권력구조에 향을 받

는다.본 연구에서는 단순다득표제로 선출하는 통령제를 상으로 하

고 있기 때문에,선거제도와 권력구조에 따라 어떻게 연합 형성이 달라

지는가는 본 연구의 논의를 넘어선다.하지만 같은 단순다득표제- 통령

제라고 하더라도 구체 인 권력구조의 형태에 따라 후보단일화의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

선출되는 직책의 권한이 분리될 수 있는가와 분리를 법 으로 보장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보상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다.이는 정치 련

법 등 법 요소와 더불어 정당구조,정당규율,정치 안정성,정치

습 등의 정치 요소에 의해서도 달라진다.가령 통령의 권한 분할

이 법 으로 보장가능하고 정치 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면 보상 상

은 좀 더 용이할 것이다.그러나 승자독식의 제도와 정치문화 하에서

통령의 권한 분할을 보장하는 것은 쉽지 않다.이러한 경우 보상 상은

상 으로 어려워진다.

한 개헌,입법, 산 등 정책 요소의 보상이 건일 경우,의회의

의석 분포 한 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두 후보의 정당이 력했을

때 의회 정족수를 만족하면서,단일 후보의 정당이 단독으로 의회 정족

수를 넘길 수 있다면 배반의 가능성은 커진다. 한 의회 내에서 다른

방식의 연합이 가능할 경우에도 배반의 가능성은 있다.반 로 두 정당

이 힘을 합쳐도 정족수에 다다르지 못한다면 두 정당의 보상 약속은 무

로 그칠 가능성도 있다.

(2)선거의 종류

보상 상은 선거의 종류에 따라서도 다른 양상으로 진행된다.이는

선거에 따라 선출되는 직책과 선거구의 수와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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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직책에 따라 보자면, 통령,자치단체장 등 행정부의 표를 뽑는

선거에서는 비교 용이하게 당선 효용을 나 수 있다.내각 등의 인선

에 반 할 수 있고,정책사항 역시 의를 통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

다.이례 으로는 1997년 통령 선거의 김 -김종필 사례에서 보듯이

권력구조 자체를 바꾸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반면 국회의원,지방의원

선거에서처럼 입법부의 의원을 선출하는 경우 당선 효용을 분할하는 것

은 쉽지 않다.의원 하나하나가 입법기구로서 권한을 갖는 것이기 때문

에 타인에게 이양할 수 없는 권한이기 때문이다.

선거구의 수와 층 한 보상 상에서 요한 변수다. 통령 선거

와 같은 단일 선거구 선거의 경우 정당 간의 상을 통해 선거구를 나눠

갖는 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상이 한정된다.반면 국회의원선거,지

방선거에서는 정당 간의 후보조정을 통해 선거구를 겹치지 않게 하는 것

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상의 수여가 분명해져 상이 용이해질 수 있다.

특히 지방선거에서처럼 여러 층 의 선거가 동시에 이 지는 경우 큰 단

의 선거를 양보하면서,작은 단 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 등의 다양

한 상이 가능해진다.다만 본 연구에서는 정당 간 상을 통한 선거

연합보다는 각 선거구 차원에서의 후보 사이의 단일화를 심으로 연구

하기 해 정당을 통한 보상은 직 으로 다루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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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후보단일화의 성사와 실패:민주화

이후 한국 통령 선거 사례

이 장에서는 3장의 분석틀을 가지고 민주화 이후 한국 통령 선거에

서의 단일화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분석할 것이다.우선 크게 단일화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로 분류한 후,각 유형을 세분하여 이에 한

사례를 용해 설명하고자 한다.본 연구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단일

화가 일어난 경우뿐만 아니라 단일화가 논의되어 유력후보가 등록하지

않거나,후보를 사퇴한 사례를 단일화 성공 사례로 보았다. 한 단일화

여론이 있거나,단일화 상이 있었는데 단일화가 이 지지 않은 사례를

실패 사례로 보았으며,설명을 해 2,3 후보의 합계득표가 당선자보

다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단일화가 논의되지 않는 경우까지도 넓은 의미

의 단일화 실패사례로 보았다.성공사례로는 2002년 통령 선거에서의

노무 -정몽 사례,1997년 김 -김종필 사례를 다루며,단일화의 실

패 사례로는 1987년 통령 선거에서의 김 삼-김 사례,1992년 선

거에서의 김 -정주 사례,2007년 선거에서의 정동 -문국 사례를

다룬다.

3장의 분석틀을 사례에 용하는 데에 있어 몇 가지 주제상,방법론

상의 한계가 있어 미리 지 한다.우선,후보의 주 상은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 추론할 수밖에 없다.후보단일화는 다양한 객 사실뿐만

아니라 후보의 주 상과 직 에 의해서도 향을 받는다.그러나

이러한 주 상은 후보의 발언,행동,회고 등을 통해 추론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주 변수의 측정은 본 논문뿐 아니라 모든 사회과

학 연구에서 더욱 고민되어야 할 지 이다.둘째로,후보단일화라는 연구

주제의 특성상 많은 경우 상은 비공개로 진행된다.특히 결렬된 후보

단일화의 경우 공식 상문 조차 공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상의 구

체 양상을 살피기가 쉽지 않다.본 논문은 다양한 기사, 련자들의 발

언 등을 통해 상의 과정을 추론한다.정보의 한계로 일부 사실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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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론이 있다면 이는 추가 인 연구와 조사를 통해 보충되어야 할 것이

다.

제 1 후보단일화의 성사

1, 등한 후보단일화 :2002년 통령 선거 노무 -정몽

2002년 통령 선거에서 후보단일화는 노무 후보의 당선에 결정

인 공헌을 했다.후보단일화 이 에는 소 ‘이회창 세론’이 회자되며

이회창 후보가 압도 으로 선두를 유지했지만,11월 24일 후보단일화 이

후에는 노무 후보가 지속 으로 1 를 유지했다.투표 날 정몽 의

막 지지철회로 다소간의 지지이탈이 있었으나 노무 후보는 결국 당

선하 다.노무 -정몽 단일화는 두 후보 모두 비슷한 단일화승리가능

성을 가진 상태로 진행되었으며,특별한 보상에 한 의 없이 당선가

능성을 올리는 것에 최 의 목 을 둔 형 인 등한 후보단일화라고

볼 수 있다.두 후보의 단일화는 反한나라 유권자들의 지지를 결집시켜

성공 인 결과를 가져왔다.

후보단일화 논의가 본격화된 10월 순에 선거구도는 이회창 후보의

우세 속에 정몽 후보가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었으며,노무 후보는

지지율이 하락한 가운데 답보하고 있었다.노무 후보의 경우 국민경선

승리로 한 때 지지율이 60%를 넘기도 하 으나 거품이 빠지면서 15%

이하로 떨어지기도 했다.10월에 들어 지지를 다소 회복하 으나 20%를

넘지 못하고 있었다.정몽 후보는 월드컵의 성공 인 개최에 힘입어

인 지지가 높아졌고,9월 1일 통령 출마를 선언하면서 인기가

크게 상승하 다.이 시기부터 두 후보는 강하게 단일화를 요구받았다.

특히 노무 으로는 이회창을 꺾을 수 없다는 기의식을 가진 민주당 의

원들이 정몽 후보를 포함한 재경선 등의 방법의 후보단일화를 요구하

고,김민석 의원 등 일부는 단일화를 요구하며 탈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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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시기

조사기

다자 결 구도시 노무 단일화시 정몽 단일화시

이회창 노무 정몽
태도

유보
이회창 노무

이-노

gap
이회창 정몽

이-정

gap

8/10(동아일보) 30.8 20.8 27.4 21.0 40.4 31.7 8.7 33.5 39.7 -6.2

8/31(MBC) 29.2 18.3 22.2 22.2 34.5 31.3 3.2 31.6 41.0 -9.4

9/7(동아일보) 30.2 17.6 29.5 21.0 37.7 32.2 5.5 33.5 41.0 -7.5

9/18(MBC) 31.7 18.5 27.5 21.4 38.0 32.1 5.9 33.0 40.7 -7.7

9/24(동아일보) 32.0 14.4 28.5 23.7 41.2 31.0 10.2 34.7 41.7 -7.0

9/28(MBC) 30.0 16.8 26.1 24.9 39.0 31.8 7.2 32.3 42.8 -10.5

10/19(MBC) 31.5 17.3 25.7 21.2 39.0 31.6 7.4 34.1 40.5 -6.4

[표 3]2002년 통령 선거 다자 결 후보단일화시 지지도(8월~10월

순)(%)

출처:코리아리서치센터,『16 통령 선거 여론조사로 다시 보기』,2003,

코리아리서치센터.62쪽.

이 시기 후보단일화 요구는 실제로는 노무 후보의 사퇴와 정몽

후보로의 단일화를 의미했다.[표3]에서 보듯이 노무 후보는 정몽 후

보에 비해 지지율이 확연하게 낮았기 때문이다. 한 노무 후보로의

단일화가 이 진다고 해도 이회창 후보에게 승산이 크지 않았던 것에 비

해,정몽 후보로 단일화가 이 질시 승산이 컸기 때문이다.그 기 때

문에 단일화 요구 양상도 각 세력 밖의 여론에서부터 등장한 것이 아니

라 원래 노무 세력이었던 민주당 의원들이 정몽 후보에게로 이탈하

는 방식으로 이 졌다.후보단일화추진 의회(이하 후단 )등 민주당 탈

당 의원들의 선택은 따로 분석해야겠지만,이러한 그들의 행동은 노무

후보의 세력을 더욱 약하게 해 두 후보 간 균형을 무 뜨려 종속 후보

단일화를 이루려 한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의 단일화 요구에 해 노무 후보는 강하게 반 했

고,정몽 후보도 극 으로 응하지 않았다.2002년 통령 선거는

소 3金 시 가 끝나면서 새로운 정치 지도자에 한 요구가 어느 때

보다 높아서 이례 으로 선거구도가 불안정했기 때문이었다. 한 노무

후보와 정몽 후보 모두 오래 정치를 했지만 선후보로는 크게 거

론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다.그들의 인기를 노풍(風),정풍(風)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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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만큼 그들에 한 지지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동 이었다.노무

후보는 민주당 국민경선을 통해 극 으로 민주당 통령 후보로 선출

되면서 지지가 60%가 넘기도 했고,정몽 후보도 월드컵 열풍과 더불

어 지지가 격하게 올랐다.이런 불안정한 선거구도에서 두 후보는 큰

선거운동기 효과를 가졌을 것이고,2달여의 시간은 선거를 새로운 국면

으로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기 때문이었다.

노무 후보는 후보단일화를 한다고 해도 그 시기를 피해야 했다.앞

서 [그림2]를 통해 설명한 것처럼 양자 결 구도에서 조 의 지지율 격

차는 단일화승리가능성에 큰 차이를 만든다. 한 단일화 경선을 어렵게

이긴다 하더라도 당선가능성이 크지 않았다.노무 후보를 B라고 할

때,노무 후보의 등한 후보단일화의 조건은 ′  이다.이 시기

노무 후보의 상황은 좌변과 우변이 모두 크지 않은 것이었다.노무

후보가 낮은 가능성을 뚫고 두 번의 승리를 이룰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당선가능성이 격하게 오로는 경합구간에 들어서기 까지는 지지율이

상당히 오른다고 해도 당선가능성과 단일화승리가능성은 크게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좌변은 우변보다 더욱 작다고 추론할 수 있다.따라서 노무

후보의 입장에서 이 시기 등한 후보단일화는 피해야 할 략이었

다.

한편 이 시기 노무 후보의 략을 종속 후보단일화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도 있다.노무 후보는 일정 정도 보상을 약속받는 조건으로

재경선 등의 단일화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상황은 종속 후

보단일화가 이 진 1997년과는 많이 달랐다.1997년 통령 선거에서는

각 후보들의 후보-지지자 연합이 상 으로 매우 안정 이었다.김

과 김종필은 견고한 지지층이 갖고 있었고,이는 상 후보도 마찬가지여

서 선거운동기 효과가 크지 않았다.그러나 앞서 지 한 바와 같이

2002년 통령 선거는 이회창 후보를 제외한 후보들의 지지율의 등락이

매우 격했다.한 때 지지율이 60% 이상으로 올랐던 노무 후보 입장

에서 선을 두 달 앞둔 시 에서의 10% 의 지지율이 투표까지 이어진

다고 보기 어려웠다.따라서 노무 후보의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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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인 상황에서 무리하게 단일화를 시도할 필요는 없었다.투표에 더

가까워져 선거운동기 효과가 어진 상황에서도 여 히 지지율이 낮다

면 그 때에 종속 후보단일화를 해도 늦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 뿐만 아니라 뒤에 2007년 정동 -문국 사례에서 구체 으로 살

펴보겠지만 승자독식의 통령제 하에서 권력분할의 방식은 제한 이다.

그리고 민주당의 의석이 은 상황에서 권력분할을 의회를 통해 보장하

기도 쉽지 않았다. 한 재벌 출신이고 친미 인 정몽 후보가 통령

이 된다고 해도 민주당과 마찰이 있을 경우 이념 거리가 가까운 한나

라당과 손잡을 가능성 한 충분히 있었다.이런 경우 노무 후보는 토

사구팽의 처지가 되기 십상이었다.이런 이유에서도 노무 후보로서는

이 시기에 종속 후보단일화를 선택할 수가 없었다.

이 시기 노무 후보의 입장에서 지지율이 최 을 치고 있는 상황

에서는 어떤 방식의 후보단일화도 우월한 략이 아니었다.민주당 후보

인 노무 후보는 고정 인 호남 지지층이 있었기 때문에 지지율이 더

낮아지기는 힘들었다.노무 후보는 10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후보사

퇴는 없다’며 후보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하 다.(『매일경제』,

2002/10/15)노무 후보는 ‘민주당 후보 자리가 그 게 가벼운 자리가

아니며,지지율 등을 근거로 한 어떤 압력으로 인해 후보 자리를 포기할

일은 없을 것’이라며 강하게 후보단일화에 반 하 다.

한편 9월에서 10월에 이르는 이 시기에 정몽 후보의 후보단일화에

한 입장은 유보 이었다.정몽 후보를 C라 할 때,정몽 후보의 후

보단일화 참여 조건은 ′  이다.정몽 후보의 입장에서 후보단

일화를 하면 승산이 아주 커지지만,선거운동기 효과가 큰 상황에서 독

자 당선가능성이 아주 낮은 것은 아니었다.지지율이 노무 후보보다

높기 때문에 후보단일화를 해도 이길 가능성이 높았지만,조직 면에서는

정몽 후보가 리기 때문에 경선방식에 따라서는 정몽 후보가 질 가

능성이 아주 진 않았다.더군다나 노무 후보에게 불리한 경선방식을

노무 후보가 수용할리 없기 때문에 지지율의 우 가 후보단일화 승리

를 담보한다고 보기는 어려웠다.그리고 상 방이 받지 않는 후보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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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시기

조사기

다자 결 구도시 노무 단일화시 정몽 단일화시

이회창 노무 정몽
태도

유보
이회창 노무

이-노

gap
이회창 정몽

이-정

gap

10/19(MBC) 31.5 17.3 25.7 21.2 39.0 31.6 7.4 34.1 40.5 -6.4

11/2(MBC) 35.9 19.0 20.7 18.1 39.9 34.3 5.6 39.1 36.8 2.7

11/9(MBC) 35.5 19.5 22.7 17.1 41.1 36.1 5.0 38.3 39.2 -0.9

11/17(동아일보) 34.1 20.5 20.3 20.7 38.0 36.0 2.0 36.0 38.9 -2.9

11/23(동아일보) 31.7 23.7 23.5 17.5 37.2 40.6 -3.4 33.4 42.1 -8.7

11/24(MBC) 32.9 23.1 24.4 14.9 37.6 42.3 -4.7 35.2 42.9 -7.7

[표 4]2002년 통령 선거 다자 결 후보단일화시 지지도(10월 하순~11

월)(%)

출처:코리아리서치센터,『16 통령 선거 여론조사로 다시 보기』,2003,

코리아리서치센터.71-73쪽.

를 극 으로 주장할 경우,독자후보로서 당선가능성()를 높이기

한 략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가령,노무 후보와의 후보단

일화를 강하게 요구할 경우 보수층의 이탈이 생길 수도 있다.따라서 성

사될 가능성,즉 상 후보가 후보단일화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후보단일화 요구는 부정 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10월 하순에 들어서면서 그룹이 북한에 4만 달러를 불법 지원했

다는 소 ‘북풍’이 불고,정몽 -자민련-이한동-후단 4자 연 가 무산

되면서 정몽 후보의 지지율이 주춤하게 된다.정몽 후보의 지지가

다소 어들면서 상 으로 노무 후보의 지지가 다소 회복되었다.여

히 정몽 후보가 노무 후보에 비해 다소 우세한 상황이었지만 노무

후보의 지지율이 반등되면서 상승세를 띄기 시작했다.이런 지지도

분포와 더불어 후보등록일이 가까워지자 후보단일화는 본격 으로 진행

되기 시작하 다.11월 9일 양측에서 공식 인 상을 시작하게 되고 11

월 15일에 후보단일화에 합의하게 된다.

[표 4]에서 보듯이 당시의 선거구도는 1강 2 구도로 굳어지고 있었

다.이회창 후보의 지지는 30% 반을 안정 으로 유지하 지만 좀처

럼 압도 1 로 올라서진 못하고 있었다.노풍과 정풍은 잠잠해져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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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고 있었다.노무 ,정몽 두 후보 모두 구도를

바꾸지 않고는 승산이 거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노무 후보는

간신히 지지율을 반등시켰으나 이회창 후보와의 격차가 컸고,정몽 후

보는 정풍이 가라앉으면서 독자 으로는 1 후보로 올라서기 힘들게 되

었다.

그리고 여론조사 상으로 후보단일화 시 두 후보 간의 지지이 도 크

게 일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당시의 후보구도가 한나라당-반(反)한나

라당 구도로 잡 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자민련,이한동 등 보수세력까

지도 반(反)한나라당 측에서 후보단일화를 지지하고 있었다.지지이 의

확인은 노무 후보가 후보단일화에 참여하는 요한 계기가 되었다.

왜 노무 은 단일화 하루 까지 단일화를 부정하면서 머뭇거렸을까?

이에 한 답은 신계륜 의원의 말이 설득력을 갖는다.

“( 략)이런 상황에서 단일화로 가야할지 다른 요인은 없는 것인지

상황분석이 제 로 안 돼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략)굳이 단일화가

아니더라도 좀 더 개 이 되라는 국민들의 요구인지 그 지 않은 것인

지 분석이 안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략)단일화가 된다고 해서 실제로

힘을 극 화시킬 수 있는지도 의문이 들었습니다.혹시 정몽 때문에 개

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던 차에 단일화가 극 화된다는 최종 분석 보고서를 받았다는 것이

다.

( 략)

노무 후보가 보고 결심했다는 최종 분석 보고서의 결론은 어떤 것이

었는지 궁 해진다.

이 부분에 한 신계륜 의원의 증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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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화를 주장하는 최종 분석에는 더 많은 국민들이 이회창이 되지 않

기를 바라는 정서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그래서 이 정서에 답을 해

야 한다.이회창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지지율이 36% 이상을 넘을 수

없다.그 다면 나머지 64%의 유권자들에게 뭔가 확실한 답을 해주어야

만 한다,라는 것이 최종 분석의 결론이었습니다.”

노무 후보는 이 보고서를 보고,11월 3일 서울 발 식에 참가한 뒤에

단일화 제의를 결정했다고 신계륜은 증언한다.(엄 석,2003,110-112쪽)

이러한 후보구도와 큰 지지이 가능성은 두 후보 모두 후보단일화를

통해 당선가능성을 크게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여론조사 상으

로 두 후보는 후보단일화를 통해 15~20% 정도의 추가지지를 얻는 것으

로 드러나지만,그에 따른 당선가능성의 상승은 그를 훨씬 상승하는 것

이다.당선가능성을 정확히 수치화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노무 후

보의 다음과 같은 회고는 후보단일화를 통해 얻는 15~20%의 추가지지가

당선가능성을 완 히 바꾼다는 것을 보여 다.

11월 10일 라남도 지역유세를 했다.언론사 두 곳의 여론조사에서 이

회창 후보 지지도가 처음으로 40%를 넘었다.나는 정몽 후보에게 근소

하게 뒤지는 3 다.결단할 때가 온 것이다.이 로 가면 선거에서 이길

확률은 0% 다.단일후보가 될 가능성은 50%에 조 모자랐다.일단 단

일후보가 되기만 하면 통령이 될 확률은 100%에 가까웠다.복잡하게

계산할 일이 아니었다.한나라당에 정권을 다시 넘길 수는 없었다.그보다

는 정몽 씨를 통령으로 만들어 연립정부를 세우는 것이 낫다고 보았

다.내가 이길 가능성도 아주 없지는 않았다.정몽 후보가 원하는 여론

조사 단일화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민주당 후보라는 작은 기득권에

집착하는 것은 떳떳한 선택이 될 수 없었다.(노무 재단․유시민,2010,

195쪽)



-54-

후보단일화를 통해 당선가능성이 0%에서 100% 가까이로 바 다는

것은 정치 수사이지만 그만큼 노무 후보의 당선가능성이 후보단일화

를 통해 극 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다.′  의 조건

에서 우변이 매우 작은 반면,′가 매우 크기 때문에 후보단일화승리가

능성()이 50%에 다소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후보단일화가 우월 략

이 될 수 있다.

정몽 후보의 상황도 비슷하 다.정몽 후보 역시 후보단일화 없

이 승산이 없으며,충분한 지지이 이 일어난다고 단하 다.정몽 후

보는 11월 15일 후보단일화 합의를 한 노무 후보와의 담 에서 다소

불리한 방법이라고 여겨지던 여론조사 방식을 수용하 다.이를 략 실

책이라고 지 하는 가운데에서 정몽 후보는 ‘1강 2 구도로 가 야 2,

3등 싸움이다.아무런 의미가 없다.그럴 바에야 승부수를 던지는 게 낫

다.’고 발언했다.(『주간동아』,2002/11/28)이는 후보단일화 없이 독자

후보로서의 당선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단한 것이다.동시에 정몽

후보 측에서도 지지이 의 가능성을 크게 보았다.당시 정몽 보좌

이었던 정종문 씨는 “당시 모든 여론조사들이 정몽 과 노무 이 합치

면 무조건 승리한다고 나왔고,정몽 으로 단일화하면 더 많이 이긴다고

나왔습니다.”라고 지 한다.이는 단일후보로서의 당선가능성(′)를 독자

후보로서의 당선가능성보다 압도 으로 크게 본 것이다. 따라서

′  의 조건에서 후보단일화승리가능성()이 50% 정도 된다면

정몽 후보에게도 후보단일화는 우월 략이 될 수 있다.

두 후보 모두 후보단일화를 통해 당선가능성을 극 으로 올릴 수 있

다고 단했기 때문에 노무 과 정몽 은 후보단일화에 합의한다.이제

문제는 단일화승리가능성을 높이는 것이었다.단일화승리가능성은 기본

으로 각 후보의 지지도와 조직에 좌우된다.하지만 후보단일화는 본

선거와 다르게 양 후보의 의에 의해 방식과 시기가 결정된다.따라서

단일화 시기,방식에 한 상에 따라 양 후보의 단일화승리가능성은

어든다.노무 후보와 정몽 후보 사이에서도 수차례의 상단의

상과 한 번의 후보 담을 통해 후보단일화 방식과 시기를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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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두 후보가 모두 후보단일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의한 등

한 후보단일화 게임에서는 경선방식 상이 후보단일화 성패를 결정하는

주요한 변수는 아니다. 등한 후보단일화에서 두 후보는 서로에게 인질

범인 동시에 인질이 된다.두 후보는 최선을 다해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

으로 상을 진행하면서도 동시에 상 방이 상을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그 기 때문에 무조건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을 고수할 수도 없고,

상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해서 후보단일화 합의를 기할 수도 없

게 된다. 등한 후보단일화는 두 후보의 지지도와 조직이 비교 등하

기 때문에 상방식에서 조 의 유불리만으로도 단일화승리가능성은 크

게 달라진다.그 결과 등한 후보단일화에서는 두 후보의 단일화승리가

능성은 50%에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경선방법을 결정한다.결국 두 후보

모두 후보단일화에 참여하기 해서는 단일화 승리에 한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후보단일화의 물꼬를 틀고,정몽 후보의 상단으로

실제 상을 진행했던 김민석 씨는 상 과정을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사상 유의 단일화 상,이해 계가 치열한 양자 상의 성패는 양쪽

모두 자기편으로 하여 해볼 만한 게임이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즉 결과

를 측불능으로 만드는 균형창출에 달려 있었다.그러자면 자신이 변

하는 후보를 안심시키면서 상 방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팽팽한 진공상

태를 만드는 것이 옳았다고 나는 그때나 지 이나 믿는다.(김민석,2012,

30쪽)

후보단일화 상 과정을 단일화 시기와 단일화 방식으로 나 어 구체

으로 살펴보자.먼 단일화 시기는 두 후보 사이의 지지율 등락의 흐

름과 련이 있다.당시의 상황은 정몽 후보의 지지율이 다소 앞서고

있었지만 노무 후보가 차 이를 추격하는 상황이었다.노무 후보로

서는 반등효과를 당히 가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고,정몽 후보로

서는 지지율 격차가 좁 지기 에 후보단일화를 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러나 결국 두 후보가 모두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이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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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가 결정되지는 않았다.단일화시기에 한 노무 후보의 단을 먼

살펴보자.

이해찬 의원(노무 선 원장)의 증언은 이 부분이 백미다.

"우리 쪽에서 단일화 제의를 먼 한 것은 사실 험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일화 합의가 된 뒤 2주 후에 여론조사를 하자고 정 후보 측에

제의했지요.그 이유는,내 계산이 맞는다면 그 정도 기간이면 노 후보의

지지율이 정 후보를 를 것으로 확신했기 때문입니다.왜냐하면 호남에

서는 이회창 후보가 로 안 된다는 정서 으니까 여론조사를 한다면

DJ가 소속된 우리당 노 후보 쪽으로 온다는 계산이 섰지요.물론 노 후보

에게는 여론조사에서 지면 깨끗이 승복해야 된다고 말했지만… 노 후보도

그러겠다고 약속했습니다.그런데 내 계산이 했습니다.노 후보가 정

후보의 지지율을 추월하는 데는 단일화 합의 후 실제로 상보다 1주나

앞당겨졌으니까요."(엄 석,2003,108쪽)

차 득표율 격차가 어드는 상황에서 정몽 후보로서는 자신에게

조 이라도 더 유리할 때 단일화를 할 필요가 있었다.

정몽 후보는 차 노무 후보와 지지율 격차가 어들고 있었기 때

문에 지지율 우 를 지키고 있을 때 후보단일화를 진행하는 것이 나은

략이었다.정몽 후보는 경선방식 결정을 두고 상이 진척을 이루지

못하자,직 두 후보 간의 담 을 직 제안하여 후보단일화 합의를 성

사시켰다.정몽 후보는 이 담 에서 정 후보에게 다소 불리하다고 여

겨지던 여론조사 방식의 후보단일화를 수용하면서 까지도 합의를 이끌어

낸다.

( 상이 교착에 빠져 있던)11월 15일 밤 10시 30분경,버스에서 내려

국회본 계단을 오르는 국민통합21의 정몽 후보의 얼굴은 굳어 있었

다.수행하던 김행 변인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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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을 짓겠다.내가 (후보를)해야 되겠다.노 후보에게 물러나라고

말하겠다.”

정 후보는 선선히 답변했다.김 변인은 정 후보의 말투에서 ' 식'

어붙이기를 떠올렸다.( 략)2시간 뒤,정 후보는 여론조사를 통한 후

보단일화 방식을 격 수용했다.정 후보 측근들이 몇 차례나 '불가' 정

을 내린 그 방식을 정 후보가 덥석 받아들인 것이다.1강 2 체제가 막을

내리며 새로운 선구도가 형성되는 순간이었다.

( 략)

그러나 이런 의와 명분만으로 결단의 배경을 설명하기에는 뭔가 부족

하다.필시 다른 곡 이 있어 보인다.그 하나의 흐름이 김 변인으로부

터 출발한다.여론조사 문가인 김 변인은 노-정 회담을 앞두고 최근

업데이트된 각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정 후보에게 보고했다.모든

여론조사 결과 조사 방식을 거둬들이고 노 후보 측의 제안을 수용하더라

도 반드시 불리하지만은 않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정 후보에게 올렸

다는 후문이다. 의원 상 조사에 한 거부감이 강한 노 후보에게 이를

계속해서 요구할 경우 단일화 자체가 깨질 가능성이 강조 다.그 게 되

면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지지도가 다시 하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빠지지 않고 지 다는 것이 통합21측 한 계자의 설명이다.결국 승산

을 둔 '정면돌 '라는 얘기다.(『주간동아』,2002/11/28)

이처럼 두 후보는 단일화 상 단계에서 단일화시기를 두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고 당기기를 한다.두 후보는 주 상에서 자신

에게 승산이 있다고 여기는 지 에서 단일화시기를 결정하게 된다.하지

만 두 후보가 모두 자신에게 여 히 승산이 있다고 여기는 지 은 결국

불확실성이 가장 증 되는 시 ,즉 단일화승리가능성이 비등해지는 지

이 된다.

단일화 방식 역시도 시기와 마찬가지로 후보들 사이의 고 당기기를

거쳐 불확실성이 증 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노무 -정몽 단일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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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단일화 방식 논의는 선거인당 경선이냐 여론조사냐를 두고 다툰 첫

번째 단계와,여론조사 방식으로 결정된 이후 여론조사의 구체 내용과

방식을 두고 진행된 두 번째 단계로 나 수 있다.

노무 후보는 11월 3일 정몽 후보에게 후보단일화를 최 제안하

면서 국민경선 방식을 제안하 다.11월 5일 정몽 후보 측은 후보단일

화에는 찬성하지만 민주당식 국민경선제가 법 ․ 실 문제가 있다고

지 하며 합리 이고 실 인 후보단일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정몽 표 측은 돈 선거,노사모에 의한 조직 선거 등을 우려,국민경

선제를 논의 상에서 아 배제하자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양측 50:50

의 의원 상 여론조사를 주장하 다.정몽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그

간 우세를 보이긴 하 으나,국민 상여론조사 의 신뢰성에 의심을 가졌

다.노사모 등이 조직 으로 여론조사에 개입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

었다.(염 석,2003,116-117쪽)

후보단일화 승리는 지지도와 조직이 좌우한다.따라서 지지도와 조직

이 각기 어떤 비 으로 반 되도록 방식을 결정하는지가 단일화 상의

주요한 내용이 된다.노사모 등의 열성 인 팬클럽과 민주당 조직을 가

지고 있던 노무 후보는 규모 조직 동원이 용이한 국민경선방식을 선

호한 것이었다.여론 지지도 상에서 우 에 있다고 단한 정몽 후보

는 조직싸움을 최 한 피하려고 하 다.그러나 국민여론조사 방식도 신

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 조직 동원을 50:50으로 고정하는 방법을 제

안한 것이다.그러나 각기 반반씩 선발한 의원으로 후보를 결정하는

것은 국민 검증으로서의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

고 보기는 어려웠다.

11월 9일 단일화 방식을 미정으로 남겨둔 채 단일화 상 공동발표문

이 발표되었지만,정몽 후보 측이 노무 후보 측의 이호웅 의원이 ‘국

민이 참여하는 경쟁 방식에 합의했다’고 말해 국민 경선에 합의한 것

처럼 보도했다는 이유로 상을 결렬시켰다.며칠 간 상이 잠정 단

되었지만 정몽 후보 측이 먼 의원에 일반 국민을 포함시킨 여론조

사 실시를 주장하 다.그러나 노무 후보 측은 이를 거 하고 국민여

론조사방식을 역 제안한다.정몽 후보 측은 이를 거 하 으나,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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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한 『주간동아』의 기사에서처럼 정몽 후보가 담 을 통해 이를

수용함으로써 국민여론조사방식이 후보단일화 방식으로 결정되었다.

단일화 논의 기 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열 에 있던 노무 후보에

게 여론조사 방식은 불리한 방식이었다.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탈당하

며 노무 후보가 수세에 몰리고,열세에 있던 노무 후보가 험을 무

릅쓰고 후보단일화를 제안하자 노무 후보의 지지도는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다.단일화 상이 진행되는 와 에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차

츰 어들자 노무 후보는 정몽 후보가 받아들일 리 없는 국민경선

방식을 포기하고 국민여론조사방식을 제안한다.정몽 후보도 차츰 자

신에게 불리해지자,조직 동원의 험성을 감수하고서라도 국민여론조사

방식을 수용하게 된다.이처럼 단일화 시기와 방식은 서로 연계되어 단

일화승리가능성을 구하는 함수를 만든다.결국 복잡한 계산속에 두 후보

의 함수 값이 비등해지는 시기와 방법으로 두 후보는 후보단일화 방식을

결정한 것이다.

국민여론조사방식으로 방식이 결정된 이후에도 질문내용,역선택 방

지책 등의 여론조사의 구체 방법을 두고도 두 후보 진 은 철 한

상을 벌 다.양당 상담은 20일 밤부터 21일 새벽까지 여론조사의 구

체 내용을 의했다.이 의를 통해 여론조사 설문 문항을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에 ‘항할’단일후보로서 노무 후보와 정몽 후보 가운데

구를 지지하십니까?”로 만들어졌다.그리고 이회창 후보 지지자들이

만만한 후보를 선택하는 소 ‘역선택’을 방지하기 해 이회창 후보의

지지가 최근 여론조사 최 치보다 낮은 경우 여론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그러나 정몽 후보는 ‘경쟁력’이라는 단어를 꼭 넣을 것과

역선택 방지를 한 안 장치를 이회창 후보 지지 평균치로 하자고 수정

을 요구하 다.그러나 노무 후보 측은 후보단일화에 한 기 로 이

회창 후보에 한 지지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안 장치를 평균치로 할

경우 무효화될 가능성이 무 많다고 이를 거 하 다.동시에 질문

문항은 ‘이회창 후보에 항할’에서 ‘이회창 후보에 경쟁할’로 바꾸어 정

몽 후보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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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두 후보 진 은 여론조사 내용 결정에서도 서로 아주 작은 부

분까지도 상하 다.그러나 상충 인 이해 계를 가진 상에도 불구

하고 상은 서로에게 맞춰가면서 진행되었다.결국 후보단일화가 우월

략이라고 두 후보 모두 인정하는 경우 상은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

고,그 결과 두 후보의 단일화승리가능성이 비등해져 단일화 결과의 불

확실성이 커지게 된다.

노무 -정몽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단일화 패배 후보에 한 보상

은 구체 으로 논의되지 않았다.정치 토릭 차원에서 ‘연합정부’를

꾸리겠다는 언 들은 있었지만,보상으로서 직책과 권한,개헌 등을 구체

으로 합의한 1997년 김 -김종필 후보단일화와 비교해보면 보상에

한 구체 의는 없었다고 볼 수 있다.김민석은 ‘단일화 상과

정에서 양측 간에는 패자가 사퇴한다는 것 외에는 어떠한 구체 인 합의

도 없었다’고 회고한다.(김민석,2012,37쪽)이는 등한 후보단일화가

보상이나 공동정부 구성에 한 목 없이 승리가능성만을 이유로 진행

된다는 것을 보여 다. 부분의 선거연합이 공동정부 구성을 목 으로

하기 때문에,당선가능성 상승만을 해 진행되는 등한 후보단일화는

이례 인 연합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노무 -정몽 후보는 각자 자신이 단일화에서 승리할 시 최 한 상

후보의 지지를 이 시켜야 한다고 보았다.그래서 두 후보는 ‘후보를

맡지 않으신 분이 선거 책 원장을 맡아 단일후보의 선거 승리를 해

최선을 다한다’,‘양측은 공동 선거 책 원회를 구성해 선거운동을 함께

해나간다’고 합의했다.하지만 이를 보장할만한 보상약속은 구체 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단일화 이후 정몽 후보의 선거지원을 두고 두 후보

진 은 갈등을 빚었다.노무 후보는 원활한 지지이 을 해 정몽

후보이 극 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해주길 원했고,정몽 후보는 단일

화 패배 이후 노무 캠 의 선거 책 원장직 수락을 두고 갈등하 다.

정몽 은 단일후보 자리를 흔쾌히 양보하 음에도 노무 후보로부터 실

질 으로 아무런 정치 보장 권력 배분에 련된 언질이 없어 노무

후보에 한 불만을 가졌다.이러한 불만은 차후 노무 지지철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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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이어진다.

단일화 이후 두 후보는 등한 두 후보가 아니라 선거운동과 보상을

교환하는 승자와 패자가 된다.따라서 단일화 이후 두 후보의 상을 분

석하는 것은 본 연구의 목 을 넘어선다.하지만 지지이 을 극 화하려

는 승자로서의 노무 후보의 노력을 보여주고,당선가능성 상승만을 목

으로 하는 등한 후보단일화에서 공동정부 구성,즉 패자에 한 보

상의 양상을 보여 다는 에서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2년 통령 선거라는 하나의 게임에서만 볼 때,정몽 은 더 이상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후보로서 아무런 기 효용이 없다.따라서 정몽

입장에서는 노무 후보의 당선이 자신에게 유리할 때,즉 보상이 있을

때 노무 후보를 지지한다.노무 후보가 보상을 약속하지 않으면 노

무 후보와 정몽 의 기 효용은 아무런 련이 없기 때문에 정몽 은

노무 을 지지할 필요가 없다.따라서 정몽 후보는 노무 이 보상을

약속할 때 선거운동을 하고,보상을 약속하지 않을 때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다.

정몽 표는 깨끗하게 승복은 했으나 원칙의 문제를 놓고 갈등했다.

결과에 승복했지만 ‘단일후보가 되지 못한 사람은 선 원장을 맡는다’는

조항을 과연 지켜야 하는지를 놓고 고민을 한 것이다.여론조사로 결정하

면 당연히 자신이 단일후보가 될 알았던 정몽 표는 무척 괴로워했

다.측근들이 두 번째 조항(선 원장 조항)은 승복을 강조하기 한 수

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민 구속력은 없다며 노무 후보를 지원하지

말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더군다나 정몽 표는 단일후보 자리를 흔쾌

히 양보해 주었음에도 노무 후보로부터 실질 으로는 아무런 정치 보

장 권력 배분과 련된 언질이 없었기에 노무 후보에 한 불신이

커지기 시작했다.(김성수,2004,104쪽)

노무 후보로서는 정몽 후보에 한 지지를 자신에게로 최 한 이

시켜야 했다.정몽 후보로부터의 지지이 은 정몽 후보가 사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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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노무 후보에게 이 되는 지지와 정몽 후보가 극 으로 선

거운동을 해야 이 되는 지지로 나뉜다. 자만으로 당선이 가능하다면

노무 후보는 정몽 후보에게 보상을 할 필요가 없다.반면 당선을

해 후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정몽 후보에게 보상을 해줘야 한다.노

무 의 략은 이 인 것이었다.최 한의 지지이 을 해 정치 수

사로서 정몽 을 ‘국정동반자’로 지칭하 으나,구체 인 보상약속은 회

피하고 있었다.이는 강제력 있는 약속은 하지 않으면서 최 한의 지지

이 을 이끌어내려는 략이었다.

민주당과 국민통합21은 후보단일화의 정신에 따라 정권을 함께 운 하

기로 합의했다.어디까지나 원칙 이고 추상 인 합의 다.그런데 정몽

씨가 유세장에 나오지 않았다.이해찬 의원과 김원기 고문이 동분서주했

지만 소용이 없었다.그는 권력분 을 확실하게 보장받으려고 했다.국무

총리,국정원장 등 소 4 권력기 장을 포함하여 내각 반,그리고 정

부 산하단체와 공기업 기 장 반의 인사권을 요구했다.그것도 말이 아

니라 문서로 보장하라는 것이었다.

이 요구를 거 했다.서로 믿으면서 정권을 공동운 하는 것은 단일화

정신에 따라 받아들일 수 있지만,국가권력을 물건 거래하듯 나 수는 없

었다.한동안 다리기를 한 끝에 요구 수 이 낮아졌다.문서가 말로라도

후보가 약속하라고 했다.이것도 거 했다.

( 략)

12월 11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그 다음날 아침에 받아 보았더니 격

차가 더 벌어져 10%를 넘게 이기고 있었다.국민통합21정몽 표가

지원유세를 하지 않아도 이길 수 있다는 낙 망이 나왔다.

12월 13일 국회에서 정몽 표를 만났다.내가 당선되면 5년 동안 국

정 동반자로서 함께 국가를 운 하면서 국민 통합과 정치개 을 추진하기

로 합의했다.선거를 닷새 앞둔 12월 14일 부산에서 첫 공동유세를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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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선거는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노무 재단․유시민,2010,196-199

쪽)

민주당과 국민통합21은 단일화 직후인 11월 29일 정책공조 의회를

열어 ‘분권형 통령제’개헌과 선 공조체제 구축을 합의했다.그러나

의 인용문들에서 알 수 있듯이 노무 후보는 구체 보상에 해 약

속하지 않았고 정몽 후보는 공동유세에 참여하지 않으며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 다.12월 12일 노무 후보가 정몽 후보에게 직 화를

걸어 유세 참여를 부탁했고 13일 회동을 통해 국정동반자로 함께 갈 것

을 약속하면 선거공조를 이루었다.그러나 그 이후에도 노무 후보는

구체 보상을 약속하지 않았다. 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정몽 의 지

원유세가 있으면 좋지만,없어도 당선이 가능하다고 상했기 때문이다.

정몽 은 당시의 상황에 해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선거 날인 12월 18일에)무슨 이유에서인지 명동에 도착할 때부터

노 후보는 약간 흥분하고 들떠 있었다.마치 통령이 다 된 것 같은 분

기 다.

“여러분,내일이면 우리가 승리한다고 합니다.”

이 게 시작했던 것 같다.이게 다 구 덕이냐,돼지 통 덕이다,이

런 말도 이어졌다.이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했다.

하지만 단일화 효과나 공조에 해선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에서

나는 민망함을 느 다.

노 후보는 한미 계를 언 하면서 그 동안 우리 쪽과 합의한 기본원칙

을 완 히 뒤집었다.( 략)아,이 사람이 당선이 유력해지니까 달라지는

구나,하는 배신감이 들었지만 일단 참았다.( 략)(종로 유세에서)나는

노 후보와 함께 단상으로 걸어갔다.공동 유세를 하는 지난 일주일 동안

양쪽의 불문율은 단상에 두 사람만 올라간다는 것이었다.그런데 이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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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사이에 마련된 사진촬 용 미니 단상에 노 후보가 정동 의원을 데

리고 올라갔다.좁은 단상에 세 사람이 서게 되었다.단일화와 공동정부를

나타내는 나와 노 후보 두 사람의 력 모습은 사라지고 노 후보를 양

의 두 사람이 떠받드는 이상한 모양이 연출 다.( 략)

녁식사를 하기 해 우리 일행은 우래옥으로 향했다.이동하는 버스에

서 고민에 빠졌다.태양이 두 개일 수 없듯이 권력은 나눠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나도 잘 알고 있었다.공조를 하기로 했을 때,집권할 경우 안보는 내

가 맡고 인권 변호사 던 노 후보는 복지와 같은 국내 문제를 맡으면 좋겠

다고 막연히 생각했지만,사실 외교 안보는 통령의 몫이었다.나도 그걸

모르지 않았다.권력의 속성으로 보아 노 후보가 언젠가는 이 게 나올 가

능성도 생각하고 있었다.그러나 그 정도일 은 몰랐다.(정몽 ,2011,

222-225쪽)

정몽 후보는 노무 후보에게 보상을 요구하며 함께 선거운동을 진

행하 다.그러나 노무 후보는 끝내 구체 인 보상을 약속하지 않았다.

언제든지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이 될 수 있는 정치의 속성 상 구체

약속과 이에 한 보장방법이 없는 정치 토릭은 실제로 이행 가능한

약속이라고 볼 수는 없다.실제로 노무 후보는 선거가 막바지에 다다

르자 재벌개 , 북정책,차기 후보 등 정몽 후보에게 민한 문제를

지속 으로 공개 으로 제기했다.

노무 후보가 보상을 약속하지 않자 정몽 후보는 끝내 선거 날

밤에 노무 후보에 한 지지를 철회하 다.정몽 후보의 갑작스런

지지철회는 노무 후보로서도 상하지 못한 것이겠지만,노무 후보

는 정몽 후보가 선거운동을 돕지 않을 험성을 염두에 두고 선거운동

을 진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정몽 후보의 지원유세 없이는 당선이

가능하다고 측했기 때문에 무리한 약속을 제공할 필요가 없었다.결국

정몽 후보의 지지철회에도 불구하고 노무 후보는 통령으로 당선되

었다.

2002년 통령 선거에서의 노무 -정몽 단일화는 성공한 등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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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단일화의 사례다.두 후보는 독자 으로는 이회창 후보를 이길 수 없

지만,후보단일화를 할 경우 큰 지지이 이 생겨 당선가능성이 매우 높

아진다고 보았다.두 후보 모두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며 후보단일화는

본격 으로 진행되었다.두 후보는 공동정부 구성이 아니라 당선가능성

상승만을 하여 후보단일화에 임하 고,두 후보의 단일화승리 가능성

이 비등해지도록 단일화 방식과 시기를 조정하 다.당선가능성 상승만

을 목 으로 한 후보단일화 기 때문에 단일화 패자에 한 보상 약속은

없었다.노무 후보의 단일화 승리 후,정몽 후보는 선거운동 참여에

한 보상으로 통령 당선 효용을 나 것을 요구하 다.하지만 노무

후보는 정몽 후보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 인 보상약속을 하지 않았다.그럼에도 지지이 효과는 상당히 유

지되어 노무 후보는 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었다.

2.종속 후보단일화 :1997년 통령 선거 김 -김종필

1987년 통령 선거에서의 김 -김종필 연합(DJP연합)은 형 인

종속 후보단일화다.상 으로 지지율이 낮은 김종필 후보는 김

에게 통령 선거 후보를 양보하고 신 공직배분과 내각제 개헌 등을

통해 보상을 약속받았다.이념 ,지역 으로 지지기반이 다른 두 후보

지만 두 후보는 연합의 결속을 과시하며 지지를 이 시키기 해 노력했

다.그 결과 김종필 후보의 지지는 상당히 김 후보에게로 이 되었

고 결과 으로 김 은 4수 끝에 통령으로 당선되었다.

DJP연합의 핵심논리인 ‘지역등권론’은 그간 집권해 온 PK(부산경남)

정권에서 소외되어 온 호남,강원,충청,TK( 구경북)지방도 같은 권

리를 갖고 동반성장해야 한다는 논리이다.이 논리는 1995년 지방선거에

서 김 의 새천년국민회의(이하 국민회의)와 김종필의 자유민주연합

(이하 자민련)이 모두 사용한 논리 다.두 당은 모두 각 지역의 발 논

리로서 지역등권론을 사용하 지만 지방선거 시기까지는 본격 으로 비

PK 지역연합,즉 DJP(혹은 구경북의 박태 을 포함해 DJT)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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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로 발 한 것은 아니다.

DJP연합은 1996년 총선 이후부터 본격화되었다.김 은 총선에서

개헌 지선인 100석을 확보해 강력한 야당으로서의 치를 확보하고,여

당인 신한국당과 자민련이 내각제 개헌을 통해 연합하는 것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하 다.그러나 국민회의는 무수한 석패를 남긴 채 79석을 얻게

되었다.민주자유당(신한국당)을 탈당해 자민련을 창당한 김종필은 충청

권을 심으로 선 해 50석을 확보했다.하지만 여 히 3당의 치로서,

통령 당선과는 거리가 멀었다.여당인 신한국당은 139석을 얻어 작은

차이로 과반이 되지 못했지만 압도 인 1당을 유지했다.야권이 자민련,

국민회의,통합민주당으로 분열되어 반(反)여당 지지가 분산된 것이 이러

한 원인이었다.

김 은 통령후보 지지 여론조사에서 곧 1 를 하고 있었지만

(『경향신문』,1987/10/6.김 35.8%,이인제 24.2%,이회창 20.3%,

조순 7.2%,김종필 4.4%)정당구도와 여당의 공세가 있을 경우 독자

힘으로 당선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다.총선 이후 국민회의 내에서는

DJP연합의 필요성이 두되었다.

96년 4․11총선 패배는 당내 상당수 인사들에게 ‘발상의 환’을 강

요했다.이 무렵 당내 진들은 DJP연 의 필요성을 앞 다퉈 제기했다.

( 략)총선 1주일 뒤인 96년 4월 18일 서울 서교 호텔.DJ는 동아시아

포럼 인사들을 다시 불 다.나종일,황태연,이목희 등이 참석했다.황태

연 등은 총선 폐기 던 지역연합론을 다시 꺼냈다.

“지역연합은 제한 의미의 정당연합입니다.지역연합 없이는 통령

선거에서의 낙선을 피할 수 없습니다.승산 없는 출마는 죄악입니다.호남

사람들에게 엄청난 좌 을 안겨 뿐더러 민주화․재야 세력에게도 타격

입니다.”

“결국 JP와 합치라는 얘기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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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치라는 것이 아닙니다.합치지 않고도 다른 세력과 얼마든지 연 할

수 있습니다.서구에서 연립정부는 흔한 일입니다.국민회의는 어쩔 수 없

는 지역정당입니다.여태껏 권력에서 호남이 차지하는 비율은 9%에 불과

합니다.자민련이 70%를 가져가도 호남에게는 남는 장사입니다.”

이른바 연립정부 구성을 통한 권력분 론이었다.( 략)총선 동아시

아 포럼의 건의를 묵살했던 DJ의 태도는 이미 크게 달라져 있었다.DJ는

이들의 건의를 사실상 수용했다.

“핵심 얘기들에 해 으로 공감합니다.”(한겨 정치부,1998,

43-44쪽)

정당 구도 상 김 후보는 독자 으로 당선이 힘들었지만,그는 여

히 주요후보 다.따라서 그는 상 으로 작은 지지 확 만으로도 당

선 가능성을 크게 상승시킬 수 있는 조건에 있었다.그러나 당시 지역주

의와 그에 따른 여야 구도는 매우 안정 이었다. 한 지역주의는 균열

구조의 특성 상 지지의 비 이성이 강했다.따라서 선거운동을 통해 새

로운 구도가 형성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지지층이 생기리란 기 는 쉽지

않았다.

그리고 김 은 새로울 것이 없는 후보 다.다시 말해 이미 안정된

지지를 가지고 있지만 딱히 새로운 인기몰이를 할 만한 동인이 없었다.

한 김 은 이 의 선거들을 통해 선거 반 우세에 있더라도 여당과

정부의 공세에 려 지지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김

이 다른 후보와의 연합 없이 혼자서 크게 지지를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았다.따라서 김 은 선거운동기 효과가 크지 않았다.

1997년의 김 의 경우,선거 반에 이미 당선가능한 지지율을 확

보하지 못하고 있다면,선거운동을 열심히 한다해도 당선될 가능성은 크

지 않은 것이다.따라서 김 후보는 추가 인 지지를 확보할 방법이

필요했고,김종필 후보와의 후보단일화를 극 으로 고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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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 후보단일화에서 우 후보(B)는 

′
 


의 조건을 만족시

킬 때,후보단일화를 한다.김 의 경우 독자후보로서의 당선가능성

()이 낮다.그러나 지역연합을 통해 김종필 후보의 지지를 이 할 수

있다면 한나라당2)후보를 남권 후보로 고립함으로써 당선가능성(′)

이 높아진다.따라서 김종필 후보의 지지가 성공 으로 김 후보에게

이 된다면 김 후보에게는 후보단일화가 우월한 략이 된다.그리

고 후보단일화 시 최선을 다해 김종필 후보의 지지를 김 후보의 지

지로 이 시키고자 노력해야 한다.우 후보의 김 후보가 제공할 수

있는 보상()의 크기가 후보단일화 후의 당선가능성의 비율에 달려 있

으므로,이 역시도 지지이 의 성공 여부와 련되게 된다.

김종필 후보는 민자당에서 탈당한 후, 통령이 될 가능성은 희박해

졌다.자민련을 성공 으로 창당했으나 충청 지역에 지지가 편 된 3당

으로의 권도 이 쉽지 않았다.김종필은 내각제 개헌을 주장하며 권력

을 나눠가지려 하 으나 신한국당은 통령제를 고수하 다.정치 계

산이 빠른 김종필은 일 부터 DJP연합을 구상하 다.

다시 95년 2월 청구동 자택,김인곤( 주 출신 국회의원,국민회의 소속

이었으나 신민주공화당 출신으로 김종필의 측근)의 로를 받은 JP는 특

유의 상기된 표정으로 말을 내뱉었다.

“김 박사,DJ더러 통령 하라구 해요.난 통령병 환자가 아니에요.

민자당 가지고는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신 내각제를 받으

라 하시오.”

( 략)

JP의 자민련은 김인곤의 상 로 96년 4․11총선에서 50석을 확보하

는 성공을 거두었다.이 때 김인곤은 청구동을 다시 찾았다.당시는 신

한국당의 ‘의원 빼가기’공작으로 여야가 첨 하게 치하던 때 다.

2)한나라당은 신한국당과 조순 총재 심의 민주당 세력이 합당해 만든 정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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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재님,이제 본격 으로 시작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지, 신 그 쪽으로 빨리빨리 선을 그으라고 해.”

김인곤은 그때서야 DJ에게 말을 보고했다.총선이 끝난 지 두달 여가

지난 96년 6월 순께 다.그 잖아도 이미 DJP연 쪽으로 가닥을 잡

고 있던 DJ는 반색했다.(한겨 정치부,1998,46-48쪽)

종속 후보단일화에서 열 후보(C)는  ′  ′   의 조

건을 만족할 때 후보단일화를 한다.신한국당 탈당 이후 독자후보로서의

당선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단될 경우,후보단일화를 하면서 좌변

을 키우는 것이 가장 효과 인 략이 된다.즉 단일후보의 당선가능성

과 보상을 최 한 키우면서,선거지출비용을 이는 것이다.따라서 김종

필은 김 과의 상을 통해 최 한의 보상을 얻어내고, 극 인 선거

운동으로 자신에 한 지지를 김 으로 이 시키고자 해야했다.그리

고 본격 인 선거 운동이 시작되기 에 후보단일화를 마무리 지어 비용

지출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정리하자면 두 후보 모두 독자후보로서 당선되기는 어려웠지만 김종

필 후보에 한 지지가 김 후보에게로 성공 으로 이 될 경우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상하 다.두 후보 모두 단일후보의 당선가능

성이 높을수록 기 효용이 커지기 때문에 지지이 이 많아지도록 노력하

다.후보단일화 상 과정에서,김 후보는 독자 당선가능성이 낮

고 선거운동기 효과가 었기 때문에 많은 보상을 하고서라도 김종필

후보와 단일화해야 했다.열 후보인 김종필 후보의 경우 보상은 당연

히 다다익선(多多益善)이었다.따라서 김 후보는 김종필 후보에게 상

당히 큰 보상을 약속한다.그리고 서로 단일후보로서 선거운동기 효과

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는 조기 단일화가 선거비용을 여주기 때문에 두

후보는 선거 반에 단일화를 하고 함께 선거운동을 진행하 다.

단일화 상 과정에서 김종필은 자신과의 단일화를 강하게 원하는 김

을 강하게 몰아붙 다.김 의 입장에서는 많은 보상을 주고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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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후보단일화를 할 수밖에 없었다.김종필은 외 으로는 독자출마,김

종필 단일후보론 등을 내세우기 하 으나 이는 상 에 한 압박용 술

이었다. 상 과정에서는 양보시 보상에 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특

히 김종필은 내각제 개헌을 하고 자신이 총리를 맡아 국가 운 의 권리

를 나 고자 하는데 주력하 다.

자민련과는 후보 단일화 상을 빨리 매듭지어야 했다.국민회의측에서

는 한 옥 부총재,자민련 측에서는 김용환 부총재가 상 표로 만남에

만남을 거듭했다.김용환 씨는 단한 박력의 소유자 다.어차피 후보를

양보할 바에는 많은 것을 얻어야겠다는 계산을 하는 모양이었다.그러다

보니 한 옥 상 표는 곧 수세에 몰렸다.어쩔 수 없었다.

그 다고 김 부총재가 일을 그르칠 생각은 하지 않는 듯했다.어떻게든

성사시키려고 애를 썼다. 상 상으로 부담스럽기는 했지만 그 자세가

건 하여 믿음이 갔다.그는 내각 책임제 개헌을 기차게 요구했다.

결국 나와 국민회의는 많은 것을 양보했다.임기 내 내각 책임제 개헌도

받았다.국민들이 내각제를 원하면 개헌할 수 있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 략)나는 자민련과 손을 잡더라도 우리 당의 정체성은 훼손되지 않을

것으로 확신했다.그리고 더 요한 것은 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이었다.(김 ,2010,666쪽)

자민련에서는 (김 선)비자 사건이 터지자 “어떻게 비리 정치

인하고 손을 잡을 수 있느냐”며 DJP반 들이 목소리를 높 다.

김인곤은 그날 녁 곧바로 한 옥을 만났다.JP의 (단일화에 한)의

을 한 김인곤은 한 옥에게 상을 매듭지을 것을 재 했다.

“DJ를 빨리 만나시오.JP가 아니면 안 돼요. 선에서 이기려면

JP가 달라는 로 다 수밖에 없어.그런 의지를 확고히 주장하세요.”



-71-

한 옥은 당내의 비 을 우려했다.

“당에서 그 게 다 내주면 되냐고 야단입니다.당에서 비 하면 형님이

좀 커버해 주십시오.”

며칠 뒤 김인곤은 DJ를 직 면했다.두 사람 모두 비자 사건으로

DJP연 가 때질지도 모른다는 기감을 토로했다.( 략)

상 에게 권을 일임했다는 얘기 다.사실상 DJ가 JP의 요구조건

을 폭 수용하기로 했다는 최종결정을 통보한 것이다.그 뒤 상은 약간

의 ‘끝내기’수순이 있었지만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한겨 정치부,

1998,55쪽)

인용한 부분에서 보듯이,두 후보의 상은 김종필 후보가 일방 으

로 요구하고 김 후보가 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이 졌다.김 -

김종필 단일화의 합의문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통령 후보는 국민회의 김 총재로 하고 집권 후 공동정부의 국무

총리는 자민련 김종필 총재로 한다.

2.차기정부의 료구성 등은 동등하게 균분하고 양당 동수로 공동정부

의기구를 구성한다.

3.공동정부 출범과 함께 개헌추진 를 발족하고 통령이 주도 으로 개

헌안을 발의,99년 말까지 개헌을 완료한다.

4. 통령을 간선으로 선출하고 수상이 국정 반을 책임지는 순수내각제

로 한다.독일식 불신임제를 채택한다.

5.내각제 개헌 후 통령과 수상의 선택은 자민련이 우선권을 갖는

다.(『동아일보』,199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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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후보의 합의는 통령의 효용 과반을 김종필 총리에게 넘기는

것이었다.김종필이 주장한 내각제 개헌은 단순히 정책 주장이 아니었

다.이는 김 통령의 임기를 실제로 2000년 총선 까지로 하는 것

으로,그 이후에는 김종필 수상 하의 내각제 정부를 구성하는 합의 다.

한 2000년 총선 까지도 김종필은 책임 총리로서 료구성과 정부운

에 반의 책임을 갖게 되는 것이었다.김 후보는 많은 보상을 하

고서라도 후보단일화를 하는 것이 우월한 략이었고,김종필 후보도 독

자 후보로서 당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통령의 권한을 나눠가질 수

있는 략이었기 때문에 많은 보상이 오가는 후보단일화 상이 성사될

수 있었다.

그러나 단순히 두 후보의 기 효용만을 가지고 상 성사를 설명하는

데 는 한계가 있다.후보단일화 상에서의 보상은 차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약속의 이행과 련한 정치 ,제도 조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상은 성사되지 않는다.다시 말해 김 이 통령이 된 후 김

종필과의 약속을 지킬 것이라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생긴

다.이미 3당합당으로 만들어진 민자당에서 김 삼에게 려난 김종필로

서는 약속 이행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의 이유로 이후에 내각제 개헌 약속은 이행되지 못했지만,

당시에 김종필 총리가 약속 이행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정당 간 의석

분포 때문이었다.김 의 국민회의는 체 299석 79석을 가지고 있

었기 때문에 자민련과의 연합 없이는 인 소수 여당이 된다.김

이 김종필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시 자민련은 신한국당과 연합해

내각제 개헌을 추진할 수도 있다.이 경우 김 정부는 극심하게 편

된 여소야 가 되어 정상 인 국정운 이 불가능하게 된다.따라서 당시

의 의석분포는 김 이 쉽게 김종필을 배반할 수 없는 조건이 되었다.

따라서 DJP연합에서 약속 이행은 상당 수 으로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

다.가령 국민회의가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 거나,2007년 통령 선거

-2008년 총선처럼 통령 선거 직후에 총선이 정되어 있었다면 약속

이행의 보장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이는 후에 설명할 2007년 통령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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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에서의 정동 -문국 후보단일화 실패와 비교하면 명확해진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후보단일화 상 과정에서부터 서로의 배반으로

연합이 붕괴될 가능성을 이기 해 상과정에서부터 합당을 검토하

다.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 양당은 1997년 7월 3일 통령후보단일

화 상단의 비공식 의에서 ‘후보단일화는 합동여론조사나 외부 여론조

사 탁 등 양당합의의 민심측정결과를 따르고,이와 별도로 통합후보를

공고히 하기 하여 양당 합당을 검토한다.’는데 잠정 인 합의를 보았다.

이와 련하여 자유민주연합 단일화 상단의 한 원은 ‘가장 확실하게

권력분 을 하는 길은 합당이며 통령 선거를 후한 입작업도 혼선을

빚지 않을 것’이라 말하며 양당의 통합을 희망하 다.(김 우,2000,

745-746쪽)

김 이 보수 인 김종필과 연합한 것에 해 실망한 진보 유권자

의 이탈을 우려했기 때문에 선거 합당은 이 지지 않았다.하지만 합

당을 통해 배반의 가능성을 여 약속 이행을 강제하려 한 시도가 있었

음은 종속 후보단일화에서 약속 이행 보장의 요성을 보여 다.

두 후보가 상을 통해 후보단일화를 성사했지만,여 히 지지이 의

문제가 남아 있었다.종속 후보단일화에서는 단일 후보가 당선되어야

효용을 나눠 갖기 때문에 두 후보는 단일 후보의 당선을 해 노력하게

된다.따라서 양보한 후보의 지지를 단일 후보에게 이 시키는 일은 굉

장히 요하다.그러나 균열구조의 특성,균열구조 하에서의 두 후보의

치,지지유인의 종류 등에 따라서 지지이 은 매우 상이한 양상을 띨

수 있다.

김 후보와 김종필 후보는 지지기반이 상이했기 때문에 특정한 조

건 없이는 지지이 이 많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상되었다.김 후보

는 지역 으로 호남,이념 으로 진보인 유권자들에게 주로 지지를 받고

있었다.반면 김종필 후보는 지역 으로는 충청,이념 으로는 보수인 유

권자에게 주로 지지를 받고 있었다.두 후보의 후보단일화 합의가 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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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도 이회창 김 이인제
아무도

없다

잘

모르겠다

지킬 것이다 16.0 40.0 20.0 4.0 20.0

안 지킬

것이다
36.1 5.6 33.3 11.1 13.9

잘 모르겠다 9.3 18.6 18.6 0.0 53.5

[표 5]충청도 유권자들의 내각제 약속 이행에 따른 각 후보지지율(%) (1997

년 11월 15일~16일)

출처:김 선거운동본부 이 각 교수 (이 각,『 통령 선거 략 보고

서』)

화되기 이 에 실시한 여론조사는 두 후보 간 지지이 이 쉽지 않다는

이 나타난다.『한겨 』가 96년 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김 으로

후보단일화가 을 경우 자민련 지지자의 26~28%만이 계속 지지 의사를

나타내고 나머지는 등을 돌린 것으로 나타났다.반 경우인 JP로 단일

화될 때에도 국민회의 지지자의 33~45%만이 DJP연합을 따라오는 것으

로 나타났다.(『한겨 』.1997/1/11,조 연(1997)에서 재인용)

지역주의 균열은 특성상 지지가 쉽게 다른 지역의 후보로 이 되지

않는다.해당 지역 출신의 통령의 당선이 지역주민들의 선호와 직결되

어 있기 때문이다.김종필 후보는 지역의 표 인 정치인이었다.따라서

김종필 후보가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을 충청 유권자들은 선호했을 것이

다.그러나 만약 김 에 한 지지가 김종필의 권력으로 이어지지 않

는다면 충청 연고가 없는 김 후보를 지지하는 것보다 다른 충청

권 후보인 이인제나 충청 연고가 있는 이회창을 지지하는 것을 선호할

수도 있다.<표@>는 충청권 유권자들의 김 에 한 지지가 내각제

약속 이행 여부,즉 김종필로의 권력 이양에 한 신뢰에 따라 달라진다

는 것을 보여 다.

[표 5]를 보면 김 이 내각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보는 유권자

들은 압도 으로 김 으로 지지하는 반면,김 이 내각제 약속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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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킬 것이다
지키지 않을

것이다
잘 모르겠다

서울 31.7 45.4 22.9

경기/인천 35.8 38.9 25.2

충청도 24.0 34.6 41.4

체 32.5 39.8 27.7

[표 6]DJ가 통령이 되면 내각제 약속을 지킬 것인가(%)(1997년 11월 15

일~16일)

출처:김 선거운동본부 이 각 교수 (이 각,『 통령 선거 략 보고

서』)

키질 않을 것이라 보는 유권자들은 김 을 거의 지지하지 않는다.

한 약속 이행 여부에 해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유권자들은 지지 후보

에 해서도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종합해서 보면 충청

지역에서 김 의 내각제 약속 이행에 한 신뢰는 김 후보 지지에

요한 유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정말 김 이 내각제 개헌을 통해 김종필에게 권

력을 이양할 것인지 확신하지 못했다.[표 6]을 보면 충청권에서 김

의 약속 이행에 해 믿지 않거나 단을 유보하는 유권자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김 과 김종필의 충청권 선거 략은 DJP연합이 강고함을

선 하고,내각제 약속이 반드시 이행될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이었다.

DJP연합의 김종필 후보,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국민신당의 이인제 후

보 모두는 충청권 지지를 나눠 갖고 있었다.이회창,이인제 후보는 충청

권 지지가 DJP연합에게 가지 않도록 해야 했다.이회창,이인제 후보는

DJP연합이 붕괴할 것이고,내각제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 공격하

다.이회창,이인제 후보는 내각제의 비민주성,내각제를 반 했던 김

후보의 과거 력,내각제 개헌의 비 실성을 주로 공격하 다.김

은 이에 해 내각제의 장 을 부각하면서도,장단 과 상 없이 김종

필 총재와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을 강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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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뭐,아주 실 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지 이번 통령 선

거에서 불쑥 내각제라고 하는 쟁 이 떠올랐습니다.내각제라고 하는 것

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번 통령 선거가 마지막 통령 선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는 김 후보께서 평소에 통령 직선제,아주 강력하게 주

장해 오신 분이고,지난 총선거에서도 통령 직선제를 해서 내각제 음

모를 분쇄하기 한 의석을 확보해 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하셨습니다.그

런데 이번에 갑자기 김종필 총재와 내각제 합의를 제로 해가지고 연

를 추진하셨습니다.이 문제에 해서 지 도 과연 진정 마음속으로부터

내각제가 이 나라를 해서 올바른 정치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

을 말 해 주시고요.( 략)

이회창:신한국당이 반 하면 (내각제를)할 수 없다.지 김종필 씨와

의 약속은 허사가 되는 것입니까?지 김종필 씨와의 약속이 하나의 큰

방향으로 지 공포가 되어서 모든 국민이 그런 쪽으로 가는 걸로 새정치

국민회의의 정책 방향은 그런 쪽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 우리 당이

찬성하지 않으면 물론 찬성 안 할 것입니다.그러면 결국은 DJP연합은 깨

지는 것인지 그걸 좀 알고 싶고요.( 략)

김 :아,그리고 는 이 문제에 있어서 김종필 총재 자민련하고 한

약속은 지킵니다.다만 실 인 문제로써 이회창 후보 측에서 찬성 안 하

면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라는 말 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그리고 이 책임

론을 정치권 체로 얘기하는데 세상이 그런 민주주의는 없습니다.아 책

임은 주로 여당이 지는 것이고….( 략)

김 :지 우리나라에 있어서 내각책임제도 민주주의이고, 통령제

도 민주주의입니다.민주주의인데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여야 간 정권교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략)내각책임제가 21세

기의 다양화의 시 에는 합한 면도 있습니다.그리고 아까 말 과 같이

내각책임제는 그런 그 책임정치에는 합한 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

민련하고 합의해서 의결을 해가지고 합의한 것입니다.( 통령선거방송토

론회 주최 제2차 합동토론회 녹취록 (1997/12/7), 통령선거방송토론회,



-77-

1998,182-184쪽)

김종필 후보 한 김 후보의 당선가능성(′)를 높여야 보상의 가

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충청권 공략에 힘을 썼다.김종필은 충청권 유

권자들이 이회창,이인제가 아닌 자신을 지지해야 한다고 극 으로 설

득했다.

97년 11월 26일 법정 선거운동이 시작되자 JP는 아 충청지역으로 내

려가 선거캠 를 차렸다.충청 연고권을 주장하는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와의 물러설 수 없는 한 싸움이 벌어졌다.JP는 충청지역 유권자들에게

“김 삼 통령과 함께 나라를 이 게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이제 와서

정권을 잡겠다고 뻔뻔스럽게 돌아다니고 있다”며 이회창에게 직격탄을 날

렸다.그는 이어 “정치박사인 김 후보,행정박사인 나 그리고 경제박

사인 박태 총재 세 사람이 힘을 합치면 1년 반 내지 2년 내에 나라 경제

를 벌떡 일으켜 세울 수 있다”며 IMF극복을 해서도 국민회의와 자민

련 연합후보인 DJ를 지지해 달라고 충청도 유권자들에게 호소했다.(

략)JP의 핵심 인인 김용환도 JP의 충청지역 사수를 돕기 해 발 벗

고 나섰다.김용환은 충청지역 사수를 돕기 해 발 벗고 나섰다.김용환

은 충청지역 유세에서 “충청권이 단결해 표를 많이 몰아줘야 DJ도 고맙게

생각해 (내각제 개헌 등 단일화 합의문)약속을 지킬 것이다.김종필 명

총재와 나를 믿고 김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역설했다.( 략)자민련

에는 다시 ‘이인제 르기’비상이 걸렸다.( 략)이인제에 해서는 나이

가 어리다는 을 역이용했다.장유유서(長幼有序)를 존 하는 충청도의

정서에 호소하는 선거 략을 채택한 것이다.이번에는 충청도의 ‘어른’인

JP가 미는 DJ를 어주고,40 의 은 이인제는 다음 기회에 어 달라

는 략을 사용했다.( 략)DJ와 이회창의 표차는 39만 표에 불과했다.

충청권에서의 DJ와 이회창의 표차인 41만 표와 거의 비슷했다.(한겨 정

치부,1998,255-2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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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통령 선거의 김 -김종필 연 는 형 인 종속 후보단

일화의 성공사례라고 볼 수 있다.당선이 가능한 지지를 얻고 있지만 추

가 인 상승요인이 은 우 후보와 당선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상당 정

도의 견고한 지지층을 가진 열 후보의 지지가 합쳐지면서 당선이 가능

했다. 한 승자독식의 통령제 하에서는 권력의 분할이 쉽지 않지만,

내각제 개헌을 수용함으로써 통령 당선의 효용을 효과 으로 분할할

수 있었다. 한 당시의 의회 내 의석분포는 이러한 보상의 약속이 지켜

지리란 보장을 일정 정도 가능하게 했다.김 후보와 김종필 후보는

지역 ,이념 으로 거리가 있었지만 두 후보의 극 인 력으로 김종

필 후보의 지지를 효과 으로 이 시킬 수 있었다.결과 으로 두 후보

의 연 는 선거 내내 견고하게 지켜졌으면 김 후보는 통령으로 당

선되어 자민련과 공동 내각을 이루게 되었다.

제 2 후보단일화의 실패

1.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지지 상을 공유하지 않는 경우 :1987년 김

삼-김

1987년 통령 직선제로의 개헌 후 이 진 통령 선거에서는 군부

세력을 척결하고 문민정권을 세워야 한다는 여론이 강했다.그런 만큼

민주화 세력의 승리를 해 김 삼 후보와 김 후보의 단일화를 원하

는 여론이 많았다.양 후보 역시 후보단일화의 의지가 있었으나,실제로

는 상 후보를 포기시켜 자기에게 유리한 선거를 만들려는 것이었다.

두 후보는 조직과 지지 면에서 비등해 후보단일화가 성사 시 가 후보

가 될지 분명하지 않았고,경선방법과 시기에 따라서도 후보단일화의 양

상은 달라질 수 있었다.그 기 때문에 후보단일화 상은 쉽지 않았다.

특히 김 후보는 1971년 통령 선거에서 근소한 차이로 패배했고,

민주화의 열기 속에서 후보단일화를 하지 않아도 자신에게 승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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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단했다.선거 후반으로 갈수록 노태우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

졌으나 여 히 김 후보 측은 독자 으로 당선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선거가 가까워질수록 후보단일화의 요구는 높아졌으나 결국 막

까지도 후보단일화를 이루지 못하 다.

1987년의 통령 선거에서 야당 후보의 당선가능성이 높아지자 김

삼,김 양 후보의 진 에서는 출마를 놓고 신경 을 벌이기 시작하

다.두 후보는 1980년 ‘서울의 ’때에도 통령 후보직을 놓고 분열

했고,이는 간 으로 다시 군부독재를 맞게 된 한 이유가 되었다.그

기 때문에 많은 여론이 선거 국면 기부터 두 사람의 분열을 우려했

고,이번에야말로 민주화 세력의 단일후보를 내세워 군부세력의 집권을

끝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두 후보 역시도 이러한 여론을 잘 알고

있었고,후보단일화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그리고 사면복권된 김 후

보가 김 삼 후보가 총재로 있는 통일민주당에 입당하면서 후보단일화가

가능할 것처럼 보 다.

그러나 두 후보는 후보단일화 상 과정에서 이견을 보 다.두 후보

는 모두 자신이 단일 후보로 선출될 수 있는 방식으로 후보단일화 상

을 진행하려고 하 다.정치활동이 제약되어 있던 김 과 달리 김 삼

은 두환 정권 하에서도 야당 총재로 활발히 정치활동을 하며 통일민주

당 내 세력을 튼튼히 해 왔다.김 삼은 당내의 기득권을 바탕으로 의

원 경선,조기 경선을 주장한 반면,당 외의 지지 세력이 많고 복권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신의 조직을 갖지 못했던 김 은 당내외 민주화세력

경선,선거 직 단일화를 주장하 다.어느 쪽도 쉬이 양보하지 않았다.

10월 10일 김 삼이 먼 출마를 선언하 고,이튿날 김 역시 출마

를 선언하 다.

경선방식과 시기를 둘러싼 두 후보의 이견은 당연한 것이다.모든

상과 마찬가지로 후보단일화 상 역시 자신의 효용을 높이기 한 논의

의 과정이 포함되기 때문이다.그러나 이러한 이견이 반드시 상이 결

렬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두 후보 모두 후보단일화를 하는 것이 유리

하다고 생각했다면 두 후보는 한 지 에서 타 할 수 있다.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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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 은 두 후보의 효용합계를 최 화하는 지 으로 두 후보의 경

선 승리 가능성이 비등해지는 지 일 것이다.즉 당 외부 선거인단을 모

집하되 김 후보의 주장보다 게 모집하고,단일화 시기 한 두 후

보가 주장하는 시기 간에 한 지 에서 타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두 후보는 단일화 상에서 서로 양보하지 않았고, 상 도 에

서로 출마선언을 하는 등 반드시 상을 성사시키고자 했다고 보기는 어

렵다.

김 삼의 선 출마선언은 김 후보와 단일화하지 않겠다는 의도보

다는 조기 경선을 유도해 김 을 주 앉히려는 시도로 보인다.과반수

의 지구당을 장악하고 있던 김 삼은 최악의 경우 이 숫자만으로도 당

회를 합법 으로 치룰 수 있다고 계산하 다.(한상휘․ 오연호,1992,

207쪽)그는 제 1야당의 총재로서 ‘민주당 심’의 선거를 강조했다.김

삼의 주변에서는 “김 총재와 나란히 출마해 노태우,김종필과 함께 4

을 벌이는 것이 유리하다고 계산하는 측이 있다면 그쪽이 깨끗이 당

을 떠나야 할 것이 아니냐”는 맥락의 발언이 이어져 나왔다.김 은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김 은 민주당에

남아 출마를 포기하거나,탈당하고 출마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탈당과

신당창당은 실질 으로 후보단일화의 포기이며,민주화세력 분열에 한

책임을 김 이 으로 지게 되는 것이었다.그리고 민주화 세력의

지지가 두 후보로 분산되는 것을 감수하고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었

다.

그러나 김 은 김 삼 후보의 출마선언을 지하거나 비 하지 않

았다.김 은 김 삼의 출마선언에 해 “김 총재(김 삼)의 애국심이

나 일 된 투쟁경력 등으로 볼 때 출마를 선언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보며 그의 앞날에 축복과 이 있기를 바란다.나의 김 총재에 한

존경과 신뢰와 우정에는 변함이 없다.”고 호의 인 반응을 보 다.동시

에 김 은 출마선언을 하며 본격 인 신당창당 작업에 들어갔다.이는

김 이 이미 민주당 후보로 통령 선거를 치르는 것을 포기하고,독

자 출마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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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은 통일민주당에 남아서 후보를 양보할 경우 당권을 쥐고 1988

년 총선에서 상당한 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그러나 김 은 평화

민주당을 창당하며 후보로 출마한다.9월 29일 김 삼과 김 은 후보

단일화를 담 을 했는데,여기에서 이미 출마를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고,이어 민주당의 당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미창당 조직책 임명

권 역시도 수용하지 않았다.이 담 에서 김 삼은 김 이 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를 언 했지만,김 의 출마 의사는

확고했다.

9월 29일 외교구락부에서 김 삼 씨와 두 시간 동안 만났다.후보 단일

화를 한 마지막 담 이었다.나는 상상을 월한 국민 지지와 출마 요

구를 확인한 이상 국민 여망을 거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니 김 총재(김

삼)가 이번에는 양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간곡하게 설득했다.그러자 김 총

재는 다시 비토 그룹 얘기3)를 꺼냈다.

( 략)

그러자 김 총재는 다시 내가 출마하면 경상도와 라도의 첨 한 지역

결을 래할 수 있다고 했다.

( 략)

그러나 우리는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결국 후보 단일화 상은 결

렬되었다.얼마 후 김 삼 씨 측은 내가 요구한 미창당 조직책 임명권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선거 일정상 무 늦은 시 이었다.(김

,2010,529-530쪽)

통령 당선 시의 기 효용을 10이라고 하자.두 후보 모두 민주당

의 통령 후보가 되길 원했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가 되는 것이 양보하

3)군부가 김 을 빨갱이라고 비토하고 있어 김 이 통령이 되면 군부가 들고

일어날 것이란 김 삼 측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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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보다 더 큰 효용이 있다고 상할 수 있다.가령 후보와 양보자가

효용을 6:4로 나 다고 보자.경선, 상 등의 방식으로 단일화 후보가

될 가능성을 q라고 할 때,민주당의 남아 있을 때의 기 효용은

  라고 볼 수 있다.반면 민주당을 나와 독자 출마를 경우 당선

할 가능성을 p라고 할 때 기 효용은 다.독자 출마가 우월 략이 되

기 해서는    가 성립하여야 한다.김 후보는 민주

당 내에서 통령 선거 후보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따라서 q를 0

으로 본다면   


의 조건에서 독자 출마가 우월 략이 된다. 의 식

에서 후보단일화시 양자의 효용배분은 임의 이기 때문에 어떤 수 의

당선가능성에서 독자출마가 우월 략이 되는지는 정확하지 않다.하지만

김 이 독자 출마로도 상당히 당선가능성이 있다고 상했다면,민주

당을 탈당하고 창당,출마하는 것은 우월한 략이 된다.

김 의 낙 상은 두 가지 근거가 있었다.첫째는,‘사자필승론

(四 必勝論)’이고,둘째는,‘사표방지심리’로 실질 으로 야권의 한 후보

로 표가 집결될 것이란 이었다.

사자필승론은 노태우,김 삼,김 ,김종필이 모두 출마해 각각 자

신의 지역인 경북,경남,호남,충청표를 분할하면 수도권에서 지지가 가

장 높은 김 이 당선된다는 논리이다.사자필승론은 지역주의에 기반

을 둔 논리이기 때문에,지역주의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 김 진

의 공식 인 주장은 아니었다.그러나 김 측근인 동교동계는 이를

여러 차례 언 했고,비공식 인 여론 에 많이 이용되었다.이는 지역주

의의 향력이 매우 강하지만,지역주의의 향력을 제외한다면 가장 많

은 지지를 받는 후보는 김 후보의 자신감에서 기인한 것이었다.이

는 1971년 통령 선거에서의 높은 지지를 기억하고,민주화의 열기를

체감하고 있는 김 후보의 상이었다.

이러한 낙 상은 선거 막 에 야권 지지표가 자신에게 쏠릴 것

이라 상한 것과도 연결된다.자신이 김 삼 후보보다 우 에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야권지지표가 자신에게 몰려 실질 으로 후보단일화 효과

를 가질 수도 있고,실제로 막 에 김 삼 후보에게 양보를 요구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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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계산이었다.김 은 10월 30일에 진행된 훈클럽 청토론에

서 다음과 같이 밝힌다.

-<장명수>만일 이번 선거에서 낙선한다면 가장 큰 이유가 야당후보

가 단일화되지 못해서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낙선한다면 다음 선거에

다시 도 하시겠습니까?

-<김 >낙선한다는 것은 생각 안 해 보았기 때문에 거기에 해서

는 답변 비가 없는데요(웃음).나는 선거 망에 해 이 습니다.우리

의 과거 투표성향으로 서 표가 산표되지는 않는다,결국 국민은 여․야

거나 야당의 두 후보거나 여기에 표를 집 하지 산표하지는 않는다고

니다.그것은 지 까지 통령 선거의 성향이 일 해서 그 습니다. 를

들면 1971년 제가 박정희 통령하고 같이 나왔을 때 공명선거여부는 별

도로 하고,어 거나 박정희 통령과 제가 얻은 표가 합쳐서 99%입니다.

나머지 박기출 씨 이하 3명이 얻은 표는 1%도 안 됩니다.이번에도 국민

에 힘에 의해서,압력에 의해서,필요하면 양당의 힘을 단일화시킬 것이고,

… 를 들면 1963년에 윤보선․허정 두 분의 경우 같이 할 것이고 야

당후보 두 사람에게 표를 집 시켜 그것으로 결정할 것이다,… ( 략)

-<김경철>떨어지는 것은 생각해 본 없다고 말했는데,나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이번 단일화에 실패했

습니다.만약 단일화가 가능하면 땅 짚고 헤엄치기다,이 게 국민 부분

은 생각했습니다.그러나 이제 당이 깨지고 단일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모

처럼 민주화의 기회, 군정종식이란 기회가 결국 무산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한 책임도 결국 양 김 씨가 져야 한다,두 분은 차이게

통령으로 재출마하는 것은 아 생각도 마시고 원히 이 정치 에서

물러나야 한다,그런 여론까지 있다는 것을 알아주기 바랍니다.이런 여론

에 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 략)나는 물론 내가 당선되리라고 확실히 믿고 있습니

다.그것은 앞으로 여러분이 선거양상을 보면 압니다. 이건 허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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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 것은 아닙니다.그 지만 가정해서 김 삼 총재나 나나 둘 다 떨어

지고 군사정권에서 나온 사람이 당선될 경우가 있다 할 때는,국민도 그것

을 그냥두지 않고 「두 사람 에 하나를 단일화시켜라 」고 했지만,우

리 자신도 그런 것이 확실할 때는 결단을 해야 된다,이 게 확실히 마음

에 결심하고 있습니다.그러니까 무 성 하게 속단할 것이 아니라 앞으

로 사태추이를 좀 더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조선일보,83-84쪽)

한편,김 삼 역시도 막 표 쏠림 상을 상하고 있었다.김 삼은

11월 6일 진행된 훈클럽 청토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회>첫 번째 질문은 선거의 막바지에서 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만의 하나라도 여당후보로 기운다면 김 총재(김 삼)는 국민을 해 통

령 후보를 사퇴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하는 겁니다.

-<김 삼>단일화에 해서 제가 크게 심을 갖고 있습니다.그 노

력을 계속할 겁니다.그러나 우리 국민들은―국민은 선택을 하는데 참

명합니다.제가 많은 선거를 해봤고 남의 선거도 도왔습니다.아마 우리나

라에서 선거에 제일 많이 참여하고 여한 사람이 라고 생각합니다.그

런데 이 선거는 막바지 가면 표가 완 히 몰립니다. 는 노태우 씨한테

몰릴 가능성은 없다고 니다.우리 국민은 모두가 이 로는 안 된다

고 생각하고 있습니다.군정은 반드시 종식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

니다.그럼 종식시키기 해서 표가 어디로 모여야 되느냐는 것은 아마 결

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루하루 시간이 가면서 나

는 달라진다고 니다.그 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국민의 힘에 의해서

이룩될 것이다,이 게 믿습니다.(조선일보,70-71쪽)

1987년 통령 선거는 민주화 열기 속에서 치러진 선거인만큼 두 후

보 모두 국민들이 당선가능한 야권 후보에게 표를 몰아 것이라 상하

다.따라서 김 후보의 입장에서는 불리한 당내경선을 통해 김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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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에게 리는 것보다는 독자 후보로 출마해 자신에게 표가 쏠리도록

하는 것이 나은 선택이었다.김 은 민주화를 원하는 국민들은 자신을

더욱 많이 지지한다고 상했고,지역구도에서도 불리하지 않다고 단

했기 때문에 독자 출마를 강행하 다.선거 막 에 김 삼 후보에 한

자신의 우 가 드러나면 다시 한 번 김 삼 후보에게 양보를 요구할 수

있고,그 지 않다하더라도 사표방지심리에 따라 민주화 지지 세력이 자

신에게 몰표를 것이라 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거 막 에 다다라도 지지분포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선

거 직 인 12월 12일~14일에 진행된 한국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노태

우 후보 34.4%,김 삼 후보 28.7%,김 후보 28.0%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노태우 후보가 앞서가는 가운데,여 히 두 야당에게

비등하게 지지가 분산되고 있었다.1987년 통령 선거에서 여론조사 기

술 수 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각 여론조사마다 결과가 상이했지만,김

후보의 압도 우 를 상하는 조사는 없었다.선거 상은 체

으로 오리무 이었다.한편 후보 단일화를 요구하는 여론은 차 거세

지고 있었다.하지만 지지가 비등한 만큼 여 히 한 후보가 양보하기도

힘들고,사표방지심리도 등장하지 않았다.

선거 막 에 김 후보 진 에서는 다시 한 번 김 삼 후보에게 단

일화를 요구할지에 한 논의가 있었다.

14일 밤 DJ진 참모들은 하나의 극 인 단일후보 카드를 만들고

있었다.12월 들어 DJ진 도 여의도 보라매공원집회 성공에도 불구,각종

여론조사 자료를 검토해 보면 승리를 장담할 수 없어 고심했다.( 략)

YS진 에 한 지지도도 당선권이라고 볼 수 없었다.게다가 민정당 측

의 투개표 부정획책 정보가 끊임없이 동교동으로 들어왔다.뭔가 역

드라마를 연출해야 한다( 략)「극 인 구상」을 김 후보에게도 어

느 정도 설명했다.김 후보는 『회의 결과 만장일치라면 내용이 어떤 것이

든 존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경재)특보의 뒤집기 시나리오는 이런 것이었다.우선 YS와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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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당장 상을 시작한다.우선 YS를 통령 후보로 고 DJ는 사퇴하되

당권과 총리 이하 임명권한은 DJ가 행사한다.더불어 노 후보가 1년 이내

간평가 공약을 한 것처럼 이번에 일단 노(후보)를 젖히고 1년 안에 3김

씨가 다시 심 을 받기로 하자.만일 YS진 에서 권 하나 때문에 여타

조건이 무 불리하다고 주장한다면 그 역을 수락토록 요구하자.말하자

면 DJ에게 권을 양보하고 YS가 사퇴하면 당권 임명권을 넘겨주고 1년

안에 재심 도 보장한다는 것이 김 특보의 아이디어 다.(『신동아』

1990년 1월호,435-436쪽)

김 후보 진 의 김경재 특보의 제안은 두 후보가 당선의 효용을

동등하게 나 는 방식이었다.두 후보의 권한 분할이 완 히 같지는 않

지만 김 후보의 입장에서 어느 쪽을 수용해도 상 없다는 것은 사실

상 당선의 효용을 이분한 것과 같다. 통령 당선의 효용을 10이라 할

때,김경재의 제안은 두 후보가 효용을 5:5로 나 는 것이다.김

통령 진 에서는 제안 여부를 두고 논쟁하 다.이 상황에서 단일화 제

안 여부를 결정하는 변수는 단일화하지 않고 당선할 가능성(p)과 단일화

후보가 당선할 가능성(p')의 차이다.단일화를 하지 않을 경우는 기 효

용은 10p,단일화를 할 경우의 기 효용은 5p'이다.따라서 단일화를 통

해 당선가능성이 2배 이상 높아질 경우 김 진 에서는 막 단일화

제안을 하는 것이 우월 략이다.

많은 이들이 김 삼 후보와 김 후보와 단일화하면 당선이 아주

유력하다고 상했기 때문에 단일화 이후의 당선가능성(p')는 거의 매우

높다.하지만 단일화를 하지 않더라도 당선할 수 있다고 확신하지 않더

라도,당선할 가능성이 50%만 된다 하더라도 단일화를 제안하지 않는

것이 우월 략이다.한편 김 은 김 삼에 한 지지가 김 삼과 같은

남 후보인 노태우에게 이 되는 것도 상당하다고 단했기 때문에 단

일화 이후의 당선가능성(p')가 아주 높을 수는 없었다.따라서 김 진

에서는 크지 않은 수 이 당선 기 만 있어도,다시 말해 단일화를 하

지 않으면 반드시 패한다는 확신이 없으면 단일화를 제안하지 않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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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 략이 된다.김 후보 진 에서는 오랜 논의를 거쳤지만,당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에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막 후보단일

화 제안을 하지 않는다.

문동환 안병무 목사는 무 엄청난 구상이었던지 시종 말없이 립을 지

켰다.문익환 목사는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찬성을 표시했다.그러나

이문 교수가 극 극력 반 다.『승리가 앞에 와 있는데 무슨 해괴

한 소리냐』는 반응이었다.

8명 가운데 김 특보와 이 교수의 논 으로 압축되고 있었다.김 특보는

두 김 후보가 참패하는 경우 특히 DJ에게 돌아올 비난과 부담에 해서도

역설하고,우선 막 에 세를 휩쓸어 승리를 쥐고 보아야 한다는 논리를

개했다.결과 으로 그는 통령 선거 후 4․26총선 이 까지의 DJ의

곤경을 꿰뚫어본 셈이었다.그러나 2시간여 동안의 실회의는 결국 이

교수의 반 로 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했다.뒤집기 략은 불발로 끝났다.

(『신동아』1990년 1월호,436-437쪽)

인용한 은 낙선이라는 결과를 알고 후보단일화 결렬을 역사 우행

이라는 논 에서 쓴 이기 때문에 이문 교수의 독단 인 오 으로 후

보단일화가 결렬된 듯이 쓰 다.그러나 김 진 이 반 으로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진다는 확신을 가지진 않았고,오히려 상당 정도

선거결과에 해 낙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 스스로도

1987년의 낙선이 상 밖의 결과라고 회상하고 있다.

투표 사흘 인 12월 13일 서울 방동 보라매공원의 연설회는 잊을 수

없다.( 략)모두 승리를 감하는 분 기 다.나 한 압승을 의심치 않

았다.민주 세력은 물론이요 학생,청년층,직장인들이 나를 지지하고 있었

다.( 략)

특히 나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상실감이 무나 컸다.우리는 세상이 바뀔

알았기에 졌다는 실이 믿기지 않았다. 한민국은 선거 후유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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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섭게 가라앉았다.(김 ,2010,533-537쪽)

김 의 이러한 상은 노태우 후보의 낙승으로 끝난 선거 결과로

볼 때 잘못된 것이었다.김 후보는 노태우,김 삼 후보에 이어 3등

에 그치고 말았다.민주화 세력이 한 후보에게 표를 몰아 것이라 기

하 으나 김 삼,김 후보는 거의 비등하게 표를 나눠가졌다. 한

김 후보는 호남에서 압도 지지를 받았으나,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도 3등에 그치고 말았다.

김 의 오 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을 수 있다.첫째,16년만의

직선제 선거이자,개헌 이후 첫 선거로 균열구조가 공고화되지 않아 구

도가 안정 이지 않았다.당시의 균열구조는 지역주의와 더불어 안정과

민주화 사이의 균열이 혼재하 다.오랜만에 직선제 선거이자,김 후

보도 오랜 기간 정치활동을 쉬었기 때문에 정확히 구도를 상하기가 쉽

지 않았다. 한 이 선거 데이터가 없고,과학 여론조사가 보 으

로 등장하 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참고 자료 한 많지 않았다.김

후보는 민주화의 열기가 득표로 이어질 것이라 과신하 다.둘째,

KAL기 폭 등의 돌발 변수를 상하지 못했다.

둘째,이 선거가 없고 여론조사가 덜 발달해 객 으로 참고할만

한 자료가 많지 않았다.셋째,김 은 민주화의 명 분 기가 선거

결과에 크게 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넷째,KAL기 폭 사건 등

상하지 못한 돌발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다.선거 이틀 에 일어난 KAL

기 폭 사건은 빠른 속도로 반북 정국을 만들었고,이는 상 으로

북포용 이었던 김 후보의 득표에 악 향을 미쳤을 것으로 상된

다.따라서 김 은 돌발변수로 인한 지지이탈을 고려하지 않아 선거

결과를 낙 으로 상했을 수 있다.

김 은 1987년 통령 선거에서 후보단일화를 하지 않아도 상당한

수 의 당선가능성이 있다고 상하 다.물론 이는 자신이 무조건 당선

할 거라 믿었다거나,김 삼 후보의 양보를 받으면 더욱 당선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상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다.상당 수 의 당선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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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상황에서 불리한 당내 경선을 감내하거나 후보를 양보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1987년 선거 내내 후보단일화는 요한 쟁 이었다.김

에게는 민주당 탈당 과정과 선거 막 ,두 차례의 요한 후보단일

화의 시 이 있었다.그러나 두 시기에서 모두 독자출마로도 상당한 당

선가능성이 있다고 단하여서 후보단일화보다는 독자출마가 우월 략이

라고 단하 다.그 기 때문에 1987년에 김 삼-김 후보단일화는

성사되지 않았다.

2.후보 간 지지이 이 은 경우 :1992년 김 -정주

1992년 통령 선거에서는 1987년과는 다르게 후보단일화에 한 논

의가 거의 나오지 않았다.1990년 3당합당으로 만들어진 민자당이 실질

으로 비호남 연합의 기능을 했고,민주당 역시도 3당합당에 한 응

으로 재야 세력들을 포섭했기 때문에 기존 정치세력 양당이 포 하지

못하는 범 가 거의 없었다.따라서 김 삼과 김 두 후보 외에는 기

존 정치세력에서 통령 후보로 나올만한 이가 없었다.그런데 1992년 4

월에 치러진 총선을 불과 2달 앞두고 창당한 통일국민당이 총선에서

17.4%를 득표하며 성공 으로 등장하 고,국민당의 정주 통령 후보

역시 그룹 회장으로서의 인지도와 그룹의 조직을 이용하여 상

당 정도의 득표를 할 것이 상되었다.하지만 3당합당으로 정치 으로

고립된 김 후보는 김 삼 후보에 비해 열 에 있었지만 정주 후보

와 단일화를 시도하지 않았다.이는 김 삼 후보와 마찬가지로 비호남

지역에서 주로 지지를 받던 정주 후보와 단일화할 경우,정주 후보

에 한 지지가 오히려 김 삼 후보에게로 이 돼 더욱 불리해질 것이라

상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총선과 통령 선거의 지지유인은 다소 다르지만,1992년 4월 총선

결과는 1992년 12월의 통령 선거결과에 한 주요한 측 근거가 된

다.시기 으로 크게 떨어져 있지 않으며,그 사이의 정치 구도를 변화

시킬만한 큰 사건이나,정당체계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한 세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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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 민주당 통일국민당 기타

수도권

강원

서울 34.8 37.2 19.1 8.9

인천 34.3 30.7 20.4 14.6

경기 37.7 31.3 19.8 11.2

강원 38.8 11.7 31.9 17.6

충청

27.6 25.5 21.3 25.6

충북 44.6 23.8 21.6 10.0

충남 43.4 20.1 16.0 20.5

호남

주 9.1 76.4 3.9 10.6

북 31.8 55.0 4.8 8.4

남 25.2 61.6 5.0 8.2

경북
구 46.9 11.8 28.6 12.7

경북 49.0 6.8 17.7 26.5

경남
부산 51.9 19.4 10.2 18.5

경남 45.6 8.7 20.4 25.3

38.5 29.2 17.4 23.6

[표 7]정당의 지역별 득표 황 (1992년 국회의원 선거)

자료: 앙선거 리 원회 『제14 국회의원 선거총람』

모두 통령 후보로 나선 인물들이 당의 주된 지지요인이었기 때문에 총

선 결과는 통령 선거 결과를 상하는데 주요한 근거 다고 볼 수 있

다.

[표7]을 보면 199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 으로 김 삼 후보의

민자당은 38.5%,김 후보의 민주당은 29.2%,정주 후보의 통일국

민당은 17.4%를 득표하 다.이를 통해 본다면,1992년 통령 선거의

후보구도는 김 삼 후보가 나머지 후보에 비해 확실히 우 에 있지만 2,

3 후보인 김 ,정주 후보의 지지를 합친다면 김 삼 후보의 지지

를 크게 뛰어넘는 구도이다.실제 선거결과에서도 정주 후보의 득표는

김 삼 후보와 김 후보의 표차의 2배 정도로 나타났다.이는 산술

으로는 후보단일화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인 것이다.

민주당과 김 후보는 독자 으로 정국을 이끌어갈 수 없었으며,

극 으로 국민당의 힘과 국민당의 지지를 이용하려고 하 다.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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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5일 김 은 국회에서 정주 국민당 표와 양자 회담을 갖고 민

자당의 독주를 견제하기 해 민주당과 국민당의 공조 체계를 유지한다

는 원칙에 합의하 다.(유상 ,장신기 외,2011,867쪽)이후에도 선에

이르는 시기까지 지방자치제 실시 등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국민당의 공

조체계는 지속 으로 유지되었다. 한 김 후보는 11월 20일 앙선

거 리 원회에 통령 후보 등록을 마친 후에 진행된 인터뷰에서 “민주

당이 집권하면 민자,국민 두 당을 포함한 모든 정치권과 각계각층으로

부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복지사회 건설에 헌신할 수 있는 인재를 모

아 거국내각을 구성하겠다”고 공약하 다.(유상 ,장신기,2011,902쪽)

이어 12월 8일에는 양평,미 지역 유세에서 거국내각의 구성과 련하

여 “민자,국민당이 거국내각에 조하지 않는다면 두 당에서 사람을 데

려와 다수당을 만들 자신이 있다”고 말하며,집권 이후 거국내각 구성에

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 다.(유상 ,장신기,2011,910쪽)

1992년 4월 총선 이후 12월 선에 이르는 시기까지 김 후보는

지지기반이 다른 정주 후보와 조 인 계로 지냈으며 당선 이후에

게 국민당을 포함하는 내각을 꾸리고자 하 다.이는 김 후보가 국

민당과의 공조 없이는 원내에서도 정국을 이끌 수 없으며,국민당 지지

자들의 지지를 얻지 않고서는 선에서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진보 성향의 김 후보가 재벌 정당인 국민당과 가깝게

지낸 것에 해 기존의 김 후보 지지자들이 실망할 수도 있었지만,

김 후보는 1992년 통령 선거에서 보수 세력과 각을 세우기보다는

보수 세력을 포용하는 화합형 통령으로서의 모습을 강조하 다.

1992년 통령 선거에서 2 ,3 후보 던 김 ,정주 후보의

상지지를 합치면 수 후보인 김 삼 후보의 지지보다 클 것이라고 상

할 수 있었다. 한 김 후보는 화합형 통령을 내세우면서 재벌,군

부 등 보수세력을 극 으로 포용하고,나아가 거국내각을 구성하고자

했다.이는 김 후보가 국민당과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국민당과 손을

잡을 수 있고,더 나아가 국민당과 연합할 필요성이 있었음을 보여 다.

그러나 김 ,정주 두 후보 간 단일화는 선거 국면에서 언 되

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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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와 정주 후보가 단일화할 경우 정주 후보에 한 지

지가 김 후보보다 김 삼 후보로 더욱 많이 이 될 것으로 상되었

기 때문에 김 후보는 정주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하지 않았다.

김 -정주 후보단일화가 이 졌다면 김 후보가 정주 후보에

게 일정한 보상을 약속하고 후보를 양보 받은 종속 후보단일화일 것이

다.이 경우 정주 후보에 한 지지는 ‘김 으로 지지이 ()+김

삼으로 지지이 ()+기권()’으로 나뉜다.김 후보의 입장에서는

  가 성립해야만 후보단일화가 더 나은 략이 되며,그 차이가 김

삼 후보와 김 후보의 표차보다 커야만 극 으로 후보단일화를

할 유인이 생긴다.

1992년 통령 선거에서 가장 주된 정치 균열구조는 지역주의 다.

[표 7]을 보면 김 후보가 호남 지역에서 압도 으로 지지를 받은 반

면,김 삼 후보는 남 지역에서 많은 지지를 받았다.통일국민당의 경

우 4월 총선에서 비호남 지역에서 비교 고른 지지를 받았다.호남 지

역에서는 통일국민당에 한 지지가 매우 은 반면,김 삼 후보의 지

지가 높은 남 지역에서도 상당한 수 의 지지를 받아 민자당에 한

지지를 상 으로 분산시킨 것으로 드러난다.

강원택(2003a)은 통일국민당의 지지자들이 지역 으로 비호남 지역,3

당합당에 해서는 매우 부정 인 시각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이라고 분

석한다.그들은 3당합당을 통해 자신들에게 강요된 민자당 지지에 해

거부하고 그 안으로 통일국민당을 선택한 것이다.강원택(2003a)은 통

일국민당은 지역주의 갈등 구조에 편입되어 있으면서도 그러한 정당

경쟁 구도에 불만을 갖는 유권자들에게 한 안으로 등장했다고 정

리한다.강원택(2003a)은 민자당이 싫어도 지역주의로 인해 경쟁 정당인

김 의 민주당을 지지하기 어려운 유권자들로,지역주의로 인한 정당

지지의 비 이성이 작동했다고 지 한다.

강원택(2010)은 다른 논문을 통해,1992년 통령 선거에서의 제3후보

지지자들의 김 삼,김 후보에 한 선호를 분석하 다.강원택

(2010)은 제3후보 지지자들이 체로 김 삼에 호감을 가진 반면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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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서는 거리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힌다.따라서 제3후보 지지자들

은 신한국당의 잠재 지지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 한다.

이처럼 통일국민당에 한 지지를 ‘비호남+3당합당 실망’으로 정리한다

면 이는 ‘기존의 민자당에서의 이탈’로 이해할 수 있다.이러한 지지가 다

시 통일국민당 후보가 없어진다고 해서 민주당 김 후보에 한 지지

로 이어지기는 어렵다.특히 지역주의 균열은 이념균열 등과 다르게 일직

선상에 치하지 않고,정당 지지의 이 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이다.정주

에 한 지지는 민자당을 이탈(exit)한 지지이기 때문에,상당부분은 기

권할 것이고,민자당에 한 충성(loyalty)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 일부 지

지자들은 다시 김 삼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정주 에 한 지지는 결국

김 삼을 지지하느냐,기권하느냐로 나뉘게 될 것이다.하지만 어느 편이

더 많다고 하더라도 김 후보에게 유리한 상황일 수는 없다.

와 같은 상황에서 김 후보는 정주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하

지 않는 것이 낫다.설사 단일화를 제안한다고 하더라도 정주 후보의

입장에서도 당선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는 단일화에서 보상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단일화를 수용할 필요가 없다.1992년 통령 선거에서 정

주 후보의 등장은 비호남권에서 김 삼 후보에 한 지지를 분산시켰

기 때문에 김 후보에게는 오히려 유리한 변수 다.이러한 이 에도

불구하고,3당합당을 통해 형성된 비호남권 연합을 극복하는 것은 호남

권에 지지가 편향된 김 후보에게는 역부족이었다.따라서 김 후

보는 당선을 한 추가 인 지지유인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주 후

보와의 후보단일화를 선택하지 않았다.

3.보상 상의 실패 :2007년 정동 -문국

2007년 통령 선거는 이명박 후보의 독주 하에서,많은 후보들이 난

립한 선거 다.그만큼 다양한 형식의 후보단일화가 논의되고 시도되었

으나 거의 성사되지 않았다.2007년 통령 선거에서는 이명박 당선자 외

에도 정동 ,이회창,문국 ,권 길,이인제 등 나름의 지지기반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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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들이 난립하 다.그러나 실제로 이 진 단일화는 이회창 후보와 심

평 후보의 충청권 단일화뿐이었고 이는 선거 결과에 큰 향을 끼치지

는 않았다.특히 범여권 진보개 세력 유권자들의 지지를 나눠가진 정동

후보와 문국 후보의 단일화는 많은 이들의 요구와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지만 끝내 이 지지 않았다.

이명박 후보의 압도 우 하에서 정동 은 문국 과의 후보단일화

가 으로 필요했다.다른 방안을 통해 이명박 후보의 우 를 극복

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유한킴벌리 CEO로서 성공 기업인으로 활동

해 온 문국 후보는 새로운 정치와 일자리 창출을 내걸고 정치에 도

한 신인이었다.문국 은 정치 신인이었지만,처음부터 범여권 후보로

분류되었고 실제로 여권 통령 선거후보 경선에 참여할 것이란 측도

많았다.선거 반부터 두 후보 모두 후보단일화를 당연시하는 것처럼

보 다.문국 은 9월 5일 기자간담회에서 '(범여권 후보와의 단일화)가

능성이 99%라고 생각하며 투기세력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이 같은 분

들과의 정치 연 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정동 역시도 후

보 경선과정에서 " 통령 선거 한 달 인 11월 19일까지 민주당,그리

고 문국 후보와의 단일화를 이루겠다."고 하 다.범여권의 여론은 좌

지우지하지 김 통령 한 9월 27일 MBC와의 인터뷰에서 "신

당의 후보와 민주당 그리고 문국 씨와 단일화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동 후보와 문국 후보가 한 시 에서 단일화하는 것

은 당연해보 다.투표 직 까지 정동 후보는 지속 으로 문국 후보

에게 단일화를 요구했고,시민사회에서도 두 후보의 단일화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후보는 끝내 단일화하

지 못했고,선거결과는 이명박 후보의 낙승이었다.모두가 당연히 후보단

일화를 할 것이라 상한 정동 후보와 문국 후보가 단일화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먼 두 후보의 후보단일화를 할 경우와 하지 않을 경우의 효용을 비

교하여 보자.두 후보의 단일화는 우 에 있는 정동 후보에게 문국

후보가 후보를 양보하며 보상을 받는 종속 후보단일화다.정동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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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후보

09월 17 10월 6 10월 17 11월 3

3.1 3 2.5 3.2

문 현 4.4 5.5 6.8 7.3

명 50.5 53.3 55.8 54.6

제 0.9 1.2 5.1 2.4

회창 - - - -

정동 10.2 10.5 15.5 16.2

[표 8]2007년 통령 선거 반의 후보 지지율(%)

출처 동아일보:KRC여론조사

를 B라 할 때,정동 후보는 

′
 


일 때 후보단일화를 요구하며,

이 조건을 만족하는 수 에서 문국 후보에게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

문국 후보를 C라 할 때 문국 후보는 ′   ′ 을 만족

할 때 후보단일화가 우월 략이 되며,이 조건을 만족하는 수 에서 보

상을 요구한다.따라서 서로 주고받고자 하는 보상의 정도는 각 후보의

독자 출마 시 당선가능성,단일 후보의 당선가능성,단일화 시기에 따른

비용의 차이다.

2007년 통령 선거 국면을 두 시기로 나눠보자.물론 시기에 따라 선

거가 가까워질수록 지출된 선거비용 역시 커진다.2007년 통령 선거는

반 으로 이명박 후보가 수 를 유지하는 가운데에서 진행되었다.그

지만 구체 시기에 따라 후보들의 당선가능성이 일정하지는 않았다.각

후보들의 출마선언과 당내 경선이 진행된 9월부터 11월 까지를 선거

반,모든 후보가 확정되고 이회창 후보의 출마로 구도가 복잡해진 11월

순부터 선거일까지의 시기를 선거 후반으로 구분해보자.각 시기의 선

거 국면에 따라 후보들의 상지지와 선거운동기 효과가 달라진다.

[표 8]에서 볼 수 있듯 선거 반에도 이명박 후보는 압도 으로 우

에 있었다.하지만 정동 후보는 당내 경선 승리로 상승세에 있었고,문

국 후보 역시도 출마선언 이후 지지율이 오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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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후보단일화에 한 두 후보의 계산은 어떠할까?정

동 후보의 경우,

′
 


에서 지지도가 어느 정도 올라간다 해도

이명박 후보와의 지지도 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독자 후보로서의 당선

가능성()은 매우 작다.하지만 문국 후보 역시 지지도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아직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않은 부동층 진보개 유권자들

이 단일 후보를 지지할 것이란 선거운동기 효과를 고려했을 때 단일후

보로서의 당선가능성(′)는 어느 정도 있다고 할 수 있다.이처럼 독자

후보로서의 당선가능성에 비해 단일 후보로서의 당선가능성의 비율은 매

우 크다.따라서 정동 후보로서의 반드시 후보단일화가 필요하며,꽤

큰 보상을 주고도 후보단일화를 이 내야 했다.정동 후보는 경선 과

정에서부터 문국 후보와의 단일화를 극 으로 주장하 으며,11월 5

일 ‘반부패미래사회연 ’를 제안해 문국 후보와의 단일화를 공식 으로

제안하 다.

문국 후보는 ′   ′ 의 조건에서,단일후보로서 정동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었지만 아주 크지 않았기 때

문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확실하지 않았다.반면 이명박,정동

후보와 다르게 정치신인인 문국 후보는 자신의 지지도 상승에 한

기 가 유독 컸다고 볼 수 있다.문국 은 출마 직후인 9월 10일 CBS와

의 라디오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힌다.

문국 :정치고수라는 분들이 10년씩 활동하면서 아직 지지도가 1%,2%

도 안 되는데 는 일주,2주 만에 3%를 넘었지 않습니까.그 기 때문에

정치고수들의 의견도 듣긴 들어야 되지만 무 모든 것을 정치공학 으로

보지 말고 이제는 민심을 좀 생각하고(후략) (『NocutNews』,

2007/9/10)

따라서 문국 은 독자후보로서 본인의 당선가능성이 작지만,시간이

가면 지지도가 크게 올라가 당선가능성이 올라갈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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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 는 우변을 크게 해 상 으로 후보단일화를 어렵게 한다.

한 자신의 지지도가 올라가고 나서 후보단일화를 하는 것이 단일후보

의 당선가능성(′) 한 올릴 수 있다고 보았다.따라서 선거 후반에 후

보단일화를 하는 것이 문국 후보에게는 유리했다.정동 후보의 지지

도가 등하지 않는 이상,정동 후보는 시기와 상 없이 많은 보상(I)

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문국 후보와 이명박 후보,정동 후보와 이명박 후보의 지지

도 격차와는 달리,문국 -정동 후보의 격차는 10% 내외로 아주 크지

는 않았기 때문에 문국 후보의 지지도가 등할 경우 정동 후보와의

등한 후보단일화도 기 할 수 있었다.실제로 2002년 통령 선거에서

다크호스로 등장한 정몽 후보의 경우 지지도가 등하면서 노무 후

보와 등한 후보단일화를 하기도 했다.여러모로 문국 후보의 입장에

서 선거 반에 후보단일화를 하는 것보다는 선거운동을 통해 지지도를

더 끌어올리는 것이 나은 략이었다.

이러한 두 후보의 조건 하에서 11월 5일 정동 후보가 제안한 ‘반부

패미래사회연 ’는 끝내 성사되지 못했다.이와 련해 후보단일화를 주

도했던 통합민주신당 민병두 당시 략기획본부장은 기자간담을 통해

다음과 같이 진행사항을 밝혔다.

문 후보와 단일화 부분에 해 맨 처음에는 우리가 논의한 계기는 반부

패미래사회연 제안 시 이다.문 후보는 역제안,혹은 수정제안하겠다고

했다.내용은 삼성 비자 특검을 심으로 문 후보가 제안하고 이니셔티

잡는 방식으로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그러면 신뢰 쌓여 단일화 논의

성심성의껏 임할 수 있다며.그래서 우리는 삼성 특검 의미 있었고,반부

패연 도 의미 있어서 흔쾌히 수용했다.물론 그 과정에서 복잡한 논의 있

어서 1,2주일 시간 끌었지만 결과 으로 삼성 특검 련해 미래연 해

선 흔쾌히 동의했고,다른 후보도 동의하면서 성과냈다.그러나 이후 과정

에 해서는 신의성실원칙에 따라서 문 후보가 후속조치 해야 하나 그

지 않았다.문 후보 진 내에서도 많은 논란 있었던 것 같다.단일화 는

격 후보 회동,2∼3주 TV토론 ,공동유세,유세차 이용한 공동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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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후보 

11월10 11월17 11월24 12월1 12월8 12월12

 3.7 3.1 4.6 2.8 3.3 2.5 

문 현 6.1 8.2 7.0 5.4 6.3 7.1 

명  41.2 40.4 37.1 35.7 41.4 40.2 

제 2.1 2.1 1.8 0.7 0.8 0.7 

회창 21.9 18.6 18.5 17.6 13.2 12.4 

정동  13.0 14.1 14.0 12.6 14.2 15.1 

[표 9]2007년 통령 선거 후반 후보 지지율(%)

출처 동아일보:KRC여론조사

제안해 수용할 수 있나 해서 우린 수용입장 밝혔다.그런데 그 쪽 내부에

서 단일화 문 후보가 거부함으로써 진행 안 다.(『세계일보』,

2007/12/18)

문국 후보는 반부패미래사회연 를 통해 삼성 비자 특검과 련

해 주도권을 쥐고자 했다.이는 바로 후보단일화 국면으로 들어가기보다

는 시간을 갖고 정국을 이끌어 자신의 지지도를 올리려 한 행동으로 분

석할 수 있다.문국 후보는 이를 통해 조 더 자신이 유리한 입장에

서 후보단일화를 진행하려고 한 것이다.그러나 선거국면이 진행되어도

문국 후보의 지지도가 답보했고,정동 후보의 지지도 역시 마찬가지

다.이 게 선거 반의 후보단일화는 실패하고,선거 후반에 들어서게

된다.

선거 후반에 들어 선거가 가까워져도 후보 구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

았다.보수 지향의 이회창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공식 선언해 이명박 후

보의 표를 분산시키기는 하 으나 여 히 이명박 후보의 압도 인 우

가 지속되었다.정동 후보와 문국 후보의 지지도는 11월 이후 계

속 답보하 다.남은 선거운동기간이 차 어들고,마땅한 선거 이슈를

만들지 못해 선거운동기 효과는 갈수록 낮아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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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반에 들어 정동 후보는 더욱 극 으로 후보단일화에 나섰

다.

′
 


의 조건에서 독자 후보로서의 당선가능성()은 여 히

매우 낮았지만,단일후보로 출마 시 당선가능성(′)은 오히려 더 커졌

다.이회창 후보의 출마로 이명박 후보의 지지가 낮아지면서 후보단일화

가 성사되어야만 그나마 경합권의 후보가 되기 때문이다.그러나 단일후

보로서의 승산이 아주 큰 것은 아니었다.12월 13일 매일경제․mbn․메

트릭스의 여론조사에서 후보단일화 성사 시 지지후보에 해 이명박

41.7%,정동 21.1%,이회창 13.9%,권 길 3.9%,모름/무응답 19.3%의

결과가 나왔다.(『매일경제』,2007/12/13)이를 통해 본다면 후보단일화

를 하더라도 이명박 후보의 압도 우 가 유지되어 단일후보의 당선가

능성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정동 후보의 입장에서 이명박 후보와 일 일 구도를 만드는

것은 단순히 지지도를 높이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었다.일 일 구도가

되어야 부동층의 지지를 끌어오기 용이하고,사표방지심리로 다른 후보

의 지지자들도 끌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집권여당의 후보 지만 워낙

큰 지지율 차이로 이명박 후보의 수로 여겨지지 않던 정동 후보로서

는 후보단일화가 실했다.이는 상당히 많은 보상을 제공해도 후보단일

화가 우월 략이 된다는 뜻이다.정동 후보는 “원하는 모든 것을 주겠

다”고 공언했다.

정동 후보는 여러 차례 문국 후보와의 단일화를 해 노력했다.

12월 4일에는 진보개 세력 시민사회의 주재 하에 문국 진 과 정동

진 은 단일화를 논의했다.12월 12일에는 시민사회를 표해 함세웅 신

부가 정동 ,문국 두 후보와 삼자담 을 가졌으나 합의에 다다르지

못했다.12월 13일부터 18일까지는 막 단일화를 해 방 의 채 로

문국 후보에게 후보단일화를 요구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이런 많은 시도에도 왜 후보단일화는 성사되지 않았을까?이는 두 후

보 간의 한 보상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문국 후보는

′ ′  의 조건에서 후보단일화를 받아들인다.선거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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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보수의 표 분산은 단일 후보의 당선가능성(′)은 조 높아졌으나

여 히 크지 않은 상황이었다. 한 선거가 본격 으로 진행되면서 이미

지출한 비용(′) 한 많아졌다.반면 문국 후보의 지지율 한 답보

하면서 독자 후보로서의 당선가능성()이 거의 없어진 상황이었다.이

상황에서 독자 후보를 고수하는 것은 아주 낮은 확률의 도박이었다.좌

변도 우변도 모두 작은 상황,다시 말해 어느 쪽도 잘되기가 힘든 상황

이 문국 후보의 상황이었다.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문국 후보는 후보단일화에 해 일 성

없는 태도를 보 다.문국 후보는 11월 21일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후보단일화는)‘죽음의 키스’와 같다.’(『내일신문』,2007/11/23)고 말

하며 후보단일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그리고 이후 같은 맥

락의 말을 유세와 인터뷰를 통해 반복하 다.그런데 동시에 12월 4일

국회 정론 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정동 -문국 ) 희 둘의 출마

로 인해 부패한 과거세력의 집권을 막지 못한다면 이 역시 역사의 잘못

이 될 것”이라며 후보단일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하 다. 한 12월

7일의 후보단일화 상에 실무진을 보내고,12일 삼자담 에는 후보가

직 후보단일화를 논의하러 가기도 하 다.삼자담 의 결렬 이후 14일

에는 기자 간담회를 통해 ‘19일까지 지지자들과 포기하지 않고 정된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하지만 16일에는 다시 후보단일화 상에 나서

기도 했다.이처럼 선거 후반의 문국 의 후보단일화에 한 태도는 수

시로 바 었다.이는 문국 과 정동 의 지지율이 함께 답보하면서,문국

은 후보단일화를 둘러싸고 어느 쪽도 선택하기 곤란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단일후보의 당선가능성의 높지 않은 상황에서 열 후보에게 후보단일

화가 우월 략이 되기 해서는 보상(I)이 상당히 커야 한다.그리고 당

시 정동 후보는 상당히 큰 보상을 해서라도 후보단일화를 성사시켜야

하는 상황이었다.그 다면 후보단일화 상에서 두 후보가 만족할 수

있는 ‘상당히 큰 보상’은 어떤 것일까?정동 후보는 △공동정부를 같이

하되 문 후보의 가치를 실 할 수 있는 책임(직책)을 맡도록 모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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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고 △문 후보 측 정치세력이 차기 총선에 원내에 진출하도록 조치

하고 △시민사회 원로들이 이 사항을 보증하겠다고 보상을 제안하 다.

(『머니투데이』,2007/12/19)

그러나 이 제안이 담고 있는 보상은 통령이 가진 권한 극히 일

부분에 불과하다.한국에서 ‘책임총리’의 역할은 분명치 않으며,임명권이

통령에게 있는 한 통령의 권한에 도 하기 쉽지 않다. 한 창조한

국당의 입장에서 민주신당과의 연합과 독자후보 략 어느 것이 차후

총선에 더 유리할지는 확실하지 않다. 한 시민사회의 보장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약속이행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이는 1997년 김 -

김종필 단일화에서 당 표,총리,내각제 개헌을 약속하고,합당을 통해

의회 과반수를 만들어 이를 보장하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은 보상이었

다.

하지만 이 제안은 정동 후보가 제안할 수 있는 최 한의 제안이었

다.일단 지지도와 조직에서 앞서는 정동 후보가 후보직 자체를 문국

후보에게 양보하는 상황은 있을 수 없다.특히 문국 후보로의 단일

화는 호남 지역 지지를 이탈시키기 때문에 당선가능성(′)이 거의 없는

방식이다.하지만 후보사퇴와 정동 의 제안 사이에 ‘ 한 수 ’의 제

안은 존재하기 어렵다.승자독식 구조인 한국 통령제 하에서는,1997년

김 -김종필 사례에서처럼 개헌을 약속하지 않는 이상 권력의 분할은

매우 한정 이다.그러나 1997년에 비해 한국 통령제는 훨씬 굳어졌으

며 개헌을 할 마땅한 명분도 없었다. 한 개헌을 약속한다 해도 의석이

거의 없고,정치 자산이 없는 창조한국당과 문국 후보에게 권한을

수 있는 방법은 마땅히 존재하지 않았다.

마찬가지의 이유로 정동 후보와 문국 후보 사이에는 약속 이행에

한 신뢰가 없었지만,시민사회의 보장 외에는 이를 보장할 방법이 없

었다.1997년의 사례에서는 두 후보의 정당을 합치면 제1당이 되고,두

후보가 각 정당의 수장이었기 때문에 개헌을 어느 정도 약속 이행을 보

장할 수 있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의회의 반 에 부딪 개

헌은 진행되지 않았다.그러나 2007년의 사례에서,정동 후보가 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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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에게 권한을 나 기 해 개헌을 한다고 해도,당 안 의 다양한 반

에 부딪히기 때문에 약속이행을 보장할 수 없다.

정동 후보는 후보 외의 모든 것을 양보하고서라도 후보단일화를

하고자 했고,문국 후보는 큰 보상을 제안 받는다면 후보단일화에 응

할 수도 있었지만 한 보상의 방법은 존재하지 않았다.이런 경우,

품 등 필요한 정도에 맞춰 제공하고,미래에 약속이행을 보장할 필요가

없는 안이 보완 수단으로 등장할 수 있지만4)이 한 선거법상으로

한계가 있다.종속 후보단일화에서 보상 상은 단일화 후의 각 후보

의 당선가능성,선거비용 등의 변수에 의해 일단 조건이 부여된다.그러

나 그 조건이 겹친다 하더라도 구체 보상은 특정한 정치 ,제도 조

건 하에서 가능하다.2007년 통령 선거에서 정동 -문국 단일화는

한 보상의 정도를 합의할 수 있는 정치 ,제도 조건이 부재했다.

따라서 두 후보 모두 후보단일화의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결국 보상 상

과정에서 단일화가 결렬되었다.

4)2010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곽노 -박명기 단일화’가 이러한 경우를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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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민주화 이후 한국정치에서 후보단일화는 반복 으로 등장한다.최근

선거 국면에서도 후보단일화가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이제 한국정치

에서 후보단일화는 후보와 유권자 양 측 모두에서 선거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정 정도 제도화되고 있다.그러나 아직 선거 연합의

한 방식으로서의 후보단일화에 한 연구는 부족하 다.그간 한국 정치

연구에서 후보단일화는 개별 사건으로서 연구되거나,정당통합의 일부

로서 연구되어왔다.본 연구는 후보단일화를 특수한 하나의 연합 방식으

로 보았고,후보단일화 연합의 성사 조건을 분석해내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는 후보의 합리 선택을 바탕으로 후보단일화 성사조건

을 분석하 다.정당이 주체가 되는 정당연합과 달리 후보단일화는 후보

들이 개별 선거에서 자신들의 당선가능성을 올리고자 하는데 목표가 있

다고 보았다.이를 해 후보단일화의 여부에 따른 후보들의 기 효용을

구하고,후보들이 처한 조건들에 따라 기 효용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를 분석하 다.후보들이 후보단일화 참여 여부를 단하는데 향을 주

는 독립변수를 후보의 주 득표 상,단일화후보 간 지지이 가능성,

단일화 참여 후보 간 지지율 격차,보상 상 네 단계로 나눴다.각 단계

에서의 후보의 단에 따라 후보단일화 성패가 결정된다.

후보단일화는 후보들이 지지를 합치면 수 후보 지지를 넘어설 수

있다는 주 상을 공유하고,단일화 후보 간 지지이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가능하다.이 상황에서 단일화 참여하는 후보들의 지지율이 비

등한 경우 등한 후보단일화가 일어난다. 등한 후보단일화는 후보들

이 자신들의 당선가능성을 올리기 해 참여하며,공동정부 구성을 목

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보상 상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는다.

단일화에 참여하는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크다면 지지가 은 후보

가 후보를 포기하면서,지지가 높은 후보에게 보상을 약속받는 종속

후보단일화가 일어난다.종속 후보단일화에서는 보상 상이 성사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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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변수가 된다.양보를 받는 후보가 수 있는 보상과 양보를 하는 후

보가 주는 보상이 겹치는 경우에 종속 후보단일화는 성사된다.다만

보상은 구체 수치가 아니라 권한,직책 등의 정치 가치이기 때문에

정치 ,제도 여건에 따라 보상할 수 있는 방법에는 제한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후보단일화의 이론 모델을 민주화 이후 한국

통령 선거에서 후보단일화 성공과 실패에 사례에 용하 다.이를 통

해 이론 모델의 합성을 검토하고,후보단일화 성공과 실패의 실제

사례를 비교하여 각 독립변수가 후보단일화 성패에 실제로 어떻게 향

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후보단일화 성공 사례로는 등한 후보단일화

성공사례로 2002년 통령 선거 노무 -정몽 단일화 사례를,종속

후보단일화 사례로 1997년 통령 선거 김 -김종필 단일화 사례를

분석하 다.후보단일화 실패 사례로는 후보의 주 지지 상 단계에

서 후보단일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지 못한 사례로 1987

년 통령 선거 김 삼-김 사례,단일화 후보 간 지지이 단계에서

지지이 이 을 것이라 상한 사례로 1992년 통령 선거 김 -정

주 사례,종속 후보단일화에서 보상 상이 실패한 사례로 2007년

통령 선거 정동 -문국 사례를 분석하 다.이러한 사례분석을 통해

한국 통령 선거에서 후보단일화 성패 사례들이 합리 선택에 기반을

둔 이론 모델을 통해 상당 부문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하나의 특수한 연합방식으로서의 후보단일화에

한 일반 설명을 제공한다는 것이다.따라서 본 연구는 과거 사례에

한 설명뿐 아니라 향후 선거에서의 후보단일화에 해서도 일반 인 수

의 측을 가능하게 한다는 의의가 있다. 한 연합방식으로서의 후보

단일화의 특성을 밝힘으로써 정치 연합에 한 이해를 확장시켰다고

볼 수 있다.후보단일화는 고정된 제도에 의한 연합이 아니라 유동 으

로 시기,방식이 결정된다는 에서 특이한 연합방식이다. 한 정당이

아니라 후보가 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따라서 반드시 공동정부 구

성을 목표로 하지 않아도 당선가능성 상승만을 이유로 연합이 진행되기

도 한다는 측면에서 독특한 연합방식이다.따라서 본 연구는 정당 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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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에 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던 기존의 연합이론의 한계를 극복하는 하

나의 시도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의 가장 큰 한계는 이론 모델이 단일 선거구/단순다득표제

선거 이외의 선거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에 있다.후보단일화는 다양한

선거에서 나타난다.한국에서 국회의원 선거,지방선거 등에서 후보단일

화가 다양한 양상으로 등장하고 있다.이러한 선거들은 다수의 선거구,

다양한 층 의 선거,비례 표/ 선거구제 등이 혼합된 혼합선거제이다.

그뿐만 아니라 비교정치 측면에서,단일선거구/단순다득표제 선거는

매우 드문 선거방식이다.한국 이외의 많은 국가들의 비슷한 방식의 연

합을 설명하기 해선 각 국의 선거제도에 한 고려가 필요하다.따라

서 단일선거구/단순다득표제 선거가 아닌 선거를 설명하기 해선 더 많

은 변수와 조건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본 논문은 이러한 연구 과제들

을 한 기본 모델로써 쓰일 수 있다.본 논문의 성과를 발 시켜 향

후 연구를 통해 다양한 선거 하에서의 후보단일화를 설명해나가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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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the Conditions for 

Candidate Consolidation: Based on 

Korea’s Post-democratization 

Presidential Elections

Hwang, Doo Young

Dept. of Politic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ttempt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candidate 

consolidation through rational choice theory and explain candidate 

consolidation in a single-electorate plurality system such as the 

post-democratization Korean presidential elections. It is also argued that 

candidate consolidation is not a random happening but a pre-election 

coalition which is decided by rational choice according to certain 

expectations of the candid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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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didate consolidation requires the candidates themselves as opposed 

to their parties to be the negotiating players, and it could be described 

as a kind of pre-election coalition in that there is no institutionalized 

force such as runoff ballots. Previous explorations tend to treat candidate 

consolidation as isolated incidents and do not try to explain the 

conditions for its realization as a kind of coalition method in its own 

right. Previous theories also define pre-election coalitions in too limited 

terms while failing to take into consideration many of the variables 

involved in pre-election coalitions which change according to election 

systems and power structures.

 In this study, candidate consolidation is seen as a particular kind of 

pre-election coalition and its conditions for realization are analyzed. It is 

shown that the candidate’s expected utility changes according to the 

following variables: probability of winning the election, probability of 

winning through consolidation, and election costs. It also shows that the 

outcome of realization of candidate consolidation is differentiated 

according to the conditions within the four stages which influence its 

realization: subjective forecast of votes, possibility of transfer of voter 

support between consolidation candidates, difference between support 

numbers of consolidation candidates, and compensation negotiation. 

Differentiation was also made between consolidation of candidates with 

equal support (equal candidate consolidation) and unequal support 

(subordinate candidate consolidation).

 Candidate consolidation is realized in two cases according to these 

variables and conditions. In the first case, “equal candidate consolidation" 

is realized when the two candidates participating in candi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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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olidation are unlikely to be elected individually but their combined 

support has a subjective vote count forecast exceeding that of the 

frontrunner’s, when there is high possibility of transfer of support by 

voters between the candidates, and when there is little difference between 

the support numbers of the candidates participating in consolidation. In 

the second case, “subordinate candidate consolidation" can be realized 

when the conditions of the subjective forecast of votes of the candidates 

and the transfer of support between candidates stages are the same as 

the preceding conditions but the difference in support numbers between 

consolidation candidates are significant and it is possible to come to a 

satisfactory agreement in the compensation negotiations.

 The successful cases of candidate consolidation in the Korean 

presidential elections of the post-democratization era are also explained 

through this theoretical framework. The Roh Mu-hyun/Jung Mong-jun 

candidate consolidation during the 2002 presidential elections is presented 

as an example of “equal candidate consolidation.” The Kim 

Dae-jung/Kim Jong-pil candidate consolidation during the 1997 

presidential elections is shown as an example of “subordinate candidate 

consolidation.” In addition, three cases of failed candidate consolidation 

are also considered. The 1987 presidential election’s Kim Yong-sam/Kim 

Daejung case is presented as an example of there being no forecast for 

support of a consolidated candidate. The 1992 Kim Dae-jung/Jung 

Ju-young case is presented as an example of little transfer of voter 

support between the candidates. The 2007 Jung Dong-yong/Mun 

Geuk-hyun case is presented as an example of failed compensation 

negot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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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how it shows candidate 

consolidation is not a personal or historic accident but rather something 

that depends on the rational choice of the candidates and is also in fact 

a form of political coalition. It is also possible to predict future 

candidate consolidations using a unified theory garnered from observing 

successful and unsuccessful cases of candidate consolidation in 

post-democratization Korean presidential elections.

keywords :  candidate consolidation, rational choice, presidential elections, 

probability of winning the election, subjective forecast of 

support, compensation negot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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