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당은 혜 2004년에 예지되었는가? 
다충(多홈)흐륨모앵용 씌용한 갱당조직깨혁 겔갱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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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공공정에g정괴정톨석을 위언 디용(’.)효톰오영 (Kingdon 

1984 )의 징은엉율 이딩얘 우고 김대종 정권 이래에 이!어 X 지 옷g인 지 

구딩 에'1가 g 노우현 정권 시기에 잉생했는기에 대언 잉영훌 쩌g힌다 
즉 이 영구의 턱에E 각 시기 정에g징피g율 에.ii!.-~여잉으g써 징g엉개 

징 연회의 요인과 과엉훌 규영히고 징딩개억용 도요얘기 위힌 시사정을 오 

씌히는 데 잉디 이. 위에 징딩재획에 굉연엄 디잉한 자료. 운석앙다 잉 

당깨어피징을 운석힌 잉괴 지구딩 예X 리윤 양안이 2004년얘 잉현영 수 

잉었언 이유는 다용괴 길디 원내정딩회리는 g혼이 지애히R긍 정~"용세기 

생싱언 예닥이 가능언 대책을 세g외었다늠 정 정당대링a다 신쭈’ 대 구 

추휴의 구도. 엉성시킨 ，.시대 의 종엉율 이깅하는 노우g 정권이 집영 

엉다는 징 용괴 이료 인얘서 쿄의싱의 ."를 자극히반 기여의 거시"'1 개 

잉되었다는 정 @에 여리 용세 정‘ 정" " 새 흐톨을 강잉어셔긍 것이 기 

능에g디면 정을 지찍‘ 수 있는에 이늠 각 딩의 쇄신피외 영재.，。 리한 영 

~혁신기에 의에 심진외었기 예웅이다 이로씨 지구당 굉연웅제. 를석힌 

선영연구(세도톨 영위지은 잉인은 융).을 보왼히여 에게혀인 .에서 용 

힘빼 욕잉액이고 잉영업이 강힌 g피. 엉을 수 있고 다종호를오엉이 언굿 

의 정당정치개어 사에에 예에 • 도 억용가능g을 시시에는 이기 의잉되었디 

쭈"어 지구당 예'1 정당개어 정찌a정괴정 "홈호를모엉 징엑어싣기 

.익영의 싱사에앤닝톨와 도융융 주샌 다온 풍률에1 강사외 양"융 드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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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밑 

장여갱우의 업권으효 민주주의 공회국인 한궁 정치의 망션용 충요한 션앙정에 

이르었다 운민정우는 군부특채 잔찌의 혀경얘 묵인의 정우는 정정유칙과 의횡위 

기의 극욕에 주원 노력융 기용었다연 앙여정우는 야당갱권ji!쩌의 갱부션용융 이 

어 양으연서도 3깅시대에셔 벗어나 신(1If)갱치의 재혁주의에 전녕었다는 에얘서 

갱적인 차이갱용 보였다 §은 16얘 대션 직천에 찌찌이익파 서양식 션진화을 요 

방하는 정용춘 후보자 용파의 영용 영혁용 잊었지안 대션숭리는 인권연호A로 유 

영했언 노우현용 충싱으호 하는 새 정치세혁의 차지가 되었다 예몽에 노 대용령 

이 취잉얻지 1년 -1'. "'"'년 3월에 지구당 에지"가 양생혔다는 것온 다소 뜻밖으 
호 보일 수 있다 용뿌리갱당조칙"인 지구당용 장여민주주의의 실천애 에싱쩍 정 

당찌도이다 " 용온 1962년얘 지구당찌가 동장양 때부터 현재까지 않옹 비리용제 

가 존재하고 원얘 비용이 않이 드는 갱시에 추가적인 우당을 안겨었다는 것이 사 

" 여기서 1자 라고 하기에는 실용 하영지 양용 내용이다 e의 . ... 연 지구당 예치는 

"엉 흑소 iξ정 얘1 용 예지의 갱도에 대@ 다양얻 잉갱이 잉다 여라서 이 

지 라고 예서 북 씬션'1 없예는 것이 아닐 수도 잉다는 것& 톨영에 예야 @다 그려나 

호왕객잉 g엉~" 정양1샤 라고 양 수 잉다 때라는여기서 사용의는끼구당예지라는 

주장용 지구당외 경양여용 션." 에서 엄 지구영의 찌"톨 의 '1혀으호 .)꾼다는 것으 

효 이에앙 순 잉다 이경 추장외 ‘킹에는 이국식 지지자갱녕오엉이 잉다고 “ 수 있 
다 지구당 예지에 'Ie액인 쪽용 지구당의 에도톨 그얘로 놔우는 것도 입지얀 주호 

당앤갱당오영& 션찌호 에서 지구당 져도외 앤혜기능융 회JI.(?)하기 애예 1연을 용힌 

1어& 주장@다 

2) 이 논용에서는 정당외 지역 내지 하4 조직융 가리키는 요엉으효 지구당 피 """ 

정당조예 .. 강이 쓴다 지구당용 약정펴 예우터 샤용잉 g언의 그 .갱색인 엉적인 명 

애틀 앙하기 예웅에 그만앙의 엔'7' 내셰의어 있다끄 용어 지구당온 정당지역초에 이 
션외 영예와 현성융 의이언다연 이호다 어 내용색으증 깨앵혀인 표엠으호 깅용t 

(2008 )가 1안한 ""리정당이라는 Jl잉용 언찌의 명에. 어우르연서 이에외 영예까지 

X앙얻아고온다 

3) 지구당용 이용색인 사앤예셔 "인 아니각 구세획인 헌언과 갱당엉에도 민주주의국가 

외 영수쩍인 "객세호 규정의어 잉다 갱쳐칙 의사앵성에 앙여하는 " 명요한 3ε칙융 
가져야 @다'J대@인국 언엉 셰8조 2앵 얘언인긋 갱당엉 져 1'> 셰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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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다 게다가 지구당찌도 자셰가 균우욕재시대에 국인이나 유권자흩융 양려 내 

지 용찌하기 외예 기형적으로 셜정원 육얘시대의 유산이기도 하다 하지안 그영다 

고 하더라도 3깅시대의 구(11)갱치로부터 벗어나게 외자마자 민주주의 용고화용 

외한 에싱객 용뿌리정당조직의 우션걱 져거가 안드시 당연혜 보이지는 않는다 대 

중 의사용 정치재도에 천g혜주는 갱당죠직이라는 "l개외 기온단위인 지구당의 

예지보다 g뿌리정당조직의 앤해역항융 회꽉 또는 갱상화시키는 것이 더 ")땅하 

지 않았는가라는 의운이다 지구당예지용 용얘 한묵 정당재도용 양상시영 수 있다 

고 생각얻다고 때도 ~ 운우특찌가 사라지고 >0년이 지난 시정에서 지구당제가 

찌거되었는가하는 것용 수수깨꺼로 냥는다 " 다중호용요형용 용에 용석때 도§한 

경용으로부터 양하지연 2<xμ년 지구당 에지는 시기상용의 개혁 (a n:form whose 

빠h성=)이었다고 힐 수 있다” 

II 이흔적 배경과 접근영엉 

1 이혼쩍배경 

양시 지구당 예지운재용 툴러싼 논의얘 판에서는 다양한 연구논운이 망경원다 

하지안 대우용의 경우‘”에는 지구당 에지외 과정보다 인주주의의 성엄 정당애도 

의 효용성 용얘 "정융 맞추어서 개갱파갱과 정책경파의 성완완계훌 정에경갱과 

정용석융 용혜 상연 논의는 거의 없었다 얘운에 이 논운용 처비용고g융의 정 

치 융 위한 지구당 예지의 갱책경정파갱융 운석항으로써 정앙깨혁 연화외 요인과 

과정융 규영하고 정책결정과갱과 내용의 상싼한계용 주욕하연서 장현 정책의 연 

4) 지구영제외 ’지는 1년 후에 재개역으로 인예 H씩으호 취소의었지안 세효용 영예 

인 당연협의피는 엉적으호 에우 얘에오t하기 예용에 ‘’리정당조직의 얘 기능을 옷 

하고 잉다(깅용호 의 ".에 2) 

” 이 g엄용 갱액경갱의정 .. ~석하기 써에 안리척 앵애자용 전~ .. 하는 용씌요앵~다 

갱시섹 시간이라는 연수. 강죠하혀는 αm엉i$(J9%)의 논운 찌욕 ( .ScllinR Briû‘ h R.ail 

"" '''''써때se lín‘ lIas Come1')에서 밍언 것이다 

" 예영대 갱싱경 (""" 이연흩 (~: 2005) 갱진인 (200S: 2007) 회장갱""'" 용 



".’ e국정치연구 에 17집 에2호(2008) 
、

화톨 도요하기 위한 시사엉용 오색하고자 한다 이용 찌에 홉lt적인 상영양계의 

구"''' 파악하요 정책경정과갱의 다양한 연수톨 총함해서 용석앙 수 있는 다충(多 

Jl)~{}오형 (ιngdoo 1 9S4)용 앙용한다 200μ년에 잉용 정치개혁융 다훈 선앵연구 

(악성진 """ 유진약 WI)는 당흔와 앵위자용 용씩에서 개혁이 어띤 논리와 단 

계에 따라 이루어졌는가톨 규영g지 인 그 시간적 넥확파 꽉앙액 상판완계톨 충용 

히 조영하지 많았다 꽁꽁정찍연구 훈야에서는 오순척인 정에경갱피정용 상식으 

로 이예하는 것용 용ε 정치이용을 용뼈서도 파악하기가 여간 어영지 않용 것으로 

장양혀져 있다 

옥 성앵연구보다 더 용앙객이고 세계적인 용석오영융 중싱으호 깅대중 정부시 

기와 장여갱부의 시기에 있용 정책결정과정의 사헤용 비교용석엉으호써 후자의 

성공요인융 이혜하고 현실적으호 7r능하고 아양칙언 갱당개혁융 위한 시사생용 

얻고자힌아 

Kingdon ( 1984)용 몇 년에 걸쳐 이국 정예정갱파정에 양여하는 정씨장여자흩용 

인터유함으로써 여~ 외 ( 1972)의 쓴에기용 요형 (，잉얘ge can model)융 갱에걷정 

과정에 적용혜 이후 정에용석 환야의 고션이 원 ( B“land 20( 1) 다중jε용요앵 

(multiple ααm‘-"융 딴선시켰다 어<0 외(1972)는 대억교라는 죠직훌 연구 

대상으료 상야 욕엉적인 경갱의 용제에경융 용석했다 욕히 대악에서 이쭈어지는 

결갱융 보연 예경션찌융온 합리적으로 킬갱되었는가라는 의싱이 융 갱도호 비앙 

리객이라는 것이 그동의 총앙갱이었다 이 형상옹 성영하기 위예 얘학교용 죠직 

원 우경서 (organi.zed 3IllIJ'Chy) 로 보아 운찌 대에 창여자 컬갱기회 흥 5가지의 서 

로 욕링객인 호용융 영정한다 즉 풍제갱의가 용용영하고 장여자흩용 과갱에서 

야 자신의 선호g 양재 의고 jξ직의 규외과 경정파갱의 구죠용 장 요용다는 것이 

"""'" 외 ( 1 972)의 오엉적 셜영이다 이 호용융의 경영 (combination )으호 인에 일정 

한 경정애 유리한 상qf이 생긴다 ... 융이라는 g현옹 이러한 과정률이 항시 유용 

하고 있다는 것올 강죠한다 예컨대 아직 안생하지 않옹 용세에 대언 예정예이 있 

용 수 있기 예훈에 이얻 정우도 사고양 수 있기 위한 요엄이다 어인 철갱이 이우 

어질 수 잉게 하는 조건(효흉의 경합)이 되어 있지 않용 한 이 오은 효흉의 내용 

응용 단지 용에 어연 쓰헤기 쳐엉 우질서하고 양요가 없다 Km명011 (1984 )용 쓰 

헤기용 요형 의 륙갱요소인 애에오효엉(ιmbigui이파 우양성융 상리연셔 Coòen 21 
( 1972 )가 성갱하는 다섯 재 효용ξ융 용찌 정에 갱시 동 세 효용으료 대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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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갱기회용 기씌의 장이라는 개녕으로 장여자용 갱에혁신가료 재정의엉다 

Kingdon ( 1984 ) 의 다충효용오형이 기회의 장 요영이라고 지갱되기도(조일용 

1993)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후에 다중호용요형용 앤얘의 이국 정책결정파 

정이아는 액학파 다를 나라와 한야에 다양하게 걱용되고 더 양천되었다 ” 
훈석융 쩌혜 성갱얻 오형용 정에경갱의 이유와 경파에 얘얘 가갱앙 수 있도욕 

항 수 있어야 얻다(Dye 1972) 기옹척으호 쟁에결정과정융 다쭈는 대부훈의 정우 

에는 @리적 션액이나 1도생계에 따라 운셰용 채기하고 그 얘경외융 찾는다는 성 

정용 한다 하지얀 않온 경우에는 오히려 정도원 상망이 일안척이라는 주장도 있 

다(Hir>eh뼈 •• 잉 Lîndblom 19(2) 측 갱예。1 있는대 이용 죄용항 문제용 찾는 것 

이다 예용에 기존 단계적 오언(갱책경갱용 순위에 따용 단얘용 거치는 일차씬척 

파갱으로 여갱)이나 시스앵오앵(후잉과 상용요소예 초갱)용 다종호용모앵파 알리 

정에결정과정의 시간과의 싱씬싼계의 혹잉성용 천딴객으g 찌악혀지 옷한다 이 반 

연에 다충효용요앵옹 갱책연씨용 세계객이고 용앙적으로 유영하기 위한 한석도구 

이다(Mlinter 2005. 25이 ” 또안 기존이흔융 용해 한국 갱치개혁의 명연인 지구당 

예지라는 현상용 얀촉항 갱도로 성영힐 수 없는 정얘서 선앵연구보다 더 용엉객이 

고 에째격인 이 껑은냉옹 악용적인 가지가 있다고 엠단원다 ω) 이런 쟁애서 이 갱 

1) 다충효용오엉융 톨용하고 앙전시킨 가강 예Ii적인 학자는 "어lÎel"{l 99 l). zaha끼잉” 

(1992) . Keeler( I993 ) . Miln!cr{2005} 동이 있다 언국에서 에엉얘 강보깅 IlOO1) 용기안 

(2000) 용이 있다 

ß) Majone(l989l . Sabalier(l99J). Birkl.a찌 (:mll 퉁이 지혀@ 갯셔엄 연째요영의 안계는 갱 

에견갱，)갱이용1정외 외1영성 정에셰찌 정에잉앵그리고정익염가라는숭서에 여 

라 R사하져안 엉성용 。1보다 꺼영 더 동시객이고 역용석이기 예용에 연져오엉용 연싱 

의 용양성율 짜악하기가 어연다 시스앵R영용 딩예요영의 언찌를 극아양 수 있었지인 

'1-잉와 산흩외 요소안S오 잉셰 역동척인 정에경정아정에서 양생양 수 잉는 융칙잉용 

표"하기연 '1-용하다고 8안핀다(Sabatier 1991) 

9) κiI1gdon( 1984 )의 다충흐용요영이 갱에정갱까'1 아니라 의제엉성까칙안 와정융 ￥석한 

다고 쭈장엔 i여oo(J 99lj와 g리 """에Jis (l 996)는 의세성갱예 한힌 앤에외 요’~ 

확대시켜서 갱1영성 의세생갱꾀 션에"갱까지 H시경다 그는 갱권연정 국인기용 

조칙이익의 균영 용 정에"용외 ]요스흩 정당이영이라는 항욕으효 정n시”고 경앙" 

녕융 의1성정흩 녕어 정1경정까지 확대사킹다 1-ιiI 1996 ‘03) 

,,) 특연@ 이은씩 갱e영엉 없이 당시 끼억앙정융 용석하는 여러 가지의 논용융용 상식쩍 

인 수중에서 그 용찌톨 규영안다 옥 .쩌자융의 구1척인 앵용와 상셰훌 끼썩하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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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엉용 용혜서 엉융 수 있는 것용 션얘연구보다 더 않용 인식확보(Erkenntn‘.gewinn) 

와 앞으흐 았융 한국정치파갱얘 대한 갱찌용석이 가능하다 

다충:<용모엠 정근냉외 한계얘 대한 논의가 가능하기 예용에 이 용찌톨 간약하 

게 깊고 녕어가고자 앤다 K뺑don (J984). Zahariadis(20031. Milnler (2005) 동을 비 

웃한 다양얻 악자융이 이 오앵융 성용칙으로 연구사헤에 적용했용에도 {융구하고 

다충효용오형옹 엉격한 기준(Popper 1968 )얘 따랴 안중이(1，“’「ιation : King 

Keohane and Ve때 1994. 100-5) 아직까지 어협다 아라서 이 연구는 얻국에서의 

정에검정과갱에 대한 씬 한석사헤이고 엉격얻 수준의 인파안계 (King. Kcohant:: 

.잉 Verba 1994)i! 규영하" "-다 정책경정파정의 경정요인융의 용안걱인 상완싼계 

융융 얘져색으호 용석하는 에에 충정융 둔다 '" 다충효용요영옹 이 연구가 규영하 

고자 한 연구대상얘 대한 용석용 쩌1얘 얘우 유악한 용석도구로 한용핑 수 있고 션 

앵연구의 엔정용 성장걱으로 보싼양 수 있다고 본다 

2 접근방업 디중효용모혐 

다용으호 다충효용오혐의 용셔Jl.소용 구셰객으로 생영하고 이톰 아당얘 투어 

이 논문의 기앵용 소개안다 나중호용요형옹 다용과 강이 두 가지의 전세죠건융 

우l 정책척 연화용 용석하는 검은영이다 용 정책적 경정파갱융 용석하기 외예 

용제 정책 정치 흥 셰 단S옹호용의 유용파 기회의 장이 염려 았융 기간에 정에혁 

신가가'" 씨 효응용 컬@시킬 예안 증대한 정섹켜 연화가 앙생한다(Zahariadis 

밍싱거예 나 1혀의지가 없다 는 삭으호 언즉 정치와정융 성영언다(예얻대 정얘" 

외 ( 1 998) 깅앤 ~(Xlli) 흠) 이는 역시도 훈1외 @ 융연으흐 풍요엔 !’씌혀지안 이 

쳐정& 에1척이고 톨셔척g 이얘하는 예에 "이지 도용이 되지는 앙다 다안 이런 

용석까지 호앙에 용앙혀이고 에져색인 용씌톨융 용에 나용의 인식가시(Etkenntniswen) 

.양찌양수있다고본다 

'" 예옹에 다중t용g영이 갱양 여 '1예 척용이 가능언져는 앞으증 더 ~용 연구시도가 있 
어야 8연하기，} 가웅히다 이얻 정에셔 이 연구는 이를 써@ 갯 e져가 잉 수 았다 

12) KizI앵lon (l 984)이 사용하는 g엄인 여icye~ 는 강~길 (2001 }이 언역예서 사용 

하는 정에억신자 라는 g엄융 갱자는 갱에어신'1 로 아쩌 쓴다 껴 얘신에 가 톨 

셰q안 이유는 2가지다 하나는 , } 를 용에서 앤얘 R연인 ro_~α 흑 기영'1 

의 연상성 .. 생혀고 퉁시에 다용 하나는 가 톨 용예 이 ξg예서 강죠‘1는 일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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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활웰뀔 
2003. If. ) 따라서 다충호용요앵옹 (1) 운제효용 (2) 갱책호용 (3) 정시효용 

(4) 장 개앙 (5) 갱에여신가 흥 다섯 가지의 용석요소로 구성원다고 항 수 있다 

1M띠nter 2005 , 243) 여기서 호용 이라는 비유쩍 g현용 용석용 쩌힌 사앤융 압하 

여 그 차원의 유동성용 강죠한다 ，.얻 셰 효용용 운씌에서 서로 특럽혀이지안 안 

전히 구영외어 잊는 것이 아니다 용찌 정예 정치 중 세 가지의 호용의 요소융이 

함유하게 되었융 예 논갱틀이 의셰료 제기외고 대안적 혜경찍이 결정원다 <'t>c 

용용정찍킬정과정(!XJIicy mal:.ing)애환여하는다양한깨인 당세 대리 져오퉁용 

포항힌다 효용툴이 엉용하깨 외기 위에 기회의 장 (window 이야IJlOIUInity )이 영혀 

야 하고 정에혁신가 (!XJIicy entreprene띠)둥이 건@용 시도예야 한다 한 정에션액용 

그 과정애서 다양한 요소융의 경앙X파요 인해서 이쭈어진다는 것이고 씨가 자 

양 수 있오석 토지톨 비욕하게 하는 것 이 무엇인가가 운애의식이다 아라서 이 

오영용 파갱과 창여자용 구앵한다 용 정액깅정용 단지 힘리적 앵위자예 외얘서 

아니연 찌도애 여라 이쭈어지기보다 다양한 와정파 예쩌얘 의혜 기외가 생기고 이 

기회용 성공척으호 앙용었용 예안이 이쭈어진다는 가갱이다 

용찌 정책 정치 홍 씨 호용온 오우가 폭강온 호용앙양 으호 유용하연 걷힘이 

가놓하다 (Münter 2005. 57 ) 호용용의 유용이 훌경다는 것용 각 효용써 따라 다융 

과 강이 이혜원다 용제"용이 경한하기 위얘 유리안 호용이한 문셰의 주제가 논 

껑이 피고 있으며 충용얻 갱보가 촌재하고 주제가 용찌로 갱의외고 제기되었다는 

상망이다 갱보션당앙，~용 세 가지가 있다 지표(j1lde.J:) 초정사건 (r，∞using event) 

안용(feedback ) 웅의 에커니층으로 댄얘 대얻 갱충。1 이주어갤 수 있다 정액호 

용에서 밍선현 정치혀 션와파 기승칙 타당성 가치상용성 양후앙션의 예상 용 세 

전용기 인 ‘영’? ’에지외 옛이 션양옐 수 잉기 예용이다 

,,, ι맹don (l 9&‘)와 20MιJis{1W2 )에 따F 한석요영의 ξ리 그연용 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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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 충용핑 정치껴 혼생트가 있융 예 긍정적 유흥영양융 갖훈다 정책jε용용 

션용가호 구성원 갱씩공용체에서 。l루어진다 여기서 셰공되는 앙안동용 기술척 

으로 실언이 가능(feasib “:y)양수꽉 팡용애 구성앤융의 가치에 수용가웅("어@ 

"""""",,,) 1I수욕 지속가웅성이 앞용수확 결정핑 와용이 높다 갱시객 효융옹 정 

치적 앵위자흘이 주쩌용 위에 노혁하며 그융의 기용확산예 상용하고 망인의 판정 

이 유의미하다고 용 예 결앙얘 긍정객인 유흥앙양으료 호용다 정치t용용 국인기 

휴 (natior때미얘j) 죠직원 정치세력 (organ isod politicaJ forces)의 균형 사엉무의 앵 

갱부의 구성연화(잉ministrative tumover) 동의 여부애 여라 경엉의 가능생 여우가 

좌우원다 

기펴의 창(window 이야1pO(tUnity )용 정치효룹에서의 앤화로 인에서 앵생하고 '! 
위자율의 경앙앵위톨 가능케 하고 또 그언 앵용융 위한 정양용 찌공힌다(Kingdon 

1984 . 176) 예컨대 대션에 따흥 정부쿄셰나 총션에 따흥 국회구성연of잉 예(갱 

치 장) 아니연 써호용 훈제가 앙생앙 예(용채 장)다 정에 장이 영리연 정에혁신 

가가 세 효용용 서호 걸함(ooopliog )시형 수 있는 기회용 의미한다 Kingdon (l984) 

옹우가지의 창의 형태톨언급언다 하냐는문제호응얘서 영라고 다용하냐는갱 

치효용에서 영리는 장이다 창의 재망이 앵예자용의 경함융 위한 기회이고 훈찌 

가 혜정책융 찾는 것보다 예경책이 용찌톨 찾는 경우가 더 흔하다{Kingdon 1984 

2OS: Hirschman <u잉 Undblom 1962 . 2L5}.I4l 용제호용의 창온 순쳐걱 경엉 갱씨효 

용의 창온 교의상의 (dOCtrinaI ) 정엉용 초얘얻아(Zahariadis 1996. 4Q6f.) 륙히 후자 

의 정우에는 여 러 가지 효파가 있다(l<eeler ]993. 437• 42).)5) 

'" 그혀나 어인 조건 어에서 그해언지는 κ얘이lII(l 984)이 구세색으로 양예주지 앙는다 

'''''''잉 is 1996 찌" 이와 싼련에서 다충t톰오영을 ￥R혀으호 영용얻 Keeler(l993) 

가 유익한 갱보. 셰꽁언다 그에 따르연 창이 영정 예 크게 우 가지의 기희영예가 나 

타냐고 객총외 선q파의 상영영1톨 이용다고 쭈깡언다 1아니는 써기의 기회이다 와기 

상양예 여라 이시 갱(micro-wi씨 .. ，에서 앵용융 쩌얻 긴융성 상갱생 용포 위기위잉 

용의 기세가 작용양 수 있다 다용 하냐외 기펴영예늪 위잉기여이다 이는 거시 장 

，~써-)으호 대션이나 용션에 여라 긋정융 애요 휘잉 ~용 셰릭용 정치 앙용가 

를로￥터의 정예연학톨 위한 압!’& 잉거나 주연(~fI)~ 대한 인삭~ 앙으호써 ’용 

하::1 -@cHKeelc:r 1993. 436) 

" ) 갯애 셰 갱￥가 동어서거나 국회의석 와안수가 아영 에는 ￥약성언을 ’에 영화. 피 
시하기 싱상이다 @예 g세를 찾，)&다 에경찌을 앗는 것이 어 엉다 측 "에는 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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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1) 다용효톰오영 ’‘의 혼석요스 

용킥요소 영역 <.변수 

@ 용1 효용 여8 지g 쭈용사건 안용 

@ 갱에 정책풍흉세 타당성 7t*1상용 예홉찌환 기회 

@ 정시 갱 '1쩍 장 국인기휴 갱쳐세혁 쟁원~셰 

@ 앙~ 기찌 ."" 쩌엽쩌기 거시챙푼 ·변확짜시 ‘ .안션효 , 

이시창용 "융효와 '1슐자극 

@ 정에혁신자 앵외 유인 껴안이익 '1쳐 ι 。l념실혐 쟁책요확 

갱에용'-자 조건 갱문지휘 자원 집싹 안내 

선약 차휠죠갱 악제용2에 상갱 

아지악으로 외에서 생영원 기회흩 @용때서 에 호용영용 경영하는 갱씩여신가 

("，，1κ~ entreprencur.;)툴이 충요하다 정찌혁신가흩용 성풍적 앵찌(경엉)용 위에 

111 유인 흉기 (21 영향릭용 이정 수 있는 지쩌 헤치 인액와 자금 강용 자원 

겁악 용의 조건파 (3) 션아이 있어야 한다 -최종견정용 정에억신가올의 세도객 

지위와 천R 그리고 정섹션찍의 정우용 유양하는 기회의 성격애 씌우원다 

(Z.띠riadis 1996 애3) 효용융융 경엉하기 외혜 여러 가지의 션약도 중요하다 션 

강온 앵예>1용의 생용적인 강앙용 씨왜 조작 장시 ("""""떼 devices: Riker 

'986)용 앙용하는 것으로 이예원다 차앤조작 의세용셰 상갱 퉁 씨 가지의 앵떼 

가 있다 차앤죠작(dimen<:ÍOI1 manipulω00."π\ing)용 정얘영안자가 용제와 양잊용 

에경에융 어영찌 인식하는지에 영양융 이낀다 예영대 주어진 논정에 원한 새용거 

나 찌정의원 극연융 소개앙으호써 정시척 "영용 션도시키는 것용 의이한다 의찌 

용찌 (agcnda control) 라 항용 앵외자훌용 에견액이 없거나 갱치쩍 비용이 농아 보이 

는 논정융 억찌하고 대신얘 앙정양 가능성이 늪용 농정& 셰기하는 앵동에런i-

안 에깅야기가 어링기 예용에 ”라리 잉는 예경.흩 의시하기 써예 &셰톨 앗는 것이 

이 앤앙하다는 것이다 씻찌 고용도의 기*연억예 띠라 보다 세연원 에흉에& 기의하 

는 것이 가능생율 농인다 이에 여라 이전예 얀삭피지 잉앙언 용j에 대언 엉싱융 중가 

시킨다 옛애 여궁X파로 인에 쿄의상의 경~.I ‘원인다 응 다용 영역에서 어앤 정 

에이 성~.다연 혹강용 성용융 거우g다는 기얘률 기겨고 다g 영역에도 적용하혀는 

시오가 있찌 원다는 것이다 



'" 힌욱정치연구 세 11잉 세2호(2008) 

앙한다 상갱의 안용용 성풍기능성 용 높이는 세 앤찌의 전략이다 이 장치융용 @ 

용하는 뺑외자는 경엄하는 에에 더 성용썩일 것이다(Rι“ 1986) 용석요소융의 에 

개언순는 (K 1 ) 0‘갱리혔다 

3 연구대상 

이하 ]997- 20))녕 그리고 2002 - 2004년의 기긴얘서 이쭈어진 지구당에 원한 깨 

혁의셰의 형성 성정 그리고 정 에검정의 파정용 다종호용오형융 용예 g석하고자 

힌다 이용 써예 정당개핵에 안연띤 논운 학융 호용희 씌의을 국회회의자료 신 

훈 장지 자jl 동옳 훈씌혔다 이 우 사혜용 선액한 이유는 세 가지다 엇셰 우 

연구대상용 용용 영역이지안 시갱이 다르기 예운예 비교용 용해 시간경과에 따용 

앤화용 용 4항으i써 더 갱"언 경파용 영용 수 있다 (King. Keohane , ß써 V""" 

1994 , 2(8) 에 률께 지구당 에지 여부용 총용연수로 정에경정파정용 옥링연수호 

영정얘셔 처대유사 1계셜’여 (most s imilar S~잉:em.'i design)용 씨찍함으로써 연구대상 

이 강옹에도 용구하고 차이가 나연 그 이유용 규영힐 수 있쩌 핀다 (MilJ 1874 

p，.. ιorski andTeune 1970 , Li껴냉이 1975) 씻껴 사쩌융용 깅대중정우시기용 표양 

하기 예문얘 두 갱부시기의 。1녕척 정향옹 강으연서도 1깅세쩌 와 양1깅세제 라 

는우샤해용 다겁토양수 있기 때운얘 각경우의 찌 효과용 아인힐수 있게 원 

다 민주화 이후 깅대중 욕 깅대중 갱’F의 갱권으로 인혜 셔용으로 비권위주의척 

정권교세가 이후어졌고 노우현의 강여정부의 집권으로는 정권지옥 소에 3깅시 

얘 의 총앙 그리고 개혁의제가 충대한 륙징으호 한다 여라서 각 정우와 정부시기 

의 특징예 따라 다충효용오앵의 각 ')왼의 분석에서 다르게 나타날 것용 예흥하 

고 각 시기의 정찍칭개양의 영기기찌와 장 효파가 다소 다르다고 가정앙 수 잉다 

예용에 앵혜자동의 지위와 전략차앤에서도 성이한 경:i!H:I- 낳았으리라 추융도 가 

웅하다 각 시기에 한석양 예 개혁외찌외 형성 성정 그리고 갱에성찍의 파갱융 고 

16) King, Krohane , a여 Verba (l 994)에 외하언 이 연구도 하는 것써염 사건얘으로 순서혀인 

사헤률융 g셔잉 예 성영사예외 요쇼가 '"앵언 사에에 영영율 이생 수 잉아는 것외 여 

￥톨 악인하고 용세에야 얻다 (KKV ， 214). Kingdon {l9μ)의 다풍i용오영용 아""외 

(Kingdoo 1984 , æJ)아는 얘욕에셔 이허@ 갱우. 잉l츄려 고허@다 흑 션에가 잉으연 

깨어& 애인 갱당성융 엉성하기가 어 영나는 옷이다 



지구당용 예 "'"년에 예지되었는가? tJ1 

려한다 1끼 이용 에혜 정당개혁얘 원경원 논용 어숭 "흔회 회의S 국찌찌의자 

료 신문 강지 자" 용융 용석힌다 

III 국민의 쟁부 시 '1 (1997-2000) 다양얀 호톰과 쟁당간 

길용구조 빛 악안 쟁액역신기 

1 997년 대션용 검영삼의 컨외주의 갱원으로우터의 연화와 직전얘 항생한 외한 

위기 예용애 나용대로 혹언한 기회의 장이 거시 장으로 개양되었고 =년에 찌 

한적 정당냉 새정과 총션의 여권앙예료 당혔다고 용 수 잉다 '" 

1 운셰， 정액1 정치등의흐릅 

당시에 @ 훈재호강올 보연 다융과 강다 언저 지요(illClex)에 있어 깅대충 당선 

자의 공식척인 주장…파 정치악자융 대상으로 한 여혼조시용 롤 수 있다 정치비 

'" 이잉찌 성1인 연구는 깅영상 갱우시기까지 3ε영예서 고려하연 더 용의이얻 경끽. 엉 

융 수 외다고 ι지인 연구내용이 더 앵얘에 '1기 예용에 여기서 상가지 않융 수 업었 

다 

18} Kingdon{’ ... , 융 다충효용요영에 외하연 구에적인 엉H 야진 히시인 양끼앙의 '1긴 

~ oH- 1t다 ’l용이 가능@ 기간와 경이는 엉은외 주용 용세의 강영" 여온의 수용 

생 흥동에 당허 잉다(Münter 2005. 51) 이야 진영에서 K""Ier(l9'J3)가 구영하는 거시 

앙 파 이시 창 이라는 1녕도 시사갱& 종다 이 논훈에서 "97년 예상예정우터 200) 

년 총선까지 인 장외 깨앵기간으효 효는 이유는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지구당 1지톨 

n~ 끼어안이 j기외고 의에의 형성피 성갱이 이￥어져고 나서 이톨 싱엄하기 위언 

갱지1어임.~녕쩌앤이라는 정에경정융 에양 묵씨기구가 성갱되었다 이 정우 예당 

특써는 ""녕 8염 2영부터 운영되었기 에운예 정쳐썩 장의 깨앵기간용 석어도 이에껴 

지중 성갱에야 암이씩이다 다" 하냐는 원해 "대 얘션파 "얘 용성& 각각 하나외 갱 

시적 장으호 용 수 있지안 이 논용외 규오톨 고혀예서 당숱화하는 a연이 있고 선지 

아 '"지외 경우에 경갱격으호 영@융 미낀 세허 또는 조긴용 용강다고 "딩딩다 § 

‘동강용 정헤어신가흘 간외 용강용 권려싸용에 여리} 견약융 욕강이 n고 권역영셰냐 극 

인기휴 용이 있어 은용씩인 연파가 이후어지지 앙잉다 예용에 엔 1양시기흐 용앙에서 

보는 것이 더 앙혀져야고 훌션에 았어 더 효싸썩인 것으호 8연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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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ξ소방안용 죠사얻 정파 경조사비 산죠긍 흥 정치인의 기부앵위를 전연 긍지 

시켜야 한다 는 의견이 35.4%로 가장 높찌 나타났고 그 다용으로는 지구당 찌 

도의 개션 (3 13%) 사죠직 용영의 영격한 규찌 (18.8%)와 중앙당 조직의 혹 

소 (14.6%) 웅 정당구죠 개영예 대얻 주장이 강웠다(정양신훈 91끼)6/ 1 8 ) 신인국 

앙파 국인회의는 고비용정져구죠 개션특쩌 와 갱시개혁욕쩌 용 각각 양쪽시켜 

지구당 예지용 포항한 갱치개여안용 내￥았다(경향신용 91ρν3이 정시계와 악제 

로부터 이러얻 지g융이 찌풍왼 이유 중의 하나는 1991년 초에 았었언 초정사건 

(f~ι 앵 event )으호 용휴양 수 있는 한보사태의 여파와 우연하지 않다 3이 "대 얘 

션 이후 여야의 개혁율 위한 웅걱잉도 외양쩌기라는 또 다용 주옥사건에 의예 혹 

앙핑 것으로 성영!t 수 있다 '" 주요 신용의 사생용석융 용얘셔 혹갑용 여온추세 

용 악인양 수 있다 1991년 초우터 16대 총선까지깅'22개의 신용사성이 지구당의 

예지훈채용 다후었다 g석얘 .. 연 예외 없이 주깎외는 것온 톤갱치의 쩌산이 시 

긍하다 (용회일보 91ρ4/17) 정치도 파감안 구조죠갱융 (동아일보 98/0 1ιJ) 

개혁 웅진 션거엉 개정 (서용신문 00/02/ 10) 용파 질옹 입장흉이다 n, 

>91 이하 정에어싱가에 얘@ 핸에서 다용 것쳐정 깅대충용 .용정당선자 시정우터 >9" 

연 내내 지구양 ‘지. 포". 정토지사. 용에 혀극잭.2.~ ~ε갱회하혀고 안 것융 영 

수있다 

101 갱 임혀전 것셔엉 엔보사얘는 1m년 1월 잉생언 한보성강의 쭈오아 이와 양경잉 권펙 

앵 긍융우정 잉 ‘에 얘S비리사건이다 ‘여 야용 여영정쇠인을의 ‘1리사상이 드러냥 

으로써 고비용정쳐의 영에가 3;1 ~~，.외었다(경양신용 97ft)4!30) 

" ) 의@애기의 영양용 이하예 갱씨객 갱의 .. "，라능 용석예욕에셔 위기위잉이라는 연수，. 

g씌원다 

22) 기펴외 양용 에혹이 가능@ 정우" ‘가능한 경우호 용유원다 이 경우에 는 예혹이 가 

능.~인 얀용 장이 영리기 션￥터 영갱언 정찌양의 흩입쩍이 갱생에 끼멍 이션￥터 

"경 용칙잉이 ~"되었다 
23) 에 정권이 률어셔서 1숙되는 "여논의도 이슷한 추세호 。1어졌언 것* 호여주는 또 다 

용 지g는 다용파 강다 갱예충 정우 61영 여용조사 정파 ‘91/%호 용g지}의 압도적 

다수가 에2갱국융 쩌에 1억이 시g한 톨야효 정쳐권융 세시g다"'"일보".뼈α5) 
그 다용 에도 져구당용 에지에야 힌다는 정애호 용당안 비융용 66.9%로 률제 나타나 

(한국잉보 99/04/ 12) 지구앙에 얘힌 사인률의 '1-정객인 인식 약 "여t 워언 궁정적인 

여용추세의 지요를 앙에용다 구1객요호 양사 용영허 용찌로 용용화되어 잉었언 e의 

를용 정외 냉씨는 흐스갱시 1인에 연혀집중 중앙당의 용용찌 지구당 셰셰 당융 

갱당""조칙 이대 후보*천 비인주성 지역구 온으호 영리 용이다(경양신용 



지구당용 예 3J(μ년에 예지의었는가? ’” 
종항혜서 양하자연 g셰호용옹 몇 년 천우터 지구당 에지용 포앙앤 갱당개억。1 

라는 논갱 용 주욕하고 있었언 것이g로 경함얘 긍갱척인 유흥방향융 갖췄다 

@ 정찌호용용 용제용 잦는 다양얻 정에공용세의 앙안률이 이다니는 띤시적 굿 

용 (!Wimev띠 었，p )이다(ιngdon 1984 . 128) 중요얻 것온 정책의 타당성과 공용셰 

구성앤용의 가'1강의 상용성이다 또언 양후갱공여부도 하나의 연수이다 실현가 

능생 (feasibility )와 완경얘서 야얘서 영영원 학계연구용 찌시양 수 있다 용 이계 

일우는 이궁식 지지지정당R앵융 주장했다 。1용 실현하기 위얻 다양한 양안도 아 

연잉다 아라서 이 판정에서 그러한 개혁옹 기슐적으로 타당하다고 딴당했다 그 

러나 이러한 주장용 비 01하는 다용 학계 일부나 각 아융회의나 토은회에 장석얻 

갱시계의 거샌 안대주장옹 있었다 씨 륙히 정치찌와 악계가 경이 창여하는 회의 

에서는 여야 진영에 따라 각 갱당인률옹 X신이 속한 당의 논리에 여라 지구당의 

에지나 강화용 한악하거나 지지한 현상이 냐타났다 "' 타당성 자셰가 세력 간의 
논쟁의 논정이 외었헌 정이다 

따라셔 갱책공용에의 가치상용성도 용영치 않았다 다시 양해서 정예용용씨는 

와연화외어 있었는대 (fragmented ) 그 경제션용 지지자갱당모앵파 당앤갱당오형 

그리고 여권과 야권에 따라서 그어졌다 아찌는 %년대 후안부터 우상언 정당개혁 

당용응 크게 이 두 가지 오영융 주장하는 진영으로 잘라겼다 1997년부터 >lOO년 

까지 개칙원 지구당 훈제와 완연딩 악계와 정치계가 강이 창석현 악융씌 토흔히 

륙영외앤희 동.，용 보연 다용과 갱이 세 가지외 시각을 확인양 수 있다 첫깨 미 

궁 영국 캐나다 등의 사쩌연구용 야당얘 두어 지구당의 경링화 대애나 찌거 11 

주장하는 악지융용 신영순(1997: 1998) 김영해(1998 ) 깅용호(J9'}8: 1998) 퉁이 

97/06/ 18) 

" ) 여기서 ，p앙 얘요칙인 사에는 ""년에 중앙선거씬리쩌띤여기 주쳐언 호용희(션잉애 

""1에 생석언 악X↓률의 앵Ji논용갱이다 여기셔 주욕양 안인 것온 167. WlE자 종의 
언 영안 악해톨 외국(미국)에서 영았고 나어지는 극내약사이고 션세 토종펴는 외~애 

가. 의삭예서 -저비용 고X융외 져구당 용영앙안 이라는 추제로 진영되었지안 ’'" 
쳐 대!용용용 져영하고 X을생이 잊는 운영융 주장하연서도 지구당의 끼지나 다흩 정1 

적 논리용 용에 갱영끼여& 에셔는 안 잉다는 주장융 엄 정이다 

25) 이 영상융 가장 장 보여주는 사에는 국피의 ‘5여의 정치개억잉엉~영쩌씬찌다(이에‘ 

99/1 1/ 10) 

261 양시 안현 영샤의 양한 갱보는 ￥" .. 앙고하기 아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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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융껴 용뿌리갱당조직융 갱생화시켜 강화해야 하는 주장용 손호정 (!998) 

손혁재(1m) 정대화(1998) 깅혁용(1 998 ) 장훈(1 999) 퉁이 있다 이톨온 특히 

장여인주주의의 기용앤리용 강조하연서 성우응 개혁융 경고뤘다 셋찌 최한추 

(1991: 1998: 1998) 이정태 (1999) 융옹 중간적인 주장융 피력g다 전에척으호 왔 

융 예 지구당의 세거 싹소 아니연 보씬 강야 퉁 개혁운재외 우 연이 다 i!엉 있 

게 논의외었다고 용 수 있다 "' 

아지약으로@정치호양용상띤다 언저 굿인'1유(nariolω_1용 보연 션셰적 

으호 개혁에 긍갱적이지 않융 수 없었다 이션 정부의 개혁얘 실양하고 국인갱우 

와 더용어 원외주의 당피의 의이와 여앙도 동안었나 위얘서 언급원 여흔조사도 

이런 추a용 윗앙칭한다 객어도 고효융저비용 의 논리에 따용 갱앙개혁으호서 

의 지구당 에지에 이경용 ，~호 없었융 것이다(강앤액 2005. 286) 그정애도 용구 

하고 정안적인 지지는 집권 *기에 당시 정부가 ‘국인칙 용강대용 앵생하지 못하 

고 ( ... ) 깨혁적 사회기용파 왕위기훌 안툴어 내는 얘 싱예 (갱기영 1998. 96 )였다 

는 영가가 있다 그러나 갱기영(1998)이 주장힌 것옹 진안적인 개혀용위기이고 

강앤핵 (2005)이 강조하는 것용 외기의 진정안 앤인융 따악하지 옷한 상얘에서 경 

찌찌기 써’g파 장용 것융 정치 용야에도 혀용하는 얘애 용강이 있었다는 것으로서 

정얘적으로 왔& 예 국인기휴는 지구당 에지에 긍갱객이었다고 ‘9단원다 '" 

다용으료 죠직화원 정치세력 (organi7.ed politk잉 '=1이라는 용석요소톨 갱토한 

다 양시 가장 앙양하게 갱에걸갱파갱에 앙여었언 이악당애나 사회징단융용 재계 

(전경련 대한싱흥회의쇼 동) 노용계(인주노총 언국노총 웅) 시민사회(챔여 연 

대 경실현 동) 갱당(국민회의 자민련 한나라당 동) 풍이다 고비용 갱치구조 

개선 이라는 구효 아해 깅얘중 대용령이 취잉하기 션영인 19，"년 l월에 김대충 당 

선자융 비옷뼈서 재계 노동계 자인연 극인신당과 한나라당까지 정치개혁의 에 

싱으호 용영하재 지구당의 에지용 주장g다 홉히 재계융 대요하는 전정경과 대 

27) 1997년 용예 정야학지lH 예상으효 엔 여용죠시에 따료연 지구당세도의 예지에 얘에 

서 산안용이 엇강영다 용양자의 "".는 지구당 종쳐용 주장g고 ‘ ... 는 빼지은" 
g다 져구당 에지에 안예안 악자를용 지구당 예지가 7댁이나 껴약언 갱당외 대종색 

기초흩 더욕 허약하찌 안톨 우허가 ~으며 용성척인 사조여 @용 .. "욕 "장앙 가능성 

이 크다 는 갱올 논거호 제시~다(정양신~9"αv뻐) '" ‘" 당시에 긍요으기 훈￥ 의 g용 사피현상i-"-연 더용 더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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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용회의소도 여당에 제용언 의견서앙 용핵 지구당외 에지앙 "ll힌 개혁요구 

용 암영.， 쨌다(한국경제 98β02α8 ) 찌찌는 김영상 정권시기￥터 지구당 에씨용 

포앙한 정치개혁용 주장었다 이용옹 정세적인 잣대용 대서 갱당찌꺼의 우영성 

경제성과 효융성융 일완성 있게 주장한다 선정연용 정치개억의 기온앙향으호 경 

제를 쩌한 정치 생산적인 정치 은 안 드는 갱치 동파 강용 기본원칙용 어혔 

다 N' 즉 정치계의 구죠조정이 주운원 생이다 또한 이러한 주운의 얘후는 재영 
율인 안즘 이 정치세력의 씬펙이 영양력융 암혜주고 재언등용 소애 고，)용 당§ 

융 용해 경찌얘기의 극욕대에으로 인해 잃옹 얘 정치권의 권력융 회혹하려고 었다 

는 -재명의 정치객 용요흔- ，갱대화 1998. 145 )까지 셰기핑에 따라 강한 정치세혁 

외 영양으호 !’안잉다 또한 노사갱 차엔에서 노동계는 외연위기로 인해 양생얻 

고용옹 정재계나 노흉계뿐안 아니라 정치계도 갱이 해야 한다는 것(한국경제 

98jQ'β ， )이 욕엉히 강죠인 것이 주욕원다 

시민사회에서는 R히 정실연과 강여연대가 앙안혀 지구당 논의에 창여했다 단 

세둥이 개역힌 다양한 토ε회나 학슐회의에서 -지구당 껴지와 연학사우소 영치얘 

대혜서도 현앵 지구당의 고비용구죠홈 개션하기 위한 근용대헤이 없는 잉시，~언 

에 용과하다.- ，운<f일보 99ψ5;26)고 진단했다 이 연쩌툴온 ，.잉없이 갱치개혁의 

문쩨아 그 시급성융 꽁흔야하기 해얘 노란하연서도 -지구당 예지§과 고비용 져효 

융 정치 앙흔의 허구성용 지적- ，한져에 98/rn/22)항으호써 그흩의 시각에서 강옷 

되어 가고 았는 개혁용 국인융 기안하는 앵외 라고 정우용 비양했다(경향신문 

99/ 11 /)0) 증 갱우와 정치게는 경제쩌 71 {t -당기객이고 현상객인 것으로 (강앤 

액 2005. 284- 285) 왔기 에문에 쪽강온 경제논리톰 정치영역얘 걱용한다는 용책제 

기용 하고 보다 은온적인 외기앤인용 핫아서 지속가능얻 개혁의 용ε화에 노력었 

다 용영선거성천시인용용엉의회도 지구당의 에지앙 주장했다 또한 시민사회는 

엉국민 차앤의 갱치개핵위앤회용 구성예 정치개혁용 추진혜야 한다교 주장었지안 

(한국일보 99jQν15) 노우현 정권 시기와 g리 시인사회의 욕소리용 융리재 하기 

위한 이 재인이 받아융여지지 않았다 

29) 1 '}O;갱년 4애에 장여연얘야 아국정당갱시연구스가 용용"호 끼쩌안 정쳐구죠깨어 호용찌 

에서 정정련 경져-，가 안&언 내용 이야 비슷언 취지호 강용 에 1월에 자유기업!터외 

공냉i가 ~~져ζ 나서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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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당률온 갱부교셰 (administr히l‘re ttlmover)와 얘우 일정얻 환져용 이쭈기 예운에 

강이 용석힌다 16대 대션 션거와정우터 깅대중 4보의 씨갱치국인회의(국인회 

의)와 깅총영 총재의 자민련온 혐려얘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에 도션혔다 대션에 

성공하고 \998년 2엄얘 깅대중 대용영이 취임항 당시 여야 축회의석수 용표는 

’2J(국인회의의 자민련) 대 139(한나라당)의 구도용 가겼다 용 극인회의와 자민 

련의 풍조에도 항구하고 여소야대의 상양이었다 대선 선거과정에서 내각찌오잉 

과 깅총명의 총리잉영보장융 고리로 국민회의와 자인련용 엉력얘서 대성공용 거 

동 안연에 한나라당의 대성 장예에 여라 당내 용영이 잉생했다 예훈에 한나라당 

온 6.4지앵선거용 앙둔 \998년 상안기얘 갱총영 총재의 총리잉영 용 여권의 순 

조로훈 영경융 영에g다 하지안 여당을옹지땅션거용 장이 중비혜서 유권자률호 

부터 큰 지지용 받아 또 다시 대성공융 거올 수 있다(싱지연 20Cμ 4530 또한 

여당을용 30영 가까이 한나라당 의원흩융 영잉얘 강옹 뼈 앙에 여소야대용 여대야 

소로 야겠다 욕 여권 공조에 대언 한나라당의 공격에'" 용구하고 내각제도업용 

갱치개여융 잉현 혐력융 전셰죠건으호 한(싱지연 2(()4, <1M) 국민회의와 자인련의 

연대는 \998년 가융껴지얀 예'" 갱부의 개혁껴획융 실션하기 쩌한 션제초건융 가 

졌다 그려나 늦어도 \999년 초부터 투 용용여당외 풍조에 가장 에싱적인 내각제 

g제m와 잉경얘 갈용이 생겨 경국 "'"년 2원 양애 씨천년인주앙으료의 쪽인회의 

의 신당창당파 엉깨 깅총영 총재가 정엉융 선언뼈 공조의 용괴로 이어졌아 ") 두 

여당이 다시 용려되어 4 . 1 3 총션융 여로 치흩으호애 지역주의가 링용 정과가 나 

었고 한나라당온 재 1당융 유지하고 이션의 여소야대의 상양도 다시 욕씬되었 

다씨 

30) 자인연용 "，.녕 "월에 앤예 16대성 앙우고 두 당이 약송@ 찍싱내용인 내각찌50잉의 

시언이 l’>>，녕 양이라는 것& 강조하며 실천용 쩌에 .리 중이에야 딩다고 하연서 국 

인j씩의톨 앙약했다 

11 ) 씨천연인주당의 강영에서 내각제 도입이 '"겼기 예g에 자인련이 이톨 약속올 짜기언 

것으혹 앙아융었아(상지연 ""μ 468) 또한 이션에 극인회의가 강죠g언 시인당셰률 

의 낙성자 흘용에 자인잉 지도￥ 구성씬융이 g엉되어 잉어 지인원용 용요혼까지 1기 

~'H성지연 ""') 
32) 16얘 총션 주 정당률의 의섹수는 다용킥 강다 언나라당 '"셔 세천년인주당 115여 

자인연 \7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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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액흐톨에서열린거시청 

19잉7년 앙얘 뜬 장옹 @ 정치쩍 창이며 거샤 갱이었다 깅영상 대용령의 갱권용 

군부독재의 갱산융 옥진었다연 깅대중의 갱권으로 영화격인 여야 갱켠쿄에가 。1

루어졌다 용 운민갱우는 군우욕찌의 잔재와 정정유악용 정리하는 것융 개혁의 

에심과찌로 상았고 국인정부는 재영개혁 흥용 용e예 정찌위기의 극욕이 화두영다 

(강앤핵 2005 , 28 1) 의영위기 예용에 깅대중 대용령이 혀잉하기 천부터 채영개혁 

이 개혁의 액싱의제였다 이허한 위기상황옹 앤얘 개획의지가 강해보인 깅대중 갱 

윈얘게 유리었다는 옥띤이 있다 경국 재법개혁이 이용한 수준얘 그쳤지얀 자익 

예운에 개혁에 부정격인 세력조차 개혁융 거부양 갱당성이 약에 즉민정우는 외기 

용 기피로 안동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외기외잉 (crisis-mandaι) 시급성 공포 

웅의 기제 (Keeler 1993 , 44어)와 연화괴사와 화당효파 (Kingdon 1984 , 200)의 효과 

가 총g히 났기 얘운 갱권의 갱치개혁시도에도 도웅이 많이 되었다 이는 김대충 

당션자가 취임하기 전부터 긍정얘 깨잉얻 것이 장 보여춘다 씨 위기톨 경제위기로 

인식었기 예용에 주로 정찌푸운용 개혁의 대상으호 상앙지안 이후애 경찌개혁의 

똑강용 논려( 고효용저비용 )용 갱지용야애도 그대호 적용였다는 것(갱대화 

1998 , 143 )용 와긍X과의 효과로 흩 수 있다 

3 정책혁신7명의 용직입 

지구당 예지 푼찌와 완경딩 @ 정에억신가톨 갱와히 쟁의하키 어영지안 깅대충 

대용영.，과 웅인회의 의앤융이 이 문제톨 가장 적극칙으로 찌기하고 예지톨 주장 

었으묘로 이융융 주원 역신가호 용 수 잉다 또얻 1998년 양까지는 자인얻도 이러 

한 영용융 혀극적으로 지앤했아 Kingdon (J뼈)의 혁신가의 갱의용 보연 혁신가는 

33) 연지 정치적 갱깨앙파 8연원 기*의 ~당료 인얻 ̂'극 이 여기서 띤 다I!- .:f)II-a- 녔 
다는 정앵객 충거는 찾지 옷’'" 

3<) 깅대중 대용영용 당션자 시성￥터 지구당 에지을 포@한 정쳐깨~~ 공인”고 껴잉 직 

4부터 지구당 에지의 신종언 정도톨 여허 언 지시잉다(93/0 1/30: 98/06/03: 93/07/07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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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얘얘 잉용 보양융 외얘 시간 얘너지 영예 온 용 자신의 자앤용 후자혜서 주장 

용 혹진하는 행외자다(Kingdon 1984 , 188) 상흔 지구당 에지용찌는 정치개혁의 

일쭈용인 정당개정에 에당하지안 -지구당용 정당개혁과 갱당땅션의 가장 핵싱걱 

선쩌 (갱대화 1998, 15 1)었기 에운얘 개여의 대요적인 용제였다고 g 수 있다 

혁신기동의 유인용 보띤 다용파 광다 개인이익융 여지연 개혁융 g다는 것 외 

얘 예당되는 것온 찾기 어영다 록 개혁율 성용객으호 추진함으로써 충세훌 왜헌 

정혁융 엉는 것이다 이것옹 가장 경정석인 유인으로 보인다 저효융l비용의 조 

직 옹 개척언다고 혜서 가치나 이녕의 실엄하는 것도 보기 어엽고 정찌요학용 ’1 
당외지 않용 대욕이다 다시 앙얘 션애척으호 억신7명의 유인용 다쇼 악하고 당 

지 여야 알퉁상앙에서 '1룻되었다 혁신가용의 션찌조건옹 갱근지위 자원파 인내 

이다 지위로서는 역신기울옹 여권에 속하기 얘용에 좋온 전찌조건융 갖충다 그 

러나 외에서 셜영원 것써렁 특히 극민회의와 자인연 간의 고리는 얘우 약했고 결 

국 총션용 잉운 경정적인 시기얘 금이 갔다 하지안 대용영에 가깡고 혜당 굿회의 

욕영위원회에 강여했기 예운에 지휘자째가 유리혔다고 용 수 있다 아찬가지호 인 

액 정우기판에의 정e 풍 자원도 흉부했다 국인갱부 양꺼지 지구당 예지용 계용 

주장앵지안 인내의 갱도는 딴단허가 여명다 를히 힌 사강이 지속적으호 주장힌 

것이 아니기 예푼얘 더용 더 그러하다 그러연 아지악으로 혁신가의 가장 경갱객 

인 옥연용 바호 천약이다 션용적으g 지망 최소단위껴지 조혀회원 얻나라당용 지 

구당의 용뿌리역앙과 그 중요성용 강죠하연서 안대잉장융 었다 (98/02/03) 이는 

정권교씨얘 싣왜언 가웅대 2년 후얘 예정되었언 짱선융 션확적으로 고혀언 용석이 

가능하다 잉시연정용 한 국민회의와 자인련의 혁신가는 ''''녕 12원끼지안 에도 

셰 효용융 경엉예 지구당 에지훌 싼갱하기 'I~ 지씨와 능력융 갖추고 있었다 예 

운애 써 t용용 경앙시키는 것온 시간용제애 용파힌 것으로 보었다 정부는 용년 

6엉에 있는 지방선거용 치료기 천얘 갱치개혁융 해야 한다고 정당생융 ,. 다응 각 
도얘서 확인었다 따라서 이러엔 개혁융 추진었언 김대충 당시 대용령파 킥민회의 

국회의원ξ융 갱책혁신가호 용휴양 수 잉다연 자민련온 정에용호자호 용 수 있 

다 후자는 유인과 동기가 약얘서 조건과 션약온 충용'1 앙용하지 훗혔다 

지구당 에지용제g 쪼양한 갱시재여운제용 등러싼 여야 간의 얘링 가훈대 6. 4 

지방션거완연냉이 개갱되었으며 6 . 4 지방선거를 앙우고 여야는 4월 24일얘 갱치 

구조개선륙해g 양촉시경다 측 .1기극꽉이 쳐우선의 파찌가 원 상황얘서 즉민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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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 주도 아래 여야 !t 것 없이 정치째의 구죠조정에 걱극객으로 앙여하게 되었 
다 그러나 여야 용용개혁회의홈 거쳐 이전에 어느 갱도호 용영었언 져구당 에지 

주장이 정정 잉융 잃어 경국 국인회의도 지구앙 에지보다 지구당 유급자 영격찌 

한 용 한 당재 낮용 개혁융 제안하게 되었다(98/07/0 1 ) 여야 간의 이견이 용히지 

않야 정녁 지구당 용찌용 포앙한 정당엉 개갱용 다용 얘료 이후었고(98/10/29) 12 

생얘 국회 정치구조개혁잉엉욕영위앤씌가 설치외었다 이러한 난항이 '999년 내 

내 계속 되었요 경국 "'"년 초에 여야 3당응 지구당 에지용 액지화하고 찌도융 

현앵대로 유지하는 데에 앙의었다 총선융 두 정옹 양둔 "'"년 2월 "일에 양생 

얻 제 11차 갱당엉 개정에 따라 정당규정이 션얘적으표 잉여되었지얀(악재선 2004 

J7) 에기쩍인 연화가 이쭈어지지 않았다 '" 한나라당옹 경국 옷g비의혹사건 i이 

조에공사 의혹 '" 언흔대애용건 파훈써) 동 사건융용 조작 장치( hereslhetical 

device) 호 이용하고 의제의 죠작 또는 용쩌용 외에 앙용얘서 정치구조개혁잉앵륙 

연왜앤회나 정치개혁잉엉륙앵쩌앤회에서 자당에게 불리얻 개여융 앙해하는 대얘 

성공했다 또한 지구당 에지문제는 여러 정당의 기욕권융 누리는 의앤률도 이기 

주의쩍인 자세로 적극적이 아니었용용 추용양 수 있다(한겨헤 99/ 12/ 13} 다시 양 

에서 지구당 존속& 주장하는 의인융 또는 정액혁신가응용 강용 지쩌융 가지고도 

지구당 예지용 주장하는 의앤보다 그용의 욕쟁에 있어 영상설력(야gotiation skills ) 

파 집악엉 (pcrsi$tαx:e : Kingdon 198‘ 1890이 경궁 더 셨아 록 지구당 에지용 주 

창하는 정에혁신가종옹 이이 파적 G~M)핀 의찌 ( Kingdon 1984. 193f.)에 이 g찌까 

지 우션순위호 융연 노혁온 우종혔다 

3>, 정당엉 끼갱용 안기인당앤외 자격규껑 앙여 당직지외 선거권 강여 이쩌얘g 여생앙당 
30% 이상 유갑^K'직띤애얻 용응 쪼엉g다 

36) 1998년 3갱 - ，’”녕 12엉 
37) 1999년 6앤 - 200'영 ，~ 

38) 1999년 '0엉 



l‘0 언긋정치연구 쩌 17엉 쩌2호(2008) 

IV 칭에쟁부시기(2002-2004): 흩명안 흐톰과 쟁따간 감퉁 

구죠 및 엌고얀 쟁찍역선가 

"""년 초에 노우현 대용령의 취잉으료 정치격 효용에서 거시적 기회의 장이 영 

었고(장훈 2004. 10) 2004년 4월에 있용 지구당 에지로 지양였다 

1 운제， 정에， 정쳐 등의효톰 

(i) 용셰호용의 지g로는 언져 사설용 보연 대부운 신운융용 미국석 원내갱당화 

와 지구당의 에지라는 갱당개핵용 주장앤다 예컨대 〈한국일보〉는 중앙당용 측 

소 갱당의 운영용 띤내 중싱으호 하는 것과 지구당융 에지하는 것 역시 고비용 정 

치용 극욕항 수 있는 대안 (힌국영보 02/07/3이으료 온다 16대 대션 융나교 〈세 

계잉보〉는 -국인용 요비용저효융의 갱당구죠가 은온적으로 개혁의기훌 'f강다

여 야를 외혜선 -중앙당 축소 잊 지구당 에지 원내청당회 실현 진성당원제 도잉 

등의 앙향으g 정당엉이 '.갱얘야"(세채일보 02/ 12/ 25) 힌다고 하고 〈문화일보〉 

도 ‘충앙당파 지구당을 아예 에지하는 것이 바앙칙하다는 '1!얀이다-(~화잉보 

02/12.β5) 이러힌 지요가 신용응의 사성에 안영되는 추세는 다융 에 """ 년오 내 

내 이어진다 당시 언용의 개혁시각이 영아나 흥영하게 거의 우조건적인 개혁융 

지지었는지용 장 보여주는 사에는 이 추세얘 한져에신문￡사 한유혔다는 시쉰이 

다 >>, 대한상용회의소가 자산 2죠 왼 이상 31개 민간기영갱단용 대상으로 -갱치자 

금에 대한 기엉인 의식-이라는 설문조사용 실시한 경파용 양요혔다 이에 따르연 

융성자긍 수수완앵 은정용 위예 야써어야 항 우용으로는 고비용갱시구조 

(62. 1%) 정치인 의식 (3 I D%) 셔영찌도(6.9%) 용 지객었다 고비용 정치구 

조 개선융 해한 파셰료는 완전 션거공영제 실사 (38.1%) 와 지구당 예지 

(323%) 용 우선 g았고 정당연생회 예지 ( 19‘%) 충앙당 측소 (6.5%) 운으 

흐 대당었다(한겨헤 03/11/10} 주용사건 (f=ωng evenl )으표는 대션 션거과갱애서 

양생한 희망왜지 웅홍 """년 m원에 얽어진 차예기사건 파 11뭘얘 장당왼 영 

39) 악생진(lOO5)도 유시~~~을 l아(악성전 200S.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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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우리당융 8융 수 잉다 혹 노사오 호 생갱외는 일종의 신갱씨에 대한 예견 

엉나라당외 대션비리호 다시 앤 언 혹료원 구정치의 명에 영경우리당으료 구현원 

신갱치얘 얘얻 시도 용온 국띤의 정치왜의 주욕용 양지 않융 수 없었다 ‘” 
@ 갱에호용옹 갱섹용동~(어IC)' commun시y )에서 앵성되고 이후어진다 정에영 

용‘는 공용찌의 여연정도와 양안융의 가시상용성 타당성 향후제얻 기회 여푸 

퉁이 충요하다 학계는 않옹 연구톨 용얘 구에객인 l상안융용 ")연’8다 악계에서 

는 '"년대 양까지안 혜도 미국 애나다 영국 퉁외 지구당조직용 상피연서 한국에 

맞는 정충앵안흩융 요색하는 입장용 지얘객이었다 ‘" .，년대 앙부터는 지구당융 

경헝적으로 연구에서 실에조사용 용얘 구셰적인 정책안융 내놓온 연구가 정차 않 

아졌다 ‘” 이응용 주로 다환 국가의 오형얘 야당융 두지 않고 지구당의 역힐설앵 

에 있어서의 용찌정용 지척하고 개선양안용 제시했다 2003년 션후용부터 정당요 

형에 완예서 학계의 엉장용 크재 2가치로 용츄앙 수 있는 친영의 감링이 용역에졌 

다 하나는 최장갱 (2002) 퉁이 주장언 유엉식 당원정당 (Mitgliederpartei )요형이다 

다흔 하나는 이용 비양해서 대선에 미증식 지지져갱당(Unterst l2e쩌rtei)요형용 용 

보기로 상는 갱진민 (2003) 용의 주장이다 지지자정당오형으호의 지구당 정양') 

용파 당핀정당오영으호의 지구당 강화개혁흔2.로 구성되어 있었다 전자는 기융 

완료주의적 úκhoocrocy) 입장에셔 미굿갱당오앵융 중심으료 에서 갱당셰찌의 현대 

성 실용성 션진성 g용성 (권력구조애의) 척앙성 (유엉식 갱당요형보다의) 우 

영생 (양산영사회호서의 )11가피성 동을 주갱하연셔 정당융의 연의조직의 갱대 

적 정양화용 주창었다 욕히 션자가 강예지연셔 더 않용 영향융 이시기 시작었다 

안연에 후자는 앤용주의적 잉장에서 인주주의의 의이와 가치용 야앙￡료 얘서 유 

<<1' 노우현 후보자외 예션성용 자’도 이와 이슷한 쭈용，，~. 냈다고 용 수 잉다 예냐하 
연 대선 씩션예 정용훈 후보의 영시혀 안잉여기 잉었지얀 김영상이나 검이충치 연리 

기존 셰혁를파 엉력에셔 갱연하지 앙용으로써 3깅1찌로￥터 어느 갱도호 자유로융 수 

있는 것톰앙 아니라 특엉석 신갱시g 주껑잉 수 잉었기 예용이다 
,, ) 에한수(1995. 1997)는 이긋파 영굿의 1도톨 영구언 정걱호 지구당 찌도의 예지. 주생 

’1져안 대신에 ，."년에 경국 도입g 당원연의찌의 영 .* 제안잉고 신영슐(l99S 

，'"’)용 이국 얘나다 영즉 용의 죠씩& 당구힌 경과호 션거용용훌 중싱으호 하는 지 

구당 중싱으로 하는 찌오끼여융 주’I~다 송효징(1998)파 정얘여 (]998)는 ξ잉 영국 

용의 정당￡격요‘’‘& 중싱으ζ 대안액인 잉장& 영다 
'" 정예여(1998) 갱어용(998 ). 01정예 (1m) 갱영을(2000)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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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정당오영 용 중싱으효 정당얘재의 "파성 타당성 에개역양 책잉생 

(ao:x:oontability ) 동융 강조예 지구당의 개선올 용얻 정당정치의 재도화용 주장’!다 

얘표척인 악자는 (1 ) 양산업사회용 강죠하연서 이국삭 지지자정당오형 에 따라 

원내갱당화와 갱당지방조칙의 대용축소 또는 찌거용 주장하는 갱진인 (200' 

2002: 2(03 )와 잉성호(2003) 앤외죠직의 정양화와 자링화g 주장하는 깅용호 

(2003) 둥이 있다 재연용 용한 죠직기놓정상화용 주장하는 정영국(200)). (3) 대 

충죠칙정당오영융 흩어 지구당의 원얘기능용 강화에야 안다고 주장하는 약진표 

(2003) 최장징 (2003) 퉁이 있다 다시 앙얘서 갱당요형논쟁‘"의 두 측용 서로의 

주장용 완전혀 얘찌하지는 않지안 기본씩인 문제의식 내지 갱E앙엉，] è용척으 

호 상이었다 ‘” 이처엉 갱책공용셰 구성원률의 가치한용 깅대충 갱푸시기얘 포악 

원 것파 강이 상여정부 시기에도 두 진영으호 강혀 있었고 그로 인얻 논갱용 현재 

까져 야어오고 있야 ‘" 용 미역사 .::>.1-':]자갱당요엉아 유영시 당원갱당요혐융 야당 

에 둔 우 진영이 잊는얘 이에 따라 구씨적인 정책안도 영양을 방는다 

땅안흩의 타당성용 중요한 연수다 육 대안융용 구세척으호 계획되연 핑수욕 

얘택영 가능갱이 놓아진다(Kingcι'" 1984 , 138f.) 찌에서 언급원 것처렁 검대충 갱 

우 앙에 지구당애 대한 경엉혀 연우와 더 구씨적인 망얀이 앙아졌다 혹히 유영식 

당앤정당R형융 주장하는 쪽옹 주장용 그대호 의g야하면서 미국식 지지자정당 

오형융 주장하는 S용 보다 구‘척인 용석파 냉안용 찌시혔다'" 즉회에 제충원 

") 정앙의 찌도혀 영예 § 갱당오영에 얘언 연구는 에우 논생척인 영우 용야이다 ，m년 

얘에 §어 이찌에서 션거 갱￥ 갱당 용 한긋 정치찌도에 대언 논의가 .망에졌다(객 

장갱 Xα 99' 
μ) 1ti-lI {dTicieocy)용 딩융 융，)프게 하는 것 으호 그리고 X여성 (effocti~)용 *,' 

- 잉훌 하는 것 으로 이에하연 앤혼쭈외자를용 인쭈주의의 효파생융 져냥하는가 하 

연 71~~효주의지.용 정치파갱외 H생예 초정* 잊추기 예용이다 

45 ) 특히 쳐장갱 (2002. 2006 , 2001) 악안J{(2007) 악상용C"") 용의 정잔인(2003 ， 200S 

2006, 2001 , 20:)8) 잉생.!.{2003 ， 2006) 용 간의 셰도깨어논갱이아고 호영객으흐 지갱 

양 수 잉는 ξ갱이 우드러지고 잉of 논갱용 한국의 실갱격인 그리고 야함칙@ 갱앙 정 

시제도의 이. 에@ 내지 이에 따용 개여에 얘@ 농생~~ 룰 수 잉다 이 농갱용 권혁 

구죠논쟁의 잉￥~o)기도 하다 

<6) 이 용1는 여기셔 충용') 논외앙 수 없으나 간약이깨나0) 갱끄 녕어깅 영요가 잉다 이 

굿삭 갱당요엉& 주장하는 혹이 더 구에척인 앙안융 찌풍양 수 g었언 것용 유링식 갱 

영조져오영융 주생하는 용파 e용색으로 다~~셰외식용 가지고 잉기 예용이다 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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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도 。1러한 추세염 장 보여훈다 지구당 죠직개연에 씬언 극회의안용 보연 용 

연용 연강사우소 에지 지우당 유급사우직원 2영 혀용 여성후보자 힐얘셰 흥(이 

얘용 의'll- 1 304 01/ 12，깨 7)이나 당내 용션과정용 인주화와 융연흉 연악사우소 j지 

용 세안하는 의안(오세훈 의안 13270 1시 2/ 17 )이 있었다 또한 지구당의 l인 체제 

용 운영위원회로 바꾸자는 의안(정영극 의안 갱-66 03/07/19 )도 있었다 이하얘 각 

악계진영의 지해와 전확융 더 구세척으료 성명하지안 여기서 나영딩 많옹 정액앵 

안올 총앙에서 았용 예 정에용용씨는 미국식 정당조직오형의 도잉융 주장하는 경 

양이 지얘객이었다 여야서 양안의 타당성에 있어 노우현 정우시기에 정책호용옹 

지지자정당모앵융 주장하는 내용이 양척￡로 더 않앙고 정칙으호는 더 구셰객이 

었기 예운얘 이런 종휴의 앵안의 얘옛에 더 유리혔다고 앙 수 있다 아지악으로 냉 

안용의 실천에 양후 찌얻 또는 기회가 융 수 잉융지 여우는 당산업사회호의 연화 

인터넷의 앙g 앤내정영화 동에 대힌 주장의 영은연용 고혀g융 예 역시도 지지 

지}정당오형융 주장하는 쪽에 유리었다고 앙 수 있다 ‘n 

(j) 갱치칙 호용얘서는 국민기유 정치세력파 정킨쿄셰가 중요얻 요소흩이다 노 

우현 당션자에 있어 노샤오 인터넷@양성 386써대 훗용집회 퉁 새호용 현상 

흩옹 긍인기휴와 앵태의 연화가 중요힌 요소로 작용했다 노우현 당선자가 당선직 

후에 냉힌 엽장용 정시가용이 느끼는 국인기휴 (1띠gdon 1984, 156)용 장 안영힌 

다 -세가 나서 적극척 타융적으로 개혁하겠다는 옷이 아니라 지급의 큰 호용이 

개혁의 와중애 잉어 그 양양으로 가야 하고 국인 정치권의 동의야 영깨 얘 나가겠 

다는 것이다."(프에시안띠/12/23) 

조직화원 정시세혀동(organi강성띠@에 f아=)예 있어서 갱당융융 찌외하고는 국 

전자는 기슬원"주외격인 정양이 외기 예g에 상용후외률 혀예서 오흔 용찌흩 세도깨 

어용 용에서 에경” 수 잉다는 ~신~ 가지고 잉다 안연에 인주주의씬용주의자를용 '. 
억융 우갱용 하지 히지얀 인주주의의 앤혀융 강조하여 구조혀인 g찌톨 찌기하는 정양 

이있다 

" ) 안연에 당띤갱양흩 쳐>)'아는 용용 지구당의 &메리정당조칙이라는 민주주의예 "어 가 

장 E온척인 역인의 충 .. 성~ 추장하연서 인인인주주의나 대중에“져톨 셰언으로 우 

."다 “혀 '""년 이 .. 예 계속억는 정당오영논쟁율 보언 이려언 추세기 지속식으호 
더 짚어진다는것&양수 잉다 지지지정당흩 얘g색으~주장하는정진인이 lOC엉녕 에 

냉 ’한국의 갱당정치의 얘용령에 인주주의j는 갱당깨어 액서 라고 영 안앙 정도로 구 

에걱잉엉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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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시기와 크찌 다르지 않았다 깅대중 정우시기와 강이 여기도 역시 가장 활 

양하게 갱책검갱과갱얘 싼여했언 이익단얘나 사회갱단률용 재계(전경련 대언상 

풍회의소 퉁) 시인사회(창여연대 정성린 동) 정당(인주당 영원우리당 한나라 

당 웅) 흉이다 선정현 대한상꽁회의 동 재왜는 예션우터 일완성 잉게 노우현 대 

용령 취임도 전얘 채계의 입장융 대표하고 대션주자동에 대한 일종의 주용으로 용 

수 있는갱찌영양보고서용 방g했다(프에시안 02ιμ/22). lt용성파경셰성융강조 

하연서 지구당 얘지용 포엉안 적극척 개혁주장율 었아(좌송회 2002 , 57) ‘’) 혐명 
싼 션정련 부펴장옹 기자간당씌얘서 충앙선거관리해앤회와 용용으로 갱치 자긍 

찌도 개션양안융 아연하고 있다는 것융 앙었고 지구당 에지을 주장했다(연앙뉴스 

03/11/(6) 

시민사회의 다양한 딴셰즐용 정치개혁융 대연영었고 혀극찍으로 지지었다 장 

여연대 정실연(월간중앙 03/12 . 155) 용융 비훗얘서 각 시민당셰률의 잉장용 죠 

긍썩 당었지안 부얘갱산과 정당인주화에 용의하연서 제도권정치얘 적극껴인 양악 

용 가혔다(악성진 200') 깅대중 정부시기와 당리 이앤에 시민사회는 영국민 정치 

개혀륙냉위씬회(엉개형)라는 국회자훈기구애 창여하게 의었다 엉개혐용 언용 

여셰 엠죠 쩌계 시인사펴 동 다양한 세력동융 용안해서 그융의 다양힌 잉경흩을 

용얼시킨 경파용 낳앙다 륙히 시민사회까지 포앙에 이형제 다양한 세력융 포영 

하는 기구인 안증 상당한 정당성융 갖깨 되어 우시하지 옷@ 영향력용 방휘양 수 

있었다 

정권"세는 3김셰셰 로부터 상얘적으호 자유료훈 노우현 후보자의 숭리료 앙 

생혜 정치쩍 호용에서의 기회의 장융 잉찌 영어주었다 혹 일안쩍으오 정원교세 

는 다충호용에서 앙하는 기회의 장융 영어주는 계기호서 작용하여 (Kingdon 1984) 

이애 비추었융 에 노우현의 앙라는 지구당 에지용 위한 기회의 장이 영랐다는 것 

용 외이힌다 아시 양혜서 이는 정에영갱융 자극하는 기회이여 에경책예 알맞온 

웅찌융 찾아주는 것용 구조화해주는 종양정2.호 용 수 있다 2002년얘 있옹 16대 

총션경파예 따라 얻나라당용 국회의석수 2η석 중의 148석& 차지하깨 되어 져 l당 

48} 2002'딩 3엉에 선정정이 영g얻 샤기 정l씩찌 호셔외 연구보고서에서 %녕예의 세째 

"에 혀용을 쩌언 그혀고 갱i써기톨 극싹하기 위언 "여훌 언g하연셔 -지구양 끼지 

톨 주정언다(좌송ÞI 2002.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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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었다에 2003년 11월에 영원우리당의 앙당으로 인혜 여소야대 상힘이 더 싱 

예졌다 % 나시 발혜서 국회의 외석용애호 따지연 한나라당용 가장 강력한 영향융 

이갱 수 있었언 것이다 그러나 당시 정당개여과 강연언 의논용 단지 여야나 갱당 

의 전션에 여라 이우어지지 않았고 요히려 정당융의 구주휴와 신주유 갱와 간의 

강풍으도 나타낭다 새천년인주당에서 나중에 영린우리당용 창당하게 원 노우현 

옥은세혁옹 당션직4부터 씬혜 정용준 후보자의 공약이었언 앤내갱당화 용 주원 

개혁논피앙 강조하연서 민주당의 넬천척 에애 용 주장얘(서욕정 20Cμ 3F. ) 셰천 

년인주당의 기득권세역에 대혜 도전하었다 한나아당에서도 륙히 수도권 초션중 

진 의앤용 중싱으료 양융당대 수준의 갱당개혁융 요구(프에시안 02/ 1 2/23)하연셔 

당의 기득세혁융 앙악혔다 다시 양해서 정당용 간의 경쟁애다 정따 간의 정갱이 

추가잉으로써 개혁이라는 주찌가 이천보다 더 온갱적인 수춘에서 제기외었다 예 

훈얘 각 당의 국회의핀 의석수와 강옹 기훈도 더 이상 그 중대성융 지니지 옷하게 

외었고 이보다 개혁양흔(유진숙 :>ml파 이3 주장하는 얘위자동이 보다 중요한 

역안융하게 되었다 

2 기회의 창 

기회의 장옹 정시적 호응에서 열였."i1..@ 거시 장으효써 션앙후운 의 논리애 

여라 정에혁신가§옹 이이 흔얘하는 예견에용 활용하기 위혜 운찌용 잦거나 아에 

양영 하는 얘용예언(Z피-.ariadis 1996. 407F.)이 ‘@인띤다 노우현의 당선견과는 신 

(1Ii)갱씨와 개혁주의g 회두로 언졌다 용 군사욕찌얘 잊서는 과정에서 형성되었 

언 양경찌찌와 이호 인에서 이푸어진 3깅세쩌 얘서 옛어냐는 것이 에견되었다 

}깅셰제 의 주원 혹정용 정당의 사당화 내지 제왕척 총채제도이고 이와 관연핀 

정당비리문제이다 용에호용에서 비리 고비용 저효용 쩌X과 우신희 지역주 

의 비제도화 웅의 문찌가 나타나 이에 대한 용인이 커가고 있었다 

언져 위얘서 성영원 기회의 양삭융 살여온다 용 세 가지 효용융 경항하는 기 

제가 구세객으효 어영께 주어졌는지용 문석한다 경@ 기1톨 기회을 선댁과 연 

‘9) 셰천년인주당 ''''씌 자인연 ”석 용 
50) 언냐라당 '"씌 세천연인주당"석 영힌우"당 "씩 지인엉 "여 



' 46 언국정치연구 ~t 17징 에 2호(2008) 

경혜주는 인과 에커니종 ￡호 이얘하연 위기 외잉 흥 2가지의 양식융 와인앙 수 

있다(KeeJer 1993) 꾼푸욕재톨 갱산얘야 했던 김영상 갱부이나 정껴쩌 '1 11 극복에 

야 1I언 깅대충 정권파 알리 노우현 정권이 을어섰융 예 비교항 안한 국가차연의 

쩌기는 없었다 이보다 애잉양식 이 갱권에 영양융 이쳤다 즉 노우현 정권온 기용 

적으로 개혁의지융 가지l 있기도 엉지안 인주화세역 진보세력 엉용 세력 동예 

잉잉어 당선원 노우현 정권의 시각에서는 이와 동안하는 기대싱에 보당얘야 하는 

앙악도 상당었다 구찌객으호 양예서 갱당양용기률의 앙악용 용히 노사모의 척극 

적 지지와 냐충예 열경우리당의 에싱구성앤이 외는 인사툴이 성앵했다고 용 수 있 

다 또한 깅대중 갱권용 이용 민주화세력으로서 진보적인 개혁용 위언 왜잉융 받 

았다고 인식한 것도 용영<1 있었다 

정당의 수중에서 왔융 예 여당인 인주당 안의 개혁파도 이와 비슷언 외잉의 앙 

악과 수권(1앗아)용 인식었다 한나라당 안 개혁파훌온 조긍 아르지안 한나라당의 

대션장예에 따라 셰신여호서 오히려 씌기기희 양식에 에당한다 육 당 개혁의 긴 

g생 상갱생 흥이 성득혁이 생겼고 당의 위기용 극욕하기 위혜 위기해임의 갱당 

성도 있었다 용 이연 대션도 섣예었기 예용에 이애 당의 기존 보수 영리트세력으 

로 인한 양예요인융 극욕하기 외빼 쟁기객이고 씬익힌 혜경찌보다 총선융 앙두고 

가융척 !t리 개억융 용한 률파구융 앗으려고 혔다는 것이다 기촌 지얘세력이 도 

션대상이기 에운에 셰신세력§온 이 개역융 외얻 휘잉융 망잉다는 식으호 인식힐 

수 있다 여라서 쩌잉기회도 여기에 혜당언다고 용 수 있다 측 언나야당용 국인 

기츄 외얘 당 내 일부 세허용호우터 캐혁융 위한 압약얘 앙깨 되었다 당시에는 아 

칙 기존영리트 인사용이 당융 이끌었지안 이려한 압악용 g 쇄신화융에게 유리혔 

다 

노우현 대용영의 대션송려의 중대원잉 충의 하나인 인터옛의 용용 양당파 사용 

수춘용 정당왼외 조객융 과강하게 줄이고 대신 인터넷 용과 강옹 용신기슐융 용얘 

당 지지자의 느숭한 네트얘크아는 세연잉 얘에찌안도 성육혁이 생겼아 용흔 한즉 

용 세혜척으로 인터넷& 가장 쩍극혀으표 양용하는 나악 풍의 하나로 §힌다 하 

지안 16대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노우현 후보 진영용 다용 대중얘씨 외에 륙히 

려능스석 정씨(안앵진 2003. 74 : 1999 )의 문제의식으호 용라인과 요프라인의 시너 

지"파용 냉 노샤오용 용얘 큰 성용융 거룰 수 있었다 개혁논리와 율뿌리정당조 

직 형태앙안에 대한 따g효파(spiU oyer effec‘)이다 개혁논리와 완연얘셔는 효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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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강조하는 주장이 강g다 깅영상 갱권시기에는 세계화 깅대중 갱뀐시기얘는 

시장주의에 이어 노우연 정권시기에는 신자유주의가 국가성격외 주핀 갱따으로 

앵생되었다(손호갱 2006) 이미 정재위기융 극8하기 씨에 새댁하지 않용 수 없게 

되었언 함리화와 인영화의 정에을옹 지긍 정치에도 객용되는 파급효과용 용진혔 

다 

3 정책억신가률의 급부상 

에싱 @ 정에혁신7)을옹 (1) 써천년인주당 내 노우현 당션자 용은 또는 신당파 

(나충얘 영원우리당J ， (2) 한나라당 셰신파 (3) 다양한 세력률의 개혁의지용 용 

일하고 용함하는 ，~깨엄 둥이다 

껑은지위 는 이익딴세g 대요하는 것이나 대용령이나 궁회의 위원회의 위씬이 

라는 지애용 갖는나는 것융 영하는 갱에혁신7)의 액싱욕생 풍의 하나이다(ι"，doo 

1984 , 189) 이 샤뼈의 정책혁신7탠온 정당의 정파틀이기 예용애 정치객으로 연 

깅되어 있고 엄상능려이라F는 또 다온 죠건도 갖추었고 혹히 갱여의 차앤에서 영 

용하기 얘운얘 깅악과 인내싱도 뚜렷하다 16대 대선이 용나자아자 민주당 내의 

정치개혁논쟁이 싱에져 나중에 영언우리당융 장당하게 영 노우현 온E인사융용 

민주당의 방천칙 에얘 장 주장하연서 웬내정당화라는 정당개혁융 용힌 새호웅 

정치갱서외 구옥 융 주양엉다(서용경 2IDI, 4 ). 2002년 12원 았예 인주당옹 정당 

지억조직얘 대혜서 대초적인 잉장이 있용애도 안구하고 당내의 갱시개혁욕영해앤 

m용 용양시켰'" 륙해가 논의안 사앙 중얘 역시 지구당 에지도 있었다(동아일보 

02/ 12η9) 얻나라당의 셰신역도 강응 시각얘서 용직이기 시작였다 당내 정치개 

여용껴가 형성외었고 거기서 수도권 잉용 초재션 의왼 또는 미혜영대 의 정여용 

충싱으로 기특권세역애 도전장융 앤졌다 두 정당의 쇄신파흩용 신주유로서 당의 

구주휴용 3김세찌 의 구갱치애 속하는 갱산대상으로 보았고 정당이 이로부터 

자유로찌야 정치의 깨혁도 가능하다는 주장이었다 인주당의 정우얘는 노우현 후 

보자가 앙선왼 것이 인주당이 한나라당용 이낀 것이 야니라 민주당 내 노우현 신 

갱치진영이 한나라양의 냥옹 정치에 애인 숭리호 이얘g다 따라서 이융옹 이러한 

셰호옹 갱시용 싱언하기 외에 g 잉융 총선애 양 제션융 겨냥었요 이러한 당내 

셰신과셰용 가')장실현용 에힌 기씌호 보았다 ")찬가지로 안나라당에서는 두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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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호 대선에 떼애얻 사실에 대한 충격융 1간아 대선명가파정얘서 ~신파증용 총션 

용 고려에서 또 다시 얘애톨 하는 것용 악갱다는 영용융 가졌다 여기 역시도 당의 

째션융 용한 한나라앙의 셰신이 중요한 욕적이었다 두 갱당의 씌신갱파용의 이러 

한 객극적인 노혁옹 2002년 안우터 2001년 3생 지구당 예지까지 이어졌다 각 갱 

당의 기득권세력동온 지구당 예지와 강온 자신융의 기득권용 ~영하는 죠치률에 

얘혜 얘우 부정걱이었지인~. 2003년 11생얘 이르러 경극 4당이 영의해서 지구당 에 

지용 표앙한 획기격인 정당개핵안융 용파시키기로 하재 되었다 이 땅션과갱융 살 

펴용으로써 정액혁신가동외 전학용 장 드러연 수 었다 

2003년 l생에 민주당 이에잔 천쟁얘 이효용 의씬과 한나라당 이우영 씬회용 

김문수 의원 용옹 뜻융 오아 시민사회딴세와 함깨 정치개혁추진 영즉민혐의~

(가칭)악는 정치개혁융 워한 기구g 성링하기로 경갱었다 이와 찬연얘 강온 냥얘 

-정당개혁 이엉게 하자-라는 호흔펴가 개최되었고 앙석자융'" 간에 지구당 애지 

훈재에 대한 앙앙한 찬띤토용이 영어졌다(프에시안 03/이 /30) 이러한 용직잉용 

각 갱당을의 개혁파융이 당의 씌신냉안융 완청하기 에해 시인사회와 연대용 하는 

것으호 용석원다 괜안 아니다 각 개혁 토ξ회에서 다용 당 예신오잉 회원도 창썩 

하는 경우가 잉었다 얻냐아당 개혁외핀 요잉인 국인속으료 는 2il일 -힌국갱치 

이앤 와 바써어야 한다 는 재욕으료 흥영회를 영었는데 시인사회 양쩌자 외에 

인주당 쇄신요잉 회앤도 장석했다(요아이뉴스 03/0 1/2 1 ) 예선파의 압악파 기득권 

셰역의 져앵 풍에 2월에는 민주당 개혁용위가 정용적 개혁방안용 내.，게 되었 

다 씨 그점얘도 용구하고 인주당 대 신 구주휴 간의 훌신의 강동용 이어졌다 노 

우현 대용령 응은용옹 새로올 갱당융 장당하겠다는 정고까지 혔다 령국 인주당 

개혁욕외 칸사인 천정애 의앤부터 의원융용 지구당위씬혀융 사퇴하기 시작었다 

(얘일정찌 03/03/24) 한나라당도 지구당 에지가 아니라 지구당 쩌원장재 1지라 

는 냉안얘 대에 논의하게 의었다 얘컨대 한나라당의 소장와 의앤률의 오잉인 쇄 

신요엽 의 대요정션 후보 초갱토용에서 이용 률러써고 후보흩의 잔안 입장이 크게 

51 ) 에컨대 경E에 갱영g 이미경(이상 밍주당) 서상성 김l츄경 깅흥신 김용수(얻나라당) 

외연 흥'"에시안 03/01/30) 

sz) 이에 따야 g앵 지구양 쩌앤장1톨 예지하지인 예싱에 e리쩌앤장 세도톨 도입 싼리 

위앤장에 1는 ，년 용안 용천융 받기 써@ 정션흩0)" 긍지시었다 ‘는 내용이 었다(프에 

시안 02/02fl)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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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경아(언겨에 03/06/ 1 5 }. 7월이 되어서 한나라당 갱 '1국 의씬& 비훗한 23영 한 

나이당 외띤읍옹 -지구당。1 인주척 운영위앤회 재도로 혼영되어야 하여 그 구세 

걱 내용온 당헌으로 정한다 는 엉안용 암의였다(국회 의안번호 2466) 이러한 강 

동옹 두 정당얘서 잊 재영 풍안 져속되었다 10월 앙에 융어 한나라당 내의 쇄신파 

동의 용직잉이 안안혜겼다 m원 22일얘 터진 얻나라당 차예기 용개샤건 ‘”이 한 

나라당 내 쇄신파융애계 용뺑 중 다앵 으효 일종의 지햇대 (lcverage)호 기능었 

다 에컨대 한나라당의 소장와 의앤률의 오임인 쇄신오임의 대g경선 후보 초갱토 

온에서 이상 동허싸고 후보§의 찬반 입장。l 크재 강었다(한겨에 03j(‘15). 7영 

19일얘 한나라앙 정영긍 의인융 ")옷얘서 23냉 언나라당 의앤융용 -지구당이 민주 

격 훈영위인회 제도호 웅영외어야 하여 그 구셰객 내용옹 당언으로 정한다 -는 

엉안융 땅의혔다(국회 의안번호 2"") 차예기 논란이 용거진 10영 양에 동어 한 

나라당 내의 예신파응의 용직잉이 안뺑졌다 11생 초애 한나라당의 냥경영 오 

세훈 앤회용 안상수 의원 흥옹 지구당 위원장직용 사퇴양으호써 지구당찌 예지 

g 주장하고 나셨다(경향싱용 03/ 11/02) 경국 지구당 예지에 -앤천적으효 앙대 

(주간언국 03;07/ 10) 엉덩 한나라당 대표 최영딩용 지구당 에지용 표앙앤 깨어앵안 

융 용개하게 되었다~)(연안뉴스 03/ 11/13). I1 월애 경국 인주당얘서 나와 영린우 

리당융 창당한 씌신세력과 인주당도 이와 강용 개혁방안용 내놔 구씨격인 도안껴 

지 아원11다(영양뉴스 03/ 11/05) 그 전에 한나라당 대g 척명영이 셰안한 악계의 

시인얀셰 앵죠왜 여성계 언용계 인샤가 창여하는 쭉회 정치개혁혹1건써앤피 산 

하기구인 자웅씨씬회를 구생하기로 ’3었다(‘'TN 03/ 11/(4) 

11월 )J일 엉개힘의 양측에 여라 셰 언에의 정에혁싱가가 예어낭다 엉개엉용 

왜씬장인 악셰일 교수가 속언 〈동아시아연구인〉외 연구팅에 의예 주도척인 영양 

융 앙았다(익성신 2005. 89) 그동의 주장용 정치의 욕과정구조와 기특권구조8 

53) 언나라당용 2003년 ”에 2>영에 SK혹부터 )00억 앤어져의 용엉정치자긍융 양잉다는 것 

융 시인었다 이 사건용 동율 성헌 ”톨 용셰흐 녕겨앙는 파정융 가리써 치예기 사정 

a호앙었다 

,., 찌영영 얘표는 ))월 3영 기자피견융 엉어 정씨끼혁 5대 앵얀 을 내융앙다 얘션자긍 

규"-" 내역우터 ”혀얘 그 안에 는 엉인셰 )% 정씨자긍. ε 억는 어아 "-11혀는 
지구당 1지 수입지* 우영찌 션굿구 온 풍션 애씨 퉁이 률어 잉었다(한겨에2 1 031 
11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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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와엉으g써 이경직한 묵가정영형 갱 '1 의 실현이 가능혜진다는 것이었다(악세 

일 2003 , (6) 이러한 요앵의 정당조직에 완안 내용으표는 지구당 예지에 한얘서 

는 씬내정당화톨 주장었다(악셰일 2003a, 75) 엉개업용 국회자용기구로서는 갱긍 

지위와 자앤용 총연히 갖추었다 엉개엉의 개잉과갱옹 g파 >l일에 지나지 않잉기 

예운예 영 아용 정책이나 인내도 요구되지 않옹 조건으혹 이얘원다 오히려 시간 

적 앙악 예용에 의세톨 장 용제(.양nda control )앙 수 있었다 국회의 정에개혁용영 

위앤회얘 채용힌 엉개혐의 개혁안이 경국 지구당 에지훌 포항혔다는 것용 엉개엉 

의 구성원등 중의 일우 주장이 지애적으료 반영~었다는 뜻으효 율이원다 따라서 

주어진 시간이 너우 썽았다는 영용으호 -국회나 성완위 시인언세 둥에셔 이이 안 

은 내용융 용앙 갱려하는 순준에 어우르고 양았다"(악셰일 20)4, 129)는 방이호 

구성원훌 사이에 용영히 종재했언 잉장 차이얘 여라 -얘우 인강언 갈용융 안률어 

냉 수암애 없는 아젠다잉에도 용구하고 ( ... ) 111양적 갱토 대상도 외지 않잉q"(악 

성훈 2004 ， 111 ) 는 것옹 이것융 질 보여준다 

이잉게 찌인외는 갱치개혁의 얼환으로 원 지구당 에지에 안빼서는 쇄신따을얘 

의에 포섭원 갱앙동도 이견이 거의 엉었다 지구당 폐지에 반대하는 욕소라는 구 

시대정에 또는 기특권용 외엔 주장으호 얘도항으혹써 의찌용찌외 전강& 성앵한 

것으로 용씌씬다 차띤조정 ( framing)도 당시 개혁연대 (악상훌 2004 악성진 

2JlJ5 )의 노션얘 따라 이'1-어졌다고 용 수 있다 여기서 개혁당용논쟁얘 상당히 원 

여얻 액}찌가 찌용얻 미국식 지지자청당 오형옹 주장하는 ~용 연구경파도 냐용의 

보죠역 항을 혔다고 용 수 있다(유진숙 2007 , 176) 예정대 연내갱당화를 한국 정 

당껴도가 얘액에야 하는 대요석인 이유 충의 하나는 얻극사회의 양용옐주의파이 

며 당산엉사회화가 상당히 진척원 미묵와 강온 갖가에서 지지자갱당오영이 실엉 

되었기 때훈이 라는 논리에서 비춧원다(정징인 ""3) 이러한 세깨혀 추세와 국가 

안위와의 상딴완계훌 훌석한 유진숙 (2007 )용 -외우척 효과는 강도 경호 영역!!' 

안 아니라 어언 행위자풍 용에 작용하는가얘 따라 다양언 종유의 안용양식융 호얘 

한다 즉 여웅척 당용용 주도하는 학자 집단이 누구인가애 따라 세계오영 유잉의 

앙향생이 g라생 수 있다 고 했다(유진육 2001, 181) 다시 양에서 갱찌혁신기홈 

용 아계외 지얘적인 일부가 앵성한 고비용처g용의 개혁당용융 정에의 사띤조작 

융 외얘 활용언 것이다 "' 국가정영앵 이라는 주장에 의에서 지얘되는 엉개엉옹 

앤혜 혜왔언 주장올 연 것애 용싹하다 하지얀 지구앙 예지용 주장하게 원 정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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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 급우상한 셰신여융。1 지구당 예지g 포앙한 앤내정당화라는 에견책융 적용양 

수 있는 훈제호 고효용저비용의 정당용태리조직용 찾아냉으흐써 견국 훈새 갱예 

정치 웅의 세 호융종용 경@앙 수 있었다 

구시대정시의 성얘와 개여주의의 당위성융 상갱한 '"우현 후보자의 대션송리는 

3효용응용 결합g 수 있는 갱치쩍 창융 영어주었다 。1호 인에서 각 정당동의 예 

산파동용 정예혁신가로 급부상항 수 있었언 액악용 아련했다 정당의 앤외죠식옹 

=년얘 실예로 얄난 지구당 예지 이후애도 계속적ξ호 운쩌호 제기되었고 정책 

효용얘서 갱당오형논갱 과정에서 륙히 앤내정당화의 논리용 중싱으호 하는 망안 

즐이 "f경외었다 각각 정당툴용 앙둔 총선융 예얘로우터의 회욕 또는 개혁옹 위 

한 영양혁의 확대라는 욕적용 이용 수 있는 계기호 상있다 이요 인혜 각 진영온 

총선숭혀용 외한 노역이 X낸이 주장하는 가치완이나 이녕융 실현양ξ호써 유익한 

것으로 여겼다 륙히 정치적 호용에서 영연 장의 효과 중의 순차격인(~‘빽l.Iemial ) 

경합이 아니라 성공가놓성이 더 높용 교의상의 (doclrinal ) 경엉융 초얘힌다 

(blmri삐is ]996 , 406f.) 

위얘서 지적원 것처영 지구당 개혁훈찌흩 가장 적극적으료 주제'1한 ~쩌자동 

온 민주당과 한나라당 내 쇄신와동이었다 쳐용에는 엉온 정당인파 국m의씬이고 

당내 옐리트에 도션하는 안륭 앵온 세지 않았지만 전1적인 개혁후에예 잉잉어 

지외용 강찌시낄 수 잉었다 특히 민주당에서 나와서 영연우리당융 창당얻 쇄신 

따을용 더용 그러하다 다융 혜의 용션용 앙두고 2003년 가융 정어흩연서 차예 

기 논한 예문에 한나라당 내 쇄신와용이 주장혀왔언 우죠건썩 개혁이 당혼이 외었 

고 11염이 되연서 인주당 자인경 흥 기타 정당용도 이러한 개혁영안얘 항의하게 

되었다 용 엉안융 안동고 용과시키는 정치개어욕영위원회와 용희용 훈영하는 정 

앙융옹 앙안의 구세격인 내용에 대한 앙의가 이쭈어졌기 예용얘 이톨 실천하기 외 

언 가장 킬정척인 지쩌용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국회의원에 있어 개혁실션에 

잉어서 그융의 지외보다 의찌성정과 정책경정파정얘서의 그틀의 천약이 주욕원 

다 

55) 2003연에 경어흩어 국엌에 보낸 서언까지 동앤에 거뉴 지구당 1지에 안얘의샤톨 g시 

하게 잉 노우엄 대용영이 원예 갱찍어신가 중외 가생 잉이 잉는 자려를 쳐지하고오 녕 

다용 영양용 이시지 옷얻 ̂K1용 예신짜톨이 ̂ I~쩍 끼혁당옹에 엉이나 우상앙 수 잉었 
는지톨장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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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맺용맙 

외의 용석결과가 보여주는 것처업 규영원 두 시기 갱에경정과정종용 륙히 정액 

호용 정치효용과 정책역신가의 용연애서 상이했다 옛찌 깅대중 정부 시기얘는 

정책공동셰얘서 제기되는 방안용용 정당앤외조직의 정랑회 찌꺼 대 보씬 강화라 

는 구도애 균형 있게 g포히어 있었다 딴연얘 노우엄 정우시기에는 용.，.리정당조 

직옹 "1풋한 정당조식의 정양'1나 셰거용 주장하는 앙얀이 g부상예 정에꽁흥얘 

의 냉안it영에 일방적인 영향용 이쳤다 응셰 갱치객 셰혁 중에 주요한 역항용 하 

는 정당흩옹 깅대중 갱우시기에 극인회의와 자민련의 용초 대 한나라당이라는 여 

야 구도에 따라 지구당 예지와 지구당 폐지 앙대라는 입장용 엮얘서 정찌킬갱얘 

영양융 이쳤다 안연예 노무현 갱우 예는 지구당 에지 여우얘 대한 잉장용 여야 안 

보다 각 정당의 구주유와 신주휴 세력(갱여)얘 따라 세기 '1었다 셋셰 깅대충 정 

우 아얘에서는 지구당 예지용 죄극씌으호 후진하는 용영한 갱액혁신가톨 gε칙하 

기 어영다 안연애 노우현 생우 시기에는 각 갱당의 예선파용용 충용얻 용기용 가 

지고 지구당 예지흩 포엉힌 획기적인 개억옹 주갱하연셔 이용 객극척으호 완갱하 

기 껴해 충혼얻 전약융 싱현었다 

"'"년 3영얘 지구당 에지§ 포항한 정당엉 개정외 성공요인옹 01 당3깅시대 

라는 뀐력싼계의 죠건파 개혁주의랴는 긋인기휴얘 힘잉어 (21 각 예신파용(혁신 

가)용 일 치톨 총선용 앞두고 (31 노우현 갱권의 갱권용 계기(갱치적 장)로 상아 

서 자당쇄신융 갱당외 생사용찌라는 영용으로 얘셔 구시대정치료 용경 기특권 세 

력등에 대한 도션융 용에 g우상양 수 있었다 정앙정갱이 야닝 정파경쟁으호 인 

에 어 부각현 (41 개혁엉용(경영정치 구조조갱)애 따라 정양을용 포성양 수 있었 

던 예신짜흩옹 여연화원 전용가 공용세의 'Çit영(지지자정당오영의 주장이 지배 

적) 가웅에 (51 지애혀인 일부 갱찍용t자(기융 찬료주의자)의 주장(왼내갱당화) 

융 함용하여 외재용찌와 차원조작( 저효올고비용 )용 용예 문제 정책 갱치 퉁 

세 가지의 효륨을융 생용적으로 경엉시갱으g써 "'"년의 지구당 에지용 원청한 

수있었다는것이다 

이러한 용석경파의 시사갱옹 다융과 강다 씬션인 원쩌주의로부터 영어지연서 

약에진 용찌적 지구당제가 정국 앤예기능용 하는 용얘려정당죠혀으로 개혁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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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아예 찌거원 이유의 엑악용 다용과 강다 i이 안공주의와 땅전주의 g용이 민 

주화운용에껴서 오전용 받아 어느 정도의 갱치적 인주주의가 이후어지게 외었옹 

에도 세계화올용의 진시장주의가 외환위기용 거쳐 컬묵 극단석 신자유주의라는 

지얘엉혼으로 거용낭다 이런 션 세계적인 추세애 싼한 망션에 잊게 그리고 앵외 

지 요소(기승강료주의자)의 영양'"에 의에서 정당조직개혁옹 이후어졌다 측 개 

억용 정당세제의 .，.수 독정적 엘리트 카르잉의 구조 (악상훈 2007) 자세얘 영 다 

용 연항이 없이 이후어겼다는 정이다 구찌적으로 양하연 김영상 깅대종 '"우엄 

중 차，) 대 양영즐。1 앙당이나 후보단일화용 용얘 각각의 구 정치세력와의 정총타 

엉융 옛용으로써 기종의 정치셰제얘 대한 근본척으로 셰홉고 진정한 대안이 되는 

신갱치호 땅션하지 옷한 것처영 2001년의 지구당 개억도 지에정당등의 생종전략 

애 따라 이후어진 사건인 안큼 그 의이도 제한적이었다 언 단계 더 구찌객으표 땅 

하연 이러힌 당용댁획에서는 갱치가와 여자흉이 일우용 이쭈는 실리충싱의 기슐 

완료주의자융의 싣용주외가 지얘켜이었다는 정이다 예용에 효융생과 정셰생이라 

는 가치가 주용되었고 인주주의 핀씩용 여르는 대또}이 외연1I다 “) 총함혜서 망하 

자연 지구당 에지랴는 사건이 가능었던 것온 안욱이 권위주의로부터 영어지연서 

도 용시에 인주주의얘 충운') 가까쩌지지 않아서 신자유주의의 충역에 융었기 예 

푼이다 이에 따은 시기상용성척 개혁용 한궁이 권위주의에서 인주주의호 딴전하 

다가 경극 또 다용 비인주주의 세찌혹 션강연 위엉에 저얘징 수도 잉다는 것융 땅 

에중다 

예용얘 앙으로 용어야 항 문제는 다용과 강다 첫예 인주주의용 시장경영용 왜 

언 조정의 얘상으로 보아야 하는가 아니엔 사회와 연계하여야 하는가라는 근용적 

인 화두다 "깨 갱당이 에싱적인 제도호 기능하는 민주주의 앤찍융 고혀하는 구 

셰켜야고 실천가능한 대에융 마련하기 위얻 노역(연구)이다 셋찌 아양직한 갱당 

재도용 논의하는 논책을(악자 풍)의 자세다 록 한 쪽옹 문제제기 다용 얻 쪽용 

서땅에안 초정용 잊추어 서로 어굿냐는 것보다 앤흔적이연서도 동시에 실용적인 

'" 업갱지구당의 찌도는 흩잉 정당엉융 비잊@ 정 당제도톨 우e척으로 "-엉하는 파갱에서 
"62년에 도입꾀었지안 n리갱영의 앤에 논리인 상양수영야 정안얘~ 8j.tj}"지영의 

구"효성정되었다 

57) 에컨예 유진슷 (2007) 비요 

") 이슷언 주장옹 익성진(>Xl6) 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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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구죠톨 용예 상승효파용 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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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 . X뻐 찌에당용화잉 갱셔져l억 잉쑤쭈외 • ，이용억 샅션， ，권 3.1. 170- 181 

악셰잉 20Cμ ..... 정쳐억영 앤년/인터’ 악셰엉 엉국민정져깨어엄외m 껴앤갱 -

r‘간중앙， ，영호 118-119 

2003 변핵후갱에서 극가경영으효 갱찌주‘톨 션 갱찍셰혁으흐 ι}￥어야 -

악셰잉 정흩 용연 r갱셔"억외 생풍호엉 권역우쟁에서 정예정갱으il.J .5 1 -76 

셔융 용아시아연구앤 

__ , 2003a. ":갱씨찌혁 우옛흩 어잉게 고쳐야 아냐 영국인정쳐깨어엄의'1 깨어안 

외 에경외 주요내용 • ，국피보‘ " η.77 

야예선 2005 .• ~국 정당엄 연천에 8언 연구 정딩에1에 이진 영양융 충싱으오 극 
'11예 인션 .. 갱대’이앤 껴사논훌 

악앙육 1997. -인주 .. 와 정쳐세도여 r한국사회쳐찌‘ ~ L9원 ~ ， -" 

‘”안1[ ， 2007 .• 션용가정당 갱시용 대 예충경당 정쳐용 - 최장깅 악산a 악싱흩 

‘20(7). r，어언 민주주의인7b. 197-229 후아니티스 

2003-얻뭉 갱당인주찌용 외 인생혀 성청 • ，사여억악연구"J V，여 11 . 131-161 

업국인정씨"억엉씌 2OCl3. r엄극인갱*.'1앤외여 영흥정파보고서J 찌 L6얘 긍희 

시냉흩 2003 , -얻악 인주주의의 성t!I . 0 1성주외톨 경1앙 - 약셰일 장용 용밍 r갱씨 

깨”외 생"'"건 권혁우갱에서 정에경생으효J. 24 1 -271 서융 용아시아연구앤 



G‘ 언국정씨연구 에 17잉 셰2.i:. (2008 ) 

셔싹정 '"'써 정양깨억의 @극 인후주의외 이혜 원내정당j이 논외의 1고 - 이용 

끼논g 

송효얻 1999. r신자유주의시대외 엔쭉정씨J 우용 융 

손t앵 200}_ "16얘 대션끼I I!국사여외 앙선호 - 갱세it 1ð. f t6얘 얘션외 션거와갱피 

외외J. 2OS-224 셔흩얘야"흩~￥ 

__ . 2006. r예앙%년의 언혹정씨 ( I94S- 2005 )~ 셔융 이에진 

용기앙 20)). " .. 육제갱 GNP 5" 씩X쟁의의 겸정쳐갱에 핑@ 연구 • ，요용1정정1 
연우.~ ~9권 ~ 1 1. 123-’“ 

산영순 1995. ":정앙죠씩용영의 비i톨껴 • ，용서연구j 찌7권 >-57 

싱져연 "" '힌극갱당갱애사j 셔우 .산셔당 

오셰흩 lOOI .힌나라당 오셰흩 의연외 갱셔1핵 4년 H기 • ，애간충잉， ，생1 

12• ' 29 

유예잉 2m‘ 갱당의 기능 심지연 연져 ’엉얘 갱당정치외 이에J. 113+*0 

유갱싹 = 세져화와 언궁 갱당 갱당개억에서의 세~ ... ~ 잉산에} 앙륭~，~: r앤 
국.， 국제정치， ~23권 21(여톨) 흉권 571. 161-185 

__ . 2008 갱당깨억퍼 지구닝 흑잉외 갱당~억 •• )강 

。1경예 1999, .지구영의 X훌액인 용영영안 • ，사회쳐야연구i 찌1갱 -.,... ‘’‘39 

''''' 지구당의 I융씩인 훌영*안 • ，져비용 고X흩외 꺼구’ 훌영앙인j 

J03-324 션혼껴 

이갱 •. 20)8. -‘ ’7얘 예션1아 @국정에 - ’" "예 예용명션거와 @국갱껴 @긍표엉‘ 

‘g용갱 
이종~. 2lXO. 16얘 얘션의 주요갱생와 유권자외 선허 깅씨B 명 ’16얘 예션의 션거 

와정파 의외J ， 29--50 셔i얘야，，~~￥ 

이앵 ... 2004a. -，지구당 없는 션거용용 셔율 영진(흩)." 깅용효 외 '11얘 용신 엉장 

리포트 n인 갱찌억자외 앙여깐앙'J. 242-264 흩싼 우틀깅 

lOOIb 껴구당져도 - 국여도서g 잉엉정호연구앤 엉엉지식DÐ 시스앵 

""" .정양끼억껴 지구녕 예져 'I!국갱당't여Y... . 9 1-120 

잉생:6:.. 2003 .• 띤내경영억와 경시깨액 • ，의갱연구j 앤 ’ 1. 91-1 20 

갱영수 2002. -~국 언엉의 장예와 정당인주피의 의이 • ，용엉연구'J "'30찌 세〕효 

(2002. 2). 1-24 

2005 ";지구당 1지의 쩌힌생찌 그로 인얻 기용권 갱에에 대한 앤업쇼앤외 혀 

엉생 • ，꽁영연구‘ 2aY.l . 12.25-37 

장용 20)3, " 16대 애션과 후ι 션*찌갱 정당 개억외 정쟁 - 깅씨it~ ’16대 대션 



지구당용 예 3J(μ년에 예지되었는가? 1.57 

의 션거과갱짜 외2.l J ， 3• 28 서율얘악"~，，￥ 

200μ -정시깨역의 이용파 싱찌의 거랴 엉극인정치개혁연의회 창여 경엉융 

중싱으호 - r~긍정치억회소식， v.어 28 . No.2 한국정치학여 

1m .한국의 갱당재1억 • ，계간 사상， v.어 41. Nα I ~←90 

갱기영 1998 깅얘충 정우 개혁프로그갱 영가 갱얘화 외 r깅대중 갱우 개혁 대혜 

우"J. 76-99 서융 지 정 

정대화 1998. -예욕핑 갱치개혁 지연잉 정당개억 정대j아 외 「깅얘충 갱우 재여 대 

에부J. 134- 155 서올 지 갱 

•• 1998. -지구당 운영의 잉성회톨 애한 양안 r저비용 고효용의 지구당 운영잉 

안J. 1끼-200 션8쩌 

정영굿 2IXX) ‘언욱정당외 지구당 조직파 기능 용찌검파 얘안. ，한국파 극제정치J 

정진인 "'" 정당개혁의 .~양 정당구조의 연파앙 중싱으료 ’한목갱당학껴Sιj 찌 
2권 2효 

"'" 양산영화와 정앙갱씨의 연>1 싱지연 연저 r현얘 갱당정씨외 이에J 

379-404 예상셔당 

__ " 2005 . 지구당 예지 이후의 새로& 정당구￡와 당앤중싱 갱당운영의 냉애 

r의정연구"J " 11켠 제 1호 5-26 

2007 인추>1 이후의 갱치제도 앤내정당여용 중싱으호 • ，목가션야J 찌 13권 

2<. 

"'" ’인풍의 정당정치와 얘용영찌 인주주의j 인간샤강 

죠잉흥 1993. "Sohn W. Kingdon의 갱에의 f 이용 - 오석흥 연 r갱에악의 쭈요이 

용J 서용 경세앤 

죠여연 연 2003. r얻국외 정시샤외적 지얘it~파 밍주주의 용’'l"J . ~에읽는찍 

'"송여 외 2(X)2 . f;차기 정￥ 정!’과세 - 오두 장사는 나라 인드늪 길J 언목~세연구 

앤 

4’잊Æ$'lfl'l'경§셔 ft. 2OCO. ftt;l;itW;JAA1Jl: 1잊;Z-2OCOJ φ~.ttlJ.~“* 

진영져 연저 200μ ’언국 권역구iξ의 이에J 나냥~완 

진영쩌 ""， .정당의 조직 싱지연 연저 r엉대 갱앙정치익 이에J. 89- 1 1 2 

장여연대 1998 갱시깨어파 정당정시의 앙션 앙양 1쨌년 4월 9앤 극회의앤희!’ 

쇼회의실 양여연얘 한국갱당갱치연구소 추최 

최수영 200μ 한국 정영갱씨의 인주화 작정파 갱당엄 연구 엉정치’?객 션급 - 양용 

얘여t" 얘앙앤 악A논푼 

최장잉 악산요 박상훈(2007' ’어앤 인주주외인가j 후야니타스 



'58 언국정치연구 세11i잉 쩌2호(2008) 

쳐장집 1989. r~국현대갱치의 구조아 연，!， 끼지긍앙 

2003 .한즉 인주주의의 져도디자인 서 성 r아세아연구j 용권 ' "호 '55 

19' 
__ . 2OCμ ’인주회 이후의 민주추의」 후아니타스 

•• 2007. r인주주외의 인주Jh . .f..아니타스 
최한수 1995. r한갖정치의 씨도션」 서용 대갱진 

B이d_얘 100m‘ A. 2OO1. An Inlroducri,“Jn rQr~P，씨i<y '"α:r:ss. 1Mαur. C.α'ICt'plS， and M，α*ι 

'fP““'ic PQ/k’‘rιking. Ne‘ Y얘Iloodon: M.E. Shaipe 

Cohen. MD .• J.G. Maπh.w잉lP α= ’972. "A gι1Jage can model 0‘ ""Mι‘~ωchoice: 

Mmilli.Jtmti>:t: Srudil!l Qi‘”이 25. 1-25 

Dye, Thomas R. I972. UlJÓmlOJ어 ng Public p，이。Engk .. 'OOd Oπ‘ N J ~ f'rentice. H잉l 

"""씨1‘n.AD 뼈 C.E. Li여야Jm. 1962. "Economic de'‘’에’‘:nt. rt:Seaπ~ and developmcnt 

p어η ~ιog: 50<’‘αIl\vetþng views: &/wvior‘I Scknu7. 21 1.222 

Keeler. J.T.s. 1993. "Opening Ihe 씨_r，이 refonn: MaJ찌Xιcnses. a쩌~-에써ry policy

""…Ig: Comporoti>oe p，씨ical S!Udies 25. 433486 

K ... 에 Jemny. 2OO). Ì1Ie mainstreaming ofthe thi여--찌。 public policy in Eng때00 in d이C 

13le 1990’ ‘.'hy‘ a쩌ι""，r~ζ P씨zιyα‘d Po/ κ1갱 No .4 .541-562 

King. Gary. Robcn O. Kcohane‘ a잉 Sidncy Verba. 1994. o..signing Socwl lnquiry. scι”ψc 

Infe，α IICt in Q에 'an\ ... Rtseα"dt. Prino;:elQrl U이 venily ~. Pri!llXlOn. New .Iersc) 

Kingdon ,JW . 1984. AgnIdas，Alfl'n‘';vt's.m“A뻐 CP,‘11100. New YOfk: Haπrκ:oIlin:; 

이야~.Aπ d. 1975. "The corrψ""'.."."‘ Strategy in comp잉이;ve Rese.m:h: Conψ\lram..， 

P에IW Sludies 8, No. 2 (ιly 1975). 158-m 

Mi1l .JφU1 S1Uart. 1 874(1843).ASys“끼 "' ''''ι Rmiocinativt: and Inducri\'t': Being a CQt1JteCIW …W o[ 1M Principles of“.~W“ 써t 싸이ods of Scitmific In vt'srig(JIWn.. New York 

Harper & Bn:에hers. 8th t.d 

Münter. Mκιlel. 2005. Ve.껴w때ν40rm im Ð찌e ωωα αie p，씨riJ: der lνa찌roi'“trung m 

Gr~uum“‘ VS Vnlagfur Sozω，끼~~'"'"에(iWV Fl잉1‘-erlage GmbH. Wiesbaden 

R쩌XT. KR. 1968. 71Ie LogicofScitruific Disco‘'1'1'1;. New York: Hω""-때 Row 

，"，wα'Ski. A‘""‘ alXI HcruyTw llC: . I970. TIrt μ'gic of Ccmpa,’“iW' StxitJI "잉uiry. New Y，야 

Wikγ IntenciefK:t， 

Riker. W.H. 1986. 11uJAn ofPoIitictJl Mani，야ωw.r.New Ha“1I.CT: YaIe UnivemlV press 

Sabatier. P.I991. ì o‘ ard Iktkr Theories。이Ie PoIicy 1'1'αx‘- PS: p，“ïtk피 SâtllCt &: poJjn이 

24. No.2. 147-1 S6 



지구당용 예 20Cμ년에 1지꾀었는가? 15~ 

Sabatier.P. I993.1에‘:y O\ange 0‘'Cf a Decade or Moæ: Søbalier. P. and Jenki ns-.Smith, H. , e<ι 

PQlicy Change and uarn;ng: iln A이ocacy Cα…110'1 Appr.∞ch. Boulder, Colorado 

Wescview Press. 1얘 

""'"잉is. N. 2008. "Amt‘gultya찌 choicc in Euroκan public POI‘ y." JQUrnal 01 Eur，야~" 

R얘ic Policy 15,No. 4 (June 2(뼈).51ι530 

"""'""ι N. 2003 ι，u，'냉UlI)' α1d Choice in f'I씨 C PoJicy. 1'01;1‘잉 "'"“iooM앙 ng in Modem 

Dernocracies. Washingron 

Z>h,"‘”‘ N. 1996. "Sel1 ing Britisll Rai1. An ldea whose Time Has Come'! ComfH'r이we 

P씨 ri.:;이 Srudies 29 , No. 4 (Augustl996j ‘"'22 

Zahariadis. N. 1'1)2. 10 잉loc~ ω sell? TelocornlT…'""잉@‘ ""κy in Briαn 뼈 Fκ‘>. 

J",""" .;“blic PoIicy 12.35’ 376 



"" 언욱엉치연구 세 17잉 세Z호 (2008) 

unlltr 1. 

Why were Dis trict Party Chapters in 21이14 Abolished? 

Looking at the P，이icy Processes of P;때y Organization Refonn 

through the Lens of the Multiple Streams Model 

Hannes Mos(er I seo.i뼈n:a t.n..<<야 

Ulilizing Kingdon's (1984) rnulti야，，"며πIS model t야 ~때 이fers an ex이=tioo 이 why 

"".영씨utioo피 1띠1…~ 이이잉tict pany chaα'" w‘ aα‘is/led 10 2c(μ ulXk:r the Roh 

Mu-llyun-govemmenl , but l1(l( in 2IXlO …ler Kim O:lc-jung 깨08. through a com야rauve 

m이ySls 이 the políçy processes during Ihe IWO tiπlI，': peri여.s mainly based on ‘ m띠 zing 

，~‘ k.inds 이π rued OOcumentations 씨， ~κ Ie c10sely examines Ihe mι"~에1'_ 

f아 <h<"‘'ISIOO 이 the PolitÎc외 Panies Act ar잉 Iooks for insighlS in π@찌 10 future poIitic에 

part)' reform design. The research res이15 show th이 the passing of the ref，이π bill fo. 

abolishment of이양ict pany cha야rs is brought about by 여<y πtrcprencUlS ooupling ωR 

streams in criúcal momcn1S in time: lhe policy communily - dαmi삐lCd by a ‘뻐rty-m 

야"띠mcnt’ disco써rse - provided feasibι πleasurμ instead of an 얘posilÍon between 

politic에 parlies lhe pre써iling confl “ ∞mposition was generated 여long the lines of 이d 

polltlCS’ a잉 new polilics’어이y factiOlls 이w“ch the lancr b their PilI이 wcre abJe to emerg.κ 

as imponalll fon:es due 10 the Roh-administrution taking po.:‘{cf antic 어 ng Ihe end 이 "" 

three-Kimιf띠‘ This Jead 10 Ihe opening of a πI3CI'O-window of 이객JOrtunity in Ihe politκ씨 

，~= ‘ ld enabled doctri nal po1icy entrepπ~"π i.c . !he Iwo main parties ' innoval ion 

factions 뼈Ihe Pan-citizen Refonn 씨잉~.，。‘:ouple the three 잉-이，.00""‘ 여κy 

and pol“‘CS , Succe잉띠ly ut i l; ~…g tlle multiple streams n 여d Ihi‘ study was able 10 

m∞rpornte pπceding studies into a moπ systematι and comple‘ -, ‘vith enllaJ1ι'" 

~∞rung power ar잉 by ‘lOwing Ihat the applι잉ion of Ihe m씨ψk 잉'e1IIl1S model is 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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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pany refonncases. 100, lhe ιrtide provides a lirst step b furthertheorization in this fJeId 

Keywords: 80이 ition of 이“n이 party chaplers , pany ref(이m‘ ’iκY choicc anaJysis 

m"ωp'-"ιmodel. policy entreprenelll"!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