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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안철수정치를 방향이론(directional theory)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앤서니 

다운스는 정당이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중위투표자의 지지를 획득해야 하기 때

문에 이념 스펙트럼의 중간으로 수렴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개하였다. 그런 기준으로 

보면 안철수정치는 전형적인 중도수렴의 정치였다. 그러나 안철수정치는 답보상태의 

연속이었고 지속적 퇴조의 길을 걸어왔다. 그렇다면 다운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안철

수정치가 실패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글은 안철수현상과 안철수정치를 분리해서 파

악한다. 전자는 안철수의 의지와 무관하게 대중에 의해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사회현

상으로서 사회양극화에 의해 누적된 사회적 갈등균열, 대중의 좌절과 분노, 사회변화

에 대한 기대를 ‘상식 대 비상식’, ‘정의 대 특권’과 같은 정치적 대립틀로 구성하고자 

했다. 반면에 후자는 갈등균열을 대변하는 가치대립의 정치를 파당적 정쟁으로 부정적

으로 인식했다. 이런 선상에서 안철수정치의 이슈전략은 기성정치세력들 간 대결구도

의 중간지대에 자신을 위치지우는 것이었는데, 이는 기성정치세력으로부터 자신을 차

별화하여 독자적 정치구도를 정립하고 지지자들과의 강한 일체감을 형성하는 데에 실

패하게 만든 핵심 요인이었다. 이로부터 우리는 이슈전략의 방향과 강도가 선명할수록 

유권자의 지지 강도가 커질 것이라는 방향이론의 가설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주제어: 안철수현상, 안철수정치, 중도정치, 방향이론, 이슈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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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기존연구와 문제의식

안철수현상은�2011년�후반부터�최근까지�한국정치를�강타한�폭풍이었다.�그것은�성

공한�기업가�출신인�안철수라는�사람에�대한�대중의�폭발적�지지로�표출되었다.�안철

수에�대한�대중의�지지는�안철수현상이�본격�등장한�이후�단숨에�철옹성이라고�여겨

졌던�박근혜�후보의�대세론을�위협하였다.�그에�대한�지지는�대선이�끝난�이후에도�지

속되었는데,�그는�가장�유력한�차기�대권주자로�거론되었고�가상의�안철수�신당은�제

1야당을�제치고�여론조사에서�높은�지지를�얻었다.�이처럼�안철수현상은�적어도�지난�

2~3년간�견고하게�지속된�사회현상이었다.�

안철수정치는�안철수현상을�기반으로�안철수에�의해�이루어진�정치실험이다.�안철

수는�2012년�9월�19일�대통령선거�무소속출마를�공식�선언한�이후�정치활동을�개시하

였다.�그러나�그는�제1야당�후보인�문재인과의�야권후보단일화싸움에서�패배하여�잠

시�정치권�밖으로�퇴장하였고,�대선�후�2013년�4월�치러진�국회의원�재보선에�당선돼�

다시�정치무대로�복귀하였다.�그�후�그는�본격적인�정치세력화작업을�개시하여�2014년�

초에는�‘새정치연합’이라는�독자정당을�창당한다.�하지만�독자정당�작업의�성과가�지

지부진하자�제1야당인�민주당과�합당하여�새정치민주연합을�창당하였다.�새정치민주

연합은�2014년�6월�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광역단체장�기준�총�17개�중�9석을�당선시

킴으로써�대체로�현상유지에�머물렀으나,�곧이어�실시된�7월�국회의원재보선에서�참패

함으로써�안철수가�공동대표직을�사퇴하게�된다.�

안철수정치는�결과적으로�볼�때�안철수현상의�폭발성에도�불구하고�새로운�정치세

력화의�돌파구를�만들지�못한�채�정체상태의�연속이었다.�안철수정치는�파급력을�확대

하지�못하고�계속�답보상태에�머물렀으며,�앞서�말한�바와�같이�수차례의�정치실험은�

별반�성과를�거두지�못했다.�안철수에�대한�여론의�지지율은�경향적으로�하락해�왔으

며,�그가�야당의�대표직을�사퇴하기�직전에는�차기�대권주자�지지율이�당내에서도�3위

로까지�내려앉게�되었다.�사실상�안철수정치가�소멸단계에�접어들었다고�평가할만한�

상황에�이르게�된�것이다.�물론�그런�평가가�과도하다�할지라도�분명한�것은�안철수정

치가�매번�정치세력화의�중요한�고비를�넘지�못하고�번번이�좌절해�왔고,�그�결과로�지

속적인�퇴조와�하락의�길을�걸어왔다는�사실이다.�

그렇다면�왜�안철수정치는�안철수현상에�상응하는�결실을�맺지�못하고�실패로�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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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왔는가?�지금까지�연구는�주로�안철수현상을�구성하는�지지층의�성격,�이념적�위

상�등에�대해�논의가�집중되어�왔다.�예를�들어�장덕진(2012)은�야권후보�지지자들의�

가치관은�탈물질적인�반면�안철수�지지자들이�박근혜�지지자와�마찬가지로�강한�보

수적·물질주의적�성향을�공유한다고�주장한다.�반면에�조성대(2013)와�김정훈(2012:�

2013)은�대체로�안철수현상을�‘탈권위’,�‘탈물질’,�‘경제적�진보’의�가치관을�갖는�새로

운�진보적�유권자세대의�등장으로�파악하고�있다.�최종숙(2013),�류재성(2013)은�안철

수�지지층이�진보주의�성향의�일부와�보수주의�성향의�일부를�‘공유’한다는�점에서�‘복

합적�혹은�이질적�유권자’로�파악한다.1)�특히�최종숙은�안철수현상을�제3후보�현상이

라는�맥락에서�검토하면서�그것이�나타나게�된�이유에�대해�로젠스톤�외(Rosenstone�

et�al.�1996)의�논의를�소개하고�있다.2)

안철수현상에서�지지층의�성격,�이념적�위상을�밝히는�작업은�일단�안철수정치를�평

가하는�기초를�제공한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그러나�이�작업만으로는�안철수정치가�

어떤�전략적�선택을�했고,�그것이�지지층의�태도에�어떻게�영향을�미쳤으며,�궁극적으

로�정치적�성패에�어떻게�작용했는가를�직접적으로�밝혀주지는�못한다.�라비노위츠와�

맥도날드(Rabinowitz�and�Macdonald�1991,�1123)에�의하면,�특정한�정치행위의�성과

는�대중-엘리트�사이의�연계성과�상호작용에�의해�규정되며,�그�중에서도�정치경쟁자

와�자신을�구별하는�이슈전략(issue�advocacy)이�대중-엘리트�관계를�매개하는�핵심�

관건이�된다고�한다.�그런�점에서�그간의�논의는�안철수정치의�이슈전략이�대중-엘리

트�연계�속에서�어떻게�작동했는지를�본격적으로�다루지�못했다고�볼�수�있다.��

물론�안철수정치의�성과를�이슈전략의�관점에서�분석�및�평가하고자�하는�시도들(최

장집�2013;�손호철�2013;�김의영�2013;�김정훈�2013)이�전혀�없었던�것은�아니다.�가

령�최장집과�손호철은�안철수정치가�지나치게�정치쇄신�이슈를�중심으로�이루어짐으

로써�사회경제적�문제가�뒷전에�놓이게�되었다고�말한다.�김정훈은�안철수정치가�핵심

이슈로�제기한�‘의원정수축소’가�국민들의�정치혁신요구를�정치제도개혁이라는�철지난�

이슈로�담아내려�함으로써�파괴력이�떨어졌다고�말한다.�하지만�이런�평가들은�대개�

�1)�그�외에도�안철수를�‘착한�이명박’이라�규정한�바�있는�문강형준(2011,�192),�‘따뜻한�시장주

의자’로�파악하는�정해구(2011,�59)�등이�있다.�

�2)�로젠스톤�외(1996,�126-139:�최종숙�2013�재인용)�제3후보현상이�나타나는�세�가지�이유로,�

첫째는�기존�양대정당에�정당일체감을�갖지�않는�유권자가�증가하는�경향,�둘째는�기성의�

정치권에�대한�불만,�셋째는�매력적인�제3후보의�등장을�꼽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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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리즘�수준에서�크게�나아가지�못했거나�이론적이고�체계적인�분석으로�나아가지�

못하였다.�따라서�이�글은�한국정치의�전례�없는�현상이었던�안철수현상과�안철수정치

를�지금까지의�저널리즘�수준의�분석에서�탈피하여�학문적�논의의�바탕�위에�올려놓고

자�하는�초기적�시도라고�할�수�있다.

이�글의�기본�문제의식은�다음과�같다.�즉�앤서니�다운스(Anthony�Downs�2013)

는�민주주의사회의�정치경쟁에서�정당이�승리하기�위해서는�궁극적으로�중위수�유권

자(median�voter)의�지지를�차지해야�하기�때문에�이념�스펙트럼의�중간으로�수렴해

야�한다는�주장을�폈다.�그런�기준으로�보면�안철수정치는�다운스가�말하는�이른바�전

형적인�중도수렴의�정치를�지향하는�것이었다.�그런데도�안철수정치가�성공과는�거리

가�먼�방향으로�전개돼�온�이유는�무엇인가?�이�글은�이런�질문을�던지는�것으로부터�

시작한다.�이에�대해�여기서는�라비노위츠와�맥도널드(1989;�1991;�1998)의�방향이론

(directional�theory)을�준거로�삼아,�안철수정치가�실패한�원인은�그의�이슈전략이�유

권자와�일체감을�형성할�수�있는�강력하고�선명한�정치구도를�만드는�데�실패했기�때

문이라고�파악한다.���

II.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에 대한 논의

안철수현상을�구성하는�안철수�지지층의�성격을�한마디로�묘사하면�아주�복합적이

고�이질적이라는�점이다.�안철수�지지층은�기존의�주요�정당이나�인물에�대한�지지층

과�비교할�때�스펙트럼이�넓고�크다는�것을�특징으로�한다.�특히�지지층이�가장�많이�

겹치는�민주당과�비교해�볼�때,�안철수�지지층은�여·야·무당파�그리고�진보·중도·

보수�유권자들을�더�폭넓게�포괄하고�있다.3)�이는�그만큼�안철수�지지층이�어떤�단일

한�한�가지�성향으로�규정할�수�없는�복합적이고�이질적인�성향의�유권자들로�구성되

었음을�나타내는�것이다.�

하지만�이러한�안철수�지지층의�속성이�갖는�정치적�의미는�단순히�지지층이�복합

적이고�이질적이라는�사실을�밝히는�데�있는�것이�아니다.�문제는�다양한�성향의�지지

�3)�뒤에�나올�<표�2>,�<표�3>,�<표�4>는�대선�이전과�이후에�각각�시점을�달리하여�각�정당�및�

인물에�대한�지지층의�주관적�이념성향과�당파성의�분포를�조사한�것인데,�바로�그같은�특

징을�잘�보여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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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이�결합하여�‘안철수현상’이라는�하나의�사회현상을�구성했다는�점이다.�그렇다면�

이들�복합적�유권자들의�지지가�모여�어떤�하나의�사회정체성�현상을�형성하는�동학

(dynamics)은�무엇인지가�보다�중요한�정치학적�탐구대상이�된다.�이는�대중-엘리트�

간�연계성(mass-elite� linkage)과�상호작용을�통해서�구성되는데,�여기서�우리는�이와�

관련된�경쟁적인�두�가지�이론,�즉�근접이론(proximity�theory)과�방향이론(directional�

theory)을�검토할�필요성에�직면하게�된다.

근접이론의�기본�전제는�각�유권자는�이슈의�이념적�스펙트럼선상에서�특정한�정책

선호를�갖는다고�가정하고,�유권자의�이슈포지션이�어떤�정당의�이슈포지션에�가까우

면�가까울수록�그는�그�정당을�선호하게�된다는�것이다.�그런데�유권자들의�선호분포

가�중도를�중심으로�정규분포를�그리는�단봉적(uni-modal)이고�좌우대칭인�상황에서�

경쟁하는�두�정당은�이데올로기적으로�상대편을�향해�이동�수렴하는�현상을�나타낸다.�

척도�상�같은�편�극단에�위치한�유권자들의�경우�반대�편�극단에�있는�정당들보다�거

리가�가까운�자신을�선호할�수밖에�없다는�것을�알기�때문에�더�많은�지지를�얻기�위

해서�자기�당의�지지범위�밖에�있는�더�많은�유권자들을�향해�움직인다는�것이다.�이

렇게�해서�양당은�서로�더�가까워지고,�정책적으로�더�온건하고�덜�극단적이�된다.�즉�

정당이�승리하기�위해서는�중위투표자(median�voter)의�지지를�획득해야�하기�때문에�

두�정당�모두�궁극적으로는�이념�스펙트럼의�중간으로�수렴해�간다는�것이다(Downs�

2013,�178-182;�강원택�2010,�222-223).�

그에�반해�라비노위츠-맥도날드(1989)는�근접이론을�비판하면서�그�대안으로�정당

경쟁의�방향이론을�제시했다.�그에�따르면�이슈는�근접이론에서�말하는�것처럼�연속선

상에�배열되어�있는�것이�아니라�이분법적으로�분포되어�있다.�예를�들어�낙태와�관련

하여�유권자는�낙태합법화를�지지하거나�반대한다.�여기서�유권자들은�이슈논쟁의�어

느�한쪽을�지지하거나�중립적인�태도를�취한다.�그런데�유권자들은�정당과�자신의�이

념적�위치를�정확히�알아내기�힘들고,�특정정책에�대한�지지의�방향과�그에�대한�선

호의�강도만을�갖고�있다고�본다.�그래서�유권자들은�정당에�대해�‘나의�입장과�얼마

나�가까운가?’를�따지는�것이�아니라�‘어느�정당이�책임질�수�있고�신뢰할�수�있는�우

리�편인가?’를�따진다는�것이다(Rabinowitz�and�Macdonald�1991,�1108-1109;�1998,�

282).�그�결과�유권자의�지지를�받는�정당은�이념적으로�가까운�정당이�아니라�유권자

와�동일한�이념적�방향(direction)을�갖고�보다�강한�입장(intensity)을�취하는�정당이

다.�정당이�추구하는�이념이�명확하면�할수록�지지의�강도가�커지기�때문에�좌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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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하는�두�정당은�강도의�크기가�떨어지는�중도로�수렴하기보다는�더욱더�양극단으

로�움직인다는�것이다.�정책의�방향성이�불분명한�중립적�위치나�중간입장은�유권자들

에게�아무런�자극과�유인을�제공하지�못하기�때문이다(강원택�2010,�138).

이상에서�설명한�두�이론은�특히�몇�가지�점에서�뚜렷한�차이를�드러낸다.�첫째,�근

접이론이�중도적�유권자들의�선호를�좌와�우처럼�정치적�실체가�있는�것으로�보았다

면,�방향이론에서�중도적�유권자는�정치적�선호가�부재하거나�정치적�실체가�없는�상

태로�파악된다.�방향이론에서�이슈란�대립하는�두�가지�대안에�대한�선택으로서�인식

되기�때문에�중간적�입장이란�이슈의�강도가�가장�약한�영점(零點)에�해당하는�지점이

다(Rabinowitz�and�Macdonald�1991,�1109).�

둘째,�두�이론은�대중-엘리트를�연계하는�데서�정당(혹은�엘리트)의�이슈전략이�수

행하는�역할에�대한�인식�차이를�드러낸다.�즉�근접이론에서�대중의�이슈선호,�정당의�

이슈전략,�공공정책의�채택�사이의�관계는�직접적이고�반영적인�성격이�강하다.�정당

의�이슈전략은�대중의�선호를�반영하여�득표를�극대화할�수�있는�지점으로�이동하는�

것이다.�하지만�방향이론에서�정당의�이슈전략은�대중의�선호표출을�매개하고�편재하

는�능동적�역할을�수행한다.�정당의�성공과�실패는�정당이�어떤�이슈전략을�가지고�대

중-엘리트를�연계하는가에�결정적으로�달려있다.�그런�점에서�효과적인�정당은�효과

적인�이슈대변자이고,�이를�통해�선거는�공공정책의�결정이�어떤�방향으로�이루어질지

를�결정하게�된다는�것이다(Rabinowitz�and�Macdonald�1991,�1123-1126).�

셋째,�두�이론은�민주주의사회에서�정치의�본질을�이해하는�데서�커다란�차이를�내

포하고�있다.�근접이론은�정치를�유권자들이�명확한�선호를�갖고�자신과�가까운�입장

을�가진�정당에�투표하는�시스템이기�때문에�결국�정당들은�다수�유권자의�선호를�만

족시키는�정책을�경쟁적으로�추구하는�과정으로�이해한다.�궁극적으로�근접이론에

서�정치란�갈등하는�세력들�사이의�‘합리적�합의’를�형성하는�과정으로서�파악된다.�이

에�반해�방향이론은�정치를�대립적인�것들�사이의�사회적�갈등균열을�드러내고�조직하

는�시스템으로�파악한다.�여기서�정당은�갈등하는�입장들을�정치적으로�매개하고�대변

하는�것이라고�본다.�그러므로�유권자들은�정당에게�입장이�얼마나�가까운가를�따지

는�것이�아니라�누구의�편인가를�따진다는�것이다(Rabinowitz�and�Macdonald�1991,�

1126).

이�글은�대중-엘리트의�연계성과�상호작용을�설명하는�두�가지�경쟁하는�이론들�중

에서�방향이론(directional�theory)의�관점을�채택한다.�그�이유는�방향이론이�최근�수



 안철수 ‘중도정치’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89

년�사이�한국사회에서�나타난�정치지형의�흐름과�정치리더십의�역할을�설명하는�데�적

합한�분석틀을�제공해주기�때문이다.�즉�지난�수년�사이에�한국사회에는�지역을�매개

로�한�정치적�갈등균열이�일정하게�약화되고�사회경제적�이슈를�중심축으로�하는�새로

운�정치적�갈등균열이�등장하였다.�그와�함께�중도를�포함한�여러�층위�유권자들의�유

동성이�증대되고�이를�새롭게�통합해�내는�데서�이슈전략의�역할이�중요해졌다.�바로�

새로운�갈등균열의�등장과�이를�정치적으로�해소해�나가는�과정에서�정치리더십의�이

슈전략은�유권자의�정치적�편재방식을�규정할�뿐만�아니라�정치적�성패에도�치명적으

로�작용한다는�점에서�방향이론은�유의미성을�갖는다.�이�글은�다음과�같은�분석틀로�

안철수정치의�과정을�고찰한다.�여기서는�주요�이슈에�대한�안철수정치의�담론을�분석

하고,�이것이�정치적으로�얼마나�효과적으로�작동했는지를�주로�여론조사들에�나타난�

경험적�데이터를�활용하여�분석했다.��

III. 새로운 정치적 갈등균열의 등장과 안철수현상

지난�2012년�대통령선거는�사회경제적�갈등균열을�매개로,�보수와�진보�양대�진영을�

두�축으로�하는�전체�유권자의�정치적�동원이�대폭�늘어나고�결집하는�현상이�나타났

다.�이같은�현상은�2010년�지방선거,�2012년�국회의원�총선거에서도�비슷하게�나타났

는데,�양대�진영은�유권자들의�정치동원이�증대되는�가운데�서로�보수총결집과�야권연

대를�내세우며�격돌하는�구도를�연출하였다(고원�2013,�145).�요컨대�보수와�진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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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의 이슈전략은 대중의 선호표출을 매개하고 편재하는 능동적 역할을 수행한다. 정당의 성공
과 실패는 정당이 어떤 이슈전략을 가지고 대중-엘리트를 연계하는가에 결정적으로 달려있다. 
그런 점에서 효과적인 정당은 효과적인 이슈대변자이고, 이를 통해 선거는 공공정책의 결정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Rabinowitz and Macdonald 1991, 
1123-1126). 
  셋째, 두 이론은 민주주의사회에서 정치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서 커다란 차이를 내포하고 
있다. 근접이론은 정치를 유권자들이 명확한 선호를 갖고 자신과 가까운 입장을 가진 정당
에 투표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결국 정당들은 다수 유권자의 선호를 만족시키는 정책을 경
쟁적으로 추구하는 과정으로 이해한다. 궁극적으로 근접이론에서 정치란 갈등하는 세력들 
사이의 ‘합리적 합의’를 형성하는 과정으로서 파악된다. 이에 반해 방향이론은 정치를 대립
적인 것들 사이의 사회적 갈등균열을 드러내고 조직하는 시스템으로 파악한다. 여기서 정당
은 갈등하는 입장들을 정치적으로 매개하고 대변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유권자들은 
정당에게 입장이 얼마나 가까운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편인가를 따진다는 것이다
(Rabinowitz and Macdonald 1991, 1126).     
  이 글은 대중-엘리트의 연계성과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두 가지 경쟁하는 이론들 중에서 
방향이론(directional theory)의 관점을 채택한다. 그 이유는 방향이론이 최근 수년 사이 한
국사회에서 나타난 정치지형의 흐름과 정치리더십의 역할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 분석틀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즉 지난 수년 사이에 한국사회에는 지역을 매개로 한 정치적 갈등균
열이 일정하게 약화되고 사회경제적 이슈를 중심축으로 하는 새로운 정치적 갈등균열이 등
장하였다. 그와 함께 중도를 포함한 여러 층위 유권자들의 유동성이 증대되고 이를 새롭게 통
합해 내는 데서 이슈전략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바로 새로운 갈등균열의 등장과 이를 정치적
으로 해소해 나가는 과정에서 정치리더십의 이슈전략은 유권자의 정치적 편재방식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성패에도 치명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방향이론은 유의미성을 갖는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분석틀로 안철수정치의 과정을 고찰한다. 여기서는 주요 이슈에 대한 안
철수정치의 담론을 분석하고, 이것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했는지를 주로 여론
조사들에 나타난 경험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했다.  

<그림 1> 분석틀 

안철수정치의 효과

새로운 정치균열의 등장
(유권자의 유동성 증대)

안철수정치의 이슈전략 제 정치세력의 이슈전략

<그림 1>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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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영�간�양극적�경쟁구도의�강화는�최근�수년�간�한국정치의�전반적�흐름을�규정하

는�특징이었다.�

��이같은�현상들은�한국�정치지형의�전반적�구조에�중대한�변화가�일어나고�있음을�

나타낸다.�이른바�87년�체제�하에서�치러진�그�이전의�선거들은�주로�지역을�매개로�여

당과�야당이�유권자의�표를�분점하는�양상이었다.�하지만�그것은�지역적으로�배타적�

분점구조를�띠었음에도�불구하고�전반적으로�보수우위의�성격을�띤�구도였다.�87년�

체제는�기본적으로�보수우위의�정치질서였다(고원�2013,�146).�이�질서체제에서�보수

진영은�진보진영보다�압도적으로�더�큰�지역적�기반을�갖고�있었을�뿐만�아니라�사회

저변의�다양한�이해와�요구가�정치적으로�대변되지�못하는�속에서�‘노동’과�‘서민’이�보

수적�선거연합의�일원으로�편입되었기�때문이다.�그랬기�때문에�이�체제�하에서는�간

혹�정권교체가�일어났다�해도,�그것은�보수분파의�분열을�전제로�한�지역연합의�형태

로만�성립했다.�

하지만�2000년대�이후�보수-진보�양대�진영의�역학관계는�대치균형의�방향으로�접

근해�왔다.�그같은�흐름은�<표�1>에�잘�나타나�있듯이�2010년�지방선거�이후�뚜렷해졌

는데,�2012년�총선과�대통령선거�그리고�최근�지방선거에�이르기까지�진보진영은�보수

진영의�분열이나�보수내부�특정분파와의�연합�없이도�보수�대�진보의�양대�구도를�만

들어�낼�수�있게�되었다.�

<표 1> 보수-진보의 주요 선거 득표율 비교(단위: %)4) 

보수 진보

2010년�지방선거

2012년�국회의원총선거

2012년�대통령선거

2014년�지방선거

44.6
46.0
51.6
47.0

51.0
46.8
48.0
47.5

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자료를�토대로�재구성.

�4)�2010년�지방선거에서�보수=한나라당+자유선진당,�진보=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국

민참여당;�2012년�총선거에서�보수=새누리당+자유선진당,�진보=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

2014년�지방선거에서�보수=새누리당,�진보=새정치민주연합+정의당+통합진보당으로�설정

하였다.�지방선거�득표율은�광역비례의원정당투표를,�국회의원총선거�득표율은�비례의원정

당투표를�기준으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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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이같은�힘의�지형�변화는�지금까지�은폐되어�있던�갈등균열들을�새로운�정치

적�경쟁의�지형�안으로�끌어들이고�그것들을�선명하게�보이도록�하였다.�이같은�논리

로�주요�선거에서의�의제와�담론의�지형들에서�중요한�변화가�일어났다.�그�이전�선거

들에서는�주로�색깔론,�경제안정론,�지역주의와�같은�속성상�보수독점적�이슈들이�주

를�이루었다.�그러나�최근에는�사회경제적�갈등균열을�배경으로�무상급식,�복지국가,�

경제민주화�같은�진보적�정책이슈들이�선거를�주도하는�핵심의제로�등장하고,�이를�중

심으로�양극적�경쟁구도가�만들어지는�새로운�양상이�관찰되었다.�나아가�정책적�이슈

들은�‘정의�대�특권’,�‘상식�대�비상식’,�‘소통�대�불통’,�‘새�정치�대�낡은�정치’�같은�가치

구도로�발전하면서�양극적�경쟁구도를�강화하기도�했다.�양극적�경쟁구도의�흐름이�만

들어진�데는�힘의�지형�변화에�따른�이념�정책적�이슈지형의�변화와�긴밀한�상관성을�

갖는�것이었다.�

그런데�여기서�한�가지�유의해야�할�사항은�양극적�경쟁구도의�심화가�파당적�진영

대결이�심화된다는�것과는�다소�차이가�있다는�점이다.�그것은�오히려�사회문제를�해

결해�나가기�위한�계기로서�사회경제적�갈등균열을�정확하게�대변하고,�참된�논쟁의�

조직을�통해�정치참여를�활성화하며,�이를�위해�정치적�정체성의�구성이�뚜렷해지는�

과정으로�파악되는�현상이다.�이는�무페(Mouffe�2006,�22-24)가�말하는�민주주의의�

본질을�구현해나가는�과정으로�볼�수�있으며,5)�다운스(Downs�2013,�186-187)가�말하

는�“적대적�배제와�폭력을�통해서�자신의�이익을�관철시켜�나가는�정부정책의�불안정�

및�민주주의의�혼돈상태”와는�성격이�많이�다른�것이다.�

이같은�정치지형의�변화는�양극적�경쟁구도가�심화되는�가운데�중도적�유권자들의�

유동성�또한�증대되면서�이를�새롭게�재편성하기�위한�정치경쟁이�치열해짐을�의미한

다.�아래�<그림�2>에서�보면�보수적�의제인�성장우선에�대한�선호가�낮아지고,�진보적�

의제인�분배우선에�대한�선호가�높아지는�것을�볼�수�있는데,�이로부터�우리는�보수적�

가치와�진보적�가치의�중간지대에�위치한�유권자들이�상당한�유동성을�경험하였을�것

�5)�무페(2006,�24)는�근대민주주의정치가�자유민주주의의�구성적�가치들에�대한�갈등적�해

석�사이의�‘경쟁적�대립’으로�바라보는�생산적�관점이�필요하며,�이러한�대립구도에서�좌파

와�우파�사이의�힘의�지형은�결정적인�역할을�한다고�말한다.�민주주의정치는�권력과�배제

의�흔적을�지우려는�시도�대신에�그것들을�전면에�끌어낼�것을�요구하며,�그것들을�선명하

게�보이게�함으로써�그것들이�경쟁의�지형�안으로�진입할�수�있게�만든다고�말한다(Mouffe�
200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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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짐작할�수�있다.�더불어�새로운�균열체제로의�이행과�고착을�둘러싸고�보수-진

보�양대�진영�간에�샷슈나이더(Schattschneider�2008,�115-133)가�말하는�일종의�‘갈등

의�대체’를�위한�총력전이�펼쳐질�것임을�유추해�볼�수�있다.����

그런데�앞에서�말한�바와�같이�한국정치의�전반적�흐름을�양극적�경쟁구도의�심화라

고�했을�때,�우리는�이와는�다소�상반된�정치현상에�대해�설명하지�않을�수�없다.�그것

은�다름�아닌�양극적�경쟁구도의�흐름과는�정반대로�보이는�무당파현상이다.�무당파

는�정치상황에�따라�달라지긴�하지만�14대�대통령선거에서�22.7%�정도였던�것이�점차�

증가하여�16대�대선에서�40%에�이르는�수치를�보여줬고(소순창�1999;�고승연�2004,�

97�재인용),�19대�총선과�18대�대선�전후�여론조사�상에서도�40%를�넘나들었다.6)�이

처럼�커다란�비중을�차지하는�무당파의�존재는�안철수현상을�만들어낸�강력한�변수가�

되기도�했다.�그렇다면�이같은�무당파의�존재는�양극적�경쟁구도의�흐름과�모순되는�

것인가?

�6)�한국선거학회와�YTN이�한국리서치에�의뢰해�조사한�바에�의하면,�2012년�4월�국회의원�총

선거�20일�전까지�투표한�정당을�결정하지�못한�유권자가�정당투표의�경우�39.0%,�지역구�

후보의�경우�43.3%에�달했다(조성대�2013,�110).�또�2013년�7월�넷째�주에�한국갤럽이�실시

한�여론조사에�따르면�무당파의�크기는�43%까지�올라갔다.�무당파는�2012년�12월�대선�때�

감소했다가�이후�다시�급증했다(김봉기�2013).�

출처:�동아시아연구원(2011).

<그림 2> ‘분배우선’ 대 ‘성장우선’에 대한 선호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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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많은�사람들이�무당파를�탈이념·중도파와�동일시하는�경향이�있다.7)�그러나�

한국의�무당파를�분석한�여러�연구들은�이와는�다른�연구결과들을�제시하고�있다.�가

령�고승연(2004,�121)은�달튼(Dalton�1984;�1996)의�연구8)를�원용하여�무당파�중에서�

인지적�무당파(cognitive�apartisan)가�단순한�정치적�무관심층(apolitical)보다�높은�비

율을�차지하는데,�인지적�무당파의�특징은�이념성향에서�다른�유형의�유권자들보다�더�

진보적임을�밝히고�있다.�이념성향이�진보적일수록�인지적�무당파가�될�가능성이�높

고�보수적일수록�정치무관심층이나�관습적�정당지지층이�될�가능성이�높다는�것이다.�

다만�이들이�무당파인�것은�보수독점의�협애한�이데올로기�지형�안에서�지역주의�균열

에�의존하는�기존정당과�제도권�정치�전반에�대한�실망과�불신�속에서�지지할�수�있는�

정당을�찾지�못한�채�스스로�무당파적�지향을�갖게�되었다는�것이다.�박원호·송정민

(2012,�138)도�무당파층은�높은�교육수준과�높은�학력�그리고�높은�소득수준�등�풍부

한�정치적�자원의�소유자로서�정당에�비판적�거리를�유지하면서도�상황에�따라서는�능

동적�정치참여의�모습을�보인다고�말한다.�그러면서�무당파층이�대체로�이념적�측면에

서�상대적으로�진보적�성향을�갖는�것으로�분석하고�있다.�

이처럼�여러�연구들에서�확인하고�있듯이�무당파의�다수는�정치에�대한�관심과�풍부

한�정치자원을�갖고�있고�상대적으로�진보성향이�강하지만�기성정당들에�대한�실망과�

함께�대안정당을�찾지�못해�무당파로�남아�있다고�할�수�있다.�하지만�이들을�유인할�

수�있는�결정적�이슈나�정치적�요인이�있을�경우에는�능동적�정치참여의�모습을�보인

�7)�예를�들어�채진원(2013)은�중도·무당파를�거의�하나의�패키지개념으로�다루고�있는데,�무

당파의�이념적�구성에�대해�진보�29.9%�중도�55.7%,�보수�14.4%로�응답한�아산정책연구원

(2011)의�자료를�제시하고�있다.�

�8)�달튼은�유권자의�유형을�정당지지의�강도와�인지적�동원의�고저에�따라�인지적�무당파,�인

지적�정당지지층,�정치무관심층,�관습적�정당지지층의�네�가지�유형으로�나눈다.�그는�무당

파가�증가하는�현상은�서구�선진민주국가들에�공통적으로�나타나는�현상이라고�보고,�이들�

무당파의�다수는�‘정치적�무관심층’이�아닌�‘인지적�무당파’,�즉�정치에�대한�관심과�지식이�

충분히�높으면서도�기존정당에�대한�불만족으로�형성된�무당파라고�분석했다.�달튼에�의하

면,�인지적�무당파는�젊은�세대의�신중간계급에�속하며�탈물질적이다.�기존의�정당�활동을�

넘어서는�시민활동의�확대를�요구하고�이슈지향적�정치활동을�통해�시민행동을�조직한다

((Dalton�1996;�1984;�고승연�2004,�97-103�재인용).�달튼과�비슷하게�아게르(Agger�1959),�
리패스(RePass�1971),�번햄(Burnham�1970)�등은�무당파층�내부의�정치적�무관심층과�정치

적�관심층을�분류하고�후자의�무당파층은�풍부한�정치적�지식을�가지고�사회적�이슈에�민감

하게�반응하고�있다고�주장한다(박원호·송정민�201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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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것도�추론해�볼�수�있다.�이같은�사실은�최근�수년�사이의�양극적�경쟁구도의�흐

름이�최대�40%에�육박하는�거대한�무당파층의�존재와�꼭�모순되는�것이�아님을�나타

낸다.�

안철수현상은�앞서�살펴본�바와�같이�양극적�경쟁구도의�강화와�기성정치에�실망한�

무당파층의�양산이라는�정치현상을�주요�배경으로�출현했다.�그것은�사회경제적�양극

화에�의한�새로운�갈등균열을�둘러싼�‘특권�대�정의’,�‘상식�대�비상식’,�‘소통�대�불통’,�

‘낡은�정치�대�새�정치’�같은�양극적�가치구도의�한�축을�구성하는�것이었다.�안철수현

상은�재벌중심의�불공정한�경제,�특권과�편법,�독점과�탐욕이�지배하는�사회질서에�대

한�대중의�좌절과�분노�그리고�안철수의�리더십을�통해�사회변화를�이뤄낼�수�있을지

도�모른다는�기대와�희구가�투영된�것이었다.�그것은�자연인으로서�안철수의�의지와는�

거의�무관하게�대중�속에서�자생적으로�만들어진�상징적�기표로서,�당시�정치적�분위

기의�산물이었다.�

안철수현상은�사회변화를�지향하는�정치구도를�만들어낼�수�없었던�낡은�진보적�야

당들과도�구별되었다.�무기력한�리더십의�민주당과�거듭된�정파적�분열로�대중의�불신

을�자초한�진보정당들의�상태는�높은�정치적�관심과�혁신적�사회변화에�대한�열망에

도�불구하고�지지할�정당을�찾지�못하는�무당파를�대량으로�창출하였다.�대중들은�안

철수를�통해�분명한�정체성도�없이�진영논리에�묶여�답보하는�민주당이나�낡은�정파주

의의�늪에�갇혀�있는�진보정당들과는�달리,�진영과�정파의�폐쇄성을�극복하고�소통에�

능하면서도�사회구조의�변화를�이끌어낼�수�있는�새로운�정치리더십을�꿈꾸었다.�이는��

<표�2>~<표�4>에서�보듯이�왜�안철수�지지층이�민주당보다�더�진보적�구성을�가지면

서도�동시에�당파성의�구속으로부터는�보다�자유로운가를�설명해주는�점이기도�하다.�

안철수현상은�다양한�이익갈등과�사회정의를�대변하지�못하는�기존의�보수-진보,�

여야�구도에�입각한�낡은�정치질서에�대한�비판과�반격의�의미를�띠었다.�하지만�그것

이�과거에도�반복적으로�나타났던�박찬종,�정주영,�정몽준�등으로�이어지는�제3후보�

현상과�맥락을�같이�한�것은�아니었다.�안철수현상은�기존의�주요�정당�후보들을�제치

고�대선에서�양자�구도를�만들어냈다는�점에서�과거�제3후보와는�달랐다.�기존�제3후

보들의�지지층이�주로�여야,�보수-진보�어느�쪽에도�속하지�않는�탈정치·탈이념·중

도적�무당파층을�기반으로�한�것이었다면,�이에�반해�안철수현상은�무당파층만이�아

니라�기존�주요�정당들의�지지층을�포괄하면서�훨씬�더�넓은�스펙트럼을�형성해냈다.�

무당파�지지자들�또한�순수한�의미의�탈정치적이고�중립적인�무당파라기보다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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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대한�높은�관심과�지식을�갖고�있으면서도�기존의�낡은�정치에서�대안을�찾지�못한�

진보적�성향의�유권자들이�상당수�비중을�차지하고�있었다.�

무당파층이�안철수현상을�만들어�내는�데�중요한�변수�역할을�수행했다는�점은�이

론의�여지가�없지만,�그것이�결코�탈정치·탈이념·중도현상이�아니라는�것은�여론조

사�지표에서도�명확히�추론될�수�있다.�즉�<표�2>,�<표�3>에서�보면,�정당일체감의�측

면에서�안철수�지지층�증�무당파의�비중은�30~40%�가깝게�육박하지만,�주관적�이념

성향의�측면에서�보면�진보>중도>보수의�순으로�구성되며�무엇보다�그것이�박근혜�후

보와�역비례적�대조를�이룬다는�점에서�양극적�경쟁구도의�흐름과�무관하지�않음을�추

론해�볼�수�있다.�<표�4>에서는�대선�후�전체�유권자에서�진보적�지지층의�비중이�현격

히�축소되고�보수층과�중도층의�비중이�커진�가운데�안철수�지지층의�이념적�구성에도�

중도파의�비중이�일정�커지는�현상을�살펴볼�수�있지만�민주당보다도�상대적으로�더�

진보적�구성을�유지하고�있음을�명확히�보여주고�있다.9)�이런�특징은�안철수와�문재인

의�후보단일화�후�문재인�후보의�지지율이�20~25%에서�일약�40~45%로�상승함으로

써�안철수�효과의�주요�부분이�문재인�후보에�수렴되는�것에서도�시사된다.10)

그렇다면�다음�절에서는�이상에서�살펴본�안철수현상을�배경으로�안철수정치가�어

떻게�전개되어�나갔는지를�이슈전략을�중심으로�살펴보기로�한다.�

�9)�<표�2>,�<표�3>,�<표�4>의�조사에�나타난�사례수의�크기는�보수:중도:진보가�각각�469:470:�
452,�301:324:322,�271:282:137이었다.�

10)�최종숙(2013)은�한상진사회연구소가�한국리서치에�의뢰한�2013년�3월�조사를�바탕으로�후

보단일화�이후�안철수�지지자의�이동경로를�분석하고�있다.�이에�따르면�3자대결에서�안철

수�지지율은�30.8%인데,�그중�대선에서�박근혜�후보를�지지한�안철수�우파는�6.5%,�문재인�

후보를�지지한�안철수는�좌파는�20.1%라고�설명한다.�

<표 2> 각 대선후보 지지층 성향별 구성

주관적�이념성향 정당일체감(당파성)

보수 중도 진보 여 야 무당파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57.2
16.8
17.2

29.0
36.4
35.7

13.7
46.8
47.1

81.4
5.8
13.5

7.0
76.8
56.7

11.6
17.3
29.7

출처:���한국사회여론연구소�2012년�9월�20일�조사(한국사회여론연구소�2012a)를�토대로�필자

가�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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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안철수정치의 이슈전략과 효과성

1. 대통령선거 이전 안철수정치의 이슈전략

안철수현상은�혜성처럼�나타났다.�2011년�10월�26일에�있을�서울시장�재보궐선거에�

출마를�고려한다는�한마디로�안철수는�단숨에�유력주자로�부상하였다.�안철수가�순식

간에�한국정치의�판을�뒤흔드는�가장�강력한�변수로�부상한�데는�기존�주류질서에서�

성공한�인물이면서도�동시에�기성질서의�부패하고�사익추구적인�행태와는�다른�삶을�

살아갔다고�하는�그의�이미지가�주요하게�작용했다(조희연·이창언�2013,�107).�또�청

춘콘서트를�통해�대중과�감정을�공유하고�소통과�공감을�위해�노력한�보기�드문�모습

도�안철수현상의�중요한�계기였다.�

성공한�엘리트�안철수가�사회현실에�대한�진단을�‘상식�대�비상식’이라는�간명한�대

<표 3> 각 대선후보 지지층 성향별 구성

주관적�이념성향 정당일체감(당파성)

보수 중도 진보 합계 여 야 무당파 합계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56.0 28.7 15.3 100 78.1 8.2 13.7 100

15.0 35.2 49.8 100 3.1 85.0 11.9 100

8.6 39.2 52.2 100 7.3 53.3 39.4 100

출처:���한국사회여론연구소�2012년�11월�2~4일�조사(한국사회여론연구소�2012b)를�토대로�필

자가�재구성.

<표 4> 각 정당(진영) 지지자들의 성향별 구성

주관적�이념성향 정당일체감(당파성)

보수 중도 진보 합계 여 야 무당파 합계

새누리당

민주당

안철수신당

61.0
29.2
21.7

30.9
43.0
40.7

8.0
27.8
38.0

100
100
100

94.5
4.4
16.4

0.4
83.2
41.4

5.1
12.4
42.2

100
100
100

출처:�한국사회여론연구소�2013년�6월�21일�조사를�토대로�필자가�재구성.

주:���안철수신당에�대한�지지도는�가상정당을�상정하여�질문했을�때이며,�정당일체감에�대한�

지지도는�안철수신당을�빼고�질문했을�때의�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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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틀을�사용하여�제시하는�것도�대중들에게는�신선한�충격이었다.�편법과�특권을�통

해�거대한�부와�권력을�축적한�재벌경제를�‘삼성동물원’,�‘LG동물원’�같은�메타포로�비

판하는�모습은�그를�한국사회의�야만적�자본주의에�맞설�수�있는�사람으로�위치시켰

다.�나아가�그는�공정한�시장생태계와�기업의�사회적�공헌·책임이라는�가치를�대변하

고�새로운�시대의�가치인�‘공유’,�‘소통’을�상징하는�것으로�받아들여졌다.�그의�담론은�

한국사회의�경제적�갈등의�핵심�지점을�드러내면서�대중들이�느끼는�고통을�정확하게�

대변하고�있다는�점에서�‘원칙�대�반칙’�나아가�‘정의�대�특권’의�구도에서�기성질서를�

거부하는�하나의�표상으로�여겨졌다.�

하지만�안철수현상이�공유와�소통,�정의와�상식을�대변하는�새로운�정치구도의�한�

축으로�위치된�데에는�기성�정치엘리트들과는�달리�기득권질서에�맞설�수�있고�그것을�

실제로�극복할�수�있는�지도자를�갈망하는�대중�자신의�욕망에�의해�증폭되고�창조된�

면이�컸다.�정작�실제로�대중�앞에�나타난�안철수정치의�모습은�자신이�중심이�된�사회

현상의�정치적�의미를�정확히�이해하지�못함으로써�정치적�파괴력을�확장하지�못하고�

지지부진과�혼란스러움을�되풀이했다.�대중의�갈망과�희구가�만들어낸�안철수현상과

는�다른�방향으로�전개되었다.�

대통령선거�출마선언(2012년�9월�19일)에�나타난�안철수의�담론은�자신을�중도적이

고�탈이념·탈정치적인�제3후보로�위치시키는�것이었다.�사실�안철수정치에서�제3후보

론의�싹은�이미�오래�전부터�내재해�있었다.�안철수는�2012년�3월�28일�서울대�강연에

서�“만약�(정치에)�참여하게�된다면�이거�하나는�확실하다.�특정한�진영�논리에�기대지�

않을�것”이라고�말한�바�있다(박국희�2012).�그�연속선상에서�대선출마를�전후해�안

철수는�한국정치가�극복해야�할�핵심�과제로�‘증오정치�혹은�‘진영논리�타파’에�초점을�

맞추었다.�대선출마선언문에서�그는�증오와�분열의�정치를�넘어서�‘덧셈의�정치’,�‘통합

의�정치’를�실현하는�것이�새로운�정치의�핵심이라고�역설한다.�물론�안철수정치에�이

와�다른�기조가�없지는�않았다.�가령�2012년�7월�출간한�『안철수의�생각』은�사회경제

적�현안들에�대한�해결방안들을�제시하고�‘상식’,�‘원칙’의�담론을�‘정의’,�‘평화’,�‘복지’

의�가치로�발전시키고�있다.�책�출간은�그의�대중지지율을�한껏�끌어올리는�계기가�되

었는데,11)�이�책은�그가�서문에서�“프랭클린�루스벨트를�롤�모델로�삼고�싶다”고�밝히

11)�한국갤럽(2012)의�조사에�의하면�안철수�지지율은�2012년�7월�19일�책을�출간하기�직전의�

19%에서�불과�일주일도�안�돼�30%로�도약한다.�안철수�책에�대한�지식인들의�평가는�상당

히�호의적이었는데,�참여사회연구소장�이병천�교수(2012)는�“여야�후보�중�이처럼�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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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있는�데서�알�수�있듯이�진보적�자유주의에�입각한�사회개혁의�지향성을�담고�있었

다.�하지만�전체적으로�그의�정치기조는�중도적�제3후보론의�방향에�맞춰졌으며,�그같

은�이슈전략은�양비론적�수준을�크게�넘어서지�못했고�기성정치와�차별화하는�독자적�

정치구도의�창출에�실패하게�한�요인이�되었다.�

그가�천명한�진영타파론은�근거가�없지는�않은�주장이었다.�지역과�낡은�이념으로�

갈라져�상대방을�무조건�배제�증오하고�보는�당파성의�구도는�한국정치의�중요한�극

복�과제임이�틀림없었다.�하지만�그는�가치의�건강한�대립을�파당의�대립으로�치환시

켰으며,�이는�그의�가치정체성과�정치적�비전을�모호하게�만들었다.�그는�정치의�본질

적�속성인�갈등과�대립의�조직화를�부정적으로�인식했으며,�이는�탈정치·반정치의�담

론으로�일정정도�귀결될�수밖에�없었다.�그는�대중의�절박한�삶의�문제를�해결하지�못

하는�낡은�정치의�구조적�모순과�특권,�기득권�구조의�타파를�요구하는�대신에�‘의원

정수축소’나�‘반값선거비용’�같은�지엽적인데다�이미�시민운동과�정치권이�오랫동안�다

뤄온�낡은�이슈를�제기하는�선에�머물렀다.12)�결국�안철수는�‘새정치�대�낡은�정치’라는�

자기�주도의�정치구도를�창출하는�데�실패함으로써�기성정치세력들에�의해�주도되는�

대립구도,�이를테면�‘정권교체�대�정권연장’,�‘노무현�대�박정희’�등의�대립구도에�묻히

게�되거나�아니면�기성�구도의�중간입장에�머무르면서�방향성이�불분명해지고�지지자

들에게는�강한�자극과�유인을�제공할�수�없게�되었다.�

안철수정치가�제시한�정책의제�역시�주로�중도주의에�방향이�맞춰졌다.�안철수는�출

마선언�직후�“좀�더�중도로�이동하라”는�내외의�권유를�받아들여�중도적�무당파�유권

자들의�지지를�유지하고�관리하는�데�전략운영의�초점을�맞췄다.�경제정책의�핵심담론

이었던�‘두�바퀴로�가는�혁신경제’는�진보의�경제민주화론과�보수의�성장론을�동시에�

포용해냄으로써�여당은�물론이고�야당과도�차별화된�경제담론을�내세운다는�의도�하

에서�나온�것이었다.�이�때문에�안철수정치는�대선국면에서�한�동안�과감한�사회경제

의�미래를�정리한�사람은�없다”고�말하면서�“안철수�교수는�경제정의론으로�한국경제�새판

짜기를�시도하고�있다”고�평가했다.�복지국가운동을�주도해온�이상이�교수(2012)도�“안철수�

교수가�한국형�복지국가의�주요�담론과�정책을�충분히�올바르게�이해하고�있다는�감탄이었

다”고�평가했다.�

12)�특히�정치쇄신�이슈가�기성정치권을�거세게�압박하기는커녕�안철수�진영과�진보적�지식인·

언론·시민운동세력과의�불화를�유발하는�모습을�보인�것은�치명적이었다.�이�때문에�많은�

야권성향�지지자들이�충격을�받고�안철수에�대한�지지태도가�급격히�흔들리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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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의제를�제시하지�못했다(고원�2012).�

안철수정치의�그같은�이슈전략은�대선국면에서�자신의�잠재적�지지자를�문재인�후

보에게�선점당하는�결과를�초래했다.�야권후보단일화를�놓고�치열한�경쟁을�벌였던�문

재인�후보는�안철수�후보가�탈정치·중도주의의�행보를�하는�사이에�그와는�반대되는�

이슈전략을�채택했다.�그는�지속적으로�노동,�일자리,�복지�등�경제민주화의�영역을�공

략해�나갔다.�진보의제는�점차�문재인�후보의�브랜드로�굳어가고�있었다.�안철수가�문

재인�후보에게�'진보개혁'의�영역을�스스로�내준�것은�나쁜�선택이었다.�그것은�안철수�

지지기반의�응집성과�결집력,�내구력을�크게�약화시켰다.�뿐만�아니라�지지율의�확장

을�가로막는�요인이�되었다.�<그림�3>에�나타나듯이,�박근혜�후보와�문재인�후보가�각

각�약�10%씩을�끌어올리는�동안에�안철수�지지율은�대선국면�내내�시종일관�답보하거

나�하락하기조차�했다.�안철수는�문재인�후보보다�원래�진보-호남-야권�성향의�지지

층에서도�문재인�후보에게�현저한�우위를�점하고�있었으나�오히려�문재인�후보에게�그�

공간을�선점당하거나�빼앗겼던�것이다.�특히�대선처럼�중요한�정치국면에서는�진보성

향의�유권자�비율이�크게�늘어나고,�양극적�경쟁구도가�심화되는데,�안철수정치는�이

런�흐름에�선제적으로�대처하지�못했던�것이다.�이는�자신을�탈정치·중도라는�트랩�

속에�갇히게�만듦으로써�지지율�확장을�제약했으며�결국�야권�후보단일화�경쟁에서�문

재인�후보�측이�압박을�가해�왔을�때�버티지�못하고�무너진�중요한�원인이�되었다.

- 13 -

안철수는 ‘새정치 대 낡은 정치’라는 자기 주도의 정치구도를 창출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기성
정치세력들에 의해 주도되는 대립구도, 이를테면 ‘정권교체 대 정권연장’, ‘노무현 대 박정희’ 
등의 대립구도에 묻히게 되거나 아니면 기성 구도의 중간입장에 머무르면서 방향성이 불분명
해지고 지지자들에게는 강한 자극과 유인을 제공할 수 없게 되었다. 
  안철수정치가 제시한 정책의제 역시 주로 중도주의에 방향이 맞춰졌다. 안철수는 출마선
언 직후 “좀 더 중도로 이동하라”는 내외의 권유를 받아들여 중도적 무당파 유권자들의 지
지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전략운영의 초점을 맞췄다. 경제정책의 핵심담론이었던 ‘두 바
퀴로 가는 혁신경제’는 진보의 경제민주화론과 보수의 성장론을 동시에 포용해냄으로써 여
당은 물론이고 야당과도 차별화된 경제담론을 내세운다는 의도 하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 
때문에 안철수정치는 대선국면에서 한 동안 과감한 사회경제적 의제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원 2012). 
  안철수정치의 그같은 이슈전략은 대선국면에서 자신의 잠재적 지지자를 문재인 후보에게 선
점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야권후보단일화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문재인 후보는 안철
수 후보가 탈정치·중도주의의 행보를 하는 사이에 그와는 반대되는 이슈전략을 채택했다. 그
는 지속적으로 노동, 일자리, 복지 등 경제민주화의 영역을 공략해 나갔다. 진보의제는 점차 
문재인 후보의 브랜드로 굳어가고 있었다. 안철수가 문재인 후보에게 '진보개혁'의 영역을 스
스로 내준 것은 나쁜 선택이었다. 그것은 안철수 지지기반의 응집성과 결집력, 내구력을 크게 
약화시켰다. 뿐만 아니라 지지율의 확장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었다. <그림 3>에 나타나듯이,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각각 약 10%씩을 끌어올리는 동안에 안철수 지지율은 대선국면 
내내 시종일관 답보하거나 하락하기조차 했다. 안철수는 문재인 후보보다 원래 진보-호남-야
권 성향의 지지층에서도 문재인 후보에게 현저한 우위를 점하고 있었으나 오히려 문재인 후보
에게 그 공간을 선점당하거나 빼앗겼던 것이다. 특히 대선처럼 중요한 정치국면에서는 진보성
향의 유권자 비율이 크게 늘어나고, 양극적 경쟁구도가 심화되는데, 안철수정치는 이런 흐름
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는 자신을 탈정치·중도라는 트랩 속에 갇히게 만듦
으로써 지지율 확장을 제약했으며 결국 야권 후보단일화 경쟁에서 문재인 후보 측이 압박을 
가해 왔을 때 버티지 못하고 무너진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그림 3> 주요 18대 대선후보 지지도 다자구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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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주요 18대 대선후보 지지도 다자구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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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통령선거 후 안철수정치의 이슈전략

18대�대통령선거는�보수진영의�승리,�진보진영의�패배로�끝났다.�대통령선거가�있던�

날�안철수는�야권단일후보�문재인을�위한�유세지원을�마감하고�미국으로�떠났다.�그

리고�안철수는�몇�개월간�한국정치의�시야에서�사라져�있었다.�그가�2013년�4월�26일

에�있을�국회의원�재보선�출마를�위해�귀국한�후에도�그는�대선�전과�거의�동일한�탈

정치·중도주의에�입각한�제3세력�노선을�견지하였다.�이는�그가�여전히�독자적�정치

구도를�창출하기보다는�방향성이�불분명한�중립적�위치나�중간입장을�벗어나지�못하

였음을�의미한다.�

대선�후�정치지형의�기본적�흐름은�대선�패배에�따른�상실감으로�야권을�지탱하던�

진보성향�유권자들이�크게�축소되고�중도·보수층의�비중이�증대하면서�양극적�경쟁

구도의�한�축이�급격히�무너진�반면에�보수성향�유권자들의�결집력은�지속되는�것으로�

요약할�수�있다.�대선�직전�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2012년�11월�30일�'주관적�정치이념

성향'�조사(한국사회여론연구소�2012c)를�보면�전체�표본에서�차지하는�보수:중도:진

보의�유권자�분포비율은�31.8:34.2:34.0이었다.�그런데�대선�후�2013년�3월�1일�조사

에서는�40.4:32.6:27.0로,�6월�22일�조사에서는�39.3:40.8:19.9로�나타나�진보�성향의�

유권자들이�급격히�축소되고�있음을�보여주었다(<그림�4>).�게다가�그나마�남아�있는�

진보성향�유권자들도�이제는�민주당�지지가�아니라�무당파,�안철수,�새누리당�지지로�

더욱�파편화되는�양상을�보여주었다.�그�결과는�정당지지도의�격차심화로�나타났다.�

대선�전만�해도�평균적으로�6~7%�정도였던�새누리당과�민주당의�정당지지율�격차는�

대선�직후에는�두�배�가량�격차가�벌어지기�시작했다(R&R�2013/01/22).�

그에�반해�안철수�지지층은�민주당보다�유동성이�적고�상대적으로�안정된�모습을�보

여주었다.�안철수�지지층은�대선�전과�비교해�대선�후�보수유권자와�중도유권자의�비

중이�다소�커지긴�하지만�여전히�진보층의�비중이�상대적으로�크고�이념성향의�분포가�

민주당에�비해�상대적으로�안정적이었다.�가상정당으로서�안철수신당에�대한�지지도

가�이미�민주당의�지지도를�크게�추월하는�현상에서�보듯이�민주당에�실망한�유권자들

이�대안정당으로서�안철수신당에�기대를�걸고�있음을�나타내는�것이었다.�기존의�무기

력한�야당을�대신해�보수진영과의�양대�경쟁구도�복원을�주도하고�그것의�중심축으로�

부상할�수�있는�가능성을�보여주는�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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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안철수�담론의�출발점은�대선�전과�마찬가지로�‘진영타파’라는�데에�두어졌

다.�맹목적�편�가르기�의식에�갇힌�진영논리를�깨뜨려야�한국정치가�수렁에서�벗어날�

수�있다는�논리였다.�안철수는�재보선�당선�후�5월�17일�부산방문에서는�여야의�대결

정치를�“적대적�공생관계”라고�규정하고�“헌신과�희생으로�통합적�공생관계를�구축하

는�다수의�참여정치가�필요한�때”라고�새�정치의�방향을�제시했다.�그는�“위기를�반영

하지�못하는�정치시스템,�고용을�창출하지�못하는�경제시스템,�격차를�해결하지�못하

는�사회시스템,�양극화를�심화시키는�시스템으로는�위기를�막아낼�수�없다”며�“대한민

국의�전반적인�구조개혁”이라는�새로운�담론구성을�시도하기도�하지만�그�이상의�구체

적�심화단계로�나아가지�않았다(송호진�2013a).�2014년�4월�2일�민주당과의�통합�후�

가진�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도�‘이념적�동질성에�집착하는�진영의�정치,�상대방을�인정

출처:�한국사회여론연구소�시점별�조사�결과를�필자가�재구성.

주:�자신의�이념성향에�대해�응답하지�않은�대상자는�제외하고�백분율로�구성하였음.

<그림 4> 이념성향별 유권자분포의 변화추이

<표 4> 안철수신당 창당시 지지정당

새누리당 민주당 진보정의당 통합진보당 안철수신당 모름/무응답 합계

36.4 14.9 0.5 0.6 24.7 22.9 100

출처:�한국사회여론연구소�2013년�6월�21일�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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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않으려는�증오와�배제의�정치’를�근본�문제로�꼽고,�성숙하지�않은�민주주의,�승

자독식의�정치,�정치보복�시비도�“정치가�이념과�진영,�지역에�갇힌�탓”이라고�진단했

다.�

안철수의�‘진영타파’라는�명제는�양비론으로�연결되었다.�그는�국가정보원�대선개입

이�쟁점이�된�여야�대결국면에서�양쪽에�거리를�두면서�대안적�담론으로서�민생을�제

시했다.�교학사�역사교과서�왜곡논란과�관련해서는�‘교과서�문제에�대해�저희들도�아

주�문제의식을�갖고�있다.�그런데�그�이전에�지금�현재�대한민국을�반으로�분열시키는�

문제에�대해�양쪽�다�문제인식을�가져야�한다고�생각한다’며�양비론적�태도를�취하기

도�한다(한겨레신문�2014/01/28).�이같은�그의�발언은�진보진영으로부터�거센�반발을�

불러왔는데,�이는�비판과�해명�과정을�거치면서�안철수�담론의�강도를�약화시키는�방

향으로�귀결되었다.�이는�대선�시기�의원정수�축소�논쟁의�정치효과와�거의�동일한�것

이었다.���

안철수의�담론은�다당제론으로도�이어졌다.�그는�2013년�5월�24일�“지금�우리나

라�정치제도가�양당제를�더욱�공고히�하는�쪽으로�짜�맞춰져�(국민들의�생각과)�괴리

가�심한�것�같다”며�다당제의�지향성을�시사한다(하어영�2014).�또�“양당제�구조는�양

극단에�있는�목소리�큰�사람�쪽으로�갈라질�수밖에�없다.�정치의�본래�역할을�본다면,�

양당제보다�다당제가�그�역할을�제대로�할�수�있다”면서�양쪽�세력의�중간에서�중도적�

목소리를�내는�정당을�만들겠다는�의지를�나타내기도�한다.�그의�다당제�담론은�진영

타파론의�연장선상에서�나온�것이었다.�이는�정치로부터�배제된�사회적�약자의�목소리

를�대변하기�위해서�다당제가�필요하다는�주장과는�성격이�크게�다른�것이었다.��

안철수�조직�내부의�이념논쟁은�안철수정치가�독자적�정체성의�구성에�실패했음을�

보여주는�지표였다.�안철수가�이데올로그로서�영입한�최장집�교수의�이탈은�진보적�자

유주의에�입각하여�노동에�기초한�정당을�만들겠다는�이념노선의�좌초를�나타내는�것

이었다.�안철수는�“대한민국�정치�역사상�진보가�가진�특징이�있어서�제가�진보라고�

하면�그�틀에�빠져서�헤어나기가�어려운�상황이다.�예를�들어�노동정책과�달리�안보는�

진보와�다를�수�있는데,�(진보정당으로)�규정하면�(안보�등에�대해)�설득이�잘�안�된다.�

그�구도에�빠지면�돌파하는�게�쉽지�않다”(송호진�2013b)라고�하면서�다중정체성의�상

태에�머물기를�선호했다.�그�후�안철수정치에서�그것을�대체하는�새로운�이념노선을�

확립하려는�노력은�사라졌고,�안철수정치는�더욱�더�‘진영타파’와�‘양비론’으로�기울어

졌다.�이는�내부�논쟁과�분열을�불러옴으로써�이슈의�강도와�선명성�그리고�정치적�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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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력을�더욱�약화시켰다.�그의�중도노선은�선명한�실체를�제시하지�못하였고�차별화된�

독자적�의제를�만들어내지�못하였다.13)�그�때문에�자신의�잠재적�지지자들에게�일체감

과�적극적�유인을�제공함으로써�이를�정치적�에너지로�전화시켜내는�데로�나아가지�못

했다.14)

안철수는�2013년�12월�새정치추진위원회를�발족하고�‘기성정당의�기득권정치�청산’

을�명분으로�독자적�신당의�창당�작업을�본격화한다.�그리고�2014년�6월�지방선거에�

진출하기�위해�인물의�영입작업을�가속화한다.�그러나�창당�작업은�지지부진했고,�지

방선거에�출마할�인물들의�지지도는�정체하거나�후퇴하기까지�했다.�안철수�지지층이�

가장�강했던�호남에서는�안철수신당이�야권분열을�초래하여�여권에�반사이익을�준다

는�민주당의�공세를�막아내지�못하고�뒤로�밀리는�양상을�보이기도�했다.�안철수가�창

당한�새정치연합의�지지율은�지방선거를�앞두고�경향적�하락세를�보였다(<그림�5>).�

결국�지방선거�전망이�극도로�불투명한�가운데�안철수신당은�2014년�3월�급기야�독자

13)�한�때�사람들�사이에서는�안철수의�새정치�담론이�김정은의�속마음,�박근혜의�창조경제와�

함께�3대�미스터리라는�유머가�회자되기도�했다.

14)�2014년�2월(4주)�조사는�종전까지의�미래�시점의�질문(=‘안철수�신당을�창당하면�어느�정당

을�지지하겠는가?’)을�새정치연합의�창당에�따라�현재�시점의�질문(=‘현재�지지하는�정당은�

무엇인가?’)으로�바꾼�것이다.�

- 16 -

치에서 그것을 대체하는 새로운 이념노선을 확립하려는 노력은 사라졌고, 안철수정치는 더욱 
더 ‘진영타파’와 ‘양비론’으로 기울어졌다. 이는 내부 논쟁과 분열을 불러옴으로써 이슈의 강
도와 선명성 그리고 정치적 파괴력을 더욱 약화시켰다. 그의 중도노선은 선명한 실체를 제시
하지 못하였고 차별화된 독자적 의제를 만들어내지 못하였다.15) 그 때문에 자신의 잠재적 지
지자들에게 일체감과 적극적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정치적 에너지로 전화시켜내는 데로 
나아가지 못했다. 
  안철수는 2013년 12월 새정치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기성정당의 기득권정치 청산’을 명
분으로 독자적 신당의 창당 작업을 본격화한다. 그리고 2014년 6월 지방선거에 진출하기 
위해 인물의 영입작업을 가속화한다. 그러나 창당 작업은 지지부진했고, 지방선거에 출마할 
인물들의 지지도는 정체하거나 후퇴하기까지 했다. 안철수 지지층이 가장 강했던 호남에서
는 안철수신당이 야권분열을 초래하여 여권에 반사이익을 준다는 민주당의 공세를 막아내지 
못하고 뒤로 밀리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안철수가 창당한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은 지방선거
를 앞두고 경향적 하락세를 보였다(<그림 5>). 결국 지방선거 전망이 극도로 불투명한 가운데 
안철수신당은 2014년 3월 급기야 독자정당의 길을 포기하고 민주당과의 합당을 선언하기에 
이른다. 기성정치 전체에 대한 비판을 통해 차별화를 꾀해온 안철수정치로서는 기존 노선의 
실패를 자인한 것에 다름 아니었다.   

<그림 5> 지방선거 직전 정당지지율 추이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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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갤럽(2014a)

15) 한 때 사람들 사이에서는 안철수의 새정치 담론이 김정은의 속마음, 박근혜의 창조경제와 함께 3대 
미스터리라는 유머가 회자되기도 했다.

16) 2014년 2월(4주) 조사는 종전까지의 미래 시점의 질문(=‘안철수 신당을 창당하면 어느 정당을 지지
하겠는가?’)을 새정치연합의 창당에 따라 현재 시점의 질문(=‘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무엇인가?’)으로 
바꾼 것이다. 

출처:�한국갤럽(2014a).

<그림 5> 지방선거 직전 정당지지율 추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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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길을�포기하고�민주당과의�합당을�선언하기에�이른다.�기성정치�전체에�대한�

비판을�통해�차별화를�꾀해온�안철수정치로서는�기존�노선의�실패를�자인한�것에�다름�

아니었다.���

민주당과의�합당�이후�안철수정치의�독자성을�유지해�나간�명분은�‘기득권�구조의�

타파’였다.�그�연장선상에서�합당의�명분으로�제기된�것은�바로�다가오는�지방선거에

서�기초선거�정당공천을�포기한다는�합의였다.�양측은�통합�발표문에서�“이번�지방선

거에서�국민께�약속한�대로�기초선거�정당공천을�하지�않기로�결정하였다.�‘거짓의�정

치’를�심판하고�‘약속의�정치’를�정초하기�위해�신당을�창당하기로�했다”고�말했다.�기

초선거�정당무공천을�매개로�한�‘거짓�대�약속’의�대립�틀은�기성정치와�차별화되는�안

철수정치의�독자성과�선명성을�확보할�수�있는�사실상�마지막�계기였다.�그러나�정당

무공천�방침은�새누리당이�대선공약이었던�무공천방침을�철회한�상태에서�불이익을�

우려한�야권�정치인들과�지지자들의�강력한�반발과�저항에�부딪쳤다.�결국�안철수는�

이같은�저항에�직면하여�이를�돌파할�비전과�의지의�부족을�드러내면서�당원투표와�여

론조사에�결정을�위임하는�형식으로�무공천�방침을�번복했다.�안철수�리더십은�심각한�

타격을�받아야�했고,�차기�대선주자�지지율에서도�빠른�하락세를�보이게�된다.15)�

V. 종합적 요약과 함의

안철수현상과�안철수정치에�대한�관찰과�분석은�정치학적으로�많은�중요한�함의를�

제공해준다.�안철수정치의�답보와�실패는�안철수현상에�담긴�내재적�의미를�제대로�구

현해�내지�못하고�괴리�균열된�데서�비롯되었다.�안철수현상은�한국사회의�경제적�갈

등의�핵심�지점을�드러내면서�대중들이�느끼는�고통을�정확하게�대변하는�것으로�여겨

졌고,�이를�수행하지�못하는�기존의�보수-진보,�여야�구도에�대한�비판과�반격의�의미

를�갖는�것이었다.�그것은�안철수정치의�실체와는�거리가�있는,�대중의�갈망과�희구가�

투영되어�증폭된�현상이었지만,�이슈대변이라는�관점에서�볼�때�나름대로�일정한�방향

과�강도를�갖춘�대립�틀을�형성해�냈다.�오랫동안�심화되고�고착화�된�사회경제적�갈

15)�한국갤럽의�2014년�8월�여론조사(2014b)에�의하면,�차기대권주자�지지율에서�안철수는�박

원순�17%,�문재인�14%,�김무성�13%에�이어�9%를�기록함으로써�지속적인�하락세를�나타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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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균열을�‘상식�대�비상식’,�‘정의�대�특권’,�‘소통�대�불통’의�대립�틀로�표현해�냈고,�이

는�안철수현상에�내재한�정치적�역동성의�산물이었다.�안철수현상의�담론구도는�담론

분석을�통해서만이�아니라�그것을�지지한�지지층의�이념적�구성에�관한�경험적�데이터

와도�상통하는�것이었다.�

그런데�안철수정치는�그런�안철수현상의�사회적·정치적�맥락들에�역행하는�방향으

로�전개되었다.�안철수현상은�경험적�데이터를�통해서�보더라도�기존에�나타났던�제3

후보�현상과�맥락을�달리하는�것이었지만,�안철수정치는�자신을�제3후보론의�선상에�

위치시켰다.�진영타파를�담론의�핵심�기반으로�삼고�다운스(Downs)가�말하는�전형적

인�중도수렴의�정치를�지향하였다.�그러나�그같은�전략선택은�이슈를�모호하게�만들고�

이슈�대변능력을�약화시킴으로써�지지층의�상실을�초래했다.�더구나�내부의�정체성�논

쟁을�불러일으키고�조직의�분열을�초래함으로써�이슈의�강도를�더욱�약화시켰다.�이는�

결과적으로�‘새정치�대�낡은�정치’라는�독자적�정치구도를�창출하지�못하고�기성정치세

력들이�주도하는�대립구도의�종적�변수로�전락하거나,�방향성이�불분명한�중립적�위치

나�중간입장에�머무름으로써�지지자들에게는�강한�일체감과�적극적�행동유인을�줄�수�

없게�했다.�

안철수정치는�갈등균열의�정치적�대변과�파당적�정쟁을�혼동하였다.�한국사회에�새

롭게�등장하는�사회경제적�갈등균열을�대변하고자�하는�이념과�가치의�차이를�진영논

리에�입각한�파당적�정쟁으로�치환했다.�이는�복합적이고�이질적인�안철수�지지층의�

다중�정체성을�더욱�모호하고�혼란스럽게�하고,�안철수정치의�이슈전략이�정치적�역동

성을�상실하게�만든�중요한�원인이었다.�지지층의�스펙트럼이�넓은�것은�누구보다�폭

넓은�정치세력을�형성해�낼�수�있다는�점에서�강점이지만,�이질적�세력들을�통합할�수�

있는�정체성의�구성에�실패하게�되면�유권자의�지지상실로�이어질�수�있다는�것을�안

철수정치는�보여준다.�그런�점에서�안철수정치는�과거�열린우리당�정치실험의�한계를�

재현한�것이기도�했다.��

이�글에서�도출되는�이론적�함의는�중위자투표모델의�가설은�안철수현상�및�안철수

정치와�같은�한국정치의�현상을�설명하는�데�적실성이�약하다는�점이다.�오히려�이슈

전략의�방향과�강도가�선명할수록�지지의�강도가�커질�것이라는�방향이론의�가설이�안

철수정치의�설명에�더�타당성을�갖는다고�평가된다는�것이다.�나아가�이것은�단순히�

정치전략의�기술�차원을�넘어서,�근대�민주주의사회에서�정치의�본질을�‘합리적�합의’

의�실현으로�파악하는�시각과�자유민주주의의�구성적�가치들에�대한�갈등적�해석�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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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쟁적�대립’으로�바라보는�시각�사이의�오랜�정치학적�논쟁에�대한�사유의�재료를�

제공해�준다.�끝으로�이�연구는�이슈전략의�정치적�효과성을�측정함에�있어서�담론분

석에�머무른�면이�크다.�앞으로�담론과�경험적�데이터와의�상관성을�좀�더�정밀한�방법

을�통해�측정할�것을�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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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s of Ahn Cheol-soo’s 
Centrist-oriented Strategy:

An Application of Directional Theory

 Won Go |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Based on directional theory, this study attempts to understand the failure of “Ahn 

Choel-soo politics (Ahn politics).” This study assumes that Ahn politics should be 

separated from “Ahn Cheol-soo syndrome.“ The latter was trying to represent the 

public’s anger against the existing social structure made up of social conflicts such 

as “common sense vs. nonsense” and “justice vs. privilege.” However, the former 

was negatively seeing social conflict as a factional power struggle. So, Ahn was 

trying to move toward the central position among all the critical social issues during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This strategical movement actually weakened Ahn’s 

distinguishing image as a reformer and disconnected him from his supporters.

Keywords:�Ahn Cheol-soo syndrome, Ahn Cheol-soo politics, directional theory, 

centrist-oriented politics, issue advoca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