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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의 핵심적인 연구질문은 ‘2002년 국민참여경선으로 개방성을

확대한 한국 정당의 공천제도가 왜 더 많은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당초의 개혁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했는가’이다. 본 연구는

국민참여경선제가 도입된 배경이나 원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공천주체에 대한 개방이 참여의 확대로 이어지지 않은 요인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이 충분히 다루지

않았던 ‘분권화 없는 개방’과 ‘탈정당화 된 개방’이라는 공천제도 개혁의

문제를 참여의 양과 질,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공천주체에 대한 개방은 그것의 조건과 범위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주장이다. 공천주체에 대한 개방이

분권화와 함께 이뤄지고, 개방의 범위도 정당의 틀을 넘어서지 않는다면

참여의 수준도 높고 그 성격도 주체적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공천주체에

대한 개방이 중앙집권적인 조건에서 이뤄지고, 개방의 범위도 탈정당화

로까지 나아간다면 참여 수준도 높아지지 못하고 수동적인 성격에 그칠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천주체의 개방성과 분권화를 객관적

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여 2000년 제16대 총선부터 2020년

제21대 총선까지 총6회에 걸쳐 그 변화 추이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개방, 분권화, 참여 간의 관계를 보다 실증적

으로 드러내 보였으며, 공천주체의 최대 개방폭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참여가 확대되지 않는 구조를 추적하였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의 사례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연구대상

시기를 공천제도의 ‘단절적 변화’, ‘점진적 변형’, ‘변형의 제도화’라는

3가지 시기로 구분하여 실시되었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도입 당시 ‘정치

사적 혁명’이라고까지 불렸던 국민참여경선은 별다른 외부적 요인의 충격

없이도 당내 권력관계의 변화와 제도 내적 동학에 의해 점진적 변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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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었다. 특히 2004년 정당법 개정과 함께 본격화 된 원내정당화로의

개혁은 ‘조직으로서의 정당’ 내의 균형을 무너뜨림으로써 중앙집권성과

탈정당화를 심화시키는 제도적 압력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국민참여경선의 제도 변형은 2004년의 정당법 개정으로 인해

지구당이 폐지됨으로써 정당의 하부조직이 사라지는 등 분권화 수준이

낮아지는 환경에 기인한 바가 크다. 분권화 수준이 낮은 정치적 맥락 속

에서 당권을 장악한 주류 계파가 공천제도의 모호성을 이용해 자파에게

유리하도록 제도의 전환(conversion)을 꾀함으로써 참여율도 높아지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양적으로 볼 때 2004년 총선(열린우리당, 한나라당), 2012년 총선(민주

통합당)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간 동안 진성당원의 규모에도 미치지 못

하는 낮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본 연구의 결과에서 확인되었

다. 또한 그러한 낮은 참여 수준에서조차도 당원이 배제되거나 극히

일부만의 참여가 보장될 뿐이었다. 2016년 총선 이후로는 휴대전화 여론

조사 경선이 사실상 제도화 되면서 ‘낮은 참여’와 ‘수동적 참여’가 당분간

고착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따라서 2004년 정당법 개정으로 지구당을 폐지한 것이 민주화 이후

정당정치의 1차 전환점이라면, 2015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당내경선

시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활용한 여론조사를 가능케 한 것은 2차 전환점이

될 것이다. 2004년에는 정당개혁이라는 명분이 지구당을 없애는 데

여야가 전격 합의할 수 있게 만들었다면, 2015년에는 공천개혁이라는

명분이 양당 대표들의 전격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두 가지 개

혁의 공통적인 정치적 결과는 현역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 질서의

공고화와 정당정치의 형해화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특히 여론조사 경선은 개방과 중앙집권화가 교묘하게 결합된 결과물이

라는 점이 중요하다. 개방은 하되, 공천 운영의 주체는 중앙당인 것이다.

또한 여론조사를 공천심사용 자료로 활용하여 후보자들의 생사를 결정하는

것은 공천제도 개혁이 있기 전에도 이미 통용되던 방식이다. 결국 2002년

의 국민참여경선 도입은 정당 공천에 아무런 주체적 변형도 가하지 못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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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의 실험을 거쳐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 온 셈이다. 분권화 없는, 탈정

당화 된 개방을 통해 공천개혁을 추구하던 방식이 가지는 내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모순적 개혁과정은 정당의 조직 변형으로도 이어졌다. 오프라인

상의 공조직이 부재한 상태에서 유일한 돌파구는 온라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당의 지지자들을 온라인 당원으로 대거 편입시켜 당원

구조를 일신하면서 네트워크 정당으로의 변신을 꾀했고, 이준석 대표

체제의 국민의힘도 그와 유사한 경로를 밟아가고 있다.

온라인 당원의 형태로 편입된 당 지지자들의 경우, 당과의 상호작용은

극히 제한적이면서 본인들이 지지하는 특정 인물을 열성적으로 추종하는

특성을 지닌다. 당이 주체적인 정치활동의 공간이라기보다는 특정인 지지를

위한 플랫폼의 역할에 그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치참여의 성격 또한

‘인물 중심적이고 개인화 된 참여(personalized participation)’의 정향을 띤다.

주지하다시피, 정당은 직접민주주의의 대체물로서 대의민주주의가 정

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주는 핵심 장치이다. 그러나 한국정당들은 공천

제도의 개혁 과정에서 정당의 역할을 점점 줄여나갔다. 정당의 역할이

부재하면서 시민들은 미디어와 SNS를 통한 즉자적 만남의 대상이 되었

다. 숙의와 교정, 건전한 공론장의 긴 호흡이 사라짐으로 인해 공천제도

개혁은 포퓰리즘이라는 의도치 않은 결과도 초래했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정당이 지향해야 할 공천제도 개혁 방향은 ‘참여의

중심으로서 정당의 재활성화’가 돼야 한다. 분권화 없이 단지 개방성만

확대한다면 내부로부터의 지속 가능한 참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기 때

문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균형잡힌 분권화와 정당을 통한 참여

는 당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정치적 주체화의 경험을 제공해 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방의 법제화’보다는 ‘정당 내부 역량의 강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실천적 함의도 지니고 있다.

주요어 : 공천, 정당정치, 경선, 개방, 분권화, 참여

학 번 : 2018-3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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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선거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에서 민주주의는 이미 공고화의

단계를 넘어섰다. 동일한 선거제도 하에서 세 차례에 걸쳐 평화적인 정

권교체가 이뤄짐으로써 헌팅턴이 제시한 공고화된 민주주의의 기준

(two-turnover test)은 벌써 충족되었을 뿐만 아니라(Huntington 1991)

선거의 역동성은 여전히 강하다. 그러나 평가기준이 ‘민주주의의 질’로

바뀌게 되면 판단은 달라진다. 절차적인 민주주의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는 충족되지 못했고 불만은 오히려 증폭

되었다.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족의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국가와

시민사회를 연계해주는 정당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강원택 2019).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인 국회와 정당에 대한

신뢰도가 여러 공적 기관들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박종민 외 2018).

특히 정당이 다른 조직과 가장 뚜렷하게 구별되는 특징이 정권획득을

목표로 선거에 후보자를 내세운다는 점이기 때문에 공천은 정당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공천제도 개혁은 정당개혁의 핵심

으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과거 한국의 정당들은 최고 권력자나 주요

정치 지도자를 중심으로 그들의 정권 획득과 유지를 위해 운용돼온

사당(私黨)의 성격이 강했고, 공천과정에도 이러한 폐쇄적 정당 구조가

그대로 반영돼 있었다(강원택 2012). 이른바 ‘제왕적 총재’에 의한 권위

주의적 공천 문화는 민주화 이후에도 한동안 지속되다가 2000년 ‘총선

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 ‘3김의 퇴장’ 등이 맞물리면서 당내 민주화와

개방은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

따라서 새천년민주당의 2002년 국민참여경선은 한국 정당의 공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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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단계로 접어드는 분기점이라 할 수 있었다. 사실상 총재 1인에

의해 결정되던 공천이 경선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일반국민이 참여해서

결정하도록 바뀜으로써 정당의 공천권이 최초로 외부에 개방됐을 뿐만

아니라 개방폭 또한 상당히 넓어졌다. 새천년민주당은 이러한 변화를

“한국정치사에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는 전인미답의 개척”이며, “한국

정치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격상시키는 정치사적 혁명”이라고 자평하기도

했다(새천년민주당 2002). 새천년민주당의 국민참여경선은 노무현의 경선

승리와 대통령 당선으로 인해 더 극적으로 비쳐졌고, 이후 한국 정당의

공천은 국민참여경선이라는 틀 속에서 진행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방향의 공천제도 개혁은 대중정당의 위기 속에서 서구 정당들이

택한 것과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대의원 경선에서 당원 경선으로

개방의 폭을 넓히거나 노동조합 등의 블록 투표를 1인 1표(one man one

vote)로 바꾼 것도 그런 예에 속한다. 더 나아가 우편 투표를 실시하기

도 하고 당원이 아닌 지지자들에게까지 경선 투표의 기회를 준 것은 공

천주체에 대한 개방폭을 넓혀 참여를 늘리고자 한 것이다. 탈물질주의

사회의 도래와 계급 기반이 약화되는 환경에서 당원 감소를 막고 정당의

활력을 되찾으려던 조치들이다.

한국에서도 공천제도 개혁은 주로 개방성을 확대하는 것에 집중되었

다. 공천주체에 대한 개방폭을 넓힐수록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일반국민들이 더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모바일투

표를 도입하거나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이용해 지역구민들을 상대로 무차

별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그런 의도에서였다. 국

민들을 당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인 공천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당과

시민 사이의 연계를 높이고 정당의 기반을 확대하려던 것이었다.

이제 2002년 국민참여경선의 도입을 통한 공천제도 개혁 이후 20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렇다면 한국 정당들은 그러한 공천제도 개혁을 통해

당초의 목표를 달성한 것일까. 그런데 현재 한국 정당의 모습은 20년 전

에 “정치사적 혁명”이라고까지 불렸던 국민참여경선의 발전경로와는 거

리가 멀어 보인다. 정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되지 않았고, 자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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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도 폭넓게 형성되지 못했다.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경선 투표에 참여

하려는 사람들은 오히려 극단적 성향의 일부 지지자들로 더 제한되는 경

향을 보이고 있다. 매 총선 때마다 공천 과정에서의 잡음은 더 크게 불

거지고, 공천 행태에서 드러나는 실망스런 모습들이 본선에서 악영향을

끼치면서 당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질문은 ‘2002년 국민참여경선으로 개방성을 확대한

한국 정당의 공천제도가 왜 더 많은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당초의 개혁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했는가’이다. 개방성을 높여도 왜 참

여 확대로 이어지지 않았는지를 규명해보려는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한국 정당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특성, 정당개혁의

배경과 의미, 당내 행위자들의 전략적 의도, 공천제도 개혁 성공을 위한

조건들이 함께 밝혀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참여경선이라는 개방성 확대의 개혁방향이 당초의

의도와는 달리 정당의 지지 기반을 넓히지 못하고 폭넓은 호응과 참여를

이끌어 내는 데 실패한 이유로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첫째는 분권화가 수반되지 않은 개방성 확대의 문제이고, 둘째는 반정치

적 개혁을 통해 탈정당화 된 개방의 문제를 살펴볼 것이다.1) 결국 분권

화 없이 소수의 중앙당 엘리트에 의해 틀 지워진 개방에 대해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는 국민들이 참여에 폭넓게 호응하지 않았고, 더구나 탈정당

화 된 개방을 통해 극단적 성향의 팬덤정치로 변질된 경선 방식으로 인

해 정당의 외연확장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것이 본 연구의 주장이다.

1) 공천 과정에 대한 개방론자들은 기존 정당들이 자력에 의해 정당개혁을 이루기
힘들다고 보면서 새로운 개혁의 동력을 당 외부에서 찾았다(지병근 2010a). 따라
서 시민단체와 일반 유권자 등을 향하는 외부 지향적 개방으로 공천제도 개혁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보았다. 개방론자들이 선호하는 공천방식은 국민참여경선
이나 시민배심원제와 같이 외부 자원을 동원하는 공천이다. 기존 당원들과 하부
조직들은 중앙의 엘리트들에게 신뢰할 만한 자원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
서 공직후보자 선출 기능은 당 내부가 아니라 외부로 이전되며, 이는 공심위에
외부인사를 임명하거나 경선에서 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
는 형태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탈정당화 된 개방’이라고 부른다. 헬만
(Hellmann 2014)은 공천을 ‘외주화(outsourcing)’ 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탈정당화’와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체제에서는 당내의 주체들에게
선별적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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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선진국에서는 공천주체의 개방성을 얼마나 높일 것이냐를 중심

으로 논의가 전개돼 왔다면 한국의 공천제도에서는 분권화가 보다 중요

한 요소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연방제를 통해 분권과 자치의 문화가 발

달한 미국, 중앙과 지방의 대립이 일정 정도의 분권화 수준을 보장해온

유럽 선진국들과 달리 식민지 해방과 민주주의 이식이 동시에 진행된 신

생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분권화의 문제가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한국 정당에서도 그동안 분권화 차원의 진전이 이뤄

지지 못함으로써 공천제도 개혁이 일종의 병목현상을 보여 왔다.

공천주체에 대한 개방성 확대가 ‘누구를 공천과정의 의사결정에 참여

시키느냐’의 수동적 의미를 갖는 문제라면 분권화는 ‘어디에서 그러한 결정

이 이뤄지도록 하느냐’의 좀 더 제도적이고 실질적인 차원의 문제이다. 분

권화는 당의 하부 조직에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당의 활동

이 조직 부문별로 실질화하도록 함으로써 당의 구성원들을 정치적 주체로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적, 사회적 차원의 분권

화를 의미하는 수직적 분권화와 당내 세력 간의 권력 분산을 의미하는

수평적 분권화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분권화를 살펴볼 것이며, 당 밖의 권

력구조 차원에서 강한 대통령제가 만들어내는 권력집중 현상의 영향도

고려해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탈정당화 된 개방’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분석한

다. 당 엘리트의 관점에서 볼 때 공천제도에 대한 개방 과정에서 마주하

게 된 핵심 문제는 ‘동원에 대한 불신’이다. 권위주의 정권 및 3김식 정

당 아래 자발적 정치주체로서의 당원이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당내 경

선은 후보자들 간의 불신으로 자리를 잡기 어려웠다. 따라서 최대한 정

당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방식으로 정당의 경선을 설계하는 ‘탈정당

화’가 주된 방향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대중정당의 위기 속에서도 다시

되돌아갈 원형의 모델이 있었던 서구와는 달리 되살려야 할 정당의 모습

자체가 부재했던 한국에서는 기존 정당과 멀어지는 것이 새로운 정당 건

설을 위한 노력으로 받아들여졌다. ‘동원 → 비용 → 부패’의 연결고리가

기존 당조직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면서 당 엘리트들의 탈정당화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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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긴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탈정당화 된 개방’은 ‘동원을 차단’하는 데만 중점을 뒀

을 뿐, ‘자발적 참여’를 만들어내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당원들은

당의 정책과 노선을 만들어내는 주체가 아니라 당 외부의 지지자들과 동

일하게 원자화 된 한 표를 행사하는 ‘구경꾼’의 입장으로 전환되었다(마

넹 2004). 이런 환경에서는 정당 참여 유인 중 ‘표출적 애착 유인

(expressive attachment incentives)’이 두드러지면서 정당은 특정인을 지

지하기 위한 경선 투표 참여자들의 일시적 체류 공간으로 변질된다

(Seyd & Whitely 1992). 따라서 탈정당화 된 개방으로 인해 참여의 성

격이 변화하고 당 조직이 변형되면서 당초의 공천개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분권화가 수반되지 않은 개방’, ‘탈정당화 된 개방’이라

는 두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 정당들이 공천에서 개방성을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목표한 대로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개방성 확대를 중심으로 전개된 한국 정당의 공천제도 개혁

이 의도치 않은 결과를 도출하면서 제도적 변형을 겪는 과정도 분석에

포함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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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총선) 2000년 2004년 2008년 2012년 2016년 2020년

대

상

여당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야당 한나라당 한나라당 통합민주당 민주통합당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제 2 절 연구대상과 방법

본 연구는 한국 주요 양당의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을 연구대상으로 한

다. 시기는 2000년 제16대 총선부터 2020년 제21대 총선까지 총6회에 걸

친 공천이다. 양당은 각 총선 시기에 여야를 대표하는 제1당과 제2당을

말한다.2)

<표 1-1> 연구대상 및 시기

본 연구의 분석대상을 총선으로 한정한 이유는 정당 공천의 성격이 국

회의원 후보자 공천을 통해 보다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이다(유용화

2017). 대통령 선거가 주로 후보자 중심의 인물 선거가 주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면 총선에서는 정당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큰 비중을 차지

한다. 뿐만 아니라 총선의 공천 과정을 통해 정당 내부의 권력관계가 분

명히 드러나고, 선거 후 당내 권력관계가 공고화 되거나 혹은 변경되는

등 역동적 모습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샷슈나이더(Schattschneider

1942)가 강조한 “공천과정의 성격은 정당의 성격을 결정지으며, 공천을

결정하는 사람이 바로 정당의 주인이다. 따라서 공천은 당내의 권력배분

을 관찰할 수 있는 최적의 지점이다”라는 언급에 가장 부합한 것은 국회

의원 후보자 공천이다.

시기적으로 볼 때 국민참여경선이 총선 공천에 처음 적용된 것은 2004

2) 열린우리당은 2004년 총선 당시 제3당이었으나 여당이었고, 총선 후 과반 의석으
로 정국을 주도했을 뿐 아니라 2008년에는 다시 민주당과 합당하여 진보진영 정
당의 주류를 형성하게 된 바, 2004년 총선의 분석대상으로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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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제17대 총선이다. 하지만 대선에서는 2002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그 계기가 된 시민사회의 공천에 대한 압력이 대대적으로 분출한 것은

2000년 제16대 총선에서였다. 한편으로 2000년 총선은 국민참여경선 이

전의 이른바 ‘3김식 공천’이 관철되던 마지막 총선이기도 하다. 따라서

당 총재 1인에 의한 폐쇄적 공천이 외부에 개방되는 과정을 관찰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2000년 총선 공천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

래서 2000년 총선부터 2020년 총선까지 모두 6차례의 총선 공천을 본 연

구의 분석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비례대표에 대한 공천은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지역구 후보자 공천과는 달리 비례대표 공천에는 아직까지

국민참여경선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았고, 공천 과정의 메커니즘 또한 지

역구와 비례대표는 서로 상이하기 때문이다.

한편, 정당 공천에 대해서는 경험적 연구에 제한사항이 많은 편이다.

무엇보다 이용가능한 직접적인 공천 관련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한국 정당들은 공천기구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담은 회의록을 남기지 않

을 뿐 아니라 공천신청자들이 제출한 지원서류나 관련 자료들도 총선이

끝나면 모두 폐기처분 한다. 이것은 공천에 관한 양적 연구를 사실상 어

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따라서 공천과정에 직접 참여한 당사자들로부터

관련 내용을 충실하게 듣고 의미를 해석해 내는 질적 연구가 대안적 방

법으로 유용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볼 때, 양적 연구는 인과관계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질적 연구는 ‘의미’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 동일

한 어떤 과정을 연구한다고 해도, 양적 연구에서 보여주는 과정은 변수

화 된 경로로서의 과정이고, 질적 연구에서의 과정은 작은 인과들이 연

속적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서사로 드러나는 형태이다(김인숙 2016).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의 맥락 속에서 2000년대 이후 한국 주요 양당의 6

차례에 걸친 총선 공천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심층 인터뷰를 통한 자료

수집 방법을 활용했다. 인터뷰는 2021년 1월-4월에 걸쳐 진행됐으며, 공

천관리위원, 당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자, 국회의원, 공천신청자, 공천 관

련 당 실무자, 보좌관, 정치컨설턴트, 정치부 기자 등의 이력을 가진 20

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 된 질문지를 통해 평균 90분 정도씩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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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대상 소속 정당 주요 이력 인터뷰일시 방식

1 A 국민의힘 계열 사무총장, 국회의원 2021.1.21. 대면

2 C 국민의힘 계열 사무총장, 공천관리위원 2021.1.19. 대면

3 E 국민의힘 계열 사무부총장 2021.2.22. 대면

4 G 국민의힘 계열 공천관리위원 2021.2.19. 대면

5 I 국민의힘 계열 당대표 보좌관 2021.2.5. 대면

6 K 국민의힘 계열 당대표 상근특보 2021.4.22. 대면

7 M 국민의힘 계열 00시당 당직자 2021.4.15. 전화

8 O 국민의힘 계열 중앙당 당직자 2021.3.12. 대면

9 Q 국민의힘 계열 중앙당 당직자 2021.1.16. 대면

10 B 민주당 계열 원내대표, 최고위원 2021.4.20. 대면

11 D 민주당 계열 사무총장, 국회의원 2021.4.5. 화상

12 F 민주당 계열 사무부총장 2021.2.8. 대면

13 J 민주당 계열 당대표 보좌관 2021.3.4. 대면

14 L 민주당 계열 당대표 정무실장 2021.3.5. 대면

15 N 민주당 계열 00도당 당직자 2021.1.24. 서면

16 P 민주당 계열 국회의원 보좌관 2021.3.29. 대면

17 H 국민의당 공천관리위원 2021.1.26. 대면

18 R - 정치컨설턴트 2021.4.6. 대면

19 S - 정치컨설턴트 2021.4.1. 대면

20 T - 정치부 기자 2021.2.15. 대면

정당별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 국민의힘 계열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

당) 계열 관련자를 동일한 비율로 인터뷰에 포함시켰으며, 코로나 등 환

경적 요인으로 인해 대면 인터뷰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원격화상 인터뷰

나 전화인터뷰 혹은 서면 인터뷰로 일부 대체하기도 했다.3)

<표 1-2> 심층 인터뷰 대상자 목록

3) 인터뷰 질문지는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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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대상자 선정은 ‘의도적 표본추출(purposive sampling)’과 ‘눈덩

이 굴리기식 표본추출(snowballing sampling)’을 병행했다(Tansey 2007).

공천관리위원, 국회의원, 공천신청자, 공천 관련 실무자 및 보좌관, 기타

전문가(컨설턴트 및 언론인)의 5개 범주를 인터뷰 대상으로 분류한 다음,

평판과 중요도에 따라 각 범주별 대표 인물 1인씩을 선정하여 인터뷰를

실시하고 그 다음 인터뷰 대상자는 이전 인터뷰 대상자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본 연구의 취지에 합당하면서도 접촉이 가능한 인물을 중심으로 인

터뷰를 진행하였다. 엘리트 인터뷰에서는 무엇보다도 인터뷰 대상자의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공천과 같이 비공개적, 비공식적 의사결정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영역에서는 ‘눈덩이 굴리기식 표본추출’을 통해 기

본적인 신뢰와 안정감을 바탕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유익하

다(시드먼 2009).

그러나 기본적으로 공천과정의 의사결정 시스템 내에 존재했던 행위자

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심층적으로 진술하는 것에 상당한 제약을 안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천관리위원들은 공천심사에 임하기 전에 ‘보안 서약

서’에 서명함으로써 공천과정 중에 본인이 알게 된 사실에 대해 비밀 엄

수 의무를 지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엘리트 인터뷰에서는 구술 자료의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상황적 변수의 문제가 크게 4가지 정도 나타날 수

있다. ‘의도적 거짓 진술(진술 왜곡)’, ‘망각(기억 실패)’, ‘학습의 영향으로

인한 혼동’, ‘과장’ 등이 바로 그것인데, 이러한 문제는 본 연구에서도 주

의해서 다뤄야 할 중요한 문제들이다(김태우 2014). 그러나 이러한 문제

점들에도 불구하고 엘리트 인터뷰를 통한 정당연구는 현대 한국 정당정

치의 주요 행위자들의 기억을 통하여 경험을 불러내는 작업으로서 정당

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이현출 2012).

특히 문서 자료를 거의 남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요 행위자들 내면의

동기분석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공천 분야에서는 심층 인터뷰의 학술적

가치가 더 커지게 된다.

이현출(2012)은 “역사적 상황과 맥락(context) 속에 드러난 정치가의

말과 행동(text)을 세심하게 살펴봄으로써 정치행위자들의 의도를 생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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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권력은 주로 문어(written

words)보다 구어(spoken words)를 통해 작동되고, 공개된 영역(front

doors)보다 비공개 영역(closed doors)에서 행사”된다는 조영재(2016)의

지적도 비슷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취지에서 본 연구의 심층 인터

뷰 자료들은 “정당현실을 직접 관찰하고 분석하여 보편적인 이론을 개발

하려는 상향식(bottom-up) 방법”(김용호 20008)으로서 유럽적 보편주의

로는 설명되지 못하는 한국적 특수성을 밝혀나가는 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시기적으로 볼 때, 국민참여경선의 도입과 미국식 정당개혁을 주

도했던 정치권의 중심인물들이 이제 대부분 현역의원에서 물러났거나 정

치권을 완전히 떠난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현역으로서의 이해관계가 크

지 않아 ‘의도적 거짓 진술(진술 왜곡)’의 가능성이 줄어들고, 은퇴한 후

오랜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망각(기억 실패)’의 가능성도 많지

않은 현 시점이 양질의 인터뷰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인터뷰 대상자들 중에는 필자의 현실정치권 경험 중에

관계를 형성해 왔던 인물이 상당수 있었기 때문에 인터뷰 도중 사실을

‘과장’하기가 어려웠고, 약간의 ‘혼동’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자연스럽게 교

정의 기회를 가지는 등 구술 내용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었다. 본 연구

는 이런 점에 착안하여 그동안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던 정당 공

천 관련 1차 자료를 보완한다는 생각으로 당내 주요 행위자들에 대한 인

터뷰에 최대한 집중했다. 인터뷰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를 줄이

기 위해 철저한 사전 준비와 사후적인 교차 검증에도 주의를 기울였다.

이런 측면에서 총선 당시의 언론보도들은 사실관계 확인과 공천 양태

를 교차검증 하기 위해 좋은 자료가 되었다. 그래서 각 정당의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천 관련 발표자료와 함께 언론기사들을 통해서

인터뷰 자료를 보충하고 검증해 나갔다. 또한 정당의 당헌당규는 공천제

도를 파악하는 기초자료가 된다. 그러나 비교적 공천제도의 안정성이 보

장되는 서구 정당과는 달리 한국 정당들은 매 총선마다 공천규칙이 바뀌

는 양상을 보여왔다. 따라서 새로운 공천규칙을 만들기 위한 정당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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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자료나 혁신위원회 보고서 등 정당이 생산한 문서들은 공천제도 변

경의 쟁점과 계파별 이해관계를 드러내주는 자료로서 활용 가치가 크다.

이러한 자료들도 분석에 이용하였다. 공천관련 당기구에서 일했던 정치

인들의 회고록4)도 좋은 보충자료이다. 또한 한국학중앙연구원 현대한국

구술자료관 내의 ‘정당정치’ 컬렉션에는 주요 정치인 144명의 인터뷰 구

술 동영상이 구축되어 있는데(조영재 외 2020), 이 중에서 공천 관련 내

용을 담고 있는 동영상도 분석에 활용하였다.

한국 정당의 공천은 정당 간 선거경쟁이라는 맥락 속에서 당 엘리트들

간의 당내 파워 게임의 양상으로 전개된 만큼 엘리트들의 행위동기와 목

표를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천

과정에 관여했던 당 엘리트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공천제도 개혁

의 의도를 짚어보고, 그것이 실제 공천과정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

해 다양한 각도로 재구성해 볼 것이며, 그러한 개혁이 의도치 않은 결과

를 낳게 되는 메커니즘도 규명하고자 한다.

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갤라거(Michael Gallagher)는 서구 각국의 공천제도를 종합적으로 분

석한 연구에서 “어떤 정당이 후보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그 당이 당내의

사무를 얼마나 민주적으로 수행하는지를 판가름하는 잣대로 사용될 수

있다”고 했다(Gallager & Marsh 1988). 이에 따라 페닝스(Paul

Pennings)와 하잔(Reuven Y. Hazan)은 당원이 감소하고, 정당의 사회적

기반이 침식되며, 선거 유동성이 커지는 등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

4)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자세한 회고록을 남긴 사례는 김형오(2021)가 있고, 김우
석(2021)은 당대표였던 황교안과의 대담 형식으로 공천과정을 비교적 상세히 담
고 있다. 정홍원(2018)도 공천심사위원장으로서의 경험을 기술하고 있으며, 김문
수․조갑제(2009)의 대담집도 공심위원장으로서 김문수의 경험을 담고 있다. 장
을병(2010)의 회고록에도 2000년 총선 공심위원장으로서의 기록이 있으며, 강창
희(2009)는 2008년 총선의 공심위원으로 참여한 경험을 적고 있다.



- 12 -

해 정당들이 공천과정의 민주화를 통해 당원과 유권자의 참여를 증대시

키려 했다고 주장한다(Pennings & Hazan 2001). 특히 빌레(Lars Bille)

는 71개 정당의 당헌당규를 분석하여 1960년대에 비해 1990년대에는 공

천과정에서 당원의 역할이 더 증대했을 뿐만 아니라 분권화 수준도 높아

졌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공천제도의 민주화가 개방과 분권화의 양 측

면에서 이뤄졌음을 강조했다(Bille 2001).

룬델(Krister Lundell)은 최소 20년 이상의 민주주의 경험을 가진 21개

국을 대상으로 공천방식의 중앙집권화 정도(degree of centralization)를

조사한 결과, 선거제도와 연방제 여부 등 제도적인 변수는 공천방식의

분권화 정도와 별다른 관계가 없다는 점을 밝혔다. 그 대신, 남부 유럽의

정당들은 더 중앙집권적인 공천방식을 운용하는 반면에 북유럽 정당들의

공천은 더 분권화 돼 있어서 지역적으로 다른 패턴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Lundell 2004). 북유럽 국가들은 비슷한 시기에 보통선거권과

의원내각제를 도입했고 거의 한 세기 동안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했다.

또한 참여에 대한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으며 지방정부가 민주주의에 중

요한 부분으로 간주된다. 북유럽 국가들이 연방제는 아니지만, 중요한 정

책결정들이 가능한 한 지방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도 관행으로

정착돼 있다. 이에 비해 남부 유럽의 국가들은 강한 카리스마적 지도자

와 중앙집권화의 특성을 지닌다. 룬델의 연구는 역사적 발전과 사회문화

적 특성에 따라 공천제도의 분권화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분권화가 공천주체에 대한 개방을 조건짓는 변수가 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국내 학계에서 공천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 이후부터 본격화 되었다.

그 이전까지 한국 정당의 공천은 ‘제왕적 총재’에 의한 폐쇄적 결정이었

기 때문에 특별한 변수를 발견하기 어려웠고 학문적 분석으로서의 독자

성을 가지기도 힘들었다. 그런데 2002년에 국민참여경선이 도입되면서

연구자들의 관심은 공천의 개방성으로 모아졌다. 개방의 폭이 민주적 경

선의 척도로 여겨지면서 어느 정당이 공천을 더 많이 개방했는지가 중요

해졌다. 정진민(2004)은 17대 총선에서 상향식 공천이 도입된 것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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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유권자의 정당 경선 참여로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효과”

가 있었으며, 후보자의 경쟁력과 관련해서도 경선을 치른 후보의 본선거

경쟁력이 경선을 치르지 않은 후보보다 더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경

미(2008)는 18대 총선에서는 어느 정당도 국민경선제를 통해 후보를 선

출하지 않았다면서 이를 카르텔정당적 공천 특성으로 보고 있다. 윤종빈

(2012)은 19대 총선에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던 약속은 지켜

지지 않았고 실질적인 국민참여경선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

면서 여론조사 경선과 소위 ‘돌려막기’ 공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비판했

다.

그러나 기존의 공천연구들은 각 총선 시기별로 국한된 협소성과 함께

개방성 확대(경선 선거구의 수)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국민참여경선이 당

초의 목표인 참여의 확대를 이끌어 내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은 부족했다. 개방성과 함께 분권화를 동일한 수준에서 다루지

않은 것은 한국 정당에서는 분권화에 별다른 변동이 없어서 변수의 역할

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분권화를 중앙당

과 지방 당부 사이의 관계라는 단일한 차원을 넘어 사회적 분권화를 포

함하거나 당내 세력 그룹 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수평적 차원을 고려한

다면 정치적 행위자들(political actors)의 권력관계까지 포괄하는 좀 더

다양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김영태(2004)의 연구는 17

대 총선의 공천을 “중앙 집중화의 정도가 높고, 개방화의 정도가 낮은

수준”을 보인다면서 분권화와 개방화를 함께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유용화(2017)는 민주화 이후 1988년 총선부터 2016년 총선까지의

공천 과정을 통시적으로 살펴보면서 당내 권력관계가 대통령 권력과 정

파(faction)라는 변수의 상호작용에 의해 어떻게 공천과정의 변화를 이끌

어 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보다 입체적인 분석을 했다.

한편 개방성에 대한 판단 자체가 변하면서 기존 연구의 주장을 유지하

기 어려운 경우도 생겼다. 박경미(2008)의 연구처럼 18대 총선 공천을

다룬 대부분의 연구들은 당시에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이 어느 하나의

지역구에서도 국민참여경선을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배타적인 공천행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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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고 주장한다(길정아 2011; 윤종빈 2012). 그러나 2008년 총선 당시

통합민주당은 경합지역 45곳에 대해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한 바 있다.

여론조사 방식은 지역구별로 1,000명을 대상으로 후보자별 경력을 두 개

씩 불러주고 선호도를 묻는 방식이었다. 후보들에게 경선 동의서를 받았

기 때문에 패배한 후보는 탈당해서 총선에 출마할 수도 없었다.5) 통합민

주당이 2008년에 실시한 여론조사 경선은 새누리당이 2016년 총선부터

적용한 경선 방식과 거의 동일하다.6) 새누리당은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활용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점만 다를 뿐이다. 현재의 기준으로 보

자면 2008년 통합민주당의 45곳은 국민경선 지역으로 분류돼야 한다.

2008년 총선 공천의 개방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것은 개방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와 관련된 것으로서 이제 개방의

범위와 정도의 문제로 논의가 옮겨 가게 된다. 본 연구는 그동안 한국

정당이 추구해온 공천 개방을 반정치적 개혁을 통한 ‘탈정당화 된 개방’

으로 개념 규정했는데, 기존 연구들에서도 국민참여경선을 비롯한 정당

개혁의 방향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박찬표(2003)는

“정당 민주화 논의에는 그것이 ‘정당의 탈정당화’나 ‘정치의 탈정당화’,

나아가 ‘정치의 부정’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하는 정치적 신중함”이 필요

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당개혁이 탈정당화의 방향으로 전개되는 점을

경계했다. 박수형도 개방의 범위가 확대된 국민경선제의 부정적 효과를

크게 3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①국민경선제가 정당에 대한 관심과 지지

를 이끌어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당 조직을 약화시킨다. ②국민경

선제는 일반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증진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민주

주의의 핵심 원리인 ‘책임성’의 메커니즘을 약화시킨다. ③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당의 분열과 대립을 극대화해 정당과 후

보의 선거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박수형 2013).

5) 조선일보. 2008. 3. 15. ‘민주 “경합지역, 여론조사로 결판”’.
6) 2016년 총선 공천에서 새누리당은 141개 선거구에서 경선을 실시했는데 그 중 7
개 선거구에서만 당원 30%와 국민 70%의 비율로 여론조사 경선을 했고 나머지
134개 선거구에서는 일반국민 100%로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했다. 2020년 총선에
서는 미래통합당이 모든 경선 선거구에서 일반국민 100%로 여론조사 경선을 실
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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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다수의 연구는 개방의 범위가 확대된 국민경선제에 대해 긍

정적인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정진민 1998; 손호철 1999; 김용호 2001;

임성호 2006; 채진원 2015; 안병진 2015a). 이들은 국민경선제가 한국 정

당정치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정치개혁이라는 인식 하에 제도의 실

행상 나타나는 부작용은 점차 보완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한국 정당들이 최고지도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현역의원들로 구성된 원내정당이 원외정당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자율

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공천을 당의 외부에 폭넓게 개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국민경선제에 비판적인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정당 약화론’도 사실은 일반적인 정당의 약화가 아니라 대중정

당모델의 약화를 말하는 것이며, 이는 그들이 정당의 역사적 발달모델

중의 하나에 불과한 대중정당을 이상적인 모델로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

라고 본다(채진원 2015). ‘대중정당모델의 쇠퇴’를 ‘일반적인 정당의 쇠퇴’

로 과장하여 인식하는 오류를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은 각각

원내정당론(임성호 2003), 유권자정당론(정진민 2011), 네트워크정당론(채

진원 2015), 시민네트워크정당론(안병진 2015a)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최장집(2013)은 한국의 정당 구조가, 원내정당론자들의 주장

과는 정반대로, 폐쇄적이기보다는 지나치게 개방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면

서 국민경선제는 “제도화 된 정당과 사회 사이의 경계를 거의 없애거나

극도로 낮추어 당의 제도화를 더욱 어렵게 하는 효과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또한 정당과 의회의 역할이 감소하면서 대의제 민주주의

의 성격이 약화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국민경선제가 “중상층 이상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면서 돈의 위력과 대중매체의 역할이 커진 후보자 중

심 정당으로의 변화”를 야기한다는 점을 지적한다(최장집 2013).

학계의 양 진영은 서로를 ‘대중정당론’과 ‘전문가 정당정치론’으로 규정

하면서 대중정당론의 계급정당적 특성, ‘전문가 정당정치론’의 엘리트 정

치적 특성을 각각 비판하고 있다(정진민 2007; 박찬표 2013). 하지만 양

진영의 비판은 공히 상대방의 주장을 자신의 개념틀에 맞춰 유형화 한

후 비판을 가하는 ‘허수아비 때리기’의 성격이 짙다. 최장집을 위시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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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정당론자들도 계급정당의 필요성만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정당의 극히 낮은 제도화 수준, 더 나아가 한 번도 사회 저변으로부터의

대중 참여를 통해 정당이 건설된 적이 없었던 한국정당의 역사적 특수성

에 방점을 두며, 대중 참여의 메커니즘으로서 제도화 된 정당을 만드는

단계를 밟아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봐야 한다. 정진민을 중심

으로 한 원내정당론자(유권자정당론자)들도 다양한 대중의 참여와 압력

으로부터 차단된 채 소수의 전문가 집단에 의한 엘리트 정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현역의원이나 후보자와 보다 직접적으로 연계된 지지자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개방적 체제를 구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기존 원외

정당들의 폐쇄성으로는 그러한 참여가 제한되기 때문에 정당의 경계를

허물고 지지 기반을 더 넓히라는 요구인 것이다. 결국 양 진영 모두 ‘정

당의 정상화’를 말하고 있으나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방법론의 차이는 두 가지 지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정

당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서 정당을 자발적인 사적 결사체로 볼 것인지,

공적 기관(public utilities)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다(van

Biezen 2004). 두 번째는 서구 정당의 역사적인 발전단계로서의 대중정

당모형을 건너뛰는 진화적 도약(evolutionary leap)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의 차이다(정진민 2018). 원내정당론자(유권자정당론자)는 공직수준

정당을 더 중시하면서 시대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대중정당을 건너뛰는

새로운 단계로의 진화가 가능하다고 봤고, 대중정당론자는 그 반대의 입

장이다. 전자는 미국식 정당체제에 친화적이며, 후자는 유럽식 정당체제

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 한국의 정당개

혁은 원내정당론자들의 주장이 주류를 이루면서 그에 기반한 논리와 처

방에 따라 전개돼 왔다. 국민참여경선의 도입과 개방 확대도 그러한 기

류의 일부분이면서 동시에 가장 중요한 개혁처방이었다.

결국 어떤 이론적 입장이 한국 정당에 적실한 설명력을 지니는지는 현

실정치의 전개 과정에 대한 분석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다. 국민참여경선

의 도입과 미국식 정당개혁이 진행된 지 20년이 흘렀고, 이제는 그러한

개혁이 한국정당에 미친 결과가 어떠한 지를 통시적 분석으로 판단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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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기존 연구들 중에 그러한 실제적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국외의 연구에서는 스캐로우(Susan Scarrow)가 다층

적 당원 정당(multi-speed membership parties)의 개념을 통해 현대 정

당 조직에는 당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활동내용 등이 각기 다른 6가지

유형의 당원이 존재한다고 했고(Scarrow 2015), 고메즈(Raul Gomez)와

라미로(Luis Ramiro)는 이러한 다층적 당원 정당의 실제를 스페인의 포

데모스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Gomez & Ramiro 2019). 윤종빈 외(2019)

의 연구와 조화순 외(2015)의 연구가 한국의 당원과 정당정치의 최근 경

향에 대해 분석하고 있지만, 탈정당화 된 개방형 경선이 당원과 지지자

및 정당정치 전반에 미친 영향에 대해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본 연구의 차별점은 공천제도의 개방이 왜 참여의 확대로 이어

지지 않았는지를 ‘개방의 조건’과 ‘개방의 정도’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검

토해보려는 데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던 ‘분권화

없는 개방’과 ‘탈정당화 된 개방’의 영향을 참여의 양과 질이라는 두 가

지 측면에서 살펴보면서 공천제도 개혁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첫째, 외부 개방이 곧 공천 민주화의 척도로

인식되던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분권화를 그와 동일하게 간주해야 할

중요한 요소로 부각시켰다. 한국 정당의 역사적 기원과 발전경로로 볼

때 ‘폐쇄성’과 ‘중앙집권성’은 독립적으로 다룰 수 없을 정도로 서로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둘째, 개방성과 분권화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지수화 함으로써 매 총선마다의 변화 추이를 비교 분석했다. 셋

째, 복합적인 공천방식을 활용하는 한국 정당의 특수성을 포착하기 위해

공천주체의 최대 개방폭 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개방성 지수를 별도로 분

석하여 연구의 적실성을 높였다. 넷째,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참여의 양

태’를 생생하게 드러내기 위해 내부 행위자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실

시했으며, 이를 통해 공천과정의 비공식적 메커니즘이나 실제적인 의미

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했다. 본 연구의 분석틀에 대해서는 제2장에서

보다 자세히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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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필

요성과 함께 연구의 목적을 밝혔다. 연구의 대상과 방법을 서술하고, 한

국 정당의 공천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후 본 연구의 차별점을 제

시했다. 제2장에서는 본 연구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논의하고 분석틀

을 제시했다. 정당의 쇠퇴와 함께 당내 민주주의가 요구되는 환경변화,

이러한 환경 변화가 공천제도에 반영되는 과정을 이론적으로 살펴보았

다. 특히 공천의 민주화가 개방성과 분권화 측면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한 그것과 참여는 어떤 관계에 놓이게 되는지를 논의한다. 제2장의 후

반부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틀을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제도변화를 바라보는 인식의 틀로서 역사적 제도주의에

대해 논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정당조직의 구조적 특성을 규명한

후 정당개혁과 공천제도 개혁에 대해 개관한다. 제2장에서 제시한 분석

틀이 어떤 메커니즘 속에서 결과물을 산출하는지에 대한 ‘과정 추적’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제3장의 주요 내용이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대상

인 2000년대 이후의 국회의원 후보 공천제도 변화에 대한 시기 구분을

제시함으로써 사례분석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돕는다.

제4장에서 제6장까지는 앞에서 논의한 분석틀에 따라 2000년 제16대

총선부터 2020년 제21대 총선까지의 공천과정에 대한 사례연구를 수행했

다. 각 장들은 ‘단절적 변화’, ‘점진적 변형’, ‘변형의 제도화’로 구분된 각

시기의 특성에 대한 논의로부터 시작하여, 매 총선 시기의 당내 권력 분

포와 공천기구 구성 등 기본적 공천환경을 먼저 분석했다. 이후에는 공

천심사 과정과 분권화 정도, 공천의 개방성과 참여 정도 등 주요 변수들

이 각 총선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제7장 결론에서는 공천제도 개혁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평가할 것이

다. 한국 정당들은 정당의 영향력이 쇠퇴하고 선거 경쟁력이 하락하자

단순하고 손쉬운 해결책으로 공천에 대한 외부 개방을 선택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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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의 개방은 엘리트들의 중앙집권적 권한 행사와 병행하여 이루어짐으

로써 종합적인 개방성 수준은 불안정했고 참여율은 충분치 못했다. 또한

정당 조직상의 고려요소들을 배제한 채 탈정당화 된 개방으로 인해 인물

중심의 포퓰리즘 현상이 나타나고 정치적 양극화도 심화되었다.

따라서 지난 20년 동안 성공하지 못했던 공천제도 개혁이 자발적 참여

를 이끌어내면서 시민들을 민주적으로 정치주체화 하기 위해 필요한 대

안적 방안들에 대해서도 제7장에서 논의하였다. 또한 그동안의 논의들을

요약, 정리하면서 한국 정당의 공천제도 개혁과 관련해 본 연구가 갖는

의의와 함께 향후 연구 과제들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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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제 1 절 공천과 당내 민주주의

1. 정당 쇠퇴와 공천제도 개혁

탈산업화시대로 접어들면서 정당이 쇠퇴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여러 학

자들이 지적한 바 있다(Katz & Mair 1995; Mair & van Biezen 2001;

Inglehart 1987). 서구의 대중정당이 기반하고 있던 계급적 균열이 옅어

지고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유권자들은 정당의 영향으로부터 더 자유로워

지게 되었다. 당원의 수는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고 선거 때마다 유동

성이 커지면서 정당의 안정적인 기반은 무너진 듯했다(Scarrow 2000).

한편 세계화가 국민국가의 범위를 넘어 보편적 현상으로 자리 잡으면서

일국 수준의 정당이 할 수 있는 일은 더 줄어들었다(Hix & Lord 1997).

따라서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제도인 정당은 점점 더 무력화 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국가와 시민사회를 연결해주는 장치로서 정당의 기능이 쇠퇴하

는 것과는 별개로 공직 수준의 통치 기제로서 정당의 위상에는 큰 변화

가 없었다(Dalton & Wattenberg 2000).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의회와

행정부 구성을 위한 선거에 후보자를 출마시켜 집권의 주체가 될 수 있

는 세력은 정당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당이 공직후보자를 추천

하는 문제의 중요성은 더 부각될 수밖에 없다. 정당의 공천은 ‘선택 이전

의 선택(the choice before the choice)’으로서 유권자에게 제시되는 본선

거의 선택지를 제약하기 때문이다(Rahat 2007). 정당이 쇠퇴하고 정치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는데도 공천 행태가 바뀌지 않는다면 정당과 시민사

회의 괴리는 더 커지게 된다. 따라서 정당 쇠퇴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공

천제도 개혁은 정당들의 필수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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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잔과 라핫(Hazan & Rahat 2010)에 의하면 공천제도는 크게 4가지

차원으로 구성돼 있다. ‘누가 후보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

는가(후보자격요건)’, ‘누가 후보자를 선정하는가(공천주체)’, ‘공천결정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분권화)’, ‘후보자가 어떤 방식으로 선정되는가(지

명 혹은 경선)’의 4가지 차원은 공천제도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괄하는

가장 보편적인 분석틀이다. 정당의 쇠퇴와 함께 공천제도는 이 4가지 차

원 모두에서 개혁을 요구받았다. 그래서 후보자격요건을 완화하고, 공천

주체의 범위를 확대하며, 결정권한을 당의 하부조직으로 이양하고, 지명

방식보다는 경선을 통해 공천을 결정하는 것이 공천제도 개혁의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즉, 공천제도의 개방성(inclusiveness)과 분권화(decentralization)

를 높이는 방향이었다.

2. 공천주체에 대한 개방

공천주체(selectorate)7)에 대한 개방은 특히 당내 민주주의와 직결된

문제로 인식되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보통선거권이 확대돼 간 것처럼

당내에서 공천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더 많은 구성원들에게 동등하게

부여되도록 하는 것은 정당 민주화의 중요한 척도로 여겨졌다(Bille

2001; Rahat & Hazan 2001; Hazan & Rahat 2006). 가장 폐쇄적인 공천

방식은 당의 최고지도자 1인이 모든 공천 후보자를 결정하는 것이며, 가

장 개방적인 공천 방식은 일반 유권자들에게도 누구나 공천 과정에 참여

하여 동등한 한 표를 행사하고 후보자 선출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이다. 물론 두 가지 양극단의 방식들 사이에는 여러 유형의 공천주

체들이 놓이면서 개방성의 연속선이 만들어진다. 개방성이 낮은 것에서

7) 하잔과 라핫(2010)은 후보를 선정하는 주체를 가리키는 말로 ‘selectorate’라는 표
현을 사용한다. 국내에서 이 말은 주로 후보선출권자, 후보선정인, 경선선거인단
등으로 쓰이고 있으나 하잔과 라핫의 설명대로 ‘selectorate’은 경선 투표권자 등
개별적으로 후보선출권을 갖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당내의 1인 지도자나 당 엘
리트 등 실제 공천권을 행사하는 단일 주체 혹은 그룹을 일컫기도 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selectorate’를 숫자나 규모에 관계없이 통용될 수 있는 ‘공천주체’
라는 용어로 사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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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높은 순으로 나열하면 ‘1인 지도자, 당 엘리트, 당 대의원, 당원, 유

권자’ 등으로 배열할 수 있다(Hazan & Rahat 2010).

당수 혹은 1인의 지도자가 공천에 대한 전권을 가지는 가장 폐쇄적인

유형의 공천제도는 전진이탈리아(Forza Italia)의 창당 주역인 베를루스

코니나 이스라엘 종교정당의 지도자가 행했던 공천 등에서 유사한 사례

를 찾아볼 수 있다(Hopkin & Paolucci 1999). 한국에서도 민주화 이전의

여당과 소위 3김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에 있던 정당들은 사실상 당 총재

1인에 의해 공천이 결정된 사례들이다(강원택 2019). 당 엘리트가 공천

주체인 경우에는 당내 계파의 대표들이 모여 공천을 결정하거나 소규모

의 공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천을 처리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런데

공천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 개방성의 폭에 차이가 생긴다.

당 대표가 임명하는 비선출직 기구인 경우에는 더 폐쇄적인 형태가 되며,

공천위원들이 선출 절차를 거쳐 임명되면 개방성이 커진다. 한편, 공천위

원회가 당외 인사들로 구성되기도 한다. 한국 정당들은 공천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외부인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거나 위원장 또한 외부

인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개방성이 높아진 사례로 볼 수 있

지만, 당내 구성원이 아니라 외부인사가 공천 과정에 대해 얼마나 많은

정보와 자율성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강원택 2012). 당 지도부의 의중을 대리 집행하는 것이라면 실질적

으로는 공천개혁과 제도화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당 엘리트가 아니라 대의원들이 공천을 결정한다면 개방성은 더 커진

다. 대의원들은 선거구별로 모여 회의를 하고 후보자를 결정하거나 대의

원대회에서 총의를 모으는 형태를 취하는데, 대의원들의 규모는 공천위

원회보다는 크고 전체 당원들보다는 규모가 작다. 대의원은 대부분 당원

들에 의해 아래로부터 선출되며 오랫동안 당에서 활동해온 적극적 활동

가인 경우가 많다. 당 엘리트와 평당원의 중간에 위치하면서 실질적인

당의 중추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야당의 대선후보 선출은 주로 대의원대

회의 투표를 통해 이뤄져 왔다. 여당의 경우에도 1992년 대선 후보 경선

과 1997년 대선 후보 경선이 대의원대회에서 진행됐지만, 대의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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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가 당원들의 직접 선거가 아니라 사실상 지구당 위원장들에 의해 임

명되었기 때문에 항상 불공정 시비가 뒤따랐다(김범수 2015). 지구당이

대부분 사당화 되어 있어서 대의원 경선으로 국회의원 후보를 뽑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여기서 개방성을 한 단계 더 높인 것이 당원 경선이다. 당원에게 후보

경선의 투표권이 주어지는 것이다. 공천주체가 당원일 때에도 여러 조건

에 따라 개방성의 정도는 달라진다. 당원 가입 기간, 당비 납부 금액 등

에 따라 경선 투표권 부여가 결정되거나 우편투표, 전자투표 등의 허용

여부도 개방성에 영향을 미친다(Langston 2008). 당원이 직접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지, 당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지도 차이를 만들

어 낸다. 여기서 논의되는 당원은 유럽식 의미의 당원을 말한다. 미국과

같이 국가에 의해 당적이 관리되는 단순한 정당 지지자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당원 개념이 이 범주에 포함되

는 공천주체이다.

가장 개방적인 공천주체는 유권자다. 이 공천주체는 총선에서 투표권

을 갖는 유권자 전체를 포괄한다. 이와 관련된 사례로 미국의 예비선거

(primary) 제도를 들 수 있다. 예비선거는 개방성의 정도에 따라 폐쇄형

예비선거(Closed primary), 준폐쇄형 예비선거(Semi-closed primary), 개

방형 예비선거(Open primary), 일괄형 예비선거(Blanket primary), 초당

적 예비선거(Nonpartisan primary)로 구분된다. 폐쇄형 예비선거는 예비

선거일 이전에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등록한 유권자에 한해서 참여할

수 있고, 준폐쇄형 예비선거에서는 예비선거일 당일에라도 자신이 지지

하는 정당을 밝히는 유권자에 한해 참여 기회가 주어진다. 이에 비해 개

방형 예비선거에서는 참여자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밝힐 필요는

없지만, 어느 한 정당의 예비선거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개방

성이 더 강한 일괄형 예비선거에서는 유권자가 모든 정당의 후보자들이

함께 기재된 하나의 투표용지를 받게 되며 선거를 치를 각각의 직위별로

어떤 정당의 후보자에게 투표할지를 결정한다. 초당적 예비선거에서는

모든 유권자가 어떤 정당의 후보자에게도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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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장 크다. 초당적 예비선거와 일괄형 예비선거에서는 참여자들이 자

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밝힐 필요도 없다(Hazan & Rahat 2010).

엄격한 의미에서 보자면 개방형 예비선거부터 진정한 의미의 일반 유

권자들이 경선에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미국에서의 정당 등록과

관리 시스템은 유럽 정당들과 다르기 때문에 폐쇄형, 준폐쇄형 예비선거

에서도 유권자들의 역할과 공간이 상정될 수 있다. 미국의 예비선거 방

식에는 프라이머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코커스(caucus) 제도도 있다. 코

커스의 경우에도 당원들뿐만 아니라 해당 지구(precinct)에 사는 유권자

들이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여 몇 시간 동안 회의를 하면서 경선에 참여

한다. 주정부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프라이머리와 달리 코커스는 각 정

당이 각 지구별로 관장하기 때문에 훨씬 더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임

성호 2014). 미국의 코커스와 유사한 것으로 개방형 당대회(Open

convention)를 들 수 있는데, 여기서는 유권자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밝히거나 사전에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공천 회합에 참여할 수 있다. 하

지만 코커스와 개방형 당대회는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개최되기 때문

에 프라이머리보다는 좀더 폐쇄적인 형태이다(Hazan & Rahat 2010).

유권자가 공천주체인 경우에는 개방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공천

참여 절차에 대한 접근성의 수준에 따라 개방성에 대한 추가적인 구분도

가능하다. 위에서 기술한 것처럼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모여서 개최되는

코커스나 개방형 당대회보다는 여러 장소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시간 제

약을 크게 받지 않으면서 투표할 수 있는 프라이머리가 더 개방적이며,

우편투표 혹은 모바일 투표와 같이 전자적인 방식으로 온라인 투표까지

허용된다면 개방성은 더 높아진다. 특히 대만과 한국에서는 일반 유권자

에 대한 여론조사를 경선 방식으로 채택한 바 있는데(Yu et al. 2014),

이러한 공천방식은 개방성뿐만 아니라 분권화 등 다른 차원의 분석틀과

도 관련된 문제를 낳게 된다. 일반 유권자에 대한 여론조사는 경선투표

참여 대상을 유권자 수준까지 확대하면서 전화응답만으로 투표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편의성 측면에서 개방성과 관련한 긍정적 요소도 있지

만, 여론조사 실시 여부와 조사 방법, 조사 주체 등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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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개방성이 제약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어떤 하나의 공천주체가 모든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는 드물다. 오히려 후보자들이 개방성의 수준이 서로 다른 여러 공

천주체들을 거쳐서 최종적인 공천 후보로 선정되는 경우가 더 보편적이

다. 전자를 단순 방식(simple selection method)에 의한 공천이라고 부르

며, 후자는 복합적인 공천방식(complex candidate selection methods)으

로 구분할 수 있다. 복합적인 공천방식은 다시 혼합(assorted) 방식, 다

단계(multistage) 방식, 가중(weighted) 방식의 세 가지 형태로 나눠진다.

먼저, 혼합(assorted) 방식에서는 서로 다른 후보자들이 개방성의 수준이

다른 공천주체를 제각기 거치게 되며, 다단계(multistage) 방식에서는 동

일한 후보자들이 복수의 공천주체들을 거치는 것이며, 가중(weighted)

방식은 후보자를 선정할 때 복수의 공천주체들에게 가중치를 부여한 후

에 득표수를 합계하여 결과를 정하는 방식이다(Hazan & Rahat 2010).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1> 복합적인 공천방식

출처: Hazan & Rahat(2010: 37)



- 26 -

벨기에 정당에서는 당원들, 중앙당 및 지구당의 대의원들, 지구당의 엘

리트들이 각각 후보자의 일부를 공천한다. 이 경우는 혼합 방식이 사용

된 것으로 볼 수 있다(De Winter 1988). 영국 보수당은 다단계 방식의

전형적인 예이다. 중앙당에 구성된 위원회(Parliamentary Assessment

Board)가 출마희망자들을 사전 심사하여 적격 후보자 명단(Approved

List)을 만든다. 그 후 각 지구당의 소규모 당기구(Selection Committee)

가 후보자들을 다시 걸러내어 압축된 ‘예비후보자명부(Short List)’를 작

성하고, 마지막으로 지구당의 당원들이 최종적으로 후보를 결정하는 단

계를 거치게 된다. 영국 보수당의 공천과정에는 당 엘리트, 대의원, 당원

들이 모두 관여한다. 개방성의 수준이 다른 여러 공천주체들이 각 단계

마다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다(Norris & Lovenduski 1995). 한편, 대만

의 국민당과 민진당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가중 방식이 활용된 바 있다.

당 간부들의 투표와 당원들의 투표가 가중 방식으로 집계되기도 했고,

당원들의 투표와 함께 여론조사 결과가 일정 비율로 합산되기도 했다

(Fell 2005). 한국 정당들이 활용한 선거인단 경선 방식도 이런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8)

복합적인 공천방식에서 개방성의 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단순 방식보다

더 까다롭다. 공천에 관여하는 각 공천주체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함께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개방성의 정도를 수치로 나타내는 것은

개방의 질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수치상으로

나타난 개방의 정도가 동일하더라도 실제 각 공천주체들의 결합 양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천제도의 모습은 전혀 다른 의미를 지

니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2절에서 더 자세히 논할 것이다.

8) 새누리당의 대통령후보자선출규정에서는 ‘대의원 선거인 : 당원 선거인 : 일반국민
선거인 : 일반국민 여론조사 = 2 : 3 : 3 : 2’ 의 비율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었다
(새누리당 당헌당규집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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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천결정의 분권화

일반적인 공천 이론에서 분권화는 공천주체에 대한 개방성과 잘 구별

되지 않았다. 공천결정이 분권화 될수록 자동적으로 개방성이 늘어난다

고 간주하거나 개방성 확대가 곧 분권화로 이어진다고 보는 경향이 강했

다. 그러나 중앙당에서 당원투표로 이뤄지던 공천후보 결정이 지구당으

로 권한이 이전되면서 지구당 위원장이 단독으로 후보자를 결정하는 폐

쇄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또한 일반 유권자에게까지 개방폭을 확

대했지만 공천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과 제도의 적용이 중앙당의 전

적인 통제 하에 놓여 질 수도 있다. 따라서 공천주체의 개방성 확대가

분권화와 함께 나란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오히려 두 가지 요소가

반대 방향을 가리킬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공천주체에 대한 개방’과

‘공천결정의 분권화’를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양자는 사실상 완전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이다.

1) 수직적 분권화

공천제도와 관련한 분권화(decentralization)는 ‘수직적 분권화’와 ‘수평

적 분권화’의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눠볼 수 있다. 또한, 수직적 분권화는

‘지역적(territorial) 차원’과 ‘비지역적(nonterritorial) 차원’으로 다시 구분

될 수 있는데, 지역적 차원의 분권화는 시․도당이나 지구당에 비해 중

앙당이 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며, 비지역적 차원의

분권화는 성별, 인종, 계층 등 소수집단을 위해 그 집단의 대표성을 보장

해주는 것을 말하며 사회적 차원의 분권화로 불린다(Hazan & Rahat

2010).

지역적 차원의 분권화를 범주화 한 연구들 중 빌레(Bille 2001)와 래니

(Ranney 1981)의 연구가 체계적이다. 빌레는 6개의 범주로 공천의 민주

화 수준을 측정하고 있는데, 그 중 5개의 범주가 분권화와 관련된다. ①

중앙당이 공천에 대한 전권 행사 ②시․도당/지구당이 후보자를 제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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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중앙당이 최종적으로 결정 ③중앙당이 후보자 명부를 마련하고 시․

도당/지구당이 최종적으로 결정 ④시․도당/지구당이 후보자를 결정하고

중앙당이 승인 ⑤시․도당/지구당이 공천에 대한 전권 행사. ①에서 ⑤

로 갈수록 분권화 수준이 높아진다. 래니는 7개의 범주를 제시한다. ①

시․도당/지구당 당기구가 예비적인 성격을 갖는 추천을 하고 중앙당 당

기구가 공천 ②시․도당/지구당 당기구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추천을 하

고 중앙당 당기구가 공천 ③중앙당의 감독 하에 시․도당이 공천 ④중앙

당의 감독 없이 시․도당이 공천 ⑤중앙당의 감독 하에 지구당이 공천

⑥시․도당의 감독 하에 지구당이 공천 ⑦별도의 감독 없이 지구당이 공

천. 역시 ①에서 ⑦로 갈수록 분권화 수준이 높아진다.

비지역적(사회적) 차원의 분권화의 대표적인 사례는 영국 노동당이다.

영국 노동당에서 1950-60년대에 노조는 후보자의 1/5, 의원의 1/3에 영

향력을 행사했다(Ranney 1965). 드 빈터(De Winter 1988)는 벨기에에서

는 이익집단이 후보자의 선정 혹은 배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공천을

독점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러한 사회적 차원의 분권화는 정당의 당헌당

규에는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공천과정에서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기

도 한다. 사회적 차원의 분권화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당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수집단이나 이익집단에게 일정 비율의 후보자가 할당되고 그

집단들 내에서 자율적으로 후보자가 선정돼야 한다. 각각의 사회집단별

로 후보자가 할당되더라도 중앙당이 실제로 후보자를 결정한다면 분권화

수준은 낮은 것이다.

한국 정당들도 총선 공천시에 여성, 청년, 장애인, 노동, 소외지역 등을

배려하기 위해 전략공천 혹은 우선추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비례대표

에서도 각 집단들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순번을 배정하기도 한

다. 하지만 실제 후보 선출은 해당 집단의 자율적 결정에 맡기지 않고 중

앙당의 필요에 의해 진행된다. 사회적 차원에서 일정한 배려를 하긴 하

지만 중앙당이 전적으로 후보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분권화 수준은 낮은

편이다.

지역적 차원에서도 한국 정당들의 분권화 수준은 상당히 낮다. 공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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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접수와 공천심사, 경선지역 선정, 경선실시 감독 및 경선결과 확정,

최종 후보자 승인 등 공천 관련 거의 모든 업무가 중앙당의 주관 하에

이뤄진다. 총선 공천에서 시․도당의 역할은 미미하다. 중앙당 공천관리

위원회가 해당 시․도의 후보자를 최종 선정하는 회의에 시․도당 위원

장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한을 가지는 정도가 유일한 역할이었

다.9) 지구당은 정당법상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공천과정에서

공식적인 당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없다. 2004년의 정치관계법 개

정 이후 지구당이 폐지되면서 지역적 차원의 분권화 수준은 더 열악해졌

다.

2) 수평적 분권화

제도적으로 수직적 분권화 수준이 낮은 상태에 처해 있는 한국 정당에

서 수평적 분권화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하지만 수평적 분권화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지병근(2010a)은 “공천심사과정에서 분권화가 수평적

차원에서는 당내 의결기관인 최고위원회와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 수직

적인 차원에서는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와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의 관

계에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수평적 차원의 분권화를 최고위

원회와 공천심사위원회 간의 관계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좀 더 범

위를 넓혀서 보자면, 정당은 대의기관과 집행기관, 사법기관(윤리심판기

관)이 견제와 균형을 통해 수평적인 권한의 분산을 이루어야 한다. 하지

만 정당의 대의기관과 사법기관이 사실상 형식적 존재로만 남아 있는 한

국 정당에서 모든 권한은 집행기관에 집중되어 있고, 따라서 최고집행기

관 내의 세력 분포에 따라 수평적 분권화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당의 최고집행기관은 최고위원회다. 정당은 최고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평상시의 모든 당무를 처리한다. 공천에 대한 승인권도 일반적으로 최고

9) 과거 새누리당은 공직후보자추천규정 제8조 제7항에서 이와 같은 사항을 명시하고
있었으나 이후 당규 개정에서는 이 조항마저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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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 속한다. 하지만 한국 정당은 강한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 혹

은 대통령후보가 사실상 정당을 지배한다. 대권-당권의 분리와는 별개로

대통령(후보)은 당의 가장 중요한 권력의 소재인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

으로 대권과 당권이 동일한 당내 세력(계파)에 의해 장악돼 있는지는

당의 수평적 분권화와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이다. 주류 계파와 비주류

계파가 대권과 당권을 양분하고 있거나 당권이 일정 비율로 계파 간에

공유되고 있다면 이는 공천과정에도 반영될 것이다. 공천관리위원회 등

공천기구의 구성에서부터 그러한 권력 분포가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

이다.

여기서 계파는 “대권을 쟁취했거나 쟁취하고자 하는 리더와 그를 통해

각종 혜택을 얻으려는 추종자 간에 사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된”

(최준영․구본상 2017) 당내의 인적 집단을 일컫는 것으로 정의한다. 일

반적으로 벨러와 벨로니(Beller & Belloni 1978)는 파벌(faction)을 하나

의 정당 안에서 일정 수준의 조직적 형태를 갖추어 당내 권력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라이벌 파벌과 경쟁하는 집단으로 정의하면서 그 목적과 조

직 수준에 따라 파벌을 분류하고 있다. 목적에 따라 이익추구 파벌

(faction of interest)과 이념추구 파벌(faction of principle), 조직 수준에

따라 강한 조직 형태의 파벌과 약한 조직 형태의 파벌로 나눌 수 있는

데, 최준영과 구본상(2017)은 한국의 보수정당 파벌을 ‘이익추구 연성조

직’ 파벌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최준영과 구본상의 정의와 개념규정에 기본적으로 동의

하면서 한국 정당의 파벌에 핵심적인 요소로 2가지를 추가한다. 첫째,

한국정당의 파벌은 강력한 대통령제 하의 인물중심적 결합이라는 것이며

둘째, 그러한 특성은 당내에서 승자 독식을 추구하는 패권적 행태로

발현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파벌, 정파, 파당, 계파 등 유사 용어가 상호

교환적으로 쓰일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대통령 혹은 유력 대권주자

와의 인적 결합을 강조하기 위해 ‘계파(系派)’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

또한 계파의 목적과 조직수준은 여야 양당이 유사하다고 간주한다. 계파

의 구성원들은 계파의 수장이 권력의 정점(대통령)에 올라설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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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대가로 당직, 국회직 또는 행정부 고위직 배분 뿐

만 아니라 국회의원 후보 공천에서도 강력한 후견적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국 정당에서 ‘계파’라는 행위자 집단은

당내의 권력 분포와 분권화를 다루기 위한 핵심 분석단위가 되는 것이

다.

따라서 수평적 분권화는 대권과 당권의 계파 일치 여부 그리고 공천기

구에서 당내 계파 간 세력 분포를 통해 파악해 볼 수 있다. 당대표가 대

통령이 소속된 계파 출신인지, 최고위원회에서도 주류 계파가 다수를 차

지하는지, 공천기구의 인적 구성이 어떠한 지가 수평적 분권화를 판단하

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4. 당내 민주주의와 참여

시민들을 정당으로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서 정당이 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당내 민주주의의 확대 즉, 일반 시민들이 당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늘리는 것이었다(Scarrow 1999). 그러나 당을 개방하고 민

주화 할수록 시민들의 참여가 그에 비례해 늘어나는 지에 대해서는 회의

적인 연구가 많다(Barnea & Rahat 2007; Field & Siavelis 2008). 하잔

과 라핫(Hazan & Rahat 2010)은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서 참여의 수준을 투표율(turnout)의 개념으로 측정하면서 개방성과 투

표율은 서로 독립적인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공천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천주체에 대한 개방성을 확대하더라도

그들 모두가 반드시 그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참여자의

절대적인 숫자가 증가할 가능성은 높지만 투표율(참여율)은 상대적으로

더 낮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예비선거를 도입한 국가들에서 낮은 투표율은 여러 나라에서

보고된 바 있다. 아이슬란드 정당들의 예비선거 투표율은 1983년 26%,

1987년 16%에 불과했고(Hardarson 1995), 아르헨티나의 페론당에서도

개방형 예비선거의 경우 14%, 폐쇄형 예비선거의 경우에는 7%의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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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만을 기록했다(Jones 2008). 에즈라(Ezra 2001)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폐쇄형 예비선거를 채택한 주들에서 하원의원 선거를 위한 예비선거 투

표율이 27-37%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볼 때 예비선거의 투표율은

50%를 넘지 않으며 20% 내외이거나 심지어 10% 아래로 떨어지기도 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잔과 라핫(Hazan & Rahat 2010)은 이렇게 예비

선거의 투표율이 낮은 것은 공천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비선

거를 이차적 선거(second-order election)10)로 봄으로써 참여의 유인이

총선과 같은 본선거에 비해 낮게 인지되기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

런 차원에서 보자면, 공천주체에 대한 개방성 확대는 참여의 유인이 개

선될 수 있도록 다른 조건이 함께 충족되면서 진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

다. 그렇지 않고 예비선거의 투표율이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지속된다

면 극단적인 일부의 투표 참여층에 의해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개방적인 공천방식의 도입은 참여의 양(투표율) 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도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예비선거의 도입은 ‘무더기 입당

(mass registration)’을 조장하고 일시적으로만 당에 가입하는 ‘인스턴트

당원’을 양산하는 경향이 있다. 이미 백년 전에 메리엄과 오버랙커

(Merriam & Overacker 1928)는 미국식 예비선거에 대해 “엄청난 부와

권력을 손에 넣겠다는 기대로 눈이 먼 부도덕한 사람들이 강구할 수 있

는 모든 종류의 악용 방식에 열려 있다”고 말한 바 있으며, 그 후로도

여러 국가에서 참여의 질과 관련한 문제가 지적되었다. 경선에 참여하기

위해 신규로 모집된 당원들은 실제로 경선에 참여할 지도 확신하기 어렵

고, 이런 방식으로 당에 가입한 신규 당원들을 계속 유지해 나가기도 어

렵다는 것이다. 멜로이(Malloy 2003)는 캐나다 정당들의 당원수가 상당

히 유동적이면서 주기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경선일자

가 가까워지면 무더기로 입당했다가 경선이 끝나면 대부분의 당원들이

당원 자격을 갱신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카티와 크로스(Carty &

Cross 2006)도 “신규 당원들은 오로지 공천을 위해 입당한 것이며, 그

10) 이차적 선거(second-order election)는 대선이나 총선과 같이 유권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선거 이외에 그보다 중요도가 떨어지는 선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지방선거는 이차적 선거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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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는 당원 자격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아르헨티나의 사례에 관한 셜리스(Scherlis 2008)의 연구나 대만 국민

당에 관한 펠(Fell 2005)의 연구도 이와 유사한 문제의식을 드러내준다.

대부분의 신규 당원들이 공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해 입

당하는 것이지, 당과 유의미한 연계를 맺기 위해 입당했다고 보기는 어

렵다는 것이다. 무더기 입당은 정당을 위한 게 아니라 경선 후보자들의

당면한 필요에 의해 이뤄진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일시적이고, 기회주의적

이며, 당에 대해 어떠한 의무감도 없는 사람들이 입당을 하고, 심지어 그

들 대부분은 실제로 경선 투표에 참여하지도 않는다(Hazan & Rahat

2010). 따라서 공천주체에 대한 개방성 확대가 수동적이며 무관심한 신

규 당원들만 양산하게 된다면 참여의 질은 오히려 더 떨어질 것이기 때

문에 당내 민주주의와 참여의 관계도 재고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보면, 공천주체에 대한 개방성 확대가 양적, 질적으로

유의미한 참여의 증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개방성과 함께 어떤 조건이

동시에 충족될 필요가 있으며 개방의 범위 또한 당의 건강성(the

general health of the party)을 해치지 않는 정도가 돼야 함을 알 수 있

다. 즉, ‘공천 개방의 조건과 범위’가 중요한 문제로 검토돼야 하는 것이

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한국 정당의 국민참여경선제는 개방과 함께 이

뤄져야 할 분권화가 부재했고, 탈정당화 된 과도한 개방을 추구함으로써

건전한 정당 발전도 이끌어 내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태

에서는 결국 개방성의 확대가 참여 증대로 이어지기 어려웠을 것이며,

참여의 성격 또한 왜곡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제 2 절 분석틀

본 연구는 국민참여경선제가 도입된 배경이나 원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공천주체에 대한 개방이 참여의 확대로 이어지지 않은 요인을



- 34 -

찾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주요한 관심사는 개방과 참여의 관계이며,

이를 통해 공천 개방의 조건과 범위를 밝히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

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분석틀을 간략하게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2> 연구의 분석틀

공천주체에 대한 개방은 그것의 조건과 범위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주장이다. 공천주체에 대한 개방이 분

권화와 함께 이뤄지고, 개방의 범위도 정당의 틀을 넘어서지 않는다면

참여의 수준도 높고 그 성격도 주체적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공천주체에

대한 개방이 중앙집권적인 조건에서 이뤄지고, 개방의 범위도 탈정당화

로까지 나아간다면 참여 수준도 높아지지 못하고 수동적인 성격에 그칠

것이다. 한편, 개방이 분권화와 함께 이뤄지지만 그 개방이 탈정당화를

추구한다면 참여의 수준은 높을지라도 수동적 참여에 머무르기 쉬우며,

중앙집권적인 조건에서 개방이 정당 중심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주체적 참여

는 가능할지 몰라도 참여 수준은 높지 못할 것이다.



- 35 -

<그림 2-3> 개방과 참여의 관계 모형

본 연구는 <그림 2-3>과 같이 공천주체에 대한 개방의 조건과 범위에

따라 참여의 양태가 4가지의 다른 경로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본다. 그

렇다면, 한국의 공천제도 개혁이 지난 20년 간 걸어온 경로는 어느 방향

인가? 그래서 지금은 어느 지점에 도달해 있는가? 참여의 양적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그 참여의 질적 성격은 또한 어떠한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가장 최근의 2020년 총선에 이르기까지 2000년부

터 총 6번에 걸친 총선 공천들의 개방성 수준과 분권화 정도를 측정할

것이다. 이 두 차원의 조합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참여의 양태를 살펴보

기 위해서다. 그것이 곧 한국 정당들의 공천제도 개혁 성과를 가늠해볼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공천주체에 대한 개방은 하잔과 라핫(Hazan & Rahat 2010)이

제시한 개방성과 폐쇄성의 연속선을 보다 세분화 하여 그 정도를 측정한

다. ‘1인 지도자 - 당 엘리트 - 당 대의원 - 당원 - 유권자’로 구분된 공

천주체의 범주들이 개방성의 정도에 따라 다시 나눠지게 될 것이다.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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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주체 세부 유형 구성 방법 지수 비고

1인지도자
1인 지도자 단독

비선출직 0

선출직 1

소수의측근과협의 - 2

당엘리트

당내파벌지도자들 - 3

소규모 특별위원회

임명직(당내 인사) 4

임명직(당외 인사) 5 탈정당화

간선 6

당대의원

선출직 당기구
간선 7

직선 8

대의원대회
직선(상대적으로 작은 규모) 9

직선(상대적으로 더 큰 규모) 10

당원

당원대회 - 11

당원 여론조사 - 12

당원 투표
당원+추가요건(당비, 기간 등) 13

미국식 폐쇄형 예비선거 14

유권자

지지자 미국식 준폐쇄형 예비선거 15 탈정당화

유권자 여론조사 - 16 탈정당화

일반 유권자
미국식 개방형 예비선거 17 탈정당화

미국식 초당적 예비선거 18 탈정당화

지도자’만 3개의 세부 범주로 나눠지고, 나머지 공천주체들은 모두 4개의

범주로 다시 나눠진다. 이는 큰 틀에서는 하잔과 라핫의 분석틀을 따르되,

세부적으로는 한국 정당들이 실제로 채택했던 공천방식 및 그와 인접한

추가적 방식까지 모두 포함하여 범주화 하기 위한 것이다. 이 틀을 따르게

되면 개방성의 수준에 대한 보다 세밀한 평가가 가능해질 것이며, 특히

한국적 특수성까지 포괄하는 적실성을 갖게 된다.

<표 2-1> 공천주체에 대한 개방성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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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에서와 같이 공천주체의 개방성은 0점부터 18점까지로 분류

되며, 숫자가 클수록 개방성의 정도가 크다. 세부유형들을 하나씩 살펴보

면, 먼저 1인 지도자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공천에서도 그 지도자가 선출

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에 따라 개방성의 차이가 존재한다.

비선출직 지도자일 경우는 0점, 선출된 지도자는 1점에 위치한다. 한편,

1인 지도자가 소수의 측근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경우는 2점이다. 이때

측근은 공천과 관련해 공식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에

대한 조언이나 자문 등 구속력 없는 협의에 그치는 인물들이다.

다음으로, 당 엘리트들이 결정하는 공천에는 4가지 범주가 있다. 먼저,

당내 파벌 지도자들이 결정하는 경우는 그 중에서 개방성이 가장 낮다.

예를 들어, 3-4개의 정당이 합당하여 하나의 정당을 이루면서 당직이나

공천 배분에서 일정 지분을 보장하도록 합의한 후, 이전 정당의 지도자들

(파벌의 수장들)이 모여 공천자들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는 1인 지도자에

의한 결정 방식이 수적으로 약간 확장된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공천을

위해 소규모의 특별위원회를 새로 구성한다면 개방성은 좀더 높아진다.

일반적으로 한국 정당들이 활용해온 공천심사특별위원회(공심위)가 이에

속한다. 위원회의 구성 방식은 임명직과 간선을 상정해볼 수 있다. 공천

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직선으로 구성된다면 이는 ‘당 엘리트’의 범주를

넘어 ‘당 대의원’의 범주에 더 가까워진다. 따라서 소규모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간선에 의한 방법까지만 존재한다. 예를 들어, 선출직 당기구

(중앙위원회)가 투표(혹은 승인)를 통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간선에

해당한다. 한편, 임명으로 구성되는 방식은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

당내 인사로만 임명하는 것과 당 외부의 인사를 포함하여 임명하는 경우

가 그것이다. 공천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 당 엘리트의 지위를 외부 인사

에게 부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부자연스럽다. 그러나 한국 정당들은

개혁의 일환으로 외부인사를 공심위에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위원장에

임명하기도 했다. 한국적 정당 개혁의 특수성이 반영된 것이다. 이 경우

공천주체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개방성의 수준은 5점에 불과하지만,

정당의 틀을 벗어난 특성으로 인해 탈정당화 된 범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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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대의원’이 공천주체인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선출직 당

기구가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와 대의원대회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선출직 당기구는 다시 직선이냐 간선이냐에 따라서, 대의원대

회는 그 규모에 따라서 둘로 나누어진다. 선출직 당기구는 상설 기구의

성격이며, 대의원대회는 공천 결정을 위해 당원들로부터 선출되어 임시

소집된 성격을 갖는다. 한국 정당들 중에 국민의힘을 예로 들면, 직선에

의한 선출직 당기구는 ‘전국위원회’, 간선에 의한 선출직 당기구는 ‘상임

전국위원회’가 될 수 있다. 한편, 대의원대회는 500명을 기준으로 그보다

작은 규모이면 9점, 그 이상이면 10점으로 기록된다. 물론 해당 당부(중

앙당, 시도당, 지구당)의 종류와 당원의 규모에 따라 대의원대회의 개방

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분류를 위한 일

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당원이 공천주체인 경우의 세부유형은 당원대회, 당원 여론

조사, 당원 투표가 있으며, 당원 투표는 대상자 선정 방식에 따라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진다. 먼저 당원대회는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모인 당원

들의 회합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시공간상의 제약이 따른다. 이에 비

해 당원 여론조사는 시공간상의 제약은 없지만 당원의 참여의지보다는

여론조사 기관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는지가 더 중요해진다. 공천결정에

참여하고 싶은 당원일지라도 여론조사의 표집 대상이 되지 못하면 참여

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원 여론조사’는 당원들의 자의에 따

라 얼마든지 투표가 가능한 ‘당원 투표’ 방식보다는 개방성이 더 낮다.

당원 투표는 다시 그 대상을 유럽식 당원으로 하는지 미국식 당원으로

하는지에 따라 개방성이 구분된다. 당비를 납부하고 일정 기간 동안 당

원 자격을 유지하면서 정당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한해 투표 자격을

인정하는 방식은 별다른 추가적 요건없이 당원 등록만으로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식에 비해서 개방성이 더 낮다. 한국의 양당에서는 전자의

당원을 권리당원(더불어민주당) 혹은 책임당원(국민의힘)으로 부르고 있

으며 후자는 일반당원으로 불린다. 당원투표에서는 모바일 투표 등 온라

인 방식의 투표를 허용하게 되면 개방성이 약간 더 높아진다. 그러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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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투표라는 범주 내에서의 세부 기술 요건에 대한 차이이기 때문에 새로

운 범주를 따로 만들지는 않고 동일 범주 안에서 점수를 약간 더 높이는

방식을 취한다. 유럽식 당원투표에서 우편투표, 모바일 투표 등의 편의적

방식이 도입된 경우에는 13.5점, 미국식 당원투표에서 이런 방식이 도입

됐다면 14.5점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는 가장 개방성이 높은 공천주체인데, 여기서도 4

가지의 세부 범주로 나눠진다. 먼저, 유권자들 중에서도 당을 지지하는

사람으로 참여자가 제한되는 경우는 4가지 범주 중에서는 개방성이 가장

낮은 유형이다. 무당파에게도 투표 당일날 정당 지지 여부를 밝히고 투

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미국식 준폐쇄형 예비선거가 대표

적 예가 될 수 있다. 당원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당 지지자여야만 공천결

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이러한 구분 없이 유권자 여론조

사를 한다면 개방성은 더 높아진다. 그러나 ‘유권자 여론조사’도 참여하

고자 하는 유권자들의 자의에 따라서 얼마든지 투표가 가능한 개방형 예

비선거(오픈프라이머리)보다는 개방성이 더 떨어진다. 여론조사를 통해

공천주체의 범위를 넓혔다는 것은 표집 대상이 될 수 있는 ‘추상적인 가

능성’이 생겼다는 것이지, 개개의 유권자들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권

한을 부여받았다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이다. 특히 ‘유권자 여론조

사’는 외국의 공천방식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사례이며 한국적 특수성이

반영된 것으로서 더 세심한 평가가 요구된다. 한편, 미국식의 초당적 예

비선거는 어느 한 정당의 예비선거에만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예비선거

와 달리 여러 정당의 예비선거에 한꺼번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방

성이 가장 높다. 여기서도 각 세부유형별로 우편투표, 모바일 투표 등의

투표 편의가 제공된다면 동일 범주 내에서 개방성 지수가 약간 더 높아

지게 된다. 한편, 유권자가 공천주체인 경우들은 모두 탈정당화 된 공천

방식으로 분류된다. 유권자와 당원의 경계가 흐릿해지고, 정당의 틀을 벗

어나서 공천에 대한 의사결정이 행해지기 때문이다.

다음 차례로, 이제는 복합적인 공천방식을 살펴볼 순서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것은 한 가지 유형의 공천주체가 후보자를 결정하는 단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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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천에 해당한다. 그러나 단순 방식과 달리 복합적인 공천방식(혼합

방식, 다단계 방식, 가중 방식)에서는 여러 공천주체가 관여하게 되므로

개방성의 수준을 계산하는 것이 더 까다롭다. 복합적인 공천방식을 사용

한 공천에서 종합적인 개방성 수준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공천주

체에 해당하는 개방성 지수를 먼저 측정하고 그 공천주체가 전체 공천

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한 후 그에 따라 합산하여 최종적인 값을

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천이 다단계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각 단계가

최종적인 공천 결정에 미치는 중요도를 계산해야 하며, 혼합 방식이 채

택됐다면 각각의 공천주체가 몇 %의 후보자를 결정했는지를 봐야 한다.

가중 방식이라면 각각의 공천주체가 최종 득표 결과에 반영되는 비율에

따라 합산해야 한다.

그러나 종합적인 개방성 지수가 개방성의 연속선 위에 있는 어떤 한

점을 가리킨다고 해서 그 숫자가 곧 그 정당의 전반적인 공천 개방성

수준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개방성 지수가 동일하게 10을

가리키고 있는 두 정당이 있다고 하더라도, A 정당은 실제로 당원들이

선출한 대의원들이 모여서 적절한 형태의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전체

후보자들을 결정할 수 있고, B 정당은 전체 후보자들 중에 절반은 당내

파벌 지도자들의 모임에서 결정하고 나머지 절반은 미국식 개방형 예비

선거(오픈프라이머리)를 통해서 결정하는 형태의 공천방식을 채택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두 정당의 종합적인 개방성 지수의 점수는

동일하더라도 그 내용과 성격은 상이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합적

인 개방성 지수와 함께 최대폭의 개방성을 띠는 공천주체의 지수도 같이

제시할 것이다.11)

다음으로, 분권화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국 정당들이 주로 활용

하고 있는 다단계 방식의 공천을 전제로, 공천의 전 과정을 세분하여

중앙당/시도당/당협(지역위원회)이 각각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

한다. 세부 공천과정들이 실제로 어느 당부(중앙당/시도당/당협)의 주관

하에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분권화 정도를 측정하려는 것이다.

11) 예를 들어 B 정당의 경우 종합적인 개방성 지수는 10점이지만, 개방의 최대폭은
17점(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미국식 개방형 예비선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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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배점 주관(분권화 지수)

공천위원회 구성 4 중앙당(0)/시도당(2)/당협(4)

공천 신청 공고/접수 1 중앙당(0)/시도당(0.5)/당협(1)

예비후보 자격 심사 3 중앙당(0)/시도당(1.5)/당협(3)

공천 심사(후보 압축) 4 중앙당(0)/시도당(2)/당협(4)

경선 선거관리 2 중앙당(0)/시도당(1)/당협(2)

경선 선거인단 5 중앙당(0)/시도당(2.5)/당협(4)

공천후보자 확정 2 중앙당(0)/시도당(1)/당협(2)

이의접수 및 재심 1 중앙당(0)/시도당(0.5)/당협(1)

인재영입/전략공천 3 중앙당(0)/시도당(1.5)/당협(3)

합계 25

<표 2-2> 공천과정에 대한 분권화 측정(수직적 분권화)

<표 2-2>와 같이 공천과정은 대략 9개 정도의 범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는 현재 한국 정당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천방식을 표준화 하여

공통 범주들을 추출해 낸 것이다. 먼저,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모두 소규

모의 공천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천심사를 진행한다. 위원회의

명칭은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민주당)와 공천관리위원회(국민의힘)

로 약간 다르긴 하지만 성격은 동일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위원회를 ‘공천위원회’로 통칭하며 이것의 구성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지를 살펴본다. 공천위원회 구성권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분권화 정도

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같은 취지에서, 공천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공천 신청에 대한 공고 및 신청자 접수가 어디에서 이뤄지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후보자격요건(candidacy)에 대한 통제를 어디서

하는지도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정당은 자당의 후보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을 설정하고 공천 신청자가 그 요건에 부합하는 지에 대한 검증을

먼저 실시한다. 민주당은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라는 별도의 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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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공천관리위원회가 후보자

검증 업무를 겸하고 있다. ‘예비후보 자격 심사’라고 부르는 이 단계가

어디에서 수행되는지도 분권화에 영향을 미친다. 후보자격요건에 대한

통제는 공급 측면에서 후보자의 수를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기 때문이다.

다음은 후보자를 압축하여 경선 실시를 결정하거나 경선 없이 단수의

후보자를 적격자로 결정하는 등의 공천 심사가 어느 당부(중앙당, 시도당,

지구당)에서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첫 번째 범주가 공천위원회의

구성권한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는 것이라면, 이 범주는 실제로 공천심사

가 어디에서 이뤄지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구성권과 심사권은 다른

개념이기 때문이다. 한편, 경선 실시가 결정되면 경선을 관리하는 주체가

필요하다. 경선 후보 등록, 선거인 명부 작성, 선거운동관리, 투개표 업무

등 제반 사무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선거

관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공천관리위원회가

경선 관리까지 겸하고 있다. 어느 경우든 간에 경선 선거관리의 주체가

어디인지는 분권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된다. 다음으로, 경선에서 실

제 투표권을 행사하는 선거인단의 문제이다. 선거인단이 어떻게 구성되

는지는 당연히 분권화에 있어 중요하다. 경선이 실시될 경우 후보자를

실질적으로 선택하는 주체가 바로 선거인단이기 때문이다.

다음 단계는 공천후보자를 확정하는 일이다. 공천위원회에서 단수로

추천된 후보자 혹은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자는 마지막으로 확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행 규정상 민주당은 최고위원회 의결과 당무위원회 인준

을 거쳐서 공천후보자를 확정하도록 돼 있고, 국민의힘은 최고위원회 의

결로 확정하도록 했다.12) 공천에 대한 최종 승인권이 어디에 있는지는

분권화 여부의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한국 정당들은 중앙당이 최종

승인권을 보유하지만, 이것이 보편적인 방식은 아니다. 지구당의 결정이

그대로 최종적인 것으로 확정될 수도 있고, 시도당에서 형식적인 승인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공천후보자에 대한 최종 확정권이 어

12) 더불어민주당(2021) 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제60조
및 국민의힘(2021)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규정 제30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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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권한이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공천 탈락자들에게 이의신청 권한이 부여

되고 재심의 기회가 열려 있는지도 하나의 변수가 된다. 따라서 공천의

분권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의접수와 재심이 어디서 행해지는지

도 살펴봐야 한다. 민주당은 중앙당 재심위원회를 따로 두고 있으며, 국

민의힘은 역시 공천관리위원회가 이의신청에 관한 업무까지 겸하고 있

다. 재심에 의해 기존의 공천 결정이 번복된다면 막바지 공천 단계에서

새로운 변수가 될 것이며, 중앙과 지방 간 권력배분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인재영입과 전략공천은 절차적 순서의 계선상에서 약간 벗어나 있다.

인재영입은 공천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당의 평상시 업무로 행해질 수도

있고, 공천 절차가 진행 중일 때라도 긴급한 필요에 의해 시행되기도 한

다. 당의 인재영입위원회가 주로 관련 기능을 담당하며 당대표나 지도부

가 직접 챙길 수도 있다. 전략공천은 인재영입과 연계되어 실시되는 것

이 일반적이다. 영입한 인재를 전략지역에 공천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

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가지 기능이 꼭 연계될 필요는 없고 당 내부

인물을 전략공천 할 수도 있다. 민주당은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며 국민의힘은 공천관리위원회가 전략공천(우선추천) 업무까지 겸

한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인재영입과 전략공천은 전체적인 공천의

밑그림과 연관된 전략적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의 범주로 묶어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러한 전략적 판단을 어느 단위의 당조직에서

기획하고 실행하는지에 따라 당의 수직적 분권화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그런데 전체 공천과정에서 각각의 세부 범주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동

일하지 않다. 물론 공천과정 상의 여러 단계들이 모두 공천결과에 일정

한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각 단계들마다

비중의 차이가 존재하고 실질적인 영향력도 다르다고 보는 게 현실적이

다. 가령 경선에서 후보자의 승패를 결정짓는 것은 선거인단의 몫이다.

선거인단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공천자가 가려지기 때문에 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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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을 수밖에 없다. 공천위원회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경선으로 후보를 결정하거나 혹은 여론조사나 다른

심사자료 등에 구속되기도 하지만 공천위원회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공

천주체에 해당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공천위원회에 대한 구성권

은 다른 범주들보다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결국 공천과정에 대한 분권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세부 범주들

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 범

주들에 할당하는 배점을 상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천과정 상의 비중에

차등을 두었다. 중요도가 가장 낮은 경우에는 1점, 가장 높은 경우는 5점

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그 중간지점들에도 비중에 맞게 각각 점수를 부여

했다. 이렇게 분류한 결과, 5점의 배점에 해당하는 범주는 경선 선거인단

1개 범주, 4점의 배점에 해당하는 범주는 공천위원회 구성, 공천 심사(후

보 압축)의 2개 범주, 3점의 배점은 예비후보 자격 심사, 인재영입/전략

공천의 2개 범주, 2점의 배점은 경선 선거관리, 공천후보자 확정의 2개

범주, 1점의 배점은 공천 신청 공고/접수, 이의접수 및 재심의 2개 범주

가 각각 해당된다13)(<표 2-2> 참고).

다음으로, 각 공천과정들이 어느 당부의 주관 하에 진행되는지를 평가

하여 지수화 해야 한다. 각 범주별로 중앙당이 주관할 경우 분권화 지수

는 0점이고, 당협(지역위원회)이 주관할 경우는 각 범주에 부여된 배점의

최대 점수가 주어진다. 시도당이 주관할 경우에는 그 둘의 중간점수가

된다. 예를 들어, 배점이 3점인 ‘예비후보 자격 심사’를 중앙당에서 주관

할 경우 분권화 지수는 0점, 시도당이 주관하면 1.5점, 당협(지역위원회)

이 주관한다면 3점이 되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9개 범주의 분권화 지

수를 모두 합하면 측정 대상이 되는 정당의 전체적인 분권화 지수를 구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어떤 정당의 공천결정에 대한 분권화 지수는 0

점에서 25점까지의 연속선 상에서 어느 한 지점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되

며, 수치가 높을수록 분권화 정도가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13) 각 범주별 비중에 대한 판단과 배점은 정당들의 당헌당규상 공천규정과 매 총선
시기의 공천결과에 대한 언론보도 및 본 연구를 위한 심층 인터뷰 구술자료 등을
바탕으로 필자가 분류하여 작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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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 차원의 분권화와 달리 사회적 차원의 분권화에 있어서는 당이

대표성을 보장하려는 소수집단 혹은 그와 관련된 당내의 분과위원회(여

성위원회, 청년위원회, 장애인위원회 등)에게 세부 공천과정에 대한 권한

을 부여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우선, 사회적 차원의 분권화를 측

정하는 데는 ‘공천위원회 구성’ 대신 ‘공천 우대집단 선정’이 첫 번째 범

주에 위치할 것이다. 어떤 사회집단에 대한 대표성 확보가 우선되는지가

먼저 정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에는 이와 관

련된 사항이 규정돼 있는 경우가 많다.14) 그러나 규정에 미처 담지 못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최고위원회가 공천 우대집단을 의결하여

공천위원회에 시행을 지시하기도 하고, 공천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공천기

준을 정하면서 우대집단을 선정하기도 한다. 당내의 여성위원회, 청년위

원회, 장애인위원회 등 각종 분과위원회의 요구나 활동에 따라 혹은 관

련된 사회집단의 직접적인 영향력에 따라 이러한 대표성의 반영 여부가

정해질 수도 있다. 따라서 공천과정에서 우대집단이 선정되는 양상이 어

떠한 지를 살펴보는 것으로써 분권화의 첫 번째 범주로 삼을 수 있다.

그 이후의 공천 절차가 실제로 어느 부문에서 이뤄지는 지에 대한 평가

는 지역적 차원의 분권화를 다룰 때 사용한 범주와 동일하다. 다만 각

범주를 담당하는 주체가 중앙당/시도당/당협(지역위원회)이라는 지역적

단위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당/분과위원회/사회단체라는 사회집단

관련 단위로 구분된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전체 공천과정의 9개 범주 중에 각 총선 시기마다 중

앙당/시도당/당협(지역위원회) 혹은 중앙당/분과위원회/사회단체가 각각

몇 개를 주관했는지에 따라 분권화 정도는 달라진다. 3가지 주체가 3개

범주 정도씩 나눠 맡으면서 분권화 지수가 균형점에 이르게 된다면 가장

이상적인 형태겠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이상적인 모습을 발견하기는 어

려울 것이다. 오히려 어느 한 주체가 모든 과정을 지배하는 등의 극단적

14) 민주당은 여성, 청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이주민, 사무직당직자, 보좌진을 이러
한 우대집단의 예로 명시하고 있고(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규정 제34조), 과거 새누리당은 여성, 장애인, 정치신인, 사무처 당직자를 예시하
고 있다(공직후보자추천규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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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형 상태가 더 빈번한 양상을 보일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

지 살펴본 방식으로 지역적 차원의 분권화와 사회적 차원의 분권화를 측

정하여 실제 매 총선 시기마다 정당 공천의 수직적 분권화 정도를 가늠

해 보고자 한다. 다만, 한국 정당의 공천에서 사회적 차원의 분권화는 지

역적 차원의 분권화에 비해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만큼의 명확성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수직적 분권화 지수는 지역적 차원의 분권화 측

정으로 갈음하고, 사회적 차원의 분권화는 질적인 의미를 평가하는데 그

칠 것이다.

다음으로, 수평적 분권화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내 파벌 간 세

력 분포를 살펴본다. 대통령(혹은 유력 대통령후보)과 당대표의 계파

일치 여부, 최고위원회의 계파 간 구성(주류 계파와 비주류 계파의 비

율), 공천기구 내의 계파 간 세력 분포가 점검 항목들이다. 한국 정당들

은 전반적으로 수직적 분권화 수준이 낮기 때문에 당내 파벌 간 경쟁의

양상으로 나타나는 수평적 분권화가 얼마나 원활하게 작동하는지는 중요

하게 살펴볼 요소이다.

<그림 2-4> 공천결정의 수평적 분권화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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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의 수평적 분권화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당의 지도체제 유형

을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지도체제 유형에 따라 분권화가 제약을 받

을 수도 있고 가능성이 좀 더 넓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당의 최종적

인 의사결정권을 한 사람이 독점하는지 일정 수의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지에 따라 단일지도체제와 집단지도체제로 나눌 수 있다. 집단지도체제

는 다시 단일성 집단지도체제와 순수 집단지도체제로 구분된다. 한국 정

당에서 단일지도체제는 총재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된 시기에 찾아볼 수

있었다. 단일지도체제에서는 총재가 당의 지도부를 직접 임명했기 때문

에 대권과 당권이 불일치하거나 지도부나 공천기구의 구성에서 주류가

다수를 점하지 못하는 경우를 상정하기 힘들다. 그러나 집단지도체제에

서는 지도부 구성을 위한 선거의 결과에 따라 당권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다. 순수 집단지도체제에서는 최고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만 존

재하고 그 선거에서 1위를 차지한 사람이 대표최고위원, 2위 득표자부터

일정 순위까지가 최고위원이 된다. 따라서 비주류 계파가 대표최고위원

으로 당선되고 나머지 최고위원들은 주류 계파들로 채워질 수도 있고,

주류 계파가 대표최고위원은 차지했으나 최고위원회의 구성에는 비주류

계파들이 다수를 차지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대권과 당권의 불일치가 발

생할 수 있고, 최고위원회 내에서 주류와 비주류 간 권력경쟁이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 순수 집단지도체제에서는 주요한 의사결정이

최고위원회 내의 합의에 의해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천기구의 구

성에도 이러한 권력분포가 반영될 것이다. 단일성 집단지도체제에서는

당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가 분리돼 있기 때문에 당대표가 최고위원

들보다는 좀 더 큰 권한과 정통성을 가지면서 지도부 내 갈등 양상도 줄

어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집단지도체제의 성격상 내부 권력경쟁을 완

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당내 파벌 갈등 모델(Belloni & Beller 1978)에

기초하여 대통령(혹은 유력 대통령후보)과 당대표의 계파 일치 여부,

최고위원회의 계파 간 구성(주류 계파와 비주류 계파의 비율), 공천기구

내의 계파 간 세력 분포라는 3가지 요소를 통해 당의 수평적 분권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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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파악할 것이다(<그림 2-4> 참고). 특히 대통령의 권력이 강력하고

중앙당은 대통령 권력을 뒷받침 하는 전위기구로서 기능해온 한국 정당

에서 중앙당의 수평적 분권화 여부는 공천 결정 메커니즘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당의 지도체제가 바뀌게 되면 수평적 분권

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 당내 권력구조 변화와 파벌 간 권력 분

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분석한다면 보다 현실적인 접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참여의 양태에 대한 측정이

다. 참여의 양태는 ‘참여의 수준’과 ‘참여의 성격’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돼 있다. 본 연구에서 참여의 수준이 높은지 낮은지는 양적으로 측

정하며, 참여의 성격이 주체적인지 수동적인지는 질적으로 평가할 것이

다. 여기서 ‘참여’는 정당의 공천결정 과정에 실제로 참여하는 행위를 의

미한다. 이것은 ‘정치참여’ 행위 중에서 최협의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데스(van Deth 2014)는 정치참여를 협의의 의미로 정의할 경우

투표, 정당 가입, 예산회의 참가, 정치인 접촉 등의 관습적, 제도적 참여

가 해당되며, 광의의 의미에서 정치참여는 진정서 서명, 시위, 가두점거,

플래쉬몹 등 비관습적, 비제도적 참여까지를 포함한다고 보았다. 본 연구

는 반데스의 분류에 따른 협의의 정치참여를 더 좁혀서 ‘정당의 공천결

정에의 참여’라는 최협의의 의미로 참여의 수준을 측정하려는 것이다.

다만, 국민참여경선의 도입으로 정당의 공천결정에 참여하는 행위가

이론적으로는 일반 유권자들에게도 아무런 제약없이 개방되었지만, 현실

적으로는 그와 같은 참여행위가 곧바로 지표에 반영될 만큼 증가하기는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진성당원 수(당비납부 당원 수) 대비 공천결정 참

여자 수의 비율’이라는 측정치를 대체물(proxy measure)로 활용할 것이

다. 즉, 공천제도 개혁이 이끌어내고자 했던 참여의 확대가 각 정당에 이

미 존재하고 있는 진성당원(권리당원 혹은 책임당원)의 규모 만큼에라도

이르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구별 공천결정

참여자 수’와 ‘선거구별 진성당원(당비납부 당원) 수’라는 두 가지 지표를

순차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



- 49 -

먼저, 공천결정에 대한 참여는 해당 선거구의 공천후보자가 결정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한국정당들은 복합적인 공천방식을 활용해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앙당 공심위가 특정 선거구의 자당 후보자를 단

수 추천 형식으로 결정했다면 그 선거구의 공천결정 참여자 수는 공심위

원들의 숫자와 같다. 경선을 거쳐 후보자를 결정했다면, 그 선거구의 경선

선거인단 중에 실제로 경선 투표에 참여한 숫자가 공천결정 참여자 수로

계산될 수 있다. 단순히 경선 선거인단 숫자를 참여자 수로 해석하지는

않는 것이다. 공천주체(selectorate)의 지위에 있더라도 실제로 참여 행위

를 하지 않는다면 공천에 유효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공천주체에 대한 개방성과 참여율을 서로 다른 개념으로 구분하고

있는 하잔과 라핫(Hazan & Rahat 2010)의 분석을 따른 것이다. 또한 여

론조사 경선으로 후보자를 결정한 경우, 여론조사에 응답한 표본의 수가

공천결정 참여자 수에 포함된다. 후술하듯이, 여론조사 응답자들을 실질

적인 공천주체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여

기서는 그와 같은 질적 의미에 대한 판단은 유보한다. 참여 수준을 계량

적으로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공천결정에 참여한 사람들의 성격에 관계

없이 모두 참여자 수로 카운팅 하는 것이 분석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

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된 ‘선거구별 공천결정

참여자 수’는 각 정당이 해당 시기의 총선에 후보자를 낸 모든 선거구를

합산하여 평균값으로 제시될 것이다.

다음으로, ‘선거구별 진성당원(당비납부 당원) 수’는 매년 중앙선관위가

정당별로 취합하여 제공하고 있는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에

나타난 ‘당비납부 당원 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중앙선관위의 자료는

매년 연말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총선이 있는 해의 바로 전년도

당원 데이터를 활용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총선이 4월 초순경에 치러진

점을 감안하면 이전 년도의 자료가 총선 당시 유효한 진성당원의 규모를

추산하는데 더 적합하기 때문이다. 각 정당의 총 당비납부 당원수를 전

체 당협(지역위원회)의 수로 나눈 값이 ‘선거구별 진성당원(당비납부 당

원) 수’의 평균값이 된다. 따라서 ‘진성당원 수(당비납부 당원 수)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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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결정 참여자 수의 비율’로 측정되는 각 총선 시기 특정 정당의 공천

참여 수준은 ‘(선거구별 공천결정 참여자 수의 평균값/선거구별 진성당

원 수의 평균값) × 100’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 수치는 진성당원과 대비

한 비율(%)로 표기되는 것이며, 100%일 경우 선거구별로 진성당원의 숫

자만큼 공천결정에의 참여자가 존재했다는 의미가 된다. 진성당원 대비

절반 규모의 인원만 참여했을 경우에는 ‘50%’의 수치가 기록될 것이다.

그러나 진성당원과 대비한 비율로 참여 수준을 측정한다고 해서 공천

결정 참여자를 당원(혹은 진성당원)에 한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여기

서는 당원 여부를 떠나 공천결정에 실제로 참여한 인원의 물리적 숫자만

계산될 뿐이다. 각 정당들은 국민참여경선을 도입하면서 일반 유권자들의

참여를 상정한 채로 공천 방식을 설계했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오히려 일

반 유권자의 범주에 속하는 인원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즉, 각 당의 진성

당원들(당비납부 당원들)이 얼마나 공천결정에 참여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참여자들의 규모가 진성당원의 규모와 비교했을 때 그

보다 높은 수준인지 낮은 수준인지를 보려는 것이다. 이는 국민참여경선의

개방성 확대 효과가 얼마나 실현되었는지를 살펴보는데 유용한 방법이

다. 당내에 존재하는 활동적 당원이라고 할 수 있는 ‘당비납부 당원들’

정도의 규모에 대해서도 참여가 이뤄지지 못한다면 개방성 확대의 의미를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매 총선

공천시마다 각 정당의 참여 수준을 계산하여 비교하면서 국민참여경선

도입 후 참여의 수준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지금까지 본 연구의 분석틀에 대해 상세하게 논의해 보았다. 공천 개

방의 조건과 범위에 따라 참여의 수준과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본 연

구의 핵심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앞으로 위의 분석틀에 따라 논의를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 논의 과정을 통해, 그동안 한국 정당의 공천개방

론이 왜 의도한 효과를 낼 수 없었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실제 공천과정에 참여했던 당 내부 행위자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공천 개방의 조건과 범위에 따라 참여의 모습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드러내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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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한국의 정당개혁과 공천제도 개혁

제3장에서는 각 총선별 사례연구에 앞서 한국의 정당개혁 속에서 공천

제도가 변화해 가는 양상을 바라보는 이론적 관점으로 신제도주의의 한

분파인 역사적 제도주의(historical institutionalism)에 대해 논한다. 또한

다층적 수준의 정당기능론에 입각하여 한국 정당조직의 구조적 특성을

규명하고, 정당개혁의 방향이 공천제도에 가하게 되는 압력과 당내 행위

자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점진적 제도변형을 살펴본다. 이러한 과정에

대한 분석은 개방성을 확대한 한국 정당의 공천제도 개혁이 분권화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참여를 확대하지 못하는 메커니즘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제2장에서 제시한 분석틀이 어떤 메커니즘 속에서 결과물을 산출하는지에

대한 ‘과정 추적’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제3장의 내용이다. 한편, 한국

정당들의 공천을 역사적 관점에서 개관하고 이를 시기별로 구분해봄으로

써 제4장에서 제6장까지의 사례연구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에도 도움이

되도록 했다.

제 1 절 제도변화의 인식틀로서 ‘역사적 제도주의’

신제도주의는 역사적 제도주의,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사회학적 제도

주의의 세 분파로 나눠지는데(권형기 2014), 신제도주의의 모든 분파에

서 공통된 최근의 흐름은 ‘제도’ 그 자체에 대한 개념의 변화이다. 제도

를 단일체(monolithic entity)가 아니라 복수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

합체(complexs)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Scott 2001). 오렌과 스코우로

넥(Orren & Skowronek 1994)은 ‘시간성(timing)’이라는 개념을 추가한

다. 이는 제도를 둘러싼 구조와 행위자 간 제약과 상호작용을 역사적 맥

락에서 분석하기 위해 중요하다.



- 52 -

특히 신제도주의에서 제도변화를 바라보는 새로운 흐름은 ‘점진적이고

완만한’ 제도변화와 그것의 ‘내부적 원인’에 집중한다는 점이다. 그 중에

서 텔렌(Thelen 2004)은 점진적이고 완만한 변화가 근본적인 변화를 초

래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했다. 점진적인 변화가 지속적인 적응과정을

통해 제도의 연속성으로 이어지는데 반해, 급격한 변화는 제도의 불연속

성으로 이어진다는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즉,

실제로는 점진적인 변화가 완만한 제도변형(gradual institutional

transformations)을 초래하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제도의 불연속성을 낳

을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역사적 제도주의에서는 특히 권력관계의 불균형이 강조되는데, 조직

내의 권력 분포에 따라 제도적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따

르면 조직 내의 행위자들이 제도의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선택적으로 채

택하면서 전략적 상호작용을 통해 제도변화를 초래해 나가는 과정에 대

한 이해가 중요하다. 역사적 제도주의자들이 볼 때 제도는 이미 그 속성

상 내부적으로 변화에 대한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

면에서 제도의 모호성(ambiguity)이 핵심 개념으로 등장한다. 제도의 해

석과 적용을 두고 벌어지는 당내 세력 간의 투쟁에 따라 제도가 점진적

이면서도 완만한 변형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이다.

슈트렉과 텔렌(Streeck & Thelen 2005)은 이러한 제도 변화를 대체

(displacement), 제도겹침(layering), 표류(drift), 전환(conversion)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 설명하고 있다. 대체는 지배적인 제도의 모습이 상

황 변화 등에 따라 한계를 노정할 경우 기존에 억눌려 있던 요소들이 재

발견되고 활성화되면서 제도변화를 촉발하는 것을 말하며, 제도겹침은

기존 제도를 수정하는 한계적 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새로 도입된 제

도가 기존 제도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여 제도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바꾸

어 놓는 경우이며, 표류는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제도는 변화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고,

전환은 기존의 제도가 새로운 목적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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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적용에 있어서 자유재량의 여지

(제도의 내적 특성)

低 高

거부권행사의가능성

(정치적 환경의 특성)

强
제도겹침
(layering)

표류
(drift)

弱
대체

(displacement)
전환

(conversion)

특히 마호니와 텔렌(Mahoney & Thelen 2010)은 제도 변화의 이러한

네 가지 유형을 ‘정치적 환경의 특성’과 ‘제도의 내적 특성’이라는 두 가

지 차원에 따라 분류함으로써 제도 변화에 대한 분석과 예측을 용이하게

해준다. 여기서 정치적 환경의 특성은 ‘거부권 행사 가능성의 강약’, 제도

의 내적 특성은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자유재량의 여지’를 나타낸다. 이

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1> 제도 변화의 유형 분류

출처: Mahoney & Thelen (2010: 19)

제도 변화의 유형으로서 ‘대체’는 제도를 유지하려는 세력들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자유재량

의 여지가 많지 않을 때 나타난다. ‘제도겹침’은 거부권 행사의 가능성이

큰 상태에서 해석과 적용을 통한 자유재량의 여지도 많지 않을 때 나타

나는 유형이다. 한편 ‘표류’는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은데 해석과 적용

상 자유재량의 여지가 크다면 관찰될 수 있는 변화의 유형임을 알 수 있

다. 이에 비해 ‘전환’은 제도를 유지하려는 세력들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

도 낮고 제도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자유재량의 여지도 큰 경우에 나

타나는 변화 유형이다.

정당의 규정이나 제도, 특히 공천제도들이 모호성, 포괄성을 보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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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으로 가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치적 환경의 특성, 곧 ‘거부권 행사

가능성의 강약’이 제도 변화 유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런데 마호니와 텔렌은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살펴보는데, 첫째는 ‘강한 거부권 행사자(powerful veto player)’가 있는

지 여부, 둘째는 제도적인 거부권 행사 지점들이 얼마나 많은지

(numerous institutional veto points) 여부이다. 본 연구의 분석틀에 비춰

보자면 전자는 ‘수평적 분권화’, 후자는 ‘수직적 분권화’와 연결되는 것이

다. 즉, 당내의 비주류 계파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강한 거부권 행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당내의 주요 의사결정 권한이 시도당이나

지구당 등의 하위 당부에 얼마나 실질적으로 분산돼 있는지에 따라

‘거부권 행사 가능성의 강약’이 결정된다.

마호니와 텔렌(Mahoney & Thelen 2010)의 제도 변화 유형에 관한 분

석틀은 한국의 정당개혁과 공천제도 개혁을 설명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

가 된다. 2002년 국민참여경선 도입으로 급격한 방향전환을 이룬 한국

정당의 공천은 그 후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제도 변화 없이도 당시와는

너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양당 모두 총선 때마다 국민

경선을 이야기하지만,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그때그때 달랐다. 국민참여

경선 도입 이후의 이러한 제도 변형은 특히 2004년의 정당법 개정으로

인해 지구당이 폐지됨으로써 정당의 하부조직이 없어지는 등 분권화

수준이 낮아지는 환경에 기인한 바가 크다. 당권을 장악한 주류 계파의

패권적 권한행사는 비주류의 거부권 행사를 여의치 못하게 했고, 지역적

차원에서도 거부권 행사 지점들이 사라짐으로써 중앙당 소수에 의한 공

천규정의 자의적 적용, 즉 전환(conversion)이 가능했던 것이다.

국민참여경선(혹은 국민경선)은 제도적으로 한 번도 폐기되거나 거부

된 적이 없다. 2002년 이후 한국 양당은 줄곧 국민참여경선을 공천제도

로서 당헌당규에 명시하고 있으며, 적어도 그러한 공천 개방의 정신은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정신’만 남기고

실체는 사라진 것인지도 모른다. 역사적 제도주의에 따르면, 공천제도의

모호하고 포괄적인 특성 속에서 거부권 행사의 가능성마저 약한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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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인다면 그 제도는 여러 형태의 ‘전환(conversion)’을 거치며 점진적이

지만 근본적인 변형을 겪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02년 국민참여경선의 도입으로 개방성을 확대한

한국 정당의 공천이 더 많은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했던 이유를

역사적 제도주의가 제시해주는 이와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3장에서는 한국 정당조직의 구조적 특성을 먼저 논한

후 2000년대 초반의 정당개혁이 가하게 되는 새로운 압력이 기존의 특성

에 어떤 영향을 미치면서 공천제도의 점진적 변형을 허용하게 되는지 전

체적으로 개관해볼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한국 정당의 공천제도 개혁에

서 개방폭의 확대 뿐만 아니라 분권화가 왜 중요한 변수의 역할을 하는

지에 대한 공급자 측면의 답변이 될 수 있으며, 그 과정 추적에 앞선 예

비적 고찰의 성격도 띠게 될 것이다.

제 2 절 정당개혁과 조직의 변화

1. 다층적 수준의 정당기능론

먼저, 정당개혁에 대한 논의는 정당조직 모델과 연관돼 있다. 어떤 정

당모델을 선호하는지에 따라 정당개혁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

한 정당 모델 논의에서는 정당이 동일하고 균질한 하나의 단일체가 아니

라 다양한 행위자들이 경쟁하고 협력해 나가는 공간으로 이해된다는 특

징이 있다. 이처럼 정당 내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수행하는 기능을 다층

적으로 이해하려고 시도했던 대표적인 학자는 키(Key 1964)이다. 키는

정당의 기능을 다층적인 수준에서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 조직으로서의

정당(Party as Organization), 정부 속의 정당(Party in Government), 유

권자 속의 정당(Party in the Electorate)이 그것이다.

‘조직으로서의 정당’은 정당지도자를 발굴하고 당원을 교육, 훈련하며



- 56 -

이익표출과 이익집약을 위한 기능을 행한다. ‘정부 속의 정당’은 선출직

공직자들로 구성되며 정책 결정과 관련된 기능을 한다. ‘유권자 속의 정

당’은 지지자와 정당투표자들이 기대하거나 희망하는 정당의 모습으로

볼 수 있으며 정당일체감과 관련된 기능이 포함된다. 키의 분류는 주로

미국식 정당의 개념화와 친화성이 있으며, 유럽식 정당의 구조와 기능을

개념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메이어(Mair 1994)가 제시한 정당조직의

세 가지 측면을 함께 보아야 한다.

메이어는 정당 조직의 세 가지 측면을 중앙당(Party in central office),

지구당(Party on the ground), 원내정당(Party in public office)으로 구분

했다. 키의 분류에서 보자면 이것은 모두 ‘조직으로서의 정당’에 포함되

는 것들이다. 그런데 다층적 수준에서 정당의 기능을 논하는 이론적 연

구들에서 종종 키의 분류와 메이어의 분류가 서로 구별되지 않고 상호교

환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다. 조직으로서의 정당(Party as

Organization)은 중앙당(Party in central office)과 같은 개념으로, 정부

속의 정당(Party in Government)은 원내정당(Party in public office)으

로, 유권자 속의 정당(Party in the Electorate)은 지구당(Party on the

ground)으로 대체되거나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

은 정당조직 모델에 관한 논의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먼저, 슐레진저(Schlesinger 1984)는 “정당은 단지 투표자들의 마음 속

에 존재하는 것이라는 함의를 갖는 심리적 접근이 정당 이론에 매우 유

해하게 퍼져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유권자들은 선택자들로 봐야 하

며, 따라서 정당 바깥에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정당의 실재를 파악

하고자 한다면 정당투표자들을 제외해야 한다는 것으로, 투표자들은 정

당들 중에서 선택하는 사람들이지 정당의 구성요소가 아니라는 얘기다.

정당 이론은 정당 조직 이론이어야 하는데, ‘유권자 속의 정당(Party in

the Electorate)’은 정당 조직 속에 포함된 개념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다.

따라서 중앙당, 지구당, 원내정당의 역학관계에 따라 정당조직 모델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는 메이어의 논의가 한국 정당의 현실에 더 적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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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이론일 수 있다. 메이어는 중앙당을 어느 세력이 차지하느냐에 따

라 정당의 모습이 달라진다고 보았다. 지구당의 당원과 활동가들이 당의

대의기관(전당대회 등)을 구성하여 중앙당의 최고집행기관을 임명하고

원내정당의 의원들을 통제하는 위계적 조직구조가 전형적인 대중정당모

델이다. 이에 비해 중앙당에 전문가들의 배치가 늘어나고 원내정당의 구

성원들(의원들)이 중앙당의 최고집행기관을 장악하면서 원내의 자율성이

증대되면 선거전문가 정당, 카르텔정당 등으로의 변형이 발생한다. 다층

적 수준의 정당기능론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키와 메이어의 개념

을 하나의 틀 속에 나타내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3-2> 다층적 수준의 정당기능론 모형

출처 : Key(1964)와 Mair(1994)를 바탕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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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정당조직의 구조적 특성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전시켜 보면, 한국 정당의 형성과정

은 서구 정당들과는 다른 경로를 거쳤다. 먼저, 한국의 여당(자유당, 공

화당, 민정당)들은 뒤베르제(Duverger 1954)의 분류에 의하면 ‘의회 외부

로부터의 기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의회 외부가 노동조합, 교회 등

기존의 대중적 사회 조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 바깥의 정부 조직

이 정당을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서구와는 다른 것이다. 중앙정보부 등

의 정보기관에 의해 창설됨으로써 한국의 여당은 사실상 준국가기관으로

출발했고, 당원들은 관변단체나 말단 행정조직을 통해 대량으로 동원돼

온 비자발적 당원이 대부분이었다(서복경 2020). 정권이 ‘조직으로서의

정당’을 만들어 내고 창당 후 이 정당 조직은 ‘정부 속의 정당’의 통제를

받는 형식이 된 것이다. 조직 내부를 보면, 중앙당이 비대한 채로 원내정

당은 중앙당의 통제를 받는다. 중앙당은 지구당이나 당원들로부터 정통

성을 인정받아 권위를 형성한 것이 아니라 ‘정부 속의 정당(대통령 권력)’이

당 관료와 기간 조직을 통해 원내정당을 지휘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구성한 것이다. 지구당은 당원들이 중심이 된 조직이 아니라 중앙당에서

임명한 각급 중하위 관리책들이 당원과 유권자를 동원하기 위한 관리기구

였다(강창희 2009).

이에 비하면, 야당의 형성은 ‘의회 내의 기원’을 갖는다. 한국정치사에서

본격적으로 양당 질서를 구축하게 되는 통합야당인 민주당은 이승만의

사사오입 개헌에 반발한 반이승만 세력이 의회 내에 ‘호헌동지회’라는 교

섭단체를 구성하면서 만들어지게 되었다(심지연 2017). 명사들의 ‘사랑방

모임’ 성격이 짙은 간부정당의 양상으로 출발한 야당은 대통령후보 선출

혹은 당수 선출을 두고 당내 엘리트들 간 파벌 투쟁을 벌이면서 느슨한

연대를 이루고 있었다. 권위주의 독재정권 시절, ‘민주 대 반민주’의 대립

구도 속에서 야당의 당원이 된다는 것은 탄압을 감수해야 하는 힘든 선

택이었다. 외형적으로 야당의 당세는 여당에 비할 바가 되지 못했고, 풀

뿌리 하부 조직을 건설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었다. 중앙당은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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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마적 지도자의 정권획득을 위해 충성스러운 가신들이 구축한 사조직

의 성격이 강했고, 지구당도 위원장의 선거조직으로 운영되었다. 원내정

당은 지도자와 그의 파벌에 대해 강한 종속성을 띠고 있었다. 조직으로

서의 정당은 잘 발달하지 못했고, 사인화(personalization)15) 경향이 강하

게 나타났다.

파네비안코(Panebianco 1988)에 의하면, 카리스마적 정당(1인 지배 정당)

은 한 사람의 미션을 실현하기 위해 그에게 강하게 결합된 정당을 말한

다. 만약 그 정당에서 카리스마적 인물이 사라지게 되면 정당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당이 해체되거나 혹은 카리스마의 일상화(객관화)

로 가는 것이다. 두 번째 경로로 갈 때라야만 정당의 제도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정당들은 카리스마적 정당에서 객관화 된 제도적

정당으로의 변화를 원활하게 이뤄내지 못했다. 민주화 이후에도 카리스

마적 지도자가 이끄는 정당들은 지역주의라는 한층 더 강고한 보호막 아

래 풀뿌리 정당조직을 발전시킬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것이다(강원택

2018a). 정당들의 중앙집권화는 그대로 이어져 왔고, ‘제왕적 총재’는 공

천에 대한 전권을 행사했다.

따라서 한국의 여야 정당은 모두 ‘자발적 당원’의 부재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자발적 당원이 없는 상태의 지구당은 중앙당을 통해

원내정당을 컨트롤 할 역량이 없다. 원내정당들은 아래로부터의 풀뿌리

조직에게 견제와 감시를 받는 게 아니라 중앙당의 수장 및 파벌의 소수

지배자들로부터 통제를 받는다. 이처럼 한국 정당의 기원에서 뿌리를 둔

중앙집권화 된 조직문화는 오랜 시간 동안 고착되었고, 한국 정당의 구

조적 특성으로 자리잡았다.

15)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사인화(personalization)는 “정치과정에서 개인 행위자의 정
치적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반면, 정당과 같은 정치집단의 중요성은 감소하는 현
상”(Rahat & Kenig 2018)을 말하며, 인물 중심 정치, 카리스마적 정당 등이 이러
한 범주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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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내정당화와 공천 개방

‘조직으로서의 정당’ 내부에서 중앙당, 지구당, 원내정당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취약한 부문의 체질을 개선하고 서로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 정당개혁의

방향으로 채택된 원내정당화는 ‘생산성과 효율성’이라는 신자유주의적 경

제 논리를 앞세워 고비용 저효율로 지탄받던 지구당을 없애 버림으로써

정당조직의 한 축을 무너뜨렸다(모슬러 2013). 나아가 당정분리를 통해

‘정부 속의 정당’과 ‘조직으로서의 정당’을 단절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풀뿌리 정당 조직 폐지로 인해 비어 버린 공간은 ‘유권자 속의 정당’

을 강화함으로써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원내정당론자들은 생각했다

(정진민 2018). 따라서 지구당 폐지와 원내정당화는 정당 조직을 약화시

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폐쇄적으로 운영돼 온 정당을 외부에 개방함으

로써 지지 기반을 넓히고 네크워크를 확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채진

원 2015).

그러나 원내정당화는 중앙집권화의 심화라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만들

어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원내정당화를 통해 의원들의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정당이 더 분권화 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착시 현상에 불과하다. 정당의 업무는 일반 당무와 원내 업무가

비교적 명확히 구분돼 있다. 정당 개혁으로 당정 분리가 강화되면서 이

런 현상은 더 뚜렷해졌다. 그런데 일반 당무는 대부분 조직업무에 속하

고 원내 업무는 입법과 정책에 관련된 것이다. 공천은 일반 당무 즉, 당

의 조직업무에 속하는 대표적인 영역이다. 설령 의원들의 원내 업무 관

련 자율성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일반 당무, 특히 공천의 분권

화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공천에서 원내정당과 원외정당의 역할은 명확히 구분되기 때문에 원내

정당은 별다른 권한을 행사할 수 없지만 원외정당은 공천과정을 주도적

으로 이끌어 간다. 따라서 ‘중앙당-시도당-지구당’으로 이어지는 조직 계

선상의 당기구들이 중요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지구당 폐지는 조직 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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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하위 기구를 줄여 버림으로써 중앙으로의 역할 쏠림 현상을 낳았

다. 더구나 중앙당마저 더 축소함으로써 당의 조직 업무는 더 소수에게

집중되었다. 한국 정당의 기원에서부터 뿌리를 두고 있는 중앙집권화 된

조직문화는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당대표직을 없앤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

제가 아니다. 오히려 지구당을 강화함으로써 중앙당을 실질적으로 견제

하고 권한을 분산할 수 있는 조직주체를 만들어 내야 가능한 일이다. 그

런데 원내정당론자들은 그와는 반대로 지구당을 없애고 중앙당을 축소함

으로써 일반 당무를 비롯한 조직 업무를 중앙의 소수에게 더 집중시키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여기서 중앙당의 구성은 원래 의결기관, 집행기관, 사법기관(윤리심사기

구)의 3권이 분립되어 균형을 이룬 형태가 되어야 하지만, 한국의 정당들

은 제도화 수준이 낮아 사실상 집행기관만 활성화 돼 있을 뿐이다. 따라

서 중앙당은 ‘당대표-최고위원회-사무처’의 계서화 된 집행기관을 일컫

는 것이며, 이것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중앙당 당무집행의 상시적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최고위원회’이다. 그런데 정당의 역할 중에 국가와 시민

사회를 연계해주는 기능이 약화되고 선거정당화 할수록 공천 업무는 더

중요해진다. 한국 정당들은 공천을 비롯한 일반 당무를 원내정당이 아닌

‘중앙당-시도당-지구당’ 체제의 원외정당에서 관장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체제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지구당 폐지와 중앙당 규모의 축소는

오히려 의사결정과정(공천과정)에 관여하는 비토 포인트(veto points)를

줄여 분권화 수준을 낮출 뿐이다. 따라서 당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공천

이 중앙당의 당대표와 최고위원회로 더 집중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다.

원내정당론자들은 당에 대한 조직적 이해를 결여한 채 정당개혁을 추

진함으로써 당초 자신들의 의도와는 상반된 결과를 초래했다. 국민참여

경선의 도입은 단지 일반 유권자를 정당의 경선에 참여시킬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닐 뿐 구체적인 경선의 양태를 확정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의 우군이 될 수 있는 지구당 등

하부 당조직은 없애 버리고 공천 관련 결정이 중앙당에 집중되도록 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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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개혁파들은 컷오프나 자의적 공천심사, 여론조사 등 더 불안정한

공천제도로의 변형이 가능하게 만들고 말았다. 2004년 정당개혁 전에는

지구당이 공적 기구로 존재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위원장의 사조직 역할을

했다면, 정당개혁 이후에는 공식 기구의 지위조차도 부여받지 못한 채

사실상의 사조직으로 더 형해화 된 것이다.

원내정당화로 인한 정당조직 특성의 변화 결과, 수직적 책임성

(accountability)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약화되었다는 박경미

(2006a)의 지적은 이러한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민주화 이후 추진된

정당개혁은 의사결정구조의 수직적 흐름을 끊는 각종 조치로 진행되어

왔고, 특히 원내정당화는 ‘당원-중간간부-지도부’에 이르는 수직적 책임

성을 약화시키는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이로써 공천 과정의 각종 결정사

항들은 중앙당 지도부의 권한으로 남겨지면서 그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원내정당화로의 정당개혁은 공천에 있어서는

‘개방론’으로 이어졌는데, 공천주체에 대한 개방의 움직임과는 반대로 분

권화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데는 이러한 배경이 자리잡고 있다.

더구나 한국의 중앙당은 사인화 된 조직체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권

력집중의 문제가 더 커진다. 서구 대중정당에서 중앙집권화와 관료화는

정당 제도화의 지표로 인식되는데 반해 한국정당의 사인화 된 특성은 중

앙집권성을 오히려 그 반대의 의미로 해석하도록 만든다. 조직과 제도에

기반한 중앙집권성이 아니라 대통령이나 유력 대권 후보를 중심으로 파

벌화 된 패권적 집권성은 중앙권력 내의 수평적 분권화도 거의 허용치

않기 때문이다. 공천과정에서 이는 ‘공천위원회’ 장악을 통한 계파 이해

관계의 관철로 나타난다. 따라서 중앙당 공천위원회 중심의 각종 의사

결정 체제는 당내 세력 간 권력 분포 변화에 따른 공천제도의 전환

(conversion)을 더 용이하게 만드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

지구당을 폐지하는 형태의 정당개혁이 없었다면 한국 정당들은 제각기

당의 조직역량에 맞는 공천제도를 발전시키며 분화돼 나갔을 지도 모른

다. 그러나 정당 공천을 외부에 개방하면서도 당의 공식적인 하부조직을

금지하는 특이한 형태의 정치적 환경이 부과되면서 정당들의 선택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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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현장에서의 대면접촉이 제한되고 경선에서의 자발

적 참여는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온라인 상의

출구를 모색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따라서 현장 경선은 점점

더 전화를 이용한 여론조사로 전환되고, 국민의 참여는 자발성에 기초

하기보다 통계적 대표성 확보를 위해 취합되는 수동적 성격을 띠게 되

었다.

다음 절들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대상 시기인 2000년대 총선 이전까지

나타난 한국 정당들의 공천제도 변화를 전반적으로 개관하고, 2000년대

이후의 공천에 대해서는 시기 구분을 통해 본 연구의 사례분석과 서술에

대한 체계성을 높이고자 한다.

제 3 절 2000년대 이전 공천제도의 변화

대통령 후보 공천에서 야당은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경선을 실시해왔

다. 경선은 당 대의원을 대상으로 이뤄졌고, 결선 투표 과정에서 승부가

뒤바뀌기도 하는 등 역동적인 모습이 연출되었다.16) 그러나 국회의원 후

보 공천의 경우 2000년대 이전까지 경선이 실시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여야 모두 당 총재 1인과 그 측근 그룹에 의해 공천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중앙집권화 된 사인화(centralized personalization) 공천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Rahat & Kenig 2018).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공화국 시기의 자유당, 민국당, 민주당

16) 야당의 대선 후보 경선은 민주당의 1956년 경선(신익희, 장면)과 1960년 경선(조
병옥, 장면), 신민당의 1971년 경선(김영삼, 김대중, 이철승)이 잘 알려져 있다. 그
러나 민주화 이후의 야당 경선은 민주당에서 92년(김대중, 이기택)과 국민회의에
서 97년(김대중, 정대철)에 대의원을 대상으로 치러졌으나 별로 주목을 받지 못
했고, 여당 사상 최초로 치러진 민자당의 92년 경선(김영삼, 이종찬) 또한 온전하
게 진행되지 못했다. 다만 YS의 퇴장을 앞둔 97년 신한국당의 대선 경선(이회창,
이인제 등)은 소위 ‘9룡’이 각축을 벌이면서 주목도가 높았다. 2000년 이전의 대
선 후보 경선은 여야 정당 모두 당 대의원을 대상으로 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박경미 20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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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당헌에 공식적으로 공천에 관한 규정이 나타나 있지 않다. 다만, 자

유당의 경우 최초의 정당공천제가 시행된 54년 총선에서 점수제를 도입

하여 공천을 민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당 총재인 이승만의

재가를 받는 과정에서 최고득점자가 낙천하는 등 결국은 하향식으로 공

천이 이뤄졌다는 연구가 있다(김용호 2003a).

제3공화국에서는 정당의 당헌에도 공천 관련 규정이 반영되는데, 정당

법의 제정과 함께 정당의 당헌이 갖는 의미가 좀 더 중요해졌기 때문에

공천과정도 공식적인 당의 규칙 수준에서 명시된 것으로 보인다. 먼저,

공화당 당헌에서는 “국회의원 지역구, 각급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의 후보자 당 추천은 당해구 당위원회 및 시․도지부 당무협의회의 심의

와 선거대책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무회의가 결정한다”고 돼 있었다.17)

명목상으로는 지구당과 시․도당, 중앙당(선거대책위원회)이 고루 관여한

후 권한있는 당기구(당무회의18))가 결정권을 가지도록 돼 있는 구조이

다. 그러나 공화당의 당무회의는 사실상 당총재인 박정희의 지배하에 놓

여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승만의 자유당처럼 공화당의 공천도 총재의

의지를 그대로 구현하는데 불과한 것이었다.

3공화국의 야당에서도 이와 유사한 규정이 발견된다. “국회의원 후보

자의 공천은 당해 지구당부의 의견을 참작하고 선거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무위원회에서 결정한다”(민주당 당헌 제42조),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은 당해 지구당부 및 시․도지부의 의견을 감안하여 당무회의에서

이를 결정한다”(민정당 당헌 제66조), “국회의원 후보자의 공천은 중앙선

거대책위원회의 내신에 의하여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와

지도위원회의 합동회의에서 이를 결정한다”(민중당 당헌 제47조) 등이

그러한 규정들이다. 제3공화국 여야 정당들의 공천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실제 행태에 있어서는 총재 1인의 의중에 따라서 공천이 행해졌지만

당헌상으로는 아직 그러한 규정이 노골적으로 표출되지 않고 민주적

17) 민주공화당(1963) 당헌 제48조.
18) 민주공화당의 당무회의 구성 멤버는 15인 이내이며 당의장, 중앙위원회의장, 정
책위원회의장, 사무총장, 의원총회총무, 당소속 국회부의장, 당소속 무임소국무위
원, 당총재가 지명한 자 약간인 등이다. 당무회의는 당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
의․의결하는 사실상 당의 최고 집행기관의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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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양을 갖추고자 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유신시대로 접어들면서 총재 중심의 비민주적인 1인 공천 시스

템은 극대화 된다. 당헌상으로도 이러한 독재 체제가 그대로 정당화되기

에 이르렀다. 우선, 공화당은 당헌 제48조를 “국회의원 후보자의 당추천

은 당해 지구당위원회의 건의와 당무회의에서의 심의를 거쳐 당총재가

결정”하는 것으로 수정했다.19) 이로써 총재의 공천권이 명문화 되었다.

지구당과 당무회의는 공천과 관련해 단지 ‘건의’와 ‘심의’만 할 수 있을

뿐, 실질적인 권한은 총재 1인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공천에 관한 총재의 절대적 권한은 5공화국 이후의 여당에게도 당헌을

통해 그대로 계승되고 있다. 전두환의 민정당은 “지역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의 추천은 지구당의 의견을 들어 중앙집행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재가 결정한다”는 규정을 두었다.20) 지구당 등 하급당부의 권한은 단

지 의견 제시 정도에 그치며, 공천에 관한 최종 결정권은 총재에게 그대

로 남아 있게 된 것이다. 87년 민주화 이후에도 민정당의 공천은 달라지

지 않았다. 다만, 3당 합당 이후 민자당에서는 “지역선거구 및 전국선거

구 국회의원 후보자의 추천은 당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총재가 최고위원

들과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규정으로 변하게 되는데,21) 이는 합당 이후

각 당의 지분을 보장하기 위해 최고위원들과의 협의 조항을 삽입한 정도

의 변화였다.

이 시기에 야당도 나름대로의 공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유신 시절의

신민당에서는 “국회의원 후보자의 공천은 특별히 구성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무회의가 이를 결정한다”는 규정이 발견된다.22) 야당의

공천심사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점은 기존의 당무집행기구 산하에 공천을

전담하는 특별기구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2000년대 이후의 총선에서 거

의 모든 정당이 구성하고 있는 ‘공심위’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구의 원

형이 바로 이 시기 야당에서 출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유신 시절에 야

19) 민주공화당(1974) 당헌 제48조.
20) 민주정의당(1983) 당헌 제72조 ①항.
21) 민주자유당(1990) 당헌 제69조.
22) 신민당(1979) 당헌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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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은 특히 파벌 간의 대립과 갈등이 심했는데, 이를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당권파가 장악한 당무집행기구 이외에 일정 정도 독립성을 띠

는 것처럼 보이는 특별 공천기구에 심사 기능을 맡길 필요가 있었던 것

이다. 5공 시절 야당인 민한당에서도 “국회의원 후보자의 공천은 특별히

구성하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당무회의가 이를 결정한다”라는 유

사한 규정이 발견된다.23)

87년 민주화 이후에도 야당의 공천규정은 단절적이기 보다는 지속성을

드러낸다. 민주당의 91년 당헌을 보면, “국회의원 후보자 및 서울특별시

장, 직할시장, 도지사 후보자는 당무위원회와 최고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

표취고위원이 추천한다. 다만, 당무위원회는 후보심사특별위원회를 설치

하여 이를 위임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24) 이는 당 지도자의 공천권을

더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민주화의 흐름이 국회의원 공천에까

지 파급되지는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당무위원회 산하에 특별 공천기

구를 설치함으로써 독립성 보장의 모양새를 띠게 하려는 것도 이전 시기

와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여야 정당에서 공히 보이는 당 지도자에 의한 중앙집권화 된 공천 모

습은 독재정치의 유산과 3김 정치의 지속 때문이다. 군부독재는 87년 민

주화와 함께 막을 내렸지만 야권의 분열은 사실상 군정의 연장을 가져왔

고, 87년 대선부터 첨예화된 지역주의적 대립은 3김을 지역의 맹주로 군

림하게 함으로써 권위주의적 정당 문화를 더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

했다. 따라서 당내 정치는 여전히 총재 1인의 사당화 현상을 그대로 노

정했고, 국회의원 공천은 당총재의 지배권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

으로 남게 된 것이다. 그 결과 민주화 이후에도 오랫동안 한국 정당의

공천은 사실상 유신시대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

다.

당 지도부 선출이나 대통령 후보 선출 이외에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당내경선이 처음으로 규정된 것은 1995년 민자당 당헌에서였다.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의 추천은 지구당 선거인단이 선출한 후보대상자를 당무

23) 민주한국당(1981) 당헌 제41조.
24) 민주당(1991) 당헌 제66조 ④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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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표의 제청으로 총재가 결정한다. 다만, 지구당 선

거인단에 의한 후보대상자 선출이 불가능한 경우 당무회의의 심의로 갈

음한다”는 규정이 바로 그것이다.25) 민자당은 95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지사 후보 등에 대한 경선을 실시한 바 있는데, 당시에 당헌 개정을 통

해 이러한 규정이 추가된 것이다. 하지만, 광역단체장 후보자에 대한 경

선 실시에 비해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경선은 실무적인 어려움이 많았

다. 지구당이라는 작은 단위의 지역에서 선거인단을 꾸려 경선을 실시하

는 것은 여러 가지 분란 요소를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

조항의 단서에는 ‘지구당 선거인단에 의한 후보대상자 선출이 불가능한

경우 당무회의의 심의로 갈음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한 것이고, 실제로 96년

총선에서도 당내경선은 실시되지 못했다.

야당인 민주당과 새정치국민회의에서는 당헌에 경선과 관련한 규정이

포함되지도 못했다. 같은 시기인 95년 민주당 당헌에는 “국회의원 후보

자는 당무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쳐 총재가 추천한다”라고만 돼 있고,

“당무위원회는 제7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회의원후보자 추천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결로써 ‘국회의원후보자심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기간을 정하여 심사를 위임할 수 있다”는 정도의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

다.26) 97년의 새정치국민회의 당헌에서도 ‘공직후보자심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에 대해 심사, 의결한다는 조항만 있

다.27) 일종의 특별 공천기구를 설치하여 공천심사를 진행하고 이것을 총

재가 최종 추천한다는 것인데, 이런 틀은 기존의 공천과정과 별로 다르

지 않다. DJ가 아직 대권도전에 성공하지 못한 야당으로서는 형식적인

당내경선 규정마저 당헌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중앙집권적인 사인화 공천

이 그대로 잔존하고 있었던 것이다.

95년에 잠시 당내경선의 가능성을 내비쳤던 민자당은 YS의 친정체제인

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꾸면서 국회의원 공천 또한 기존의 패턴으로 돌

아갔다. 96년의 신한국당 당헌은 “국회의원 후보자의 추천은 당무회의의

25) 민주자유당(1995) 당헌 제70조.
26) 민주당(1995) 당헌 제73조의2 ①항 및 제73조의6 ①항.
27) 새정치국민회의(1997) 당헌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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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를 거쳐 대표위원의 제청으로 총재가 결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오

히려 총재의 결정권을 명확히 했다.28) 총재의 절대적인 공천권한이 96년

총선에서 신한국당의 ‘개혁공천’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했지

만, 이로 인해 제도로서의 정당공천은 제 자리를 찾기 힘들었다. 이러한

흐름은 정권교체 후 야당이 된 한나라당의 공천 규정에서도 그대로 승계

되었다. 대선 패배로 인해 야당으로 전락하긴 했지만, 이회창 총재는 당

에 대한 장악력을 잃지 않았으며 차기 대선을 위해 공천권 행사가 더 절

실했기 때문이다. 98년과 2000년의 한나라당 당헌은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해 “당무회의 심의와 총재단 회의의 협의를 거쳐 총재가 결정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소위 ‘제왕적 총재’의 권한을 공식화 하고 있다.29) 다만,

2000년 개정된 당헌에서는 한나라당도 기존 야당들이 주로 운영해왔던

특별 공천기구로서 ‘국회의원공천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항을 삽

입했고, 이 특위에 약간인의 외부인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처음

으로 도입했다.

한편, 집권에 성공한 DJ는 당명을 새천년민주당으로 바꾸면서 드디어

국회의원 공천에 대한 경선규정을 당헌에 삽입하게 된다. 2000년 새천년

민주당의 당헌은 “국회의원 후보자는 지구당 대의원대회에서 비밀투표로

선출하여 제청한 2인 이하의 추천후보자 중에서 총재가 당무위원회의 심

사와 의결을 거쳐 추천한다”고 규정한 것이다.30) 새천년의 시작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개혁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으로 정당민주화를 받아들

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조항에 대해서도 당헌 부칙에 “제10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6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후보자는 총재가 당무위원

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추천한다”는 경과조치를 둠으로써 총재의 공천

권 행사는 2000년 총선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김영삼과

김대중의 집권 기간 동안 규정으로서만 존재하던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

한 당내경선은 끝내 한 번도 시행되지 못했던 것이다.

28) 신한국당(1996) 당헌 제70조 ①항.
29) 한나라당(1998) 당헌 제75조 ①항 및 한나라당(2000) 당헌 제75조 ①항.
30) 새천년민주당(2000) 당헌 제100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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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2000년대 이후 공천제도 변화의 시기 구분

따라서 2002년에 도입된 국민참여경선은 한국정당의 공천사에서 그동안

찾아볼 수 없던 급격한 변화였다. 특히 대의원 경선조차 없었고 언제나

총재 1인의 결정권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던 국회의원 공천에 당원도

아닌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한 2004년의 공천제도 개혁은

그간 한국정당들이 걸어온 기존의 역사적 경로를 이탈했다고 평가할 만한

것이었다. 국회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이 처음으로 실시된 1954년 이후

반세기 동안 국회의원 후보자는 당 총재라는 ‘1인의 지도자’에 의해 사실

상 결정돼 왔기 때문이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2000년 총선에서 2004년 총선으로 이행해 가는

이와 같은 시기를 ‘공천제도의 단절적 변화’로 포착한다. 이는 역사적 제

도주의에서 제도 변화를 바라보는 초기의 전통적 시각을 수용한 것이다.

크래스너(Krasner 1984)는 제도의 모습이 결정적,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중대한 전환점(critical junctures)이 도래하고, 이때 형성된 제도에 의해

역사적 발전과정이 새로운 경로를 밟게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이

러한 전환점을 통과하게 되면 제도가 새로운 틀 속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해 간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단절된 균형(punctuated

equilibrium)’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이론적 관점에서는 중대한 전환점을 통해 근본적 제도 변화

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전쟁이나 공황 등 외부적 충격이 강조된다. 역사

적인 경로 의존성(path dependence)을 깨고 경로를 이탈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강한 외부적 충격뿐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97년에 환란이 강타한

한국사회도 강한 충격 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의 각 부문이 타격을 입었

다. 사회 전반에 불어 닥친 신자유주의 개혁의 흐름, 정치 부패에 대한

혐오, 시민사회의 공천 개방 압력 등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결국 정당 공

천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이 시기를 공천제도의 발전경로 상에서 중대한

전환점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 논문에서는 변화에 좀 더

초점을 맞춘 동태적 설명을 위해 초기의 역사적 제도주의자들이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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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절된 균형’을 변용한 ‘단절적 변화’라는 용어로 이 시기를 규정하려 한

다.

또한 ‘단절된 균형’ 모형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중대한 전환점’ 이후

에는 비교적 안정된 상태의 새로운 균형이 유지된다는 관점에도 수정을

가했다. 이는 제도의 내적 모순과 갈등, 그리고 행위자들의 전략적 선택

이 점진적인 제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역사적 제도주의의 최근 이

론을 받아들인 것이다(Streeck & Thelen 2005). 즉, 제도 변화는 외적

요인뿐만 아니라 내적 요인에 의해서도, 그리고 중대한 전환점이라는 혁

명적인 시기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시기에도 발생할 수 있

다고 본다. 이와 같은 관점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2008년 총선과 2012년

총선의 시기를 한국 정당의 공천제도에서 ‘점진적 변형’이 발생한 시기로

규정한다. 앞선 시기에 있었던 ‘급격한’ 변화와는 대비된다는 면에서

‘점진적(incremental)’이라는 성격 부여가 가능하고, 또한 이러한 흐름이

결국 제도의 ‘완만한 변형(gradual transformation)’으로 이어질 수 있다

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변형’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럴 경우, 두 시기는 각각 ‘단절적 변화’와 ‘점진적 변형’으로 대비된

다. 앞선 시기에서 ‘국민참여경선’으로의 급격한 방향전환이 이뤄졌지만,

2008년 총선부터 2012년 총선까지는 ‘국민참여경선’이 전화여론조사경선,

모바일경선, 현장경선, 심지어 심사용 여론조사에 의한 공심위 결정에 이

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점진적 변형을 겪었다. 이는 2004년의 정당법

개정 후 분권화 수준이 떨어지면서 당권을 장악한 주류 계파들이 공천규

정의 모호성과 자유재량의 여지를 활용해 제도를 새롭게 해석, 적용해온

데 따른 것이다. 마호니와 텔렌(Mahoney & Thelen 2010)이 말한 제도

변화 유형 중 전환(conversion)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민참여경선의 ‘점

진적 변형’ 과정은 내생적 요인의 작용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2016년 총선과 2020년 총선은 ‘공천제도 변형의 제도화 시기’

로 규정했다. 2015년 말에 양당이 당내 경선에서 휴대전화 안심번호 활

용이 가능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함으로써 앞 시기에 진행돼온 점진적

변형을 제도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화는 강한 규율의 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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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와는 다른 성격의 것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2002년의

국민참여경선 도입 이후 줄곧 논의돼 온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를 구현

하여 정당의 공천 방식을 강제한 것이 아니라 정당이 필요로 할 때 당내

경선에서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정도에 그친 것이다. 일종의 낮은 수준의 제도화 혹은 연성 법제화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화가 갖는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다. 국민참여경선

도입 이후 그동안 불안정하게 변형돼 온 양당의 공천방식이 자연스럽게

수렴되면서 패턴화 하는 효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패턴은 국민참여경선을 도입할 당시에 목표했던 개방과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진화가 아니라 공천제도 개혁 이전의 구체제를 닮아 간다는

데 더 큰 딜레마가 있다. 결국 국민참여경선이 완만하지만 점진적인 변

형 과정을 거쳐, 이제는 2002년에 새롭게 접어들었던 경로를 다시 이탈

하여 불연속적 변화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도

가능해진다(Streeck & Thelen 2005). 2002년 혹은 2004년에 내세웠던 국

민참여경선과 지금 양당이 보여주고 있는 공천의 모습은 이미 너무 달라

져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본 논문의 연구대상이 되는 총선들을 세 가지 시기로 구분하여

분석을 시도하는 것은 리버만(Lieberman 2001)이 제시한 ‘시기화

(periodization)’ 전략에 따른 것이다. 리버만은 정태적인 비교연구가 역사

적인 동태적 비교분석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연대기적 역사서술들을

분석적으로 유용한 각각의 시기들로 해체 및 재구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단순히 이야기하기(story telling)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시간

의 흐름에 따른 제도와 행위자의 동태적 관계를 보다 분명히 드러내주기

위해 ‘시기화(periodization)’ 전략을 도출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절에서

상술한 2000년대 이후 공천제도 변화에 대한 시기 구분을 간략히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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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2000년대 이후 공천제도 변화의 시기 구분

본 연구의 목적은 개방폭을 대폭 높였던 공천이 향후 어떤 변화를 거

치면서 개방폭에 비해 확연히 떨어지는 참여 수준에 머물게 되었는지를

밝히는데 있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맞게 본 논문은 2000년대 이후의

총선 공천을 <그림 3-3>과 같이 세 가지 시기로 구분하여 사례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그에 앞서, 지금까지 상술한 각 시기별 특성에 따라 참여

수준이 어떻게 변화할 지를 예상해볼 수 있다. 먼저, 공천제도가 ‘단절적

변화’를 겪는 시기에는 개방폭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참여수준이 당연히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후 ‘점진적 변형’의 시기에는 참여의 수준

이 일정하게 유지되거나 지속적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결국 그러한 ‘변형이 제도화 되는 시기’에 이르러

서는 참여 수준 또한 일정한 패턴을 찾게 될 것이다. 그러한 일정한 패

턴이 높은 참여 수준으로 나타날지, 낮은 수준으로 귀결될 지는 제도적

맥락과 행위자들의 전략적 선택이 상호작용 하는 가운데 드러난다. 본

연구에서는 그 과정의 핵심적인 결정요소를 ‘분권화’로 상정한다.

따라서 공천제도의 변화 과정에서 본 연구의 분석 초점은 개방과 참여

의 관계이며, 그것을 조건짓는 분권화가 주요하게 논의될 것이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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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석에는 역사적 제도주의 시각이 유용하며, 특히 본 장의 제1절에

서 살펴본 마호니와 텔렌(Mahoney & Thelen 2010)의 제도 변화에 관한

유형 분류가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 앞으로 각 총선 시기를 다루는

장들에서는 먼저 각 시기의 특성에 대해 개괄한 후 정당별로 당내 권력

분포와 공천기구 구성을 살펴보고, 공천심사 과정의 분권화 정도 및

개방과 참여의 실제 사례들을 분석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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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공천제도의 ‘단절적 변화’ 시기

제 1 절 시기적 특성

2000년 총선에서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공천은 중앙집권적이고 폐쇄적

이었다. 양당은 총재 중심의 단일지도체제 속에서 대권, 당권, 공천권을

모두 주류 계파가 장악하여 수평적 분권화 수준이 낮았으며, 전체적으로

모든 공천과정이 중앙당에 의해 주도됨으로써 지역적 차원의 분권화와

사회적 차원의 분권화 역시 이뤄지지 못했다.

한국 정당과 서구 대중정당과의 차이점은 공천제도에서 잘 드러난다.

대중정당들이 중앙집권적 경향을 보이더라도 그것은 정당이라는 조직적

토대에 바탕을 둔 집중화이다. 아래로부터 조직의 의사를 결집한 후 대

의기관의 조직적 통제 속에서 정당의 중요한 정책결정이 내려지고 공직

후보자가 선정되는 것이다. 일종의 정당중심성이라는 원칙이 견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정당에서는 그러한 과정의 중심에 인물이

놓여 있다. 대통령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당내 지도자들 간의 경쟁이 당

조직보다 우위에 서고, 결국 당권을 차지한 주류계파가 당조직을 형해화

시키면서 지도자와 소속 계파의 이해관계를 관철해 나가는 것이다.

민주화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한국 정당이 국회의원 후보자를 당

헌당규에 규정해 놓은 대의원 경선으로 선출하지 못한 근본 이유는 우리

정당들의 이러한 사인화 된 성격 때문이었다. 대의원들이 당원의 의사를

대의하는 것이 아니라 추종하는 지도자의 의사를 정당화 시켜주는 도구

에 지나지 않는다면 조직으로서의 정당은 아직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2000년 총선에서 한국 정당들은 당 엘리트들로 구성된 소규모

특별위원회(공천심사특위)를 통해 당 지도자 1인에게 쏠린 무게중심을

옮겨 보려 했으나 결과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정당을 떠받치고

있는 주체가 없는 상황에서 지도자와 엘리트 수준에서 시도되는 얕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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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수평적 정권교체를 통해 여야가 바뀌었지만 공천 행태는 변하지

않았다. ‘정부 속의 정당’(대통령 권력)이 중앙당을 통해 지구당을 통제하

는 상태에서 분권화 수준은 낮았고, 공식적인 공천 절차와 비공식적 현

실은 괴리된 모습을 보였다. 총재와 소수 측근이 사전 협의하여 대체적

인 공천 윤곽을 그린 후 공심위와 여론조사 등을 통한 정지작업이 끝나

면 총재가 최종 결정하는 시스템은 여야가 비슷했다. 3김이 퇴장한 한나

라당에서도 ‘유사 3김’식 제왕적 리더십이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마

찬가지였다. 개방의 전제조건인 분권화도 이뤄지지 못했고 개방의 수준

도 너무 낮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천과정에서의 참여는 눈에 보이지 않

는 상태였다.

중앙에 집중된 소수에 의한 폐쇄적인 정당 공천은 결국 외부 시민세력

의 저항과 적극적인 개혁 요구로 이어졌다. 당 밖의 시민사회가 당내 문

제인 공천에 대해 직접적인 압력을 가하고 행동에 나선 것이 총선시민연

대의 낙천․낙선 운동이다31) 시민들의 가장 핵심적인 요구는 정당 공천

의 폐쇄성에 대한 지적이었다. 정당공천의 대명사처럼 인식되던 ‘밀실공천’

을 끝내고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총재 1인에게 집중된 당권과 공천권은 시민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변화를 불러오기에는 힘든 조건이었고, 2000년 총선은 과거로부터의 지

속성이 지배하는 가운데 변화를 향한 단초가 열리는 정도의 과도기적 성

격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보수세력의 90년 3당 합당 후 소수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적 한

계 속에 재야나 시민세력의 영입을 통해 당세의 불리함을 극복할 수밖에

없었던 민주당에게 시민사회의 정당개혁 요구는 기존의 전통적인 정당

간 균열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였다. 따라서 정당이라는 틀을 넘어

서는 개혁조치로서 공천에 대한 외부 개방은 정권 재창출 실패의 위기에

31) 2000년 1월 12일 400여개의 시민단체들이 ‘2000년 총선시민연대’를 만들어 공직
선거법 제87조의 개정을 요구하고 낙천 및 낙선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시작
하였다. 이들이 발표한 낙천대상자는 총73명으로 한나라당이 34명, 민주당이 18명,
자민련이 16명, 무소속은 5명이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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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린 민주당이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 수단으로 기능했다. 이로 인해 대

의원, 당원 등 당내의 주체들을 몇 단계 건너뛰는 급격한 전환이 다음

대선에서 가능하게 된 것이다. 정당 내부의 실질적 제도 개혁은 회피한

채 외부의 충격을 받아 안는 형태로 진행된 한국 정당들의 ‘국민참여형’

공천 전략은 2000년 총선을 지나면서 분명한 모습을 드러냈다.

따라서 2004년 총선은 그 이전 총선들과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였

다. 당 총재에 의한 독점적, 폐쇄적 공천이 당 외부의 일반국민에게 개방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2004년 총선이 2002년 민주당의 국민참여경선과

노무현 돌풍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였고, 정치개혁을 내

걸며 창당된 열린우리당이 여당으로서 그러한 개혁 흐름을 주도했던 데

원인이 있다.

하지만 상향식 공천의 도입이 2002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처음

이뤄진 것은 아니다. 지방선거 수준이긴 하지만, 민주당의 서울 도봉을

지구당(위원장 설훈)은 2000년 5월에 이미 서울시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를 전 당원의 직접 투표로 선출한 바 있고, 한나라당 가평․양평 지구당

(위원장 정병국)은 2002년 2월에 가평군수와 양평군수 후보자를 역시 전

당원의 직접 투표로 선출했다.32) 두 경우 모두 “정당의 주인인 당원에게

후보 선출권을 보장함으로써 정치개혁과 당내 민주화를 확대”하겠다는

도입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33)

그러나 앞선 두 가지 실험과는 달리 2002년의 대선 후보 경선은 ‘국민

참여’라는 새로운 실험으로 치러졌고, 이후 이러한 공천 방식은 한국 정

당들의 보편적인 공천개혁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는 1995년 민자당의

당헌당규나 2000년의 새천년민주당 당헌당규에서 등장한 대의원 경선도

32) 민주당 서울 도봉을 지구당은 당내 경선의 전 과정을 『5.15 예비선거 보고서:
민주당 도봉을 지구당 상향식 공천 평가 및 개선방향』이라는 형태의 백서로 남
겨놓았고, 한나라당 가평․양평 지구당 역시 이 과정을 『한나라당 가평․양평
지구당 ‘6․13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대회’ 백서』로 기록해 두고 있어서 당시 상
황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33) 새천년민주당 서울 도봉을지구당(2000)『5.15 예비선거 보고서: 민주당 도봉을
지구당 상향식 공천 평가 및 개선방향』6쪽 및 한나라당 가평군․양평군지구당
(2002)『한나라당 가평․양평 지구당 ‘6․13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대회’ 백서』
18-19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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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고, 도봉을과 가평․양평 지구당에서 실시한 전당원투표의 개방성

수준도 뛰어넘는 급격한 전환이었다.

따라서 2004년 총선은 여러 측면에서 전환적 의미를 갖는다. 1987년

대선과 1988년 총선이 민주화 이후 한국 선거의 특징을 결정짓는 ‘정초

선거’의 역할을 했다면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은 정당정치와 공천의

영역에서 새로운 전환과 함께 향후 경로를 결정짓는 분기점이 되었다.

총재 1인이 주도하던 공천에서 유권자들이 참여하여 후보를 결정짓는 상

향식 경선으로 전환되었고, 정당의 풀뿌리 하부조직인 지구당이 폐지되

면서 원내정당으로의 개혁이 자리를 잡았다. 외부에 대한 개방을 늘려가

면서 정당의 안과 밖은 점점 더 경계가 흐릿해졌다.

이러한 변화에는 외생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사회 전반에 불어 닥친

신자유주의 개혁의 흐름, 정치 부패에 대한 혐오, 시민사회의 공천 개방

압력, 여당의 정권재창출 실패 위기 등이 작용하여 정당 공천의 문이 열

렸고,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 사건 이후 확산된 촛불집회

와 2004년 탄핵 역풍이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대대적인 저항과 참여의

메시지를 이끌어 내면서 참여민주주의의 열기 속에 정당개혁 움직임이

거스르기 힘든 물결로 밀려온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외부적 충격에 의해

중대한 전환점(critical juncture)이 형성된 이 시기를 공천제도에 있어서

‘단절적 변화’의 시기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의 구체적인 모습

을 정당들의 당내 권력분포와 공천기구 구성, 공천심사 과정과 분권화,

개방과 참여라는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자.

제 2 절 당내 권력분포와 공천기구 구성

1.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

2000년 총선 당시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의 권력구조는 총재 중심의 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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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체제였다. 총재는 “당의 최고책임자로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

할”하며, “주요 당무에 대하여는 최고위원회와 협의”할 뿐이었다.34) 대표

최고위원은 “총재의 명을 받아 당무의 집행을 총괄하고 지휘․감독” 한

다. 즉, 총재의 대리인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대권과 당권은 명확히

일치한다. 집단지도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최고위원회에 별다른 실권은

없다. “총재를 보좌”하고 “총재의 협의에 응하는” 것으로 최고위원회의

공식적 역할이 규정된다.35)

공천기구의 명칭은 ‘공직후보자심사특별위원회(이하 공천심사특위)’였

고, 총재가 선임하는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공천심사특위 구

성도 총재의 권한이었고, 위원회가 심사 결정한 사항은 총재의 ‘확인’을

거쳐서 확정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공천심사기구의 역할은 단지 총재의

의중을 집행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36) 따라서 청와대(대통령 권력)

와 당의 요직, 공천심사기구는 당내 주류 계파인 동교동계의 전일적인

지배 하에 있었고, 민주당의 공천은 김대중 대통령의 재가 속에 이뤄질

수 있었다(유용화 2017). 공천심사특위의 위상에 대해서는 당시 위원장

을 맡았던 장을병의 회고에 잘 드러난다.

당으로 돌아왔더니 “청와대 결재 과정에서 바뀐 것이 없느냐?”고 묻길래,

“글자 한 자 수정받았다”고 답변했다. 글자 한 자 수정받은 것은 사실이었다.

성남시 분당구의 공천자가 편안할 강(康)자의 강씨였는데 제비 강(姜)자로

오기되어 있음을 대통령께서 바로잡아 주었다고 했더니, 모두 한바탕 웃었다.37)

34) 새천년민주당(2000) 당헌 제24조 참고. 당헌당규의 규정에서 ‘협의’와 ‘합의(또는
심의 의결)’의 차이는 매우 크다. ‘합의’는 관련 주체들에게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
돼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협의’는 단지 형식적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 정당
에서 협의는 언제나 생략되어도 무방한 절차였다.

35) 새천년민주당(2000) 당헌 제34조.
36) 새천년민주당(2000) 당헌 제23조 3항은 “공직후보자심사특별위원회가 심사 결정
한 사항은 총재의 확인을 거쳐 당무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확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같은 시기 한나라당(2000)의 당헌에서는 “국회의원 후보자는 당무회의의 심
의와 총재단회의의 협의를 거쳐 총재가 결정한다”로 규정돼 있는데, 한나라당은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더 직설적인 표현(총재가 결정)을 사용한 것이고 민주당은
더 완곡한 표현(총재의 확인)을 썼을 뿐 둘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다.

37) 장을병. 2010. 『옹이 많은 나무』. 서울: 나무와 숲, 4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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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지도부 공천심사특위

총재 김대중 위원장 장을병(지도위원) 시민사회

대표최고위원 서영훈 시민사회

위원

김옥두(사무총장) 동교동계

사무총장 김옥두 동교동계 정균환(특보단장) 동교동계

원내총무 박상천 동교동계 신낙균(지도위원) 동교동계

정책위의장 이재정 시민사회 김민석(총재비서실장) 동교동계

이재정(정책위의장) 시민사회

안동선(지도위원) 동교동계

김중권(전 청와대 비서실장) 영입

김기재(전 행자부장관) 영입

평소 막역한 사이였던 김상현 의원의 공천탈락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서 대통령의 최종 결재 과정에서 바로 잡으려 했으나 한자 표기가 잘못

된 것을 하나 고치는 정도 외에는 아무것도 달라질 수 없었던 상황을 묘

사하고 있다. 청와대의 지시를 공천심사특위가 그대로 이행하여 공천안

을 만들고 그것을 다시 대통령이 마지막 결재를 하는 것이며, 그 과정에

서는 공천심사특위의 위원장이라 할지라도 글자 한 자 고칠 수 없을 만

큼 무기력한 존재임을 알 수 있다.

당시 민주당의 공식적인 당내 권력분포와 공천기구 구성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총선 직전인 2000년 1월 20일 창당대회를 개최한 만큼 최고

위원 선출 등 정식 지도체제 출범은 총선 후인 2000년 8월 30일 전당대

회로 미뤄졌고, 주요 당직 인선과 함께 곧바로 선대위 체제로 전환하였

다.

<표 4-1> 새천년민주당 지도부 및 공천기구 구성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6) 『대한민국정당사』제6집을 바탕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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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총장과 원내총무 등 지도부의 핵심은 동교동계가 차지하고 있으

며, 대표최고위원은 외부의 신망받는 시민사회 인사를 추대하였다. 이는

지역정당이라는 한계에 시달려온 김대중이 재야 및 시민사회 세력과의

연합을 통해 지지 기반을 확장해 온 기존의 전략과 일치한다(시미즈

도시유키 2013). 공천심사특위도 동교동계가 장악한 가운데 위원장은 비

교적 정치권과 거리가 멀었던 개혁적 인사로 임명했다. ‘제왕적 총재’의

당 지배를 분식하고 국민들에게 개방적이고 신선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

서였다. 외부의 자원을 통해 당의 인기를 만회하려는 시도는 향후 정당

개혁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결국 정당개혁과 당내 민주화에 대한 요구는 당의 지도체제를 바꾸는

것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여야 양당 모두 2004년 총선 전에 당의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집단지도체제로 당의 권력구조를 변경했다. 먼저,

새천년민주당에서 분당하여 소수 여당으로 출발한 열린우리당의 경우,

2003년 11월 11일 창당과 동시에 순수 집단지도체제를 채택했다. 당무집행

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인 중앙위원회 의장, 즉 당의장과 상임중앙위원은

모두 시도별 선거인단과 중앙당의 당연직 선거인단의 투표를 통해 선출

되는데, 투표 결과 1위 득표자가 당의장이 되고 2위에서 5위까지의 득표

자가 상임중앙위원이 되는 형태였다.

또한, 열린우리당에서 대통령 권력과 당권은 분리되는 것으로 당헌에

규정되었다.38) 뿐만 아니라 원내정당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원내대

표를 의원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위상을 높여 사실상 당을 투톱체제로 만

들었다. 이로써 대통령 권력에 지배되던 중앙당, 그리고 중앙당(원외정

당)에 지배되던 원내정당에 각각 자율성을 부여하고자 했다. 따라서 제

도적으로 볼 때 열린우리당은 수평적 분권화가 상당 수준 이루어졌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대권, 당권 분리와 당의장, 원내대표 투톱체제의 첫

실험장과 같았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서 해당 직책을 맡은 당

사자들이 원칙대로 이 체제가 작동되도록 하겠다는 생각이 강했다.

열린우리당의 공천기구는 두 가지 형태로 규정돼 있었다. 상향식 공천을

38) 열린우리당 당헌 제126조는 “당원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경우, 그 임기동안에
는 당직을 가질 수 없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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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지도부 공직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당의장 정동영 위원장 김광웅(서울대 교수)

원내대표 김근태

위원

(내부

50%)

임채정(의원), 이우재(의원), 남궁석(의원),

김태홍(의원), 김희선(의원), 박병석(의원),

이창복(의원), 김한길(총선기획단장), 이강철

(전 상임중앙위원), 윤원호(직능특별위원장)

상임

중앙위원

신기남

이부영

김정길

이미경

김혁규

위원

(외부

50%,

위원장

포함)

김문환(서울대 교수), 김재홍(경기대 교수),

김주영(소설가), 박재동(화백), 윤지희(전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이재철(변호사),

이창열(전 이화여대 교수), 전현희(변호사),

조기숙(이화여대 교수)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천 신청자들이 후보자격요건(candidacy)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는 공직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이하 자격심사위)

와 경선 완료 후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경선이 적법하게 실시되었

는지를 조사하는 공직후보자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를 둔 것이다. 공천

기구가 기능적으로 분화돼 가면서 공천과정이 보다 제도화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두 위원회는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구성토록 함으로써

총재가 공천기구의 구성을 결정하던 집권적 모습과는 달리 집단지도체제

의 성격을 살린 구성방식을 취했다. 2004년 총선 당시 열린우리당의 권

력 구조와 공천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4-2> 열린우리당 지도부 및 공천기구 구성

출처: 『더불어민주당 60년사』(2016).

그러나 제도적 구조와는 별개로 실제 인적 구성에서 열린우리당은 주

류인 친노계 중심의 단일 계파가 당 운영을 좌우하고 있었다. 당 지도부

는 한나라당 탈당파인 이부영과 재야 출신의 김근태를 제외하고는 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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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다수를 차지했다. 이는 열린우리당이 친노 인사를 중심으로 한 민

주당 탈당파들이 창당한 정당이기 때문에 창당 초기만 하더라도 주류와

비주류의 구분이 따로 필요치 않을 정도로 동질성이 강했다는 사실에 기

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공천기구인 자격심사위는 당내 인사와 당외

인사를 동수로 구성하여 공천 심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높이려는 모습

을 보였지만, 이강철 등 대통령 핵심측근들이 참여하여 조정 역할을 맡

기도 했다. 이강철은 당초 지명직 상임중앙위원으로 당 지도부에서 활동

했으나 공천 업무를 직접 챙기기 위해 자격심사위로 자리를 옮겼다. 뿐

만 아니라 청와대에서도 정무수석을 중심으로 인물영입 등 공천 작업에

대한 막후 역할을 했다.

처음에 노통 탄핵 전에는 열린우리당으로 나올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

을 거 아니에요. 여론조사 돌려 가지고 그래도 좀 괜찮게 나오면 “당신

나가시오” 라고 꼬시고 다니는게 정무수석이 하는 일이오. 사실은 그거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역대 어느 정부에서 그거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

솔직히...39)

따라서 청와대, 중앙당, 원내정당, 공천기구 등의 수평적 분권과 자율

성을 중시하는 제도적 규정 및 외적 지향과는 별개로 당 전체가 친노계

라는 단일 정파로 구성돼 있는 기본 체질 상 실제 운용 측면에서도 이러한

분권화가 선명하게 이뤄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왕적 총재’에 의해

지배되던 시절과는 완연히 다른 권력구조로 인해 수평적 분권화 수준이

상당히 높아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둘러싸고 행사되는

당내 주류계파의 주도권은 어느 정도 지속성을 보였다.

39) 구술자 F. 2021년 2월 8일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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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나라당

2000년 총선에서는 야당인 한나라당의 권력구조도 총재 중심의 단일

지도체제였다. 총재는 “당의 최고책임자로서 당을 대표하며 당무를 통

할”한다. 부총재는 7인 이내의 선출직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되는

데, “총재를 보좌하고 총재의 당무처리를 협의”할 뿐이다.40) 당권은 공식

적으로 총재 1인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공천권에 관한 규정도 명확하다.

“국회의원 후보자는 당무회의의 심의와 총재단 회의의 협의를 거쳐 총재

가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41) ‘심의’, ‘협의’ 등의 형식적인 절차가

있지만 총재의 ‘결정권’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공천기구의 명칭은 ‘공천심사특별위원회(이하 공천심사특위)’였는데,

“총재가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었고, “약간인의 외부

인사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다.42) 공천심사특위 구성도 총재의 권

한이었고, 특위의 역할은 당무회의 심의와 총재단 회의의 협의를 거쳐

총재가 최종 ‘결정’할 국회의원 후보자 명단을 사전에 준비해주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총재의 의중에 따라 언제든지 후보자 명단은 바뀔 수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어떤 외부인사가 오든지 한계는 명확했다. 다만,

한나라당은 당규상에 외부인사를 영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두고 있었

고, 실제로 인권변호사 출신의 외부 명망가를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는 점이 차별화되는 부분이었다.

총재인 이회창은 당시 유력한 대권후보이기도 했다. 또한 공천심사특위

위원장에는 당내의 친이회창계 좌장(양정규) 및 이회창과 인연이 있는

외부인사가 공동으로 임명되었고, 위원들 역시 총재인 이회창이 임명한

당3역들로 채워졌다. 따라서 대권과 당권, 공천심사기구가 모두 총재인

이회창의 지배 하에 있었고, 수평적 분권화 수준은 낮을 수밖에 없었다.

2000년 총선 당시 한나라당의 당내 권력분포와 공천기구 구성은 다음

40) 한나라당(2000) 당헌 제22조 및 제28조.
41) 한나라당(2000) 공직후보자추천규정 제9조.
42) 한나라당(2000) 국회의원공천심사특별위원회규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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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지도부 공천심사특위

총재 이회창
위원장

양정규(부총재) 민정계(친이회창)

부총재

김덕룡 상도동계 홍성우(변호사) 시민사회

권익현 민정계

위원

하순봉(사무총장) 민정계(친이회창)

양정규 민정계 이부영(원내총무) 통합민주계(친이회창)

박관용 상도동계 정창화(정책위의장) 민정계(친이회창)

김영구 민정계 이연숙(전정무2장관) 영입

최병렬 민정계

이우재 영입(민중당)

박근혜 영입

강창성 영입

표와 같다.

<표 4-3> 한나라당 지도부 및 공천기구 구성(2000년)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6) 『대한민국정당사』제6집을 바탕으로 재구성.

하지만 한나라당에서는 YS의 상도동계, 김윤환을 중심으로 한 민정계,

97년 대선 전에 합당한 통합민주당의 이기택계 등의 각 파벌이 차기 대

권과 당권을 두고 각축을 벌이고 있었다. 이회창은 김윤환 등 영남세력

의 지원으로 총재직에 오르긴 했지만 DJ처럼 당을 완전히 장악하지는

못한 채 각 계파 수장들과 불안한 동거 상태였다(유용화 2017). 따라서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 양당 모두 총재 중심의 단일지도체제로서 분권

화 수준이 매우 낮은 상태였지만, 내부의 구체적 모습은 약간 달랐다고

볼 수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몇 개의 파벌들이 공존하면서 물밑 경쟁이

벌어지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구조가 공천권에는 잘 반영되지

못하고 있던 것이 2000년 총선에서의 한나라당 상황이었다.

따라서 한나라당도 총재 1인에게 집중된 당의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2004년 총선 전에 집단지도체제로의 변경을 택했다. 이는 제왕적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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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에서 2번이나 대선에 패배한 뼈아픈 경험에 대한 반성과 함께 분권

과 개방을 추구하는 시대정신에 따른 선택이었다. 특히 순수집단지도체

제는 물론 당정 분리를 도입함으로써 구시대적 정당문화와 단절하려는

열린우리당의 실험이 끼친 파급효과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결국 한나라당도 “상임운영위원회가 당의 합의제 최고 집행기관으로서

당무를 통할․조정한다”43)는 규정을 도입했다. 또한 원내총무도 의원총회

에서 의원들이 직접 선출토록 했고, 의원총회의 기능도 강화했다. 하지만

당 지도부 구성원들 중에서 당대표는 별도의 선거인단을 통해 선출토록

함으로써 대표의 권한과 상징성이 우위에 설 수 있도록 했으며, 원내

정당의 대표가 아직은 원내총무라는 명칭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볼 때

‘순수 집단지도체제’라기 보다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에 해당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공천기구 명칭은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이하 공심위)로서 “운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하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44)

되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는 55인 이내로 구성되는 꽤 규모가 큰 기구

로서 실질적인 심의 역할을 하기 어렵고, 대부분 당대표의 영향력 아래

에 있는 위원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공심위 구성이 당대표

에 의해 주도된다. 공심위가 심사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하도록 했는데, 공심위와 운영위 모두 구성상 당대표의 우월적 권한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공천 과정의 수평적 분권화 정도는 그리 높다고

보기 어렵다. 2004년 총선 당시 한나라당의 권력 구조와 실제 공천기구

구성은 다음과 같다.

43) 한나라당(2004) 당헌 제35조.
44) 한나라당(2004) 당헌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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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지도부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

당대표 최병렬 위원장 김문수(의원, 당 대외인사영입위원장)

원내총무 홍사덕

위원

(내부 53%,
위원장포함)

홍준표(의원)

정책위의장 이강두 이성헌(의원)

사무총장 이상득 이방호(의원)

전당대회 의장 현경대 김성조(의원)

상임

운영위원

박근혜 심규철(의원)

양정규 이계경(당 운영위원)

이해구 나경원(당 운영위원)

신경식

위원

(외부 47%)

이문열(소설가)

양경자 안강민(전 대검 중수부장)

전재희 강만수(전 재경원 차관)

남경필 이춘호(여성유권자연맹 회장)

김석준(이화여대 교수)

김영수(잠실병원 의사)

강혜련(이화여대 교수)

<표 4-4> 한나라당 지도부 및 공천기구 구성(2004년)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05)『2004년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

최병렬은 전당대회에서 경쟁했던 서청원과 김덕룡 계파를 누르고 이회

창계 중에서 소장 개혁파를 우군으로 만들려 했다. 중하위 당직에 남경필,

원희룡, 오세훈 등을 임명하는 등 영남 민정계 출신인 본인의 계파색을

보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이다.45) 그런 측면에서 공심위원장

에도 노동운동가 출신의 김문수를 임명하면서 개혁적 색채를 보이려 했다.

그러나 사실은 김문수 위원장이나 이문열 등의 공심위원들이 이념적으로

는 최병렬 대표와 상당히 친화적이었다. 따라서 공심위가 전통적인 보수

우파의 입장이 주류를 이루면서 결국 최병렬 대표의 의중을 잘 집행하는

형태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점은 대표적인 민정계 출신 강성 보수

45) 폴리뉴스(2003.7.3) “한나라 ‘최병렬 당’으로 급속히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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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인 김용갑 의원의 공천과정에 잘 드러난다.

소장파 의원들이 특히 당혹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공천심사위의 외부 심사

위원들이 더 강하게 김용갑 의원 공천을 주장했다는 점 때문이다. 소설가

이문열씨 등이 “김용갑·정형근 의원을 공천 탈락시킨다면 최근 당대표 퇴진

등에 앞장선 남경필․원희룡 의원도 해당행위로 탈락시켜야 한다”며 김 의원

공천을 적극 주장, 찬성 9표, 반대 2표라는 압도적 표차로 김 의원 공천이

결정됐다.46)

결국 외형적으로는 집단지도체제의 권력구조 속에서 개혁적, 독립적인

공심위처럼 보이기 위해 노력했고 공심위원장도 그런 점을 피력하긴 했

지만,47) 실제로는 수평적 분권화 수준이 높은 형태는 아니었다. 이런 한

나라당의 내부 상황이 국민참여경선 도입이라는 단절적 변화의 시기임에

도 불구하고 2004년 총선 공천에서 그에 걸맞은 참여가 이뤄지지 못한

원인이 된다. 공천의 문은 열었지만 분권화 되지 못한 집권성으로 인해

제도의 전환(conversion)이 가능한 상황이 만들어져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최병렬이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두 번에 걸친 대선 패배 이후 한나라당이 아직 명확한 차기 후보를 찾지

못하면서 모색과 재건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구성원들에

게 최병렬이 대권 후보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한나라

당의 2004년 공천은 계파 간의 권력 분포에 맞춰 적절하게 공천권이 분

산된 상태라고 보기도 어렵고, 총재 체제에서 집단지도체제로 넘어오는

과도기에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려는 당대표의 개성까지 겹치면서 상당한

잡음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졌다.

그러면 실제 공천과정에서 분권화 수준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당헌

당규의 규정들과 공천심사에 대한 내부 경험 등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46) 조선일보(2004.3.1) “한나라 공천심사위, 소장파 요구 제동”.
47) 김문수 위원장은 조갑제와의 대화록『나는 일류국가에 목마르다』(2009)에서
2004년 한나라당의 공심위가 역대 어느 공심위보다 더 독립적이고 깨끗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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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공천심사 과정과 분권화

1. 제16대 총선(2000년)

제3장에서도 살펴봤듯이, 2000년 총선 당시 새천년민주당의 당헌당규

는 공천과 관련하여 지역적 차원의 분권화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당헌 제100조 ①항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는 지구당 대의원대회에서 비밀

투표로 선출하여 제청한 2인 이하의 추천후보자 중에서 총재가 당무위원

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쳐 추천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규정

에 따르면 지구당은 공천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중앙당 당무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치고 총재가 최종 결정하긴 하지

만, 후보자를 압축한 명단을 만드는 것은 지구당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구당이 2인 이하로 추천하기 때문에 중앙당의 최종결정권자에

게도 상당한 제약을 가하는 것이다. 또한 당의 활동가들로 구성되는 대

의원대회를 개최하여 비밀투표를 행하는 것은 민주성과 숙의성이 함께

추구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이기도 하다.

그러나 당헌 제100조 ①항은 시행될 기회를 얻지 못했다. 당헌의 부칙

제5조에서 경과조치를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동 조항은 “제100조의 규

정에 불구하고, 제16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후보자는 총재가 당무위원회

의 심사․의결을 거쳐 추천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공천 시 지구당의 권한

을 규정한 제100조가 2000년 총선에 한해서는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이

러한 경과규정을 둔 것은 새천년민주당이 창당(2000년 1월 20일)된 후

총선의 후보등록까지는 불과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밖에 남아 있지 않

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비록 새정치국민회의가 당명을 바꾸는 수준의 재

창당이긴 했지만 시민사회 등 당 외부에서 새로운 세력을 불러들인 만큼

당조직을 새로 꾸려야 했다. 따라서 지구당을 정비한 후 대의원대회를

개최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다.

이처럼 대통령, 광역단체장과 달리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상향

식 공천의 시행이 가장 늦었던 것은 선거의 급박성, 재창당 등 당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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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경과규정이나 예외조항을 두어 상향식

공천 규정을 피해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는 국회의원의 수적 분

포가 당내 세력의 권력분포와 직결되는 민감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진성

당원 없이 사당화 된 지구당 체제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

라서 중앙당의 당권을 쥐고 있는 세력은 자신의 공천권을 놓지 않으려

했고, 당내 민주화에 대한 요구는 공식적인 당규에 반영되어 개혁적

이미지만 차용될 뿐 실제로는 규정을 회피하는 수단들이 동원되었던 것

이다. 규정과 실질, 공식 절차와 비공식적 현실의 괴리는 중앙당으로의

권력 집중을 강화하고 당내 세력들 간 패권적 권력다툼을 부추기는 요인

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 공천 현실을 보면, 공천의 전 과정은 중앙당이 주관했고 지방조

직의 역할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공천의 시작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공천

신청 공고/접수’부터가 형식적인 수준이었고, 이미 중앙의 공천권자가 정

해놓은 틀 속에서 움직였다. 이는 2000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공천을 받

았던 정치인의 구술 내용에도 잘 드러난다.

차를 타고 가는데, 라디오를 들으니까 ‘이제 신당의 공천 신청을 받기로

했다’, 조직책 신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직책 신청이겠네48). 받는데

언제언제까지 기간이 있다, 그것을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때가 핸드폰이 막

있었던 시절이었어요. 핸드폰인가 카폰인가. 카폰으론가 우리 보좌관한테

연락을 해서, “야, 이거 공천신청 하라고 지금 나온다. 그거 알아봐 가지고

서류 준비해라” 그랬어요. 그렇게 시켜놨는데, 그 다음 날인가 서류 준비하

고 있는데, 1차 공천자 발표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나는 아직 신청도 안 했

는데 공천자 발표가 나왔어. 허허. 그것도 정균환 작품일 가능성이 있고, 어

쨌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어차피 내 자리는 그때야 건드릴 사람도 없지만...

그래도 신청도 안 했는데 그렇게 발표가...49)

48) 새천년민주당은 선거 직전에 창당되었기 때문에 지구당의 조직책으로 선정되는
것이 곧 공천 후보자가 되는 것을 의미했다. 따라서 조직책 신청은 공천 신청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49) 구술자 B. 2021년 4월 20일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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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신청 접수에서부터 공천심사 등 공천의 전 과정이 중앙당의 주관

하에 진행됐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호남이나 영남이라는 확실한 지지

기반을 지닌 지역정당적 성격의 한국 정당에서는 수도권이라는 중립 지역

에서의 승리를 위해 텃밭의 물갈이를 이용하는 선거 전략이 활용되었기

때문에 지방의 이해관계나 자율성이 반영될 수 있는 여지는 더 줄어들었

다. 이는 한국정당들이 이념에 기반한 정책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적

차별성으로 유권자들에게 호소하기보다는 인물 교체를 통한 이미지 쇄신

전략을 펼 수밖에 없었던 탓이 크다. 2000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전략도

호남 물갈이를 통해 당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세대교체라는 시대변화를

수용하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수도권의 표심을 얻는 것이었다.

공천심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호남지역의 60%를 물갈이 하겠다고 호언하

는 등의 행태는 중앙당의 선거전략에 철저하게 종속된 지역의 사정을 보

여준다.50) 더구나 당시에는 경선으로 후보자를 결정하는 시스템도 아니

었기 때문에 중앙당으로의 쏠림은 더 심할 수밖에 없었다.

사회적 차원의 분권화 수준도 유사한 양태를 보여주었다. 어느 사회집

단을 공천에서 우대할지에 대한 결정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집단의

누구를 후보로 정할 지에 대한 선택은 모두 중앙당의 몫이었다. 인권변

호사 출신으로 정치에 입문하게 된 어느 정치인의 회고에는 이런 상황이

잘 드러나 있다.

저는 그때 정치할 생각이 사실 없었던 사람이에요. 민변에서 굉장히 열심

히... 민변에 제가 굉장히 활동적인 회원이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신문에서 자꾸 제 이름이 거론되고... 어디에다 공천을 준다, 이런

소리가 자꾸 나와요. 그리고 그것이 신문마다 오늘은 A신문, 내일은 B신문

쭉 나오니까... ‘저 사람들이 묘하네, 뭐하는데 내가 의사도 밝히지 않았는데

저러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날 이제 드디어 연락이 왔었어요. 그

때 우리 법조계 선배 변호사인데, 국회의원을 이미 했던 분인데, “어젯밤에

총재가 주재하는 회의에서 최종 결정했는데, 너를 영입해서 공천을 주기로

했으니 와라” 요렇게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때가 목요일인가 그런데,

50) 조선일보(2000.2.18) “거꾸로 가버린 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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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배점 주관(분권화 지수)

공천위원회 구성 4 중앙당(0)

공천 신청 공고/접수 1 중앙당(0)

예비후보 자격 심사 3 중앙당(0)

공천 심사(후보 압축) 4 중앙당(0)

경선 선거관리 2 -

경선 선거인단 5 -

공천후보자 확정 2 중앙당(0)

이의접수 및 재심 1 불허(0)

인재영입/전략공천 3 중앙당(0)

합계 25 0점

“내일 모레 일요일날 조찬에 법조계 영입인사를 다 초청해서 아침밥을 먹

게 돼 있으니 거기 와라”,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는 건방졌

는지 몰라. 정치에 대한 큰 생각이 없었고...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순간에

공천이 확정돼 있는 거지요. 실제상으로는...51)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2000년 총선 공천에서 나타난 민주당의

수직적 분권화 정도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4-5> 제16대 총선 공천의 수직적 분권화 측정(새천년민주당)

수직적 분권화의 9개 범주 중 2000년 총선의 공천에서는 시행되지 않

은 상향식 공천 관련 2개 범주는 제외된다. 7개 범주 중에 6개가 중앙당

주관 하에 실시되었으며, 이의신청 및 재심은 허용되지 않았다.52) 전체

적으로 모든 공천과정이 중앙당에 의해 결정됐고, 그에 대해서는 재심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것이다. 2000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수직적 분권화

51) 구술자 B. 2021년 4월 20일 인터뷰 내용.
52) 새천년민주당(2000) 공직후보자추천규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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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극히 낮은 상태였다.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한나라당의 공천과정에서도 중앙당의 영향력은 절

대적이었다. 형식적이나마 지구당의 권한이 명시돼 있었던 민주당과 달리

한나라당의 국회의원 공천규정에는 시도당이나 지구당의 역할이 언급돼

있지도 않았다. 공천이 중앙당의 전적인 통제 아래 진행되면서 공천 발

표 때마다 탈락자들은 중앙당 실력자들에게 격렬하게 항의했고, 지구당

지지자들의 상경 시위는 의례적으로 반복되는 풍경이 되었다. 중앙의 결

정이 독단적일수록 후보자들은 승복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그때 하순봉 총장이 막 두드려 맞고 그랬어. 하순봉 총장이 공천 발표를

하는데 김호일 의원이 한 대 친 거야. 치니까 자빠지는 사진이 나왔어. 임

진출이라고 있어 임진출. 임진출은 공천리스트에서 아웃 됐었거든. 근데 총

재실에 와서 드러누웠어. 드러눕고 거기서 옷 벗고 난리를 부렸어. 그래서

임진출은 살아났었어. 옛날에 DJ 때는 뱀도 풀고 막 그랬어. 유준상이 그때

DJ한테 공천 받을 때 뱀을 가져 갔대 뱀. 그래 가지고, “이거 독사다. 나

공천 안 주면, 여기서 풀고 같이 독사한테 물려서 죽자” 이런 사람도 있었고,

휘발유 가져 가서 “그냥 이거 휘발유 뿌리고 나 여기서 죽을랍니다” 하고

뿌리고 별 짓을 다 했었지.53)

더구나 공천 탈락자들은 중앙당의 그러한 결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

의를 제기할 수도 없도록 돼 있었다. 한나라당도 민주당과 같이 공직후

보자추천규정 제25조에서 “추천신청자는 이 규정에 의한 심의와 추천결

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이의신청을 금지했

기 때문이다. 공천 신청 접수, 심사, 확정까지 중앙당이 주관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마저도 봉쇄함으로써 철저하게 중앙집권화 된 모습을 보여

준 것이다. 공천의 사전단계부터 중앙당이 철저하게 기획하면서 전체적

인 조율 속에 진행됐던 당시 상황은 공천실무를 맡았던 담당자의 진술에

서도 확인할 수 있다.

53) 구술자 I. 2021년 2월 5일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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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배점 주관(분권화 지수)

공천위원회 구성 4 중앙당(0)

공천 신청 공고/접수 1 중앙당(0)

예비후보 자격 심사 3 중앙당(0)

공천 심사(후보 압축) 4 중앙당(0)

경선 선거관리 2 -

경선 선거인단 5 -

공천후보자 확정 2 중앙당(0)

이의접수 및 재심 1 불허(0)

인재영입/전략공천 3 중앙당(0)

합계 25 0점

그때 윤여준 전 장관하고 금종래 특보가 주로 책임있게 했고, 그 밑에서

나하고 보좌역 한 두 명이 같이 실무 작업을 했었지. 전체 시트(sheet)를

다 만들었거든, 지역구별로 해가지고... 거론되는 후보도 쫙 쓰고 전략도 세

우고... 기본적으로 어느 지역에서는 어떤 식으로 할까. 먼저 큰 틀에서 ‘이

번에는 개혁공천이다’ 라는 컨셉을 공유한 거지. 그래서 이회창 총재한테도

설득을 해서, 이게 새로운 정치를 할려고 하면 인물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그럴려면 공천을 정말 개혁적으로 해야 한다, 그런 얘기도 하고...54)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2000년 총선 공천에서 나타난 한나라당의

수직적 분권화 정도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4-6> 제16대 총선 공천의 수직적 분권화 측정(한나라당)

수직적 분권화의 9개 범주 중 상향식 공천과 관련된 2개 범주는 해당

사항이 없다. 2000년 총선에서는 한나라당에서도 상향식 공천이 전혀 이

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이의신청도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

54) 구술자 K. 2021년 4월 22일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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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 7개 범주 중에 ‘이의접수 및 재심’을 제외하고 나면 6개 범주 모두

가 중앙당 주관 하에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나라당에서는

전체적으로 모든 공천과정이 중앙당에 의해 결정됐고, 수직적 분권화 수

준은 극히 낮은 상태였다.

2. 제17대 총선(2004년)

먼저, 2004년 총선에서 상향식 공천 원칙을 천명한 열린우리당은 지역적

차원의 분권화 수준도 이전보다는 높였다.55) 자격심사위의 구성권한이

중앙위원회에 있고, 예비후보 자격 심사도 중앙당에 설치된 자격심사위

에서 했지만 공천 신청자들은 지구당에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지구당이

자격심사위에 신청서류를 송부함으로써 자격심사가 시작되었다. 다만 공천

신청 공고는 중앙위원회의 권한이다. 자격심사위는 예비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한 후 통과한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이를 지구당에 통보하고,

지구당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선의 선거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경선의 선거인단은 해당 지구당 내의 유권자로 꾸려지며, 지구당 선거관

리위원회는 경선일 공고, 선거인 명부 작성, 합동연설회 개최, 선거공보

및 투표안내문 발송, 투개표 관리 등을 맡게 되는 것이다. 이때 지구당의

선거관리에 대한 제반 사무는 중앙당 및 해당 시․도지부의 지휘․감독

하에 진행된다.

공천후보자에 대한 확정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이뤄진다. 그런

데 경선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당에 설치된 재심위에 이

의를 제기할 수 있다. 재심위는 참고인 조사,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조

사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경선결과를 무효화시키고 재경선을 명

할 수도 있다. 또한 지역구 총수의 30% 이내에 대해서는 중앙위원회 산

하에 공천심사기구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상향식 경선의 예외가 인정되는 일종의 ‘전략공천’

55) 이하 열린우리당의 공천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제17대 국회의원후보자 추
천 규정’(열린우리당, 2003.12.12 제정)을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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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배점 주관(분권화 지수)

공천위원회 구성 4 중앙당(0)

공천 신청 공고/접수 1 중앙당/지구당(1)

예비후보 자격 심사 3 중앙당(0)

공천 심사(후보 압축) 4 중앙당(0)

경선 선거관리 2 지구당(2)

경선 선거인단 5 지구당(5)

공천후보자 확정 2 중앙당(0)

이의접수 및 재심 1 중앙당(0)

인재영입/전략공천 3 중앙당(0)

합계 25 8점

이며, 이를 중앙당에서 주관하도록 한 것이다.

사회적 차원의 분권화와 관련해서는, 당헌의 규정으로 공천시 여성당

원이 30%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청년당원도

일정 비율 이상 공천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천과정에서 당의

여성위원회나 청년위원회에게 주어진 역할이나 권한은 없다. 다른 소수

집단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재영입을 하거나 전략공천을 할 때도

중앙당에 설치된 공천기구나 지도부가 직접 맡는다. 사회단체에게 추천

권을 직접 부여하고 그 단체 내에서 경선 등의 과정을 거쳐 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당이 정하고 있는 공천 프로세스를 통해 후보자가 정해지는

것이다.

<표 4-7> 제17대 총선 공천의 수직적 분권화 측정(열린우리당)

열린우리당의 경우 지역적 차원의 분권화에 관한 9개 범주 중에서 지

구당이 최소 3개 범주에 관여함으로써 일정 정도 분권화가 이루어진 모

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사회적 차원의 분권화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

다. 따라서 규정상으로 볼 때 수직적 분권화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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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서 앞으로 더 발전해나갈 수 있는 여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문제는 예비후보에 대한 자격심사를 맡고 있는 중앙당이 과도

하게 권한을 행사하여, 공천후보자를 압축하는 것을 넘어 사실상 공천을

결정해 버림으로써 지구당의 경선 실시 기회가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천 규정과는 달리 실제로는 중앙당이 주도권을 쥐고 공천을 결

정하고 지구당의 권한은 그만큼 줄어드는 형태가 된다. 말하자면, 수직적

분권화가 중앙당의 의지 여하에 따라 그 폭이 정해지는 것이다. 분명 공천

규정에는 후보자의 부적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8가지로 정리

되어 있다.56) 그러나 그 기준에는 모호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자격심사

위의 판단에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남는다. 뿐만 아니라 당헌에서는

“여론조사 결과 등 객관적인 근거에 비추어” 당선가능성이 없다고 인정

되는 자에 대해서도 부적격자로 판정하여 경선기회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어서57) 자격심사위의 심사 과정은 한층 더 후보자 압축을 넘어 실질

적인 후보 결정 과정으로 전환돼 버렸던 것이다.

당규에서는 당선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는데, “당 또는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여론조사결과를 종

합하여 볼 때 타당의 유력후보(예상자 포함) 또는 당내 다른 신청자와의

지지율 격차가 현저하여 명백히 당선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

한다”라고 규정한다.58) 그러나 여론조사만으로 당선가능성 유무를 판단

하고 경선 기회를 박탈해도 되는지가 의문스러우며, 그렇게 될 경우 인

지도의 문턱을 넘지 못한 대부분의 정치신인들이 경선 기회조차 잡지 못

할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이러한 부적격 심사기준은 중앙의 고위관료

출신이나 영입 인재들을 위해 단수 추천을 남발할 수 있는 근거로 악용

56) 열린우리당의 제17대국회의원후보자추천규정 제7조 제1항에 명시된 8개의 부적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2개 이상의 선거구에 중복신청한 자 ②다른 당의 당적을
보유한 자 ③당선되더라도 법령에 의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 ④신청시
학력, 이력, 기타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자 ⑤경선불복 등 해당행위를 한
자 ⑥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 부패범죄, 공직자의 직무상 범죄, 기타 중대한 범죄
의 전력이 있는 자 ⑦당의 강령 및 기본정책에 명백히 어긋나는 행위를 한 자 ⑧
기타 공직후보자로 추천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자.

57) 열린우리당(2003) 당헌 제24조 제③항.
58) 열린우리당 제17대국회의원후보자추천규정 제7조 제②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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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럴 경우 공천 규정에 보장된 경선과 지구당의 역

할은 사라지고, 수직적 분권화 수준이 떨어진다. 언론보도와 인터뷰 구술

에서도 이런 내용이 확인된다.

열린우리당 사하갑에 공천 신청을 했으나 탈락한 김대오 전 부산매일

신문 노조위원장도 지난 25일 성명을 발표하고 “아름다운 경선을 하기로

해놓고 중앙당에서 단수 후보를 추천하는 것은 약속위반”이라며 중앙당에

재심을 요구했다.59)

그걸 한 번 봐 봐요. 실제로 경선을 많이 했는지. 물론 전보다는... 2000년

에는 경선을 안 했기 때문에 2004년에는 경선을 엄청나게 한 것처럼 보이

지만, 실제로는 얼마 안 했어요. 그리고 19대 총선 때도 많이 한 것처럼 보

이는데 별로 안 했다고요. 20대 총선도 마찬가지고. 거의 이게 국민들한테

사기친 거라고요. 여야를 가리지 않고...60)

경선 기피와 중앙당으로의 권한 집중은 실제 경선과정이 진행되면서

더 심화되었다. 열린우리당이 처음으로 경선을 치른 서울 강서을에서 현

역인 김성호 의원이 강서구청장 출신인 노현송 후보에게 패하면서 탈락

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김성호 의원이 “유권자의 뜻을 존중한다”

며 승복하긴 했지만61) 개혁 성향 현역의원의 탈락은 중앙당을 당혹스럽

게 만들었고 향후 공천 심사 과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현역의원들이 경기를 일으킨 거에요 경기를... 당연히 자기들이 이길 줄

알았는데, 손쉽게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 경선에서 저런 일

이 벌어지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국에서 경선

지연 사태가 벌어지고... 그 전에 이제 공심위에서 장난질을 시작하는거죠.

예를 들면, 조정을 하는 거야. 컷오프도 하고, 조정도 해. 예를 들면, 대전

중구 같은 경우에 전대협 출신의 박영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 이번

59) 조선일보(2004.2.28) “각 당 공천후유증 시끌”.
60) 구술자 F. 2021년 2월 8일 인터뷰 내용.
61) 매일경제(2004.2.9) “김성호 의원 경선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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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국회의원 된... 그 사람이 그때 처음 나왔었어요 17대 때. 근데 거기에

박영순이 본선에서 경쟁력이... 거기가 강창희 의원 지역구란 말이에요... 본

선에서 경쟁력이 없다고 보고... 근데 경쟁력이 있든 없든 간에 자기들 논리

대로라면 시민경선이 됐든 당원경선이 됐든 경선에서 붙여 갖고 이기는 사

람을 내보내야 될 거 아냐. 근데 여기에 대전시 부시장을 했던 권선택이라

는 사람을 꽂는다고. 근데 그 당시에 열린우리당에 순수한 의도로 참여했던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은 정체성도 우리랑 다른데, 이게 뭐냐”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런 게 뒤에서 수없이 벌어지는 거야.62)

실제 열린우리당의 공천결과를 보면, 최종적으로 후보를 낸 243곳 중

에서 경선이 치러진 곳은 84개 지역으로 이는 전체 공천후보자들의

35.6%에 그치게 된다(정진민 2004). 중앙당의 소수가 주도권을 쥐고 공

천의 개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신들에게 유리하면 개방하

고 불리하면 폐쇄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그만큼 지구당으로의 수직

적 분권화는 제약될 수밖에 없었다.

다음으로, 한나라당은 공천 규정상으로 볼 때 열린우리당보다 수직적

분권화 수준이 약간 더 낮았다.63) 공심위의 구성이 중앙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하도록 돼 있고, 중앙당에 설치된 공심위에게

자격심사부터 후보 압축 등의 공천심사 권한이 있다. 중앙당이 공천 신

청을 공고하고 후보자들이 중앙당으로 신청 서류를 접수한 후 공심위의

심사가 시작된다. 공심위는 자격심사를 완료한 후 선거구별로 단수의 후

보자 또는 3인 이내의 경선 후보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이때 시도당 위

원장은 당해 시도의 후보자를 최종 선정하는 공심위 회의에 참석하여 의

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약 이렇게 하여 압축된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 지구당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선의 선거관리 업무를 주

관한다. 경선의 선거인단은 해당 지구당 내의 당원 10%와 일반유권자

90%의 비율로 꾸려지며, 지구당 선거관리원회는 선거인단 명부 작성, 투

개표 등 선거관리 업무를 맡게 되는 것이다. 이때 지구당의 선거관리에

62) 구술자 R. 2021년 4월 6일 인터뷰 내용.
63) 이하 한나라당의 공천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공직후보자추천규정’(한나라
당, 2003.12.26 제정)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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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제반 사무는 중앙당 및 해당 시․도지부의 지휘․감독 하에 진행되

는데, 중앙당의 업무 관여도와 장악력이 열린우리당보다는 한나라당이

더 강한 편이다.

공천후보자에 대한 확정은 중앙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이뤄진

다. 그런데 공천 신청자는 당의 공천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

도록 돼 있다. 다만, 경선결과에 영향을 미친 불법선거운동이나 현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당 공심위가 직접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당헌에는 “지구당이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선출할 수 없

다고 공천심사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지역구 국

회의원 후보자를 확정”할 수 있도록 했다.64) 상향식 공천의 예외가 인정

되는 경우인데, 공천규정에는 이와 같은 경우를 3가지로 예시하고 있다.

①지구당 사정상 경선을 관리할 능력이 없거나 ②경선 실시로 인해 당조

직의 심각한 분열이 예상될 경우 ③경선이 결정되기도 전에 과열․혼탁

이 극심하여 정상적인 경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이다. 즉 중앙당

공심위의 판단으로 지구당을 통한 상향식 공천을 배제하고 중앙당에 의

한 하향식 공천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며, 그 판단기준 또한 상당히

모호하고 포괄적인 형태이다. 따라서 중앙당의 전략적 판단에 의해 결정

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사회적 차원의 분권화와 관련해서는, 당헌의 규정으로 공천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의 30%를 여성으로 하도록 했고, 정치신인에 대해서도

특별히 배려하라는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공천과정에서 당의 여성위

원회나 청년위원회에게 어떤 역할이나 권한이 주어진 것은 아니었다.

여타 소수집단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재영입을 하거나 전략공천

을 할 때도 중앙당에 설치된 공천기구나 지도부가 직접 맡아서 했다. 사

회단체에게 추천권을 직접 부여하고 그 단체 내에서 경선 등의 과정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당이 정하고 있는 공천 프로세스를 통해

후보자가 결정되는 형태였다. 이상을 토대로 한나라당 공천의 수직적 분

권화 정도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64) 한나라당(2004) 당헌 제97조 제②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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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배점 주관(분권화 지수)

공천위원회 구성 4 중앙당(0)

공천 신청 공고/접수 1 중앙당(0)

예비후보 자격 심사 3 중앙당(0)

공천 심사(후보 압축) 4 중앙당/시도당(2)

경선 선거관리 2 지구당(2)

경선 선거인단 5 지구당(5)

공천후보자 확정 2 중앙당(0)

이의접수 및 재심 1 불허(0)

인재영입/전략공천 3 중앙당(0)

합계 25 9점

<표 4-4> 제17대 총선 공천의 수직적 분권화 측정(한나라당)

한나라당의 경우 지역적 차원의 분권화에 관한 9개 범주 중에서 지구

당이 최소 2개 범주에 관여하고 시도당에서도 1개 범주에서 목소리를 냄

으로써 일정 정도 분권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시도당 위원장이 공심위의

최종적인 압축 심사 과정에 참석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것은 한나라당이 각 계파의 수장인 지역 맹주들의 의사를 공천과정에

반영하려 했던 전통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시도당의 의사를 완벽하게

반영할 수는 없겠지만, 지역에서 강력히 거부하는 인물이나 혹은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인물에 대해서는 중앙당에서도 고려할 필요할 있었기 때

문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중앙당의 지휘나 감독의 정도가 열린

우리당보다는 더 강한 편이다. 전통적으로 중앙집권적인 당 구조가 오랫

동안 정착돼온 탓이 클 것이다(박경미 2006b). 사회적 차원의 분권화 수

준도 상당히 낮다. 따라서 규정상으로 볼 때 수직적 분권화의 여지가 주

어져 있긴 하지만 그 수준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분권화 지수가 한나라당은 9점으로 나타나 열린우리당의 8점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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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더 높게 나온다. 양적인 측정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맥락상의 고려

요소가 개입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역시 열린우리당과 같이 한나라당에서도 중앙당이 규정

상에 주어진 공심위의 심사권을 넘어 과도한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공천

후보자를 압축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공천의 최종결정에 이르게 될

경우 지구당의 경선 실시 기회가 사라져 버린다는 데 있다. 따라서 공천

규정과 달리 실제로는 지구당의 권한이 더 줄어든 형태가 돼 버리는 것

이다. 수직적 분권화가 중앙당의 의지 여하에 따라 그 폭이 정해진다는

점에서 양당 모두 유사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한나라당의 공천 규정에도 후보자의 부적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

준이 정리되어 있는데,65) 그 기준이 모호하면서도 포괄적인 특징이 있

다. 따라서 공심위가 세부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이에 따라 자

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지는 것이다. 이러한 부적격 기준과 함께 공

심위가 상향식 공천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해놓은 당헌 규정이 결

합되면 중앙당의 공천심사 과정은 한층 더 실질적인 최종후보 선정 과정

으로 전환돼 버리고 지구당의 권한과 역할은 그만큼 줄어든다.

경선한 데가 몇 군데 없었다. 김문수 공심위원장 때인데... 경선을 한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실제 경선을 하게 되면 부작용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지역이 완전히 경선후유증 때문에 원수지간이 돼서 화합이 안 됐다. 그러니

까 실질적으로 몇 군데만 상징적으로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아마 10곳도 못

했을 것이다. 경선이 오랫동안 틀이 잡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푸닥거리 식으로 하다 보니까 승복을 안 하게 되고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등 부작용 때문에 활성화가 되지 못했다.66)

65) 한나라당의 공직후보자추천규정에 명시된 부적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피선거
권이 없는 자 ②동일한 선거에 있어 2개 이상의 선거구에 중복신청한 자 ③후보
신청자가 당적을 이탈, 변경한 때 ④2곳 이상의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 ⑤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자 ⑥후보등록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⑦파렴치한 범죄 전력자 ⑧부정․비리 등에 관련된 자 ⑨탈당․경선
불복 등 해당행위자 ⑩유권자의 신망이 현저히 부족한 자 ⑪기타 공직후보자로
추천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자.

66) 구술자 Q. 2021년 1월 16일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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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문수 공심위원장을 내세운 최병렬 대표의 공천 목표가 ‘이회창

세력에 대한 가지치기’와 ‘영남권 물갈이’를 통해 자파 세력을 당내에 최

대한 확장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

차원의 자율적인 경선에만 맡겨 둘 수는 없고 중앙당의 전략적 개입이

필요했다. 따라서 역시 중앙당의 당권파 주류에 의해 수직적 분권화가

제약될 수밖에 없었다.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위원장 김문수)가 24일 이회창 전 총재의 후원회장

출신인 나오연(경남 양산), 대선 당시 홍보위원장을 지낸 박원홍(서울 서초갑),

한나라당 텃밭인 대구 동구갑의 강신성일 의원을 공천에서 탈락시키는 등

‘이회창 세력’ 가지치기와 ‘영남권 물갈이’가 본격화되고 있다. 당 공천심사

위원회는 이날 이들 지역에 대한 비공개 면접심사에서 이들을 탈락시키고

대신 양산에 김양수(44) 유림종합건설 대표이사, 서초갑에 40대 여성인 이

혜훈(여·40) 동서문제연구소 교수, 대구 동구갑에 주성영(46) 전 대구고검

부장검사를 우세후보로 발표했다.67)

이런 과정을 통해 이회창 전 총재의 울타리 역할을 해온 ‘함덕회’ 소속

중진 중에서는 목요상 의원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68) 결국 한나라당은

후보자를 공천한 전체 228개 지역구 중에서 15개 지역에서만 경선이 이

루어져 불과 6.6%에 지나지 않은 경선 실시율을 보이게 되었다(정진민

2004). 열린우리당보다 당대표에 쏠린 권한이 더 많았고 중앙당 중심의

당 운영 전통이 강한데다 지구당 중심의 자율과 분권에 대한 요구도

크지 않았던 보수정당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한나라당의

공천과정에서 수직적 분권화는 제도적 외양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훨씬

취약한 수준이었다.

총재 1인에 의한 공천에서 벗어나 일반 국민에게도 공천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문을 열었지만, 국민참여경선은 공천규정의 모호함과 중앙집권

67) 조선일보(2004.2.25) “한나라 박원홍·나오연 의원 공천 탈락, 昌계열·중진 물갈이
돌입”.

68) 조선일보(2004.3.5) “한나라 PK중진들 대거 공천탈락 ‘쓴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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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자의적 해석․적용으로 인해 처음부터 제도적 변형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단절적 변화’의 시기에도 ‘점진적 변형’의 싹이

자라고 있었다는 것은 새로운 제도에 걸맞은 정치환경의 근본적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상태에서 개방과 참여는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제 4 절 개방과 참여

1. 제16대 총선(2000년)

2000년 총선에서는 공천결정이 중앙집권적이면서 또한 폐쇄적인 성격

을 띠었다. 공천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천주체가 매우 소수였기 때문

이다. 양당 모두 공천심사를 담당하는 특별기구(공천심사특별위원회)를

당헌당규에 명기함으로써 총재 1인에 의한 공천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

키려 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공천심사특위에 외부인사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개방성을 높이고자 했으며, 실제로 홍성우 변호사를 공

동위원장으로 임명하였다. 이는 공천이라는 당내의 매우 내밀한 영역을

외부인의 손에 맡긴 것으로서 전에 볼 수 없던 이례적인 일이다. 또한

정당과는 무관한 인물이 당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탈정당적

개혁의 선례가 되는 것이기도 했다.

따라서 외형적으로 볼 때 양당 모두 당 엘리트들로 구성된 소규모 특

별위원회가 공천주체인 경우에 해당하며 그 위원회의 구성방식은 임명에

의한 것이었다. 다만, 한나라당은 외부인사가 이 위원회에 포함됨으로써

개방성이 약간 더 높다. 민주당도 시민사회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이 공천

심사특위에 포함되긴 했지만, 위원회 구성 당시에 두 사람(장을병, 이재

정)은 이미 정계로 들어와 활동 중인 상태였고 당내 인사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류기준에 의하면 민주당의 공천주체 개방성의 최대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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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점이며, 한나라당은 5점에 해당한다(<표 2-1> 참고).

하지만 실제 공천결정 메커니즘을 고려하면 종합적인 개방성 지수는

달라진다. 당헌당규와 달리 양당 모두 3단계의 공천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공천심사특위의 심사 전에 총재와 소수 측근과의

사전협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 공천심사특위에게

전달되어 심의 방향이 정해지고 1차적인 공천안이 마련되는 것이다. 당시

한나라당에서 ‘총재와 소수 측근의 사전협의’는 구술자 K의 진술에 잘

나와 있고, 민주당의 상황도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공심위는 뭐 1월달 정도에 떴을거야. 우리가 작업한 건 연말까지 대부분

끝나가지고, 마지막 작업을 끝낸 게 크리스마스 연휴 때 호텔 잡아놓고 집

중적으로 해가지고 시트(sheet)를 다 만들어서 그거를 이회창 총재한테 보

고를 했고, 그걸 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공심위가 결성이 되면서 거기에다

명단을 넘긴 거지.69)

당내에 별도 공천 검토 채널이 있다는 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당직자

들과 공천 신청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크게 두 개의 별도 채널이 검토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서울 등 수도권은 신당 창당 때부터 영입을 담

당해온 정균환 특보단장을 중심으로 김민석 총재비서실장, 정동채 대표비서

실장, 최재승 기조실장, 윤철상 사무부총장 등이...(중략)...호남의 경우 이 팀

과는 별도로 김대중 대통령의 의중이 크게 좌우하는 가운데 권노갑 고문,

한화갑 지도위원이 막후 조정 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70)

다음 단계는 공천심사특위의 심사인데, 이 부분에서는 양당 간에 다소

간의 차이가 드러난다. 우선, 민주당의 공천심사특위 단계에 대해서는 구

술자 B의 진술을 통해 대략의 면모를 파악할 수 있다. 공천심사특위에서

자신에 대한 공천결정이 늦어지자 권노갑 고문을 찾아갔던 경험을 이야

기한 것이다.

69) 구술자 K. 2021년 4월 22일 인터뷰 내용.
70) 조선일보(2000.2.16) “지도부 입김… 별도 채널운영… ‘보이지 않는 손’에 공천심
사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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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찾아가서, “왜 빨리 안 나옵니까” 하니까... 그때는 좀 급하잖아요.

조직책 발표가 빨리 나와야, 선거에 처음 나가는데 조직도 만들고 해야

하니까... 근데 그 분 말이 재밌어. 걸작이야. “누구누구 뭐 있어. 그 양반이

끝까지 고집 부려서 그런데, 걱정하지마 곧 나와” 그러시는거야. 그래도 나는

“위원들이 저렇게 계속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니까, 그 다음이 걸작

이야.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되나. 공정하게

하게 돼 있어!” 권노갑한테 공정이란 말은요, DJ 뜻대로 한다는 말이 공정

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나도 그렇게 이해했어. 그렇게 이제 공천을 받게 된

거지요. 그게 전형적인 거니까...71)

물론 구술자 B도 “DJ가 지금 정치인들 하고는 달라. 비주류를 인정해

준 사람이란 말야” 라며, 당시에도 비주류의 몫이나 어느 정도의 조정은

가능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김상현 의원의 공천 탈락을 막으려던

장을병 위원장의 시도가 여의치 못했던 것이나 당 지도부와 공천심사특위

의 구성 등을 볼 때 실제로 공천심사특위의 자율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동교동계 핵심 실세들의 장악력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공천심사

특위가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제한적인 수준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이에 비해 한나라당에서 공천심사특위의 역할은 조금 더 열려져 있었

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동교동계라는 단일 계파에 의해 지배되는 민주

당과 달리 한나라당은 YS의 상도동계, 김윤환을 중심으로 한 민정계, 97

년 대선 전에 합당한 통합민주당 이기택계 등의 각 파벌이 느슨한 연합

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유력 대권주자이자 총재인 이회창이

공천기구까지 장악하고 있긴 했지만 그 속에는 약간의 이질적 요소들의

결합이 있었던 것이다. 이는 90년 3당 합당(민주정의당․통일민주당․신

민주공화당)과 97년 신한국당․통합민주당 합당의 후속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하면 민주당의 결합 구조는 오히려 단순하다. 크게 보면

호남 기반의 기존 정치세력과 외부 시민세력의 양자 간 결합 양태이기

때문이다. 제도 정치권 기반세력과 당 외부 영입세력의 힘겨루기가 민

71) 구술자 B. 2021년 4월 20일 인터뷰 내용.



- 106 -

주당 내부 권력경쟁의 기본구도이며 이 틀을 통해 정당 개혁과 공천방향

이 정해졌다면, 한나라당의 당내 분파는 더 복잡하면서도 역사성을 띠는

문제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진행된 한나라당의 공천심사 과정은 당시

실무자의 진술에서 그 일단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그때는 각 공심위원들의 몫이 있었던 것 같애. 몫을 인정해줬다고. 하순

봉은 누구누구 챙기고, 이부영은 누구누구 챙기고... 다 그래서 자기 몫이

있어 가지고, 사람들한테 “너 이번에 공천서류 내라”고... (중략)... 그때는

당 총재의 영향력이나 통제력이 강했던 때니까, 내가 기억하기로는, 인정을

하고 인정을 받은 것 같애. 그러니까 “너 이번에 니 몫 얼마 챙겨. 근데

내가 이거 해야 되니까 이거는 그대로 따라야 돼” 라는 수직적인 계통이었

던 것 같애... (중략)... 그때는 어쨌든 제1의 일이 나이 먹은, 이회창 총재가

불편해 하는 원로들을 자르는게 제일 첫 번째 목적이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이회창 총재가 자기가 영입한 사람들을 챙기는 거였던 거 같애. 세

번째는 각 지도부의 몫을 인정해주는... 그래서 하나의 공존의 형태였던 거

같은데... 서로 인정할 건 인정해주고... 서로 영역을 인정해주는 공천이었던

거 같애.72)

한나라당의 공천심사특위가 민주당에 비해서는 좀 더 역할의 공간이

열려 있었다는 얘기며, 다른 실무자 또한 이와 관련해 당시 이회창 총재

의 공천 전략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두 가지 안이 있었지. 대체적으로 영남권을 TK를 예를 들자면 허주

(虛舟)73)를 날리고 나머지를 다 살리든지, 나머지를 다 죽이고 허주(虛舟)를

허수아비처럼 살리든지,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야 한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허주(虛舟)를 살리고 나머지를 날릴

줄 알았는데, 이회창 총재는 승부사인 게, 허주(虛舟)를 날리더라고. 그러고

나머지는, 일부는 조절했지만, 대체적으로 안착하는 그런 분위기로 해가지

72) 구술자 I. 2021년 2월 5일 인터뷰 내용.
73) 1979년 유정회 멤버로 국회에 진출하여 5공, 6공을 거쳐 YS의 문민정부까지 5
선 의원을 지내며 요직을 차지하는 등 당시 킹메이커로 불리면서 TK 맹주를 자
처하던 故 김윤환(1932-2003) 전 의원의 호(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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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갔는데...74)

2000년 총선 후 다음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 이회창 총재로서는 구시대

정치 청산과 세대교체라는 명분을 살리면서도 대선에서의 원군을 확보하

기 위해 계파의 수장들만 상징적으로 제거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김윤환,

신상우, 이기택 등 거물들만 솎아 낸 것이다. 당시 언론보도에서도 동일

한 내용이 확인된다.

TK지역의 대부를 자처하던 김윤환 고문은 공천에서 탈락한 반면, 그 지

역 현역의원들은 대부분 공천됐다. 또 이기택 고문도 본인이 요구한 부산

연제구에 입성하지 못한 데 반해, 구민주계와 직·간접적으로 인연을 맺은

인사들은 70여 명 중 31명이 공천을 받았다. 이회창 총재가 계파를 없애고

‘이회창 당’을 만들기 위해 손자병법의 전략을 택한 듯한 대목이다.75)

개방성과 관련해서 살펴봐야 할 다음 사항은 여론조사를 어떻게 볼 것

이냐의 문제다. 당시에도 공천심사특위나 당 지도부는 예비 후보자들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주로 활용해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실시된 여론조사는 흔히 ‘심사용 여론조사’ 혹은 ‘참고용 여론조사’로 불

렸다. 그러나 이런 형태의 여론조사를 현재 주요 정당들에 의해 당내 경선

방식으로 통용되고 있는 ‘경선용 여론조사’와 대비시켜 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는 유권자의 여론을 공천에 반영하려는 적극적인

의지에 따라 개방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활용했던 것이

아니라 당 엘리트들이 공천 심사 편의상 이용했던 하나의 방편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여론조사가 어떤 구속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시행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여론조사를 참고했다고 해서 개방

성의 수준을 더 높게 볼 필요는 없다. 이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에 모두

해당된다.

74) 구술자 K. 2021년 4월 22일 인터뷰 내용.
75) 조선일보(2000.2.19) “野 공천 충격…화제…김덕룡 빼곤 계파보스 ‘전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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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권노갑 고문을 또 찾아갔더니 뭐라고 하냐면, “거기 여론조사를 한

번 시켜봐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겁이 퍼뜩 나죠. 여론

조사 한다고 해서 누가 거기서 나를 알아보고 여론조사가 좋게 나오겠어요.

근데 상대는 거기서 도의원 하던 분이에요. 정치를 오래했던... 나이도 선배

고 훨씬 여러 가지로 선배죠. 그래서 내가 “거기 어떻게 여론조사를... 여론

조사를 하면 제가 떨어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하니까, “에이, 걱정하지

마라”는 거에요. 여론조사가 뭐냐면, 지금도 그렇지만, 앞에 관형어가 붙는

여론조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중략)... 질문 자체에 답이 있는

거에요.76)

몇몇 지역에서 여론조사와는 다른 공천을 했다. 윤원중 의원은 송파을에서

공천을 받은 최한수씨보다 여론조사에서 유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의

남구에서 탈락한 이상희 의원도 김무성 의원보다 지지도가 높았으며, 연제구

에서도 권영적씨가 권태망씨보다 지지도가 앞섰으나 고배를 마셨다.77)

공천의 마지막 단계는 당 총재의 결정이다. 당시 총재는 공천심사특위

에서 심사한 공천안에 대해서 단지 소극적으로 그것을 확인하고 승인하는

차원의 권한을 가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후보자를 결정하는 최종적

권한을 행사했다. 당 총재의 마지막 결정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후보자가

뒤바뀔 수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하잔과 라핫(Hazan & Rahat 2010)이

말하는 가장 폐쇄적인 공천주체인 ‘1인 지도자’에 의한 단독 결정도 여전

히 유효한 상태이며, 공천주체에 대한 전반적인 개방성 수준을 계산할

때는 이를 고려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2000년 총선의 공천은 ‘총재와 소수 측근의

사전협의 → 공천심사특위의 심사 → 총재의 결정’이라는 3단계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었고, 각 단계의 개방성 수준과 비중을 계산한 후 이를 다시

합산하면 전체적인 개방성 지수 값을 구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공천한 225개 전체 지역선거구가 모두 동일한 3단계의 공천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전제로, 단순화에 대한 약간의 위험을 무릅쓰고

76) 구술자 B. 2021년 4월 20일 인터뷰 내용.
77) 조선일보(2000.2.29) “여론조사는 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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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일정 정도의 추정을 통해서 계산을 진행할 것이다.

먼저 민주당을 보면, 1단계 공천주체(선출직 1인 지도자가 소수 측근과

협의)의 개방성 지수는 2점이며 전체 공천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 2단계 공천주체(당내 인사로 구성된 임명직 소규모 특별위원회)의

개방성 지수는 4점이며 전체 공천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3단계

공천주체(선출직 1인 지도자 단독)의 개방성 지수는 1점이며 전체 공천

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로 계산한다. 각 단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당시 언론보도와 심층 인터뷰 대상자들의 구술자료 등을 바탕으로 질적

인 의미를 평가하여 필자가 부여한 것이다. 공식적인 당의 규정에 명시

된 바가 없기 때문에 엄밀하게 각 단계의 비중을 계산할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 근사치에는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

라서 이렇게 계산할 경우, 민주당의 전체적인 개방성 지수는 (2×0.5) +

(4×0.1) + (1×0.4) = 1.8점이 된다.

다음으로 한나라당의 1단계 공천주체(선출직 1인 지도자가 소수 측근과

협의)의 개방성 지수는 2점이며 전체 공천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 2단계 공천주체(당외 인사로 구성된 임명직 소규모 특별위원회)의

개방성 지수는 5점이며 전체 공천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 3단계

공천주체(선출직 1인 지도자 단독)의 개방성 지수는 1점이며 전체 공천

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로 계산한다. 여기서도 민주당에 적용한

계산방식을 따랐고, 한나라당의 경우 공심위의 비중을 약간 더 높게 평

가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한나라당의 전체적인 개방성

지수는 (2×0.5) + (5×0.2) + (1×0.3) = 2.3점이 된다.

이제 양당을 비교해보면 한나라당이 민주당에 비해 약간 더 개방적이

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차이는 미미하며(0.5점), 양당 모두 하잔과 라핫이

말한 ‘1인 지도자’라는 공천주체의 범주에 해당한다. 다만, 민주당은 1인

지도자가 소수의 측근과 협의하여 공천하는 전형적인 유형에 속하며, 한

나라당은 당내 파벌 지도자들이 공천을 결정하는 유형에 조금 더 다가가

있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표 2-1> 참고).

이 정도의 개방성에서는 참여의 수준과 성격을 논하기가 어려울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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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극히 제한된 개방성 수준에서는 참여 자체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

이다. 다만, 향후 총선들과의 비교를 위해 제2장에서 제시된 본 연구의

분석틀에 맞춰 각 정당의 참여 수준을 양적으로 측정해볼 수는 있다. 먼저,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후보를 낸 225개 선거구에서 모두 ‘총재와 소수 측

근의 사전협의 → 공천심사특위의 심사 → 총재의 결정’을 거쳐 공천이

확정됐기 때문에 선거구별 공천결정 참여자 수는 ‘총재와 소수 측근 +

공심위원들의 수’와 같다. 여기서 총재와 공천에 대해 사전 협의하는 소

수의 측근들 수는 양당 모두 10명으로 추정하여 계산한다. 공천을 긴밀

하게 협의할 수 있는 측근들의 숫자로는 10명 정도가 최대치라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공심위원들은 민주당이 9명, 한나라당이 6명이었다. 따라서

민주당의 ‘선거구별 공천결정 참여자 수의 평균값’은 1+10+9 = 20명, 한나라

당의 ‘선거구별 공천결정 참여자 수의 평균값’은 1+10+6 = 17명이다.

한편, 1999년 말을 기준으로 민주당의 총 당비납부 당원수는 6,839명,

한나라당의 총 당비납부 당원수는 11,213명이었다(중앙선관위 2000b).

당시 지구당은 총 227개였으므로 선거구별 당비납부 당원 수의 평균값

은 민주당이 6,839/227 = 30명, 한나라당이 11,213/27 = 49명이다. 따라서

‘진성당원 수(당비납부 당원 수) 대비 공천결정 참여자 수의 비율’로 측

정되는 참여 수준은, 민주당이 (20÷30)×100 = 66.7%, 한나라당은

(17÷49)×100 = 34.7%가 된다. 물론 폐쇄적인 공천제도 하에서 공천결정

참여자 수도 극히 적고, 당비를 납부하는 진성당원의 숫자도 극히 미미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수치가 나타내는 참여 수준의 양적인 의미를

국민참여경선 도입 후의 그것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무리다. 하지만,

기존의 폐쇄적인 공천제도 하에서의 참여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확인

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폐쇄적인 공천이라고 해서 참여의 성격이 정당 중심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공천에 참여하는 극소수의 당 엘리트는

정당을 대표하는 성격이라기보다는 1인 지도자의 ‘측근’이라는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 정당 중심(party-centered)이 아니라 지도자 중심

(leader-centered)의 사인화(personalization) 현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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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7대 총선(2004년)

2004년 총선에서는 양당이 혼합 방식과 다단계 방식을 모두 활용한 복

합적인 공천제도로 후보자를 선정했다. 따라서 공천주체의 유형은 두 가지

로 나눠질 수 있다. 당 엘리트들로 구성된 소규모 특별위원회(공심위)가

하나이고, 유권자들(혹은 일부의 당원들)로 구성된 경선 선거인단이 다른

하나의 공천주체이다. 일부의 후보자들은 공심위(혹은 자격심사위)라는

단일 공천주체에 의해 공천을 받았고, 나머지 후보자들은 공심위 심사라

는 1단계 후 경선 선거인단 투표라는 2단계 과정을 거쳐 후보로 확정되

었다. 공천의 개방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각 단계의

공천주체에 대해 세부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공심위 구성의 개방성은 2000년 총선에 비해 약간 높아졌다. 특

히 열린우리당은 당내 인사와 당외 인사를 동수로 하여 구성한다는 점을

당헌에 명기함으로써 외부 개방을 보다 분명히 했다. 또한 위원장을 외

부인사(김광웅 교수)로 임명함으로써 개방 의지를 더 드러내 보이기도

했다. 한나라당은 공심위 구성에 대해 외부인사의 비율을 당헌에 명시하

지도 않았고 위원장(김문수)을 당내 인사로 임명하긴 했지만, 위원들은

당내 인사(7명)와 당외 인사(7명)를 동수로 구성하면서 외부 개방폭을

높였다. 이는 노무현 정부 출범과 함께 대선자금 수사와 각종 부패 사건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정치불신과 정당에 대한 반감이 깊어져 외부 세력

을 통하지 않고는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정당

의 자생성에 대한 믿음은 거의 사라지고 탈정당화 된 개혁만이 해답으로

남겨져 있던 때였다. 특히 국민참여경선을 거쳐 대통령에 당선된 노무현

과 열린우리당의 참여민주주의적 개혁 드라이브는 이러한 흐름을 더 가

속화 시켰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류기준에 의하면, 공천주체로서의 공심

위는 양당 모두 외부인사를 포함한 위원 구성으로 인해 5점의 개방성

지수에 해당하며 탈정당화 된 형태를 보였다.

그러나 외부 인사들로 공심위를 꾸리는 것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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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더 많다. 특히 정당들이 유명 소설가(한나라당-이문열, 열린우리당

-김주영) 등 유권자들의 이목을 끌만 한 인기인들을 경쟁적으로 섭외함

으로써 정당 공천 업무가 형해화 되고 당내의 권력다툼에 더 쉽게 휘둘

리게 된다는 우려들이 있었다. “외부위원들은 사람을 모른다는 한계가

있다. 밖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여기 사람들을 알 수 없으니까”(구술자 A)

라든지, “공심위의 외부위원들을 보면, 청와대에서 추천받은 사람들을 데

리고 와서 위원장의 들러리 역할을 했다”(구술자 C)는 등의 진술이 그런

경우이다.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정당 내부를 들여다보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짧

은 기간에 공천 심사를 해야 되고, 그러다보면 어떤 사람이 더 좋은지 자기

들이 어떻게 알 수 있나. 그래서 이제 공천을 하고 나면 약간의 후유증이

막 생기는 거지. 왜냐하면 스크린이 안 되니까... (중략)... 대통령이나 당대

표가 좋아하는 인물을 어거지로 공천을 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지. 공심위도

다 그 구성 자체가 청와대의 영향력 있는 사람이 공심위 구성 자체를 개입

하니까 공심위가 어떤 누구를 편드는 공심위가 돼 가지고... 이게 진짜 공정

하게 공천하는 그런 인물로 구성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말만 무슨 공천

심사를 공정하게 한다는... 실제로는 그렇게 운영된 경우가 거대 정당에는

거의 없다... (중략)... 그러니까 이문열 같은 그런 사람들을, 그때는 대외적인

이미지를 중시하는 때니까 이문열 같은 사람들을 영입해왔지만, 그런 사람

들이 공심위에 와서 소신대로 하는 게 어려웠을 거야. 모든 정당이 다

그렇다.78)

일시적으로 공천 기간에만 잠깐 당의 업무를 보다가 공천이 끝나면 다

시 자신들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외부 공심위원들에게 제도적 책임성

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자신을 위원으로 천거해준 당 주요인물의

이해관계에 맞춰 심의에 참여하는 수동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심위를 외부인사로 구성하는 탈정당화 된 방법으로 개혁적인

면모를 선보이려는 정당들의 시도는 정당정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78) 구술자 Q. 2021년 1월 16일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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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한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당내 구성원들에 의한 주체적인 정당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공천 업무에 대한 역량이 축적되지도 않기

때문이다.

경선에서 누가 투표권을 가지도록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쟁점은 유사

하다. 물론 2002년 대선후보 경선에서 당원과 일반국민이 5 대 5의 비율

로 참여함으로써 ‘국민참여경선’의 문이 열렸지만, 국회의원 후보 경선은

대통령 후보 경선에 비해 선거구가 훨씬 더 작고 대표성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개방폭에 대한 논의가 새로운 형태로 전개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지구당 개혁 문제는 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이었다. 국회

의원 선거구 차원에서 당조직의 역량과 당원의 역할을 어떻게 볼 것인지

에 따라 경선 투표권의 주체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이 문제에 대한 논의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 국회에서 2003년 7월

개최된 ‘상향식 공천의 제도적 정착을 위한 공청회’를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공청회는 한나라당 쇄신모임과 미래연대가 공동 주최한 것으로,

관련 주제에 관해 정병국 의원이 발제한 후 민주당 임종석 의원, 참여연대

손혁재 운영위원장, 김용호 교수, 김형준 교수 등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이 공청회에서 정병국 의원은 “그동안 지구당이 중앙당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았고 총재가 선정한 제왕적 지구당위원장으로 인해 지구당이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는” 측면을 지적하면서 중앙당에

집중되고 있는 국고보조금의 50%를 지구당에 직접 지원해야 한다고 주

장한다. 또한 정당의 경선 사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함으로써

정당의 비용문제와 관리 부담을 덜어주며, 경선에 불복하고 탈당한 사람

에 대해서는 후보 등록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제정함으로써 경선제도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정병국 2003).

정병국 의원은 지구당 개혁 문제를 공적 영역으로부터의 지원에서 찾

고 있었다.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고, 선거관리를 위탁하며, 경선 불복자를

법으로 규제함으로써 지구당을 안정시키고 상향식 공천을 제도화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토론자로 나선 임종석 의원은 “진성당원에 의한

지구당 운영이 개혁을 위한 우선적 과제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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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한 공천개혁 방향으로는 “국민참여 비율을 50% 이상 유지하는

완전한 상향식 공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한다(임종석 2003). 손혁

재 위원장은 고비용 저효율의 정당구조 개선과 정치자금 조달 및 집행의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정치자금법제 개혁에 초점을 맞춘다(손혁재 2003).

김용호 교수도 국고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 방안 강구와 함께 기존의

품삯 당원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으로서 일반유권자의 경선 과정 참여를

중요시 한다(김용호 2003). 김형준 교수는 차제에 국고보조금을 중앙당

에 보조할 것이 아니라 경선 후보에게 직접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것을 권고하면서 선거가 없는 기간 동안에는 모든 지구당을 해체하고

원내중심 정당체제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김형준 2003).

전반적으로 공청회 참석자들은 지구당이나 당원들을 ‘관리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비용과 효율이라는 경제적 관점에 입각한 해결책들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법적인 강제와 공적인 규제 및 지원을 통해

정당을 규율함으로써 개혁을 유도해나가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그에

비해 당조직의 역량 강화와 당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나갈 내적,

주체적 개혁 방안에 대한 고민은 찾아보기 힘들다. 대체적으로 지구당의

자생성에 대해 회의적이며, 공천에 있어서는 일반유권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함으로써 기존의 사당화 된 지구당 체제를 교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그러한 외부로부터의 자극과 새로운 개혁 동력이 진성

당원을 만들어낼 토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향후 개혁 작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공천과정에 유권자 혹은 지지자들의 참여를 최대한 높

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는다.

이런 기조 속에서 결국 법적으로 지구당을 폐지하는 조치에 이르게

되며, 2004년 총선의 후보자 경선은 선거구 내의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방향을 잡게 되었다. 먼저, 열린우리당의 경선을 살펴보면,

“선거인단 구성은 해당 선거구의 모든 유권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표본

추출 방식”79)으로 이루어졌다. 세부 사항으로는 첫째, 열린우리당 지지자

혹은 무당파 유권자가 선거인단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둘째, 선거인단 구성

79) 열린우리당(2003) 제17대국회의원후보자추천규정 제11조 제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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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는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비례를 고려하도록 했다. 즉, 선거구

내의 KT 유선전화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열린우

리당 지지자 혹은 무당파인지를 확인한 후 당의 경선 선거인단으로 참여

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서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일정

수의 유권자들로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유권자를 공천주체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원이 공천주체인

경우보다 개방성이 높다. 또한 유권자들 중에 무당파에게도 참여 기회를

주기 때문에 당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한 사람들로만 참여 범위를 제

한하고 있는 미국식 준폐쇄형 예비선거보다도 개방폭이 더 넓다. 그러나

당에 대한 지지 여부를 밝히지 않고도 누구든지 투표소를 찾아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식 개방형 예비선거(오픈프라이머리)보다는

덜 개방적이다. 경선 투표에 참여하고 싶어도 당으로부터 선거인단 모집

권유 전화를 수신해야만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

다. 따라서 열린우리당이 선택한 경선 방식은 개방성 측면에서만 보자면

‘유권자 여론조사’와 같은 범주에 속하게 된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경

선은 선거인단대회가 열리는 행사장에 가서 직접 현장투표 형태로 진행

되었기 때문에 접근성과 편의성 측면에서는 전화 여론조사보다 약간 개

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경선 선거인단의 개방성

지수는 ‘미국식 준폐쇄형 예비선거’와 ‘유권자 여론조사’의 중간 지점인

15.5점에 해당한다.

한나라당의 경선 선거인단 구성도 이와 유사하다. 다만, 한나라당은

당원 10%와 일반국민 90%의 비율로 구성된다는 차이점이 있었다. 당원은

컴퓨터 추첨을 통해 선거인단을 확정하고, 일반유권자들을 대상으로는

열린우리당과 같이 무작위 전화 모집 방식을 통해 당 지지자와 무당파

중에 경선 투표 참여의사를 밝힌 사람들로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비

례를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따라서 열린우리당의 선거인단 개방성 지수

논의와 동일한 방식으로 추론해 보면, 10%의 비율을 가지는 당원 선거

인단의 개방성 지수는 ‘당원대회’와 ‘당원 여론조사’의 중간 지점인 11.5점

에 해당하고, 일반국민 선거인단의 개방성 지수는 ‘미국식 준폐쇄형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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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와 ‘유권자 여론조사’의 중간지점인 15.5점에 해당한다. 그런데 당원

과 일반유권자는 선거인단 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르다. 각각 10%

와 90%이기 때문에 이 비율을 적용하여 전체 선거인단의 개방성 지수를

측정하면, (11.5×0.1) + (15.5 × 0.9) = 15.1점에 해당한다.

이상과 같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경선 선거인단의 개방성 지수는

각각 15.5점과 15.1점으로, 본 연구의 분류기준에 의하면 모두 탈정당화

된 개방에 속한다. 다만, 한나라당의 개방성이 약간 더 낮은 것은 양당의

당원구조 차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몇 번의 당명

개정과 재창당 등의 과정을 거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공화당 시절의

당원들이 상당수를 차지할 정도로 안정적인 당원구조를 지니고 있는 정

당이다. 이에 비해 열린우리당은 2004년 총선에 임박하여 민주당에서 탈

당한 친노계 의원과 한나라당 탈당파 의원(5명), 개혁당 의원(2명) 등이

합세한 신생 정당이었다. 따라서 밑으로부터 안정적인 당원조직이 구축

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이러한 당원구조 상의 차이로 인해 한나라당

은 비록 일부이긴 하지만 선거인단 구성에 당원의 몫을 할당한 것이고

열린우리당은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양당 모두 탈정당화 된 방식의 개방을 택하게 된

데는 ‘진성당원의 부재’와 ‘동원에 대한 불신’이라는 고질적 문제를 풀지

못하고 땜질식 처방에 머무른 탓이 크다. 상향식 공천을 해서 민주적 정당

의 모습을 보이고는 싶으나 정상적인 정당 활동을 하면서 경선에 참여해

권한을 행사할 당원 자체가 부족했기 때문에 정당들은 당 밖의 유권자에

게 문호를 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정당의 공천에 참여할

유권자 또한 부재한 상태에서 후보자들끼리 동원 경쟁을 벌이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해서 양당은 전화 모집이라는 제한된 방식의 해법으로 수렴해

갔던 것이다. 그러나 상향식 경선의 조건(분권화 경험을 통한 주체적

당원과 자발적 참여 문화의 형성)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의 중요

의사결정을 외부에 개방해 버림으로써 오히려 참여 확대라는 본질적

목표마저 훼손될 위험성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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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열린우리당 국민 경선의 문제점은 첫 경선 지역이었던 서울 강서을

경선(2월 8일) 때부터 감지된 바 있다. 이 지역은 현역의원인 김성호 의원

이 탈락해 화제가 됐던 곳이기도 하다. 열린우리당 국민 경선의 가장 큰

문제는 다름 아닌 일반인의 무관심이다. 당원이 아닌 100% 일반인 참여

경선을 표방했지만 일반인의 관심이 워낙 적어 선거인단 구성 단계부터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모든 선거인단은 각 지역 일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선거에 참여하겠다는 사람들만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통화

성공률 자체가 극히 저조하고 통화가 되더라도 선거에 참여하겠다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게 문제다. 이와 관련해 강서을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강서을은 총 7만개의 전화번호를 입수해 전화를 한 바퀴 돌렸지만 법적

선거인단수(총유권자수의 0.5%)를 채우지 못해 추가로 세 바퀴를 더

돌렸다”며 “그래도 비율을 채우기가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결국 강서을

경선 당시 실제 투표에 나섰던 선거인단수는 총 310명에 불과했다.80)

2004년 총선의 공천제도와 공천과정을 연구한 김영태(2004)에 따르면,

열린우리당의 경우 경선을 실시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선거인단 규모가

500명에서 1,000명 정도의 수준이었으며 평균적으로는 876명이었다. 게다가

선거인단 중 실제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300명에서 500명 정도에 불과하

며, 심지어는 150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100표 미만을 득표하고도 경선에

승리한 경우도 있었다. 국회의원 선거구의 평균 유권자 수가 20만명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유권자의 0.1%-0.2% 정도만 경선에 참여했다는

얘기다. 이것은 극히 적은 숫자이며, 선거인단에 의한 경선이라기보다는

소규모 배심원단에 의한 평결이라고 보는 것이 더 어울리는 명칭일지도

모른다. 현재 양당에서 당비를 납부하는 권리당원(혹은 책임당원)이

선거구별 유권자 대비 평균 0.5%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도, 이

러한 참여 수준은 극히 낮은 것이다. 참여를 늘리기 위해 개방성을 확대

했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이다.

80) 매일경제(2004.2.29) “우리당 '국민경선' 무용론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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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평균값) 선거인단 수 투표참여자 수 투표율 당선자 득표수

열린우리당 876명 415명 48.2% 244표

한나라당 1,837명 928명 51.1% 534표

<표 4-5> 2004년 총선 경선 참여 현황

출처: 김영태(2014: 120)

그러나 제2장에서 제시된 본 연구의 분석틀에 따라 2004년 총선 공천

당시 양당의 참여 수준을 좀 더 정확히 계산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앞

에서 살펴본 대로 열린우리당은 후보자를 낸 243곳 중 84곳(35.6%)에서

경선을 실시했고, 경선 지역에서의 평균 투표참여자 수는 415명이다(<표

4-5> 참고). 나머지 159곳(64.4%)에서는 20명으로 구성된 공심위가 공천을

결정했다. 따라서 열린우리당의 ‘선거구별 공천결정 참여자 수의 평균값’은

(415×0.356)+(20×0.644) = 161명이다. 다음으로, 한나라당은 후보자를 낸

228곳 중 15곳(6.6%)에서 경선을 실시했고, 경선 지역에서의 평균 투표

참여자 수는 928명이었다(<표 4-5> 참고). 나머지 213곳(93.4%)에서는

15명으로 구성된 공심위가 공천을 결정했다. 따라서 한나라당의 ‘선거구별

공천결정 참여자 수의 평균값’은 (928×0.066)+(15×0.934) = 75명이다.

한편, 2003년 말을 기준으로 열린우리당의 총 당비납부 당원수는

12,474명, 한나라당의 총 당비납부 당원수는 15,661명이었다(중앙선관위

2004b). 당시 지구당은 총 243개였으므로 선거구별 당비납부 당원 수의

평균값은 열린우리당이 12,474/243 = 51명, 한나라당이 15,661/243 = 64

명이다. 따라서 ‘진성당원 수(당비납부 당원 수) 대비 공천결정 참여자 수의

비율’로 측정되는 참여 수준은, 열린우리당이 (161÷51)×100 = 315.7%,

한나라당은 (75÷64)×100 = 117.2%가 된다. 이를 통해 볼 때, 참여자의

절대적인 수치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실망스럽지만, 당시의 진성

당원 수에 대비한 비율로 계산한 참여 수준의 지표는 공천제도 개혁 전에

비해 상당히 개선됐음을 알 수 있다. 열린우리당이 2000년에 66.7%에서

2004년에는 315.7%로, 한나라당이 2000년에 34.7%에서 2004년에는

117.2%로 각각 4-5배 정도 상승폭을 보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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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단절적 변화’라고 불릴 정도의 급격한 공천 개방이 있은 후 나타

날 수 있는 당연한 결과로 판단된다. 최소한 진성당원의 규모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참여가 이뤄졌다는 것은 극히 폐쇄적인 공천 경로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 절대적인

수치에서 볼 때 참여자의 수가 너무 적다는 데 있었다. 선거인단 구성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참여자의 수가 적었기 때문에 경선 후보자들은 다

양한 방법으로 부정한 시도를 하게 되고, 동원 선거의 모습은 버스에서

전화로 그 수단만 바뀌었을 뿐 본질적으로 달라진 면을 찾기 어렵게 된

것이다.

말이 좋아서 저게 선거인단 모집 방식이지, 결국은 동원 경선이야. 대기

시켜 놓고.. 예를 들면, 전화기를... 빈 전화 있잖아요. KT 전화를 사, 회선

을. 백 개, 천 개씩 사는 거야. 동네에서 여러 명이. 그래서 한 사무실에 모

여서 계속 전화를 받는 거지. 그러면 동원력이 세고 자금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유리한 거잖아. 그러니까 순수하게 시민들

을 모집해서 하는 경선이라는 건 가능하지 않은 거죠, 우리 나라에서.81)

또한, 선거인단에 선정되더라도 행사장까지 나와서 실제로 투표를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기존에 해결되지 못했던 동원 경선 이슈는

그대로 남게 된다. 자발적 참여라는 본질적 문제가 선결되지 않고는

개방성을 아무리 높여도 참여의 양적, 질적 수준이 높아지기 어려운

것이다.

매수행위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 대면 경선으로 선거인단에 의해서 하는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경선을 해놓고도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고...

(중략) ...문제는, 선거인단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니까 연락처만 있으면 누군지

를 파악해가지고 밤에 찾아간다든지 해가지고 선거가 엉망진창이 될 수가

있잖아. 그런 우려가 생기는 거지.82)

81) 구술자 R. 2021년 4월 6일 인터뷰 내용.
82) 구술자 M. 2021년 4월 15일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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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라고 하는 건 양쪽이 다 중요해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대의민주

주의 체제에서 정치를 다른 의미로 규정을 하면, 대표하는 사람과 대표되는

사람의 관계잖아요. 대표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이나 의지를 가지고 투표

이외의 정당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느냐, 이게 사실은 하나의 관건인

거고. 또 하나는 대표하는 사람들, 직업 정치인들 입장에서 시민들의 참여

과정에 노이즈가 안 생기게 자기들이 얼마나 공정하게 룰을 지키느냐, 이게

사실은 관건인데. 시민들의 참여 여력은 현저하게 떨어지고, 관심과... 일단

관심이 없는 거에요. 정당이 저렇게 엉망인데 정당 경선에 누가 참여를 하

냐고. 그렇지 않아요?... (중략) ...자발적이라는 게 되냐고요, 말이 그렇지...

원론적으로는, 자발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오픈을 딱 해놓고 열심히 홍보

하고 선전하고 그래서 뜻이 있는 국민들이 공론의 장에 참여를 해서 그렇게

되면 좋은데, 그건 그냥 우리의 상상일 뿐이지. 현실에서 시민들이 그렇게

참여하기 힘들다고요.83)

정리하자면, 2002년 국민참여경선의 성공과 ‘차떼기 사건’ 등 정치부패

스캔들로 인해 2004년 총선에서 양당은 모두 탈정당화 된 형태의 선거인단

경선을 채택했지만 개방의 폭이 늘어난 만큼 참여자의 절대적인 숫자는

만족할 만큼 확대되지 않았다. 오히려 선거인단 구성 과정에서의 눈에

잘 띄지 않는 편법적 행태와 현장투표 참여를 위한 기존의 익숙한 동원

형태가 모두 나타나는 이중의 왜곡 구조에 빠져 들었다. 공천제도 개혁

으로 개방을 택하면서 기존의 경로를 벗어나긴 했지만 한국 정당들은 여

전히 해결되지 못한 구조적 한계 속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이제 공심위를 통한 공천과 경선 선거인단을 통한 공천을 모두 고려한

종합적인 개방성 지수를 계산해보고 그 의미를 짚어보면서 본 절을 마무

리 하고자 한다. 먼저, 앞서 살펴본 대로 열린우리당은 전체 공천후보자

중 64.5%는 공심위를 통한 공천, 35.6%는 경선 선거인단을 통한 공천을

실시했기 때문에 종합적인 개방성 지수는 (5×0.644) + (15.5×0.356) =

8.74점이고, 한나라당은 전체 공천후보자 중 93.4%는 공심위를 통한 공천,

6.6%는 경선 선거인단을 통한 공천을 실시했기 때문에 종합적인 개방성

83) 구술자 R. 2021년 4월 6일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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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는 (5×0.934) + (15.1×0.066) = 5.67점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양당 모두 공천주체에 대한 개방의 최대폭을 크게

올리긴 했지만, 중앙당의 공천 주도 하에 실제 경선 기회가 주어진 경우는

많지 않으며, 특히 한나라당은 여전히 당 엘리트에 의한 공천과 유사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열린우리당은 그보다는 높은 수준으

로서 당 대의원에 의한 공천과 유사한 값을 갖지만, 실제로는 공심위에

외부 인사를 임명하는 탈정당화 된 형태와 경선 선거인단을 당 외부의

유권자들로 꾸리는 탈정당화 유형, 이 두 가지가 이중으로 겹쳐진 독특한

구조라는 점이 중요하다. 양당 모두 정당의 자생적 발전과는 거리가 먼

개혁 노선을 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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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공천제도의 ‘점진적 변형’ 시기

제 1 절 시기적 특성

이 시기에는 국민참여경선이 별다른 외부적 요인의 충격 없이도 당내

권력관계의 변화와 제도 내적 동학에 의해 점진적 변형을 겪었다. 특히

2004년 정당법 개정과 함께 본격화 된 원내정당화로의 개혁은 ‘조직으로

서의 정당’ 내의 균형을 무너뜨림으로써 중앙집권성과 탈정당화를 심화

시키는 제도적 압력으로 작용했다. 지구당이라는 한 축이 사라짐으로 인해

‘조직으로서의 정당’의 수직적 분권화 수준은 더 낮아졌다.

기간당원제와 국민경선이라는 상반된 개혁 목표 속에 ‘자발적 진성

당원’ 확보에 실패한 통합민주당은 ‘국민여론조사 경선’이라는 손쉽고 간

단한 해결책으로 문제의 본질을 외면해 버렸다. 2004년 총선에서 적용된

‘여론조사표본추출 방식’의 선거인단 모집에 의한 국민참여경선은 2008년

총선에서는 ‘국민여론조사 경선’으로 전환(conversion)의 과정을 겪은 것

이다.

한나라당에서는 2008년 총선 당시 여론조사 형태의 경선이 실시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그 이전부터 여론조사 경선의 흐름은 나타나고 있었다.

2005년 당 혁신위원회(위원장 홍준표)를 통해 대통령 후보 및 광역단체장

후보 선출시 대의원:당원:일반국민:여론조사를 2:3:3:2의 비율로 반영하는

경선룰을 채택한 한나라당은 그 후 오세훈과 이명박을 서울시장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며 여론조사를 경선에 안착시켰다.84) 2005년 혁신위원회는

박근혜 당대표 시절에 만들어졌고, 그 경선룰을 당헌당규에 반영한 것도

박근혜 대표였다. 박근혜가 여론조사에 의해 승부가 뒤집어진 2007년 대선

경선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본인이 대표 시절에 만든

규정이었기 때문이다.

84) 한나라당(2005) 혁신위원회 혁신안(대선후보, 광역단체장 후보 선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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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나라당은 2008년 당시에 ‘정부 속의 정당’(대통령 권력)이 당에

대한 지배를 담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론조사 경선이 필요치 않았을

뿐이다. 주류 계파를 통해 중앙당을 컨트롤 하면서 자파 중심의 공천을

관철해 나간 한나라당에서는 ‘컷오프’와 ‘심사용 여론조사’만으로 충분했

다. 대권에 이어 당권 장악을 위해 친이명박계(친이계)는 친박근혜계(친

박계)를 제압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계파 간 권력분포의 변화에 따라

국민참여경선의 전환(conversion)은 불가피했던 것이다.

결국 지구당 폐지를 통해 ‘조직으로서의 정당’을 약화시키고 ‘유권자

속의 정당’을 강화하여 원내정당화로 나아가려 했던 정당 개방론자들의

개혁 의도는, 하부 조직 부재로 인해 중앙집권성이 강화되고 계파 패권

주의가 노정되면서 점점 더 실현되기 어려워졌다. 2008년 총선 공천은

이런 측면에서 2002년 이후 공천제도 개혁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

도 그러한 흐름이 상황적 요인에 의해 변형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전환

적 형태들을 극적으로 드러내 주었다는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2008년

총선 공천의 모습은 2002년의 ‘단절적 변화’가 내포하고 있는 근본적 한

계를 돌아보게 하는 것은 물론 개방과 참여의 관계를 더 깊이 성찰해야

하는 과제를 던져 놓았다.

2008년의 사례를 단지 공천제도 개혁의 흐름에서 벗어난 일탈적 행태로

간주하며 그 의미를 축소해 버리는 것은 한국 정당의 공천제도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정권교체의 심대한 영향력 속에서

시간적 제약을 안고 진행된 2008년의 공천은 한국 정당들이 발 딛고

서있는 공천제도 개혁의 토대가 얼마나 취약한지, 그리고 그 개혁의 본

질이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지역정당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한국 정당들은 자신들의

절대 우세 지역에서는 언제나 독점적 지위의 정당이다. 게다가 계파 간

이해관계에 기반한 당내 패권 다툼은 양당이 공히 내포하고 있는 상수이

기도 하다. 따라서 그동안 공천에서의 국민참여를 표방해왔던 양당이

대선 후 불과 100일 남짓 만에 치러지는 촉박한 선거환경에서 내놓았던

공천해법들은 한국 정당들의 일반적인 당내 역학과 제도적 변형의 보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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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커니즘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한편, 2012년 총선은 2008년과는 또 다른 환경에서 치러졌다. 2011년에

있었던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는 총선을

앞둔 한나라당 내의 세력교체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총선 패배의

위기감 속에 한나라당은 차기 대권 후보인 박근혜를 중심으로 비상대책

위원회를 꾸리고 당명을 바꿨다. 이번에는 친박계가 주류 세력으로 전면

에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간 민주당은 10년만에 정권을 내주면서 구심점을 잃고 흔들렸으나

폐족으로 불리던 친노 세력이 이명박 정권과의 투쟁 노선을 통해 재결집

함으로써 새롭게 부활했다. 여러 갈래로 흩어져 있던 친노 그룹들이

2012년 총선 직전에 시민통합당을 만들어 민주당과 합당함으로써 야당은

민주통합당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체제를 정비하여 선거를 치르게 되었

고, 친노계는 당권을 장악하며 다시 당의 주류로 올라섰다.

주지하듯이 선거의 1차적인 의미는 보상과 처벌이다. 선거에서 승리하여

정권을 담당했지만 유권자의 기대에 못 미쳤다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공천의 의미는 이러한 보상과 처벌의 메커니즘을 당내에서 먼저

구현해내는 작업이라고 봐도 좋다. 당내에서 주도권을 갖고 정부와 당을

운영했던 주류 파벌의 성과가 좋지 못하면 공천을 통해 1차적으로 그러

한 평가가 반영돼야 하는 것이다. 물론 그 방식이 제도와 절차에 기반한

합리적 형태라면 유권자들의 호응은 더 커진다. 공천의 이런 의미는 야

당도 마찬가지다. 당 운영과 정국 상황에 책임이 있는 야권 내 파벌이

그에 걸맞은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고서는 다시 국민의 선택을 기대하기

어렵다. 공천은 바로 이러한 두 가지 함수의 상호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당내에서 책임정치의 원리가 작동하는가, 그리고 그 과정이 합리적 절차

에 따라 진행되는가의 여부가 바로 그것이다.

한편, 2012년 총선은 정당정치의 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던 시기에 치러진

선거이기도 했다. 의석수만 믿고 날치기 등 구태정치를 재연하는 불통의

여당과 별다른 대안제시 없이 강경투쟁만 일삼는 지리멸렬한 야당에 대

해 국민들은 ‘안철수 현상’이라는 반정당적 정서로 응답했다. 특히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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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현상은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급속한 발달과 함께 시

민들이 새로운 형태의 정치참여를 갈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디지털 환경의 변화와 정당들의 대응은 2012년 총선 공천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다.

이에 대한 정당들의 해법은 공천 개방이었다. 특히 민주통합당은 그동

안 여론조사 표본추출 방식으로 유권자들의 수동적 참여만 허용했던 선

거인단 모집 방식을 변경해 참여를 원하는 모든 유권자들에게 기회의 문

을 열었다. 뿐만 아니라 현장에 직접 가지 않고도 휴대전화로 선거인단

신청과 투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을 경선 개방

에 최대한 활용했다. 새누리당의 경선 방식은 과거와 동일했지만, 대신

공천위원회를 대폭 개방했다. 11명의 공천위원 중에 8명을 외부인으로

임명함으로써 정치와 전혀 관계없는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공천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그러나 일반국민 눈높이의 외부 공심위원들도, 모바일로 무장한 일반

유권자 선거인단도 결국 당내 주류 계파의 공천권 행사를 위한 조연이

될 수 있음을 2012년 총선 공천은 확인시켜주었다. 특히 민주통합당의

모바일투표는 2012년 대선 경선에서도 불공정 경선의 문제와 연관되었고,

경선 후보들의 보이콧 사태까지 유발했다. 경선 참여자들의 편향성과 이를

묵인하는 룰의 문제는 이후 전당대회 때마다 친노계와 비노계의 대립으로

이어졌고, 결국 다음 총선에서는 호남을 중심으로 한 비노계가 안철수와

함께 탈당해 신당을 창당하는 빌미가 되었다. 이로써 개혁이 계파 이익의

관철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공천제도 개혁이 곧 ‘계파 공천의 세련화’ 과정

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당내 특정 계파의 패권적 행태를 차단하고 공정한 공천을 이뤄

내기 위해서는 당을 실질적으로 분권화 하고 당원들을 정치적 주체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당의 하부 조직에 권한을 분산하고 당의

활동을 조직 부문별로 실질화 하는 등 평상시 정당 운영 체계가 작동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구당 폐지와 원내정당화 이후 한국 정당

은 반대방향으로 달려 왔다. 원내의 울타리 안에서 입법권을 틀어 쥔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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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지역구 활동이 가능한 현역의원들에게는 원외 조직 강화와

당의 실질적인 분권화 조치는 전혀 와 닿지 않는 의제였다.

결국 2012년 총선을 끝으로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에서 치러지는 경선

은 더 이상 선거인단 모집 방식을 취하지 않게 되었다. 대통령 선거보다

현저하게 관심이 떨어지는 국회의원 선거의 당내 경선에 자발적으로 참

여하는 유권자들을 확보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다. 당 조직이

취약해서 ‘국민참여경선’으로 지지 기반을 늘리고자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취약한 당 조직마저 더 허물어지고 말았다. 새누리당은 2012년 총선

에서 경선을 치른 46곳 중에 그나마 국민참여경선을 실시할 수 있었던

곳이 6곳에 지나지 않았다. 실제 경선 현장에 나와 줄 당원이나 지지자를

찾는 게 더 어려워졌다는 얘기다. 정당 조직의 취약성으로 인해 도입된

공천 개방이 다시 당 조직의 취약성을 심화시키는 일종의 악순환 구조를

만들어낸 것이다.

‘점진적 변형’의 시기로 특징지어질 수 있는 2008년, 2012년 총선 공천을

통해 우리는 분권화 없이 단지 개방성만 확대한다면 내부로부터의 지속

가능한 참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한

본질적 문제의 해결 없이는 선거 때마다 정당들이 후보자를 선정해 줄

국민들을 찾아 당 밖을 헤매게 될 뿐이다(서복경 2020). 경선 때라도 찾

아와 줄 국민마저 없다면 여론조사라는 한층 더 탈정당화 된 방식으로

당의 공천이 내맡겨질 수밖에 없다.

‘안철수 현상’으로 대표되는 정당의 위기는 한국 정당들에게 내부 역량을

키워나갈 성찰의 기회를 준 것이 아니라 개방으로 포장된 계파 간 패권

다툼의 변형된 양상을 드러내주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결국 2012년

총선은 ‘친박’과 ‘친노’라는 양당의 신주류가 당의 공천을 좌우하는 분기

점이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질서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나갈 지는

당의 전체적인 조직 역량이 아니라 당내 권력 분포와 주류 계파의 성격

에 달려있는 문제로 바뀌었다. 이제 이 시기에 대해 각 요소별로 구체적

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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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당내 권력분포와 공천기구 구성

1.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먼저, 2008년 총선에서 여야 양당의 지도체제는 2004년과 달라졌다. 서

로 역전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2004년에 순수 집단지도체제였던 열린

우리당은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으로 바뀌면서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채택했다. 순수 집단지도체제 하의 열린우리당에서 잦은 당의장 교체85)

와 리더십 약화로 인해 당의 구심력이 떨어지면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

데 대한 성찰의 결과이다(박찬표 2013). 반면, 한나라당은 2004년 총선

때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였으나 2008년 총선에서는 순수 집단지도체제

로 바뀌어 있었다. 당대표에게 과도하게 쏠린 권한이 집단지도체제 본연

의 장점을 해치면서 중요 의사결정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모습을 보였던

것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나온 변화였다.

한나라당의 당헌은 최고위원회가 합의제적 성격의 기관임을 명확히 하

고 있다. 대표최고위원과 최고위원은 전당대회에서 ‘대표최고위원 및 최

고위원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데, 이 선거의 1위 득표자가 대표최고위원,

2-5위 득표자가 최고위원이 된다. 대표최고위원이 최고위원과 동일한 선거

에서 경쟁함으로써 지위와 상징성이 비슷하다는 것을 전제한다. 따라서

최고위원회는 “당내 최고의결집행기관으로서 당무를 통할․조정”하며,

주요 당직자 임명이나 기타 중요한 당무의 처리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점이 당헌에 명시되었다.86) 대표최고위원이 법적,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긴 하지만, 대표최고위원도 단지 최고위원회에

속하는 한 명의 구성원일 뿐이라는 것이다.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이하 공심위)도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구성할 수 있다. 물론 최고위원회가 다수결로써 당무를 집행할 수도 있

지만,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들 간의 합의를 중시했다. 따라서

85) 열린우리당은 3년 9개월 동안 8번의 당의장 교체가 있었다.
86) 한나라당(2008) 당헌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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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지도부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

대표최고위원 강재섭 친박계 위원장 안강민(전 서울지검장) 친이계

원내대표 안상수 친이계

위원

(내부

45%)

이방호(사무총장) 친이계

최고위원

정형근 친이계 강창희(인재영입위원장) 친박계

김학원 친박계 김애실(의원) 친이계

전재희 친이계 이종구(의원) 친이계

정몽준 친이계 임해규(의원) 친이계

김무성 친박계
위원

(외부

55%,

위원장

포함)

김영래(매니페스토실천본부공동대표) 친이계

한영 친박계 강정혜(서울시립대 교수) 친박계

정책위의장 이한구 친박계 강혜련(이화여대 교수) 친이계

양병민(전국금융산업노조위원장) 친이계

이은재(건국대 교수) 친이계

최고위원회에서 다수의 합의가 형성되지 않거나 혹은 소수의 특정 위원

들이 끝까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공심위 구성이 불가능해진다. 제도적

으로 볼 때 당내 권력 구조나 공천기구의 구성이 수평적 분권화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도적 구조가 실제

인적 구성에도 반영돼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표 5-1>은 2008년 총선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 지도부와 공심위의 구성을 보여준다.

<표 5-1> 한나라당 지도부 및 공천기구 구성(2008년)

출처: 국민의힘 홈페이지(www.peoplepowerparty.kr)를 토대로 재구성.

당연직 최고위원인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돼

있는 최고위원회는 친박계와 친이계가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엄밀

하게 보자면 친박계가 약간 우세한 분포이다(친박계 5명, 친이계 4명).

그러나 공심위에서는 이러한 분포가 역전돼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계파

에 과도하게 치우친 양상을 보인다(친이계 9명, 친박계 2명). 제도적인

모습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공천권이 친이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공



- 129 -

천과 관련한 수평적 분권화 수준이 매우 낮은 형태이다.

이는 대통령 권력과의 관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는 대선 후보 경선이 있기 전인 2006년 7월에 열렸다.

그때 박근혜 전 대표와 친박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강재섭 의원이

이재오 의원을 막판에 역전하면서 대표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그러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명박이 승리하면서 대권과 당권이 불일치하는 상

황이 발생했고, 대선 기간과 그 이후에도 당 지도부가 교체되지 않음으

로써 총선에까지 이른 것이다. 물론 전당대회에서 1, 2위를 각각 차지한

강재섭 대표와 이재오 최고위원 간에 갈등이 많았고, 이재오 최고위원은

중도 사퇴하게 되는 등 당 지도부의 결속이 원만하지 못했지만 강재섭

대표가 경선 관리 등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면서 당의 승리에 기여하기

도 했다.

따라서 10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룬 당 지도부로서는 새로 취임한 대통

령 권력을 인정하고 다음 전당대회 때까지 관리형 지도부로서의 역할만

하면서 당을 이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것이 여당 대표에게

요구되는 역할이라는 것을 오랜 정치경륜을 통해 잘 알고 있었던 강재섭은

특정 계파의 대표라기보다는 대통령 권력을 뒷받침하는 관리자에 머물

면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소량의 지분 정도만 챙기려 했던 것이다. 결국

당시는 대권과 당권의 불일치가 별로 문제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당선

초기의 막강한 대통령 권력이 당까지 전일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가능케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심위는 친이계가 장악했고 사무총장으로서 당연직 공심위원인

이방호가 사실상 공심위 내부를 주도하면서 청와대와 친이계의 이해관계

를 관철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에 비해 공심위 내에서 절대적으로

숫적 열세에 놓였던 친박계는 실질적인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였다.

신설된 인재영입위원장으로서 당연직 위원으로 공심위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강창희의 회고에는 당시 공심위 내부의 권력 분포가 잘 드러난다.87)

87) 강창희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인재영입위원장에 임명된 경위를 먼저 서술하고 있
는데, 대선 기간에 이명박 후보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 자리를 수락하게 됐다면서,
그때는 인재영입위원장이 총선에서의 당연직 공심위원이 된다는 당헌 규정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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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상 공천심사위가 구성되고 나서 보니 박근혜 전 대표 측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강정혜 서울시립대 교수 한 명뿐이었다. 그런 공천심사위 구성에 합

의를 해준 것은 소위 친이 측이 전횡을 휘두르도록 만들어준 것이나 마찬

가지였다... (중략) ...공천심사 과정에서 악전고투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

원인도 사실은 그런 불균형한 공천심사위의 구성과 합의에 있었다. 말하자면

원천적으로 잘못된 공천이 이뤄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줬던 것이다. 솔직히

박 전 대표가 원망스러웠다. 나는 문자 그대로 고군분투 하는 처지였다.

강정혜 교수는 현실정치에 대해 잘 몰랐다. “강 교수님, 제가 하는 대로만

따라오세요”라고 말하고 혼자서 싸웠다. 11명의 심사위원 중 박 전 대표 측은

나와 강 교수 2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표결만 하면 우리가 번번이 밀렸다.

그랬기에 매일같이 친이 측 위원들과 싸우고 말다툼을 벌였다.88)

만약 대선이라는 큰 선거를 앞두고 있었다면 특정 계파가 완전히 독식

하는 형태의 공심위 구성이 가능하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대선에서 최

대한 외연을 확장하려면 상대 계파의 도움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선에서 승리한 직후의 청와대에게 그러한 고려는 필요치 않았다. 당내

권력 분포나 계파 간 세력 배열이 반영되지 않은 불균형적인 공심위 구

성은 그래서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다. 2008년 총선 공천에서 한나라당

의 수평적 분권화 수준은 매우 낮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나라당은 2008년 이후에도 계속 순수집단지도체제를 유지했지만 의

도대로 작동하지는 않았다. 전당대회에서 대표최고위원 자리를 두고 경

쟁했던 라이벌 후보가 1위를 차지하지 못했을 경우 차순위자로서 최고위

원회의 멤버가 되는데, 이후 당 운영에서 지도부의 일원으로 대표에게

협조하기 보다는 치열한 경쟁자의 모습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

문이다. 특히 2010년 7월 전당대회에서 안상수 대표가 선출됐지만 근소한

차이로 2위를 차지한 홍준표 최고위원은 지도부 내에서 사사건건 안상수

대표의 발목을 잡는 등 신경전을 멈추지 않았다. 최고위원회 내에서의

이러한 불협화음과 응집력 부족은 당의 이미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뿐만

무도 몰랐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88) 강창희. 2009. 『열정의 시대』. 서울: 중앙북스. 387-3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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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당의 역량을 모으는데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결국 안상수

대표는 다음 해 재보궐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면서 지도부

가 조기에 붕괴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문제는 이런 행태가 다음 번 지도부에서도 그대로 재연됐다는 점이다.

2011년 7월 임시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홍준표도 지도부 내의

갈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와 디도스 사태 이후 지도부 내의 친박계와 쇄신파들이 최고위원직

을 사퇴하면서 홍준표 체제가 불과 5개월 만에 무너지게 되었다. 지도부

내의 불협화음과 갈등은 당내 파벌 간 합의의 문화가 형성되지 않은 상

태에서 제도적으로만 그러한 지도체제(순수 집단지도체제)가 채택됐기

때문이다. 인물 중심의 파벌 문화는 패권적 권력을 추구하게 되고, 최고

위원회가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작용을 하면서 제도의 원래 취지가

발현되지 못한 것이다.

결국 총선을 4개월 앞두고 이명박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극도로 하락한

가운데 당의 지도부마저 붕괴함으로써 한나라당은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재창당 수준의 쇄신을 통해 총선에 임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써 차기 대권

주자인 박근혜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비대위 구성과 당무에 관한 전권

을 위임받게 되었다. 또한 ‘대통령후보 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대

통령 선거 1년 6개월 전에 모든 당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당헌 조항의

적용에도 예외를 인정받음으로써 박근혜는 사실상 대권과 당권을 모두

장악한 일원적 지배구조 하에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의 집단지도체제를 이끌던 당대표들과는 다른 지위에서 당을 통솔하

게 된 것이다.

따라서 공천권 또한 친박계가 완전히 장악했다.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

(공천위)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당내외

인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89)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고위원회의

역할을 하는 비대위가 박근혜 위원장에 의해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공천위

또한 친박계 위원들 일색으로 구성되었다. 당내 인사들보다 외부 인사들

89) 한나라당(2012) 당헌 제48조 ②항.



- 132 -

당 지도부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장 박근혜(전 대표) 위원장 정홍원(전법률구조공단이사장) 친박계

위원

(내부)

황우여(원내대표) 친박계 부위원장 정종섭(서울대 법대 학장) 친박계

이주영(정책위의장) 친박계
위원

(내부

30%)

권영세(사무총장) 친박계

주광덕(의원) 친박계 현기환(의원) 친박계

김세연(의원) 친박계 이애주(의원) 친박계

위원

(외부)

김종인(전청와대경제수석)
위원

(외부

70%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한영실(숙명여대 총장) 친박계

조동성(서울대 교수) 박승오(KIST 교수) 친박계

이상돈(중앙대 교수) 홍사종(미래상상연구소대표) 친박계

이양희(성균관대 교수) 박명성(신시뮤지컬컴퍼니대표) 친박계

조현정(비트컴퓨터회장) 서병문(중소기업중앙회부회장) 친박계

이준석(클라세스튜디오대표)

위주로 공천위를 구성했지만 외부 인사들도 모두 친박 색채가 짙은 인사

들이었기 때문에 친박계의 공천권 장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표 5-2> 새누리당 지도부 및 공천기구 구성(2012년)

출처: 국민의힘 홈페이지(www.peoplepowerparty.kr)를 토대로 재구성.

<표 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 지도부와 공천기구는 친박계 일색

으로 구성되었다. 비대위원으로는 경제민주화를 주창해온 김종인이나

4대강 사업을 비판해온 이상돈이 임명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

이명박 정부 노선과의 차별화를 강조하고 있다. 공천위도 내부 위원들

뿐만 아니라 외부위원들도 강한 친박 성향을 지닌 인물들로 구성돼 있

기 때문에 2012년 총선 공천에서 새누리당의 수평적 분권화 수준은 매우

낮은 상태이다. 대권과 당권이 일치하며, 공천권까지 친박계가 완전히

장악했기 때문에, 공심위원 중에 강창희, 강정혜 등 2명의 타 계파 출신

위원이 존재했던 2008년보다 더 집중화 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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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합민주당과 민주통합당

대통합민주신당이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채택하면서 당의 리더십을

강화하려고 했지만 2007년 대선 패배와 함께 당은 원심력이 크게 작용하

고 있었다. 이에 따라 우상호, 임종석, 이인영 등 수도권 386 의원들은

한나라당에서 당적을 옮겨와 정동영에 이어 대선 경선 2위를 차지했던

손학규를 대표로 추대하여 총선을 치르려 했다. 그러나 손학규 대표

체제를 반대하며 이해찬 등 친노 그룹 일부는 탈당했고, 박상천 대표의

민주당과 합당하면서 통합민주당은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되었다. 합당시

합의에 의해 최고위원들도 대통합민주신당과 구 민주당 몫이 각각 할당

되는 등 당내 계파 간 권한배분이 일정 정도 이루어졌다.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이하 공심위) 구성에서도 계파별 안배가 있

었다. 뿐만 아니라 공심위를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면서

그 중 당외 인사를 과반수로 하고 위원장도 당외 인사로 위촉토록 했다.

특히 당외 인사인 외부위원들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추천권을 부여함으

로써 공심위원장에게 실질적인 공심위 구성권을 일부 인정하였다.90)

2008년 총선 당시 야당이었던 통합민주당 지도부와 공심위 구성은 다음

과 같다.

90) 통합민주당(2008) 제18대국회의원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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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지도부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

당대표
(공동)

손학규 위원장 박재승(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박상천

위원

(내부

33%)

김부겸(의원) 구대통합
민주신당원내대표 김효석

구대통합
민주신당

이인영(의원)

최고위원

강금실 김충조(전 의원)
구민주당

박명광 최인기(의원)

박홍수

위원

(외부

67%,

위원장

포함)

김근(전 한국방송광고공사사장)

유인태 박경철(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정균환 이이화(역사학자)

홍재형 인병선(시인)

김상희 장병화(가락전자 대표이사)

김충조

구민주당

정해구(성공회대 교수)

최인기 황태연(동국대 교수)

신낙균

김민석

고재득

<표 5-3> 통합민주당 지도부 및 공천기구 구성

출처: 『더불어민주당 60년사』(2016).

그러나 박상천 대표의 민주당은 워낙 소수 정당이었기 때문에 지도부

에 대등하게 참여할 수는 없었다. 대통합민주신당 측이 수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심위에서도 당내 위원들은 양측을 동수

로 구성했지만, 외부위원들의 성향은 친노 쪽이 더 우세했다. 정해구 교

수는 친노 그룹과 인연이 깊은 인물이며 김근도 참여정부 당시 한국방송

광고공사 사장을 역임했다. 이이화도 진보적 그룹에 속하는 학자였으며,

‘시골의사’ 박경철도 박재승 위원장이 직접 추천한 진보 성향 인사로

분류된다(유용화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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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지도부와 공심위에서 모두 대통합민주신당 출신 인사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구 민주당 인물들도 일정한 지분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공심위원장이 외부위원들에 대한 추천권과 함께 전략공천에

서도 명확한 권한을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공동대표는 선거

전략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천심사위원장과 합의하여 최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원 지역구 정수의 30% 범위 내에서 전략추천

지역과 후보자를 추천한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었던 것이다.91) 전략공천이

공동대표 2인과 공심위원장 1인, 즉 3인 간의 합의사항으로 규정됨으로써

수평적 분권화에 대한 제도적 고려가 엿보이며, 박재승 위원장도 실제

그러한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사실이 확인된다.

박상천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구 민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이)

통합할 때 전략공천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데 지켜질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

지고 있다”며 “금명간 이 문제에 대해 결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 대표측은 “전략공천권을 뜻대로 행사하지 못하기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며

“작년 우리 대선 캠프에서 일한 사람 중 공천을 받은 것은 이제학·김문환·

강훈식 후보 3명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박재승 위원장은 “전략공천은 이미

끝난 얘기”라며 단호한 입장이다.92)

그러나 공심위원장의 권한과 공심위의 독립성이 실제로 누구에게 이득이

되었을 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시 당대표를

맡고 있었던 손학규는 수도권 386 의원들의 지원을 일부 받고 있긴 했지만

보수정당 출신으로서 당내에 우군이 별로 없는 상태였다. 따라서 친노계,

정동영계, 386 그룹, 구 민주당계 등으로 정립돼 있는 당내 세력 분포에

서 손학규 대표가 차기 대권을 목표로 자신의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 세력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박재승

공심위가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면서 기득권 세력을 정리해줘야 자신

에게는 더 많은 공간이 열릴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심위의 적극적인

91) 통합민주당(2008) 제18대국회의원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21조.
92) 조선일보(2008.3.18) “현역 5명 탈락… 임종석 등 386 대부분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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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행사는 손 대표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면이 있었다. 결국 제도적

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수평적 분권화는 당대표 손학규와

수도권 386의 의중과 무관치 않은 것이다. 다만, 이러한 권력 분포 상의

특징들도 극도로 불리한 선거환경이라는 외적 변수에 의해 크게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2008년에 민주당은 굉장히 참혹한 시절이었다. 정동영이 당을 완전히 무

너뜨려 버렸다. 당시 대선에서 나도 정동영을 안 찍었다. 그냥 무효표를 만

들어 버렸다. 그때 이제 우상호, 임종석, 우원식 등이 당을 재건해 볼려고

손학규를 옹립했다. 손학규를 옹립한 사람들이 386들이다. 특히 수도권 386

들인데, 수도권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손학규)을 데려 와서 어떻게든 나만

살고 보자는 생각을 한 것이다. 그 사람들은 수도권 일부와 호남 정도에만

관심이 있었다. 공심위도 386이 다 알아서 했다. 공심위를 나눠 먹은 다음

에 자기들 거 챙기고 뭐 그렇게 끝났다. 한 마디로 당의 시스템이 무너진

상태에서 공천이 진행된 거다. 거기에 대해 항의할 당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다. 공황 상태였다. 노무현, 정동영, 이해찬이 다 그렇게 퇴장하고, 남아

있는 386들이 손학규를 옹립해서 선거를 치렀던 게 2008년 총선이다.93)

이처럼 2008년 총선은 그동안 열린우리당을 이끌었던 친노계와 정동영

계 등이 대선 패배와 함께 몰락하면서 극도로 불리한 총선 환경 속에서

당내에 뿌리가 없는 손학규가 당대표로 옹립된 채 수도권 386 의원들의

지원을 받으며 구 민주당 측과 연합하여 치른 선거였다. 따라서 국민참

여경선이 도입됐던 2004년 열린우리당의 당내 권력분포와는 확연히 다른

상태에서 새로운 제도적 변형의 공간이 열렸던 것이다.

다음으로 2012년 총선을 살펴보면, 총선 전 통합민주당, 시민통합당,

한국노총의 3자가 당 대 당 통합의 형식으로 신설합당 하면서 탄생한

민주통합당은 다시 순수 집단지도체제로 복귀하게 되었다. 통합의 각

주체들 간의 합의적인 당 운영을 위해서였다.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이 같은 선거에서 경쟁했는데, 1위가 당대표가 되고 2위부터

93) 구술자 L. 2021년 3월 5일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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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위까지가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었다. 2012년 1월 15일 개최된 전당대회

에서는 최초로 모바일 투표가 도입된 바, 모바일의 투표율은 83%, 현장

투표의 투표율은 20%였다. 모바일 투표에서 강세를 보인 친노 주자들에

게 유리한 구도였고, 한명숙 후보가 비교적 큰 표 차이로 당대표에 당선

됐으며 2위도 대표적 친노 후보인 문성근이 차지했다.94)

따라서 민주통합당의 당내 권력관계는 친노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그

러나 민주통합당의 창당과정은 애초부터 친노 계파가 당권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였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하다. 이것은 열린우리당 이후

반복적으로 진행된 당 내부 계파 간 권력투쟁 과정의 일부였으며, 민주

당은 그동안 늘 이런 방식으로 당내 주류권력 교체를 시도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즉, 선거 때마다 민주당은 일부 시민단체를 ‘수혈’이라는 이름으

로 끌어들인 뒤 정당의 외형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던 것이다. 그

런데 제도화 수준이 낮은 정당일수록 조직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내부그룹

간 경쟁을 활성화 하거나 자체 조직역량에 의존하기보다는 통합운동을

벌여 주기적으로 외부세력을 동원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유

정배 2015). 2000년의 새천년민주당, 2004년의 열린우리당, 2008년의 통

합민주당, 2012년의 민주통합당이 대체로 유사한 방식을 사용해 온 것이

다. 특히 2012년 민주통합당의 창당 과정에서는 기존의 친노 계열 당원

들이 탈당하여 시민통합당을 만든 후 다시 민주당과 통합하는 방식을 취

했는데, 결국에는 친노계가 당대표 등 지도부를 차지하여 민주통합당을

접수해 버렸기 때문에 계파 간 권력경쟁이라는 측면이 더 부각되면서 당내

불신도 증폭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집단지도체제가 안정을 찾기 어렵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내고 진보진영에서 상징성이 큰 한명숙이라는 인

물이 당대표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혼란이 일시적으로 봉합되는

형태였으며, 임종석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하는 등 후속 당직 인선을 통해

친노 중심의 권력구조를 안착시켜 총선에 대비하려 했다. 이는 당내의

유력 대권 후보가 친노의 적통을 계승한 문재인이라는 점과도 관련된 것

94) 경향신문(2012.1.16) “민주당 대표 한명숙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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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지도부 공직선거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

당대표 한명숙 친노계 위원장 강철규(전 공정거래위원장) 친노성향

원내대표 김진표 친노계

위원

(내부

47%)

노영민(의원) 친노계

최고위원

문성근 친노계 박기춘(의원) 구민주당계

박영선 손학규계 백원우(의원) 친노계

박지원 구민주당계 조정식(의원) 손학규계

이인영 386 그룹 최영희(의원) 손학규계

김부겸 손학규계 우윤근(의원) 친노계

이용득 한국노총 전병헌(의원) 친노계

남윤인순 여성계

위원

(외부

53%,

위원장

포함)

도종환(시인) 친노성향

김호기(연세대 교수) 친노성향

문미란(미국 변호사) 친노성향

이남주(성공회대 교수) 친노성향

조은(동국대 교수) 친노성향

조선희(전 한겨레신문 기자) 친노성향

최영애(전 국가인권위사무총장) 친노성향

이었다. 유력 차기주자로서의 대통령(후보)권력과 당권이 일치함으로써

주류 계파의 강한 주도권 행사가 가능했던 것이다. 따라서 순수 집단지

도체제의 형태였지만 공천기구 구성에 있어서 당대표의 영향력은 강하게

작용하였다. 한명숙 대표는 노무현 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낸 강

철규를 공심위원장으로 임명했고, 외부위원들도 대부분 본인과 인연이

있는 인물이나 친노 혹은 386 그룹으로 구성하였다.

<표 5-4> 민주통합당 지도부 및 공천기구 구성

출처: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https://theminjoo.kr)를 토대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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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 지도부는 친노 그룹과 구 민주당계

인사, 그리고 전임 당대표인 손학규계, 시민사회 대표 등이 안배돼 있는

형태이지만, 공심위 구성은 친노계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특히

내부 위원으로 손학규계 인사 2명과 구 민주당계 1명이 임명된 것과는

달리 외부 위원은 모두 친노 성향 일색으로 구성됨으로써 한명숙 대표를

비롯한 친노 지도부의 의중이 공천과정에 관철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졌다. 이는 공심위원 11명 중 친박계 2명을 제외하고 모두 친이계 인사

로 구성되었던 2008년 한나라당의 공심위 구조와 비슷한 형태로서, 주류

계파의 패권적 행태로 인해 공천이 파행을 겪었던 한나라당의 경험을 반복

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것이었다.

이처럼 민주통합당의 공심위 구성은 당내 권력 분포를 그대로 반영하

는 균형적 형태라기보다는 친노 패권의 작동을 용이하게 하는 불균형적

구성으로서 수평적 분권화 수준이 매우 낮았다. 또한 공심위원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당헌 규정95)에 따라 15명의 공심위원

중 5명이 여성위원으로 채워짐으로써 특정 학맥을 바탕으로 한명숙 대표

의 보다 직접적인 영향력이 작동할 수 있는 특수한 환경도 조성되었다.

아울러 그 해 연말에 있을 대선후보 경선의 경쟁구도와도 맞물려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민주통합당의 총선 공천은 더 적나라한 계파 패권적

행태를 취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다.

제 3 절 공천심사 과정과 분권화

1. 제18대 총선(2008년)

2008년 총선에서 양당은 수직적 분권화와 관련하여 두 가지 제약을 안고

있었다. 첫째는 지구당 부재로 인한 구조적 제약, 둘째는 시간 부족으로

95) 민주통합당(2012) 당헌 제92조 ②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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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상황적 제약이다. 지구당이 폐지됨으로써 2004년 총선 공천에서 지

구당이 주관하던 모든 기능들이 중앙당에서 직접 맡는 것으로 규정됐거나

시도당이 극히 일부의 사무를 대행하는 정도에 그치게 되었다. 공천위원회

구성은 물론 공천 신청 공고와 접수, 예비후보에 대한 자격 심사부터

후보자 압축, 경선의 선거관리 등은 모두 중앙당의 관할에 속하게 되었

다. 한나라당의 경우, 경선이 실시된다면 경선 선거인단을 추출하는 극히

제한적인 기능이 시도당에 부여될 뿐이었다. 통합민주당은 여론조사 경선만

진행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여론조사의 경선관리를 위해 중앙당에 여론

조사경선관리위원회를 설치했다. 경선과정의 중앙집권성을 높인 것이다.

경선 여부 결정과 경선 대상자 선정, 경선 선거관리까지 모두 중앙당이

주관하고 해당 선거구에서는 경선 선거인단(혹은 여론조사에서의 표본)

으로서 투표(혹은 선택) 행위를 하는 개인들만 존재하였다.

특히 2008년 총선부터 양당은 기존에 중앙당 지도부의 결정에 의해 일부

시행되던 전략공천을 공천규정에 명문화 함으로써 중앙당으로의 권한 집중

을 더 구체화 하였다. 한나라당은 당헌 제92조 ①항에서 “각종 공직선거

(지역구)에 있어 전략지역 및 인재영입지역을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

으며, 통합민주당은 당헌 129조 ①항에서 “전략공천지역을 해당 선거구

총수의 30% 이내로 선정할 수 있다”면서 수치까지 명시했다. 물론 ‘전략

공천’이라는 용어를 규정에 포함하면서 예측성이나 객관성을 높인다는

장점은 있겠지만, 전략공천이 행해질 수 있는 상황을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지도부의 임의적 판단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등의 부작용이 더 크다고 봐야 할 것이다.96) 한나라당은 특히 인재

영입위원회 규정을 신설(2005년 12월 8일 제정)하여 공천시 중앙당의 역

할을 강화하고 있는데, “인재영입위원회가 심사한 사항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도록 함으로써 중앙당이 영입한 인재에 대해 특별히

배려할 수 있도록 했다.97) 한편, 중앙당에 ‘이의신청처리위원회’를 두어

96) 통합민주당은 “선거전략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한나라당은 “취약지역
등 전략지역 및 인재영입지역”에 대해 전략공천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지도부에게 자의적 판단의 재량권을 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만큼
모호한 규정에 지나지 않는다.

97) 한나라당(2008) 당헌 제50조 ④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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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통합민주당

범주 배점
주관

(분권화지수)
범주 배점

주관
(분권화지수)

공천위원회 구성 4 중앙당(0) 공천위원회 구성 4 중앙당(0)

공천신청공고/접수 1 중앙당(0) 공천신청공고/접수 1 중앙당(0)

예비후보자격심사 3 중앙당(0) 예비후보자격심사 3 중앙당(0)

공천심사(후보압축) 4 중앙당(0) 공천심사(후보압축) 4 중앙당(0)

경선 선거관리 2 - 경선 선거관리 2 중앙당/시도당(1)

경선 선거인단 5 - 경선 선거인단 5 해당선거구(5)

공천후보자 확정 2 중앙당(0) 공천후보자 확정 2 중앙당(0)

이의접수 및 재심 1 불허(0) 이의접수 및 재심 1 중앙당(0)

인재영입/전략공천 3 중앙당(0) 인재영입/전략공천 3 중앙당(0)

합계 25 0점 합계 25 6점

공천 결과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갖추고 있는

통합민주당과 달리 한나라당에서는 여전히 이의신청 자체가 금지되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에서는 시도당 위원장이 중앙당 공심위의 최종 후보자 선정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던 규정도 단순한 의견

개진권으로 변경되었다. 사실상 형식적인 권한 정도로 격하된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의 지역적 차원의 분권화 수준

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양당 모두 2004년 총선에 비해서 중앙집권성이

강화되었고, 특히 2008년에는 전혀 경선이 실시되지 못했던 한나라당의

경우 분권화 수준은 더 낮았다.

<표 5-5> 제18대 총선 공천의 수직적 분권화 측정

이러한 낮은 분권화 수준은 시도당에 근무했던 실무자의 진술을 통해

서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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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역할 하는 건 없어요. 그건 다 중앙당에서 하는 거에요. 중앙당

에서 다 했었고 그때도. 발표도 중앙당에서 했었고. 그때는 공천관리위원회

가 아니고 공심위라고 해 가지고, 심의하고 난 뒤에 땅땅땅 두드리면 바로

발표하는 거지 뭐... (중략) ...중앙당에서의 총선 후보 공천 갈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중앙당에서 후보 공모해서 다 결정돼서

내려온 거니까.98)

다음으로, 사회적 차원의 분권화 수준을 살펴보면, 우선 한나라당은 공천

규정에서 여성, 장애인, 정치신인, 사무처 당직자 등을 공천에서 우대할

집단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대외협력위원회를 신설하여 “시민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와의 유대 강화”를 꾀함으로써 당과 시민사회의 접점을 넓히

고자 했다.99) 한나라당이 사회단체와의 교류를 늘리고 이를 바탕으로

“각종 선거 후보자의 발굴 및 인재영입 업무”100)와 연계하려 한 것은 두

번에 걸친 대선 패배 후 축소된 지지 기반을 강화하고 정권교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이 공천에서의 사회적 분권화 조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소수집단이나 외부인사들에 대한 영입에서 주체가 되는 것은

중앙당 지도부이며, 해당 사회단체들은 인재풀 집단으로서의 영입 대상일

뿐이었다. 공천에서 우대하도록 규정된 사회집단은 자신들의 조직을 통해

스스로 후보자를 정하고 당에 그 사람의 공천을 요청하는 형태가 아니라

중앙당이 필요로 하는 혹은 중앙당의 특정 실세와 인연이 있는 사람이

개별적으로 선택되는 형태였다. 이는 여야 양당이 다르지 않았다.

한나라당에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 탈락한 이용득 전 한국노총 위원장이

25일 “나의 탈락은 장석춘 현 한국노총 위원장과 청와대의 밀실공천이 만

들어낸 결과”라며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같은 심정이다, 나도 속고

한국노총도 속았다”고 말했다. 작년 대선 국면에서 노동계 내부의 반발에도

98) 구술자 M. 2021년 4월 15일 인터뷰 내용.
99) 한나라당(2008) 대외협력위원회 규정 제3조.
100) 한나라당(2008) 인재영입위원회 규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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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과 한국노총의 정책연대를 주도했던 이 전 위원장이

한나라당 공천을 ‘청와대의 밀실공천’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시 한 번 한나라당

공천을 도마에 올린 것이다... (중략) ...당과 노총 주변에서는 한나라당과

한국노총의 ‘제휴’를 이끌어낸 이 전 위원장이 비례대표 공천을 받을 것으

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24일 발표된 결과에는 이 전 위원장 대신 강성천

한국노총 부위원장이 비례대표 후보 4번으로 선정됐다.101)

통합민주당의 비례대표 선정 과정에서 시민단체 인사들이 대거 탈락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로 이어진 지난 10년 동안 현 야권의 정치와 정책결정에

깊숙하게 참여·개입해왔던 시민단체의 입지가 손학규 대표 체제에서 크게

좁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손혁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 김주언 전 언론

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김삼웅 독립기념관장, 유시민 의원의 누나이자 전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인 유시춘씨, 양길승 녹색병원장, 조성우 전 민화협 상임

의장 등이 민주당 비례대표를 신청했지만, 무더기 탈락했다. 당선 안정권으

로 평가되는 15번 이내는 물론 40명의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서도 밀렸다.

민주당 관계자는 “‘친노(親盧) 활동’의 활약상을 인정받아 지난 정부에서 고위

공직에 발탁되는 등 기세등등했는데, ‘손학규 야당’에서 찬밥 신세가 되는

것을 보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고 말했다.102)

특히 비례대표 후보 선정과 관련한 보도들에서 이러한 양상이 잘 나타

난다. 당 지도부가 바뀌거나 공천권을 행사하는 당내 핵심인물이 달라지

면 사회집단의 대표성도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2008년

총선에서 양당 모두 사회적 차원의 분권화 수준은 낮았고, 지난 총선에

비해 오히려 더 취약해졌다는 평가도 가능할 것이다.

다음으로, 각 당의 공심위 심사과정에 나타난 공통적 특징을 통해

분권화와 관련된 실제 양태를 좀 더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일반적으로

양당은 공천심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심사기준을 발표한다. 한나라당 공

심위가 내놓은 심가기준은 ‘당선가능성, 전문성, 도덕성, 의정활동 역량,

당 기여도’이며,103) 통합민주당의 공천규정에 명시된 심사기준은 ‘정체성,

101) 조선일보(2008.3.26) “노총, 한나라 비례대표에 집안 싸움”.
102) 조선일보(2008.3.26) “민주 비례대표 시민단체 인사 대거 탈락”.
103) 세계일보(2008.2.29) “한나라 공천 심사, 이상득 부의장 공천 놓고 논란”.



- 144 -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가능성’104)이었다. 결국 심사기준으

로 내놓은 항목들의 순서만 다를 뿐 양당은 거의 동일한 5가지 기준에

의거해 공천심사를 진행한 셈이다. 특히 5가지 항목 중에서 가장 보편적

으로 접근할 수 있고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이끌어 내기 쉬운 항목이 ‘도

덕성’이다. 국민들은 정치권이 부패했다고 인식하며, 국회의원들이 도덕

적으로 깨끗한 인물로 교체돼야 정치불신이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당 입장에서도 새로운 인물을 내세우고 변화를 꾀하기 위해

서는 현역의원이나 기성 정치인들을 물갈이 해야 하는데, 이때 가장 객

관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손쉬운 수단이 바로 도덕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2008년 총선 공천에서도 각 당의 공심위가 ‘비리 전력자에 대한 공천

배제’ 입장을 밝히면서 당내 갈등이 촉발되기 시작한 데는 이러한 배경

이 작용하고 있다. 특히 대선 승리와 함께 당내 주류가 친박계에서 친이

계로 바뀌어야 하는 한나라당이나 대선 패배 후 당 인물의 대대적인

교체를 통해 이미지를 일신해야 하는 통합민주당, 양당 모두 물갈이에

대한 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공심위의 전략 또한 유사할 수밖

에 없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의 이방호 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으로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

공직후보자 추천신청의 자격을 불허한다”는 당규를 꺼내들었고,105) 통합

민주당의 박재승 공심위원장도 “뇌물, 정치자금, 개인비리 등 모든 형사

범을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는 공천심사에서 제외한다”는

당규를 원칙대로 지켜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106)

그러나 상대적으로 소장 개혁파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친이계에 비해

김무성 의원 등 친박계에 비리전력자들이 더 많고, 박지원 등 구 민주계

인사들 또한 386 의원 등에 비해 비리전력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공천배제’ 기준은 일종의 권력 투쟁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었다. 공천배제

(컷오프) 기준을 금고형 이상으로 할지, 벌금형 이상으로 할지, 개인비리

104) 통합민주당(2008) 제18대국회의원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16조.
105) 노컷뉴스(2008.1.30) “강재섭 ‘대표 못해 먹겠다’ 잠적... 한나라, 공천갈등 재점화”.
106) MBN 뉴스(2008.3.4) “민주당 공심위원장 ‘금고형 이상 모두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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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국한할 것인지, 당과 관련한 일이라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을지 등의

세부 기준을 두고 각 계파가 대립하는 것도 그와 관련돼 있다. 한나라당

에서는 이러한 컷오프 과정에서 계파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노골적인

권력 다툼의 양상이 노정되었고, 통합민주당은 박재승 위원장이 ‘저승사

자’로 불리며 원칙적인 집행을 통해 긍정적 호응을 이끌어 내는 차이가

있었지만, 본질적으로는 당내 소수 엘리트들 간의 중앙집권적 결정 과정

이라는 한계를 지니는 것이었다.

통합민주당의 공심위가 다음 단계로 꺼내든 것은 의정활동 능력에 대

한 평가였다. 호남지역 현역의원 30%를 물갈이하기 위해 의원들을 국회

출석률(20%), 발의법안 통과건수(15%), 의원총회 참석률(10%), 당직·국회직

가점(5%) 등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 여론

조사(50%)와 함께 의정활동 성적이 공천 여부를 가르는 중대 변수가 되

었다. 의정활동 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할 경우, 본회의(20점) 및 상

임위(20점) 출석률 등이 40점 반영되고, 의총 참석률도 20점이 반영되는

것이다. 또 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 통과된 법안(원안 또는 수정가결)

건수를 계량화해 30점을 반영하고, 주요 당직이나 국회직을 맡은 의원의

경우 10점의 범위 내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형태이다.107)

그러나 이는 호남의 다선의원들을 표적으로 한 평가일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의회정치 현실에서 다선 의원들은 일반적으로 국회 출석률이 높

지 않으며 법안 발의도 별로 신경쓰지 않는다. 의원총회 참석률도 마찬

가지다. 이러한 계량화된 평가에서는 다선의원들이 대부분 낮은 점수를

얻을 확률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의정활동을 출석률이나 법안 발의 등의

지표로만 평가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편향된 목적 하에 행해졌을 가

능성이 높다. 그런데 2008년 총선에서 통합민주당은 이런 형태의 현역의원

평가를 활용한 반면, 한나라당은 그렇지 않았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경우

의정활동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더 크며, 따라서

실무자들이나 공심위 차원에서 그러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양당 의원들이나 당의 전체적인

107) 조선일보(2008.3.11) “‘이럴 줄 알았으면 신경 좀 쓸 걸…’ 민주 호남의원 공천
좌우할 최대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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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와도 관련된 것인데, 의원들의 권위나 의정활동에 대한 본질을 어

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였다.

따라서 한나라당 공심위에서는 현역의원들에 대해 주로 여론조사의 방

법으로 물갈이 대상을 선정했다. 의원들이 객관적으로 승복할 수 있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평가뿐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여론조

사도 객관적인 여론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정해놓은 물

갈이 대상들이 반박하지 못하도록 만들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용도였다.

당시 ‘친박 학살’로 불린 공천 과정을 지켜봤던 실무진의 이야기를 통해

확인해보자.

그 당시에는 객관화라는 명분을 달기 위해서 여의도연구소에서 몇 차례의

체계적인 조사를 한 게 그때였던 거 같애. 그래서 “우리 왜 짤라?” 그러면

“자, 여연에서 조사해보면 당신들 이렇게 경쟁력이 없다, 지지율이 낮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로 뒷받침했던 건데, 그게 이제 사실을 보면.... 우리가

또 여연의 실무자를 알잖아. 그래서 자료를 다 다시 받았어. 여연에서... 그래

가지고 기자회견까지 했지. “자, 여론조사에서는 실질적으로 내가 이렇게

경쟁력이 있는데, 나를 왜 짤랐냐. 증빙을 달라, 이유를 대라”고 하면서

기자회견까지 했었지. 한선교는 그때 막 울고... (중략) ...억울하다고 봐야지.

우리가 그 여론조사 결과를 다 입수해 가지고, “한선교는 왜 짤랐냐. 한선교

만한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없다” 막 그런 것들을 다 발표를 했었지 무대

(김무성)가... (중략) ...그래서 새롭게 개발해 낸 게, 여론조사 결과 분석에

있어서... 당 지지율보다 낮은 사람.. 그러니까 온갖 이유를 다 갖다 붙이는

거야. 당 지지율보다 낮다거나, 저쪽 당 후보랑 해봤을 때 10% 안으로 좁

혀졌다거나, 이러면 그냥 제거대상으로 삼았었지... (중략) ...그러니까 결국

총장들이 공천의 실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장 핵심 심복들을

사무총장 시켜서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데 공심위라는 구조를 허울 좋게

이용했다고 봐야지.108)

현역의원들의 경쟁력을 판단하기 위한 여론조사, 즉 교체지수 측정을

위한 여론조사도 미리 답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나가는 성격이 강했다는

108) 구술자 I. 2021년 2월 5일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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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알 수 있다. 사실상 영남처럼 한나라당의 당세가 워낙 강한 지역에서

의원 개인의 지지율이 당 지지율보다 높게 나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

다. 더구나 다선 의원일수록 선거구민들의 피로도가 높고 교체를 희망하

는 여론이 우세한 한국적 현실을 감안한다면, 물갈이 시도를 위한 여론

조사는 대부분 목적에 맞는 결과를 산출해 내기가 쉬워진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공심위에서 1차적으로 진행된 ‘비리전력자 공천

배제’, ‘의정활동 평가’, ‘교체지수 측정을 위한 여론조사’가 각각 ‘도덕성’,

‘의정활동 역량’, ‘당선가능성’이라는 명목 하에 공천권을 장악한 세력이

타 계파를 배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공천

권이 중앙에 집중돼 있고, 원내정당화로 인해 지구당이 폐지되는 등

중앙의 권한을 제어할 실질적인 견제세력도 사라진 상태에서 중앙 권력

간의 이러한 전횡과 다툼은 더 노골화 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청와대 권력이 당의 공천권을 지배하면서 이런 모

습들이 공천심사 과정 전반에 걸쳐 나타났다. 현역의원에 대한 컷오프

뿐만 아니라 복수의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단수의 적격 후보를 가려내는

과정에서도 일관된 기준이나 합리적인 심의 없이 어느 계파에 속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리고 친이계 내에서도 어떤 실세 인물의 지원을 받는지

에 따라 공천 결과가 달라졌다. 권력의 힘으로 무리하게 자행된 공천은

친박계 낙천자들의 반발과 ‘친박연대’라는 기형적 정당을 낳았고, 영남

지역에서는 친박무소속연대의 선전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재오, 이상득이지. 사실 MB는 당의 일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 자기

형인 이상득이 좀 전체적으로 아우르고 이재오가 약간 돌격대 같은 형식으로

돌파를 한 거거든. 그러니까 공천에도 거의 비슷하게 간 거지. 핵심 측근들이

대부분 이재오 사람 아니면 이상득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인수위에 딱 들어

가고 청와대 들어가면서 그 사람들이 스크럼을 짜고 그 사람들이 작성을

해서 이재오 하고 이상득한테 오케이 한 다음에 “이거 다 합의된 겁니다”

하고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면은 대통령이 “그럼 당으로 보내” 그래가지고

보낸 거지.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냥 밀어 붙인 거야.

워낙에 힘이 셀 때니까.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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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대 정당이 이러니 한국 정치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지금과

같은 공천시스템으로 의원을 죽이고 살리고 하면 소신 정치를 할 국회의원은

나오기 어렵다. 길게 보면 정치는 정도(正道)로 가야 한다. 정말로 어렵고

힘들어도 정도를 가야 한다... (중략) ...정치에 ‘사기’가 들어가면 그건 망조

다. 본인도 망하고, 당도 망하고, 나라도 망한다. 한나라당이 지금 구심점

없게 된 것도 공천 파동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110)

중앙 주류 권력과의 친소 여부에 따라 공천이 결정되면서 분권화 수준

은 극히 낮아지고, 주류 계파의 자기 사람 심기 행태가 공천개혁으로 포

장되면서 비합리적인 물갈이와 공천파행이 4년마다 반복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또한 물갈이 공천과 함께 중앙집권적 공천의 전형적인 형태가 소위

‘돌려막기 공천’인데, 이것도 2008년 총선에서 본격화 됐다고 볼 수 있다.

과거 서울의 종로나 비교적 상징적인 몇 군데만으로 제한되었던 중진들의

지역구 이동이 보편적인 공천 전략으로 채택되기 시작한 것이다. 대선에서

패배한 정동영은 원래 자신의 지역구인 전주 대신 서울 동작을에 공천됐고,

한나라당은 울산에서만 5선을 한 정몽준의 지역구를 옮겨 이곳에서 정동

영과 대결을 벌이게 했다. 홍정욱은 당초 서울 동작갑에 공천 신청을 했

으나 공심위의 결정에 의해 노원병에서 선거를 치러야 했다. 애초 자신의

지역구와 관계없이 중앙당 지도부나 공심위의 판단에 따라 지역구를 손

쉽게 옮기도록 하는 것은 정당의 공천행위를 지극히 공급자 위주로 사고

하는 것이다. 분권화 되지 못한 공천제도 하에서 지역민들의 요구와 상관

없이 중앙의 전략적 고려에 의해 ‘돌려막기 공천’이 남발되면서 유권자들의

참여 욕구는 한층 저하되었다.

109) 구술자 K. 2021년 4월 22일 인터뷰 내용.
110) 권오을. 2011. 『꺼벙이의 꿈: 오으리의 정치 20년』. 미래를소유한사람들.
158-1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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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9대 총선(2012년)

2012년 총선 공천과정에서의 수직적 분권화 정도는 2008년과 유사하

다. 현실적으로 법적 기구가 아닌 당원협의회가 공천 관련 업무를 주관

하기는 어렵다. 당원협의회는 당원들의 자발적 협의체 성격이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당무를 처리할 기구나 인력이 없다. 더구나 정당법에서는 당원

협의회가 사무실을 두는 것도 금지하고 있어서111) 당원협의회가 하나의

결사체로서 지속성을 보이며 정기적인 활동을 할 물리적 공간도 확보되

지 못한다. 더 중요한 문제는, 당원협의회가 공식적인 조직체의 성격을

띠지 못하게 됨에 따라 당협위원장들의 사조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사실이다(오승용 2005).

과거의 지구당들 역시 위원장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의 성격이 강

하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그래도 당의 공식적인 조직 기구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중앙과의 연계나 기타 조직활동에서 공조직의 지위가 인정된다는

전제가 있었다. 조직강화특위를 통해 조직위원장을 임명하고 공조직을

중심으로 지구당을 유지 관리하면서 중앙과의 업무협조는 물론 당무감사도

받는 등 지원과 감독의 상호작용이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정당의 하부

조직이 당원협의회 체제로 변화되면서 그러한 당무의 주체로서의 지위와

기능이 현격히 저하되었다. 당의 공조직으로서의 당협이 아니라 당협

위원장을 위한 사적 지원 모임의 성격이 짙어진 것이다.

따라서 당협이 경선 관련 업무를 주관하기는 더 어려워졌다. 인력이나

자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협위원장에게 치우친 편파성 때문에 공정한

관리가 핵심인 경선을 담당하기에는 부적절해진 것이다. 결국 공천과정은

더 중앙집권적인 형태로 변할 수밖에 없게 됐다. 공천위원회 구성은 물

론 공천 신청 공고와 접수, 예비후보에 대한 자격 심사부터 후보자 압축

등은 모두 중앙당의 관할에 속하게 되고, 경선이 실시된다면 경선 선거

111) 정당법 제37조 ③항은 “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
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하면서도 “다만, 누구든지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을 두어 당원
협의회의 사무소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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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범주 배점
주관

(분권화지수)
범주 배점

주관
(분권화 지수)

공천위원회 구성 4 중앙당(0) 공천위원회 구성 4 중앙당(0)

공천신청공고/접수 1 중앙당(0) 공천신청공고/접수 1 중앙당(0)

예비후보자격심사 3 중앙당(0) 예비후보자격심사 3 중앙당(0)

공천심사(후보압축) 4 중앙당(0) 공천심사(후보압축) 4 중앙당(0)

경선 선거관리 2 중앙당/시도당(1) 경선 선거관리 2 중앙당/시도당(1)

경선 선거인단 5 해당선거구(5) 경선 선거인단 5 해당 선거구(5)

공천후보자 확정 2 중앙당(0) 공천후보자 확정 2 중앙당(0)

이의접수 및 재심 1 불허(0) 이의접수 및 재심 1 중앙당(0)

인재영입/전략공천 3 중앙당(0) 인재영입/전략공천 3 중앙당(0)

합계 25 6점 합계 25 6점

인단을 추출하는 극히 제한적인 기능이 시도당에 부여될 뿐이었다. 경선이

실시되는 선거구의 당협은 당기구로서 특정한 역할과 권한을 갖는 것이

아니라 경선 선거인단(혹은 여론조사에서의 표본)에 포함된 개인들이 개

별적인 차원에서 투표(혹은 선택) 행위를 하는 원자화된 속성만 지니게

되었다. 특히 국민참여방식(여론조사방법 포함)은 중앙당 공천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거나(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합의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다른 방식으로 경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민주통합당)

해당 선거구의 당원이나 유권자들은 중앙당이 결정한 방식을 수동적으로

따르는 개별적 행위자에 불과해졌다. 더구나 한나라당은 여전히 중앙당

의 공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금지하고 있어서 중앙집권성이 더 강한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2012년 총선 공천에서 양당이 보여준 지역적

차원의 분권화 정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5-6> 제19대 총선 공천의 수직적 분권화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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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역시 공천과정의 중앙집권성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부분은 전략

공천을 실시할 때이다. 전략공천은 중앙당 공천위원회가 “선거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한 지역”(새누리당)이나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체 선거구 수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민주통합당)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사실상 중앙당 지도부의 임의적 판단에 맡겨져 있었다.112) 물론

정당의 자율성과 함께 전략적 판단의 중요성, 그리고 당 기율을 일정 정도

유지할 필요성 등을 감안하면 당 지도부나 중앙당 기구에게 공천권의

일부가 주어지는 것에 대한 합리화가 가능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제

는, 전략공천이 어느 지역구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 실시될지가 특정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모든 선거구가 불안정한 상태에 놓인다는 데 있다.

따라서 전략공천은 의원들을 중앙당 주류의 영향력 속에 붙잡아 두는

역할을 하며, 원내정당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전략공천 등 중앙

집권화 된 자의적 공천행태가 남아 있는 한 원내정당화도 사실상 불가능

한 것이다.

그러나 2008년 총선에서 처음 명문화 된 후 전략공천 규정은 모호한

기준과 포괄적 적용 가능성을 그대로 남긴 채 양당의 당헌당규에 살아

있었기 때문에 2008년과 같은 자의적 공천권 행사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한나라당의

국민공천배심원단이다. 한나라당은 2009년 2월 쇄신특위(위원장 원희룡)를

구성하고 약 4개월간의 활동기간을 거쳐 ‘공천쇄신안’을 발표하였는데,

국민공천배심원단은 그 쇄신안에 포함된 내용이었다. 당초 쇄신안의 내

용을 보면, “국민공천배심원단은 중앙당에 두며 최고위원회가 지명한

신망 있는 사회 각계 인사 50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①공심위의 단수결정

후보 ②전략지역 후보 ③비례대표 후보의 적합성을 판단”하도록 했으며,

“국민공천배심원단에서 부결되면 공심위는 새로운 후보를 추천”해야 한

다는 것이었다.113)

112) 한나라당(2012) 당헌 제101조 ②항 및 민주통합당 당헌 제95조 ④항 참고.
113) 한나라당(2009) 쇄신특별위원회 최종보고서 46-47쪽 참고.



- 152 -

하지만 한나라당은 쇄신안을 당헌당규에 반영하면서 국민공천배심원단

의 기능을 축소했다. 규모는 30인 이상으로 하도록 했으며, 공심위가 심

사하여 결정한 단수추천 후보는 제외하고 전략지역과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해서만 심의토록 한 것이다.114) 또한 국민공천배심단은 당초 쇄신안에

포함되었던 것처럼 부적격 후보에 대한 거부권(재심요청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최고위원회의에 대해 재의요구를 권고할 수 있도록만 규정되었

다.115) 이에 따라 중앙당 공심위와 지도부의 자의적인 공천권 행사에 대한

견제장치로 고안되었던 국민공천배심원단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형식적

기구로 전락했다. 특히 배심원단의 구성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

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배심원단이 중앙집권화 된 공천

에 대한 중립적, 객관적 검증기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희박한 것

이었다.

실제 2012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3월 15일에 국민공천배심원단 구성

을 완료했는데, 총선 후보 등록일은 3월 22일과 23일 양일에 걸쳐 있었

다.116) 따라서 당시 국민공천배심원단은 전략지역 후보자 47명과 비례대

표 후보자 46명에 대한 적격여부 심사를 불과 4-5일 안에 마무리해야

했다. 한 두 번의 회의로 90명이 넘는 후보자를 검증한다는 건 무리한

일이다. 단지 국민 눈높이에 맞춘 후보자 공천을 위해 노력했다는 인상

을 주려는 겉치레의 성격이 짙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사례는

공천제도 개혁이 그동안 어떤 경로를 거쳐왔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표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공천제도의 어떤 한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와 비

판이 쏟아지면 그것을 모면하고 감추기 위해 쇄신안을 내놓아 국민 여론

을 돌리고, 정작 실제 공천과정에서는 쇄신안이 축소된 채 반영되어 별

다른 개혁 효과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밀실 공천이라는 비판

에 따라 개방형 경선이 추진됐지만 이것이 결국 여론조사경선으로 변질

되는 과정 또한 이런 예에 해당될 것이다.

114) 한나라당(2012) 당헌 제96조.
115) 한나라당(2012) 공직후보자추천규정 제14조 ②항.
116) 아시아경제(2012.3.15) “박근혜 ‘공천 마침표 찍어달라’ 국민공천배심원단에
임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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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중앙당의 주류 세력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면서도 개혁

의 이미지를 선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 따라서 중앙집권적 공천 방

식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하부 조직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게 되면

중앙의 의도가 관철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2012년 총선

공천에서도 중앙의 주류 계파들은 ‘선거전략상 고려’라는 명목으로 전략

공천을 실시했고, 교체지수를 평가하여 물갈이를 단행했으며, 경쟁력 차이

를 이유로 단수추천을 강행했다. 이러한 공천결정의 배경에는 대부분 주

류세력의 의도가 작용했다. 민주통합당의 경우 임종석 사무총장은 정치

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도 공천되었고, 저축은행 관련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의원도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불공정 시비가 더 두드러졌다. 이런 상황에서 탈락자들의 저항은 클 수

밖에 없었다.

공심위원장을 아마 노무현 정부 때 공정거래위원장 했던 사람을 시켰을

거야. 거기에 간사가 백원우였다고. 거기다가 사무총장은 임종석이고. 그래

가지고 장난을 해 장난을. 어떤 장난을 하냐면, 선수들을 임의로 자기들이

컷오프를 해. 어디는 2인 경선, 어디는 3인 경선... 그러니까 방식이, 예를

들면 자기네가 밀어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지역에 꼴 보기 싫은 놈이

하나 있어. 얘랑 붙으면 승패가 불분명해. 그럼 얘를 아웃시키는 거야... (중

략) ...그러고 나서 짜잘한 애들, 동네에 듣보잡들 하고 붙여. 그리고 갖은

논리를 들이대죠. 이런 방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비노 학살이라고 하는 일

들이 자행이 된 거야... (중략) ...근데 한 번 봐 봐요. 2008년 박재승 때는,

‘나 억울해요’ 그 정도로 하고 말았던 사람들이 2012년에는 컷오프 당한 사람

들이, 그 당시에 민주당 합동 당사가 저기 영등포 청과물시장 농협 건물에

있었다고... 거기서 상여 메고 상복 입고 사람들이 막... (중략) ...억울한 거지.

무슨 뭐 근거도 없고, 귀에 걸면 귀걸이... 논리가 다 막 엉망이고 다. 그렇게

해서, 상향식 공천이란 걸 동원해서, 빙자해서 그런 식으로 다 공천을 하면서

당은 이미 그때부터 사실은 지금의 저 획일적인 정당체제가 그때부터 이미

시작이 됐다고 봐요.117)

117) 구술자 R. 2021년 4월 6일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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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상향식 공천이라고는 하지만 컷오프, 단수후보 결정, 경선대상자

선정 등 공천과정의 여러 영역에서 중앙당이 짜놓은 구도대로 움직였다

는 얘기가 된다. 물론 새누리당의 상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새누

리당에서 친박계는 현역의원 55명 중에 42명이 공천을 받아 76%의 공천

율을 보인 반면 친이계는 95명 중 33명만 공천을 받아 35%의 공천율을

기록하는데 그쳤다(박상운 2012). 그러나 계파 내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조리 탈락시켰던 2008년과는 달리 계파의 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

오 의원에게는 공천을 주었고, 정몽준, 정두언 등 일부 친이계 의원들도

살아남았다. 이는 연말 대선을 앞두고 있던 친박계가 상대 계파에 대한

상징적 조치를 취했던 것일 수 있으며, 실제로 총선 환경도 불리했던

만큼 어려운 수도권 선거구에서 마땅한 대안을 찾기 힘들었기 때문이기

도 하다.

대권 후보로서는 사실상 당내에 경쟁자가 없었던 박근혜가 어려운

총선 환경을 넘어 대선에서 지지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재

오를 살리는 방안을 택했다면, 아직 대선 후보 경선의 관문을 넘어서야

하는 친노계로서는 총선을 통한 당 장악과 세력 확장을 위해 공천권을

더 거칠게 행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당에서 공천에

탈락한 비주류 계파들의 저항 강도도 달랐다. 새누리당에서는 공천을

받지 못한 김무성이 탈당하지 않고 백의종군을 택함으로써 친이계도

집단적인 반발을 거두고 선거 승리에 힘을 보태는 모양새를 보인 반면

민주통합당의 공천에서 탈락한 동교동계 등 구 민주당 인사들은 탈당 후

정통민주당의 간판을 달고 선거에 나섰다. 새누리당의 친이계에서 친박

계로의 주류세력 교체는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은

성격이 있다면, 민주통합당에서 친노계의 부활은 그러한 합리적 세력

교체와는 성격이 달랐기 때문에 당내에서의 반발과 대응 양상도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또한 민주통합당은 통합진보당과의 야권단일화 과정을 거쳤다는 특징이

있다. 당시 야권연대의 합의문에 따르면, 통합진보당 후보로 단일화 하는

전략지역은 16곳, 양당 후보가 여론조사 방식의 경선을 통해 단일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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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결정하는 지역은 76곳이었다(윤종빈 2012). 즉, 92곳의 공천이 야권연

대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이다. 야권연대를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일 때

한명숙 대표는 “민주당의 공천심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통합진보당과의

야권연대 협상이 타결되면 그 결과를 우선할 것”이라고 했고, 야권연대

대상으로 거론되는 지역의 민주통합당 예비후보들은 “통합진보당이 노골

적인 지분 나눠먹기를 요구해 민주당의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무참히 짓

밟고 있다”며 비판했다.118) 하지만 중앙당 차원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진행되는 야권연대에 대해 지역의 후보들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다. 이

처럼 야권연대는 공천결정이 중앙당에 집중되면서 분권화 수준을 낮추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다음으로, 사회적 차원의 분권화 수준을 살펴보자. 먼저, 새누리당의

경우 “공직후보자 추천시 여성․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 및 유능한 정

치신인과 사무처 당직자 중 당 기여도가 높은 인사 등을 우선적으로 고

려하여 추천한다”119)는 규정은 과거와 동일했다. 공천에서 우대할 집단

을 명시한 것이다. 그런데 민주통합당은 여기서 더 나아가 “임기 만료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 공천후

보자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120)는 강행규

정을 신설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일정 비율의 대표성을 보장하고자 했다.

새누리당도 공천규정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지만, 비대위의 정치쇄신분과위

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구의 30%에서 여성후보자를 추천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써 지역구 공천에서 양당이 모

두 여성 대표성을 위해 할당방식의 공천우대를 하겠다는 방침을 최초로

정하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할당 목표를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해 양당은 경선시 여성

에게 가산점도 부여했다. 새누리당은 여성과 이공계 출신 정치 신인에게

20%의 가산점을 부여했고, 민주통합당은 여성 정치신인에게 20%의 가

산점을 부여하며 전직 의원, 비례대표 현역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지역

118) 조선일보(2012.2.21) “한명숙 ‘黨 공천 결과보다 야권연대가 우선’”.
119) 새누리당(2012) 공직후보자추천규정 제8조 ⑥항.
120) 민주통합당(2012)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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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인 여성에게는 10%의 가산점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2012년 총선

은 지역구의 일정 비율만큼을 여성에게 공천하겠다는 할당 목표를 세웠

을 뿐만 아니라 여성 경선 후보자들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한 최초의 사례

가 되었다. 사회적 차원의 분권화, 특히 여성의 사회적 대표성에 있어서

일단 외형적으로는 진일보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이러한 진전에

는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양성 평등 의식이 높아진 데도 원인이

있겠지만, 당시 양당의 대표가 모두 여성이었다는 점도 작용하였다. 새누

리당의 박근혜 대표와 민주통합당의 한명숙 대표는 물론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대표까지 주요 정당의 대표를 모두 여성이 맡게 됨으로써 여성

친화적 공천에 대한 지도부의 의지가 반영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

을 것이다.

그렇다면 공천과정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보장하겠다는 각 당의 외형적

인 규정과 선언이 실제 공천결과에는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분석해

보고, 이를 통해 사회적 차원의 분권화 수준을 좀 더 실제적으로 가늠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새누리당의 경우 지역구 공천후보자 230명 중에

여성은 16명에 그쳐 7%를 기록했다. 민주통합당은 210명의 지역구

후보자 중 여성이 21명으로 10%를 차지했다. 따라서 양당 모두 여성

공천의 목표치에는 미치지 못했다. 공천의 세부 형태를 보면, 새누리당

은 총 16명의 여성 공천후보자 중 8명은 전략공천, 나머지 8명은 단수

추천이었다. 경선에 진출한 여성후보가 4명 있었지만 이들은 모두 탈락

했다. 민주통합당은 총 21명의 여성 공천후보자 중 4명은 전략공천, 13명

은 단수공천을 통해 결정되었고, 경선에서 승리하여 공천을 받은 후보는

3명, 경선후보로 선정되었으나 상대후보가 등록하지 않아서 무경선으로

공천을 확정지은 후보가 1명이었다.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는 7명이다

(김원홍 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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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새누리당 민주통합당121)

전략공천 8 4

단수공천 8 13

경선승리 0 3(+1122))

합계
(전체 공천자 대비 비율)

16
(7%)

21
(10%)

<표 5-7> 여성 지역구 후보자 공천 현황(제19대 총선)

출처: 김원홍 외(2013: 42).

<표 5-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성 후보자들은 대부분 하향식 결정에

의해 공천을 받았다. 새누리당은 16명 모두 하향식(전략공천, 단수공천)

이었고, 민주통합당은 21명 중에 17명(81%)이 하향식(전략공천, 단수공천)

공천이었다. 또한 새누리당에서는 경선에 도전했던 4명의 여성 후보자들이

모두 패배했고, 민주통합당에서는 12명이 경선에 도전하여 4명(33%)만

승리했다. 이는 사회적 차원의 분권화가 아직 충분히 실현되지 못한 결

과로 보인다. 하잔과 라핫(Hazan & Rahat 2010)에 의하면, 사회적 차원

의 분권화도 후보자격요건에 대한 분권화와 공천주체에 대한 분권화로

나눌 수 있는데, 양당은 주로 후보자격요건에 대한 분권화만 허용했다.

즉 여성에 대한 공천할당은 그 비율만큼의 공천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여

성이라는 ‘후보자격요건’이 우선되도록 하겠다는 것이지, 그 후보자들에

대한 공천을 여성들로만 구성된 공천주체가 결정한다는 것은 아니었다.

121) 민주통합당에서 지역구 후보자로 전략공천을 받은 여성은 5명이었으나 그 중
1명이 통합진보당과의 야권연대 경선에서 패배하여 사퇴하였고, 단수공천을 받았
던 여성 후보자도 14명이었으나 역시 야권연대 경선에서 1명이 패배하여 사퇴하
였다. 또한 민주통합당의 당내 경선에서 승리한 여성후보자 1명도 야권연대경선
에서 패배하여 사퇴하였다. 최종 여성 공천자 현황은 야권연대로 인해 사퇴한
후보자들을 제외하고 작성한 것이다.

122) 경선 지역으로 선정되었으나 상대후보가 등록하지 않아 실제로는 경선을 치르지
않고 공천후보자로 정해진 경우이다. 실제로 경선이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상대후
보가 경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여 경선을 포기했을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경선 승리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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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여성들에 대한 공천을 결정하는 권한은 주로 남성으로 구성된 소수

의 중앙당 엘리트(공심위)에게 주어져 있거나 여성정치인에 대한 수용성이

높지 않은(한정훈 2016) 경선 선거인단에게 주어졌던 것이다.

따라서 여성들은 공천에서 우대할 집단으로 지정돼 있었지만, 실제로

누가 공천을 받을지는 여성의 이해관계와는 무관한 당의 엘리트들에 의해

자의적으로 선택되는 형태였다. 새누리당의 경우 여성 현역의원 20명이

공천을 신청했는데 그 중 11명이 컷오프를 당했고, 컷오프 된 11명 중

70% 이상이 친이계였다는 김원홍 외(2013)의 연구결과는 이러한 실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결국 2012년 총선 공천에서 여성 등 정치적 소수집단

에 대한 대표성 보장 및 사회적 차원의 분권화를 위해 양당이 전에 없던

시도를 보여주긴 했지만, 그것이 관련 소수집단들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형태가 아니라 중앙당의 일방적인 공천권 행사에 부수되는 형

식적 선언 정도에 그침으로써 만족할 만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경선 선거인단들도 아직은 소수집단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떨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얼마간의 가산점 부여만으로는 기존의 장벽을 넘어서

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 4 절 개방과 참여

1. 제18대 총선(2008년)

먼저, 양당 모두 공심위를 구성하여 공천심사를 맡겼다. 한나라당은 당내

위원(5명)과 외부 위원(5명)을 동수로 하면서 위원장에 외부인사(안강민)

를 임명함으로써 당외 인사들에게 더 많은 비중을 두었고, 통합민주당도

외부인사들(7명)이 과반수를 차지한 가운데 위원장(박재승)마저 외부인

으로 임명함으로써 외부위원들에게 더 실질적인 권한을 주려고 했다. 따

라서 본 연구의 분류기준에 의하면 양당 모두 소규모 특별위원회에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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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를 임명하여 공천을 맡긴 탈정당화 된 공천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개방성 지수는 5점에 해당한다.

당 지도부가 자신들을 위원장에 임명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양당의 공심위원장들은 ‘저승사자’, ‘공천특검’ 등의 별칭이 따라

붙을 정도로 흠결이 있는 후보자들은 철저하게 배제하면서 원칙을 지키

려 했다. 또한 그것이 ‘법조인’이라는 자신들의 정체성에 맞는 것이기도

하고, 그들이 제일 잘 할 수 있는 종류의 일이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검사가 피의자를 소추하여 구형하고 재판부가 선고함으로써 피선거권을

일정 기간 동안 박탈하듯이 ‘법률가’ 출신의 공심위원장들은 당내의 공천

신청자들에게 후보자격을 부여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심판관이었다. 그러

나 심판관은 누구를 단죄할 수는 있어도 좋은 사람을 새로 후보로 세워

내지는 못한다. 그것은 평상시에도 당내에서 활동하며 여러 인물들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경험과 자료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심판관의 일은 거기서 멈추고 만다. 국민들에게 당이 ‘부패한 사람들’을

내쫓았다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 활용될 뿐 정상적인 당의 재건이나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을 내놓을 수 없는 것이다.

정당들이 선거를 앞두고 자기들의 이미지 쇄신을 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공심위원들을 외부인사로 채우거나 외부인사를 데리고 오거나 하는 사례

들이 그 무렵부터 막 등장하기 시작해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언제가

최초인지... 난 이게 정당정치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참고는 할 수 있어. 그 분들의 의견을...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한테

칼자루를 쥐어주는 건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라고 봐요. 거꾸로 위험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무책임하기도 하고. 왜냐면, 공천은 책임공천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정보가 없어요. 잘 모른다고.. 당내 사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당의 공천행위라는 것 자체는 선거전략과 맞물려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걸 왜 남한테 맡기냐고. 그리고 책임정치라는 건 결과

에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돼. 근데 외부인사들은 책임 안 지잖아요.123)

123) 구술자 R. 2021년 4월 6일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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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주당에서는 당시 메스컴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던 ‘시골의사’

박경철에게 공심위 홍보간사 역할을 맡겨 공천 결과를 브리핑하는 등

언론의 주목도를 높이려 했고, 대중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원로 역사학자

도 위원으로 포함시켰다. 한나라당도 강직한 검사 출신을 위원장으로 임

명했고, 뉴라이트 출신 교수 등을 위원으로 섭외하여 우파세력의 지지를

확대하고자 했다. 이렇게 인기 위주의 외부 인사들로 공심위를 구성하다

보니 당내 인사들의 실질적인 참여는 오히려 더 어려워졌다. 공천이라는

당내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감당할 만한 책임있는 인사들이 그 직을 맡아서

권위있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정상적인 메커니즘이다. 그런데 공심위의

대부분을 외부인사들로 채우다 보니 당내의 책임있는 인사들의 참여가

보장되기 어려워지면서 공심위 결정이 점점 더 요식행위처럼 돼 버리는

경향이 나타났다. 2008년 한나라당 공심위원으로 참여했던 전직 의원의

회고는 곱씹어볼 의미가 있다.

여야가 모두 포퓰리즘에 빠져 인기주의 경쟁을 했다. 한나라당의 공천심

사위원은 외부 인사들이 더 많았다. 11명의 위원 중 6명이 외부 인사였다.

사정은 야당도 마찬가지였다. 그 분들도 최선의 인물을 선택하기 위해 각자

열심히 노력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을 깊이 모르기 때문에 답답하기

짝이 없는 일이 숱하게 일어났다. 대표적인 예가 공천 신청자의 당에 대한

기여도는 전혀 고려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또 공천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당내

인사도 너무 격이 낮았다. 5명의 당내 인사 중 나는 국회의원도 아니었다.

사무총장으로 당연직 심사위원인 이방호 의원만 재선이었지 나머지는 모두

초선의원이었다. 정치현실과 당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공천결과에 감히

거역하지 못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11명 중 몇 명은 포함되어 있어야 했다.

그래야 공천심사위가 권위를 가질 수 있다.124)

정당들이 소규모 특별위원회를 꾸려서 공천 심사를 맡기기로 했으면

거기에 참여할 사람들은 실제로 그 업무를 담당할 만한 당의 엘리트들이

어야 한다. 후보들이 압축된 후 경선 투표권을 갖는 대규모 선거인단과

124) 강창희. 2009. 『열정의 시대』. 중앙북스. 3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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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달리 소규모 위원회(공심위)의 1차적인 선별 업무는 보다 고도의 전

문성과 당 경력이 요구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심위 업무에 적

합한 당내 인사들이 참여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당에 대한 충성도는 더

떨어지고 향후 당내 인사들의 인센티브 구조도 왜곡될 수밖에 없었다.

당권을 잡은 특정 계파가 외부위원들을 ‘차도살인(借刀殺人)’의 도구로

이용한다면 공천에서 참여의 문제는 더 의미를 잃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2008년 총선 공천에서 개방과 참여의 문제와 관련해 논의

해야 할 또 다른 사항은 경선 혹은 국민경선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와

그 속에서 여론조사는 어디에 위치지어야 하느냐에 관한 것이다. 분명

한나라당은 후보를 낸 245곳의 지역구 중에서 경선을 실시한 곳은 하나

도 없었다. 모두 공심위 심사만 거친 후 결정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공심

위의 심사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눠 볼 수 있다. ①“서류심사 및 여론조사

를 거쳐 3인 이내의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한 심

사와 ②“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 여론조사, 면접, 후보간 토론회를 통해

단수의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이다.125) 즉, 경선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와 단수추천을 위한 심사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활용되는

여론조사는 ‘심사용 여론조사’라고 한다.

그런데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에 갈음하는 여론조사도 있다. 공심위가

3인 이내로 후보자를 압축한 후 경선 실시를 결정했다면 국민참여선거인단

대회를 치러야 하지만, 공심위의 결정과 후보자 간 합의에 따라 여론

조사로 경선을 실시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실시되는 여론

조사는 ‘경선용 여론조사’라고 부른다. 그런데 2008년에 한나라당에서는

경선이 실시된 곳이 없었기 때문에 ‘경선용 여론조사’는 존재하지 않았고

‘심사용 여론조사’만 있었다. 위에서 살펴봤듯이 ‘심사용 여론조사’는

공천 신청자들의 경쟁력을 알아보기 위해 공심위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서 경선 용도의 여론조사와는 다른 것이다. ‘심사용 여론

조사’로 후보자들의 공천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면접 점수 등 공심위

가 취합하는 다른 심사자료들 중의 하나일 뿐이다. 그래서 2008년 총선

125) 한나라당(2008) 공직후보자추천규정 제8조 ②항 및 ③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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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한나라당의 공천주체로는 공심위 하나만 존재했다고 봐야 한다. 공

심위가 그런 자료들을 함께 보면서 판단하여 공천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합민주당은 ‘제18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규정’ 제5장에

경선의 방법으로 여론조사 경선 하나만을 명시해 두었고, 전략공천이나

단수추천 지역이 아닌 선거구에서 복수의 후보자들 간에 경선이 필요할

때는 ‘국민여론조사 경선’의 방법으로 후보자를 결정했다. 여론조사경선

의 관리를 위해 중앙당에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여론조사경선

관리위원회’도 설치하여 경선관리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했다.126) 물론 통

합민주당도 공심위 심사에 활용하기 위한 용도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 16조에 “후보자의 추천 심사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서류심사, 지역실사, 면접, 집단토론, 여론조사

및 관계인 의견 청취 등을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심사용 여론조사’와 동일한 성격의 여론조사도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국민여론조사 경선’이 ‘심사용 여론조사’와 다른 점은, 당의 여론조사

경선관리위원회에 후보자로 등록하고 경선에 나선 사람들은 이 여론조

사 결과에 의해 공천 여부가 결정된다는 데 있다. 따라서 ‘국민여론조사

경선’의 투표권자들, 즉 여론조사 응답자들도 통합민주당의 공천주체

(selectorate)가 되는 것이다.

통합민주당은 지역구에 후보를 낸 197곳 중에서 45곳을 ‘국민여론조사

경선’으로 후보자를 결정했다. 여론조사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구별로 1,000명을 대상으로 후보자별 경력 두 개씩을 불러주고 선호

도를 묻는 형식이었다. 여론조사는 3월 15일과 16일 양일에 걸쳐 진행됐

으며, 경선 결과는 조사기관으로부터 CD형태로 넘겨받아 곧바로 당 금고

에 넣어 봉인했다가 공심위가 회의를 열어 결과를 확인한 후 발표하도록

했다. 여론조사결과 0.01%라도 차이가 나면 승부가 정해졌다. 경선에 참여

한 후보들에게는 ‘경선 동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패배한 후보는 탈당해서

총선에 출마할 수도 없었다.127)

126) 통합민주당(2008) 제18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 규정 제19조.
127) 조선일보(2008.3.15) “민주 ‘경합지역, 여론조사로 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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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방식은 새누리당이 2016년에 사용한 경선방식, 그리고 미래

통합당이 2020년에 사용한 경선방식과 거의 일치한다. 표본수나 질문지

구성, 유무선 여부 등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취지나

형식, 조사대상은 동일하다. 즉, 일정 수의 선거구 주민들에게 전화로 의

견을 물어서 당의 후보를 결정한 것이다. 이것이 경선인 것은 분명한데,

당시의 언론과 연구자들은 통합민주당의 이 ‘국민여론조사 경선’을 정당의

경선으로 간주하지 않았다.128) 그렇다면 2016년의 새누리당과 2020년의

미래통합당에서도 “경선이 자취를 감췄고”, “국민경선제가 사라졌으며”,

“하향식 공천”만 이뤄진 것일까?

물론 여론조사 방식의 경선에서는 선거인단이라는 범주의 투표행위자가

미리 정해지지도 않고, 여론조사 응답자들의 선택행위에 책임성과 질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시각이 있다(지병근 2010b). 특히 강

원택(2009)은 여론조사 방식에 대한 의존이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으며,

정당정치의 유동성을 증대시키고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

래할 뿐만 아니라 여론조사 방식 자체가 기술적으로도 매우 취약하기 때

문에 정당의 공천이 여론조사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여론조사 방식의 경선에 대한 규범적 문제제기와 기술적 우려 사

항들에도 불구하고 2008년 총선에서 통합민주당이 45곳에서 여론조사로

공천자를 결정하는 현상이 실제로 발생하였다. 그것도 여론조사를 일정

비율만큼 반영하는 정도가 아니라 100% 여론조사결과에 따라 공천자를

결정한 것이다. 물론 2008년 당시의 연구들은 국민참여경선의 발전 경로나

해외 사례 등에 비춰볼 때 100% 여론조사경선을 진정한 상향식 공천으

로 간주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시의 우려와 문제제기들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 정당들은 여론조사경선을 주요 공천방식으로 활용하

고 있기 때문에 상향식 공천의 기준도 이제 달라질 수밖에 없다. 다만,

여론조사경선을 어떻게 볼 것인지, 특히 개방과 참여의 관점에서 어떤

128) 조선일보(2008.3.15)는 “당내 경선 2004년 99곳(열린우리 83·한나라16)→2008년
'0'”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당내 경선이 자취를 감췄다고 말했고, 박경미(2008)
는 “국민경선제는 18대 총선에서 사라졌”다고 표현했으며, 길정아(2011)도 “주요
정당 내에서 하향식 공천방식이 선택”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 164 -

평가를 내려야 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뿐이다.

우선 본 연구의 분류기준에 따라 양당의 종합적인 개방성 지수를 측정

해 보면, 한나라당은 개방성 지수가 5점인 공심위를 통해 245명의 후보

자를 모두 공천했으므로 전체적인 개방성 지수 또한 5점이다. 개방성의

최대폭(5점)이 곧 종합적인 개방성 지수와 동일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공심위라는 단일한 공천주체가 모든 후보자를 공천하는 ‘단순 방식’을 활

용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통합민주당은 197명의 공천후보자 중에 152명

(77.2%)은 공심위를 통해 결정했고, 나머지 45명(22.8%)은 공심위 심사

를 거친 후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선정했다. 경선은 ‘유권자 여론조사’로

진행됐기 때문에 통합민주당의 최대 개방폭은 16점이며 탈정당화 된 방

식에 해당한다. 따라서 단순 방식과 다단계 방식을 합쳐서 통합민주당의

종합적인 개방성 지수를 계산하면, (5×0.772) + (16×0.228) = 7.51점이

된다.

2004년 총선과 비교하면 한나라당은 5.67점에서 5점으로 개방성 수준이

하락했으며, 민주당도 8.74점에서 7.51점으로 역시 하락했다. 한나라당은

여전히 당 엘리트 수준의 공천주체에 머물러 있고, 통합민주당은 당

대의원 수준의 공천주체에 해당하는 종합적인 개방성 지수를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 수치들은 각 당의 공천에 있어서 전반적인 개방성 수준을

보여줄 뿐이다. 다만, 2008년 총선에서 양당 모두 동일한 개방성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심사용 여론조사’만

있었던 한나라당과 ‘경선용 여론조사’가 행해졌던 통합민주당의 개방성

수준은 다르게 봐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2008년 총선에서 통합민주당이 사용했던 ‘국민여론조사 경선’은

사실 2004년의 경선 방식과도 별로 다르지 않은 것이다. 2004년에는

‘여론조사표본추출 방식’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해서 현장 투표를 실시했던

것이고, 2008년에는 선거인단을 구성하지 않고 바로 ‘여론조사’로 경선을

실시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즉 현장에 가서 투표하는지, 전화에 바로

응답하는 형식으로 투표(선택)하는지만 다를 뿐이지, 경선 참여에 대한

1차적인 결정권은 당에 있었다. 이러한 참여 방식은 자발성에 기반을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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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다. 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들도 당의 결정에 참여할 수 있

도록 개방성은 높였지만, 참여에 대한 결정권은 1차적으로 정당(중앙당)

에게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은 유권자들에게 착시 현상을

불러 일으킨다. 일반 유권자들에게도 당이 개방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

한 개방성은 명목상으로만 존재할 뿐 실제로 참여가 보장되지는 않기 때

문이다.

이렇게 볼 때, 한국 정당들이 국회의원 후보 경선 방식으로 도입한 소위

‘국민참여경선’은 처음부터 여론조사 방식과 유사한 것이었다. 여론조사

방식처럼 참여에 대한 1차적인 결정권이 투표참여자 본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의 권유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형식이라면 자발성이 확대되기

는 어렵다. 자발성이 부재한 상태의 참여에서는 ‘적극적으로 어떤 결과를

이끌어 내려고 하는’ 수단적(instrumental) 목적보다는 단지 ‘내가 좋아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 싶다는’ 표출적(expressive) 목적이 강하다

(Geoffrey & Lomasky 1993). 따라서 진성당원의 부재로 인한 ‘동원의

우려’에서 시작된 국민참여경선도 자발적인 정치주체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이다. 개방은 하되, 초대받은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는(By Invitation Only) 구조는 자발적 참여라는 본질적 문제를 회

피하는 해법일 뿐이었다(Schier 2000).

2008년 총선에서 양당이 모두 종전의 국민참여경선을 실시하지 못한

것은 단지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아직까지 국민참여

를 확대할 수 있는 수단을 찾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당의 후보자를 뽑아

내는 제한적 역할만 수행하게 될 수동적 참여자들만이 필요했던 때문인

지도 모른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여론조사를 ‘심사용’으로만 활용했던

한나라당이나 ‘경선용’의 용도로까지 활용 폭을 높인 통합민주당 간에

본질적인 차이를 발견하기가 어렵다. 한나라당은 강력한 대통령 권력의

힘이 존재했기 때문에 굳이 경선까지 끌고 갈 필요가 없었던 것이고,

통합민주당은 당권파의 장악력이 그 정도에는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경선이라는 완충 장치를 최종적인 해결책으로 활용해야 했던 차이가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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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와 다른 시각도 있다. 조진만(2012)은 오늘날 책임성 있는

정당정치에 대한 요구와 함께 보다 많은 시민들의 여론을 정당이 수용함

으로써 정치적 대표성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요구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

다고 말한다. 따라서 정당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완적인 차원에서 여론조사가 갖는 의미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한

다. 즉, 여론조사 공천의 문제를 정당정치의 책임성 강화라는 측면과 여

론 반영을 통한 대표성 제고라는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서 평가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얘기다.

그런데 조진만도 지적했듯이 정당정치의 책임성과 시민여론의 대표성

은 둘 다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정당 공천을 여론조사가 결정하게 되

면 정당정치라는 하나의 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2008년 이후 여론조사에 대한 의존도는 점점 더 증가했다.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이 사실상 여론조사에 의해 모두 결정됨으로써

당원들의 정치적 소외감, 정당 내부 조직의 약화, 정당의 정치적 정체성

의 약화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된 것이다(강

원택 2009).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공천 심사 시 참고하

는 하나의 항목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0.01%의 차이로도 승부를

결정짓는 유일한 ‘게임의 룰’이 된다면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인 정당은 형

해화 될 수밖에 없다.

또한 강원택(2009)과 조진만(2012)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듯이 여론

조사의 표본 추출이나 설문 방식의 문제는 여론조사가 지닌 근본적인 한

계이기도 하다. 따라서 여론조사 공천은 여론조사 자체에 대한 문제점과

오류가 최소화 될 때 그 유용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여론조사는 주로 할당방식에 기반하여 표본을 추출하는데, 이는 확률방식

으로 표본을 추출하는 미국에 비해서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맹점이 존재

한다. 할당표집 방식의 문제점은 응답자와 통화를 하지 못했거나 응답자가

여론조사를 거부했을 경우 재전화를 시도하는 비율이 낮다는 데 있다.

이렇게 되면 여론조사에 대비해서 조직을 가동하고 있는 전략적 행위자

(후보자)들에 의해 표본추출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오랫동안 후보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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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관련 업무를 조력해왔던 전문가의 구술에서도 여론조사와 관련한

현실적 문제점들을 살펴볼 수 있다.

지금 현재까지 양당의 공천은 다 조작 가능해요. 결국은 100% 여론조사

를 한다고 해도... 자, ARS든 전화면접이든 샘플을 천 명을 뽑는다고 쳐요.

관악이라고 해봐... 예를 들어 그러면 안심번호 5만개를 받아서 1,000 샘플

을 뽑을 거 아냐. 그러면은 응답률이 얼마나 나올까. 요번에 서울시장 경선

에서 10% 넘게 나왔다고 하는데, 평소에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를 할

때 응답률이 5%가 안 나와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자고... 5만명한테 전화를

돌렸을 때 5%가 나온다는 건 2,500명이 전화를 받는다는 거죠. 2,500명이

받는 전화를 가지고 1,000 샘플로 다시 가중치 부여해서 뽑아내는 거잖아.

2,500명이면 여기 나오는 어떤 후보가 자기 지지자를 500명을 시켰다고 해봐.

대기... 5만명한테 전화를 돌리면 누구는 공부하는데 전화오면 꺼 버릴 거고,

누구는 일한다고 꺼 버리고, 젊은 애들은 또 후후 걸려서 자동 다 차단되는

데... 5%도 안 나와요 지방선거 때는... 안 받아... 근데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100% 받지. 이 대기하고 있던 500명은 전화를 받을 확률이

70% 이상이에요. 안 받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전화를 5만개를 돌려도

5%밖에 안 받는다잖아. 그러면 이 2,500명에 500명이 섞이는 거에요. 결과

에 얼마나 영향을 줄 거 같아요? 아주 결정적이죠. 그래서 체육관 투표와

다를 게 없어요. 이런 방식은... (중략) ...응답률이 낮기 때문에 가능한 거에요.

표집집단이 작은 데서 응답률이 떨어지면 충분히 5-6백명으로 전체 결과를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여론조사가 민의를 대변한다?’ 아니라고 보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이겨본 사례가 많이 있어요.129)

‘자발적 참여’라는 본질적인 문제의 미해결은 대의원 경선, 당원경선,

국민참여경선을 거쳐 여론조사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체육관 경선이

디지털의 발전으로 인해 여론조사로 바뀐 것뿐이지 경선이 왜곡되는 모

습은 유사하다. 다만, 여론조사는 현장투표 시에 ‘눈에 보이는’ 동원의 문

제를 수면 아래로 감춰주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선택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적 현실에서 볼 때, 여론조사 경선은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

129) 구술자 S. 2021년 4월 1일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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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도 못했고, 정치적 의사결정 행위로서 유효한지에 대한 규범적 논란

을 잠재우지도 못했다. 정당이 경선시에만 ‘초대받은’ 외부인에 한해

참여를 허용하는 이와 같은 방식은 ‘자발적 참여의 가능성’을 오히려 더

줄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면 제2장에서 제시된 본 연구의 분석틀에 따라 2008년 총선 공천

에서 실제 양당의 참여 수준을 계산해 보자. 먼저, 앞에서 살펴본 대로

한나라당은 후보자를 낸 245곳 모두 공심위 심사를 통해 후보를 결정

했다. 따라서 한나라당의 ‘선거구별 공천결정 참여자 수의 평균값’은

중앙당 공심위원 숫자인 11명이다. 다음으로, 통합민주당은 후보자를 낸

197곳 중 45곳(22.8%)에서 경선을 실시했는데, 이 경선은 모두 ‘국민여론

조사 경선’이었고 표본 수는 1,000명이었다. 나머지 152곳(77.2%)에서는

12명으로 구성된 공심위가 공천을 결정했다. 따라서 통합민주당의 ‘선거

구별 공천결정 참여자 수의 평균값’은 (1,000×0.228)+(12×0.772) = 237명

이다.

한편, 2007년 말을 기준으로 한나라당의 총 당비납부 당원수는 200,583명,

통합민주당의 총 당비납부 당원수는 148,779명이었다(중앙선관위 2008b).

당시 당협의 수는 총 245개였으므로 선거구별 당비납부 당원 수의 평균

값은 한나라당이 200,583/245 = 818명, 통합민주당이 148,779/245 = 607명

이다. 따라서 ‘진성당원 수(당비납부 당원 수) 대비 공천결정 참여자

수의 비율’로 측정되는 참여 수준은, 한나라당이 (11÷818)×100 = 1.3%,

통합민주당은 (237÷607)×100 = 39.0%가 된다. 이를 통해 볼 때, 제도가

변형되고 자의적인 전환(conversion)의 과정을 거치면서 실제 참여 수준

도 매우 낮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나라당은 2004년에 117.2%였던

것이 2008년에는 1.3%로 떨어졌고, 통합민주당은 2004년에 315.7%였다

가 2008년에는 39.0%로 떨어졌다. 양당 모두 진성당원들의 규모 만큼도

참여가 이뤄지지 못했으며 특히 한나라당은 극히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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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9대 총선(2012년)

2012년 총선 전에는 국민경선, 즉 오픈프라이머리 채택 논의가 주요

이슈가 되었다. 2008년 총선에서 개방적인 형태로 경선이 실시되지 못하고

당내 주류 계파에 의해 자의적 공천이 남발됨으로써 여야 양당 내에서

개방과 참여를 담보할 수 있는 공천제도로의 개혁 방안을 고민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국회에서 공천 관련

토론회도 많이 진행됐고,130) 양당은 당내에 특위를 만들어 개혁안을 내

놓기도 했다. 특히 한나라당이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가장 적극적이었

는데, 2010년 7월 30일에 ‘국민지향 공천제도개혁특위(위원장 나경원)’를

구성하고 다음 해 6월에는 공천개혁안을 내놓았다.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참여 경선을 원칙으로 하면서 전략지역은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경쟁력 지수 개발 등 자격심사 기준을 객관화 하며, 선거일 6개월

전에는 공천위원회 구성, 3개월 전에는 공천을 완료’토록 한다는 것이었

다.131) 또한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의 정치쇄신분과(위원장 이상돈)에서도

공천제도 개혁방안을 제시했는데, ‘개방형 국민경선 80% + 전략공천 20%,

여야 동시 경선 실시, 선관위 위탁’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132) 대체

로 자의적인 컷오프의 기준을 객관화 하고 전략공천을 최대한 제한하며

국민경선을 법제화 하려는 방향이었다.

이러한 논의 배경을 바탕으로 중앙선관위도 2011년 4월에 공천제도와

관련한 법률 개정의견을 제출하게 되었다. 핵심적인 내용은 여야 동시

경선인데, 여야가 총선과 대선의 당내 후보 경선을 오픈프라이머리 방식

으로 같은 날 동시에 실시하고 투개표 관리를 선관위가 맡는다는 것이다.

130) 민주당에서는 ‘민주당 국민참여경선 어떻게 할 것인가?: 역동적 참여경선이
민주당을 살립니다’(2010.3.11)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있었고, 한나라당에서는 ‘한
나라당 공천제도개혁특위 공청회 : 국민 공천 실현을 위한 공천제도 개혁 방
안’(2011.2.24)이라는 공청회를 진행했다. 또한 한나라당, 민주당, 진보신당이 함께
‘공천제도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2010.2.17)라는 주제의 합동정책토론회를 개최
하기도 했다.

131) 한나라당(2011) ‘국민지향 공천제도개혁특위’ 공천개혁안.
132) 한나라당(2012) ‘비상대책위원회 정치쇄신분과’ 공천제도 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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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들은 소속 정당이나 지지 성향에 관계없이 자신이 원하는 하나의

정당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러한 중앙선관위의 개정

의견은 채택되지 못했다. 언론과 전문가들이 오픈프라이머리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정당의 경선 비용을 부담하

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정당에게 한 가지 방식의 경선을 강요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우려가 겹쳤기 때문이다. 특히 야권연대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민주당으로서는 오픈프라이머리가 향후 선거연합의 장애요인이

될 것을 우려해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기 어려웠다.

결국 2012년 총선 공천은 오픈프라이머리의 전면적인 법제화 없이 실시

됐는데, 각 당이 당초 논의되던 개방과 참여를 실제 공천과정에서 어떻

게 적용해 나갔는지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새누리당은 국민참여

선거인단대회를 통한 경선을 규정하면서 선거인단의 구성은 당원 20%와

일반국민 80%로 했다. 선거인단 규모는 1,500명 내외로 했으며, 일반국민

선거인단의 경우 성별, 연령별 비례에 맞춰 전화모집방식으로 구성하였

다. 제한적 참여 형태로서 기존의 운영 방식과 동일하다. 또한 “국민참여

선거인단대회는 중앙당 공천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여론조사 경선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고,133) 실제로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보다 여론조사

경선이 폭넓게 실시되었다. 따라서 새누리당 공천의 최대 개방폭은 ‘유권

자 여론조사’에 해당하는 16점이 된다. 한편 국민참여선거인단의 경우,

20%의 당원은 추첨에 의해 선정됐으므로 ‘당원대회’와 ‘당원 여론조사’의

중간 지점인 11.5점에 해당하고 일반국민 80%는 ‘미국식 준폐쇄형 예비

선거’와 ‘유권자 여론조사’의 중간 지점인 15.5점에 해당한다. 이를 다시

선거인단 구성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면 11.5×0.2 + 15.5×0.8 = 14.7점이

된다. 따라서 국민참여선거인단의 개방성 지수는 14.7점이다.

이에 비해 민주통합당의 선거인단은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들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134) 선거인단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전화, 인터넷,

모바일 등의 방법으로 중앙당 전화접수처, 당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133) 한나라당(2012) 당헌 제97조 ④항.
134) 이하 민주통합당의 경선 방식에 대한 설명은 ‘제19대 국회의원 후보자추천을
위한 국민경선 시행세칙’을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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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웹페이지에서 직접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며, “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로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타 정당의 경선에

참여한 적이 없어야 한다”. 또한 당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바일투표를

신청한 선거인명부(모바일명부)와 현장투표를 신청한 선거인명부(현장명부)

를 각각 작성”하고, “모바일투표는 모바일명부에 기재된 선거인 전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ARS응답 방법을 통한 전수 하향식 전화투표 방법으로

실시”하며, “현장투표는 현장명부에 기재된 선거인 전원을 대상으로 오

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하도록 했다. 따라서 민주통합당의 경선

방식은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미국식 개방형 예비선거(오픈프라이

머리)’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투표의 접근성을 고려할 때,

선거인들에게 모바일투표의 편의성을 제공하여 개방성을 높인 측면이 있

기 때문에 개방성 지수는 오픈프라이머리보다 약간 더 높은 17.5점에 해

당한다. 그러나 선거인단 모집 결과, 해당 선거구 유권자 총수의 100분의

2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70% 반영하고 국민여론조사결과를 30% 반영하는 가중 방식을 채택하도

록 했다. 따라서 이러한 가중 방식의 경선이 채택된 선거구의 개방성 지

수는 17.5×0.7 + 16×0.3 = 17.05점이다. 마지막으로 최고위원회가 경선

방법으로 국민여론조사 경선을 채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외부의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기관 2곳을 선정하여 각각 유효응답이 700샘플이 될 때까지

조사를 실시하고 두 기관의 결과를 합산하여 평균값이 높은 자를 당선인

으로 결정한다. 이 방식으로 후보자를 공천하는 선거구의 개방성 지수는

‘유권자 여론조사’에 해당하는 16점이다. 따라서 민주통합당의 경선은 ‘모

바일투표를 허용하는 국민경선’, ‘모바일투표를 허용하는 국민경선(70%)

+ 국민여론조사(30%)’, ‘국민여론조사 100%’의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됐

으며, 이 중에서 ‘모바일투표를 허용하는 국민경선’은 역대 경선 방식 중

개방폭이 가장 컸고, 본 연구의 분류기준에 의하면 17.5점에 해당하는

지수값을 갖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양당에서 후보자를 공천한 전체 지역구의 세부적인 공천방식

에 따라 종합적인 개방성 지수를 계산해보자. 먼저, 2012년 총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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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전략공천 47명(20%) 15명(7%)

단수추천 139명135)(60%) 115명136)(55%)

경선

국민참여경선 6명(3%)

국민경선
(모바일투표+현장투표)

64명137)

(30%)

국민경선+국민여론조사
(모바일+현장)

15명
(7%)

국민여론조사경선 38명(17%) 국민여론조사경선 1명(0.5%)

소계 46명(20%) 소계 80명(38%)

합계 230명(100%) 210명(100%)

양당의 공천유형별 현황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5-8> 제19대 총선의 공천유형별 후보자 현황

출처: 윤종빈(2012: 20-21) 및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를 바탕으로 재구성.

전략공천과 단수추천은 모두 공심위(혹은 공천위)가 공천을 결정한 것

이며, 양당 모두 당외 인사가 임명직으로 포함된 공심위를 구성했기 때

문에 개방성 지수는 5점이다. 또한 경선으로 후보를 결정한 경우에는 앞

에서 구한 각 경선유형별 개방성 지수를 이용한다(새누리당 국민참여

135) 당초 경선 지역으로 결정되었으나 경선 후보자가 단독으로 등록하여 경선 없이
후보로 결정된 3곳(경기 부천 오정, 충북 보은․옥천․영동, 충남 보령․서천)과
경선방식이 갑자기 변경되면서 경선후보 한 명이 이에 반발하여 탈당하는 바람에
경선 없이 후보자가 결정된 1곳(부산 수영구)이 포함되었다.

136) 당초 경선 지역으로 결정되었으나 경선 후보자가 단독으로 등록하여 경선 없이
후보로 결정된 3곳(울산 중구, 경남 진주갑, 광주 서구갑)이 포함되었다.

137)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김종길 후보는 민주통합당 내의 국민경선에서 승리하여
후보로 확정된 후 야권연대 경선에서도 승리하여 선관위에 후보로 등록했으나
선거운동 기간 중에 무소속 김병로 후보와 단일화 하면서 후보를 사퇴하였다(노
컷뉴스 2012/04/08 “창원시 진해구 김병로 후보로 범야권단일화 성사”). 그러나
후보자 등록 기간에는 민주통합당 후보로 유효하게 등록했기 때문에 경선을 통
해 민주통합당의 공천을 받은 64명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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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은 14.7점, 국민여론조사경선은 16점이며, 민주통합당의 국민경선은

17.5점, 국민경선+국민여론조사는 17.05점, 국민여론조사경선은 16점의

개방성 지수값을 각각 갖는다). 따라서 새누리당 공천의 종합적인 개

방성 지수는 5×(186/230) + 14.7×(6/230) + 16×(38/230) = 7.21점이며,

민주통합당 공천의 종합적인 개방성 지수는 5×(130/210) + 17.5×(64/210)

+ 17.05×(15/210) + 16×(1/210) = 9.62점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양당의 종합적인 개방성 지수는 높아졌다. 새누리당

은 2004년의 5.7에서 2008년에는 5로 내려갔다가 2012년에 다시 7.21로

높아졌고, 민주통합당은 2004년의 8.74에서 2008년에는 7.51로 내려갔다

가 2012년에는 9.62로 올라간 것이다. 그러나 총선 전에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적극적으로 논하던 것에 비하면 개방성이 많이 확대되었다고 보

기는 힘들다. 새누리당은 이제 겨우 당 대의원이 후보를 결정하는 단계

의 초입에 와 있고, 민주통합당도 아직 당 대의원 영역 내에 있는 셈이

기 때문이다. 물론 실제로 당 대의원들이 공천권을 행사하는 형태는 아

니지만 지표상으로 보면 그와 유사한 값을 갖는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류기준인 19점 척도에 의하면 양당 모두 개방성이 중간 지점인 9점 근

처에 있는 셈이다. 다만 새누리당은 중간값보다 밑에 위치하고 민주통합

당은 중간값보다 약간 위에 있는 차이 정도이다.

이러한 수치는 특히 민주통합당이 오픈프라이머리 방식으로 선거인단

을 모집하면서 모바일로 접수 및 투표까지 가능하도록 경선의 개방폭을

대폭 높인 상태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의아스럽다. 따라서 경선 방식

에서는 개방과 개혁에 대한 요구를 담아낸다는 명분으로 파격적인 방안

을 도입했지만, 전체적인 공천의 틀은 여전히 중앙의 당권파가 장악하고

있었다는 점과 경선 방식 역시 결국에는 그러한 주류 계파의 의도가

관철될 수 있는 방향으로 편향되었을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자의 측면, 즉 중앙집권적 공천 결정에 대해서는 앞 절에서 자세히 보

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후자의 측면, 즉 경선 방식의 문제에 대해 실제

당시 공천현장에 가까이 있었던 구술자들의 경험을 토대로 분석해 보도

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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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선거인단 모집이 자발성에 토대를 둔 것이 아니라 조직적인

동원과 불법 하에 이뤄지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다.

신당 창당을 또 했어요. 당이 계속 바뀌었잖아요. 선거 할 때마다 바뀌었어.

근데 이때 민주통합당을 만들면서 역시 선거인단 경선을 합니다. 왜냐? 당원

이 없다, 신당이기 때문에, 이 논리를... 통합을 했기 때문에. 통합을 한 게

그 당시의 민주당 하고 바깥에 있던 친노 세력이 ‘혁신과 통합’이라는 걸

만들어서 통합을 하면서 민주통합당이 됐는데, 그러면서 선거인단 모집 방

식으로 해요. 근데 이미 학습이 됐어 이 사람들은. 노무현 때부터 노무현,

정동영을 거치면서 선거인단 모집 방식의 경선에 학습이 돼 있고, 플랫폼도

금방 짜. 인터넷으로 다 모집하는 자기들 시스템까지 다 있어... (중략) ...그

리고 주민등록증 전부 딱 스캔해가지고... 그게 모집이겠어요? 동원이지. 다

사람들을 끌어와서 조직 동원해가지고, 다 뭘 따오겠어요? 이름, 주민번호,

주소, 그리고 신분증 스캔. 그런 걸 받아오도록 시키는 거죠. 그래 갖고 막

밀어 넣는 거죠.138)

더 나아가, 당원이 없다는 이유로 선거인단을 모집해서 경선을 치르겠

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방향일 수 있다는 문제제기도 이어진다. 선거

인단 모집이라는 방식 자체가 후보들 간의 무차별적 경쟁과 불법적인

모집 할당 등을 용인하거나 사실상 부추기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모

바일’이라는 기술적 도구는 그것을 더 세련되게 실행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데 불과했다.

모아온 거에요. 내는 거에요 원서를. 인터넷으로 내든 종이로 내든, 그냥

낸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페이퍼 당원을 없애야 한다는 게 사실은 열린

우리당 창당의 명분이었는데, 자기들이 페이퍼 선거인단을 만들어 온 거잖

아요. 이 짓을 못 하게 막았어야 한다는 거에요 내 얘기는. 룰로... (중략) ...

보험회사에서, 카드회사에서 직원들한테 고객 모아오라고 시키듯이 정당이

투표라는 행위를, 선거라는 행위를 하는데, 가서 할당해 갖고 받아오라고

하고... 이 행위가 과연 이게 민주주의인가 하는데 난 심각한 회의가 있다고.

138) 구술자 R. 2021년 4월 6일 인터뷰 내용.



- 175 -

그렇지 않아요? 그 과정에서 다 빚어진 일이라니까.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고, 내가 이거 많이 해야 내 능력을 인정받고, 그래야 다음번에 내가 공천

받으니까 많이 해가야 돼.139)

특히 모바일 선거인단 모집 과열 사태는 호남에서 두드러졌다. 상당수

호남 지역에서 경선이 불가피한 데다 농촌 지역의 특성상 모바일에 익숙

하지 않은 노인층이 많아 대리접수가 기승을 부린 것이다. 실제 광주 동구

에서는 민주통합당의 국민경선 선거인단 모집책이 선관위의 조사를 받던

중 투신 자살하는 등 모바일 선거인단 대리접수와 관련한 각종 사건들이

다수 발생하였다. 호남 지역이 민주통합당의 텃밭이었기 때문에 경선은

더 치열했고, 그럴수록 이런 사고는 더 빈번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언론

보도는 이런 실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27일 광주에서 만난 민주통합당 전남도당의 핵심 당직자는 “사실 광주·전남

에서 모바일 투표 신청자 중 자발적으로 한 사람은 10%도 안 될 것”이라

고 털어놨다. 광주에 출마한 한 후보자도 “솔직히 10명 중 1-2명 빼곤 전부

조직표”라고 했다. 광주 송정역 앞에서 만난 택시기사 정모(58)씨는 “손님들

얘기 들어보면 가입 권유는 많이 받는데 막상 자기 스스로 했다는 사람은

못 봤다”고 했다. 모바일 투표를 하려면 ‘실명 확인(주민등록번호 입력)→

본인 명의 휴대전화 인증→본인 인증 문자메시지 수신→인증번호 입력→본인

인증 완료→주소 등록 및 선거구 확인→신용정보회사 주소 확인→일치할

경우 선거인단 확정’ 등 복잡한 단계를 밟아야 한다. 휴대전화가 자녀 명의

로 돼 있는 상당수 노인들은 선거인단 등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금융거래가 없는 사람은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주소지 확인이 되지 않는다.

민주당은 27일 현재 국민경선 선거인단 수가 77만명에 육박한다고 밝혔지만

이 중 27%가량은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등 허수로 드러났다. 광주의 한

후보는 “지역구당 선거인단은 최대 1만명 안팎”이라며 “5000명만 모으면

바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라고 했다. 선거인단을 모으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우선 후보와 가까운 조직원들을 캠프 사무실로 불러놓고

주민등록증과 휴대전화를 수거한 후 직원들이 인터넷을 통해 대리 접수

139) 구술자 R. 2021년 4월 6일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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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킨다. 또 주민들의 신상 정보가 적힌 각종 명단을 확보해 등록을 권유하는

방법도 사용된다. 아르바이트생 등을 동원해 명단에 적힌 사람에게 무작위

로 전화를 걸어 자기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는 경우 대리 등록을 해주기도

하는데, 지난 21일 전남 장성에서 이런 일을 하던 아르바이트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신상 정보 수집을 위해 ‘경선 참여 신청서’라는 것을 만들어 유권자

들에게 뿌리고 운동원들이 이를 수거해 대리 접수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달

초 전남 완도와 나주 등에서 이 방법이 적발됐다. 불특정 다수를 겨냥해 노

트북을 들고 ‘모바일 사냥’을 나가는 경우도 있다.140)

그러나 이러한 선거인단 모집의 불법 못지 않게 더 심각한 문제는, 모

바일 투표 선거인단을 모집하면 모바일 기기에 익숙한 젊은 유권자층이

상대적으로 과다대표 되면서 모바일 투표의 대표성에 큰 결함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농촌 지역에서는 유권자의 다수가 노인들인데도

자녀 명의로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서 모바일 투표에 참여할 수도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결국 민주통합당의 모바일 투표는 일당을 주고 버스로

대의원을 동원하던 부패를 모바일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부패로 바꿔 놓

은 것에 지나지 않은 셈이다. 아날로그 시대의 동원에서 디지털 시대의

동원으로 세련화 되었을 뿐 자발적 참여의 부재라는 본질적 문제는 그대

로 방치해둔 것이다. 이런 형태로 제도가 변형된 것은 2012년 총선 당시

당권을 장악한 주류 계파가 온라인과 모바일에 익숙한 젊은 유권자층에

친화적인 친노계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호남 지역의 비노계 현역

의원들에 대한 지지층인 고령의 전통적 당원들과 달리 자신들의 우군이

라고 할 수 있는 젊은층을 최대한 경선에 참여시켜야 승리를 담보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작용한 것이다.

게다가 모바일 경선을 주장했던 당 지도부와 공심위원들은 정작 경선

을 치르지 않고 공천을 받음으로써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심해졌다.

문성근(부산 북·강서을) 최고위원을 비롯해 박지원(전남 목포), 박영선

(서울 구로을), 이인영(서울 구로갑), 김부겸(대구 수성갑) 등 지역구에

출마한 최고위원들은 일찌감치 단수 공천이 확정됐고, 공심위원 중에서

140) 조선일보(2012.2.28) “모바일 투표, 자발적 신청자 10%도 안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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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노영민(청주 흥덕을), 박기춘(경기 남양주을), 백원우(경기 시흥갑),

우윤근(전남 광양), 전병헌(서울 동작갑), 조정식(경기 시흥을) 등 지역구

출마자 6명 전원이 경선 없이 공천을 확정했다. 뿐만 아니라 총선 관련

당내 실무를 총괄하는 임종석 사무총장과 이미경 총선기획단장도 지역구

경쟁자가 있었지만 ‘현격한 경쟁력 차이’를 이유로 단수 공천을 받았

다.141) 게다가 임종석 총장은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상

태인데도 공천을 강행한 것이었기 때문에 특정 계파를 중심으로 한 공천

의 불공정성은 더 두드러질 수밖에 없었다.

특히 모바일 투표에 대한 비판은 불공정한 경선의 문제뿐만 아니라 당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정당 활동

에 디지털 환경의 변화 추세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것을

공천방식에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 우선, 선거의 대원

칙이라고 할 수 있는 직접투표를 훼손할 수 있는 등 기술적 측면에서 보

완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친노 중심의

민주통합당 주류들은 궁극적으로 온오프가 결합된 네트워크 정당 건설을

하나의 이상적 정당 모델로 상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모바일 투표

의 취약점을 해소하면서 점진적으로 도입하기보다는 적극적인 적용을 선

호했다. 이는 모바일 환경에 친숙한 젊은 세대가 친노계의 지지 그룹일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당원들을 넘어설 수 있는 외부 지지자들의 수혈을

용이하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당 외부에서부터 당내로 확산해야 한다는 생각은 민주당 개혁파들에게는

오랜 전통을 지닌 것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후 국회에서 있었던

첫 시정연설에서 “권리와 의무를 다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발적인

당원들을 확보하고 그 당원들에 의해서 상향식 공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국민들이 참여하는 ‘국민공천제도’의 도입을 제안드립니다”142)라고 말한

것은 그러한 시각을 대표하고 있다. 하지만 그 후로도 많은 시간이 지났

지만 진성당원은 늘어나지 않고 정당 조직은 더 취약해져 갔다. 순서가

141) 조선일보(2012.3.6) “모바일 경선 주장하던 野 지도부·공심위원 전원 ‘無경선 공천’”.
142) 최운선 편저. 2021. 『노무현 연설문』. 서울: (주)생각의힘, 8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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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진성당원이 부족한 것을 국민참여로 극복한다는

발상에 갇혀 있는 한 진성당원이 늘어날 여지는 더 없어진다. 그러나

새천년민주당에서 시작된 국민참여경선은 열린우리당, 대통합민주신당,

통합민주당, 민주당을 거쳐 민주통합당에서도 그대로 이어져 왔다. 당의

문은 열었지만 진성당원들은 원하는 만큼 늘어나지 않는 악순환도 계속

되었다. 오히려 총선 때마다 당은 어김없이 분당, 합당, 재창당 등을 거치며

당원구조가 크게 흔들렸다. 국민참여경선 도입 후 10년이 흘렀지만 안정적인

당원명부를 가진 야당을 기대하는 것은 아직 요원하기만 했다.

외부에서 내부로 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야당의 통합과 수혈 과정은

당의 응집력도 떨어뜨렸다. 박경미(2006b)의 지적처럼 수평적 조직화로

구성된 정당은 조직적 불안정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당원에 대한

상시적인 교육과 당활동의 보장, 당 의사결정에 대한 권한 부여라는 인센

티브가 약해진다면 진성당원은 증가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러한 부족한

당내 자원을 외부 자원으로 보충한다면 조직적 취약성이 감춰지면서

조직 약화의 악순환으로 빠져들게 된다. 게다가 모바일 투표를 비롯한

국민경선에 참여한 시민들은 당 내부로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유정

배 2015). 디지털을 기반으로 당의 외연을 확대하려는 당초의 의도는 실

현되기 어려운 것이다.

2004년에 지구당 폐지에 동참했던 양당의 소위 ‘개혁파’들도 디지털 정

당으로의 전환을 의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무실이라는 아날로그적 공간

없이도 당원들의 자발적 활동과 참여는 온라인 공간을 매개로 충분히 이

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이 상정하고 있는 당원 혹은

지지자는 단지 ‘관리 대상’으로서의 의미만 갖는다는 것을 본 연구의 인

터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한나라당의 소장 개혁파로 불렸던

전직 의원의 구술 속에는 그가 지구당이나 당원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인식의 단면이 잘 드러난다.

지구당 사무실 이런 거 필요없다. 돈 들어가기만 한다... (중략) ...나 같은

경우에도 지구당 유지할 때 지자체가 두 개니까 한 달에 1,000만원 정도 비

용이 들어갔다. 그런데 정작 지구당 사무실에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밖에



- 179 -

안 들어가게 되더라. 그래서 필요 없어서 사무실 문을 닫을려고 하니까

보좌관들이 “그러면 정치 포기했다고 소문이 납니다”고 해서 못 닫았다. 그

런데 나는 사무실에 들어가지 않고도 지구당 관리에 전혀 차질이 없었다.

구글에 보면 일정관리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당원들 중에 생일자들 표시되고, 매일매일 일정도 다 기록돼 있으니까 그걸

로 당원들한테 하루에 20-30통 정도 통화하고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 이게

내 휴대폰으로도 다 볼 수 있다. 이것만으로도 관리가 가능하다. 민원도

여기에 써넣을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소통하기가 좋다. 이걸 보고 현장에도

바로 갈 수 있고, 현장 중심의 ‘노마드 정치’가 가능하다.143)

당원들은 생일 축하를 해주고, 민원을 들어주면서 ‘관리’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전화로 혹은 휴대전화 앱으로 그런 일을 다 처리할 수 있다는 얘

기다. 굳이 별 필요없는 돈만 들어가는 지구당 사무실은 없어도 된다는

것이다. 구술자의 얘기 속에서 지구당의 주체는 당원이 아니다. 당원은

경선이나 총선 때 본인에게 표를 찍어줄 수 있도록 잘 관리해나가야 하

는 존재들이며, 의원 입장에서 보자면 거추장스러운 사람들이다. 따라서

꼭 필요한 시기에만 이 사람들을 활용하고 평상시에는 온라인으로만 느

슨하게 연계되기를 바랄 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당원들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은 잘 만들었을까? 그렇지도 않다. 홈페이지, 게시판, SNS 운영

등에서도 여전히 당원이나 지지자는 홍보와 관리의 대상이다. 정당의 조

직주체로서의 권한을 갖는 당원을 만들기 위해 정당들은 국민참여경선

도입 이후에도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이다. 선거와 같은 필요

한 시기에만 ‘초대되는’ 개별적인 외부 행위자들로 남아 있어야 개혁파들

에게도 부담스럽지 않은 지원군이 되기 때문이다. 당 조직 강화를 위해

공천제도를 활용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와 정반대였다. 공천제도가 오히

려 내부 조직 역량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한 것이다. 탈정당화 된 개방은

자발적 당원의 형성을 가로막기만 했다.

더 나아가, 탈정당화 된 방향의 개혁은 반정치적 성향을 띠기도 한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공천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11명의 공천위원

143) 구술자 A. 2021년 1월 21일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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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당외 인사를 8명이나 배치한 이유로, “정치를 몰라야 국민의 시

각에서 제대로 쇄신을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일부러 정치와 인연이 없

는 인물들을 골랐다”고 설명했다.144) 탈정당화를 넘어서 반정치적 색채

가 뚜렷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가장 정치적 판단과 식견이 필요한 당의

공천작업을 정치와는 전혀 인연이 없는 외부인에게 맡겨야 쇄신이 가능

하다는 발상은 정치의 기반을 허물 수 있다. 또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홍보본부장은 ‘극도의 보안 속에’ 14년의 역사를 가진 집권당의

이름을 바꾸는 작업을 주도하기도 했다. 당의 홍보국 직원들에게도 비밀

로 한 채 광고전문가, 여론조사 전문가, SNS 컨설턴트 등 외부 전문가

6명과 함께 ‘새누리당’이라는 이름을 만들어낸 것이다.145) 국민공모라는

외양을 취하긴 했지만, 당의 문패는 결국 당원들의 손을 떠나 광고 카피

처럼 외부 기술자의 결정권 아래 놓여졌다.

이외에도 한나라당 시절 홍준표 대표는 중앙당사 폐지를 골자로 하는

당 쇄신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으며, 쇄신파 의원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중앙당 체제와 당 대표직 자체를 폐지하고 원내 중심 체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146) 지구당에 이어 중앙당에 이르기까지 ‘조직으로서의 정당’을

완전히 해체하고 원내정당만 남겨두자는 얘기다. 이를 통해 볼 때 여야

양당의 개혁파들은 당내의 조직 기반을 세우는 일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채 반정치적 개혁에만 몰두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결국 당내의 주체적 역량을 키우지 못한 결과는 점점 더 외부에 의존하

면서 개혁을 이미지로 포장해내야 하는 빈약한 모습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2012년 총선에서 시도된 민주통합당의 모바일 경선은 참여의 주

체가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벤트성 기획만으로 개혁을 주조해내야

하는 한국 정당 공천의 한계 지점이 잘 드러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디

지털이나 온라인 기술은 주체의 역량을 보조해주는 도구적 수단에 불과

할 뿐이다. 참여의 주체가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기술적 발전에만 의

존하려는 것은 제도적 안정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

144) 조선일보(2012.2.1) “박근혜 공천위 출범… ‘정치 모르는 사람 일부러 뽑았다’”.
145) 조선일보(2012.2.4) “난 관찰자… 새누리, 국민 마음 속에서 찾은 것”.
146) 뉴데일리(2012.1.15) “與 쇄신파 ‘중앙당-당대표직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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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반정치적 개혁과 정당 내부 역량의 빈곤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결과들에 대해 오랜 정당정치 경험을 가진 구술자는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개방과 참여가 어떻게 정당 내부로 녹아들어야 하는지

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12년 총선 공천은 이러한 성

찰의 중요성을 더 크게 부각시킨 사례에 해당한다.

사실은 정당에서 쓸 인재들은 정당에서 일찍부터 교육을 통해서, 자체에

서 검증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배출을 해야 되는데, 우리 나라는

정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지. 그러니까 서양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지. 서구민주주의 국가는 열

몇 살 때부터, 거기는 정당 가입연령이 14살인가, 아무튼 되게 낮아. 그때부

터 정당활동을 하게 되고, 각종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정치를 일찍 배우고,

나름대로 정당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론이나 정신적으로 충분히 무

장돼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 철학을 가지고 하는데... (중략) ...정치를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우리 나라는 더 큰 문제라

고 봐. 정치를 어떻게 아무나 할 수 있나. 정치는 정말 여러 가지 입장을

조율해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결정을 내리고, 인기없는 일을 국가의 미래

를 위해서 결정을 하고 기획을 하고 그래야 하는데, 바깥에서 데리고 온 사

람들이 그런 걸 할 역량이 있냐 이거야. 그러니까 국민들이 좋아하는... 그때

당시의 인기발언들을 막 해대는... 그런 걸 하면 지지자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으니까.... 양심, 소신 이런 거 다 없어지고, 그때마다 그냥 유행가처럼 인기

있는 그런 발언, 정책을 마구잡이로 쏟아내고 하니까 나라가 안 되는 거야.147)

그렇다면 2012년 총선 공천에서 실제 양당의 참여 수준은 얼마나 높아

졌을까. 제2장에서 제시된 본 연구의 분석틀에 따라 진성당원수 대비 참

여율을 계산해 보자. 먼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새누리당은 후보자를 낸

230곳 중에 6명(2.6%)은 국민참여경선, 38명(16.5%)은 국민여론조사경선

을 통해 후보를 결정했다. 국민참여경선의 선거인단은 1,500명 규모로 했

는데 현장투표였기 때문에 대부분 투표율이 50%를 넘지 못했다. 정확한

147) 구술자 Q. 2021년 1월 16일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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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가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정치를 최대치로 잡을 경우 선거구별로

평균 750명의 투표참여자를 상정한다. 국민여론조사경선은 두 개의 여론

조사기관에서 각 1,000명씩을 표본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선거구별 참여

자는 2,000명이다. 나머지 186곳(80.9%)에 대해서는 10명으로 구성된 공천

위원회가 공천을 결정했다. 따라서 새누리당의 ‘선거구별 공천결정 참여자

수의 평균값’은 (750×0.026)+(2,000×0.165)+(10×0.809) = 358명이다.

다음으로, 민주통합당은 후보자를 낸 210곳 중에 64명(30.5%)은 국민

경선, 15명(7.1%)은 ‘국민경선+국민여론조사’, 1명(0.5%)은 국민여론조사

경선을 통해 후보를 결정했다. 국민경선 선거인단의 경우 모바일 투표를

도입하는 등 개방폭을 대폭 높임으로써 전국적으로 103만명이 모집됐다.

모바일 선거인단의 투표율은 70% 안팎, 현장투표율은 50% 안팎이었

다.148) 정확한 자료가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표율 등을 고려하여 추

정치를 최대치로 잡을 경우 선거구별로 평균 15,000명의 투표참여자를

상정할 수 있다. 선거인단 모집 결과, 해당 선거구 유권자 총수의 100분의

2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국민여론조사를 병행했는데, 선거구 유권자

총수의 100분의 2는 3,268명이고 국민여론조사는 두 개의 여론조사기관

에서 각각 700명씩을 표본으로 활용했으므로, 이러한 선거구의 경우 평

균 3,400명의 투표참여자를 상정할 수 있다. 국민여론조사경선만 실시한

선거구에서는 표본수에 해당하는 1,400명이 투표참여자가 된다. 나머지

130곳(61.9%)에 대해서는 15명으로 구성된 공심위가 공천을 결정했다.

따라서 민주통합당의 ‘선거구별 공천결정 참여자 수의 평균값’은

(15,000×0.305)+(3,400×0.071)+(1,400×0.005)+(15×0.619) = 4,833명이다.

한편, 2011년 말을 기준으로 새누리당의 총 당비납부 당원수는 212,351명,

민주통합당의 총 당비납부 당원수는 168,741명이었다(중앙선관위 2012b).

당시 당협의 수는 총 246개였으므로 선거구별 당비납부 당원 수의 평균

값은 새누리당이 212,351/246 = 863명, 민주통합당이 168,741/246 = 686명

이다. 따라서 ‘진성당원 수(당비납부 당원 수) 대비 공천결정 참여자 수

148) 뉴시스(2012.3.13) “民 전북경선 모바일․현장투표율 53%에 그쳐”, 영광신문
(2012.3.16) “민주통합당 경선 결과”, 전북도민일보(2012.3.12) “민주통합당 국민경선
무엇을 남겼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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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율’로 측정되는 참여 수준은, 새누리당이 (358÷863)×100 = 41.5%,

민주통합당은 (4,833÷686)×100 = 704.5%가 된다. 민주통합당의 경우 모

바일 경선의 시행으로 이전 총선에서보다는 참여율이 많이 올라갔다.

2008년에 39%였던 것이 2012년에는 704.5%로 대폭 상승한 것이다. 하지

만 이것은 당권을 장악한 친노계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경선 결과를 이끌

어내기 위해 대표성을 왜곡할 수도 있는 불공정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제

도에 변형을 가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주체적인 참여에 의한 안정적인

제도 효과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이다.

새누리당의 참여율은 여전히 진성당원들의 규모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

준이다. 경선 지역 중에서 ‘현장경선(6곳) 대 국민여론조사경선(38곳)’의

비율도 ‘1 대 6’을 넘는다. 자발적 참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에 나와 투표할 사람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민참여

경선이 변형되면서 참여율은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주류 계파의 선호

와 전략적 선택에 따라 참여의 문이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했다.

공천제도가 점진적 변형을 겪으면서 방향성을 잡지 못한 채 널뛰는 참여

율과 함께 불법적인 동원의 문제도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모바일과

현장 선거인단을 결합하면서 불공정과 부작용에 시달린 민주당이 향후

선거에서는 여론조사에의 의존도를 높이게 된 데는 이러한 배경이 자리

잡고 있다.

결국 2012년 총선을 끝으로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에서 치러지는 경선

은 더 이상 선거인단 모집 방식을 취하지 않게 되고, 다음 총선 전에는

지금까지 이어져온 국민참여경선의 변형 과정이 결국 선거법 개정이라는

형태로 제도화 되기에 이른다. 하지만 그러한 방향의 제도화는 참여의

양적, 질적 문제에 대해 본질적인 의문을 던지게 하는 것이었다. 국민참여

경선의 의미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2016년

과 2020년 총선 공천을 통해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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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공천제도 ‘변형의 제도화’ 시기

제 1 절 시기적 특성

2016년 총선은 전체적인 공천제도의 변화 경로에서 본다면 중요한 의

미를 지닌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공천에서 여론조사의 비중이 점점 늘어

날 수밖에 없다는 점에 공감하고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149)

이로써 여론조사는 부정확성에 대한 그동안의 문제제기를 어느 정도 떨

쳐내고 공천제도를 구성하는 핵심 도구로 자리잡을 수 있게 되었다. 현

역의원에 대한 평가에서부터 지역구 후보자들의 1차적인 경쟁력 조사는

물론 최종적인 경선 방식에까지 전화여론조사는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2004년 정당법 개정으로 지구당을 폐지한 것이 민주화 이후 정당정치의

1차 전환점이라면, 2015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활

용한 여론조사를 가능케 한 것은 2차 전환점으로 불릴 수 있다. 2004년

에는 정당개혁이라는 명분이 지구당을 없애는 데 여야가 전격 합의할 수

있게 만들었다면, 2015년에는 공천제도 개혁이라는 명분이 양당 대표들

의 전격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다.

149) 당시 선거 여론조사는 정확성이 떨어지면서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일이 많았다.
유권자들이 대부분 휴대전화를 소유하면서 유선전화 가입률이 급격히 떨어졌는
데도 여론조사는 주로 유선전화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정당이나 여론조사업체가 휴대전화 번호만으로는 가입자들의 주소지를 알
수 없어서 국회의원 선거구 수준의 여론조사에서는 휴대전화번호를 활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현장 투표를 통한 경선의 동원 시비를
불식시킬 대안적 방안으로 여론조사 경선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따라서 당내 경선을 위한 경우, 정당들이
이동통신사들로부터 해당 선거구 가입자들에 대한 휴대전화번호를 안심번호
형태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두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전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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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당들이 그동안 총선 공천에서 내세웠던 국민참여경선(혹은 국민

경선)은 외형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despite a seemingly similar look)

미국식 오픈프라이머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현장투표를 하더

라도 여론조사 표본추출 방식으로 일정 숫자의 참여자를 미리 모집했고

(2004년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무제한적으로 경선 참여 신청을 받을

경우에도 모바일 투표 등을 통해 특정한 그룹이 과다대표 될 수 있는

사전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2012년 민주통합당).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는 유선전화를 통한 여론조사 경선이 국민참여로 포장되기도 했다

(2008년 통합민주당, 2012년 새누리당).

해외 사례들의 국민참여형 후보 선출과 외형적인 유사성만 있을 뿐 실

제로는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참여를 저해하는 경선 방식의 설계는 중앙

당의 계파 간 이해관계에 따라 공천의 개방이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당

내의 계파들은 자신들의 승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의 개방을 원

할 뿐, 참여의 활성화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따라서 공천개혁을 주장

하던 비주류들은 당원들을 우회할 수 있는 탈정당화 된 방식의 개방을

선호했고, 그러한 개혁파들이 주류의 위치를 차지했을 때에도 그들은 역시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당원들을 충분히 발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공천방식의 변형과 함께 당의 조직 유형 변화도 새롭게 들여다

봐야 한다. 공천제도는 ‘조직으로서의 정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러한 조직 상의 변화가 향후 공천제도와 다시 상호작용 하면서 변화된

당의 체질을 공고화시키기 때문이다. 정당과 당원의 직접적인 접촉보다

는 문자, 이메일, 인터넷 게시판, SNS 등의 온라인 매체를 통한 네트워

크형 연계가 정당의 발전모델로 제시되면서 오프라인 정당 조직은 점점

구시대적 유물로 전락해갔다. 결국 2016년 총선은 그러한 정당 발전모델

에 관한 논의가 공천 분야에까지 파급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장 경선이 폐기되고 여론조사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즉자적 선택에 의

해 정치적 충원이 결정되는 시스템이 갖춰지게 되었다.

따라서 2020년 총선이 갖는 의미도 직접적인 여야 간의 선거 승패에

있다기보다는 한국 정당의 발전 경로와 공천제도의 변형에 대한 함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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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그동안 여야의 거대 양당은 10년

을 주기로 두 차례에 걸친 정권교체를 경험한 후 2020년 총선에서는 여

야의 위치가 바뀐 채 세 번째 주기의 총선을 맞이했다. 그 사이에 2000

년대 초중반까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났던 양당 간의 수직적 조직화와

수평적 조직화의 구분(박경미 2006b)은 점차 흐려졌다. 보수세력은 박근

혜 탄핵과 함께 흩어지고 서로 대결하다가 다시 뭉치기를 반복하며 당내

구성원들의 이질성이 높아진 것은 물론 안정성도 흔들렸다.

김종인 전 수석이 2012년 총선에는 새누리당 비대위원으로, 2016년 총

선에는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로, 그리고 2020년 총선에서는 다시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으로 여러 차례 옷을 바꿔 입으며 양당을 번갈아

지휘하는데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가 두 정당의 현

실태를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양당은 지난 20년의 경험을

통해 이미 전통적인 정당의 모습에서 많이 벗어나 있고, 하부조직 없이

중앙당의 인력에 의해 끌려가는 ‘부실한 배’와 같은 공통점을 안고 있다.

노련한 항해사만 찾아 나설 뿐 어떤 당도 배를 제대로 뜯어고쳐서 자신

들의 동력으로 목적지에 다다를 생각은 하지 않는다.

이런 모습은 2020년 총선의 공천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당 지도부

와 공관위는 중앙집권성을 강화하면서 여타 당기구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지 않았다. 양당에서 인재영입이라는 명목으로 행해졌던 외부인사

수혈은 극히 소수 인원에 의해 폐쇄적으로 진행되면서 잡음을 낳았다.

중앙당의 공급자 위주의 사고는 지역민들의 요구와는 상관없는 ‘돌려막기

공천’을 양산하기도 했다. 그동안 당내의 실질적인 분권화 조치 없이 진

행돼온 공천개혁이 오히려 중앙당 소수 실력자들의 공천에 대한 영향력

을 강화시켜왔음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경선에서도 이러한 패턴은 다르지 않았다. 경선 과정에서 당원들의 목

소리가 반영될 공간은 충분치 않았던 것이다. 양당은 휴대전화 안심번호

를 활용한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공통적으로 활용했는데, ‘안심번호 선거

인단’이나 ‘국민 선거인단’ 등의 명칭을 붙인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지는

않는다. 여론조사를 공천심사용 자료로 활용하여 후보자들의 생사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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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던 것은 공천제도 개혁이 있기 전에도 이미 통용되던 방식이다. 결국

2002년의 국민참여경선 도입은 정당 공천에 아무런 주체적 변형도 가하

지 못한 채 20년의 실험을 거쳐 원래의 자리로 회귀해 버리고 말았다.

탈정당화 된 개방을 통해 공천개혁을 추구하던 방식이 가지는 내적 한계

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모순적 개혁과정은 정당의 조직 변형으로도 이어졌다. 오프라인

상의 공조직이 부재한 상태에서 유일한 돌파구는 온라인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민주당은 당의 지지자들을 온라인 당원으로 대거 편입시켜 당원

구조를 일신하면서 네트워크 정당으로의 변신을 꾀했다. 그런데 온라인

당원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에 더 친화적인 젊은층과 고학력자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당의 주류계파인 친문세력과의 일체감이 강하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당원들이 전통적 당원들을 압도할 만큼의 주도권

이 확보된 후 민주당은 2020년 총선에서 ‘권리당원투표 50% + 일반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의 경선을 채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온라인 당원의 형태로 편입된 당 지지자들의 경우, 당과의

상호작용은 극히 제한적이면서 본인들이 지지하는 특정 인물을 열성적

으로 추종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당이 주체적인 정치활동의 공간이라

기보다는 특정인 지지를 위한 플랫폼의 역할에 그치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참여의 성격 또한 ‘인물 중심적이고 개인화된 참여(personalized

participation)’의 정향을 띤다. 이와 같은 변화를 통해 한국 정당들의

조직 모형 또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가 2020년 총선 과정에서 목격했던 선거제도 개혁의 변질된 모습들은

그동안 공천제도 개혁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국민참여경선이 변형돼온 모

습과 닮아 있다. 소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외형적인 유사성에도 불

구하고 서구 선진국들의 비례대표제와는 사실상 완전히 다른 내용인 것

처럼 ‘국민참여경선’도 이제 더 이상 국민참여를 담보하는 공천제도라고

볼 수 없을 만큼 변형되고 말았다. 이번 제6장에서는 그러한 변형이 제

도화 되는 과정을 보여줄 것이다. 또한, 그 과정 속에서 개방과 참여, 그리고

분권화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연계돼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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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당내 권력분포와 공천기구 구성

1. 새누리당과 미래통합당

2016년 총선 때까지 새누리당의 지도체제 유형은 순수 집단지도체제로

서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지만, 당내의 권력 분포는 박 대통령의 취임

초와 달라져 있었다. 2014년 7월 전당대회에서 비주류의 김무성이 대표

최고위원에 당선되고 이듬해에는 역시 친박계에서 멀어진 유승민이 원내

대표에 당선되면서 비박계의 당내 영향력이 급격히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19대 국회 후반기에 비박계로 분류되는 정의화가 국회의장에 당선됨으로

써 당의 주류인 친박계는 각종 당내 선거에서 연거푸 실패를 거듭했다.

상식적으로 볼 때 2012년 공천을 주도했던 친박계가 불과 2년 만에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 다수를 차지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2012년 박근혜 비대위에서 친박 일색의 독점적인 공천위원회를

통해 공천했던 인물들이 박 대통령의 취임 후 2년도 지나지 않아 대거

돌아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오랜 당직자 생활 경험을 가진

구술자의 얘기를 참고할 만하다.

그게 바로 박근혜 리더십의 한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2012년에 본인이

공천을 줬고, 또 대선에서도 이겨서 청와대 권력까지 차지했는데... 그 의원

들에 대해서 이후에 관리를 안 했다. 그렇게 관리를 안 하니까 그 의원들이

이탈했다고 봐야지 이탈... 청와대가 관리를 안 하면 박근혜의 대리인이 그

런 걸 해줘야 하는데 그것도 잘 안 됐다. 이명박 같은 경우에는 이재오나

뭐 그런 사람들이 대리인 역할을 했는데 친박은 그런 게 없었다.150)

또한 2014년 7월 전당대회에서 친박계의 서청원이 대표최고위원에 당선되지

못한 데는 당시 국무총리 인준 등 정국 상황과도 관련이있었다. 친박계가 결집해서

전당대회에 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구술자의 얘기도 참고해 볼 수 있다.

150) 구술자 E. 2021년 2월 22일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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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지도부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당대표 김무성 비박계 위원장 이한구(의원) 친박계

원내대표 원유철 친박계 위원

(내부
45%,
위원장
포함)

황진하(사무총장) 비박계

최고위원

서청원 친박계 홍문표(제1사무부총장) 비박계

김태호 친박계 박종희(제2사무부총장) 친박계

이인제 친박계 김회선(클린공천지원단장) 중립성향

김을동 비박계

위원

(외부
55%)

한무경(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친박성향

이정현 친박계 이욱한(숙명여대 교수) 친박성향

안대희 친박계 김순희(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상임대표) 친박성향

정책위의장 김정훈 친박계 김용하(순천향대 교수) 친박성향

최공재(차세대문화인연대 대표) 친박성향

박주희(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친박성향

그때 서청원을 대표로 만들라고 그랬는데, 서청원이 그때 총리 인준, 중앙일보

출신의 문창극을 박근혜 대통령이 추천했단 말야. 그런데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 그러니까 서청원은 “여론에 따라야 한다. 이거는 반려를 하셔야 한다”

그렇게 해버리니까 대통령이 열 받은 거야. 그래 가지고 결과적으로 김무성을

준거야... (중략) ...그때 최경환 부총리 할 때였잖아. 최경환 하고 김무성이 또

굉장히 친하잖아.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딱 해가지고 “김무성 시켜 놓으면 잘

할 겁니다. 원래 원박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이 양반이 홀딱 넘어가 가지고...

그 첫 단추가 거기서 잘못 끼워진 거지... (중략) ...사람들이 계속 “오더를

내려달라, 내려달라”, 내린다는 건 서청원 오더거든. 그런데 서청원 오더를 안

내리니까, “어, 그러면 다른 데 해야 되는 거네” 뭐 이렇게 된 거야.151)

결국 총선 전 새누리당의 지도부는 비주류인 김무성 대표가 친박계 최

고위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공천권에 대한 계파 간 힘겨루기가 벌어지는

모양새가 돼 버렸다. 당시 당 지도부와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의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6-1> 새누리당 지도부 및 공천기구 구성(2016년)

출처: 국민의힘 홈페이지(www.peoplepowerparty.kr)를 토대로 재구성.

151) 구술자 K. 2021년 4월 22일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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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직을 포함한 9명의 최고위원 중에서는 2명(김무성, 김을동)을 제외

하고 모두 친박계였고, 공관위원도 11명 중 비박계는 2명(황진하, 홍문표)

에 지나지 않았다.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적으로 열세인 김무성 대표는 공관

위원장 임명에서부터 친박계에게 밀리는 상황이었고, 결국 공관위원들에

대해서도 사실상 청와대가 임명권을 행사하도록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당 내부 인사들은 모두 당직을 맡고 있는 당연직 위원들이고 외부

위원들은 대부분 청와대가 추천한 인사들로 채워졌다. 이에 대해 비박계의

김을동 최고위원은 ‘공관위원 구성이 어떻게 결정된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명단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말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

도 했다(장성철 2018).

따라서 새누리당의 수평적 분권화는 다소 복잡한 양상을 띤다. 대통령

의 주류 계파인 친박계가 당 지도부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관위도

사실상 친박계가 지배함으로써 공천권을 장악한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보수 진영의 유력 대권주자는 비주류의 김무성이었고,

그 자신이 당대표의 위치에 있기도 했다. 또한 당내 의원들의 계파 분포

에 있어서도 비박계가 친박계에 일방적으로 밀리는 구도는 아니었다. 그

래서 최고위원회와 공관위 등 공식적인 당 기구에서는 친박계의 의도가

관철될 수 있는 구도였지만, 김무성이 향후 자신의 유리한 대권고지 점령

을 위해 비박계 의원들을 등에 업고 당대표로서의 권한을 활용해 친박계의

공천권에 대항한다면 간단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도 좋지 못했기 때문에

친박계는 여론의 지원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김무성 대표는 이런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신의 입지를 넓히려 했다.

대표 취임 이후 한결같이 ‘국민공천제’를 내세워 청와대를 비롯한 주류

계파의 공천권 행사를 저지하려 했던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비록 당 대표이긴 하지만 자신이 공천권을 좌우할 만큼의 당내

권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청와대와 주류 계파의 공천 개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유일한 방법은 ‘완전한 국민경선’ 실시 밖에 없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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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완전 국민경선제가 현역의원에게 유리하고, 그럴 경우 비박계 현

역들이 공천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이처럼 친박계는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거칠게 밀어붙였고, 비박계는 당대표가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 드린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강한 비토 세력을 형성함으로

써 공천 해법을 찾기 어려워졌다. 주류와 비주류 모두 적절한 타협과 양

보를 통해 물러설 의사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새누리당의 지도

체제가 외양적으로는 순수 집단지도체제의 형태이고 당대표도 비주류가

차지하고 있었지만 그에 걸맞은 권력 분배 구조나 협상의 관행을 마련하

지 못해 수평적 분권화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류와 비

주류 모두 분권화 된 권력 행사에는 익숙치 못했고 패권적 지배 경향만

을 드러낸 것이다.

이에 비해, 미래통합당의 2020년 총선 상황은 달랐다. 먼저 2016년 총

선이 끝난 후 새누리당에서는 지도체제 개편이 있었다. 오랫동안 순수

집단지도체제를 운영해왔지만 지도부 내의 합의와 타협의 문화가 형성되

지 않았고, 지도부 구성이 계파 간 대리인들로 채워짐으로써 빈번한 갈

등과 내분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을 동일한 선

거에서 선출했던 까닭에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자리를 두고 경쟁했던 사

람이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 함께 포함되면서 당대표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 자주 일어났다. 전당대회의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 간의 신경전과

갈등은 ‘강재섭 대표-이재오 최고위원’, ‘안상수 대표-홍준표 최고위원’,

‘김무성 대표-서청원 최고위원’ 등의 관계가 잘 알려져 있다. 특히 2016

년 총선에서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은 각각 비박계와 친박계를

대표하면서 공천을 파행으로 몰고 가는 바람에 당에 큰 후유증을 남긴

바 있다.

2016년 총선 후 새누리당은 이에 대한 성찰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해서 선출하고 주요당직자 임명시 당대표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하였다. 또한 전당대회에서 선출하는 최고위원 중에

만40세 이하의 청년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는 ‘청년 최고위원제’를 도입

함으로써 지도부의 변화를 꾀하려 했다. 그러나 대선과 지방선거의 연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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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지도부 공천관리위원회

당대표 황교안 위원장 김형오(전 국회의장)

원내대표 심재철 부위원장 이석연(전 법제처장)

최고위원

조경태 위원
(내부 30%
위원장포함)

박완수(사무총장)

정미경 김세연(국회의원)

김순례

위원

(외부 70%
부위원장
포함)

이인실(서강대 교수)

김광림 최대석(이화여대 대외부총장)

신보라 조희진(전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원희룡

추가

엄미정(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준석 최연우(휴먼에이드포스트 부사장)

김영환 유일준(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김원성

정책위의장 김재원

패배 후 2019년 2월에 개최된 전당대회에서 황교안 전 총리가 당대표에

당선됨으로써 다시 한 번 당의 주류가 어디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2012년과 2016년, 두 번에 걸친 친박 패권 공천은 탄핵의 충격에도 불구

하고 친박 세력이 건재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된 상황에서도 아무런 심판을 받지 않고

20대 국회의 임기를 마무리 한 친박 세력들만으로는 야당의 총선 승리를

기대할 수 없었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집권세력의 오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쉽게 떨어지지 않은 것은 야당이 국민에게 신뢰를 회복

하지 못한 탓이 컸기 때문이다. 결국 황교안 대표는 현역의원의 대폭 교체와

함께 공천권을 비박 측에 넘겨주는 모양새를 취할 수밖에 없었고, 보수

대통합을 통해 중도 보수 유권자로의 확장을 도모하고자 했다. 통합이

마무리 된 후 미래통합당의 지도부와 공천기구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6-2> 미래통합당 지도부 및 공천기구 구성

출처: 국민의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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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이전의 당 지도부 구성을 보면 친박계가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

고 있다. 정미경 최고위원을 제외하고는 비박계를 찾아보기조차 어렵다.

그러나 황교안 대표는 친이계로 국회의장을 지낸 김형오에게 공관위를

맡겼다. 탄핵 사태 당시의 국무총리라는 원초적 제약 속에서 공천권 행

사의 정당성을 찾기 힘들었던 황교안 총리의 고육책으로 보인다. 당초

자유한국당은 홈페이를 통해 공관위원장에 대한 ‘국민 추천’을 받기도 했

다. “국민의 시각과 정서를 가지고 ‘국민 중심 공천’을 실천할 수 있는

적임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다면서 국민들에게 공관위원장 추천을 요청한

것이다.152) 자유한국당은 당헌당규에서 공관위원 2/3 이상을 외부인사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었는데, 공관위원장까지 국민 추천을 받으면서 강한

탈정당화 현상을 보였다. 김형오 공관위원장의 임명 과정은 그가 쓴 ‘공천

고백기’를 참고해볼 수 있다.

2020년 1월 1일 밤, 한 달 여정으로 베트남에 갔다. 본래 건강체가 아닌

데다 기관지 호흡기 쪽에 고질이 있어 ‘따뜻한 남쪽 나라’로 피한을 간 것

이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뜻밖에 황교안 대표로부터 전화가 왔다. 공

천관리위원장을 맡아달라는 것이다. 즉각 “노” 했다. 이미 명단(공관위원)

다 짜 놓고 “얼굴 마담” 역할을 하기 싫다고 했더니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 후 전화가 계속 왔고 내 마음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중략) ....황 대표 전화가 또 왔다. 진정성이 묻어 있었다. 마음이 기울어졌

다. 한 달 여정은 보름 만에 중단되고 인천행 비행기 표를 끊었다. 4년 전

탈당계를 쓰고 나온 후, 4년 만에 돌아가는 것이다. 여전히 당원도 아니고

다시 정치하지 않을 거라는 다짐을 되새겼다.... (중략) ...함께 일할 사람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당에서는 공관위원 인선에 참고할 자료가 있다며 보내

주겠다고 했으나 나는 아예 보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계파정치에 넌덜

머리가 난 사람으로서 당에 얽매이지 않고 독자적으로 꾸려볼 작정이었다.

가급적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 지식과 능력을 쌓은 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품과 판단력을 갖춘 분을 찾았다. 당과의 상의는 일절 없었다.153)

152) 연합뉴스(2019.12.15.) “한국당 공관위원장에 국민 추천 5천여명... 黃 결정에 ‘주목’”.
153) 김형오. 2021. 『공천고백기: 총선 참패와 생각나는 사람들』. 파주: 21세기북스.
76-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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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서 은퇴한지도 오래됐고 당원도 아니지만 황교안 대표의 거듭된

요청에 독자적인 공관위를 꾸려서 사심없이 공천을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위원장직 제안을 수락했다는 것이다. 이는 황교안 대표의 ‘고백록’에 수

록된 내용과 유사하다. 공관위원장 임명과 공관위 구성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2월 4일에는 공개적으로 ‘공천관리위원장 국민추천’을 받았고, 그 결과

공관위원장 추천을 수합했다. 많은 추천과 논의 끝에 결국 ‘우리 당 출신

국회의장 중 한 분을 모시자’라는 의견으로 수렴되었다.... (중략) ...2020년 1월

초 공관위원장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드리려 처음 연락을 드렸는데, 그때는

베트남에 계셨다. 처음 들었을 때는 고사하셨는데, 지속적으로 권유했고 고민

끝에 수락하셨다. 그 분이 제시한 조건은 공관위원회 구성을 자신에게 맡겨

달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분 재량으로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해 드렸다.154)

실제 공관위 구성에서 알 수 있듯이 친박계는 박완수 사무총장 한 명

뿐이다. 김세연 의원은 자유한국당 해체를 주장할 정도로 친박계와는 대

척점에 서 있는 인물이었고, 부위원장도 외부인사인 이석연이 맡았다.

외부 공관위원들 또한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로서 김형오 위원

장의 요청을 수락한 인사들이었다. 사실상 비박계 위주의 공관위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미래통합당 공관위 구성에서는 완전한 수평적 분권화가

이뤄진 것일까?

그렇게 보기는 힘들다. 황교안 대표가 스스로 밝혔듯이 “(김형오 위원장

에게) 공정한 공천에 관해 얘기했고, 편중되지 않도록 당부도 했다. 이후

중간중간에도 불균형 이슈가 나올 때마다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보냈다”

(김우석 2021). 따라서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더 공관위가 황대표를

비롯한 친박계로부터 압박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김형오 위원장이

공천과정에서 당내의 탄핵 찬성파와 탄핵 반대파 간의 균형을 맞춰 물갈이

를 시도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천권에 대한 수평적 분권화가 세력이나 시스템에 의해 구현되

154) 김우석. 2021. 『황교안 고백록: 나는 죄인입니다』. 서울: 도서출판 밀알. 2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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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려는 접근이 부족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당시 미래

통합당에는 아직 뚜렷한 차기 대권주자가 보이지 않았고 당권을 장악한

황교안 대표와 친박계는 정통성을 폭넓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다. 보수

대통합 과정에서 바른정당계 몫으로 원희룡과 이준석, 안철수계 몫으로

김영환, 미래를향한전진4.0 몫으로 김원성이 최고위원회에 추가로 합류했

지만 지도부의 무게중심이 바뀌지는 않았다. 공관위에도 유일준이 추가로

합류했지만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천신청자

들에 대한 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적 역할에 그쳤다.

따라서 공천권은 당내 세력 간의 합의된 룰이나 공정한 경쟁 시스템에

의해 분권화 된 것이 아니라 ‘김형오’의 개인적 역량과 판단에 맡겨진 측

면이 컸다. “당에서 기조위원장, 부총장, 사무총장, 인재영입위원장 등을

했고 국회에서는 특위 위원장, 상임위원장, 원내대표를 거쳐 마지막으로

국회의장까지” 마친, “막말로 해볼 것은 다 해본”(김형오 2021) 경험과

권위를 가진 사인(私人)에게 공천권이 위탁된 것이지, 제도적 틀을 갖춰

분권화 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당내의 취약한 리더십과 보수대통합이

라는 어수선한 환경에서 공관위원장의 ‘개성’이 작용할 가능성이 큰 구조는

미래통합당 공천의 불안요인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2. 더불어민주당

2016년 총선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불리한 선거환경의 압박 속에 주류인

친노계가 한 발 물러서며 당을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다. 특히 2012년 새

누리당의 비대위원으로 참여하며 총선 승리와 박근혜 대통령 당선에 크게

기여했던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하는 파격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한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 호남 출신 의원들이 대거 탈당

한 후 당명을 변경하고 문재인 대표도 사퇴하면서 출범한 비대위 체제였기

때문에 국민들의 주목도가 더 높았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경제전문가나

외부 영입인사를 중심으로 비대위를 구성함으로써 민주당으로부터 친노의

이미지를 탈색하고 경제민주화에 집중하는 정책정당을 만들어 내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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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지도부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비상대책
위원장

김종인 전청와대경제수석 위원장
(외부)

홍창선 전카이스트총장

원내대표 이종걸 의원 위원
(내부11%)

정장선 총선기획단장

비대위원

박영선 의원

위원
(외부89%

위원장

포함)

김헌태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

변재일 의원 서혜석 변호사

우윤근 의원 우태현 한국노총중앙연구원연구위원

이용섭 전 의원 이강일 행복가정재단 상임이사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박명희 전 한국소비자원 원장

김병관 웹젠이사회의장 최정애 동시통역사

김가연 전법무부국제법무과사무관

따라서 김종인은 비대위의 권한을 강화하면서 공관위도 실질적으로 장악

하여 공천권을 행사하겠다는 생각이 강했다. 이런 취지에서 비대위원장

의 명칭도 비대위 ‘대표’로 바꿔 위상을 높였고, 공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도 직접 인선했으며, 지역구 후보자와 비례대표 후보자를 홍창선

위원장의 공관위가 모두 심사하게 하면서 비례대표 추천과 관련한 당규도

변경하는 등 비대위의 실질적 권한을 대폭 늘렸다. 김종인 대표는 흔히

외부 인사가 비대위를 맡게 되는 경우에 나타나는 소위 ‘바지 사장’의 역

할에는 머물지 않겠다는 생각이 분명했다. 2016년 총선 당시 민주당 지

도부와 공관위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6-3>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및 공천기구 구성(2016년)

출처: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https://theminjoo.kr)를 토대로 재구성.

그러나 김종인 비대위가 친노계를 배제하고 구성됐다거나 공관위도 외

부인 중심의 중립적 인사들로 구성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대위원 중에서

우윤근 의원과 이용섭 전 의원은 범친노로 분류되며, 표창원과 김병관은

문재인 대표 시절 영입된 인사들이기 때문에 친노 혹은 친문 그룹과



- 197 -

소통이 가능했다. 공관위에서도 김헌태 위원은 손학규 대표 시절에 전략

기획위원장까지 지낸 여론조사 전문가이며, 서혜석 변호사는 열린우리당

시절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 대변인까지 지냈다.155) 우태현 위원 또한 민주

정책연구원의 부원장을 지내는 등 오랫동안 민주당의 핵심당원으로 활동

해온 인물이다. 새누리당의 이한구 공관위가 완전하게 정치와 무관하면

서도 친박 성향이 강한 외부인사들을 임명했다면, 민주당의 홍창선 공관위

는 사실상 당 출신 인사들을 외부인사로 칭하면서 중립성을 강조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부인사로 분류된 인물들이라고 해도 상당한 정도

의 정치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의 공관위가 정무적 판단과

전문성에서는 더 유리한 입장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김종인 비대위와 홍창선 공관위의 중립성이나 독립성에 대해서

과대평가 할 필요는 없다. 분당의 위기와 총선 참패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김종인이라는 외부인물을 불러들여 당 운영에 대한 전권과

공천권을 넘겨주긴 했지만 당의 주류인 친노계는 여전히 막후에서 막강

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전당대회의 수임기구인 중앙위원회를 비

롯해 당무집행의 최고의결기관인 당무위원회 등이 모두 친노계 위원들

중심으로 구성돼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동안 비노계의 중심축을 형

성해왔던 호남 의원들이 안철수 세력과 함께 대거 탈당함으로써 친노의

당내 장악력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결국 김종인 비대위는 친노 패권

정당의 이미지가 확연해지는 민주당의 외피를 약간 바꿔보기 위해 고안

된 임시방편에 불과했다. 김종인도 이런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

문에 오히려 더 큰 목소리를 내며 권한을 강화하려 했던 것이지만, 본질

적으로는 자신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인식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보면, 야당인 민주당도 수평적 분권화 수준이 높지 않았다.

유력한 대권후보와 그 계파가 당내 주류를 형성하고 당 운영을 좌우할

수 있었지만, 단지 표면적으로는 비대위라는 형태를 통해 그러한 독점성이

전일적으로 관철되는 것을 피하려 했을 뿐이다. 공관위에서도 외부위원

155) TV 조선(2016.2.22) “野 ‘양태’ 아바타 대결... 김종인의 김헌태 vs 안철수의 이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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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내세워 최대한 중립성을 드러내 보이려 했지만, 사실은 상당한 정

치력을 바탕으로 정무적 판단과 막후 조정이 가능한 위원들이 다수 포진

해 있었고, 그들은 당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 주류 측과 교감이 가능한

인물들이기도 했다. 물론 청와대 권력을 배경으로 한 새누리당의 친박계

에는 미치지 못할 지 모르지만, 민주당의 권력 구조도 친노 중심의 패권적

본질을 숨기기 어려웠다.

그런데 민주당은 2016년 총선 이후 지도체제가 약간의 변화를 거쳤다.

당대표를 최고위원들과 따로 선출하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인 점은 변화

가 없었지만 최고위원들을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달라진 것이다. 문재인

대표 시절 ‘당권재민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상곤)는 “지역과 직능, 세대 등

당원을 대표하고 국민의 열망을 수렴할 수 있는 지도체제를 확립”해야

한다는 혁신안을 제시했고,156) 이 혁신안은 2016년 총선 이후 출범한 추

미애 대표 시절의 지도체제에 반영되었다. 따라서 최고위원회는 당대표와

원내대표, 권역별 최고위원 5인, 부문별 최고위원 5인 등 12인으로 구성

되었는데, 권역별 최고위원은 해당 권역의 시․도당위원장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부문별 최고위원은 여성, 노인, 청년, 노동, 민생 등 5개의 세대․

계층․부문에서 최고위원을 각 1명씩 선출하도록 했다.157)

그러나 여당으로 바뀐 후 민주당은 전국단위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예전의 체제로 돌아갔다. “12명의 최고위원회 체제를 운영해보니 여러

문제가 있었고, 당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전국단위 선출

로 바꾼 것”이다.158) 그런데 이는 당권재민 혁신위원회가 제안했던 혁신

안을 폐기하는 것이고 지역적, 사회적 차원의 분권화를 지향하는 지도체

제에서 중앙집권적 지도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집권여당으로서

분권화보다는 중앙집권화를 통한 당의 효율화와 안정이 더 필요하다고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2018년 8월 이해찬 당대표 체제

출범과 함께 시작되었다. 최고위원회 구성이 당대표와 원내대표, 선출직

156) 민주당의 지도체제에 관한 내용은 당권재민 혁신위원회의 제2차 혁신안 발표에
포함되었으며, 계파 대리 지도부를 민심 대의 지도부로 바꾸기 위해 지역, 세대,
계층, 부문의 대표로 구성되는 새로운 지도부로 개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157) 더불어민주당(2017) 당헌 제25조, 제27조 참고.
158) 시사위크(2018.6.29) “민주당, ‘문재인 혁신안’ 폐기 논란... 부문별 최고위원 선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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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지도부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당대표 이해찬 위원장 원혜영(국회의원)

원내대표 이인영 부위원장 윤호중(사무총장), 백혜련(국회의원)

최고위원

박주민

선출직

위원
(내부 44%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이근형(전략기획위원장), 전혜숙(국회의원),

박해철(전국노동위원장), 전용기(전국대학생

위원장), 신명(전 국회의원)

박광온

설훈

김해영

위원

(외부
56%)

조병래(전 동아일보 기자), 안진걸(민생경제
연구소장), 오재일(5.18기념재단이사장),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공동대표), 심재명(명필름대표),
이혜정(변호사), 원민경(변호사, 윤리심판위원),
이현정(치과의사), 이다혜(프로바둑기사), 황
희두(총선기획단위원)

남인순

이수진
지명직

이형석

최고위원 5인, 지명직 최고위원 2인으로 변경되면서 혁신안이 적용되기

이전으로 돌아간 것이다.159)

이로써 당대표의 권한은 강화되었고, 중앙당은 더 집중화 된 체제를

갖추었다. 최고위원회 구성이 9인으로 압축되고 당대표가 2명의 최고

위원을 지명하게 되면서 지도체제가 더 구심력을 얻게 된 것이다. 더구나

친노의 좌장인 이해찬이 당대표를 맡았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더 일사

불란한 지휘가 가능해졌다. 이해찬은 노무현 정부 시절 문재인이 청와대

에서 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할 때 국무총리로 일했기 때문에 문재인과

수직적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당청 간에는 어느 정도 균

형이 유지되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를 위해 합심하는 팀

플레이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2020년 총선 당시의 민주당 지도부와 공천

기구 구성은 다음 표와 같다.

<표 6-4>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및 공천기구 구성(2020년)

출처: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159) 더불어민주당(2018) 당헌 제26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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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당대표가 청와대와 수평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인물이긴 하

지만 당 지도부의 구성은 친문 성향이 강하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계파

색이 옅은 편이고, 김해영 최고위원도 지도부 내에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인물이지만 친문 중심의 흐름을 바꿀 만한 정도는 아니다. 공관위

구성 또한 이러한 기조가 반영돼 있다. 공관위원장으로는 친노 원로 그룹

중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원혜영을 내세움으로써 무게감을 높였다. 당대표

이해찬, 공관위원장 원혜영 체제를 통해 안정감과 함께 권위있는 의사

결정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부위원장으로 친문 주류인 윤호중

사무총장이 있고 공관위원 중에서도 여론조사 전문가인 이근형 전략기획

위원장이 포진해 있어 실질적인 컨트롤이 가능했다.

이번 공관위에서는 전국노동위원장과 전국대학생위원장이 공관위원으

로 참여함으로써 당내 부문별 의견 수렴을 중요시하는 모양새를 갖췄다.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백혜련 의원도 전국여성위원장의 자격으로 참여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해찬 대표 시절에 구성된 당내 위원회들은 기본적으로

친문 성향이 뚜렷하며, 공관위의 외부위원들 또한 이러한 성향을 공유하

고 있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지도부나 공관위의 수평적 분권화 수준은 높

다고 보기 어렵다. 이것은 2015년 말 안철수와 호남출신 의원들이 대거

탈당하면서 당 전체가 친노, 친문 성향의 단일한 흐름을 갖게 된 점과

무관치 않다. 친노계, 586 의원들, 친문계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고,

친문 그룹 내에서도 정권 핵심과의 친소관계에 따라 다시 분화되는 흐름

을 발견할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보자면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는 그룹

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민주당은 이례적으로 ‘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을

2019년 7월 1일에 특별당규의 형태로 제정함으로써 공천과정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2000년 총선부터 2016년 총선까지 민주당에서

그동안 분당이나 합당, 재창당 등의 변수가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

다. 따라서 공천규정 역시 총선을 불과 2개월 정도 남겨둔 시점에서

급박하게 만들어졌다. 이러한 기존의 관행으로 볼 때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보여준 모습은 예전과 다른 것이었다. 이것은 여당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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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감이 반영된 부분이기도 하고 당무에 밝은 이해찬 대표가 시스템에

의한 공천으로 잡음을 줄이고자 했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더구나 당내 구성원들 간의 동질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대 계파를 무리하게 배제하는 형태의 공천이 불필요했던 상황

적 요인과도 관련돼 있었다. 결국 당내 권력분포를 볼 때 2020년 총선의

민주당 공천은 미리 합의된 시스템을 통해 친문 위주의 공천을 자연

스럽게 산출해내는 기술적 작업이 요구되었던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제 3 절 공천심사 과정과 분권화

1. 제20대 총선(2016년)

2016년 총선 공천과정에서의 수직적 분권화 정도는 2012년보다 더

낮아졌다. 양당이 경선을 실시한 거의 모든 선거구에서 사실상의 여론

조사 경선을 치렀기 때문이다. 특히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활용한 여론

조사 경선에서는 시도당이나 당협(지역위원회)이 할 일이 완전히 사라진

다. 시도당이 행하던 선거인 명부 작성이나 당협 차원에서 해오던 경선

대회장 준비 등의 대회진행 보조 업무는 중앙당이 중앙선관위에 지역구

유권자들의 안심번호를 요청하는 것으로 끝나 버리기 때문이다. 중앙

선관위가 이동통신사로부터 건네받아서 정당에 제공하는 안심번호로

치러지는 여론조사 경선에서는 선거인 명부를 확정할 일도, 경선대회장

을 섭외하고 준비할 일도 없다. 모든 경선 과정이 여론조사기관의 조사

업무로 종결되고, 그 결과는 중앙당 공관위가 보고받아 발표하면 끝이

다.

즉, 공천위원회 구성은 물론 공천 신청 공고와 접수, 예비후보에 대한

자격 심사부터 후보자 압축 등은 모두 중앙당의 관할에 속하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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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이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지역의 시도당이나 당협이 주관할

업무는 전혀 없다. 안심번호의 형태로 변환된 선거구의 개별 유권자들이

전화로 들려오는 경선 후보자들의 이름을 듣고 선택하는 행위만 존재할

뿐이다. 따라서 여론조사 경선은 개방과 중앙집권화가 교묘하게 결합된

결과물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개방은 하되 공천 운영의 주체는 중앙당인

것이다. 여기서 경선에 참여하는 일반 유권자들은 자발적 참여의 주체가

아니라 일반적인 여론의 정태적 분포를 경선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활용

되는 수동적 존재에 불과해진다(박찬표 2016).

다만, 민주당의 경우 2016년 총선부터 현역의원에 대한 평가를

위해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정활동, 공약이행 ,

선거기여도, 지역활동, 다면평가, 여론조사’를 주요 항목으로 평가를

시행했는데, 이때 시도당의 역할이 일부 포함되기 시작했다. 한편 새누

리당의 경우에는 그동안 공식적으로 이의신청이 금지돼 있었지만, ‘경선

과정에 불공정 사유가 있는 때에는’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금지돼 있던 이의신청이 일정한

요건 하에 허가된 것이며, 이의신청의 접수와 처리 주체는 중앙당이었

다.160)

이상과 같이 2016년 총선 공천에서 양당이 보여준 지역적 차원의 분권화

정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60) 새누리당(2016) 공직후보자추천규정 제44조 참고. 후보자가 이의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를 겸하고 있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에 접수하면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산하의 ‘이의신청심의소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전체회의에 회부토록 했으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 심의
하여 당사자에게 결과를 통지하는 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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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범주 배점
주관

(분권화지수)
범주 배점

주관
(분권화 지수)

공천위원회 구성 4 중앙당(0) 공천위원회 구성 4 중앙당(0)

공천신청공고/접수 1 중앙당(0) 공천신청공고/접수 1 중앙당(0)

예비후보자격심사 3 중앙당(0) 예비후보자격심사 3 중앙당(0)

공천심사(후보압축) 4 중앙당(0) 공천심사(후보압축) 4 중앙당/시도당(2)

경선 선거관리 2 중앙당(0) 경선 선거관리 2 중앙당(0)

경선 선거인단 5 해당선거구(5) 경선 선거인단 5 해당선거구(5)

공천후보자 확정 2 중앙당(0) 공천후보자 확정 2 중앙당(0)

이의접수 및 재심 1 중앙당(0) 이의접수및재심 1 중앙당(0)

인재영입/전략공천 3 중앙당(0) 인재영입/전략공천 3 중앙당(0)

합계 25 5점 합계 25 7점

<표 6-5> 제20대 총선 공천의 수직적 분권화 측정

2016년 총선에서 양당이 모두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하게 된 데는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인해 경선을 위한 물리적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만도 아니고, 새정치민주연합의 탈당 사태로 민주

당의 당원 구조가 불안정해졌기 때문도 아니다. 물론 두 가지 이유도 중요

하게 작용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분권화 수준이 낮은 공천규정

때문이다. 즉, 세부적인 공천룰이 중앙의 판단에 의해 임의적으로 정해질

수 있는 여지가 많았던 것이다. 새누리당의 경우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는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여론조사로 갈음할 수 있고, 여론조사가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추천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161)는 규정을 두고 있다. 공관위의 결정에 의해

세부적인 공천룰이 정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당시 외부

161) 새누리당(2016) 공직후보자추천규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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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위원으로 참여했던 구술자의 얘기를 참고할 만하다.

20대 공관위가 상당히 힘들었던 게, 그 계파라는 것 때문에 엄청 눈초리가

따가운 상황이었는데, 공천룰 자체가 너무 구체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공관위

자체 내에서 해석을 한다거나 재해석 할 수 있는 여지를 뒀기 때문에 (공천)

관리가 아니고 준(準)공천심사인 것처럼 보였었어요. 그래서 국민경선제를

한다고는 얘기했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게 됐었고, 사실 그것도

그 전에 당에서 합의를 하고 왔어야 되는데... 우리 (공관위) 내에서 국민경선

제를 어떻게 비율로 할 것인지를 그런 것도 결정을 하라고 했었고... 컷오프

이런 것도 했지만, 어떤 기준이 없었잖아요. 컷오프를 해야 되면 현역의원

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미리 만들어져서 그런 것들이 올려져야지 ‘이런 기준

에서 이 사람이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게 되는데... 사실상 공관위에서 룰을

결정하면서 심사를 하게 되는 것이어서 오히려 계파갈등, 공천갈등을 더

부추겼다고 보거든요.162)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당시 경선 방식은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를

원칙으로 하게 돼 있었는데, 이때 선거인단의 비율은 ‘당원 : 일반국민 =

30% : 70%’였다. 그런데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는 다시 세 가지 방식으로

시행이 가능했었다. ①당원선거인단 전화조사 + 국민 여론조사 ②당원선거인단

현장투표 + 국민 여론조사 ③당원선거인단 현장투표 + 국민선거인단 현장투표.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 자체를 ‘일반국민 100% 여론

조사’로 갈음해 버릴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 적용까지 허용되고 있었다.163)

이런 상황은 민주당도 마찬가지였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

천을 위한 경선 시행세칙’에 의하면 경선 방식은 ‘①안심번호에 의한

국민공천단 ARS투표 ②100% 국민여론조사 또는 국민참여경선’으로 할

수 있도록 했고, 하나의 방식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게다가 ‘상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경선 시행세칙에 정해진 것과는

다른 방식의 경선을 할 수도 있도록 했다.164) 민주당의 전직 국회의원은

162) 구술자 G. 2021년 2월 19일 인터뷰 내용.
163) 새누리당(2016). ‘제20대 총선 공천제도(안)’ 참고.
164) 더불어민주당(2016) ‘제20대 국회의원후보자 경선 시행세칙’ 제8조 ⑤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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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규정상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 해주고 있다.

당헌당규가 있지만 거기 안에 지도부나 그런 사람들이 빠져 나갈 구멍은

얼마든지 있다. 저는, 제가 좀 나이브했던 게, 당헌당규에 써 있으니까 이렇

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모든 조항에 다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요. 꼭 어떻게 된다라고 했을 때, 꼭 그걸 안 해도 다른 조항으로 인해

서 약간 그걸 갈음하는 뭐 그런 게 있더라구요... (중략) ... ‘등’ 자가 하나

써 있는 것 때문에 예외조항이 생긴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공천이 그렇고...

공천이라는 건 선거에 있어서 지도부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돼 있겠죠. 특히 당대표라든지 최고위원, 그 사람들이 주로 공천

을 하기 때문에 선거 때에 지도부가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165)

특히 민주당은 총선 시기마다 공천규정을 새로 정하면서 제도적 안정

성보다는 당내 권력 분포에 따른 룰의 변동을 반영하는데 치중했다.166)

일반적으로 당헌당규는 법 규정들보다 더 모호성이 많은 것이 특징이지

만, 정당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인 공천제도가 매 선거마다 바뀐

다는 것은 지나치게 불안정한 것이다. 더구나 그렇게 불안정한 공천규정

마저도 곳곳에 단서 조항이나 예외 조항들이 숨어 있어서 당 지도부나

공관위의 해석과 판단 여하에 따라 여러 형태로 변형될 수 있었다. 결국

이렇게 제도화 수준이 낮은 상황이 중앙당으로의 집중 현상을 강화하는

요인이 되었고, 중앙당은 이런 상황을 이용해 가장 편의적인 방식(여론

조사 경선)의 공천을 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중앙집권성은 경선 방식 결정뿐만 아니라 심사과정에서도 드러

난다. 공천 심사과정 또한 공관위의 판단이라는 여백의 영역에 맡겨진

부분이 아직 많기 때문이다. 국민경선을 위한 후보자 압축 과정 등 공천

실무를 수차례 경험한 당직자의 구술은 그러한 상황을 압축적으로 드러

내 보여주고 있다.

165) 구술자 D. 2021년 4월 5일 인터뷰 내용.
166) 민주당의 공천룰은 각각 ‘제17대국회의원후보자추천규정’, ‘제18대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규정’, ‘제19대국회의원후보자추천을위한국민경선시행세칙’, ‘제20대국회
의원선거후보자경선시행세칙’ 등으로 선거를 앞두고 매번 새로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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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경선이라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다. 이게 어디서 드러났냐면,

2016년 총선 때 윤상현 의원이 김성회 하고 통화하면서 “경선을 해도 다

우리가 되게 만든다니까” 라는 말이 녹취가 돼서 나왔다. 그때는 김무성 대표에

대한 막말이 문제가 됐지만, 사실 그 녹취 속에 국민참여경선의 본질이 담겨

있는 거다. 경선을 한다 하더라도 당시 공천권을 손에 쥔 그룹이 유리하도록

룰 셋팅을 한다든가 경선 대상자 압축을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다는 얘

기다. 그러면 뭐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으니까... 당원과 일반국민의 비율을

어떻게 섞을 것인지, 그리고 누구를 경선에 붙여 줄 것인지를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경선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167)

2016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공천관리위원으로 참여했던 구술자도 심사

과정에서의 유사한 경험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공천심사는 처음이었다. 그런데 그거 한 번 해보니까, ‘이거 큰일났다’ 싶

었다. 우리나라 정치가 완전 엉망이구나. 이한구라는 사람이 위원장이었는

데, 공천 관련 자료를 싹 다... (치워 버렸다)... 자료가 다 필요 없다고. 후보

자들이 낸 자료나 당에서 만든 자료는 아예 보지도 않고 싹 다... (중략) ...

대통령의 뜻이다, 당권 쥐고 있는 사람 뜻이다, 계파의 보스들의 뜻이다 뭐다

하면서 공관위 자료로 만들어 놓은 것을 다 없애 버린다. 싹 자료를 없애

버린다.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중략) ...필요할 때는 공천룰에 있는 걸

써 먹고 그렇지 않을 때는 완전히 무시했다. 여론조사도 있고 신상정보라는

게 있었는데, 신상정보라는 게 이 사람이 언제 어떤 비행이 있었다, 정치적

인 행보가 어떠했다, 지역에서 평판이 어떻다,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게 사실

어디서 나온 것인지도 알 수 없는 자료인데 이한구 위원장이 이걸 갖다 대면서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한다. 예를 들어서 A, B, C, D 후보가 있다고 하면

B로 해야겠다는 게 미리 정해져 있는 거다. 이미 정해진 사람이 있어서

다른 A, C, D는 여론조사든, 신상정보든, 평판이든, 부정비리든 아무튼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깎아내 버린다. 이한구 위원장이 혼자 자기 보따리에서

자료를 꺼내 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깎아 버리고 해버린다. 거기서

이한구 위원장한테 그 자료가 공개적인 자료인지, 증빙될 수 있는 것인지,

신뢰의 문제를 제기하면 자꾸 싸우게 되는 것이다.168)

167) 구술자 E. 2021년 2월 22일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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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자격심사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공천관리위원회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후보심사 및

추천

전략공천관리위원회

공천관리위원회

경선 관리 선거관리위원회

이의신청 및

재심

예비후보자자격심사이의신청처리위원회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

적절한 견제와 감시의 주체가 없어진 상황에서 중앙권력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면 내부의 파열음은 더 커진다. 국회의원 공천이 점점 더

중앙권력자들의 힘겨루기로 전락하면서, 여론조사를 조작해 자파의 후보를

단수공천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당대표가 공천장에 날인을

거부하는 것으로 투쟁의 방편을 삼는 등 극히 비정상적인 일들도 벌어지

게 되었다.

다만, 민주당의 경우 2016년 총선 공천에서 새누리당과 약간의 차별점이

존재한다. 바로 공천기구들 내의 기능적 분화가 좀 더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후보자격요건을 다루는 기구로서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와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가 있고, 공천심사와 관련해서는

전략공천관리위원회, 공천관리위원회가 따로 설치돼 있으며, 경선을 관리

하기 위한 기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당내에 별도로 두고 있다. 또한 공천

기구들의 각종 결정사항에 대한 이의신청과 재심을 위해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재심위원회가 설치돼 있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상의 모든 공천

관련 기능들이 공천관리위원회 한 곳에서 수행되었다. 공천기구들 간의

기능적 분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표 6-6> 공천기구들 간의 기능적 분화

168) 구술자 C. 2021년 1월 19일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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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새누리당은 공천 관련 갈등이 한 곳(공천관리위원회)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로 인해 새누리당의 공관위는 구조적으로 불안

요인을 더 많이 내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갈등이 분산되지 않으

면 차곡차곡 쌓이면서 첨예화 되기 때문이다. 2016년 공천과정에서 새누

리당이 민주당에 비해 훨씬 더 잡음이 많고 시끄러웠던 것은 일정 부분

이런 측면에 기인하는 것일 수도 있다.

또한 민주당은 공천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하도록 했는데, 온라인 접수

시스템(http://win.theminjoo.kr)을 공모 시작일인 2016년 2월 15일 09시

에 오픈했다.169) 이에 비해 새누리당은 기존의 오프라인 접수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했고, 온라인 접수는 허용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사기업이

나 공공기관 등에서 온라인으로 문서를 접수하거나 전자 결재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것에 비해 정당은 모든 업무가 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종이 문서를 통한 결재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당

의 중요 업무인 공천의 첫 단계에서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기존 정당들의 업무 행태에서는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요약

하자면 민주당은 공천기구들 간의 기능적인 분화라든가 공천 업무 시스

템의 전산화 등을 통해 나름대로 업무 체계를 세련화 하고 있었다.

이런 모습은 공관위나 지도부의 행태에서도 드러난다. 새누리당의 이

한구 위원장이 ‘양반집 도련님’, ‘비인기자’, ‘저성과자’와 같은 용어를 쓰

면서 정성적 평가를 통해 부적격자를 걸러내겠다고 한 반면, 민주당은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통해 항목별로 정량적 평가를 거쳐 하위 20%

의 현역의원을 탈락시키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170) 실제 공천결과를 보

더라도 새누리당은 친이계 좌장인 이재오 의원을 탈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비박계 인사들을 대거 낙천시켰으며, 박 대통령으로부터 ‘배신의 정치’로

낙인찍힌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공천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스스로 탈당

하게 만드는 꼼수를 사용했다. 뿐만 아니라 원내대표 시절 유승민을

도왔던 친유승민계 의원들도 전원 탈락시키고 그 자리에는 소위 ‘진박’

후보들을 내세워 국민 여론과 완전히 배치되는 공천을 하고 말았다.

169) ‘더불어민주당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지역구 후보자 추천신청 공모’ 참고.
170) 뉴스1(2016.2.11) “이한구 ‘양반집 도련님은 부적격...현역 프리미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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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민주당은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로부터 하위 20%의 평가

를 받은 현역의원들을 탈락시키면서도 정무적 판단을 통해 문희상 의원

을 구제하는가 하면, 현역 하위 20%에 속하지 않은 3선 이상 의원들의

50%와 초재선 의원의 30%를 정밀 심사하여 친노의 좌장인 이해찬과 막말

비호감 정치인 정청래를 탈락시킴으로써 국민 여론의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171) 뿐만 아니라 현역의원들이 공천에서 배제된 지역구에는

김병관, 박주민, 김정우 등 문재인 전 대표가 영입한 인사들을 배치함으로써

기존 친노계 중심의 정당을 친문계로 일부 교체하는 실속을 챙기기도 했

다.172) 따라서 민주당의 현역의원 물갈이는 국민 여론의 지탄을 받는 몇몇

상징적 인물들을 제거함으로써 당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동시에 ‘시스템

공천’이라는 혁신안을 통해 당을 친문 직계 세력들로 재편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공천과정의 잡음과 진통에 비해 눈에

띄는 신진 인물의 영입도 없이 ‘진박 충성 경쟁’에 그치고 말았던 새누리당

의 공천과 비교할 때 민주당은 더 정제된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적 차원의 분권화에 대해 살펴보면, 새누리당의 경우 당

헌에 ‘우선추천지역’ 선정에 관한 조항을 두어 정치적 소수자의 대표성

보장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동 조항에서 ‘우선추천지역’이라 함은

‘①여성, 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의 추천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 ②공모에 신청한 후보자가 없거나 여론조사 결과 등을 참작하여 추천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을 말하며,173) 첫 번째

경우가 사회적 차원의 분권화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선, 정치적

소수자의 사회적 대표성 보장을 당헌상에 명시했다는 점에서 동 조항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략공천으로 인한 공천권 남용의 여지

를 없애기 위해 정치적 소수자를 위한 ‘우선추천’만 허용함으로써 지도부

의 자의적 공천을 막겠다는 취지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 공천과정에서 ‘우선추천지역’ 선정은 당초 취지대로 진행

되지 않았다. 이한구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17개 모든 광역시·도에서

171) 조선일보(2016.2.23) “3選 이상 50%, 초·재선 30%가 '공천탈락 심사대' 선다”.
172) 조선일보(2016.2.26) “더민주 현역 날아간 지역구… ‘新문재인 세력’ 투입?”.
173) 새누리당(2016) 당헌 제103조 ②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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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번 후보자 지역구 현역의원

여성우선추천

1 황춘자 서울 용산 진영(새누리당)

2 이은재 서울 강남병 신설 선거구

3 손수조 부산 사상 문재인(민주당)

4 이인선 대구 수성을 주호영(새누리당)

5 박순자 경기 안산단원을 부좌현(민주당)

6 이음재 경기 부천원미갑 김경협(민주당)

7 김정재 경북 포항북구 이병석(새누리당)

청년우선추천
8 원영섭 서울 관악갑 유기홍(민주당)

9 이준석 서울 노원병 안철수(국민의당)

장애인우선추천 10 양명모 대구 북구을 서상기(새누리당)

경쟁력우선추천
11 황우여 인천 서구을 안상수(새누리당)

12 허명환 경기 용인을 김민기(민주당)

최소 1곳에서 최대 3곳까지 ‘우선추천’ 방식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우선추천제를 사실상 전략공천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174)

전략공천을 방지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 ‘우선추천’ 제도가 이한구 공관위

에 의해 전략공천으로 다시 악용된 것이다. 실제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

된 지역과 후보자들을 살펴보면 이 제도가 ‘정치적 소수자의 사회적 대표성

확보’와는 꽤 거리가 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6-7> 새누리당 우선추천지역 현황175)

출처: 국민의힘 홈페이지.

174) 조선일보(2016.2.17) “‘전략공천’ 꺼낸 이한구(공천위원장)… 격노한 김무성”.
175) 이인선 후보는 당초 대구 수성을에서 우선추천 후보자로 선정되었으나 최고위
원회가 공관위에 재의를 요구하여 공관위가 다시 원안대로 재의결하는 절차를
거쳐 후보자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낙천한 주호영 의원이 공관위 재의결 과정에서
정족수가 부족했던 점을 문제삼아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여 인용된
바, 새누리당 공관위는 이 지역에 다시 공천 신청자 접수와 심사를 진행해 이인선
후보를 ‘단수’로 추천하였다. 하지만 당초 이인선 후보는 여성우선추천 후보자로
당에 의해 선정됐던 만큼 그 취지를 살려 ‘우선추천’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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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7>에서 보는 것처럼, 새누리당은 모두 12명의 후보자를 우선추천

제도를 통해 공천했다. 그 중에서 정치적 소수자에 대한 우천추천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여성, 청년, 장애인을 합한 10명의 후보자이다. 이는 새누

리당의 전체 지역구 공천 후보자 248명의 4%에 지나지 않는 숫자이다.

또한 실제 후보자로 추천된 지역과 인물을 보면, 친박 측에서 낙천시키

기로 정해놓은 인물(진영, 주호영)이 있는 곳이거나 혹은 야당의 대선

주자들(문재인, 안철수)이 있어서 승리할 가능성이 희박한 곳이었으며,

여성의 사회적 대표성 향상과는 무관해 보이는 인물들(이은재, 박순자)도

공천을 받았다. 따라서 새누리당의 우선추천제도는 정치적 소수자의 사

회적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것이 아니라 과거와 같이

특정 인물을 컷오프 하거나 혹은 꼭 챙겨줘야 할 인물에게 손쉽게 공천을

주기 위한 방편으로 악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 차원의 분권화

수준을 높이는 것과는 별로 관계가 없었던 것이다.

한편, 양당은 여성, 청년, 장애인 등이 경선을 치르게 될 때, 이들의

취약함을 만회하기 위해 본인이 경선에서 얻은 득표수(득표율)에 일정

비율의 가산점을 추가로 부여하는 방식으로 배려하였다. 양당이 2016년

총선에서 적용한 가산점과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표 6-8> 경선 시 가산점 현황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적용 대상 가산점 적용 대상 가산점

여성·장애인(1-4급) 10% 여성․장애인(1-4급)․청년(만42세이하) 10%

여성·장애인(1-4급) 신인 20% 여성․장애인(1-4급) 신인 25%

청년(만40세 이하) 신인 20%

청년
신인

만29세 이하 25%

독립유공자·참전유공자 신인 15% 만30세~만35세 20%

혁혁한공로가인정되는국가유공자신인 15% 만36세~만42세 15%

정치 신인 10% 정치 신인 10%

출처: 새누리당(2016) ‘제20대 총선 공천제도(안)’, 더불어민주당(2016) 당헌 제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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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우선추천(전략공천) 7 2

단수공천 3 18

경선승리 6 5

합계
(전체 공천자 대비 비율)

16
(6.5%)

25
(10.7%)

양당의 가산점 적용 현황은 대동소이 한 가운데 2012년 총선에 비해서

더 세분화 되거나 적용대상이 확대된 부분이 있다. 새누리당은 보수정당

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 참전유공자나 국가유공자에 대한 가산점

적용을 명시했으며, 민주당은 청년 신인의 경우 연령에 따라 가산점에

차등을 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가산점 적용이 실제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역할을 하지는 못했다. 현역의원이나 정치적 기득권자들에

비해 인지도나 자원이 부족한 정치적 소수자들에게 자신이 얻은 득표를

기준으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으로는 출발선상의 차이를 극복하기에 역

부족이었기 때문이다. 가산점 적용 대상자들 중 여성 후보들에 초점을

맞춰 공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6-9> 여성 지역구 후보자 공천 현황(제20대 총선)

출처: 각 당 홈페이지.

새누리당과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은 여성후보자들은 각각 16명과 25명

으로 각 당의 전체 공천자 대비 6.5%와 10.7%에 불과한 규모이다(김원홍

2016). 더구나 대부분의 여성후보자들은 우선추천(전략공천)과 단수추천

을 통해 공천을 확정했고, 경선에서 승리한 여성 후보자들은 각각 6명과

5명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새누리당의 경우 경선에서 승리한 여성 후보자

6명 중 5명(이혜훈, 박인숙, 김을동, 김희정, 김영선)이 전현직 국회의원

이었으며, 민주당은 경선에서 승리한 여성 후보자 5명(추미애, 유승희,

남인순, 진선미, 은수미) 모두 전현직 국회의원이었다. 순수하게 여성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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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이 경선에서 승리한 경우는 경기 광명갑의 새누리당 정은숙 후보가

유일했다. 따라서 경선에서 승리한 여성 후보들이 사회적 차원의 분권화

조치라고 할 수 있는 가산점의 도움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당의

경선에서 승리한 여성들은 정치적 소수자의 사회적 대표성을 드러내는

후보자들이라기보다는 기성 정치인으로서 생존경쟁에 살아남은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여야 양당 모두 사회적 차원의 분권화 수준은

낮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사무처 당직자들에 대한 비례대표 추천 과정을 통해 양당의

사회적 차원의 분권화 정도를 간접적으로 비교해 보는 것으로 본 절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먼저, 양당은 공히 사무처 당직자를 비례대표 당선

안정권에 배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은 최고위원회가 의결하여

공관위에 통보한 공천기준 속에 그 내용이 들어있고176) 민주당의 경우

그보다 한 단계 높은 규범체계인 당규에 명문화 돼 있다.177) 하지만 새

누리당의 경우 그 추천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민주

당은 ‘사무직당직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추

천하되 “사무직당직자 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 투표를 통해 남녀 후보자

각 2인을 추천한다”라는 구체적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

다.178) 단순화시켜서 보자면, 새누리당은 사무처 당직자들의 자율적인 후보

결정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민주당은 사무직당직자 전원이 투표를 통해

자신들의 후보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2016년 총선 당시 새누리당의 사무처 당직자들은 자신들의 몫

으로 정해진 비례대표 당선안정권 1명 이상을 스스로 정하기 위해 사무처

노조가 중심이 되어 전체 투표를 시행했었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어서 남녀 상위 4명씩을 대상으로 상호 토론과 공개 유세 등을 거친

176) 새누리당(2016) ‘제20대 총선 공천제도(안)’에는 “사무처 당직자를 당선 안정권에
1명 이상 추천”하도록 돼 있다.

177) 더불어민주당(2016)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47조 ⑦항에는 “사무직당직자
또는 사무직당직자 출신 정무직 당직자 남녀 각 1명 이상을 당선안정권 내에 후
보자로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178) 더불어민주당(2016) ‘제20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선출 시행세칙’
제9조 ④항.



- 214 -

후 결선 투표를 진행하려 했으나,179) 당 지도부와 공관위는 사무처 당직자

들의 그러한 자율적인 선정 절차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결선 투표 중단

을 지시했다. 사무처 당직자 몫으로 1명 이상을 당선안정권에 배치하더

라도 그 후보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는 사무처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부가 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설사 사무처가 어떤

후보자를 선호한다고 집단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지도부

에게 희망사항을 전달하는 것일 뿐이지 어떠한 구속력이나 결정권도 없

다는 것이다.

이처럼 비록 비례대표 영역이긴 하지만 민주당의 경우 미약하게나마

사회적 차원의 분권화를 위해 청년, 노동, 사무직당직자 등 부문별 구성

원들의 투표로 후보를 정하려는 시도를 했던 반면 새누리당은 여전히 각

부문별 자율과 분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중앙이 결정하고 통제하는 시

스템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런 작은 차이가 새누리당에서는 청와대와 친박

핵심 인사들로 하여금 무리하게 공천을 밀어붙일 수 있도록 했는지도 모

른다. 민주당에서도 본질적으로는 주류 계파의 패권적 공천행태가 나타

나긴 하지만 좀 더 세련되고 정교한 시스템 구축을 향해 나아가려는 노

력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2. 제21대 총선(2020년)

2020년 총선에서 양당의 공천 프로세스는 2016년 총선에서 활용된 방

식과 유사하다. 이미 2016년 총선 때부터 당내 경선 시 휴대전화 안심번

호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양당의 국민참여경선이 새

로운 틀에 맞춰 제도화 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관위를

비롯한 공천관리 기구들이 예비후보 자격심사, 후보 압축 등을 거쳐 단수

추천 혹은 경선을 결정하고, 경선은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활용한 여론조

사가 주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미래통합당에서 2016년 총선에 일부 실

시되었던 당원이 포함된 경선은 사라지고 모든 경선이 100% 일반국민

179) 뉴스1(2016.3.4) “與, 사무처 몫 비례대표 후보 결선투표키로... 과반득표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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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로 진행됐고, 민주당은 오히려 당원투표 50%와 일반국민 여론

조사가 50%의 비율로 반영되는 방식을 채택했다.

여기서 공천과정에서의 지역적 분권화와 관련해 흥미로운 점은, 민주

당에서 당원에 대한 중앙당의 관여와 컨트롤이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문재인 당대표 시절 혁신안을 통해 온라인 당원 제도를 도입했는데,

“당원은 소속에 따라 지역당원과 정책당원으로 구분하고, 당비납부 여부

에 따라 일반당원과 권리당원으로 구분한다”는 조항이 당헌에 규정돼

있었다.180) 당원 규정에서는 이를 더 구체화 하고 있다. “지역당원은 해당

시․도당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해당 시․도당이 관리하는 당원”을 말하고,

“정책당원은 노동․온라인․직능․재외국민 등의 부문에 소속되어 활동

하고, 중앙당이 관리하는 당원”을 말한다는 것이다.181) 즉, 시도당만이

아니라 중앙당도 당원 관리의 주체가 되며, 특히 정책당원 중 온라인

부문에 소속된 당원은 중앙당이 관리하도록 돼 있음을 알 수 있다.

당헌당규상 ‘온라인 당원’이 중앙당의 배타적인 관리 하에 놓여 있고,

온라인 당원이 당비를 납부할 경우에는 권리당원의 지위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민주당에서 정무직 당직자로 고위직에 있었던 구술자 L은 온라인

당원의 규모와 성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 했다.

민주당은 현재 일반당원이 400만명, 권리당원이 81만명이다. 여기에 한

번이라도 당비를 냈던 사람들을 다 합치면 170만명 가량이다... (중략) ...권리

당원 중에 온라인 당원이 20만이 넘는다. 민주당의 당원 구성은 크게 세 부문

으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는 오랫동안 민주당을 지지해왔던 조직 당원들이

며, 둘째는 ‘혁신과 통합’의 권리당원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온라인 당원

혹은 모바일 당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게 다 합치면 지금 80만명 정도의

규모인데, 이 80만명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그래서 ‘당원 50% 대 일반국민

50%’로 섞어서 경선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182)

180) 더불어민주당(2015) 당헌 제5조 ①항.
181) 더불어민주당(2015) 당원 규정 제3조 ①항 및 ②항.
182) 구술자 L. 2021년 3월 5일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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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당원은 20만명을 넘는 규모이며, 권리당원 중에서 차지하는 비

중은 25% 정도로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상당히 큰 규모이다. 특히

전통적인 당원들에 비해서 온라인 당원들이 당원투표나 경선 등에 더 적

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영향력은 더 크다고 봐야 한

다. 그런데 이들은 시도당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당에서 관리하도

록 돼 있다. 입당과 탈당 등 당원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정당법에

비춰 봐도 이는 이례적인 일이다. 정당법 제23조는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고, 동법 제24조 ①항은 “시도당에는 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입당과 당원관리의 주체는 중앙당이 아

니라 시도당인 점이 명확하다. 중앙당은 다만 “시도당의 당원명부에 근

거하여 당원명부를 전산조직에 의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을 뿐이다. 즉,

여러 시도당의 당원명부를 통합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기술적인 업무

를 행하는 정도가 중앙당 역할의 전부라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책당원, 특히 온라인 당원에 대해서는 중앙당이 직접

입당과 탈당 등 당원관리를 행하는 주체가 되도록 했다.183) 현행 정당법

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원은 정당의 하부조직인 시도

당을 통해 입당하고 그러한 하부조직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한다는 정당법

과는 다른 개념의 당원인 것이다. 여하간 민주당은 중앙당이 직접 관리

하는 온라인 당원을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중앙집권성에 문을 열

었다. 중앙당의 지도자가 입당을 결정하게 만드는 중요한 유인이 되고,

그의 영향력 안에서 당원으로서의 정체성과 방향성이 만들어지며, 권리

당원이 되면 정당의 의사결정이나 후보 경선에서도 중앙당 지도자의 정

치적 입장이나 선호에 동조하는 특이한 형태의 ‘중앙집권화 된’ 당원이

형성된 것이다. 특히 그 지도자가 대통령의 직위에 오르게 된다면 그의

중앙집권적 영향력의 크기는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주당은

공천관리위원회라는 중앙당의 공천기구 뿐만 아니라 당원의 상당 부분도

183) 더불어민주당 ‘당원 규정’ 제10조(탈당) ①항은 “당원이 탈당하고자 하는 때에
는 정당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역당원은 소속 시 도당에, 정책당원은 중앙당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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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의 영향력과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경선 역시 중앙집권적 힘이 발휘

될 수 있는 구조로 봐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사례를 통해 당원구조와 분권화의 관계에 대해 살

펴보았고, 다음은 당의 재정 구조와 지역적 차원의 분권화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한다. 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당 재정 업무와 관

련해 오랜 실무 경험을 지니고 있는 당직자의 진술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20대 국회에서는 매월 당 수입이 ‘국고보조금 12억 : 당비 10억’ 정도의

구조였고, 지금은 ‘국고보조금 14억 : 당비 6-7억’ 정도이다. 예전에는 국고

보조금과 당비의 규모가 얼추 비슷했는데 지금은 차이가 좀 많이 난다.

당비가 매월 10억 정도 되고 국고보조금과 비슷한 규모일 때는 당원들의

입김이 좀 셌는데, 지금은 당비 수입이 줄어들면서 그것도 좀 줄어들었다고

보면 된다.184)

예전에는 당 재정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과 당비 수입이

비슷한 규모였는데, 이제는 국고보조금이 당비 수입보다 2배 이상 높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당원들의 영향력도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중앙당과 하부 당조직 간의 당비 배분구조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의 재정 집행에서 당조직들 간의 권한과 역할이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당원이 내는 당비는 일단 전부 다 중앙당 계좌로 들어온다. 이 당비를 중

앙당과 시도당은 4:6으로 나눠 갖는다. 시도당과 당협은 다시 1/3 : 2/3로

이걸 나눈다. 예들 들어서 1억원의 당비가 서울지역 당원들로부터 들어왔다면

중앙당이 4천만원, 서울시당이 6천만원을 배분받는다. 서울시당은 이 6천만원

중에 2천만원을 갖고 당협 몫으로 4천만원이 돌아간다. 4천만원이 서울의

각 당협별로 나눠서 배분되는 것이다. 그런데 당협은 정당법상 정치자금을

집행할 수 있는 주체가 되지 못한다. 사무실도 둘 수 없고 시당의 하부조직

184) 구술자 O. 2021년 3월 12일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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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당협에서 현수막을 내걸거나 당원교육

등의 비용이 발생할 때 서울시당에 자금 집행 요청을 한다. 그러면 시당에서

지출결의를 하고 당협에 있는 업체에게 바로 비용을 송금해주는 형태를

취한다. 형식적으로는 당협 몫의 당비라도 당협이 직접 지출하지는 못하고

시도당이 집행의 주체가 된다. 정당법 상으로는 당협이 단순히 당원들의

친목단체 같은 거고 당비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185)

당비 수입은 모두 중앙당으로 들어온다. 그것을 미리 정해진 배분 비

율에 따라 시도당과 당협으로 나눠주는 형태가 된다. 그런데 당협은

정당법상 법률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시도당이 당협의 예산

이나 비용 지출 등을 대신해준다. 이 과정에서 중앙당은 전체 당비 수입의

배분과 지출에 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특히 당비와 달리 국고보

조금은 중앙당으로만 들어오고 시도당에는 전혀 배분되지 않는다. 국고

보조금은 모두 중앙당에서 100% 집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비에 대한

의존이 줄어들고 국고보조금의 비중이 커지면 중앙당의 영향력도 그만큼

더 늘어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자유한국당 시절인 2018년

1월에 책임당원의 당비 납부 액수를 월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낮췄고,

책임당원의 자격요건도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것은 보수정당에서

오랫동안 정착돼온 당의 재정 구조에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의미를 갖

는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과 그 결과에 대해 내부 핵심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자.

2017년 5월에 대선에서 패하고 난 후 홍준표가 7월에 당대표로 컴백한다.

그때 홍문표를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비를 내려야

겠다고 생각을 했다. 말하자면, 당비는 깎고 당원 수는 늘리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됐다. 당비는 절반으로 깎았지만 당원은 그만큼 늘어나

지 않았다. 아마 당시에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돼서 이런 조치를 한 게 아닌

가 싶다. 사무총장이나 대표한테 자꾸 당비 기준이 너무 높아서 당원 가입

에 어려움이 있으니 이걸 좀 낮춰달라는 얘기가 많이 들어왔던 모양이다.

185) 구술자 O. 2021년 3월 12일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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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이야기는 아마 공천신청 하려는 출마예정자들이 하고 돌아다녔을 것

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짜 당원들을 만들어 내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당비를 대납해주면서 경선 기간에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당원들

이 필요했던 거다. 당시에 책임당원이 월 2천원씩을 6개월 동안 납부한 사

람이 요건이었으니까 최소 1만2천원을 내야 책임당원이 되는 것이다. 그런

데 당비를 1천원으로 낮추고 기간도 3개월로 줄여버리니까 이게 3천원이면

해결되게 됐다. 공천을 기대하면서 당원들을 모아야 하는 후보자들 입장에

서는 부담이 훨씬 줄어드는 거다. 1/4로 줄어든 거지. 말하자면 당원들 입

장에서 당비를 내렸다기보다는 당시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선에 나와 보

려고 하는 출마예정자들이 자기 사람들을 무더기로 입당시키기 수월하도록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싶다. 한 마디로 후보들 좋으라고

내린 결정이었다. 그런데 1,000원짜리 당원들은 대부분 선거 끝나면 나가

버린다. 당비를 내리면 오히려 당원 구조가 왜곡될 수 있다. 진짜 당원을

하겠다는 사람은 1천원, 2천원 그게 별로 차이가 없다. 내 생각에는 당비가

5천원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다.186)

탄핵 사태 후 기존의 당원들이 바른정당으로 이탈하고 대선 패배와 함

께 탈당하는 당원들도 생기면서 당비에 대한 부담을 낮춰서 당원 확대를

꾀했으나 여의치 않았던 것이다. 더욱이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이 보

기에 당시에는 자유한국당이 민주당보다 많은 당비를 내야 했기에 당원

확보도 어려운 실정이어서 당비 인하에 대한 요구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

다. 민주당은 오랫동안 1,000원의 당비를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많다는 얘기다. 그러나 문제는 당비를 내려도 그만큼 신규 당원

이 더 증가된 것이 아니고 기존에 2,000원을 납부하던 당원들의 당비만

1,000원으로 줄어든 결과가 돼 버린 것이다. 당비 수입이 대폭 줄어들자

당원들의 중요성도 더 떨어지게 되었다. 당원들이 납부하는 당비가 당

전체의 재정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당원들의 목소

리에 신경 쓸 유인도 더 줄어든 것이다. 인하한 당비와 완화된 책임당원

요건을 다시 예전처럼 되돌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는 한 이런 상황은

186) 구술자 O. 2021년 3월 12일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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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되어 버렸다.

결국 2020년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의 중앙집권성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재정적인 기여도가 떨어진 당원들의 목소리를 공천에서 반드시

반영해야 할 필요도 없어졌다. 2016년 총선과 비교해서 2020년 총선에서

는 당원의 비율이 보장되는 경선이 사라지고 모든 경선 선거구가 100%

일반국민 경선으로 진행된 데는 이런 요인도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2016년 총선 당시 공관위의 독단적인 공천 전횡에 대한 반성으로

확대 도입된 국민공천배심원단도 2020년 총선에서 구성되지 못했다. 개

정된 공천규정에 의하면 국민공천배심원단은 ‘①경선 대상 후보자 ②단

수추천 후보자 ③우선추천 대상 지역 ④우선추천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여부를 심사할 수 있었다. 더구나 국민공천배심원단이 최종적으로 부적

격한 후보로 판정한 경우에는 공관위가 해당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했다.187) 이전까지는 형식적인 역할에 머물던 국민공천배심원단에게 실

질적이고도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여 공관위를 견제하도록 한 것이다. 그

러나 김형오 공관위원장은 “줄기차게 ‘배심원단’ 조항을 당헌당규에서 삭

제해달라고 요청”했고(김우석 2021), 미래통합당은 결국 당규에 부칙을

두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특례’로 국민공천배심원단 구성을 하지 않기

로 했다. 2016년 총선의 ‘막장 공천’에 대한 교훈으로 도입된 새로운 규

정조차도 공관위원장의 중앙집권적 결정으로 인해 사장된 것이다.

양당 모두 공천심사과정의 외형은 2016년 총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고 볼 수 있다. 즉, 공관위 구성, 공천 신청 공고와 접수, 예비후보에 대

한 자격 심사, 후보자 압축 등이 모두 중앙당의 관할에 속했고, 경선도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활용한 여론조사 형태를 띠었기 때문에 시도당이나

당협이 주관할 업무는 거의 없었다. 민주당의 경우 2016년 총선부터 실

시되고 있는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활동이 시도당의 역할을 일부 포함

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상과 같이 2020년 총선 공천에서 나타난 지역적

차원의 분권화 정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된다.

187) 미래통합당(2018)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규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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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범주 배점
주관

(분권화 지수)
범주 배점

주관
(분권화지수)

공천위원회

구성
4 중앙당(0) 공천위원회 구성 4 중앙당(0)

공천신청공고/접수 1 중앙당(0) 공천신청공고/접수 1 중앙당(0)

예비후보자격심사 3 중앙당(0) 예비후보자격심사 3 중앙당(0)

공천심사(후보압축) 4 중앙당/시도당(2) 공천심사(후보압축) 4 중앙당(0)

경선 선거관리 2 중앙당(0) 경선 선거관리 2 중앙당(0)

경선 선거인단 5 해당 선거구(5) 경선 선거인단 5 해당선거구(5)

공천후보자 확정 2 중앙당(0) 공천후보자 확정 2 중앙당(0)

이의접수 및 재심 1 중앙당(0) 이의접수 및 재심 1 중앙당(0)

인재영입/전략공천 3 중앙당(0) 인재영입/전략공천 3 중앙당(0)

합계 25 7점 합계 25 5점

<표 6-10> 제21대 총선 공천의 수직적 분권화 측정

그러나 경선 선거인단에 포함된 당원 선거인단 중에 온라인 당원은 중

앙당의 관리 하에 있었고(민주당), 공관위의 심사결과에 대해 견제 역할을

하는 국민공천배심원단이 구성되지 못하는(미래통합당) 등 눈에 잘 드러

나지 않게 중앙집권성이 강화돼 있었다. 특히 미래통합당은 전체적인 재정

구조에서 당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면서 당원의 영향력이 축소되고

국고보조금 위주의 당 운영과 중앙당의 결정권이 강화되었다. 이로써 공천

과정의 지역적 분권화 수준은 더 낮아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적 차원의 분권화에 대해 살펴보자. 2020년 총선에서는

양당 모두 2030세대 청년들의 대표성을 높이는데 특히 주의를 기울인 만큼

청년 정치신인들의 공천에 중점을 두고 사회적 차원의 분권화를 분석해

보도록 한다. 양당에서 청년정치의 중요성이 높아진 것은 20년 넘게

이어져 온 소위 ‘586세대 정치인들’의 기득권화와 관련이 깊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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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기본점수

신인 비신인

연령

25세-34세 20점 15점

35세-39세 15점 10점

40세-44세 10점 7점

45세-59세 7점 0점

60세 이상(여성) 7점 4점

여성, 중증 장애인, 탈북민, 다문화
가정 출신, 국가유공자, 공익제보자,
사무처 당직자, 국회의원 보좌진

10점 5점

‘조국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기득권화 된 586들은 청년세대들의 기회를

뺏을 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까지 그러한 기득권을 세습하려는 행태를

드러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감은 더 커졌다. 미래통합당은 바른정당

시절 청년정치인 양성기관인 청년정치학교를 만들었던 김세연을 공관위원

으로 임명했고, 민주당은 2030세대 청년 4명을 공관위원으로 임명하면서

청년 정치신인 공천에 역점을 두었다.

특히 미래통합당의 김형오 공관위원장은 경선 시 본인의 득표율을 기

준으로 일정 비율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기존의 방식 대신 훨씬 강력한

‘기본점수제’를 도입하여 청년들의 기회를 보장하려 했다. 즉, 애초부터

득표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청년들에게 기존의 가산점 제도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일정한 정도의 기본점수를 미리 부여하는 방식으로 경쟁력

을 높여주려 한 것이다. 미래통합당 공관위가 전체적으로 적용한 기본

점수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6-11> 미래통합당의 경선 기본점수제 적용 현황

출처: 허진(2020: 39).

표에서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이 2030세대 청년들에게 주어진 기본점수에

해당한다. 정당의 경선에서 기본점수제가 도입된 것도 처음이지만, 청년

에게 주어지는 기본점수의 배점도 상당한 수준이어서 파격적이라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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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성명 연령 지역구 공천유형 성명 연령 지역구 공천유형

장경태 36 서울 동대문을 전략경선 김재섭 32 서울 도봉갑 우선추천

최지은 39 부산 북강서을 전략공천 이준석 35 서울 노원병 우선추천

장철민 36 대전 동구 경선 배현진 36 서울 송파을 단수추천

오영환 32 경기 의정부갑 전략공천 김병민 38 서울 광진갑 우선추천

김남국 37 경기안산단원을 전략공천 김소연 38 대전 유성을 단수추천

이소영 35 경기 의왕과천 전략공천 김용태 29 경기 광명을 우선추천

정다은 33 경북 경주 전략공천 김용식 32 경기남양주을 우선추천

신보라 37 경기 파주갑 우선추천

박진호 30 경기 김포갑 단수추천

김수민 33 충북청주청원 우선추천

황규원 37 전남 목포 단수추천

천하람 33 전남순천광양곡성 단수추천

만하다.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처럼 기본점수제를 도입하지는 않고 10%-25%

의 가산점만 적용하였다. 따라서 민주당의 경선에서 청년이 현역의원 등

기성정치인을 상대하기는 더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파격적인 기본

점수제를 도입한 미래통합당도, 기존의 가산점 제도를 그대로 적용한 민

주당도 공천결과에서 청년의 몫이 두드러지지 못했던 것은 공통적이었다.

민주당은 전체 253명의 공천후보자 중 2030 청년은 7명(2.8%)에 불과했고,

미래통합당도 전체 237명의 공천자 중에 청년은 12명(5.1%)에 그친 것이다.

전체 유권자 중에서 2030세대가 36%를 차지한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양

당의 청년 대표성이 얼마나 빈약한지를 알 수 있다.188) 2020년 총선에서

양당의 2030세대 공천현황을 보다 자세히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6-12> 2030 청년세대 공천 현황

출처: 각 당 홈페이지 발표자료(음영 부분은 당선자).

188) 시사위크(2020.2.6) “민주당 청년 공천 신청자 6.1%에 불과... 20-30대는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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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7명의 청년 공천자 중 5명은 전략공천, 2명은 경선을 통해

공천을 확정했다. 이에 비해 미래통합당은 12명의 청년 공천자 중 7명은

우선추천, 5명은 단수추천을 통해 공천했고, 경선을 통해 공천이 결정된

경우는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민주당의 경우 두 곳에서 실시된 경선은

모두 청년 신인들끼리의 대결이었다. 한 곳(서울 동대문을)은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되었지만 청년 2명이 경선을 펼쳐 공천자를 확정한 것이

고, 나머지 한 곳(대전 동구)은 일반 경선 지역으로 선정된 곳에서 청년

두 명이 경선을 펼친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두 곳 모두 청년끼리의

대결이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결국 청년이 현역의원이나 기성 정치인

과의 경선에서 승리한 사례는 양당 모두에서 전무한 것이다.

청년 집단의 정치적 대표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양당에서 사회적

차원의 분권화는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에서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민주

당에서는 장경태 후보만 전국청년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청년정치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해 온 인물일 뿐 오영환, 이소영은 당의 필요에 의해 총선

직전 인재영입 형식으로 선택된 사람들이고, 김남국은 ‘조국 전 장관 지킴이’

를 자처해온 인물이다. 사실상 청년들의 가치관과 배치되는 인물이 당의

필요에 의해 전략공천을 받고 청년 국회의원이 된 형태이다. 당의 입장

에서 볼 때 청년 후보들은 전체적인 당의 지지세 확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지닐 뿐 청년정치의 대표성 확대를 위한 사회

적 차원의 분권화와는 별다른 관계가 없었던 것이다.

미래통합당 공관위에서는 수도권 신도시의 30대 젊은 유권자가 밀집한

지역을 겨냥해 청년 신인들만 공천을 주는 청년벨트를 구성하고, 여기에

출마하는 청년들을 ‘퓨처메이커’라고 불렀다(김형오 2021). 그러나 애초에

공천을 신청한 청년 신인들도 자신들이 그동안 뛰어온 지역구가 있는데

갑자기 공관위가 수도권의 특정 지역들을 ‘청년벨트’로 묶어서 그쪽에 청년

후보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겠다는 것은 정작 청년들의 요구와는 관계없

이 공천이 결정됐다는 의미다. 수년 동안 자신의 지역구에 공을 들여온

청년 후보들의 정치활동을 간단하게 무시하는 ‘꼰대 공관위’의 모습을 보인



- 225 -

것이다. ‘수도권 신도시의 30대 젊은 유권자가 밀집한 지역’이라고 해서

중앙당이 아무런 연고도 없이 낙점한 청년 후보에 대해 호감을 가질 것

이라고 믿는 것 자체가 지나치게 중앙집권적 발상이다. 청년 후보들을

자신의 지역구조차 주체적으로 선택하지 못하는 ‘정치적 미성년자’로

만들어 놓고 선거에서 선전하기를 바라는 건 무리다.

게다가 공관위가 퓨처메이커로 선정한 12명의 후보(서울 3명, 경기 9명)

중에 경기 의왕․과천의 이윤정과 경기 화성을의 한규찬에 대해서는 최고

위원회가 직권으로 공천을 취소해 버리기도 했다(김형오 2021). 그러나

당헌당규상 공천이 확정된 후보자에 대해 공천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다. “불법선거운동이나 금품수수 등 현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만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후보자 추천을 무효

로 할 수 있는 것이다.189) 따라서 공천을 받은 청년 후보들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등의 사유는 당헌당규상 공천취소의 근거가 전혀 될 수 없

다. 아무리 당의 최고 지도부라 할지라도 당헌당규에 위배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그러나 공관위는 청년 후보들을 ‘퓨처

메이커 ’라는 포장지만 둘러서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에 내보내고,

최고위는 그것마저도 불법적으로 빼앗아 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자행하고 말았다. 공천과 관련한 중앙당의 두 권력기관(최고위원회와

공천관리위원회) 간 파워게임에서 청년후보들은 단지 부속물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차원의 분권화를 기대하기는 어려

운 일이다.

한편, 중앙당의 최고 지도부에게 주어진 과도한 권한이 공천과정의 일

탈로 이어진 사례는 2016년 총선과 2020년 총선에서 유사하게 반복되었

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는 2016년 공천과정에서 마지막 날까지 6개

지역구(서울 송파을, 은평을, 대구 달성, 동구갑, 동구을, 수성을)를 놓고

갈등을 벌였으며,190)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도 2020년 공천과정에서 6개

지역구(서울 강남을, 부산 북․강서을, 금정, 경기 의왕․과천, 화성을,

경북 경주)의 공천을 자의적으로 취소하면서 분란을 일으켰다.191) 특히

189) 미래통합당(2020)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규정’ 제30조 ③항 단서 참고.
190) 조선일보(2016.3.25) “긴급 최고위 종료... 정종섭, 추경호, 이인선만 공천하기로”.



- 226 -

미래통합당 최고위는 공천을 취소한 지역구에 황교안 대표의 종로지역

선거를 위해 필요한 인물(박진)을 공천하거나192) 당대표 측근들(김도읍,

김석기)에게 회생의 기회를 주는 등 ‘친황 체제’ 구축을 위한 사적 이해

관계 충족에 활용하였다.

하지만 최고위원회의 당헌당규 위반을 바로잡을 수 있는 어떤 견제

장치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활적으로 중요한 몇몇 곳의 공천

은 규정과 절차가 무시된 채 중앙당 권력자들의 의지가 관철되는 모습이

반복되었던 것이다. 이로써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지켜야 한다면서도

자기 정체성의 핵심인 법치주의를 부정하며... (중략) ...끼리끼리 그때그때

하고 싶은 것은 뭐든지 다 해도 되는 정상배 집단 수준으로 전락해버려...

(중략) ...어렵게 전진해온 대한민국 정치사와 정당사를 수십년 퇴행”시키

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193)

191) 디지털타임스(2020.3.25) “통합당 최고위, 4곳 공천 취소... 미래한국당 공천 이어
또다시 사천 논란?”.

192) 헤럴드경제(2020.3.20) “한선교, ‘박진․박형준 공천 요구받아’... 黃 ‘도 넘는 일
없어’” 참고. 박진 전 의원은 서울 종로에서 16, 17, 18대까지 세 차례 지역구
의원을 지낸 인물로, 황교안 대표는 종로지역에서 박진 전 의원 조직의 도움을
받기 위해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
지 않았다. 그러나 미래통합당 최고위가 그를 서울 강남에 공천함으로써 사실상
당선을 보장해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왔다.

193) 미래통합당의 공관위원으로 활동한 김세연 의원은 65일 간의 공관위 활동이 종료
되는 날, 본인의 소회를 페이스북에 남겼다. 그는 특히 “국가로 치면 헌법과 법률에
해당되는 ‘당헌’과 ‘당규’에 의하여 체계가 서고 운영이 이루어지는 곳이 ‘정당’”이
라는 점을 강조하며, “당헌당규의 수호자가 되어야 할 최고위가 당헌당규의 파괴
자가 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인용된 부분은 김세연 의원의 페이스북 게
시글 중 일부이다(김형오. 2021. 『공천고백기: 총선 참패와 생각나는 사람들』.
파주: 21세기북스, 266-267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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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개방과 참여

1. 제20대 총선(2016년)

2016년 총선 전 새누리당과 민주당에서는 각각 ‘상향식 공천’과 ‘시스템

공천’이 화두였다. 이는 양당의 당권 혹은 당대표 직위가 비주류(새누리

당)와 주류(민주당)에게 있었던 상황적 요인의 차이에 기인한 바가 크다.

비주류 당대표인 김무성의 입장에서는 청와대와 친박계가 공천권을 행사

하는 하향식 공천에서는 본인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었고, 주류 친

노계의 대권주자이자 당대표인 문재인의 입장에서는 굳이 상향식 공천을

고집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계파의 이익을 관철시키면서도 ‘시스템’에

의한 공천이라는 명분을 내세울 수 있다면 가장 실속있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상향식 공천’은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내놓았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을 2014년 지방선거에서 실행할 수 없게

되자 이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 전면적으로 도입된 측면이 있었다.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폐지하지는 못하지만 공천 개혁을 통해 중앙

정치의 개입을 차단하면 그와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논리였다.

구체적으로는 당원과 일반국민을 5 대 5의 비율로 국민참여선거인단을

구성해서 상향식으로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이었다.194) 이런 방향이라면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당협위원장들이 자신

의 관리 하에 있는 당원들을 통해 본인이 선호하는 후보자가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런데 2014년 지방선거 이후 대표로 취임한 김무성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오픈프라이머리를 주장하며 소위 ‘국민공천제’를 통해 공천권

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2014년 9월부터 김문

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보수혁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천개혁방안 등을

194) 새누리당(2014) 『새누리당 상향식 공천제도 무제한 설명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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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한 후 2015년 4월 의원총회를 열어 ‘완전국민경선제’를 골자로 하는

혁신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였다.195) 혁신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구 국회

의원 후보자는 선거권을 가진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예비선거를 통해 추천

하며, 예비선거는 해당 선거일 전 60일 이후 첫 번째 토요일에 실시하고,

경선에 출마하는 여성․장애인에 대해서는 디딤돌 점수를 부여한다’는

것이었다.196) 이에 따라 우선추천지역(전략공천)은 완전히 폐지한다는 내

용도 담았다.

보수혁신특위의 완전국민경선제가 당론으로 채택된 후 새누리당은 선

거법 개정안을 발의하는가 하면 ‘국민공천제 추진 TF’를 당내에 구성하여

실질적인 활동에 들어가기도 했다. 또한 김무성 대표가 취임 1주년을 맞은

2015년 7월에는 국민공천제를 여야가 동시에 실시할 것을 제안했으며,

동년 9월에는 이를 위한 양당 대표회담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

당은 오픈프라이머리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더 관심이 많았고, 모든

정당에 동일한 공천 방식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김무성 대표는 한때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를 위해 권역별 비례

대표제를 받아들일 생각도 있었으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실제 선거결과에서 많은 손해를 보게 된다는 시뮬레이션 자료와 더불어

주류 친박 측의 반대로 인해 여야 협상이 타결되지는 못했다(장성철 2018).

민주당은 문재인 대표가 취임한 후 2015년 6월 김상곤 위원장을 비롯

해 조국, 최태욱 등 당내외 인사 10명으로 ‘당권재민 혁신위원회’를 구성

하여 공천개혁 등 전반적인 당 혁신방안을 논의하였다. 위원회는 동년

6월부터 9월까지 11차례에 걸쳐 혁신안을 발표했는데, 특히 8차 혁신안

에서는 ‘시스템 공천’을 실현할 방안으로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혁신안에 따르면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전원 당외 인사로

구성되며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는 ‘지지도 여론조사(35%)’, ‘의정

활동․공약이행평가(35%)’, ‘다면평가(10%)’, ‘선거기여도 평가(10%)’, ‘지

역구활동 평가(10%)’로 이뤄지고, 평가결과 하위 20%는 공천에서 배제

되는 것이었다. 한편 10차 혁신안에서는 안심번호 부여와 국민공천단 도입을

195) KBS(2015.4.2) “새누리, 의원총회 열어 보수혁신특위 개혁안 논의”.
196) 새누리당(2015) 『보수혁신특별위원회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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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자로 구체적인 경선방법을 제안했는데, 안심번호가 도입될 경우 선거

인단 구성은 국민공천단을 100%로 하고 도입되지 않았을 경우 국민공천단

70%, 권리당원 30%로 하자는 내용이었다. 국민공천단의 규모는 선거구

별로 300-1,000명을 예정했다.197)

2012년 총선 공천을 되돌아 볼 때 친노와 비노 간의 갈등이 상당한 당내

균열 요인으로 작용했던 바, 미리 현역의원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만들고

경선 방법을 정함으로써 그러한 분쟁의 소지를 없애자는 것이 문재인 대

표의 생각이었을지 모르지만, 선거를 불과 6개월 남짓 앞둔 시점에서 새

로운 제도를 도입해 현역의원들을 컷오프 하겠다는 것은 또다른 갈등을

촉발시키기에 충분했다. 특히 당내 텃밭인 호남에서 현역의원 개인들에

대한 지지도나 선거기여도가 높게 나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다선의원

들이 초선처럼 의정활동에 충실한 일도 드물기 때문에 호남의 다선의원들,

즉 비노계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어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비노계는 혁신안을 친노 패권 공천방안에 불과하다며 평가절하 했다.

흥미로운 것은 민주당의 혁신위가 제안한 경선 방법은 애초부터 안심

번호가 도입될 경우 국민공천단을 100%로 하겠다는 점이다. 혁신위의

제안 시점은 2015년 9월이기 때문에 비노계의 탈당 사태가 발생하기 전

이었는데도 당원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동안 민주당이 2004년 총선부터 2012년 총선까지 당원 비율을 따로

보장하지 않은 채 국민경선이나 국민여론조사 경선을 시행해 온 데는

당원 구조가 안정적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원들의 다수가 친노

그룹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전통적 당원들이었기 때문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전통적 당원들 중심의 경선에서는 우세를 점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경선으로 정당의 틀을 넘어서려 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김무성과 문재인은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에 이해관계의 일치를 보게 되었다. 청와대의 하향식 공천을

차단하기 위해 오픈프라이머리 형태의 완전국민경선제를 채택하려 했으

나 현실적 난관이 너무 많아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김무성과 기존

197) ‘당권재민 혁신위원회’의 혁신안 내용들은 민주당 홈페이지(https://theminjoo.kr)에
실려 있는 발표 내용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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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경선을 치르고 싶었

지만 동원에 대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전화여론조사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문재인은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휴대전화 가입자들의

안심번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에 합의한 것이다.198) 이

것을 김무성은 ‘오픈프라이머리의 정신을 살린 경선’이라고 불렀고 민주

당은 ‘안심번호에 의한 국민공천단 ARS투표’로 규정했다. 결국 선거구별

로 유권자들의 휴대전화를 안심번호 형태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여론

조사의 정확성에 대한 오랜 논란이 해소되고 향후 공천들에서 여론조사

경선이 주요 수단으로 자리잡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김무성과 문재인의 2015년 9월 합의와 12월의 선거법 개정199)

은 한국 정당정치의 경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전환점으로 볼 수 있다.

2004년 정당법 개정으로 지구당을 폐지한 것이 민주화 이후 정당정치의

1차 전환점이라면, 2015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활

용한 여론조사를 가능케 한 것은 2차 전환점이 될 것이다. 2004년에는

정당개혁이라는 명분이 지구당을 없애는 데 여야가 전격 합의할 수 있게

만들었다면, 2015년에는 공천개혁이라는 명분이 양당 대표들의 전격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다. 그러나 두 가지 조치는 사실상 개혁과는 거리

가 먼 것이고 오히려 정당과 공천을 향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게 되는

시작점이 되었다. 또한 두 가지 개혁의 공통적인 정치적 결과는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 질서의 공고화와 정당정치의 형해화로 특징

지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상세한 논의, 특히 2016년 총선에서의

경선 방식 전환이 개방과 참여라는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에

198) SBS((2015.9.28) “김무성-문재인 회동... ‘안심번호 국민공천’ 합의”.
199) 당시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제57조의8이 신설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8 (당내경선 등을 위한 안심번호의 제공) ①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이동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생성한 번호(이하 “안심번호”라 한다)를 제공하여 줄 것을 서면(이하 “안심번호
제공 요청서”라 한다)으로 요청할 수 있다.
1. 제57조의2 제1항에 따른 당내경선의 경선선거인이 되려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2. 그 밖에 정당활동을 위하여 여론수렴이 필요한 경우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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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추후 자세히 논할 것이다.

먼저, 다른 공천방식과의 비교를 위해서 2016년 공천에서 나타난 양당

의 개방성 지수를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당외

인사들이 임명직으로 포함된 소규모 특별위원회(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

하여 공천 심사를 진행했다. 따라서 공관위의 개방성 지수는 5점이며

탈정당화 된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음으로 경선 방식을 보면, 새

누리당의 경우 대부분의 경선을 일반국민 100% 여론조사로 진행했고

소수의 경우 ‘당원 30% +일반국민 70%’의 비율로 조사를 진행했다. 따라서

새누리당 공천의 최대 개방폭은 ‘유권자 여론조사’에 해당하는 16점이

되며, 탈정당화 된 방식에 해당한다. 한편 ‘당원 30% +일반국민 70%’ 방식

의 경선에 포함되는 당원들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책임당원이기 때문에

‘당원 투표’에 해당하는 13점과 유사하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경우 이것이

전화로 이루어지는 형식이기 때문에 개방성이 약간 더 높아서 13.5점에

해당한다. 70%가 반영되는 일반국민 여론조사는 16점의 개방성 지수를

가지기 때문에 양자를 그 비율에 따라 합산하면, 13.5×0.3 + 16×0.7 =

15.25점이며, 이 경우도 역시 탈정당화 된 방식으로 분류된다.

민주당은 거의 모든 경선을 ‘안심번호에 의한 국민공천단 ARS투표’로

진행했다. 이는 ‘유권자 여론조사’와 거의 일치하는 방식이다. 경선이 있는

선거구의 전체 유권자 중 1/4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약 5만명 정도)에

대해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통해 ARS로 전화를 돌려 경선 참여 의사를

묻고 선호하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당

공천의 최대 개방폭은 16점에 해당하며, 탈정당화 된 방식으로 분류된다.

유일하게 하나의 선거구(서울 강북갑)에서는 ‘안심번호에 의한 국민공천단

ARS투표’가 아니라 ‘국민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했는데, 국민여론조사

경선에서는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활용하지 않고 유선전화 RDD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ARS가 아니라 전화면접 방법을 이용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었다. 이 방식이 사용된 것은 선관위에 안심번호를 요청하고 그

번호들을 수령하여 ARS투표 절차를 진행할 만큼의 시간적 여유가 없었

기 때문으로 보인다. 원래 예정에 없던 선거구에서 갑자기 경선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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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우선추천200)
(전략공천)

12명(5%) 35명(15%)

단수추천 95명201)(38%) 143명(61%)

경선

일반국민 100% 134명(54%) 국민공천단 ARS 55명(24%)

당원30%+일반국민70% 7명(3%) 국민여론조사 1명(0.4%)

소계 141명(57%) 소계 56명(24%)

합계 248명(100%) 234명(100%)

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이 방식은 전형적인 ‘유권자 여론조사’

에 해당하는 것이고 개방성 지수는 16점에 해당한다. 따라서 민주당은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활용하는지 유선전화 번호를 활용하는지의 차이만

있었을 뿐 모든 경선에서 ‘유권자 여론조사’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양당의 전체 지역구 후보자들의 공천유형을 분류한 후 종합

적인 개방성 지수를 계산해보자. 각 정당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천

당시의 발표내용과 언론의 보도내용들을 통해 공천유형별 후보자 현황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6-13> 제20대 총선의 공천유형별 후보자 현황

출처: 각 당 홈페이지 및 언론보도를 종합하여 재구성.

앞에서 살펴본 각 공천유형별 개방성 지수와 <표 6-13>에서 나타난

실제 해당 유형별 후보자 현황을 이용하면 양당의 종합적인 개방성 지수를

200) 새누리당에서는 ‘우선추천’, 민주당에서는 ‘전략공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
으나 둘 다 공천관리위원회 혹은 전략공천관리위원회라는 소규모 특별위원회를
통해 하향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동일한 공천유형으로 분류하였다.

201) 당초 새누리당으로부터 단수추천 형식으로 공천을 받은 전북 정읍․고창의 김성균
후보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 선관위에 공식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수치는 김성균 후보가 제외된 숫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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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할 수 있다. 우선추천(전략공천)과 단수추천은 모두 공천관리위원회

(혹은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을 결정한 것이며, 양당 공히 당외 인

사가 임명직으로 포함된 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개방성 지수는 5점이

다. 경선으로 후보를 결정한 경우 새누리당의 ‘일반국민 100%’ 경선은

16점, ‘당원 30% +일반국민 70%’ 경선은 15.25점이며, 민주당의 ‘국민

공천단 ARS’ 경선과 ‘국민여론조사’ 경선은 모두 16점의 개방성 지수값을

갖는다. 따라서 새누리당 공천의 종합적인 개방성 지수는 5×(107/248) +

16×(134/248) + 15.25×(7/248) = 11.25점이며, 민주당 공천의 종합적인

개방성 지수는 5×(178/234) + 16×(56/234) = 7.64점이다.

지난 번 총선과 비교할 때 양당의 종합적인 개방성 지수는 서로 역전

되었다. 2012년에 새누리당은 7.12를 기록했는데 2016년에는 11.25점으로

올랐고, 2012년에 9.62를 기록했던 민주당은 7.64로 떨어졌다. 상당한

상승폭을 보인 새누리당은 공천주체가 ‘당원’인 영역의 초입에 들어설

만큼 개방성이 높아졌고, 민주당은 공천주체가 ‘당 대의원’ 영역에 가까

스로 걸칠 만큼 개방성이 낮아졌다. 2016년 총선에 한해서 보자면 양당

의 차이는 꽤 큰 폭으로 벌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새누리당이 실제로 상

향식 공천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된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구술자 E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6년에 경선이 늘어난 원인은 사실 친박과 비박 간의 힘겨루기 때문이

다. 청와대의 친박은 과거처럼 공천에 개입해서 자기 사람들로 확 바꾸고

싶었던 거고, 김무성은 자기 사람으로 바꿀 힘은 없으니까 현재 있는 사람

들을 최대한 유지하자는 전략을 썼다. 나중에 대선 후보 경선까지 생각해서

자기 세력을 확보해야 하니까 현재 자기한테 우호적인 현역의원들을 최대한

살려 놓는 게 대권 고지에서 유리하다고 보고... 김무성 쪽에서 말은 국민공

천을 내세웠지만 사실은 일종의 지분 싸움으로 봐야 한다. 그래서 2016년에

이례적으로 경선이 늘어났던 것이지, 이게 무슨 국민공천 실현 그런 거랑은

좀 다르다고 봐야 할 거다.202)

202) 구술자 E. 2021년 2월 22일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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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2016년 공천에서 개방성이 높아진 것은 아래로부터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정당의 공천을 결정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주류 계파(친박)와 비주류 계파(비박) 간의 힘겨루기에 기인하는 지분

싸움 때문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의 연장선상에서, 실제

각 지역별로 경선이 실시되는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그림 6-1> 공천에서 경선으로 가게 되는 경우의 수

먼저, 계파 간 우열을 가리기 힘들 때 경선이 실시될 수 있다. 이는 주로

강세 지역, 특히 새누리당의 영남과 서울 강남 3구처럼 텃밭으로 불릴

만큼의 절대 우세 지역에서 벌어지는 경선일 때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계파 간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는 건 후보 간의 지지율이 엇비슷

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후보들의 지지율과는 상관없이 그 후보가

계파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위상으로 인해 계파가 강하게 밀고 있는

사람일 경우를 말한다. 각 계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들이 그 당의

텃밭을 두고 경쟁을 벌일 때, 그래서 어느 한 계파로 힘의 쏠림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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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 않아 교착상태를 풀 마지막 수단으로 경선이 행해지는 것이다. 이런

유형의 경선은 주로 당의 절대 강세 지역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많으나

타당 후보와의 경쟁이 백중세인 경합 지역에서 일어나기도 한다. 그곳

역시 상황에 따라서는 본선 승리를 바라볼 수 있는 좋은 선거구에 해당

하기 때문이다(그림에서 실선의 화살표는 주요한 경우를 말하며, 점선의

화살표는 발생 가능한 보조적인 경우를 가리킨다).

다음으로, 경선 효과를 통해 후보자의 이미지를 제고할 필요가 있을

때도 경선이 실시된다. 이는 주로 경합 지역에서 발생하는 경우이며, 타당

후보와 지지율 격차가 크지 않을 때 경선을 통해 후보의 인지도를 높이고

승자로서 언론의 조명을 받게 함으로써 본선 경쟁력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경선을 통해 공천을 받게 되면 민주적 정통성도 높아지고 1차적인

선거운동의 효과도 있기 때문이다. 약세 지역에서도 이런 효과를 기대하

며 경선을 진행하기도 한다. 경선 자체가 반전의 기회를 잡고 지지율을

끌어 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측면도 있어서다.

또한, 당의 지지세가 약한 지역에서는 당내의 경쟁 후보가 공천에

불복하여 탈당한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면 당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

그런데 전략공천이나 단수추천이 아니라 경선을 통해 후보를 결정하면

경선에서 패배한 후보는 법적으로 출마가 금지된다.203) 따라서 당에서는

무리하게 전략공천이나 단수추천을 밀어붙이기 보다는 경선을 치러 후보

들을 당내에 묶어 두려 하는 것이다. 물론 당의 절대 강세 지역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런 지역에서는 심지어 현역의원이라도 탈당하여

출마할 경우에는 두 자릿수의 득표율도 올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약세 지역(혹은 경합 지역)에서는 그러한 불복 사태가 당의 본선 후보에

게 결정적인 손실이 될 수 있다. 단 몇 %의 득표율 손실로도 이미 승패

는 끝나버리기 때문이다.

203) 공직선거법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②정당이 당내경선[당내경선(여성이나
장애인 등에 대하여 당헌․당규에 따라 가산점 등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이하 “경선후보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 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
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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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계파들이 모두 이해관계가 거의 없을 때에도 경선이 성사

될 수 있다. 민주당의 취약지역인 영남에서 가끔 경선이 치러지는 경우

가 이에 해당될 것이다. 각 계파들 입장에서 볼 때 중요도가 낮은 인물

들이 출마한 곳이거나 당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곳일 경우에 이해관계가

크지 않다. 따라서 후보자를 결정하는 방식에 민감할 필요도 별로 없어서

경선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강세 지역에서는 경선이 실시되는 경우로 1가지(계파 간

우열을 가리기 힘들 때)만 상정해 볼 수 있고, 경합 지역에서는 3가지

(경선 효과 통한 후보 이미지 제고 필요시, 계파 간 우열을 가리기 힘

들 때, 당내 경쟁자의 탈당과 출마 봉쇄 필요시), 약세 지역에서는 2가지

(당내 경쟁자의 탈당과 출마 봉쇄 필요시, 경선 효과 통한 후보 이미지

제고 필요시), 취약 지역에서는 1가지(계파들이 모두 이해관계가 거의

없어서)의 경우가 각각 도출된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경우에서 공천권

을 쥐고 있는 주류 계파는 자파 후보의 경선 승리를 위해 경선 구도를

유리하게 만들어 놓으려 한다는 점이다. 자파 후보의 우세 혹은 열세에

따라 경선을 양자구도로 하거나 혹은 다자구도로 한다든지, 복합선거구일

경우 상대측 경선대상자들을 소지역주의에 따라 갈라치기 할 수 있는 인

물들로 선정한다든지, 자파 후보의 표를 잠식할 수 있는 유사한 캐릭터

의 인물들은 컷오프를 시킨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미리 조정을 함으로써

자파 후보의 경선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놓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경선을 진행시키더라도 주류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면 승산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당의 공천개방과 경선은 계파 간 힘겨루기라는 상황적 요인과

선거의 유불리로 나타나는 지역적 특성이 결합된 함수관계에 지나지 않

는다. 공천 개방은 내부 권력다툼의 부산물로서 주어졌던 것이지, ‘국민

참여’의 가치를 제1의 목표로 둔 적극적 조치가 아니었다. 따라서 제대로

된 개방과 참여가 이뤄질 수 있는 공천제도가 설계되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지 모른다.

특히 새누리당의 2016년 공천제도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 이런 현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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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부각된다. 비박계인 김무성 대표는 애초부터 오픈프라이머리 즉, 완전

국민경선제를 주장했다. 그러나 친박 측의 반발과 야당의 비협조로 오픈

프라이머리 법제화에 실패하자 전화여론조사 형태의 경선을 대안으로 내

세웠고, 당시 당헌당규에 의하면 당원 대 일반국민의 반영 비율은 50%

대 50%였다. 그러나 친박계는 일반국민들의 의사를 더 많이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년 12월 당내에 ‘공천제도 특별위원회’를 친박과

비박을 동수로 하여 구성토록 했다. 동 위원회는 7차에 걸친 회의 끝에

당원 대 일반국민의 반영 비율을 30% 대 70%로 변경한 경선 방식을 의결

하였는데,204) 이는 친박 측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 경선이

다가오자 친박계에서는 당원명부의 부실을 이유로 당원의 비율이 보장

되는 경선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205) 결국 새누리당은 총선을 한 달

남짓 앞둔 시점에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경선은 원칙적으로 100%

일반국민 여론조사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정하게 되었다. 다만, ‘당원 30%,

일반국민 70%’가 반영되는 방식은 모든 경선 후보자들이 동의하는 지역구

에서만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206) 결국 원칙과 예외가 서로 뒤바

뀐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친박계의 입장은 오락가락 했다. 김무성 대표의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반대하더니, 정작 공천제도특별위원회

의 논의 과정에서는 일반국민의 여론 반영 부분을 높여야 한다고 했고,

급기야는 당원명부 부실을 핑계로 ‘100% 일반국민 여론조사’ 경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친박 측의 이러한 주장은 국민의 참여를

더 중시하거나 당심보다 민심에 더 귀기울이겠다는 뜻이 아니다. 친박

측은 청와대에서 근무했거나 그동안 자신들과 우호적 관계였던 전문가

그룹을 공천과정에서 수혈하여 당을 친박 중심의 체제로 물갈이하겠다는

생각이었는데, 다수의 비박 측 당협위원장들(현역의원 포함)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당원들을 경선에 참여시켜서는 물갈이가 불가능할 것을 우려한

것이다. 당초 청와대의 의도대로 전략공천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었다면

204) 새누리당(2016) 공천제도특별위원회 활동개요.
205) 조선일보(2016.2.23) “안심번호 경선… 유령번호 파문”.
206) 조선일보(2016.3.10) “새누리 총선 후보 경선, 100% 국민 여론조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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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했을 고민이지만, 이미 상향식 공천에 대한 나름대로의 시대적 흐

름이 형성된 상태에서 마냥 경선을 거부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꺼내게

된 고육지책이 ‘100% 일반국민 여론조사’ 경선이었던 것이다. 한 마디로

역설적인 상황이었다. 전통적인 당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친박

성향이 더 강한 편인데, 현역 의원들과 경선을 해야 하는 친박 후보들

입장에서는 그 현역의원의 관리 하에 있는 당원들을 신뢰할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당원들의 전체적인 성향 분포, 그리고 비박 측 당협위원장

들과 경선을 치러야 하는 친박 정치신인들의 입장, 동원과 불법의 폐단

을 넘어 잡음 없는 경선을 단기간 내에 끝내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새누리당의 2016년 경선 방식은 ‘100% 일반국민

여론조사’로 귀결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로써 양당의 경선방식이 ‘100% 일반국민 여론

조사’로 수렴했다는 사실이다. 또한 그 이유는 당원이 부족하다거나 분당,

합당 등으로 인해 당원구조가 일시적으로 불안정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주류 계파의 입장에서 볼 때 당원들이 경선에 참여할 경우 자신들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는 2002년 새천년

민주당의 국민참여경선 도입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문제이다. 당시

개혁파들은 새천년민주당의 당원 분포로는 경선 시 승리가 담보되지 않

는다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경선 참여의 문을 열었다. 다만,

당시의 새천년민주당 개혁파들은 비주류였기 때문에 당원들의 참여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하고 50%의 국민참여 비율을 얻어냈던 것이고,

2016년 양당의 주류들은 자신들에게 우호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당원들을

배제할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100% 일반국민’으로 경선 방식을

정했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처럼 정당은 당내 계파 간의 유불리에 따른 권력투쟁의 부산물로서

공천 개방을 택했던 것이기 때문에 국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를 공천과정에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았다. 따

라서 가장 손쉽고 간단한 방식인 여론조사로 양당의 경선 방식이 수렴된

것은 한국 정당정치의 발전경로를 돌이켜 볼 때 어쩌면 당연한 귀결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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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른다. 한국의 선거법이 후보자와 유권자의 직접 접촉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발전해온 것처럼(Mobrand 2019), 한국의 정당법도 정당과 당

원의 접촉, 나아가 정당과 유권자의 직접적인 연계와 접촉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져왔다(강원택 2015a). 지구당을 폐지해서 정당의

하부조직을 없애고 물리적 접촉 공간까지 금지한 후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 이제는 정당의 경선도 오직 전화기를 통한 간접 접촉을 통해서만

후보 선택이 이뤄지게 되었다. 선택을 위해 주어지는 시간 또한 상당히

압축되었다. 여론조사경선을 위한 당내 선거기간은 대부분 2-3일에 불과

하고 최대 6일을 넘지 않는다. 시간적 압축과 면대면 접촉의 금지는

정치를 점점 더 축소시키고 참여를 즉자화, 표면화 하고 있다.

100%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정당이 공천을 국민에게 완전히 개방

했다고 하지만, 우리 주위에서 정당의 경선에 참여했다는 사람을 찾기는

힘들다. 누가 참여했는지, 어떻게 참여했는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관심있는 사람도 별로 없다. 참여와 관련된 사항들은 개별적 경험

으로 축소될 뿐 손에 잡히는 우리의 공통체험으로 떠오르지 않는다. 이제

참여의 성격 자체가 재규정돼야 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2016년 총선에서 실제 양당의 참여율은 어땠는지, 제2장에서

제시된 본 연구의 분석틀에 따라 계산해 보자. 먼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새누리당은 후보자를 낸 248곳 중에 134곳(54.0%)은 ‘일반국민 100% 여

론조사경선’, 7곳(2.8%)은 ‘당원 30% + 일반국민 70%’ 경선을 통해 후보

를 결정했다. ‘일반국민 100% 여론조사경선’의 표본수는 2,000명이었다.

2016년 총선의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새누리당의 책임당원

은 2015년말 기준 총378,463명이었다(중앙선관위 2016b). 이를 전체 당협

수인 253으로 나누면, 당협별 책임당원수의 평균값은 1,496명이다. 당원

들의 참여는 통상 50%를 넘지 않기 때문에 ‘당원 30% + 일반국민 70%’

의 경선에서는 당원들이 선거구별로 평균 748이 참여한 것으로 상정한

다. 이 경우 일반국민 여론조사의 표본수 2,000명과 합칠 경우 선거구별

참여자는 2,748명이다. 나머지 107곳(43.1%)에 대해서는 11명으로 구성된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을 결정했다. 따라서 새누리당의 ‘선거구별 공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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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참여자 수의 평균값’은 (2,000×0.540) + (2,748×0.028) + (11×0.431) =

1,162명이 된다.

다음으로, 민주당은 후보자를 낸 234곳 중에 55곳(23.5%)은 ‘국민공천단

ARS’, 1곳(0.4%)은 ‘국민여론조사’ 경선을 통해 후보를 결정했다. ‘국민공

천단 ARS’의 표본수는 2,000명, ‘국민여론조사’의 표본수는 1,000명이다.

나머지 178곳(76.1%)에 대해서는 9명으로 구성된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을

결정했다. 따라서 민주당의 ‘선거구별 공천결정 참여자 수의 평균값’은

(2,000×0.235) + (1,000×0.004) + (9×0.761) = 481명이 된다.

한편, 위에서 보았듯이 2015년 말을 기준으로 새누리당의 총 당비납부

당원수는 378,463명, 민주당의 총 당비납부 당원수는 256,197명이었다

(중앙선관위 2016b). 당시 당협의 수는 총 253개였으므로 선거구별 당비

납부 당원 수의 평균값은 새누리당이 378,463/253 = 1,496명, 민주당이

256,197/253 = 1,013명이다. 따라서 ‘진성당원 수(당비납부 당원 수) 대비

공천결정 참여자 수의 비율’로 측정되는 참여 수준은, 새누리당이

(1,162÷1,496)×100 = 77.7%, 민주당은 (481÷1,013)×100 = 47.5%가 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로는 2016년 총선 공천에서 새누리당의 종합적인 개

방성 지수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왔지만 실제 참여율도 만족할 만큼

올라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진성당원수 대비 참여율이 2012년의 41.5%에서

2016년에는 77.7%로 올라갔으나 이는 여전히 공천결정에의 참여자들이

진성당원들의 규모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민주당

은 2012년에 704.5%에 이르던 참여율이 2016년에는 47.5%로 급격히

하락했다. 즉, 진성당원수의 7배에 달하던 참여자들이 이제는 진성당원

규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는 양당의 경선 방식이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활용한 여론조사 경선으로 수렴되면서 참여율이

일정한 수준에서 고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공천제도

의 변형이 제도화 된 효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로써 국민참여경선을

통해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려는 양당의 노력도 더 이상 유효치 않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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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1대 총선(2020년)

2020년의 제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공천 개방폭이 다

시 역전되었다. 이는 공관위 구성과 경선 방식에 모두 해당되는 것이다.

우선, 공관위 구성에서 민주당은 2000년 이후 처음으로 당내 인사를 위

원장으로 임명했다. 그것도 당내 사정에 밝은 현역 중진의원(원혜영)을

임명함으로써 외부인사를 중심으로 개혁성을 내보이려던 이전의 선거와

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전체 18명의 공관위원을 놓고 볼 때도, 내부위원

(8명)과 외부위원(10명)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다. 특히 외부위원

중에는 당의 윤리심판위원(원미경)과 총선기획단 위원(황희두)으로 활동

해온 2명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당 내부를 경험한 인물의

비중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민주당의 공관위도 여전히 당외

인사가 임명직 위원으로 포함되는 탈정당화 된 모습을 띠고 있긴 하지만,

당내 인물이 중심을 잡아가는 실질화 된 당기구의 모습으로 점점 복원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비해 미래통합당은 공관위의 개방성을 더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관위원장에 대해 ‘국민 추천’ 접수를 받은 것은 정당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물론 국회의장까지 지낸 당 출신 인사를 공관위원장으로 임명

하긴 했지만, 김형오 위원장은 이미 정계은퇴 후 10년 가까운 시간이 흘

렀고, 몇 년 전에는 당적까지 정리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당

외부인사라고 볼 수도 있는 인물이다. 게다가 공관위 구성을 볼 때도,

김형오 위원장을 제외하고 2명(박완수, 김세연)만 내부인물일 뿐 나머지

6명은 모두 정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외부인사로 구성돼 있었다. 이는

공관위원의 “재적 3분의 2 이상은 당외인사로 한다”는 당규에 따른 것이

기도 하다.207) 공천규정에서부터 미래통합당은 공관위의 개방폭을 넓혔

고, 실제 공관위원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탈정당화 된 모습이 두드러진다.

민주당과는 약간 다른 방향의 추세를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의 분류 기준에 의한 공관위의 개방성 지수는 양당이 모두 5점으로 동일

207) 미래통합당(2020)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규정’ 제4조 ①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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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질적 의미에서는 차이가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경선 방식에서도 양당의 개방폭은 서로 역전된 모습을 보여준다. 민주

당이 ‘권리당원 투표 50% + 일반국민 여론조사 50%’가 반영되는 경선을

실시한 반면, 미래통합당은 ‘100% 일반국민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경선의 개방폭을 계산해보면, 권리당원 투표는 전화

ARS로 이뤄졌기 때문에 ‘당원+추가요건(당비, 기간 등)’에 해당하는 범

주보다 약간 더 높은 13.5점에 해당하고, 일반국민 여론조사는 16점의 개

방성 지수를 가지기 때문에 이를 각각의 반영비율에 따라 합산하면

13.5×0.5 +16×0.5 = 14.75점이 된다. 따라서 민주당 경선은 완전히 탈정

당화 된 방식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반면 미래통합당의 경선은 모두

‘100% 일반국민 여론조사’로 진행됐기 때문에 개방성 지수는 16점에 해당

하고 탈정당화 된 방식으로 분류된다.

공천에서 경선 방식이 도입된 2004년 총선 이후 민주당 계열 정당의

경선 개방폭은 항상 미래통합당 계열 정당보다 더 높았다. 그동안 민주

당 계열 정당에서 경선 선거인단 구성시 당원 비율이 인정된 적은 한 번

도 없었고, 미래통합당 계열에서는 항상 일정 비율의 당원 선거인단이

인정돼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경선이 얼마나 많은 선거구에서 실

시되었는지를 계산한 종합적인 개방성 지수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지

몰라도, 경선의 최대 개방폭에서만은 민주당이 항상 더 높은 수치를 보여

온 것이다. 국회의원 후보 경선에서 민주당 계열은 줄곧 ‘국민경선’, 미래

통합당 계열은 ‘국민참여경선’의 형태를 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6년

촛불집회와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새누리당이 분열하고 총선 직전에 다시

미래통합당으로 합치는 과정에서 당원 구조가 불안정해진 반면, 민주당은

2015년 말 안철수 세력과 호남계 의원들의 탈당 후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에서 연이어 승리함으로써 당원구조가 안정됐고,

양당 간의 이러한 차이가 2020년 총선 공천에서 경선 방식 변화에도 영

향을 미쳤다. 이와 관련해서는 향후 보다 상세히 논할 것이다.

여기서는 먼저, 양당이 공천한 전체 지역구 후보자들의 공천유형을 분

석하여 종합적인 개방성 지수를 계산해 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양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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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전략공천
(우선추천)

29명(11%) 41명(17%)

단수추천 119명(47%) 113명(48%)

경선
권리당원투표 50% +

일반국민여론조사 50%
105명(42%)

100% 일반국민

여론조사
83명(35%)

합계 253명(100%) 237명208)(100%)

공천유형별 후보자 현황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6-14> 제21대 총선의 공천유형별 후보자 현황

출처: 각 당 홈페이지 및 언론보도를 종합하여 재구성.

전략공천(우선추천)과 단수추천은 모두 공천관리위원회(혹은 전략공천

관리위원회)가 공천을 결정한 것이며,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개방성 지수

는 5점이다. 경선으로 후보를 결정한 경우 민주당의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국민 여론조사 50%’ 경선은 14.75점, 미래통합당의 ‘100% 일반국민

여론조사’ 경선은 16점의 개방성 지수값을 각각 갖는다. 따라서 민주당

공천의 종합적인 개방성 지수는 5×(148/253) + 14.75×(105/253) = 9.04점

이며, 미래통합당 공천의 종합적인 개방성 지수는 5×(154/237) +

16×(83/237) = 8.85점이 된다.

양당의 종합적인 개방성 지수는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민주당이 아주

근소하게 높은 정도이다. 지난 총선과 비교하면 민주당은 7.64점에서

9.04점으로 약간 올랐고, 미래통합당은 11.25점에서 8.85점으로 좀 더 떨어

졌다. 결국 양당의 종합적인 개방성 지수는 19점 척도의 중간점 근처에서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현역의원의 경우 경선을 원칙으로

208) 미래통합당에서는 서울 관악갑에 김대호 후보를 단수추천으로 공천했고 선관위
에 후보등록도 마쳤으나 선거운동 기간 중에 ‘세대 비하’ 발언 등 물의를 일으켜
당에서 제명함으로써 후보등록 또한 무효화 되었다. 따라서 미래통합당의 전체
공천후보자 통계에는 김대호 후보를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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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규정을 도입한 민주당에서 4년 전에 비해 경선 기회가 늘어났고,

미래통합당에서는 통합에 참여한 제 세력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공관위

중심의 조정이 필요해서 경선이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종합적인 개방성 지수가 0점과 18점의 중간 지점을 가리킨

다고 해서 한국 정당의 공천제도가 안정화 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매 총선

마다 수치의 등락을 보이며 불안정하던 상태에서 양당 모두 일정한 패턴

을 찾게 되었다는 것일 뿐 제도적인 안정 상태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얘

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패턴에 대해 자세히 관찰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 비록 공천제도의 장기적 안정화는 아닐지라도 점진적인 변형

을 거치던 공천제도가 단기적으로 수렴되는 경향성이 발견된다면 그것의

의미를 찾고 해석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먼저, 민주당의 변화는 새로운 정당 모델 추구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문재인 대표 취임과 함께 민주당은 당헌에 ‘네트워크 정당’으로의

지향을 분명히 했다. 당헌 제3조 3항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당원과 지지

자를 포함한 국민 네트워크 정당을 지향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것이다.

2015년 12월 16일부터 가동하기 시작한 온라인 입당 시스템은 이러한 민

주당의 지향을 구체화 하기 위해 동원한 수단 중의 하나다. 그동안 전통

적으로 당원과 지지자는 당이라는 경계선을 두고 안과 밖에 위치해 있는

서로 다른 유형의 존재였다. 그러나 당의 안과 밖을 가르는 경계선을

온라인이라는 수단을 통해 흐릿하게 만들고 양자가 ‘당원’이라는 이름을

공유하여 동일한 공간에 놓여 질 수 있도록 하는 기획이 ‘온라인 당원’

제도의 도입이라 할 수 있다. 당원과 지지자의 새로운 네트워크를 창출

하기 위해 단순히 경계선의 문턱만 낮춘 것이 아니라 당원의 역할과 범주를

새로 창설하는 작업도 병행됐다. 온라인 당원은 전통적인 당원으로서의

활동이나 의무는 거의 없고, 지역 조직에 속하지도 않는다. 온라인 당원

의 특성에 대해 구술자 L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온라인 당원은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싫어하고 기부금 내

듯이 당비를 내고 투표권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당원

교육을 받거나 당에서 무슨 연락을 하거나 정당 활동을 하는 그런 건 귀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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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싫어한다. 단지 기부금 내듯이 당비 내고 권리만 행사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다. 전통적인 당원과는 좀 다른 형태다. 서울시장 후보 경선 때 박

영선 지지율을 조사해보니까 당원 그룹과 지지자 그룹에서 지지율이 거의

똑같이 나온다. 똑같은 지지율 분포가 나왔다는 건 이 둘 간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얘기다.209)

지지자 그룹이 당 안으로 들어온 것이 온라인 당원이다. 참여정부 시

절 ‘노사모’는 당 밖에 머물렀지만 문재인을 지지하는 그룹은 직접 당에

들어와 당원이 된 것이다. 실제로 문재인 대표가 사퇴하는 2015년 말부

터 당원의 증가세는 가파르게 올라갔다. 그리고 당시에 온라인 당원으로

입당한 사람들의 성향은 대부분 문재인 대표 체제가 지속되기를 원했고,

나아가 문재인의 대통령 당선을 염원하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다.210)

그런데 중앙선관위에 공개된 각 당의 당비납부 당원수211) 현황을 보면,

민주당의 권리당원은 2016년 28만명에서 2017년에는 83만명으로 3배 가

까이 증가했고 2018년에도 87만명으로 소폭 증가한 후 2019년에는 100만

명을 넘어섰다. 기존에 있던 당원들보다 3배가 넘는 사람들이 새로 유입

된 것이다. 게다가 이 정도 규모의 신규 당원들이 꽤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볼 때 민주당의 당원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평가해도

무리는 아니다. 특히 새로운 당원들이 전통적 당원들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 집단으로 분류된다면 민주당의 정당 유형 또한 변화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9) 구술자 L. 2021년 3월 5일 인터뷰 내용.
210) 오마이뉴스(2015.12.18) “안철수 떠나보낸 문재인, 새 당원 ‘총알’ 얻었다”.
211) 민주당은 월 1,000원 이상의 당비를 권한행사 시점까지 일정 기간 이상 납부한
당원을 ‘권리당원’이라고 부르며, 국민의힘은 이를 ‘책임당원’이라고 부른다. 중앙
선관위에 보고된 당비납부 당원은 당해 연도에 한 번이라도 당비를 납부한 당원
을 말하며 이들이 권리당원이나 책임당원의 자격요건을 충족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당원의 의무인 당비납부를 이행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그에 준하는 인원들로 추정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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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최근 10년간 당비납부 당원수 증감 추이

출처: 중앙선관위(2010-2019) 『정당활동 개황 및 회계보고』.

따라서 민주당은 2017년부터 실제로 당헌에서 규정한 ‘지지자 중심의

네트워크 정당’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민주당이 네트워크 정당으로의

전환을 최초로 시도한 것은 2011년 말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친노세력을

중심으로 한 ‘혁신과 통합’과 합당하면서 민주통합당으로 재창당하던 때

였다. 당시에는 당헌에 ‘네트워크 정당’에 대한 지향을 포함하지는 않았

지만 당의 정치노선으로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이 채택한

정치노선은 새로운 이미지를 드러내기 위한 구호 수준에 머물고 당파적

이익 관철의 도구로 활용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화 됐다(안병진 2015b).

특히 안병진은 “다양한 계파가 공존하는 최고위원회의 결정 구조에 종속

된 한명숙 대표는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하기 매우 어려운 구조 하에”

있었기 때문에 네트워크 정당으로의 전환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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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15년 말, 안철수 세력과 호남계의 탈당은 이러한 장애요소를

제거해주는 효과를 가져왔다. 당 지도부 내에서 친노 세력의 주도권이

관철되면서 네트워크 정당으로의 전환이 탄력을 받게 된 것이다. 더구나

네트워크 정당의 핵심이 ‘온라인 당원’ 확대로 집중되면서 인터넷을 통한

정치 참여의 특징인 ‘인물중심의 결집’이 가속화 되고(강원택 2007), 이것이

문재인의 대통령 당선과 연결되면서 지지자들의 입당이 폭증하는 배경으

로 작용했다. 노무현의 실패와 비극을 경험한 친노, 친문 지지자들이

직접 정당 안으로 들어가 자신들이 지지하는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선택

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당원으로서 하는 활동은 ‘권리당원 게시판’

에 의견을 적거나 댓글을 남기는 등의 온라인 의견 표출 기능이 전부다.

이러한 일은 정당 외부에서도 가능한 것이지만, 당 차원에서 보자면

이들이 당 안으로 편입됨으로써 당내외에 모두 견고한 지지그룹을 갖게

되는 이중적 효과를 얻게 되었다. 온라인 당원들이 일정한 액수(월 1,000원)의

당비만 납부하면 당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당내 주류 세력은 당원과 일반국민 양 측면에서 모두 응집력 있는

지지 세력을 바탕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의사결정권의 대표적인 예가 공천 과정에서의 후보결정이다.

민주당이 국회의원 후보 경선에서 처음으로 당원의 비율을 보장하게 된 것,

그것도 일반국민과 동일한 비율인 50%를 권리당원 투표에 배정할 수 있

게 된 데는 바로 이런 배경이 자리잡고 있다. 당내 주류 계파와 노선을

함께하는 신규당원들이 기존 당원들을 압도할 만큼 대규모로 입당하여

당의 각종 의사결정에서 자파의 이해관계를 뒷받침 해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긴 것이다. 이와 달리 미래통합당에서는 당원의 세력교체가 일어나지

않았다. 지난 10년 간 책임당원은 20만명에서 40만명 사이를 오가며 정

체된 구간 내에 위치해 있다. 전통적 당원이 아직 주류를 차지하고 있으

며 당원 구조는 바뀌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의 실정과 탄핵에

책임이 있는 친박계가 주도권을 행사하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당원을

경선에 포함시킬 수 없었다. 당원은 충분히 존재하지만 그들의 권리가

인정될 수 없었던 것은 특정 계파의 주도권이 인정되기 어려운 미래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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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의 세력 분포와 연관돼 있었다.

이러한 배경을 통해서 보자면, 민주당은 경선 과정에서도 주류 계파의

이해관계를 대부분 관철시킬 수 있었다. ‘권리당원투표 50% + 일반국민

여론조사 50%’의 경선룰은 ‘온라인 지지자 여론조사 50% + 오프라인 지지자

여론조사 50%’와 유사한 의미다. 권리당원들 중에 가장 적극적인 투표층이

온라인 당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온․오프라인의 지지자들을 상대로 여론

조사를 벌이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경선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온․오프라인 상의 지지자들이 공통으로 보유하고 있는 성향이 바로 ‘친문’

이기 때문에 경선은 친문 후보들에게 유리한 구도 속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친문’이 아니라면 현역의원도 정치신인에게 패배할 수 있는 것

이 민주당의 경선이었다. 대표적인 경우가 공수처법에 반대하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금태섭 의원의 경선 패배이다. 중진의원들도

친문 성향이 아니면 청와대 출신이나 강성 친문 후보들의 도전을 견뎌내

지 못했다. 이종걸, 이석현, 유승희, 심재권 의원 등이 그런 경우에 속한

다.212) 그러나 초재선 의원들에게 도전한 친문 후보들은 대부분 성공하

지 못했다. 초재선 의원들은 이미 2012년 총선과 2016년 총선에서 친노,

친문 공천으로 국회의원이 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이전

에 공천을 받은 비문 성향의 중진의원들이 주요 타겟이 되어 경선 패배

를 맛봐야 했다. 그래서 당내에서조차 “완전한 ‘친문 경선’이 이뤄졌다”

는 분석이 나왔다.213) 민주당은 2020년 총선 공천을 통해 친문 주도의

당내 질서를 완성하게 된 것이다.

온라인 당원들은 경선에서의 투표권 행사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당에

기여했다. 공관위에서 공천심사를 위해 사용되는 ‘공천 적합도 조사’를

비롯해 현역의원 평가를 위한 조사나 기타 필요한 경우가 있을 때마다

민주당은 수시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게다가 여론조사는 여러 평가항

목들 중에서도 항상 가장 높은 배점을 차지했다. 민주당이 내세우는 ‘시

스템 공천’의 핵심은 바로 여론조사였다. 그런데 ‘여론조사 정치’라고 할

만큼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객관적 지표로

212) 중앙일보(2020.3.22) “민주당 현역 71%, 친문 100% 살았다···‘시스템 공천의 성과’”.
213) 조선일보(2020.3.13) “與, 조국 비판한 금태섭 탈락… 선거개입 혐의 황운하 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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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은 당의 재정적 기반이 뒷받침 되었기 때문이다.

부실한 재정 상태로는 실행하기 어려운 일이다.

2020년 공천을 돌아보면, 현역의원이 공천에서 배제돼도 무소속으로 출마

하지 않았던 유일한 총선이었다. 우리가 그때 여론조사를 엄청나게 돌렸다.

여론조사로만 한 30억을 썼다. 모든 지역구에 여론조사를 다 돌리고 그랬으

니까... 그렇게 해서 객관적인 기준을 현역의원들에게 들이 미니까 그 사람

들도 어떻게 반발을 할 수 없는 거다. 여론조사에 그렇게 돈을 쓸 수 있는 건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됐기 때문이다. 80만 당원이 당비를 내면 매월 20억이

들어온다. 이게 엄청난 액수다. 국고보조금도 많아지고 하니까 그런 재정적

인 여력이 되는 것이다... (중략) ...당을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이 시도당까지

합하면 1년에 350억 정도 된다. 돈과 예산이 받쳐주고 시스템화가 되면 당

이 안정된다. 당원 구조가 튼튼해지고 경선을 치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

됐다. 2016년 이후로 민주당이 안정됐다고 보면 된다.214)

그러나 여론조사기관의 불공정성은 친문 공천을 강화하는 작용을 하기

도 했다.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당의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아온 이근형이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하면서도 자신의 컨설팅 회사를 통해 친문 후보들

을 지원해 온 사실도 드러났다. 게다가 그 컨설팅 회사가 ‘공천 적합도

조사’를 주관하는 여론조사기관으로 선정되어 주요 여론조사까지 담당하자

공정성 문제가 더 크게 부각되었다. 낙천한 후보자들은 상대 측 친문 후

보들이 ‘컨설팅-친문 미디어-여론조사’의 3각 고리를 활용해 사실상의

불공정 경선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시스템 공천의 실행기관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불공정 공천의 중추기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공천 불공정 의혹’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

이근형 당 전략기획위원장 겸 공천관리위원이 최대 주주로 있는 정치 컨설팅

회사 ‘윈지코리아컨설팅’이 당 공천 관련 여론조사를 맡아 하고, 일부 후보

에 대해선 정치 컨설팅을 해준 것으로 나타나 공정성 의혹이 불거진 상태

다... (중략)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경선에는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결국

214) 구술자 L. 2021년 3월 5일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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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지의 적합도 조사를 바탕으로 누구를 경선 무대에 올릴지 결정한 것 아

니냐”고 했다. 논란이 확산하면서 현재 윈지 대표로 있는 박시영 전 노무현

정부 여론조사비서관실 행정관의 처신도 도마에 올랐다. 박 대표는 연일 자신

의 페이스북 등에 특정 후보를 두둔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 지난달 21일엔

금태섭 의원을 잡겠다며 서울 강서갑에 출마를 선언한 강선우 예비 후보

(전 민주당 부대변인)의 글을 공유하며 “멋지다”고 했다. 공천을 기다리고

있는 김남국 변호사, 민주당 영입 인사인 이소영 변호사 칭찬 글도 올렸다.

당 관계자는 “윈지가 컨설팅을 맡은 후보들은 ‘김용민TV’나 김어준씨가 진행

하는 라디오 등 친여 매체에도 자주 출연하고 있다”고 했다.215)

미래통합당의 여론조사도 불공정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미

래통합당 최고위는 선관위 공식 후보등록 하루 전날에 경기 의왕․과천,

화성을, 부산 금정, 경북 경주 등 4곳의 공천을 전격적으로 취소하고 부산

금정과 경북 경주에 대해서는 후보 등록 마지막 날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공천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런데 경북 경주에서는 당초 컷오프 되었던 현

역의원 김석기가 경선대상자로 다시 선정되어 김원길 후보와의 여론조사

경선에서 승리했는데, 이때 김석기 측에 유리하게 여론조사가 조작된 정황

이 있다며 상대 후보가 문제를 제기하는 일이 발생했다.216) 그러나 미래

통합당의 여론조사에는 참관인의 입회도 허용되지 않고, 여론조사 결과

수치도 공표되지 않는 등 사실상 사후 검증이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경주 지역의 공천은 ‘현역의원 컷오프 및 경선대상자 선정 → 경선 실시

→ 경선 승자 추천(공관위) → 최고위원회의 공관위 재의 요구 → 공관위

재의결 → 최고위원회의 공천 취소 → 경선대상자 재선정(최고위) → 경선

실시 → 공천 확정’의 복잡한 과정을 거쳤는데, 공천 취소와 경선 대상자

선정 등 다른 결정들에 대해서도 명확한 사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여론

조사를 비롯한 공천과정의 불투명과 불공정이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

는 수준을 넘어선 것이다.

그렇다면 양당의 경선 과정에 참여한 투표자들을 실질적인 공천주체

215) 조선일보(2020.3.6.) “與 공천위원이 대주주인 정치 컨설팅사 대표, 특정 후보
두둔하는 글 페북에 연일 올려 논란”.

216) 경상매일신문(2020.3.29) “통합당, 수차례 번복 끝 김석기 공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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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orate)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봐왔듯이 공천주체는 ‘1인의 당 지도자’에서부터 소수의 ‘당 엘

리트’를 거쳐 ‘당 대의원’과 ‘당원’, 나아가 ‘일반 유권자’에게 이르기까지

개방성이 확대되는 방향의 개혁이 이뤄져 왔다. 그러나 개방성이 확대

되고 공천주체의 규모가 커지더라도 사실상 공천의 결론이 미리 정해져

있고 경선 투표자들은 단지 그러한 결론을 추인하는 정도의 역할에 그치

는 것이라면 그들을 모두 공천주체라고 부르기는 어렵다. 비록 밀실은

아닐지 몰라도 결정 과정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민주적 정당성을 찾

기도 힘들다.

제5장에서 살펴봤듯이, 2008년 당시에는 이론적 차원에서 연구자들이

국민경선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여론조사 방식이 2020년 총선에서는 보편

적인 경선 형태로 자리잡았다. ‘숙의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당시의 여

론조사와 현재의 여론조사가 달라진 점은 전혀 없는데도 말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론조사는 숙의성을 보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론조사의

샘플들 또한 통계적 대표성 외에 어떠한 민주적 정통성을 정당의 구성원

들로부터 위임받지도 않았다.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에 구속되어야 할

합리적 근거는 없어 보인다. 제4장에서 보았듯이 3김시대에는 ‘심사용’

여론조사 혹은 ‘참고용’ 여론조사를 토대로 지역구별 공천자의 윤곽을 잡은

후 총재와 소수의 측근들이 공천을 결정했는데, 지금은 그 여론조사가

‘경선용’ 여론조사로 바뀌었을 뿐 실질은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 물론

지금도 심사용 여론조사(공천 적합도 조사)가 존재하고 후보의 경쟁력이나

현역의원 평가 용도의 각종 여론조사도 시행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개방성 확대를 추구해온 공천제도 개혁의 종착점이 여론조사로 향하고

있음을 감지하게 된다. 2020년 총선에서 양당의 종합적인 개방성 지수값

이 유사하게 나온 것도 이에 대한 경험적 증거로 보인다. 따라서 2002년

국민참여경선 도입 이후 한국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제도는 새로운

경로를 찾지 못한 채 과거로 회귀한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조심스럽게

해보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2020년 총선에서 실제 양당의 참여율은 어느 정도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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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에서 제시된 본 연구의 분석틀에 따라 계산해 보자. 먼저, 앞에서

살펴본 대로 민주당은 후보자를 낸 253곳 중에 105명(41.5%)을 ‘권리당원

투표 50% + 일반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의 경선을 통해 후보를 결정했다.

2020년 총선의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민주당의 권리당원은

2019년말 기준 총1,026,804명이었다(중앙선관위 2020b). 이를 전체 지역

위원회 숫자인 253으로 나누면, 지역위원회별 권리당원수의 평균값은

4,059명이다. 당원들의 투표참여는 50% 안팎이었기 때문에 선거구별로

평균 2,030명이 참여한 것으로 상정한다. 일반국민 여론조사의 표본수

2,000명과 합칠 경우 선거구별 참여자는 4,030명이다. 나머지 148곳

(58.5%)에 대해서는 18명으로 구성된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을 결정했다.

따라서 민주당의 ‘선거구별 공천결정 참여자 수의 평균값’은 (4,030×0.415)

+ (18×0.585) = 1,683명이 된다.

다음으로, 미래통합당은 후보자를 낸 237곳 중에 83명(35.0%)을 ‘100%

일반국민 여론조사’ 경선으로 후보를 결정했다. 이 여론조사에서 표본의 수는

2,000명이었다. 나머지 154곳(65.0%)에 대해서는 10명으로 구성된 공천관리

위원회가 공천을 결정했다. 따라서 미래통합당당의 ‘선거구별 공천결정

참여자 수의 평균값’은 (2,000×0.35) + (10×0.65) = 707명이다.

한편, 위에서 보았듯이 2019년 말을 기준으로 민주당의 총 당비납부

당원수는 1,026,804명, 미래통합당의 총 당비납부 당원수는 373,342명이었

다(중앙선관위 2020b). 당시 당협(지역위원회)의 수는 총 253개였으므로

선거구별 당비납부 당원 수의 평균값은 민주당이 1,026,804/253 = 4,059명,

미래통합당이 373,342/253 = 1,476명이다. 따라서 ‘진성당원 수(당비납부

당원 수) 대비 공천결정 참여자 수의 비율’로 측정되는 참여 수준은,

민주당이 (1,683÷4,059)×100 = 41.5%, 미래통합당은 (707÷1,476)×100 =

47.9%가 된다.

이처럼 2020년 총선에서 양당의 참여율은 2016년 총선에 비해 약간

내려가면서 하향 평준화 되었다. 민주당은 2016년에 47.5%였던 진성당원수

대비 참여율이 41.5%로 소폭 하락했고, 미래통합당은 77.7%였던 것이

47.9%로 떨어졌다. 결국 양당은 진성당원 규모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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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수준으로 수렴하고 말았다. 이는 그동안 여러 형태로 변형을 겪어

오던 국민참여경선이 2015년의 선거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구

수준에서는 ‘일반국민 여론조사경선’으로 제도화 되면서 참여 패턴 또한

그에 맞춰진 결과로 볼 수 있다. 2002년 참여민주주의를 내세우며 도입

된 국민참여경선이 정작 당내의 진성당원 규모만큼의 참여도 보장하지

못하면서 이제 당초의 제도 개혁 목표와는 멀어지게 되었다. 더구나

2016년과 2020년의 참여 양태가 유사하다는 사실은 이러한 패턴이 고착화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시민들이 정당을 통한 자발적 정치 참여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촉진하는 대신 정당을 우회한 파편화 된 관심과 인물중심적

정치 정향을 확대해온 것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이제 시민들은 정당을

통해 새롭게 정치 주체화 할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한다. 정당 민주주의가

쇠퇴하면서 ‘구경꾼(spectator)’으로 전락했던 당원들이 공천제도 개혁

이후 ‘응답자(respondent)’의 역할 정도를 부여받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주인(sovereign)’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한 연구에 의하면 한국 정당의

당원들이 정당에 가입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지하는 사람의 당선’을

위해서라고 한다(김경혜 2021). 정당의 가치와 비전을 위해 주체적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의 당선을 위한 수단으로 정당에 잠시 들어가

있을 뿐이라는 얘기다. 100만명의 당비납부 당원이라는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있는 한국 정당들의 모습이 아직도 불안해 보이는 것은, 그것이

단지 ‘3김시대적 인물 정치’의 온라인 버전에 불과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권후보 중심의 중앙집권적 인물 정치와 국회의원 공천제도

로서 여론조사의 결합은 정당정치 후퇴와 주체적 참여의 결핍이라는

악순환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내가 보기엔, 그럼 공천제도가 필요가 없어. 그냥 플랫폼, 그야말로 “플랫

폼에 다 모여라”, 그 다음에 거기서 여론조사 하고 후보 내면 되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당에 와서 일을 하냐고. 정당정치가 없어지는 거지.

정당은 책임지는 거야. 그렇잖아. 우리 정당에서 낸 정책과 정당에서 낸 사

람에 대해서 책임지겠다고 하는 게 정당정치 아냐? 그런데 지금 이게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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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야. 정당 자체가 없어지는 거지. 정당정치라고 하는 게...217)

또한 이러한 변화가 인터넷을 통한 정치참여의 특징인 ‘파편화된 관심과

정보 습득의 편향성’, ‘감성적인 호소’, ‘이슈의 연성화’ 등(강원택 2007)과

결합하면서 포퓰리즘적 흐름에 취약해지는 점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제적 효율과 생산성이 강조되던 신자유주의적 선택으로부터 재미

와 자극을 장착한 엔터테이너적 정치인에 대한 호감으로 선택의 기준이

바뀌고 있는 것도 그러한 흐름의 일부이다. 또한 특정인에 대한 맹목적

찬반이 정치적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그것이 다시 정치적

양극화를 부추기며 적대적 대결을 낳는 현상도 강화되고 있다. 2020년

총선은 이러한 정치환경의 변화가 공천제도에는 어떻게 투영되며, 정당

정치의 변형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게 해준다.

217) 구술자 K. 2021년 4월 22일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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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 론

지금까지 2000년 제16대 총선부터 2020년 제21대 총선까지 6차례의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계열 정당의 공천사례를 분석해봄으

로써 2002년 국민참여경선 도입 전후 한국정당의 공천제도 변화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제7장에서는 지난 20년간의

공천제도 개혁이 지니는 문제점을 개방, 분권화와 참여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 번 돌아보고 바람직한 공천제도 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본 연구의 의의와 향후 연구과제를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고자 한다.

제 1 절 무엇이 잘못 되었나

먼저, 본 연구의 서두에 제기했던 문제, 즉 개혁파들이 주장했던 공천

개혁의 ‘목표’가 왜 달성되지 못했는지에 대해 정리해 보자. 특히 공천에 대한

개방성을 대폭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발적 참여’는 그만큼 늘어나지

않았는지를 제6장까지의 경험적 분석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요약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공천제도 개혁이 당초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의 수정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도 간략히 다루어 볼 것이다.

1. 개방, 분권화와 참여의 질

공천에서 개방성이 실제로 얼마나 확대됐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제4장

부터 제6장까지의 분석을 종합해 봐야 한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하잔과

라핫의 분석틀을 변형하여 공천주체의 개방성 정도를 0점부터 18점까지의

연속선 상에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한국 정당들이 실제로 채택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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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방식 및 그와 인접한 추가적 방식까지 모두 포함하도록 공천주체를

범주화 함으로써 개방성 평가에 있어 한국적인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최대폭의 개방성을 띠는 공천주체의 개방성 지수는

물론 복합적인 공천방식을 사용한 경우에는 종합적인 개방성 수준도 따로

계산하였다. 먼저, 각 총선 시기 공천주체의 최대 개방폭 변화 추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7-1> 공천주체의 최대 개방폭 변화 추이

그림에서 보듯이 공천제도 개혁이 이뤄진 2004년부터 공천주체의 최대

개방폭은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양당 모두 15점 이상이 유

지되는 것으로 볼 때, 공천제도 개혁 이후 탈정당화 된 형태의 개방이

허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2008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공심위에서

모든 공천이 이뤄짐으로써 5점이라는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인다. 하지만

당시 공심위의 구성을 보면 당 외부인사가 위원장을 맡았고, 11명의 공심

위원 전체로 볼 때도 다수인 6명이 외부인사였다. 따라서 2008년 한나라당의



- 257 -

공심위가 소규모 위원회로서 폐쇄적이긴 했지만, 구성 자체는 탈정당화

된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2012년 총선

에서 17.5점을 기록함으로써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탈정당화의

폭이 컸다. 이를 통해 개방의 조건과 범위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공천제도

개혁을 평가해 볼 때, 우선 개방의 범위는 대의원, 당원 등의 ‘정당 중심’이

아니라 정당의 경계를 넘어선 ‘탈정당화’를 추구해왔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한국 정당들은 총선 공천에서 복합적인 공천방식을 주로 활용했기

때문에 공천주체의 최대 개방폭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각각의

공천주체가 전체 공천 과정에서 차지한 비중을 계산하여 종합적인 개방의

정도를 파악해봐야 한다. 이에 따라 제4장부터 제6장까지 살펴본 각 총선

공천들의 종합적인 개방성 지수 변화 추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7-2> 총선 공천의 종합적인 개방성 지수 변화 추이



- 258 -

양당 공천의 종합적인 개방성 지수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0년 총선까지 양당 모두 폐쇄적인 공천을 행하면서 낮은

수치를 보였던 것이 2004년에는 개방성을 끌어올렸다가 이후 총선

에서는 지그재그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비슷한 추세를 보이던 양당의

개방성은 2016년 총선에서 그 추이가 서로 역전되면서 국민의힘의

종합적인 개방성 지수가 민주당을 앞서게 되었다. 그러나 2020년 총선

에서는 이 흐름이 다시 바뀌면서 결국 양당의 개방성 수준이 전체적

으로 볼 때 유사한 지점에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2000년 총선

에서는 한 쪽 극단인 폐쇄적인 지점(민주당 1.8점, 국민의힘 2.3점)에

양당이 위치했다면, 2020년 총선에서는 개방-폐쇄 연속선의 중간 지점

(민주당 9 .04점, 국민의힘 8.85점)에 위치하게 된 차이점이 있을 뿐

이다.

양당의 종합적인 개방성 수준이 이렇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서

참여가 확대되지 못한 것은 개방의 조건으로서 분권화가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분권화를 수직적 분권화와 수평적

분권화의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살펴봤고, 수직적 분권화는

다시 지역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세분해 보았다. 먼저, 지역적 차

원의 분권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공천의 전 과정을 9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각각의 세부과정을 어느 당부(중앙당/시도당/당협 혹은

지역위원회)에서 주관하는지를 점검했고, 범주별로 가중치를 부여하

여 분권화 지수를 계산하였다. 각 총선 시기별 분권화 지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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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 수직적(지역적) 분권화 수준의 변화 추이

지역적 차원의 분권화 수준은 2004년 총선에서 상향식 경선이 시행되

면서 약간 올라갔지만, 이후 지구당 폐지 등의 정당법 개정과 여론조사

경선 도입 등으로 하급 당부의 역할이 줄어들어 하락세를 보이고 있

다.218) 특히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분권화 정도가 더 낮게 나타나며, 공천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자체가 최근(2016년)에 와서야 허용되는 등 상당한

정도의 중앙집권적 면모를 엿볼 수 있었다. 더구나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모두, 경선이 실시될 경우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혹은 당원)에게 개

별적으로 경선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지 당조직으로서의 당협

(혹은 지역위원회)에게 공천과 관련한 권한이 주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실질적인 분권화 수준은 명목상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낮을 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사회적 차원의 분권화 수준도 낮았다.

218) 민주당의 경우 2016년부터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현역의원에 대
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항목은 ‘의정활동, 공약이행, 선거기여도, 지역활동,
다면평가, 여론조사’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때 시도당에서 당해 지역의 현역의
원에 대한 평가에서 일정 정도 역할을 하면서 공천 심사(후보 압축)의 분권화 지
수가 약간 올라갔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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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과정에서 여성, 청년, 장애인 등 청지적 소수자들에 대한 대표성도 충분

히 보장되지 못했고, 그마저도 소수자 집단들이 자신의 대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당의 필요에 의해 낙점되는 형태를 취했다.

수평적 분권화도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는데, 공천개혁과 함께 양당은

총재 중심의 단일지도체제에서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하며 당내 권력 분산

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집단지도체제 내에서 타협과 합의를 통한

당 운영이 정착되지 못하자 당내 리더십이 취약해지고 계파 간 분열과

갈등은 심화됐다. 이에 따라 양당 모두 순수집단지도체제에서 단일성 집단

지도체제로 변경하는 등 당의 안정을 꾀했지만, 계파 간 권력 배분에 따른

수평적 분권화를 제도화 하지는 못했다. 주류 계파는 늘 공천기구 구성

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패권적 공천을 자행하려 했다. 그러나 당내의 패

권적 권력질서에 대한 견제와 감시 시스템이 부재함으로써 공천은 주류

계파와 비주류 계파 간의 원초적인 파워게임에 내맡겨져 공천의 개방성

또한 제한적인 형태로 불안정하게 실현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과도한 중앙집권화와 수평적 견제 시스템의 부재는 다층적 정당

기능론에서 볼 때 정당의 제 측면 간에 균형이 깨졌기 때문이다. ‘조직으로

서의 정당’이 약해지면서 ‘정부 속의 정당’은 영향력이 더 커졌고, ‘조직

으로서의 정당’ 내부에서도 ‘지구당’이 사라지면서 ‘중앙당’과 ‘원내정당’

으로의 쏠림 현상은 더 심화됐다. 중앙당 지도체제의 정점(최고위원회)

에 자리하고 있는 인물들은 대부분 현역의원들이기 때문에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라는 두 가지 의사결정 기구는 현역의원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중앙집권적 권력 경쟁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구조 속에서는

당의 하부조직에 대한 실질적 분권화 조치가 실행되기 어렵다.

한국의 정당개혁론자들이 풀뿌리 정당조직 대신 선택한 것은 ‘유권자

속의 정당’이었다. 당의 하부조직과 당원들보다는 ‘정당 지지자’를 통한

연계와 참여 모델을 구상한 것이다. 그러나 정당 지지자들은 당내 경선

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초대된 것일 뿐 적극적 정치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초대된 지지자 그룹은 ‘다층적 당원 정당(multi-speed

membership party)’에서 ‘등록된 정당 지지자(registered sympathizer)’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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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개념으로서 그들에게는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candidate

selection incentives)’가 가장 중요한 유인이 되었다(Gomez et al. 2021).

민주당은 이미 이들을 ‘온라인 당원’의 형태로 흡수했고, 국민의힘도

그러한 방향으로 진화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당초 개혁론자들의 주장대로 ‘유권자 속의 정당’은 정당의

공천에 상당한 정도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을까? 본 연구에서는 이를 알

아보기 위해 매 총선 시기마다 각 정당의 공천결정에 있어서의 참여율을

계산하여 비교함으로써 국민참여경선 도입 후 실제 참여 수준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선거구별 공천결정 참여자 수의 평균값/

선거구별 진성당원 수의 평균값) × 100’으로 표현된 ‘진성당원수 대비 참여율’

의 변화 추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그림 7-4> 정당별 참여 수준의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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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보면, 제3장에서 2000년대 이후 공천제도의 변화를 시기별로

구분하면서 참여 수준에 대해 예상했던 것과 유사한 양상이다. 우선,

‘단절적 변화’의 시기인 2000년 총선에서 2004년 총선으로 넘어가면서 참

여율이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후 총선에서는 국민참여

경선이 ‘점진적 변형’을 거치면서 참여율도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2008년 총선에서 양당의 참여율이 대폭 하락했다가 민주당은 다음 총선

에서 다시 상승했지만 새누리당은 상승폭이 크지 않았다. ‘변형의 제도화’

시기인 2016년 총선 이후부터는 결국 양당의 참여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하면서 낮게 형성돼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219)

이와 같은 참여율이 의미하는 바는 세 가지 정도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양적으로 볼 때 2004년 총선(열린우리당, 한나라당), 2012년 총선

(민주통합당)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간 동안 진성당원 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그러한 낮은 참여조차도

실제로는 당원이 배제되거나(2004년-2016년 민주당, 2020년 미래통합당),

극히 일부만(2004년-2016년 국민의힘 계열 10-30%)의 참여가 보장될 뿐

이었다는 것이다. 셋째, 국민참여경선의 변형이 제도화 된 이후(2016년

-2020년)의 참여율이 공천제도 개혁 이전 시점(2000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러한 세 가지 포인트는 국민참여경선이라는 공천제도

개혁이 그동안 양적, 질적으로 충분한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20년간의 점진적 변형 과정을 거쳐 결국에는 공천제도 개혁

이전과 별로 다르지 않은 수준으로 회귀해 버렸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

이다. 더구나 2016년 이후로는 휴대전화 여론조사경선이 사실상 제도화

되면서 이러한 ‘낮은 참여’와 ‘수동적 참여’가 당분간 고착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공천제도 개혁 이전의 ‘전통적 당원들’이 ‘본선거’에서 당 후보의

219) 진성당원수와 대비한 참여율이 아니라 유권자 수와 대비한 참여율은 훨씬 더
낮고, 참여자의 절대 수치 또한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도 지적할 필요가 있
다. 선거구별 유권자 수 대비 참여율이 민주통합당의 2012년 총선 공천시에만
1%를 넘었을 뿐(2.96%), 그 이외의 모든 총선에서 양당은 1% 미만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며 선거구별 공천결정 참여자 수의 평균값 또한 1,000명 내외를 기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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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승리를 위해 투표장에 동원되는 용도로 활용되었다면, 국민참여경선

도입 후 ‘지지자 그룹’은 ‘당내 경선’에서 지지하는 후보에게 표를 던지기

위해 동원되는 형태이며, 둘 사이에 본질적 속성의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어떤 특정인에게 표를 행사하기 위한 유인(incentive)만 지닌 사람

들을 진정한 정치 주체로 보기는 어려운데, 그들에게는 단지 정치 엘리

트에게 표를 찍어주는 도구적 역할만 있을 뿐 정치 참여의 주체적 행위

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정당들은 공천제도 개혁을 통해 유권

자들을 민주적 정치 주체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수동적

동원 대상을 늘려 갔을 뿐이다. ‘주체화’를 “공공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통해 집합적 삶의 조건을 만들어나가는 정치적 역량”(김주형 외

2020)과 연관지어 생각한다면, 당내 경선에의 참여는 그러한 공간을 만

들어주지 못한 것이다. 오히려 특정한 리더에 대한 강한 정서적 애착과

동일시가 무정형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정치적 위험성을 증대시키고,

당원이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규범적 토대를 만들 수 없

을 정도로 탈정치화, 탈정당화 된 유권자(지지자)로의 성격 변환을 초래

했던 것이다.

2. 어떻게 바꿀 것인가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앞으로 한국정당이 지향해 나가야 할

공천제도 개혁의 방향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참여의 중심으로서 정당의

재활성화’가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개방의 조건으로서

분권화가 이뤄져야 하며, 개방의 범위 또한 탈정당화에까지는 이르지 않

는 정당중심성이 담보돼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본 연구는 하잔과

라핫(Hazan & Rahat 2010)이 제안한 3단계 공천방식이 한국정당의 공

천제도 개혁에 준거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220) 다만 하잔과

220) 하잔과 라핫은 ‘예비심사위원회 → 선출직 당기구 → 당원들’로 이루어진 3단계
의 공천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예비심사위원회는 당선가능성이 있는 후보자 수의
2배수 이상으로 예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선출직 당기구는 이러한 예비후보자
명부를 수정하거나 현역의원에 대한 재공천 여부를 결정하며, 당원들은 최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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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핫은 유럽 국가들에서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비례대표제 하에서의 공천

을 전제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다수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적 상황에 맞게 변형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하잔과 라핫은 반드시 복수의 공천주체에 의한 다단계 공천방식이

이루어져야 하며, 개방성이 낮은 소규모 공천주체로부터 점점 더 개방성이

높아지는 쪽으로 공천 절차가 진행돼야 함을 강조한다. 이와 비교해보면,

한국 정당의 공천제도는 크게 세 가지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첫째, 중앙당

공심위의 결정에 의해 1단계에서 공천이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최고

위원회가 공천에 대한 승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의 폐쇄적인

공천주체가 마지막으로 공천에 개입하는 형태를 띠게 되었다. 둘째, 2단계

에 해당하는 ‘선출직 당기구’의 역할이 한국정당의 공천과정에서는 부재

하다. 따라서 분권화가 저해될 뿐만 아니라 대의원 등 주체적 당 활동가

들의 역할이 없어서 정당의 건강성과 안정성이 위협 받는다. 셋째, 3단계

에서 공천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이 한국정당에서는 당원이 아니라

일반 유권자들에게 주어져 있었다. 더구나 투표의 방식 또한 숙의를 거친

현장투표가 아니라 인지도 조사 성격의 전화 여론조사로 갈음하고 있기

때문에 질 높은 선택을 기대하기도 힘들다. 결국 한국정당의 공천제도가

외형적으로는 하잔과 라핫의 다단계 방식과 유사해 보일지 몰라도 세부

적인 핵심 내용에서는 차이가 꽤 컸던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의 오류를 수정한 새로운 형태의 3단계 공천방식이 한국

정당에 도입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이 중요한데,

먼저 3단계 공천방식 하에서는 당 조직의 3주체인 중앙당, 시․도당, 당협

(지역위원회)에게 공천과 관련한 권한이 어느 정도 균형있게 배분돼야

한다. 또한 당내 구성원인 당 엘리트, 당 대의원, 당원들도 공천과정에서

고르게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지역적 차원의 분권화와 당내 구성원

간의 권한 배분이 조화를 이루는 형태로 3단계 공천방식이 구성돼야 한다

는 것이다. 이를 그림으로 간략히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보자 명부상에서 후보자의 순번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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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5> 3단계 공천방식 모형

이 모형에 따르면, 공천과정은 중앙당 후보자격심사위원회의 후보 자격

여부 평가로부터 시작된다. 후보자격심사위원회는 오랫동안 당생활을 해

온 의원이나 당직자, 당원 중에서 임명되는 20명 내외의 위원들로 구성

하되, 외부인사가 아닌 당내인사로만 꾸려야 한다. 책임성을 담보할 수

없었던 과거의 탈정당화 된 형태의 공심위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또한 후보자격심사위원회의 후보 자격 여부 평가는 범죄경력이나 음주

운전 등 비위행위자를 걸러내는 차원이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질을 평가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꽤 장시간 동안의 면접

이나 토론, 에세이 작성 등 다방면에 걸친 평가를 통해 당의 국회의원

후보로서 역량을 평가하고, 여기서 통과한 후보자들이 다음 단계의 공천

과정으로 진입한다.221) 말하자면 중앙당 엘리트들이 공천의 첫 단계에

개입하여 자당의 후보들이 정치인으로서 기본적인 자질을 유지할 수 있

도록 문지기 역할(gate-keeping)을 하는 것이다.

다음은 경선 대상자를 압축하는 단계이다. 여기서는 시․도당의 대의원들이

221) 영국 보수당에서 ‘Parliamentary Assessment Board(의원후보자격평가위원회)’
의 심사를 받아 당으로부터 일정 정도의 자질이 확인된 사람이 ‘Approved List
(당으로부터 후보 자격의 승인을 받은 사람들의 명부)’에 오르게 되는 시스템에
서 차용한 것이다. 이 명부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에 한해서 실제로 자기가 출마
하고자 하는 지역구에 공천신청을 하는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Institute for
Government. 2011. PARTY PEOPLE: How do, and how should British
political parties select their parliamentary candidates. Rhys Williams &
Akash Paun, 14-26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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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이 단계에서는 현역의원들이 경선 대상자로 포

함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되는데, 과거 중앙당 공심위가 행하던 현역의원

컷오프 등에 대한 권한을 시․도당의 대의원들에게 부여한 것이다. 중앙당

과 지역의 각 선거구는 물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각종 정보와 현장성에서

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역의원 등 경선대상자에 대한 압축은 시․도당

에서 맡는 것이 더 적합하다. 중앙당과 선거구별 당협(지역위원회) 사이에

놓인 허리 조직으로서 시․도당은 정당법상의 공식 조직일 뿐만 아니라

해당 시․도의 지역구 사정에 대해 비교적 소상히 알고 있다는 것이 장점

이다. 또한 당활동에 적극적인 활동가 집단으로서 대의원들에게 현역

의원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 및 후보자 압축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정당의 선별적 유인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게 되는 부수적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종 후보자 선정은 선거구별 당원대회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후보선출권자는 당원으로만 제한해야 하며, 여론조사는 배제돼야

한다.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당원과 비당원의 차이가 없다면 굳이

당원으로서 활동할 유인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것은

여론조사이다. 별다른 숙고의 과정을 거치지도 않으며 당원과 비당원의

구분도 없는 무차별적인 여론조사 경선이 정당을 점점 더 형해화시켜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선에 참여하는 진성당원들에게는 기존에 공심위원들

에게 주어지던 심사 자료에 버금가는 다양한 후보자 정보가 제공돼야

하며 후보자들의 정견발표, 대중연설, 토론 등 여러 방법으로 자질을 검증

할 수 있는 수단 또한 마련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적절한 정도의 선거운동 기간을 설정하고 충분한

숙의의 과정을 거쳐 누가 해당 지역구에 가장 적합한 당의 후보인지를

진성당원들의 진지한 선택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3번째 단계

의 기능이다.

그런데 지역구에 공천신청자가 한 명 밖에 없을 때도 다단계 공천절차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예를 들어, 현역의원이 단독으로 공천을

신청한 경우에는 중앙당에서 공천을 최종 결정하지 않고 시도당 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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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에서 현역의원에 대한 공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단독 공천

신청자가 원외 인사일 경우에는 중앙당 후보자격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거구별 당원대회에서 공천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이 좋다. 만일

단독 신청한 현역의원이나 원외 인사가 시도당 대의원대회나 선거구별

당원대회에서 후보자로 선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구에 한해

중앙당이 전략공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중앙당의 전략적 고려를

위한 여지를 일정 부분 열어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앙당에

의한 자의적인 전략공천이나 단수공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급당부(시도당,

당협/지역위)에 먼저 결정권을 이양한 후 그 결정에 따라서 전략공천을

허용하는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당은 3단계의 공천방식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된 후보자에

대해서는 승인권(혹은 거부권)을 가지지 않는 것이 좋다. 중앙당 최고위

원회의 최종 승인권은 계파 간 갈등과 분란의 소지를 남길 뿐이며, 당원

들의 주체적인 선택에 의한 후보자 결정을 중앙당이 거부할 명분도 없기

때문이다. 다만, 중앙당은 3단계 공천방식의 진행과정에서 당헌당규 위반

사항이나 불법선거 운동 등의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이를 처리하는 중립적

관리자로서의 기능을 맡을 수 있을 것이다.

공천제도 개혁의 성패는 참여의 중심으로서 정당을 재활성화 해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설적이게도 정당이 경선 참여

이외에 더 폭넓은 정당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진성당원 분류를 위해 흔히 사용된 당비납부라는 기준은 더 이상 충분조건

이 되기 어렵다. 극히 소액의 당비납부 외에 아무런 정당활동이 없다면

당원으로서 민주적 주체화의 기회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당은

당원들에게 주체적 참여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면서 경선이 그러한

참여의 한 형태로 자연스럽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원들에

게 예측가능하고 제도화 된 권한을 다양하게 부여해야 당내에 참여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균형잡힌 분권화와 정당을 통한 참여는

당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정치적 주체화의 과정을 경험하게 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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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공천제도 개혁과 한국 정당정치

이제 그동안의 공천제도 개혁이 전체적으로 한국 정당정치에 어떤 영향

을 미쳤는지에 대해 평가해 보고자 한다. 당내 경쟁의 차원과 정당 간

경쟁의 차원, 그리고 더 넓게는 정치체계 차원의 보다 본질적인 문제도

들여다볼 것이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의 주장이 갖는 실천적 함의를 선명

히 드러내 보이려는 것이 본 절의 서술 의도이다.

먼저,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 전개된 논지를

정리해 보는 것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겠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한국정

당의 구조적 특성이 ‘중앙집권성’과 ‘폐쇄성’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전제로

했다. 또한 이 두 가지 특성은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연계되어 작

용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런데 2002년 국민참여경선의 도입으로 한국

정당은 폐쇄성이라는 기존의 경로를 이탈하여 개방을 추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2004년의 지구당 폐지로 인해 정당의 하부조직이 사라지면서

중앙집권성이 더 강화되었다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적인 시각이었다.

이러한 부분은 기존의 특성을 유지하게 하는 경로 의존적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강화된 중앙집권성이 공천 개방에 대한 구조적 제약

으로 작용하면서 국민참여경선의 제도 내적 특성과 정치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공천제도가 완만하지만 점진적인 변형을 거침으로써 개

혁의 초기에 목표했던 충분한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 것이다.

즉, 강한 외부적 충격에 의해 개방성을 대폭 높이면서 공천제도가

‘단절적 변화’를 겪긴 했지만, 분권화 수준이 낮은 가운데 당권을 장악한

주류 계파가 제도의 모호성을 이용해 자파에게 유리하도록 제도의 전환

(conversion)을 꾀함으로써 참여율이 높아지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사실상 ‘개방으로 포장된 폐쇄성’이 본질에 더 가까운 표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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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6> 역사적 제도주의를 통한 공천제도 개혁 분석

이렇게 귀결된 ‘낮은 참여’ 속에서 정치행위자들은 쉽게 기득권 질서를

공고화 할 수 있었다. 물론 매 총선 시기마다 현역의원 교체율은 평균적

으로 35% 수준을 오르내릴 만큼 높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그것은 당내

계파 간 파워게임의 결과로 주류 계파가 교체되는 과정일 뿐, 기득권 질서

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실제로 현역의원의 교체는 주로 공심위를 통한 전략공천, 단수추천의

방식으로 이뤄졌고, 경선을 통해 현역의원을 교체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사실은 하잔과 라핫(Hazan & Rahat 2010)이 제시한 ‘비현직자

승리 지수(non-incumbents winning index: NIWI)’222)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이 지수는 실질적인 당내 경쟁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정치신인이

222) 하잔과 라핫의 ‘비현직자 승리 지수(NIWI)’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Wni: 경선에 참가한 현직자의 수와 같거나 높은 순번을 확보한 비현직자의 수

Ci: 경선에 참가한 현직자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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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자에게 도전하여 승리를 거두는 비율을 측정하는 것인데, 한국적

상황에서는 현역의원과 경선을 벌여 승리한 원외 후보자들을 계산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다. 이에 따라 국민참여경선이 도입된 2004년 총선

공천부터 2020년 총선 공천까지 당내 경쟁의 실질적인 수준이 어떻게 변

해왔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비현직자 승리 지수’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표 7-1> 당내 경쟁 수준의 변화 추이223)

구분
더불어민주당 계열 국민의힘 계열

현역경선 탈락 비현직자
승리 지수 현역경선 탈락 비현직자

승리 지수

2004년 5 2 0.4 10 1 0.1

2012년 19 1 0.05 12 1 0.08

2016년 18 7 0.39 56 9 0.16

2020년 31 7 0.23 17 2 0.12

출처: 2004년 자료는 박찬표 외(2013). 2012-2020년 자료는 각 당 홈페이지.

전체적으로 볼 때 비현직자 승리 지수가 높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비해 훨씬 더 낮게 형성돼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20년 총

선에서 국민의힘은 현역의원이 경선을 치른 17곳 중 단 2곳에서만 탈락

했는데, 그 2곳 중에 한 곳도 경북을 지역구로 두고 있던 의원이 서울로

지역을 옮겨 경선에 참여한 경우였기 때문에 사실상 경선 탈락자는 1명

이라고 볼 수 있다. 제6장에서 살펴봤듯이 민주당의 경우 2020년 총선에

서 현역의원 7명이 경선에서 탈락했지만 7명 모두 ‘비문(非文)’ 성향의

223) 지역구 현역의원이 원외의 후보자와 경선을 하여 탈락한 경우를 계산한 것이며
비례대표 의원은 제외되었다. 또한 계산식의 취지에 따라 선거구 조정 등으로 인해
현역의원끼리 경선을 펼친 경우도 제외하였다. 2008년 총선에서는 민주당만 여론
조사 경선이 진행되었고 한나라당에서는 경선이 없었기 때문에 양당의 동등한
비교를 위해 당해 연도는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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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이었다. 중앙에서는 패권을 장악한 파벌이 전략 및 단수공천을 통해

자파를 유지 강화하는데 몰두하고, 주류 현역의원들은 인지도의 이점을

활용하여 여론조사 경선에서 안정적인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당내에 민주적

경쟁이 발생하기 어려운 기득권 질서의 공고화가 이뤄진 셈이다.

기득권 질서가 공고화 된 것은 당내 경쟁에서 뿐만 아니라 정당 간 경쟁,

즉 정당체계 수준에서도 드러난다. 양당은 공천개혁에 발맞춰 정당개혁

을 단행했는데, 그 방향은 원내정당화였다. 2004년 정당법 개정으로 풀뿌

리 조직인 지구당을 폐지했고, 2006년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정당후원회

마저 폐지했다(강원택 2015b). 고비용 정치구조를 타파하고 원내의 현역

의원을 중심으로 지지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취지였다. 정치

자금의 모금은 국회의원들의 개인 후원회 중심으로 바뀌었고, 원외의 당협

위원장(지역위원장)들은 사무실조차 낼 수 없게 되었다. 원외 소수 정당

들의 활동 반경은 그만큼 좁아졌고 경쟁력은 줄어들었다. 선거 경쟁은

점점 더 거대 양당 후보들끼리의 대결로 압축되었다(강원택 2018b).

그 결과 2000년 제16대 총선 이후로 제1당과 제2당의 의석점유율 합계

는 80% 아래로 떨어진 적이 거의 없으며, 대부분 90%를 상회하고 있다.

특히 가장 최근의 2020년 총선에서는 양당의 비례 위성정당 의석까지 합칠

경우 95.3%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김종갑․이정진 2020). 양당 체제가 강

화된 것이다. 앞으로 양당 간에 다수당의 교체 등 선거 유동성이 커질지

는 몰라도 제3당이 정당체계 내에 유의미하게 자리잡기는 더 어려워 보

인다. 이는 탈정당화 된 후보자 중심의 공천제도 개혁을 가속화 하면서

원내정당화로의 전환을 추구해온 결과이다. 결국 양당만이 배타적으로

서로 권력을 주고받는 기득권 질서가 강화되는 반면, 선거의 불확실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유권자들의 이해관계가 균형있게 반영되지 못한 채

로 굳어져 버린 한국의 정당체계는 정상적인 제도화가 아니라 퇴행적인

고착화의 길로 가고 있다.

또한, 공천제도 개혁은 포퓰리즘이라는 의도치 않은 결과도 낳았다.

이는 공천제도 개혁이 반정당적 혹은 탈정당적인 방식으로 이뤄지면서

정당의 기능 이상 현상이 심화된 데서 초래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포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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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즘은 대의제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증폭되는 기본적인 속성을 지니는

데, 민주주의의 전개 과정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대의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는 항상 긴장 속에서 균형을 유지해 오면서 발달해왔고, 이러한

균형을 이루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이 정당이다. 만일 정당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면 엘리트 중심의 정치로 급격하게 치우치면서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포퓰리즘이 증식하게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정당은 직접민주주의의 대체물로서 대의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

하도록 해주는 핵심 장치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한국정당들은 공천제도의 개혁 과정에서 정당의 역할을 점점

줄여나갔다. 특히 민주당은 2004년 총선 때부터 상향식 경선제도를 도입

했지만 2016년 총선 때까지 경선은 모두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했

다. 국민의힘도 2004년 총선부터 상향식 경선을 도입했으나 선거인단에

서 당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10%(2004년), 20%(2012년), 30%(2016년)로

낮은 편에 속했고, 특히 2016년 총선부터는 거의 대부분의 경선을 ‘100%

일반국민 여론조사’ 형태로 진행했다. 민주당은 2020년 총선부터 권리

당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지만, 경선에 참여하는 권리당원 중 ‘온라인

당원’의 비중이 높다. 이로써 후보자와 지지자 사이의 중간 매개 없는 연

계는 강화되고 있다. ‘리더와 지지자 간의 직접적 관계’로 환원되는 포퓰

리즘의 기반이 확산되는 것이다(Laclau 2005).

이처럼 정당의 역할이 부재하면서 시민들은 미디어와 SNS를 통한

즉자적 만남의 대상이 되었다(Meyer 2002). 대중들이 특정한 리더에 대

해 강한 정서적 애착과 동일시를 중심으로 무비판적 선택을 반복하면서

숙의와 교정, 건전한 공론장의 긴 호흡은 점점 사라졌다. 이런 맥락에서는

‘정치의 시장화(marketization of politics)’와 ‘시민의 소비자화(consumerization

of citizen)’ 현상이 나타난다(Micheletti 2003). 정치 참여의 속성도 생산

에서 소비로 이동한다. 기존의 정당 중심의 민주주의가 퇴조하는 가운데

유권자가 소비자화 되면서 ‘개인화된 정치(personalized politics)’로 변형

되는 것이다(Bannett 2012). 시민들은 더 이상 정당에 참여하여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면서 집합적 행위자로서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는 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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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체가 아니라, 마치 쇼핑하듯이 정치인을 따라 표를 행사하기 위해

정당 지지자로 남아 있는 구경꾼이 될 뿐이다.

당초 공천제도 개혁 논쟁의 핵심은 정당의 자생력에 대한 견해 차이였다

(지병근 2010a). 공천 과정에 대한 개방론자들은 기존 정당들이 자력에

의해 정당개혁을 이루기 힘들다고 보면서 새로운 개혁의 동력을 외부에

서 찾았고, 당원중심론자들은 정당의 자생력을 어느 정도 신뢰하면서 당

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천제도 개혁을 실현하려 했던 것이다

(황아란 2002; 주용학 2002). 이러한 논쟁과 제도 개혁이 있은 후 이제

20년의 시간이 흘렀다. 본 연구는 지난 6차례의 총선 공천에 대한 경험

적 분석을 통해 당 내부적으로 권한을 분산하면서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개방의 폭을 넓혀도 자발적 참여가 증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러한 발견의 의미는 그동안 개방론

으로만 일관했던 공천제도 개혁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보면, 정치권과 학계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소위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는 지난 20년의 실패를 되풀이 할 가능성이 큰

위험한 접근법일 수 있다. 이미 당내 경선에서 휴대전화 여론조사를

허용하는 정도의 ‘연성 법제화’만으로도 정당의 자생력은 심각하게 위협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모든 정당들이

동일한 형태의 ‘오픈프라이머리(개방형 예비선거)’를 통해 법에 정해진

대로만 공천을 결정해야 하는 ‘경성 법제화’가 실현된다면 정당은 단지

경선 업무를 위한 행정기구 정도로 전락하게 될 지도 모른다(박경미

2006a). 주지하다시피, 정당의 공천은 선별적 유인체계의 정상적인 작동

을 통해 당내의 구성원들과 당조직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따라서 당의 하부조직을 폐지하고 여론조사경선

을 허용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법제화로 인해 취약해진 정당을 재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걸어온 방향과는 다른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개방의 법제화’보다 ‘내부 역량의 강화’가 먼저여야 하는 것이다.

공천 개방의 조건이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에 공천제도가 불안정해진

것이지, 제도가 불안정해졌기 때문에 공천 개방의 조건이 갖춰지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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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아니다. 따라서 공천 개방을 강제하는 입법은 해답이 될 수 없다. 만

약 공천 개방의 조건이 갖춰지지 못했는데도 이를 법적으로 강제한다면

예상치 못한 더 심각한 부작용에 빠질 수도 있다. 지구당 폐지를 되돌리

기 어렵듯이 일단 법제화 된 개혁은 후퇴하거나 철회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정당이 내부 역량을 키우면서 자율적으로 개방의 조건을 충족시

킬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본 연구에서 다뤘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참여를 충분히 이끌어 낼 수 있는 공천 개방의 조건과 범위를 세심하게

고려하면서 정당들이 다시 진정성 있게 공천제도 개혁에 임할 필요가 있

는 것이다.

제 3 절 연구의 의의 및 향후 연구과제

지금까지 2000년대 이후 공천제도 개혁의 과정과 결과를 정당정치의

변화와 연결지어 분석해 보았다. 특히 국민참여경선제가 도입된 배경이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공천주체에 대한 개방이 왜 참여의 확대

로 이어지지 않았는지, 그 요인을 찾는 데 주력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는 개방과 참여의 관계였고, 공천 개방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과 개방의 정도에 따른 참여 성격의 변화도 연구를 통해 밝히고자

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공천주체의 개방성과 분권화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척도

를 개발하여 2000년 총선부터 2020년 총선까지 총6회에 걸쳐 그 변화 추

이를 경험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개방, 분권화, 참여 간의 관계를 보다 실

증적으로 드러내 보였다. 특히 개방성 지수는 공천방식의 한국적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공천주체의 최대 개방폭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분권화가 수반되지 않는 상황에서 종합적인 개방성 지수가 불

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참여가 확대되지 않는 구조를 추적하였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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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한국 정당들이 그동안 실행했던 공천방식들을 비교정치적 보편 언어의

틀 속에서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총선에서도 공천주체

의 개방성과 분권화의 변화 양상을 동일한 기준 속에서 일관되게 해석해

나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한국 정당들의 공천 자료 부족을 보완하고 당내 행위자들의 전

략적 의도와 공천절차의 맥락을 풍부하게 이해하기 위해 공천과 직접 관

련된 당사자들을 심층 인터뷰 함으로써 공천연구의 공백을 메우고자 했

다. 특히 공천관리위원, 국회의원, 공천신청자, 공천 실무자 및 보좌관,

기타 전문가(컨설턴트 및 언론인)의 5개 범주를 망라한 인터뷰 대상자

선정에서 ‘의도적 표본추출(purposive sampling)’과 ‘눈덩이 굴리기식 표본

추출(snowballing sampling)’을 병행하여 인터뷰의 신뢰도를 높이고 공

천과정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공천과 같이 공식

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비공개적 영역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정당연구 분야에서는 정치엘리트에 대한 인터뷰가 연구대상의 내적 메커

니즘을 밝히는데 매우 유용한 방법론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공천 관

련 핵심 당사자들의 직접적인 구술자료들은 통시적인 공천연구의 연결점

으로 작용하면서 생생한 맥락을 전해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당내 권력구조의 변화, 중앙당-원내정당-지구당 간의 관계, 당원

의 유형과 역할 등 전체적인 정당조직의 측면에서 공천제도 개혁의 의미

를 재해석하였다. 이로써 3김 시대에 총재 중심의 권위주의적 정당조직

하에서 하향식의 유사한 공천행태를 보였던 양당이 공천제도 개혁 후

각기 새로운 경로를 찾아가는 20년의 실험 과정을 거쳐 현재는 ‘지지자

중심의 네트워크 정당’으로 수렴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

‘여론조사’는 공천제도 개혁 전후에 모두 내재된 공천방식의 하나이지만,

그 의미는 달라졌다. 권력자의 하향식 공천을 보조해주던 도구에서 공천

제도의 개방성을 상징하는 장치로 바뀐 것이다. 공천의 개방성이 무정형

적 선호 취합의 형태에 그치면서 정치 참여는 수동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지지자 혹은 온라인 당원들이 전통적 당원들을 대체하며 정당이

특정인물 중심의 극단적 팬덤정치의 장으로 머물러 있는 것도 공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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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과 정당조직 변화가 조응한 결과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공천제도 개혁 이후에도 지난 20년 동안 앞으로 나아가

지 못하고 있는 한국정치의 질적 변화를 위해 정당중심 정치의 복원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당의 하부 조직에 실질적인 권한을 분산하면서

당의 구성원들도 민주적 정치 주체로 세워내기 위한 새로운 공천제도의

개혁 방향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한계점과 함께 향후 연구과제 또한 뚜렷하게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크게 두 가지를 밝혀두는 것으로써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가 2000년부터 2020년까지 비교적 장기간의 공천과정을

통시적으로 추적하긴 했지만, 연구대상이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에 국한

돼 있는 한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당무는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 특징

이 있는데, 특히 대통령 후보 공천, 국회의원 후보 공천, 지방선거 후보

공천은 제도적인 영향관계가 뚜렷하며 상호 간에 유기적 정합성을 갖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세 분야의 공천을 한꺼번에 분석하면서 이들 간의

상호작용 관계를 포착해내야만 공천제도 변화에 대한 종합적이고 정확한

이해가 가능하다. 더구나 강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 정치체제

에서 대통령 선거보다 관심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국회의원선거, 지방

선거의 후보공천은 대통령 권력(대통령후보 권력)에 의해 왜곡될 가능성

이 크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종합적 연구의 필요성은 더 커진다. 뿐만 아

니라 당 지도부 선출 방식 또한 공천제도상의 경선 방식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 따라서 향후에는 대선, 총선, 지방선거 후보 공천과

당 지도부 선출을 체계적으로 연계시켜 다루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둘째, 공천 분야의 연구에서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동시에 활용

하는 혼합 연구(mixed methods research)를 더 발전시켜야 한다. 경험적

자료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양적 연구들이 일부 이뤄지는 성과도

있었지만 그러한 연구들은 맥락을 사장시킨 채 과도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고, 다수의 연구자들은 질적 연구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려 했지만 연구자의 주관성 개입과 더불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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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일반화 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이제는

양자를 적절히 결합한 혼합연구를 통해 새로운 방법론적 대안을 모색해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정성철 2017). 특히 혼합연구 중에서도 ‘탐색형

순차 디자인(exploratory sequential design)’이 공천 연구에 적합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224) 즉, 질적 연구를 통해 도출한 가설 혹은 설명을

양적 분석으로 확인하는 접근법이 공천연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동안 여러 차례의 당내 경선

들이 있었지만 경선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 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참여 동기나 선택의 결정요인 등에 대한 미시적 분석은 이뤄지지

못했다. 어려운 여건이긴 하지만, 양적 분석이 뒷받침 되고 이것이 질적

연구와 결합한다면 공천 연구 분야의 새로운 발전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된다.

지금까지 2000년대 이후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중심으로 공천제도 개

혁과 한국 정당정치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의

중심으로서 정당의 재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정당의 정상

적인 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조직과 역량이 갖춰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

다. 특히 정당조직이 약한 한국정당들에서는 공천제도가 선별적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당 기능 정상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

공천주체에 대한 개방이 분권화와 함께 이뤄지고, 개방의 범위도 정당중

심의 원칙을 지켜나간다면 참여가 확대되고 참여의 성격도 주체적으로

바뀔 것이다. 공천제도의 실질적인 개선이 민주주의의 질적 향상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224) 크레스웰과 클라크(Creswell & Clark 2011)는 혼합연구의 유형을 ‘집중형 병렬
디자인(convergent parallel design)’, ‘설명형 순차 디자인(explanatory sequential
design)’, ‘탐색형 순차 다자인(exploratory sequential design)’, ‘내장형 디자인
(embedded design)’ 등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의
선후관계나 결합의 강도 등에 따른 분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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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인터뷰 질문지
(공천관리위원용)

1. 공천관리위원으로 공천절차에 깊이 관여하셨는데, 전체적인 느낌은

어땠는지요?

2. 공관위의 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부위원, 외부위원,

계파 안배 등 공관위 구성의 특징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

3. 당시 공천과정의 쟁점은 어떤 것이었나요?

4. 공천심사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본 것은 어떤 부분이었나요?

5. 공천 면접은 어땠는지요? 실질적인 면접이 이루어졌나요?

6. 공천 때마다 나오는 이른바 ‘물갈이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당시 공관위에서는 그와 관련해 어떤 논의들이 있었나요?

7. 당에 처음 들어오셨을 때와 비교해서 변화된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8. 공관위에 참여하게 된 계기를 말씀해주신다면? 당 지도부와의 개인적인

인연 때문이었는지, 어디로부터 연락을 받으셨는지요?

9. 다른 공관위원들과는 이전부터 인연이 있었는지요? 외부위원과 내부

위원들과의 관계는 어땠나요?

10. 공천심사과정에서 심사용 여론조사는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지게 되

나요? 단수추천 혹은 경선여부 결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

은 어떤 부분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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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당이 제공한 심사자료나 공천신청자들의 지원서류 등은 어떤 형태로

활용되었는지요?

12. 공관위의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

13. 공관위 내의 대립구도는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요? 공천심사 과정에서

의 여러 갈등과 고비가 많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혹시 기억나는

것들이 있으신지요?

14. 당 지도부와 공관위 간의 관계는 어땠는지요? 독립적인 활동이 보장되

었다고 보시는지요?

15. 공천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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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질문지

(국회의원용)

1. 의원님께서 처음 공천을 받으시던 상황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처음

공천을 받게 되셨는지요?

2. 국민참여경선의 도입은 한국정당의 공천사에서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의원 경선이나 당원 경선이 아니라 국민에게 공천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택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 노무현 대통령의 정당관에 대해 말씀을 해주신다면?

4. 국민참여경선이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한국정당의

공천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5. 2004년 총선에서 현역의원으로서 처음 경선이 실시됐던 김성호 의원

이 경선에서 패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현역의원

들의 반응은 어땠는지요?

6. 한국 정당들이 원내정당화를 내세우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었는지요?

또 그러한 원내정당화로의 개혁 추진에서 현역의원들은 어떤 선호를

가지고 있었나요?

7. 2007년부터 모바일 투표가 도입되는 등 경선에서 새로운 실험이 시도

됐지만 자발적 참여가 많이 늘어나지 못했습니다. 어떤 요인이 작용

했다고 보시는지요?

8. 한국정당의 특이한 공천형태라고 볼 수도 있는 이른바 중진들의 ‘험지

출마’나 전략적인 차출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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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한국 정당의 공천이 상당히 특이한 형태로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천 파행 등의 모습이 반복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

다고 보시는지요?

10. 그동안의 정치경험을 통해서 볼 때 한국 정당 공천의 문제점은 무엇

이라고 보시는지요?

11. 당권과 대권의 충돌은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바람직한

당청관계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12. 실제 지역구의 당원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지구당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13. 일반적으로 국민여론조사 경선의 경우 현역의원에게 유리하다고

평가됩니다. 의원님의 실제 경선 경험을 말씀해주신다면?

14. 향후 공천제도의 발전방안이나 정당정치의 방향성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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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질문지

(공천신청자용)

1. 공천심사, 면접 등에서 주로 어떤 부분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보시는

지요?

2. 경선은 어떤 방식으로 실시됐나요? 당시 경험을 말씀해주신다면?

3. 경선에서 신인들에게 불리한 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4. 여론조사가 정당 공천의 주요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5. 현재 한국의 정당 조직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평상시

당활동이나 당협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6. 당원들과는 얼마나 접촉하시는지요? 한국 정당의 당원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7. 총선 공천에서 시도당이나 지구당(당협)의 역할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8. 경선과정에서 경쟁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는지요?

9. 권리당원의 표심과 일반시민의 표심에 차이가 있는 편이었나요? 아니면

비슷했나요?

10. 경선 후보들이 경선 투표권자들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이

있는지요? 경선 기간에는 주로 어떤 형태의 운동을 하셨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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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경선 규칙에 보면 청년, 여성 등에 대한 가산점 규정이 있는데요.

혹시 가산점의 적용을 받으셨는지요? 받으셨다면 실제 경선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지요?

12. 개인적으로 볼 때 시스템 공천은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다고 보시는

지요?

13. 계파의 영향력, 계파 내의 지위 등이 공천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

친다고 보시는지요?

14. 온라인 당원은 기존 당원과 비교하여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

시는지요?

15. 당이 내부에서 정치인을 육성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고 이것이

공천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구조가 마련돼 있는지요?

16. 앞으로 공천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고 보시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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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질문지

(공천 관련 실무자용)

1. 정당에서 얼마나 근무하셨는지요? 주로 어떤 부서에서 근무하셨나요?

2. 그동안 몇 번 정도의 총선을 경험하셨는지요? 그 중에 가까이에서

지켜본 공천은 언제였나요?

3. 당시 공천의 특징이나 전체적인 분위기를 말씀해주신다면?

4. 지구당 폐지를 전후로 정당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5. 공천시에 시도당이나 지구당의 역할은 어느 정도인가요?

6. 각 총선의 공심위 구성시 계파 간 안배와 구성상의 특징에 대해 말씀

해주신다면?

7. 한국 정당의 공천이 국민참여경선의 형태로 가지 않았다면, 당원중심

경선이 이뤄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8. 정당의 인물영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9. 정당의 합당 전후로 조직의 변화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 사무처의

변화는 어느 정도인지요? 정당 제도화는 어떤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

는지요?

10. 여론조사 혹은 여론조사 경선은 언제부터 이뤄졌는지요? 공천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1. 역대 총선시의 공천룰 논의에 대해 전반적으로 말씀해주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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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정당법 개정과 정당의 변화, 사무처의 변화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말씀해주신다면?

13. 전체 당 수입 중 당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요? 당 재정의

변화 추이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

14. 당원 경선일 때와 일반국민 경선일 때 시도당의 역할에 차이가 있는

지요?

15. 일반국민 경선으로 진행될 때 당원들의 반응은 어떤지요?

16. 공천 결정에 있어서 지역의 의견은 얼마나 반영된다고 보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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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질문지

(기타 전문가용)

1. 처음 정치권에서 일을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인가요?

2. 그동안 공천과 관련하여 컨설팅이나 도움을 줬던 적은 언제부터였나

요?

3. 진보계열 정당과 보수계열 정당의 공천 상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

각하나요?

4. 양당 간에 당 문화의 차이점, 당원들 혹은 지지자들 성향의 차이점은 무

엇이라고 보시는지요?

5. 그동안 경험했던 총선 공천 중에 인상적이었던 것들에 대해 말씀해주

신다면?

6. 당원구조와 경선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7. 그동안 정당들의 경선방식 변천과정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해주신다

면?

8. 2000년 이후 한국 정당의 공천제도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요?

9. 총선 공천과 대선 공천의 차이점, 혹은 지방선거 공천과의 차이점은 무

엇이라고 보시는지요?

10. 정당정치와 시민정치의 관계, 혹은 시민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와의

관계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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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관위 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공관위 내에서는 어느

정도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는지요?

12. 공천과정에서 정치컨설팅 업체나 여론조사업체 등과 특정 후보자 간

의 유착 관계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

시는지요?

13. 공천에 대해서도 여론조사 만능주의, 소위 ‘여론조사 민주주의’라는

평가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4. 당 차원의 외부인물 영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부적격기

준이나 컷오프 등의 남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소위 ‘시스

템 공천’이 자리잡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15. 공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새로운 공천제도

개혁의 방향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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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earch question of this thesis is why Korean political

parties’ candidate selection failed to engage more people in

participation, without attaining the original reform goals after

adopting an open prima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not to focus

on the background or cause of the introduction of the open

primaries, but to find the factors that the inclusiveness of the

selectorate did not lead to the expanded participation. To this end,

in this study, the major issues of the candidate selection reform,

'inclusiveness without decentralization' and ‘inclusiveness with

de-partization’, which have not been sufficiently address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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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ious studies, were examined in terms of quantity and quality of

participation.

The main argument of this study is that inclusiveness of the

selectorate leads to different results depending on its conditions and

scope. If inclusiveness of the selectorate is achieved along with

decentralization and the scope of inclusiveness does not exceed the

party's boundary, the level of participation will be higher and the

character will be subjective. However, if inclusiveness of the

selectorate is realized under centralized conditions and the scope of

inclusiveness goes to de-partization, the level of participation will

remain lower and the character will be passive.

To support this argument, a scale has been developed that can

objectively measure the inclusiveness of the selectorate and

decentralization in order to empirically analyze the trend of change in

six times from the 16th general election in 2000 to the 21st general

election in 2020. Through this, this study revealed the relationship

between inclusiveness, decentralization, and participation more

positively, and traced the structure in which participation did not

expand despite the increase in the maximum inclusiveness of the

selectorate.

Accordingly, the case study of this thesis was conducted based on

historical institutionalism by dividing the study period into the

following three: 'interrupted change', 'incremental transform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of transformation' of the candidate selection

system.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the open primary, which

had been even called a 'political and historical revolution' at the time

of its introduction, underwent incremental transformation due to

changes in power relations within the party and internal dynamics of

the system without any impact from external factors. In partic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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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form for parliamentary party, which began in earnest with the

revision of the Political Party Act in 2004, broke the balance within

the 'party as organization' and acted as institutional pressure to

deepen centralization and de-partization.

Therefore, the institutional transformation of the open primary was

largely due to the lower level of decentralization, such as

disappearing sub-organizations of the political party followed by the

abolition of district parties caused by the revision of the Political

Party Act in 2004. In a political context with a low level of

decentralization, the mainstream faction that seized power in the party

tried to convert the system so that it could use the ambiguity of the

candidate selection methods to gain an advantage, resulting in failure

to increase the participation rate.

Quantitatively, it was confirmed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that the participation rate was lower than the size of the dues-paying

party members for most of the period except for the 2004 general

election(Open Uri Party and Grand National Party) and the 2012

general election(Democratic United Party). Also, even at such a low

level of participation, party members were excluded or only a limited

participation was guaranteed. It is also noted that since the 2016

general election, 'low participation' and 'passive participation' may

have become fixed for the time being as the primary by mobile

phone poll becomes de facto institutionalized.

Therefore, if the abolition of district parties due to the amendment

of the Political Party Act in 2004 was the first turning point in party

politics after democratization, the second turning point was the

amendment of the Official Election Act in 2015 that made it possible

to conduct an opinion poll using mobile phone security numbers at

candidate selection. In 2004, the cause of party reform made it



- 307 -

possible for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to reach an agreement

to abolish district parties, while in 2015, the cause of candidate

selection reform was followed by the full agreement between the

leaders of two parties. However, the common political consequences

of the two reforms can be characterized by the consolidation of the

established order centered on incumbent legislators and the emptiness

of party politics.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primary by opinion poll is the

outcome of a clever combination of inclusiveness and centralization;

The selectorate is inclusive, but the principal agent of the nomination

operation is the Party in Central Office. Also, the use of opinion polls

as data for nomination screening to determine the life or death of

candidates was a method that was already in use even before the

reform of the nomination system. In the end, the introduction of the

open primary in 2002 turned out that it returned to the old system

after 20 years of experimentation without making any meaningful

changes to the candidate selection system. It failed to overcome the

internal limitations of the method that pursued nomination reform

through inclusiveness with de-partization and without decentralization.

This contradictory reform process also led to transformation of

party organization. This is because, in the absence of offline public

organizations, the only breakthrough is online. The Democratic Party

tried to transform into a network party while renewing the

membership structure by incorporating a large number of its

supporters into online party memberships, and Lee Junseok-led

People’s Party is following a similar path.

In the case of party supporters incorporated in the form of online

party membership, their interactions with the party are extremely

limited, and they have the characteristic of enthusiastically following



- 308 -

the specific politician they support. Rather than being a space for

subjective political activities, a political party merely serves as a

platform for supporting specific politician. Accordingly, the nature of

political participation also takes the orientation of 'personalized

participation'.

As is well known, a political party is a central institution that

enables representative democracy to function normally as a substitute

for direct democracy. However, in the process of reforming the

candidate selection methods, Korea’s political parties gradually reduced

their role. In the absence of the role of political parties, citizens

became an object of instant contact through media and SNS. As the

long breath of deliberation, correction, and sound public sphere

disappeared, the reform of the candidate selection methods also

brought about the unintended consequence of populism.

Therefore, the direction for the candidate selection reform that

Korean political parties should aim for in future should be 'the

revitalization of the party as the center of participation'. This is

because, without decentralization, only expanding inclusiveness will

not solve the problem of sustainable participation from within. From

this point of view, balanced decentralization and participation through

a party will provide party members with an experience of political

subjectivation. Therefore, this study also has practical implications

that ‘strengthening the internal capacity of a political party’ should be

done first rather than ‘mandating inclusiveness of the selectorate’.

keywords : Candidate Selection, Party Politics, Primary, Inclusiveness,

Decentralization,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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