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의 갱따객 생칙에 대한 원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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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 연구는 어띠 e~ 잉에 의에서 e국외 인사엉훌 m기 엉며혀 대링잉싱흩

띠고 운영되고 잉는지. 인시징용m예 잉여하는 주요 영위지를 。)딩

여당 -

힌다

이 연구는 대톨엉 8 -'1신외 정찌 '1

에톨엉

외 잉리혁 신악'''' 쭈잉 초집흩 잊*어 ”히는 것을 a 혀으효
징 -*1 ;0;1 HI정의 실 .a 이딩e 징

염의 의‘톨 여."， 정권의 찌칭 n 쭈.~액으호 히고 잉다고 기잉여고
이허언 욕혀를 딩잉어"

에‘ 각각의 영앤지를이 성익앤 g리쩍 임위기 어

영게 여잉이if{JU7j!t찌)외 엉며혀 인시정 ..~. 인...에 내고 잉는'1 농외

언다 인염 이 연구는 이격의 인사잉영의정도 톨어히고 잉는이 이. 톨에 잉
욱의 인사정톨~. "성히기 써힌 잉인톨 요에@다 g 를혀으효 언긋의 인
사엉훌회의 징여혀 싱 .a 티파에기 위"，냉 ’‘요힌 것은 정딩의 ow억

§ 용i시켜 의원’i의 X’를성을 싱징시키는 것이리 잉 수 있다

..찌이 격띠 인시정g띠 정당 이국 잉잉

I

서흔
언국정치예 있어서 고에 공직자에 얘한 인사갱용여안융 이상파 엉심이 갱쩌히

괴리되어 나타나는 끗도 드융다 이상칙으 .. if 예 인샤갱운회는 얘용링에 외에
예정핑 고쩌 꽁혀 후..지가 륙갱 정부 우써톨 이융 수 있용 안엔 자정과 융펙융 정

야하고 잉는져 의연를예 외에 논외의고 정중잉으포써 후보자의 쩍격성 여우가 가
혀지는 곳이아교 앙 수 잉다 다시 양하연 인사갱용여는 엉엉우가 얘갱￥톨 션찌
1I으호애 권력이 때용영에깨 양리는 현상융 사딩하고 이흩 용에 권력의 우에용 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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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고지 하는 대용영찌외 기용 앤칙인 견1 외 g명이 칙정찍으호 냉엄되는 이상
혀 꽁잔인 것이다 그러나 엉성 속에셔 인사갱문회는 이러힌 이상파는 상당히 다

ε g습융 여 l 나타나고 있다
2006년 7월 18일예 진앵씬 경 '1 종 우총리 깅 교욱인적자원우 장싼 후보자의 인
사갱운회용 하나의 예로 상여보자 이 인사갱운여외 내용융 당고 있는 셰2ω외 갖
회 R욕쩌앤희 여의육훌 읽어보영

주료 "'~성 용찌(김 ‘g 훈 후보자외 ‘g 역문찌나

자에흩의 외국어 고용여g 잉억용찌 동)와 정지걱 용>1，노우앤 띠용형외 '"드인
사 동)톨 종러싹고 여당파 야앙 외앤률이 서호 청예하져 대링훌 하고 잉는 오슬융

’

앙정앙 수 있다 1 용 언싱 욕의 인사갱용회는 악회가 명정우I 경저하는 이상찍
요유와는 엉리 여당과 야땅으로 극펴가 ~영하여 예용령이 내갱언 후보겨톨 여영
용 냉어하l 야당용 종칙하는 여망야풍(1，"’f껴)의 갱짜혀 강용외 풍간으호 나

타나l 있다는것이다

이쳐영 인사갱훈펴가 여‘@야용 '1 갱짜척 강동의 공간으호 자리 간고 있다는 갱
용 처 e 앙g흰 연 구에서 경엉혀으로 갱충원 아 잉다

칙중영

죠진얀

가상중

송영권( lroIl 용 장여갱푸예서 실시원 용 4씌의 극우총리 인사갱용회의 회외을에
얘힌 내용용석용 수영하었다 이융용 얀사갱용희에 창여힌 의앤를외 갱의톨 총

10

가지의 엉주로 구용하여 각각의 엉주에서 여당의연용과 야당의앤률이 어이엔 차

。1 융 요이고 잉는지 상여"-앙다 이 연구외 철펴에 따르영 얻극의 인샤갱용회에서
나타나고 았는 영갱우(의:øl tt Jt는 앵저히 갱당간 양식 (iJUtf.þ(Uη_l 이다

예

’Hï어 야당의앤풍용 후요자외 비용리객 융연용 잉깅는 생용용 li이 하고 딴대호

여당의띤용옹 후보자외 용리용제에 대언 긍정적 내용융 앙고 잉는 갱용융 li이 하

는 것으호 나타났다 또한 후요자의 차거 용직업우에 대한 명가얘 있어서도 여당

1) 여당의앤킥 야당의앤외 갱예@ 예” ‘R에서 잉에규 얻니라영 의앤。l 경영웅 .f보셔 인
샤갱 g여에시 W~ 아용의 내용용 인사갱 g여의 주정 혹혀이 후잉λ}의 농찍파 셔씌에

예언 정층이라는 이상여 용’어져 ”용융 져언하는 내용이라 흥。 1&다

-

그허냐껴

(깅 후&지의) 놓역융 의잉여는 사앙e 엉늠 것 ‘습니다 예냐”잉 여야 가지 즉민의

이 8이 있었져인 잉언우리잉 갱￥" 어잉ε 깅~하고 창‘예정￥가 >1"꺼져 & 예껴져
궁갱의 중싱에서 여허 가지 갱씨 놓어율 앙찌하셨고 냐를이 g 잉 8싱 잉’ *진하허고
'"혀예 요신 기서에 앵상 자i:1~고 잉었기 예용에 아아 능역& 씌싱야거나 이힌 것용
。}년 것 강습니다‘(셰2roJ1

';:-J1 .il~쩌엔 에"외 욕 셰6，í.. S2혹l

인사갱용회의 갱아석 성칙에 대언 앤인 {안씌

"

의인용옹 긍정적으호 영가하는 한연 야당의띤응용 우정적인 영기흉 주호 하는 동
각각의 영주애서 여

야 의앤흩옹 "1 우 상안원 i이텅융 보여추었다 이러@ 경파는

이상객인 인사갱운펴는 안타강재도 단지 우리의 완녕 속얘 여 부료고 있용 !’이라
는 엉용 객나라하재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용의 연구는 한국에서 인사갱문회가 여

야간 갱파척 대링의 꽁안이

라는 정용 어히고 있용 한 예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았는지에 대한 논의융 온격
격으호 진척시키고 있지 옷하다는 한재가 있다

인사청훈씌에서 나타나는 여앙야

공 앤싱얘 대얻 앤인융 야히는 작업용 매우 충요하다 왜냐하연 이는 하나의 정시
적 현상에 내재원 인파완제용 규영힌다는 억융석 차씬에서 문얀 아니라 얻학의 국

회용 얀진시켜야 한다는 실용적이고 당위척인 차원에서도 의이용 지니고 있기 예
용이다 현상옳 잉현시키는 앤인이 유영되지 않고는 효야석인 운져왜경 천략융 잦
아내기 어허용것이다
따라서

01

연구는 어이한 씬인 4 의얘서 한국외 인샤청운회가 정여석 내인양상

용 띠고 용영의 l 있는지용 여히는 것용 주원 용걱으로 힌다 씬인용 규녕하는데

있어서 이 연구는 인사갱운회얘 장여하는 주.ll. 앵에자§ 대용령

야당 여당-의

앙리척 션이에 주원 초갱융 잊추고자 힌다 이 연구의 구성옹 다용과 경다 우션

쩌 "장예서 인사정운회의 주원 창여자인 대용령

야당 여당의 이시객 선효구조가

어영재 잉사갱운회의 갱파척 성격으호 이어지고 있는지 11힌다 찌 III장에서는 우

리와 g온 대용영제 용i↑뀐력 구죠t'P1 Ul하고 있는 이즉의 인사갱운회 제도훌 소
개하고 어언 요인에 의혜

1

이국의 인사갱푼회는 힌국파 강이 청에한 여

대견구도호 치당지 않는지용 살펴온다

야 강

야지악으료 제 l V장옹 경온으로서 한즉의

인사갱용회용 견얘와 iI형의 앤리가 작용하는 이상혀 영얘로 안천시켜 나가기 위
에서 어이한 노린이 영요한지옹 논하도확 한다

Il

쟁지 앵워자의 압리적 선댁으로서의 정따적 인사챙문회

이 연구는 인사갱운회에 장여하는 주요 뺑 .. 자호 대홍경

야당 그리고 여당에

주잉힌다 " 인사청문회에 장여 하는 얘쩌자톨옹 이 이외에도 개연 국회의연 싼f‘
언용기딴 국민 응 얘우 팡잉위앤 웅포용 이암 수 있다 그러나 외의 세 앵쩌자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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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 91 1! 나어지는 고위 용직자 잉영과정얘 있어서 중심이 아년 주연부에 며용고 있
다 록 이을용 인사갱용회의 과정과 경과에 어느 정도 영향융 이 청 수 있으나 그

영향용 칙정척인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것얘 국한되어 있기 얘풍에 그 중요성이
상대칙으로 영어갱 수엮에 없다고 딴안왼다 여라서 이 연구는 대용영 야당 그리

l

여당에 '"정융 잊추어 논의 용 전개하고지 얻다

1 대톨영

온 연구는 한국의 대용령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욕껴옹 제한원 영기 용안 자

신이 지니고 있는 정치걱

정에죄 비천율 구현하는 것이라 가갱한다 용용 정치인

률의 궁극적인 욕적융 재션에서 찾고 있는 연구동이 않아 존재하여 (Mayhew 1974

FKlri na 1989) 이는 얘우 영특력 있는 가정이라 사료원다 그러 냐 한국의 경우 현
엉에 규갱외어 있는 것져엉 한 번 이상 대용영칙융 수앵하는 것이 용가능하기 예
용에

얘용령에깨 있어서 재선보다는 잉기 내 정책척 비션의 실현이 보다 충요한

안건이 필 수있다고양수있다 이언 대용령의 궁극적 욕혀융전제로었융얘 애
용영용 인사갱문회 과정에 있어서 어이한 앵홍& 취항으g써 칙대힌의 효용용 확

보양 수 있는가? 종이 구셰 칙으호 어언 종유의 인용 옹 고외 공직자호 잉영하는 것
이 정치객

정찍적 비 전의 실현이라는 자신의 용걱융 가장 효과적으료 엉성양 수

있겠는가?
가장 충요얻 인용 선갱기춘옹 자신의 '1 천융 구현하는예 그 사링이 영아나 엄조

척영 수 았는가아는 갱이다 약 자신얘 얘언 충성싱이 얘우 중.Jl얻 기훈이 영 수엮

얘 었다는 것이다 대용령의 입장에서 용 예 개인적인 능혁과 자정옹 뛰어나지안
자신의 갱치적

정찍격 이전용 장유하지 않거나 실현시킬 의도용 지니고 있지 않

용 인웅용 충성싱용 았지인 능혁이 영어지는 인용에 비얘 더 기피혜야안 양 존재

2) 상 옐역으호 인사갱 g회에 양어하는 흔져 는 각 정양 소용의 의앤§이다 그러나 한묵씨
엉 갱당외 기훌이 강@ 상양예셔 。l 흩용 끼법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정당이하는 엉의 구
생믿으호 인사갱 용여에 앙여하고 "다고 호는 것이 더 타당하아고 잉 수 있다 한국 에

서 " 영 의씬에 대@ 정당의 영양혁이 었 아나 강@지 는 의앤i 의 g경(이엉우

.m

선

친영 -)이냐 상잉애앤찌 앙용 (가상중 2007 ) 당앤흩외 인식 (강띤히 1α) 중 여허

용야에서와인앙수잉다

인사갱 g회외 갱아쩍 생킥에 얘안 씬인 용석

로 인식핑 가능성이 농다

η

얘 냐하연 총생성용 었지안 능력 이 영어지는 인용동이

잉영되었융 정우 최악의 상 11 0 1 라 양지라도 당순히 정책의 성공적 갱뺑이 싣 패료

-I!o}가는 수춘에 냉추겠지안 능허용 있지만 충성싱。1 없는 인용흉이 임영원 정우
는 대용령의 션호와 정안대되는 l앙향으로 갱찍이 추진영 외엉성이 상존하기 예용

이다

”

융 ξ 자신의 정치적

정에객 비션의 구엉융 중요한 욕걱으로 하는 대용령

에재 있어서 웅역과 충성싱& 경비한 인융이 왜션의 션액이 원다는 정에는 의싱의
여지가 없다(안영영 200 1) 그러나 능린차 총성싱이라는 두 가지 기준융 오두 안
혹시키기 어경다는 현싱융 고혀할 예 가충씨는 충성싱 확애 ￥영 가놓성이 높다고

양수있다
한영 충성섭이 대용영의 잉영 선 액 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또 다응
요인이 종재얻다 바로 싼료에 대힌 정시적 용제외 용찌이다 대용영의 이 천융 실
현하기 외 에서는 정찍용 갱앵하는 완료율의 도용이 철얘칙으로 영요하아 그러 나
이용의 도용옹 자흥적으로 야보되는 것이 아니다 션거용 용에 깅견한 정치인과
완료초식 간의 한져

그리고 한..얘 대힌 갱치척 용셰익 영요성용 경세학예서 개

안되었언 주인 대리인 오생융 용에서 생영되어철 수 있다(양제진

2003: M∞ 1984

Ross 1913: Wrx피 뼈 Wmerman 1991 ) 이 요엔에 따르연 주인용 대리인융 자신이
원하는 것융 효과척으로 수앵앙 것이라는 기대 용 가지고 고용얻다 그러나 대리인

옹 주인얘 얘힌 외우융 지커지 않으려끄 하는 유인용 지니고 ~다 주인온 대리인
이 하는 영 에 얘한 선운걱 지식이 었융 가능 성 이 높고 재다가 대 리인이 우슨 일융
하l 있는지 영일이 요니터한 수도 없는 상망이기 얘용이다 경국 주인-대 '1 인의
9계는 정보의 비대갱성 (information에 ‘.ymmetry ) 옹 주잉 륙성으g 하고 있으며

이

예푼에 대리인융용 책잉회피(‘hiTtin냉)용 앙 유인용 가진다고 항 수 있다
이려얻 주인 대리인 요엔융 정치인과 완료외 싼계 속에 얘잉하여 온다연 대리인
인 완료등용 주인인 정치인의 옷융 어기고 자신등의 이혜찬왜용 후구양 가웅성이

31

녁슨과 카터 얘용영의 정우 집권초기에 각 우 '1 에서 앙용*아는 하급 영""에 대한 잉영
융 직정 e장하지 앙고 'i-셔동 넙g한 정@룰예에 녕겨주연셔 용성싱보다는 영"률의

능역에 입각@ 영영용 하하고 요구하었다 그러나 이을응 용 자신률이 추구하는 갱에 률
이 잉앤이 씬.ttitsl 죠칙껴인 안양에 4당씨는 상밍에 애연하. >1 었고 곁국 g은 인
사연& 자신외 수중에 갱중시써 융성싱예 잉각언 엉영~.，.견인 수야에 었었다

'''''''띠ie ! ~‘ 2001: f>fiπ;.，r 200 1)

78

힌육정:l: lj연구

~17~ 세 9호 (2008)

혼재한다 일단 특정 정에죄 사안에 대혜 완효동용 정치인융보다 우영안 전용성과
정보용 지니요 있다

‘)

또한 완료들옹 그흩 고유익 이에싼찌용 지니고 있으여

(Niskanen 197J: N씨때 F.뼈 1m ) 따라셔 정치인의 원정이 아니라 자신돔의
앙정에서 정에적 고려톨 양 가능성도 종재한다 결국 정치인파 찬"의 관계에 있
어서도 정보의 이대갱생이 존재하여 이는 환효율얘게 애우 유리하게 작용되고 잉

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싼료용의 책잉여여 현상이 실 제 호 종찌한다는 정온

정에적 혹언에서 정치인을외 완료에 대한 용제가 엉아나 1<와걱으로 이후어지고
잉는지에 대얘 운석 한 않옹 연구등에 의혜 경헝척으흐 잉충원 바 있다(Golden

1992:

Wo<잉 a잉 Waterman

1993)

경국 대용령용 씬효용 용셰 뼈야안 하는 존재로 인식항 가놓성이 농 다

그리고

이용에 대현 용찌는 대용영의 갱에걱 비션융 당보해냉 수 잉는 총 8 싱& 지년 인
용용 그 싼료죠칙외 수장얘 앙히는 것으로부터 시작혀다

요듀 굉효률용 자신 률의

사경ξ호 대에하기 융가능에다는 정융 고려힐 예 그을융 아끌 인용융 자신얘 농용
충성싱용 보이는 인용로 잉영하는 것이 대용령에게 있어서 안효죠직에 대한 용제

썩융 강희시키는 가장 현싱적인 대안이 핑 수악예 없다 ( M∞ 1985) 게다가 대용영
의 인사잉영이 싼표융 갱치객 a로 용찌하기 휘현 가장 '"파척인 방엉이라는 연구
깅과도 혼재힌다 ( Wα찌 andWatennan 1991 )

한연 충성싱이 정대척으호 중요한 지요가 되어야안 하는 또 하나의 이유호 임명
잉 공칙자가 앙료죠칙에 포획 (rnptured) 의어 대양경의 찢과는 상안펀 정갱용 한 가

웅성이 종쩌엉다는 정용 용 수 있다(딩“여s 200] ) 용직자가 션용생파 뚜렷언 이
예완제톨 지니고 잉는 완료조직 송에 용어가재 외연 그응용 용재하기보다는 오'(

혀 그흩과 용<l되어 한료의 이예싼계훌 대연하는 존재로 연"앙 수 있다
. ) 이혀언 정용 @국의 정우

‘

'1

심하다고

”

”

여라서

수 잉다 한국용 지역주의칙 톨생 예 g에

갱당이냐 정씨인i이 갱씨끽 1 양 능혁훌 키율 수 잉;긍 정씨객 @경이 ")견되지 않았었
다 게 다가 엔국의 u응용 권에추의쩍 갱권 시정우터 전운칙 "1:>< 륙와잉 갱에끼엉
영앵 능혁& 방천시켜 왔다(강잉에 2001 ) 이러@ 생양용 얻국의 경우 갱치인피 연~
시아의 정보의 "1 띠갱생이 영씬 악화되어 영생핑 수 잉다는 갯융 외미하여 따라서 한
굿의 H는 q를 나라률 외 .~보다 에잉훌 에여앙 가능생이 더욕

H'"

았다는 갱

&시 사힌다

" 노우앤 갱권 초기의 융영싼 이"용상우 장안이 예 g적인 ’이스라 영 수 있다 진이객
이고 ~수객인 엉양이 강안 외 i용상우 안예셔 윤영 g 정‘3용 정셔 "우연 얘용영의 외

인샤엉용뼈의 정짜적 성격예 얘언 앤인 용씌

자신의 정치적

’

7

정 책 적 비전융 싱엉하고자 하는 대용영용 어인 일이 있어도 자신

의 뜻용 아톨 수 있는 왕성싱융 "유한 인용 g 융 찬직얘 앙히고자 하는 유인이 존
쩌힌다끄 앙 수 있다 이러영 대용령융의 유인용 갱영상

깅대중 정켠에는 강옹

지역출신융융 장원으호 잉영하고자 하는 앵얘로 노우현 대용영 예는 양온 이녕척
코드용 지년 인용융융 잉영하고자 하는 앵얘로 그리 l 현얘 이영악 대용영옹 소

예 고소영

2003

강우자 라인얘 혹힌 인용을융 잉영하는 얘태로 나타냐고 있다(양재진

정왕호

2005)

정" 잉기 내에 자신의 정 찌걱 비션의 성연융 옥적으흐 하는 예용영의 입장에서

는 웅혁파 천용성오 중요하지얀 우엇보다도 자신얘 얘한 충성도가 눔으며 셔호 유
사한 정치걱

정찌적 션효용 지니고 있는 인용용 잉영하는 것이 가장 앙리척인 언

액 이 원다고 앙 수 있다 그영다연 인사청문회 용 수앵하는 직껑격인 당사자융인
야당과 여양용 어머얻 궁극객 욕적용 지니고 있고 또 그러한 욕적이 어영애 인사
갱운희얘서 이툴의 에외 얘언융 경갱짓는가9 이 연구는 여당과 야당의 긍극적 욕

적용 차기 갱권 '1 찍 욕이아 가정한다 측 얘션예서 승리하여 집권세력이 와는 것

이 이융의 주원 욕적이라는 것이다

‘ 그렇다연 이을의 이와 갱옹 옥객이 인사갱문

펴에서 이흩의 앵외 용 어떻게 규정갯는지 언져 야당우터 상여보도짝 하자

2

야당

야당옹 자신의 정치객

정 에 적 션"와 대용영의 갱치적

갱에혀 선호가 유사하

지 않는 힌 대용영 에 대한 충성도가 §용 인용의 잉앵옹 ~대한 악아야 항 것으호
간주앙 것이다 압에서도 언급하었지안 충성도가 효용 인용융 잉영하는 것용 완 ..

에 대한 대용영의 정치척 용셰 을 가장 효과척으갈 이월어낼 수 있는 수단이 핀다
이와 장응 정융 갱셰을 앙 예

얘용렁에 얘한 충성싱이 농용 인용이 정부 우서의

수안으호 1}용하는 경우 국가정책의 잉안과 성앵이 대용령의 의중얘로 나아잘 가

능성이 얘우 높아진다고 연 수 잉다 。1 는 야당의 정책객 선호가 세대로 안영의지

쿄정에적 기조아 상안피 는 주갱& 하게 되었:i! . .:J. 경껴} 션척걱 .!!.Æ 정정!Õ!jl 앙~다

" 정영의 주인 용색용 권혁의 의 ξ 또는 에특엔 연혁외 용지에 잉다는 갱용 익에 양혀진
사실이다(신 •• 승 2006: Ib‘ ns 1 9~7 )

80

언룰영* 연구

:;;t 17 입 세 2호 ( 2008)

옷엉 얘 갱부의 정 책 이 징앵원다는 용연애서 이용에게 용이익융 가져다주는 것이

라 인식의어센다 그리고 얀약 그러엉 갱책이 성용이라도 거두찌 되어 대용영과
여당의 업적으호 인정외어진다연 다용 대용령 선거에서 야당옹 에 우 용리엔 잉장

에 처하세 핑 가놓성이 있다 여라서 야당용 그러한 인융의 잉영율 악기 위한 혹옹
최대한의 홈집융 내기 위얻 천 잉"객인 공세 융 연치고자 하는 유인융 가징다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가장 혼한 "111과 용격용 도억껴

어지고 잉다(최춘영 외

20081

윤리적 차원에서 이쭈

한극의 정우 권위주의적 용재정권이 상당히 요갱

기간 동안 유지헤어요연서 사회 천안적으로 우예와 부정이 인연하재 의었다 이리
힌 상횡옹 기생셰얘외 않옹 경우가 의식적이든 우의식적이 ε 우얘와 부정에 영쭈
핑 가놓성율 높었다 안타깡지안 우리의 기성세대는 영어서 언지 안 나오는 정우

가 드운 사회가 원 것이다 이러한 현성 속에서 후보자가 과거에 비도억척이고 갱
영하지 옷얻일용혔다는것융잊아내는것용비쿄객 쉬옹일이 되었다 게아가야
당용 인사갱용회에서 그러한 형외용 잉중앙 영요도 없다 그러현 정영이 있다는

추정안으로도 한 인용에 대한 도억성옹 싱각얻 타격용 양용 수 있기 예용이다

t!

연 야당옹 후보율의 피거 풍직엄우에 대한 영가얘 있어서도 얘우 신링@ 공킥융
기하l 있다

이 파갱에셔 야양용 후보용이 내정원 칙 씌 얘 엉요한 전용성과 놓혁

융 지니고 있지 옷하다는 정 또한 드러내고자 언다

후보자의 도억생와 전운성이 손상되는 경우 그의 리더심 자써도 혼흩리~ 원다
따각서 비 S 그가 잉앵왼다 하더라도 Jt파걱으로 앙료조직융 용세하고 이끌기는
힘은 상앙이 반생한 가놓성이 높다

대용령의 정치척

정국 X 진등의 정책적 성호 ~p.• 이 용 보이는

갱찌적 비션이 성용적으호 구혐되는 것용 악거나 적어도 지연

시킬 수 있다는 흑연에셔 야당의 이 러한 앵위는 -!우 효과객힐 수 있다 더구나 이

러한 앵애는 비도억적이고 비션용적으로 영가되는 인용융 내갱한 대용령에게도
액잉용 용용 수 있는 멍이 용 쩌용한다는 연에서 그혀고 。l 톨 정얘 대용령의 연워

애 손상융 임영 수 있다는 연에서 푸가적인 이갱이 존재한다고 힐 수 있다
야당용 인사갱운회예서 후보자에 대힌 풍격안용 하는 것이 아니다 야영옹 인사
갱운회 용 대용령의 갱에 옹 "1 딴항'1 용시애 자신의 정액객 대안융 제 시한 수 있는
기회의 장으호 황용앙 수 있다 일반적으호 인사갱풍회는 않용 언ξ의 죠영융 방
는 정치객 이벤트이다 용 않용 유권자융의 안싱이 인사청문회예 집충원 여지가

많다 는 양이다 이힌 상망에서 앵정부의 갱 책 얘 대한 이연용 하고 또 자신융의 정

인샤갱용괴의 정찌혀 생칙에 얘언 앤인 샌석

"

에적 대안을 계시하는 것응 야당에게는 애우 긍갱적인 가치용 제공안 수 있다 왜

냐하영 않용 유권자동에게 대용영과 여당이 정에격으로 설에 톨 거융하는 국갱웅

영웅역이 없는 흔재라는 것용 각인시키는 것과 용시에 자신의 갱에적 대안융 선션
항으로써 갱책적 용연예서 자신에게 유리한 아젠다용 앵성항 기 '1 용 엉용 수 잉기
에푼이다 그러고 이러한 정과는 차기 얘용령션거에서 야당얘재 에우 유려하찌 착
용앙가능성이 있다
야당이 인사갱용회에서 이와 갱이 정예용 즐러싼 공 i앙융 전개하는 것온 이동얘

제 또 다용 긍정격인 경과쯤 안풍어냉 여지가 있다 야당의 대용령의 정액얘 대한
' 1 안옹 인샤갱훈회용 지켜보고 있는 않용 유권자ξ얘 대얻 얼종의 교육효과5 장

용에낼 수 있다 극가정에용 일안인등이 영게 이혜양 수 없는 내용융 앙고 있는 경
우가 않다 정우얘 의 1여 안흩어지는 갱외예 대한 갱확힌 이 빼가 없는 상앵얘서 일

인 유권자용용 수용칙으효 그러한 정에융 1깅。}을일 가능성이 농다 그려나 야당예
의해 그러힌 정책이 지나고 있는 용재정판이 제키외는 정우 유권자을옹 종 이 신

충하깨 갱푸의 정에얘 대한 고허용 앙 수 있다” 이언 정우 국우위핀툴옹 갱에흩
잉l 안하고 깅맹영 예 국인의 여용용 용 더 싱각하찌 고려해야 하기 에운에 앵용에
더 않용 재약용 ，~재 씬다l 앙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찌약옹 효용적인 정에칩앵

용 ’~，얘하는 요소로 삭용함으로써 대용령의 정에걱 비천의 섣현애 주핑 장애요인
이 딩수있다
깅국 대용링의 충성도 농용 인용의 잉명에 대한 야당의 안용용 대용영이 추구하

는 정에이 생용석으로 이우어지는 것융 억셰하기 해얘 최대언 !<혁하는 것으로 용
약핑 수 있다 그리고 이률의 이러한 노혁의 이연에는 자기 대권융 찍욕하기 위한

옥적 이 내 찌되어 있다 히 대용영이 성꽁한 대용령으호 영가되어정 정우 다용 션거
7) 정치앤리트가 여 g의 엉성에 이용 영양융 이잉 수 있다는 생용 Z이1er( 1992 ) 톨 장조하시
요

' ) 시기 얘용껑이 자신이 용앙 정당에서 나오는 것용 의앤§의 끼인져 아익와도 직경원다
우선 여당의앤으효서 누경 수 잉는 여당 프리이엉을 아R 앙 수 딩다 예. 률어 당

’u ‘

갱

간 조융융 용에 국가갱에외 잉안아 겁 q 에 야당의앤을보다 앙용 영양& 이인다ε지 국

가갱혜의 @양에 야용 영양융 앙는 이익갱당으"우터 보다 앙용 션거자긍융

수

있다은지 륙에샤엉융 지진의 지역구에서 쇠시하셰 안률 가능성이 놓아진다툴지 하는
것 용이 여당 E혀이엉이라 안 ι; 잉다 이라얀 외씬S표셔 누영 수 잉는 프리이엉 이
외에，，*리나 생8 용 엠갱우 각 ft!C 잉영영 가농성도 존찌하여

각 ft호 잉영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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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야당이 숭리항 악용용 영어궐 수앙애 었다 따라서 애용영의 정 찌 혀 성흥옳

최대한 경찌하고 억찌앙~효써 야당의 후보가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용 정하재 안
드는 것이 야당애재 잉어서 얘우 중요하다고 항 우 있으며

대용킹의 정헤쩍 비션

융 좌정시키기 쩌한 야당의 노력용 쟁에의 엉안과 정앵의 시정이 되는 고위 공격

자 잉앵과갱우터 온격책으호 사각>l고 있다고 하겠다 이
3 여g

그형아연 갱권의 재장용융 욕적으호 하는 여당응 인사갱운회에서 어떠한 앵"
용 선헥!! 것인가? 일안 여당옹 지진의 션호에 천적으로 안하는 인용이 아닌 정우

에는 대 세 ζ 대용영의 경갱융 지지하는 차원얘서 인사청운회 톨 진예하고자 양 것

으，，1')단원다

…우선 여당용 야당외 후보자애 대한 도억성파 선문성융 타깃으로

한 공애 S 우아시키기 외에 않온 노역융 기웅이고 있나 측 여당옹 후보자의 도억

성파 천문성에 얘한 야당의 공세가 은꺼 없는 것입옹 "히거나 후보자호 하여금
소영힐 수 있는 기회용 주는데 주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후보자융 내정얻 애
용령의 세연와 연쩌 ξ 세외주는 동시얘 잉영딩 자의 X과적인 엉우수앵융 양보해

내기 위에서라고 힐 수 있다
..얻 여당온 대용영의 갱에걱 기죠용 후보자에찌 찌민식시키기 외한 노혁용 한

정우 ’정엽우의 수앵& 용히여 소에 양하는 얘권수엄 융 앙융 수 잉다 률은 성용척

인 엉우톨 수’얻 정우에는 스스로’ 강핵언 자기 얘권추자호 거용나제 앙 여지도 잉
다 자기 갱연와 의 혹& 써에 융애인다는 것용 잉연 갱당이 아는 조혀의 욕씌& 쩌예 자
신외 이 에"셰흩 풍속시키는 외타핵 ”씨얀으" 이에핑 소지가 잉다 그러나 그허언 예

셰익 이연에 는 엉엉얻 1 인적 이예타」이라능 안"성이 자려 양고 있다고 앙 수 있다

‘

' ) 이는 어예 이국에서 망생하고 있는 다흥 주안에 외언 정쳐 (poIiticJ by 01

-)가

함에 도 그얘"- 씩용되어생 수 있다는 갱융 의이 e다 G..뼈와 Shef\er( I 9'Xl)는 선꺼
예셔 웅혀하는 것이 지상파얘기 외어 갱찌의 입안이냐 잉앵외 §연 & 우~I'이고 육호나
사영씩 기스와같용여

야간외 우자이힌정여객 융양이 져옥야끄있는싱앙융가리쳐

"틀 수연에 잉언 갱시 라는 "녕올 용에 션영하요 있다
10) 그히나 여당의 성호에 인하는 인융이 rH'’령에 외에 내갱，)었다 하더각도 엄 인사갱 용
여 찌도 육에서 여당아 이 톨 션혀으로 거부하기는 앵 등 상양이다 이에 얘에서 는 애춘
영

이용 용 ( 2000) 융 앙죠하시오

인샤갱용피의 정이적 성킥에 대언 잉인 양씌

"

다 이러한 앵위는 크깨 우 가지의 욕적융 지닐 수 았다 하나는 후보자에재 정책

의 우선순위상 어잉게 두어야 하는지 영시칙으혹 하영으로써 후보자의 향후 염우
진앵에 대한 연종의 로드앤융 이리 영정해 놓는 것이라 힐 수 있다 다응 하나는

그러한 정책이 예 명요한지에 대앤 논의용 용에서 일반 유권자융용 대상으로 정책
검앵의 정당성용 찌용하기 에앙이다 이 '1 한 앵써는 정에에 얘얻 유권자의 지지잉

와보앙으호써 후보가용이 잉영 '1 었융 정우 앤양얻 엄우수앵이 가능하오를 융기
왜안것이약한수잉다

한연 여당옹 예예'" 후보자에 게 자신이 원하는 정에적 사안융 제시하고 이용 국
가갱책얘 안영앙 것융 요구하기도 얻다 안국의 경우 아직까지도 국가갱에의 주도

권온 긋피가 아니라 앵정우가 혀고 있다(천진영 잉@ 최정앤 20(6) 극무총리나
장판의 경정이 국가정찌의 입안얘 있어서 "1 우 중요하다고 함 얘 인사갱문회에서

후보자융 야당의 꽁세로우터 보호예주는 대가로 자신이 원하는 정에적 사안융 일
갱 우용 국가 정책에 안영하도욕 요구하는 것 자세는 여당으흐서는 지극히 앙리객
이라 인식당 여지가 많다고 보인다

여당이 사기 대선혜서 또 다시 *려하기 위얘서는 대용영이 성공적인 엉척용

*

융 영요가 있다 성공적인 대용명이 되기 위해서는 성용객인 정예정얘야 영수객이

다 그리고 정에의 성꽁 여우는 그 정액의 입인과 정얘얘 일차걱인 책잉이 있는 고
위 용직자용이 영아나 "파적으효 영우용 수앵할 수 잊는가에 알려 있다 그리고
고외 공껴지용의 효과적 염우수앵용 '1 예서는 이증이 인사갱푼펴용 처얘얻 생공

적으호 용과예야 항 밍요가 잉다 인사갱문~얘서 여당이 야당외 정치적 용격으호
우터 걱극적으로 후보자요 보호하고자 하는 이유는 션국 정권 재장충이라는 지싱
옵의 욕적용 。1 쭈기 위얻 앙리갱 션택의 소산이나

요약하자연 인사 잉영과정에서 여
유는 대용영

야 간 정치쩍 용영이 청예하게 전개되는 이

여당 그리고 야당의 욕적과 이 흩 당성하기 위언 이융의 엉리적 앵외

에 긴인히 연갱되어 었다 자신의 정지적

정책적 비션용 구현하고지 하는 대용영

응 충성싱 위주의 인 g효 정우용 구성하고자 한다 차기 대컨의 획득융 욕걱으로

하는 야당온 대용령의 정책이 생꽁객￡포 이주어지는 것융 악거나 척어도 지연시
키기 써뼈 후보자얘 대한 그이고 대용영과 여당의 정액얘 대얻 정치적 용격용 시

도하고자 힌다 아산가지호 대용영의 갱찌적 성용이 정권 재창증과 칙걸핑다는 것

응 인석하고 었는 여당용 대용영이 내정얻 인용에 대한 야당의 공격융 최대한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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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고 애용영파 지}신융의 정액의 갱당성융 에증하고자 많온 노역옹 기융이고 있

다 이러한 영외자융의 앙'1 적 선액이 하냐요 모아씬 얘 인사청문회는 여앙야용의
정짜칙 인사갱문예호 거융나게 의는 것이나

그러나 고위 공직자 잉영킥갱이 대용영 여당 야당의 앙리적 션얘얘 기초g 애
이후어졌다교 예서 그 자셰 g 갱양화되어정 수 있는 것온 아니다 용영 개션의 어
지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인 개션온 현재 때용영+여당 대 (m 야당으료 짜여
있는 긍한적 대염싼예앙 어잉게 허우는가에 당혀 있다고 보인다 원든적으로 생각

하연 의외로 예정찌온 간단하다 대쟁영 야 여당이 고위 꽁칙자용 잉영하는얘 있어
서 야당과 서토 양의과정융 거쳐 타협정융 찾용 수 있찌 안동연 '1 기 예용이다 운

제는 세로성 재잉써영 일망의 융리 71 상대방의 얘얘로 인식되는 상앙 하에서 그러
한합의와타협용어영식으호도웅빼냉수있겠는가하는것이다 이연구는그러
한 에경책이 정당의 기&용 완화시써 의쩌읍의 자융성용 신장시키는 것에서 좌아

갤 수 있다는 쟁을 안히고자 한다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융 잉충하기 위예 다용 장

에서는 의원의 >1 융생 수준이 '.우 농옹 이국의 상씬얘서 인사정운회가 어잉재 이
우어지고 있는지용 살펴보도i용 하겠다

III

경혜와 균영 속의 꽁직자 임명과정

미국의 경우

이긍 영양현엉 제 2죠 셰 2앙에는 -얘용영용 상띤외 조언과 용의 (Advict: llnd

Con.mll) 용 얻어 장직자용 잉영-한다고 영시앙으로써 대용령이 인사임영에 있어서

자의적인 권한융 뺑사하지 옷하도욕 엉색인 세약융 안흩어 *고 있다 측 대용령
이 앵갱부 고해 용직자얘 대한 임영권용 지니지안 이용 싱원의 용의홉 요하재 안

등으호써 앵갱부와 엉엉부 사이의 권력의 추가 어느 힌 쪽으로 기용지 옷하게 안
윷었다는 것이다 올흔 미국의 않용 대용영윷이 이러한 상앤의 견제에 융안옹 둥

로혜 온 것이 사질이며

",

잉영파정에서 자신의 영양혁융 극대화하기 위얘 인사용

11 ) 에톨 흩어 낙승 얘용영옹 언엉용 오애 얘*영에 제 안 잉영권융 ￥여하영으며 따라셔 얘
용영외 ”연용 대용영의 정q 에 외예 이 F어져야지 다옹 사링을의 갱어에 의에 화갱되

어서는 잉 잉다고 토효앙 아 있다(타~，“찌&아 " ")

인사징 g외외 정여객 성격에 얘한 씬인 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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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용 전당하고 있는 앵정죠객의 창성 및 재연올 "잉없이 시도에 오고 있다

(Mackentie 1996 , 200 1: J>fi ffncr200l) 그영에도 g 구하고상원의인춘권용인사잉
，~ 깨잉에 앙여하는 오ε 얘외자용이 숙지하고 따야야안 하는 중요한 재임의 영칙

으로 자리 간고 있다는 데에는 이은의 여지가 없다 ( B κler 2001: Mockcnzìc 2(0 1)
미국의 대용영이 잉영한 수 있는 정우 잔표 중 상씬의 인준이 영 a한 대상용 연

，~싼사 대사 풍사 및 영사 각 앵갱우시의 네 앤깨까지의 고위직

군 고외직 용

이다(정상야 뼈4 ) 미국의 공에자 잉영아정용 간략히 정이하연 다용과 장다(칙연
호

악종회 2000) 우션 대용영이 공직자용 지영하고 이 톨 용g힌 후 상앤얘 인준

용의안융 제용하는 것으로 잉'~i!j-갱이 시작원다 이 용의안온 상앤 옹에의얘 보고
되고 소싼 상임위인회에 회우원다 상임위원회는 후보자얘 대한 인사청문회 R 개

최하l 후보자의 걱격성 여우 g 위띤찌 소속 의띤응의 표정로 경정한다 li경로
깅정원 사안유 인중견고 껴의안의 앵식으로 갱리되어 삿잉 용회의얘 보고헤어지

다 상앤 용회의에서 최종객으로 인중 여우에 대한 g혼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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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준 여우 8 경갱

하늠 ￥요용 성시앤다 인중용 상앤 채객의연 과안수 이상의 찬성으로 이우어진
다

미국외 이와 강옹 고위직 용우원 잉영 세오는 한국의 재도와 얘우 유사하다 그
러나 한국과는 얄리 이국의 인사잉영과정애서 여앙파 야당이 치영한 정찍적 강동

융일 iζ키는경우는얘우드용다'"그영다연 이국의 인사잉영파정이 힌국셔렁 대
용경+여당 대(’"f) 야당의 극한척 정치적 대검으호 치당지 않는 이유는 우엇인
가? 여혀 이유가 있을 수 잉겠지안 가장 중요힌 것으호 깨연 상앤의앤용이 인사잉

영과정에서 애우 §온 ，)윷성과 영양혁융 엔사양 수 있도짝 세도적인 "장이 이후
어지고 있다는 사성용 용 수 잉다 대요적인 제 도 잊 가지훌 톨 어 3ι져

우선 보유 (1WId) 라는 껴도가 흔째언다 ( Biκlcr 2001: Mackenzic 2001 ) 보유는 상
잉~앤회용 용파한 욕정 업안이나 인중연고안이 상원 용찌의에 상정>)어 논의되

기 전에 이 에 대한 보다 않용 정보가 영요하다고 딴단하는 상앤의연이 상원 아수
당 지도자(시@η μαk，) 나 소수당 지도자 (Minorir)' lLader)에찌 요구하여 온회의

>2) 이국의 정우에도 이 a여 자추 정아쩍 강용이 앙생하는 인샤갱용찌가 있다 아호 얘엄영
에 대앙 인사갱용회인'. 이는 얘.앙의 잉기가 중신져이기 예용에 그 중요성이 상대색
으효 캉 수안에 없어서라 앙 수 잉다( ~뼈” ‘찌 50，‘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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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상정되는 것융 연기혜알라고 요갱하는 얘도이다 찬얘적으로 갱당 지도자동응

보휴용 요갱한 의씬융의 요구용 흩어주며 보유풍 신갱한 의앤이 보휴결정& 정회
힐 예까지 용정 사안얘 대한 온회의 상갱융 긍지시킨다 보휴는 상앤의밍이라연

누구나 신갱앙 수 잉으며 보유톨 신갱한 의앤용의 이용용 꽁깨외지 않는다 '" 따
라서 대용영이나 후보자는 누가 보쥬용 걸고 있는지 확인하기 거의 용가능하다
이러한 보휴규혀옹혹히 하g완료의 임명파정에서 자주사용외어지고 잉는에 대
용영외 잉영권애 대한 상인의 주요한 견제수단으호 자리얘깅되고 있다
성씬용 또한 의사진앵앙예 (filibllslu) 아는 유척융 허용하고 잉다 ( Mac kellzic

2m, ) 의사진앵앵에강 용피의에 륙정 엉안이나 인춘권고안이 상갱의었융 예 이것
이 용회의에 서 논의외는 것 자에톨 상원의 회기가 g냥 예까지 악는 것융 허용하

는 셰도이아 한 영의 상씬의앤얘 의예서도 이후어갱 수 있으며 예예호 영영의 의
앤용이 서흐 교얘하여 익사진때앙얘용 영갱 수 있다 용을 이용 언용 수 있찌 하는

상씬외 규애도 존재한다(상앤규칙 져 22조)
채객의씬의 3푼의

2 이상이

의사총견규칙이라 알려는 이 규칙용

잔생하띤 의사진행앙헤융 종료시일 수 있다

그러나

상씬 찌척의원 3 분의 2의 용의 8 구하기는 얘우 어연다는 응연에서 의사진앵양해
.".내기는 싱갱객으g 힘융다고 앙 수 있다
인사엄영과정얘서 대용영용 견제앙 수 잉는 상씬의 또 아용 수당용 야흐 아우경
~용융 혀하지 않는 것이다 ( Mackeru‘ 200 ] : Mκm이yand Raz갱“~， 잊~)

인줄옹

우요용 용예서 최총 영갱외는 것이다 그러나 후g일정융 상원의 스케줄에 포항시

키지 않고 그대호 앵치하여 의회의 회기가 총iì.되는 경우 그 인중용의안용 자용적
으호 찌기외어진다 이언 경우 대용영옹 요은 인사앙영과갱융 애용게 다시 시작하

여야 하는 상양얘 처하재 원다
한언 이국에 1 는 정당의 힘이 다용 극가률에 비 예 상대격으료 약하다는 갱도 상

웬외앤융의 지융성용 신장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원아 1‘) 이국에서 소슨 의원율에
13) "106찌 의뼈예서 다수앙 지도자 T~ω*야 소수영 지도겨 T~ """'"용 오유용 신갱
얻 상잉의앤외 아톰용 장1 앙 것이라끄 션영하였다 그어나 이러한 것용 싱 1 호지커지
고 잉지 않늪 성갱이다 ( Binder 2(x씨

이) 1 980':! 대우터 미국 갱앙의 기을이 강찌되끄 있다는 여이 충거 i이 앙견되고 잉다(처춘
영 Xαa: Rohde

199 ]j

그업에도 용구하고 미국의 갱당용 유힘이나 다S 민주주외 극

가흩외 갱영에 이에 쇼용 의인률에 얘한 영양역아 성얘적으로 혀다고 양 수 외"

인샤갱용회외 정찌칙 성칙에 얘한 앤인 용씌

대한 정당의 영양익이 약한 이유는 다용과 강다

r

우션 미국 의회선거에서 갱당의

후보률용 공션이 아니라 예비선거에 의혜 경정원다는 정용 융 수 있다 장갱언 선
거과정용 거셔 후보용이 정에지기 때운에 누가 후보가 되는가 하는 문제는 정당의

리더가 아니라 후보 개인의 역량에 당허 았다고 힐 수 잉다 이언 상앵얘서 의씬풍
옹 갱앙 리더등에게 우조건적으로 용중안 영요성용 느껴지 않는아 미국 갱당의
영향혁이 언어지는 또 다응 이유는 의연등외 청저한 지억구 안리와 직성적인 완연

성이 있다(애춘영 2004b: Fe nno 1978: FlOÒ na 19η

1989: park:δ 1992) 의원융용

당션원 직후우터 자신의 지억구에 탄탄한 지지기반융 안응어 놓기 위얘 않응 노력

융 기용이고 잉으여

이러한 노려 억운에 현역의원의 "'.

이상이 재선에 성꽁하

고 있다 이처영 의웬융의 져선 여푸가 정당이나 중앙정치 차씬얘서 경갱되는 것
이 아니라 지역구 원리혀운 의원등의 개녕척 노역에 의얘 대부용 깅갱되고 있는

상양에서 정당의 의앤얘 대한 영양력온 잉어징 수밖에 없다
상원얘는 상연의씬 깨개인애게 이와 강옹 강릭한 셰도척 원안이 주어져 있고
또 갱당의 기용도 약하기 예훈에 만약 애용영이 상원의원등의 선호와 크재 동얻어

져 있는 인용융 내갱하게 되는 경우 어언 식으호은 인중융 받지 옷하게 핑 가웅성
이 높아 이러한 것용 양지하기 에해 얘용령용 앵갱부처에서 은우안 공식자즙 선

정양 때 싱앤의인율의 션호한 걱극적으로 안영하고자 힌다 ( Macl.:e n zie 198 1

M<C>ny .쩌 없쩨ùan 1999) 대용령용 상앤의원용의 선호용 파악하기 위얘 여러
상

하원의원등의 죠언융 구하는 것으호 양혀져 있다 대용영용 상하연 내의 여당

지도자훌이나 내정자 '1 충신지역융 대연하고 잉는 의앤흩 g영 상임위원회냐 소

위원회의 위앤장 중 다양힌 의앤동의 의견용 쯤고 내갱자훌 션정하게 원다 ( Bi ndcr
2001; Moc l.:enzie 1996) 대 용영온 상연애서 야당이 소수당인 정우라 앙지라도 이
올의 선호용 우시항 수 없는 상영이다 얘냐하연 보유냐 의사진앵망혜 강옹 규칙
용 한 영 또는 소수의 상씬의앤안으효도 후보자액 대얻 인중용 우산시힐 수 있재
예주기 예운이다 이렇재 찌도적으로 대용령이 상원의원용의 션호용 고려에야 하
는 상앙용 경국 않용 상원의원융융 안쪽시갤안한 인용& 내갱하도륙 안을여

이

예운에 큰 강퉁 없이 인사잉영파갱이 종경원 수 있다고 안 수 았나

얘용영의 이러한 노쩍에도 용구하고 상씬의 션호도와 흥영어진 인용흩이 내정
'1 어 보유나 의사진영앙혜와 강용 상씬의원틀의 견제수단이 얀용되는 경우가 존

쩌힌다 그 '1 나 이경 정우에도 대용영파 대정영의 내정자용 인대하는 상원의앤율

88

힌국징치연구

찌 17 잉 세 9호 (2008)

샤이에 갱치적 타협이 형성핀 가능성이 앞다 우혀 3αU여 영이 녕는 연앙정 우 씬

"융용 잉영혜야 하는 대풍령온 그 충 몇 자리용 g정 상앤의앤。1 앤하는 인응토
애용 수 있는 여져가 있다 따라서 인사잉냉용 서로 잊바꾸는 일종의 갱치척 거래

가 싼생앙 가놓성이 높다는 것이다 ( Mackenzie 2(0 1) 얻언 후보자가 자신의 인춘
융 거우하는 상원의원이 씬하는 갱잭칙 사안용 앵정우의 정에에 앤영하겠다는 약
속용 함으로써 인춘가경아 이후어지는 경우도 존재힌다 ( Mockenzie 198 1, 2(01)
전딴적으호 미국의 인사잉영파갱온 대용령+여당 대 (fi) 야당의 갱치적 대링보

다는 양자 간의 정치척 엄의와 아엉이 비교척 자주 일어나고 잊다고 암단딩다 이
영깨 핀 이유8 간단히 요약하지}띤 다응과 깐다 우선 상원의앤용 정당의 영양역

으호부터 상대척으로 자유호우여 또한 단옥척으호 인사잉영와정율 l앙혜항 수 있
는 제도척 연언융 지니고 있다

용 상원의앤등온 인사잉영과정얘서 애우 농용 수

종의 자융성용 양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앵얘서 인사갱운회에 창여하는 의
앤종용 소송 정당의 앙파적 이예판계용 이나 자신의 청학과 소신에 기안하여 후보
자에 대한 갱중용 양 가능성이 표다고 하겠다 한연 대용령옹 후보지용 내정한 얘
원 수 있으연 않용 상연의연등의 선호함 1간영하고자 하는 유인융 지니고 있기 얘

용예 정여혀인 인용보다는 얘판객으요 능력용 인정항용얀한 인용용 내정하고자
언다 이는 인사갱훈회에서 여

야 간 정파척 대링의 수중융 낮추는 또 다흔 원인

이 원다 아지악으료 미국에서는 상원의 인풍융 요하는 대상의 수가 애우 않기 에
운얘 얘용령파 상원의원톨 사이에 후보자융 괴환하는 정치적 거래가 딴생암 여지

가 않다 욕 타엉융 가능하재 하는 자앤이 비교적 용푸하여

이는 인사잉영괴정얘

앙하는 예워지융호 하여긍 극인쩍인 대링 R다는 적정한 수준에서 타협하는 것이
생씬 "용 보상용 가져다주는 얀경융 조성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인사잉영파정 자새가 완역하다고는 안 수 없으여 개션외어야 힐
부용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나 가장 얘"척인 용찌 충 하냐는 인춘과정의 기강

이 정얘져 잉지 않다는 것이다 안약 얻 상원의원이 호퓨용 신갱하고 이용 정희하
지 않깨 외는 경우 인훈질악가 도용외기까지 상양히 요생 시간융 요내 야 하는 문

제가 땅생한다 실제로 1 990녕대에 흩어서 인중파정의 기간이 당격히 충가하고 있
다고 우허용 찌기하는 학자용이

성앙수 촌쩌얻다 ( B inder

2001: Loon띠 . 2001

Pfi ffner 2(01) 인춘과정이 경어진다는 것용 그안콩 영갱￥ 내의 여러 주요 직씨이

용석으호 상당히 오랫용안 냥아있어야 함용 의미하는 것으로 앵정우의 Jt파적인

인샤갱용회의 갱여객 성칙에 대얻 앤인 g색

.,

엉우수애에 많용지장이 앙생한 소지가잉다고 항수 있다

다용 운찌는 '1 욕 인사잉영파갱에서 경찌와 g영이라는 원칙융 내세워 대용영

의 자의칙 권력용 쩌약하는얘 성용하었지얀 권력의 추가 상왼 쪽으포 지나치재 기
융어 져 있다는 인성융 지쑤기 어업다는 정융 흩 수 있다 의사진앵망얘나 보휴와

경용 경찌수당옹 성갱적으로 한 영의 상씬의앤에 의얘서오 성용걱으호 이"어영
수 있는 것률이다 옥 소수의 견혜가 다수의 견해흩 양도양 수 있는 여지가 얘우
농온 상앙이라 힐 수 있다 이러얻 규찍 억용얘 상앤의앤흩의 선호는 대용령의 경

갱에 혀극적으호 안영영 수 있겠지안 대용령이 자신의 션호에 잉각한 션액융 영
수 있는 혹옹 그안융 줄어률 수암에 없다
이국의 인사잉영과갱파 이용 규갱하는 제도는 여

야 간 극한 정치격 대링옳 얘

대하고 있는 한국의 인사잉영파갱융 개선하는에 있어셔 진지하깨 고려에융안한
강생용 지니 l 있는 것으로 앙단핀다 그러 나 앙서 논의얻 것처영 이국의 인사잉

냉과정도 완액하다고는 앙 수 없다 언굿의 고위 용직자 잉영과갱애 대한 개혁용
하기 껴에서는 이러한 용제 정을융 피혜강 수 잉는 슐기가 훨요하다고 하겠다

IV

결론

。1 장에서는 결용얘 대신하여 지긍껴지의 논의얘 기호하여 얻묵의 요해 용애자

인사잉영 와갱융 개선시키기 애인 망안융 논의예 보도혹 하겠다 우선 정당에 속

악의어 있는 의원외 자융성융 신장시검 명요가 있다 3깅의 '1 장 이후 의원{옴에
대한 정당 리더의 영향력용 다소 약화되었다고 힐 수 았다 그러나 지난 18대 총션

에서 나타났듯이 당실에에찌 장 옷 보이연 용천에서 양악 '1 는 것파 갱온 징계용
망는 힌국의 상생융 고혀힐 예 의앤의 자용껑이 이즉의 수준안큼 "0)갱 것이라고

예단하기는 얘우 어연다 이런 상양에서 인사갱운 -1 얘 장여하는 의연률온 지신률
의 철학이나 소신이 아니아 자신이 속힌 정당의 엉장얘서 갱운 <1 11용융 조융양

수밖에 없재 원다 정당의 옥쩍이 정건획득이라 압 예 갱당의 입장용 반영한다는
것옹울여

야간정에한갱파쩍강용용예고하는것이라힐수있다

우 언찌 개션영안옹 인샤갱푼-1 의 기간파 연계의어진다 한극의 인사갱용회 기
간옹 a 잉호 규갱외여 었다 이는 내청자얘 대예 정찍하고 심도 깅용 갱중올 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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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턱없이 g옹 기간이 라 양 수 있다 이런 상영에서 후보자에 대한 셰 대호 원

정중율 수앵한다는 것옹 어용생성이다 의웬§이 후보자에 대한 보다 상세얻 갱보

§ 의륙하고 훈석앙 수 있는 시간융 와보힌다는 옥연에서 인사갱훈회 기강용 안드
시 늘어나야 양 것이다 그이나 미국서영 기간융 따로 갱하지 않아 우얻갱으로 인

사잉영과정용 진앵하게 되는 경우 앵정부처의 공액과 질용 현상이 자주 항생함 수
있으 E호 기간융 우한갱으호 갱에도 안 원 것이다 영아의 기간이 적정한 기간인
지에 대얘 보다 싱도 깅용 논의가 앵요하다고 하겠다

아지악으로 인사갱용희 대상용 이극셔엉 엉히는 망안도 고려얘용안 하다 앙에
서도 논의했지안 인중대상의 영해 ' f 잉융수륙 대용령과 의앤융 사이얘 갱치적 타

협이 안생양 가능성이 g다 애용 흩어 고위칙 앙우앤의 정우 얘용령파 여양의 선
호에 잉각하여 잉영하고 그 보다 낮용 칙에용 야당의 성호에 맞추어 임영항 수 있

다연 서로간의 갱치척 강풍을 상당 우용 완화사킹 수 있다 야당의 입장에서는 지

산즐의 션"용 안영하는 완료율이 1I 1~ 낮용 직책이지안 완료죠칙에 융어강 수 있
기 예운얘 대용령의 찢대로 국가정헤이 잉안외고 겁얘되는 상'11융 일정 우용 억제
안 수 있는 여지용 냥겨 용 수 있다 안떤

대용령과 여당옹 야당과의 타엉융 용예

야당외 깅요한 정치적 용세와 고휘 영직 후보자에 얘힌 용갱 내키 률 앙소시힐 수
있다는 용연에서 후보자의 잉영가능성차 엉우효융성융 높일 수 있다는 장껑이 잊
&수았다

용용 여기서 찌시찍어 잉는 개션책률이 영아나 효파격일 수 있는가 하는 껑용
용 더 많용 연구융 수앵항으호써 "혀갱 수 있융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션 혜용

이 100% 효과@ 지닌 것이라 힐지라도 갱시척 ~정의 사이에 따라 인사잉영과정

양상용 당라갱 수 있다는 갱융 영싱앙 영요가 았다 예용 든다연 야당이 국회 내
다수석 융 차지하고 있는 상앙파 그영지 않용 상앙옹 임영과정융 상당히 다용 양상

으호 양션시킬 소치가 있다 또는 대용령의 스타일이 갱치걱 타엉보다는 자신의
씬혀와 소신에 어 종정융 우는 경우 아우리 야당이 다수석융 정하고 있다하더라
도 야당의 션호용 션어 고혀하지 않고 후보자용 내갱하여 갱치적 강용 융 충혹시힐

수도 있용 것이다 한언 때용영의 잉기 앙에 인사임명파갱이 시작의는 경우는 집

권호기에 실시외는 잉영파갱보다 앤씬 어려옹 상망이 양생양 가놓성도 있다 그러
나 이러한 여러 환경객 요인률의 영앵온 영구적인 것이 야니라 일샤혀이다 인사

갱운회에서 여야 간 정치혀 대경의 수위 II 션안적으료 얻어뜨리기 외얻 노력이 시

인사갱용피의 정짜적 성회에 예@ 띤인 ￥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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