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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자유 민주주의 제제의 핵심적 작용 원리 증 하나는 여러 개의 상이한 정치 집단이 국인의

지지를 엉기 위해 선거에서 경쟁한다는 것이다 각 정당이 국민등의 관싱을 블안한 정책율
개발하거나 매력적인 후보를 영입하려고 애쓰는 것은 선거 경갱어 서 선택의 대안이 외기
위한 것이다 다운즈 (Downs 1957)가 시장에서의 기엽 경쟁으로부터 선거에서 정당 정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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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를 유추한 것은 이런 점에서 봉 때 설득력이 있다 정당 간 공정한 경쟁 구도의 확엽은
민주화 이후효택1 정치에서도 애우 중요한과제였다 민주화로 이곤 직선제 개 헌’의 구호는

다릎 아닌 공쩡한 경쟁의 룰에 대한 국민적 여망의 발로였기 때문이다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199 7 년과 2 007 년 두 차예 선거를 풍해 여야 간 정권 교체가 이뤄지연서 정당 간

경쟁의 블은 비교적 공고하게 확혐되었다 정당 지지가 지역주의에 기반해 왔지만 지역 간
대결과 연합을 흉한 정쟁이 정따 간 권력 교제로까지 이어지는 둥 지역주의 정당 구도라고
해도 다당적 경쟁의 확립이랴는정에서는 민주주의 공고화에 적짧게 71 여해 왔다
이처럼 중앙 정치에서 다당적 정쟁과 그호 인한 권력의 이전이 이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지방 수준 (sub-nationa l level)에서는 다당적 경쟁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원리가 세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 원인은 역시 지역주의 정당 구도
때문이다 중앙 정치에서와는 달리 지역적으로 분할왼 정당 지지 구도 속에서 각 지역
내부에서는’ 의미 있는 정갱이 제대 로 이뤄지지 못한 채 지역별로 일당 지배 체제 가
확립되어 왔다 지역주의 영향권에 놓인 지역의 유권자들응 그 지역의 패권 정당 이외에 는
사실상 수용 가능한 대안 세력을 갖지 옷했다 더옥이 단순다수제 선거제도와 지역주의

투R 행태의 경합은 이러한 배타적이고 예쇄적인 구초윤 더욱 공고하게 만들었다 중앙
정치 수준에서와는 탈리 지역 단위에서 지역주의는 다당적 경쟁을 어렵게 함으로써
유권자를의 정치적 선택의 쪽을 크게 제약해 옹 것이다 다시 알해 지역주의는 지역
수준에서 갱당 정치의 독과정 혹은 카르텔 구초등 확립하여 새로운 대안 세력의 출현올
막고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을 제약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선거 경쟁의 역동성을 약화시켜
왔다 따라서 지역 단위 선거에서도 정당 처 계가 보다 개방적이고 다당적 경쟁이 허용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중요하다

이 글의 옥적은 지역 수준어 서 나타나는 정당 체제의 예쇄성융 극복하고 보다 개방적인
형태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잭융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이 글에서

주목하는 점은 현챙 정당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갱당 설립의 요건과 관현된 것이다 이
글의 주장은 중앙 갱치적 단위안을 고려한 현행 정당법 규정을 이원화하여 지역 수준에서
정당 설업이 가능힐 수 있노록 바써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현챙 방식은 서울 중심의
하향식 정당 창당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지역을 근거로 한 정당 창당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응 바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여건이 마련되어야 지역주의에 토대을 둔 예쇄적인
정당구죠，지역벌일당지배 i 제의문제정융큰원적으로극복할수있다는주장이다
특히 이런 새선 방향은 시방화， 분권이 강조되는 최근의 추세와도 부함한다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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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갱치의 또 다른 문제점은 서윷의 정지 안이 모든 정치적 논의의 중심에 놓 여 있었다는
사실이 다， 지방자치가 꾸준히 발전되어 왔고 분권적 거 벼 년스가 세계화와 함께 거부할 수

없는 큰 흐릎으로 다가오고 있지안 실질적으토 지방정치 “ca l p이 i l i cs) 1l릎 황성화하려는
노력은 크게 부족했다(박재욱 류재현 2000) 지방정치 역시 국회의원이나 해당 지역

당원협의회 위원장(혹은 과거의 지구당 위원장)의 강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지방의회
의원이 옥자성을 갖지 못하고 중앙 정치에 예속되어 왔다는 비판이 않았다 지방정치의
독자성이 취약하게 된 데 에 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역 왜권 갱당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지방 갱치 역시 그 정당의 독정적 영향권에서 엇어나기 어렵다는 사실과
긴밀한 관현이 있다 이런 점에서 용 때 지방 정치에서 예쇄적 정당 구조를 깨트리는 것은
지방정치가 중앙 정치의 의존， 예속으로부터 벗어나 독자성올 회복하도록 하는데도 매우
증요한 조건이 되는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으로부터 지역주의 정치 극복과 갱당 제계의
개방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II. 현행 정당법 상의 정당 설립 규정 검토
비교정치적으로 올 때 정당의 설컵 요건을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는 그리 많지 않다 정당이랴는 조직의 충현과 방선이 서구의 경우 민주주의의
역사적 발전 과갱 속에서 시민사회로부터 자발적으로 조직되었거나 혹은 의회 내에서

형성된 집단이 선거권의 확대와 함께 유권자 집단과의 정지적 연셰픔 도보하Ð~ 한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Du verg e r 1964) 즉 서구에서 정당은 국가 기구적 속성보다는
자발적 검사체의 속성을 그 71 원부터 강하게 지니고 있었다 그러내 최근에 틀어서는
카르텔 정당 (c a rl c l part y) 의 통장처럼 국가 보초금 등 국가 지원올 망게 되는 정우가

않아지면서 서구 갱치에서도 공적 자금 지원의 조건 풍 정당에 대한 엉쩍 규정이 일요하게
되었고， 또 2차 세계대전 이후 옥일에서처럽 민주주의 제제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정당의
등장을 억제하기 위한 자원에서 정당엽이 제정되기도 했다 영국에서는 1 9 90 년대에
1 ) 여기서 말하는 지앙정치는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 풍 국가 하위 단위(su b- nal io na l )에서
이뤄지는 갱치적 활용」융 의미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일안적으표는 지방자치라는
용어가 이 않이 사용되어 왔지안 이는 지냉 수준애서 나타나는 민주적 장여나 정치적 행위용

의미하기보다 f냉정적 익이로 해석되는 경우가않아여기서는 지양정치로표연올용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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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의 부때 관련 스캔들이 이어지연서 정치자금 규제 동의 옥적으로 2000년 정당，
선거， 국인투표엉(politi cal Parties, Elections and Rcferendum Acl 2뼈)이 제정되었다

이처렁 민주주의 진전과 함께 자연스럽게 정당이 형성， 발전되어 온 서구 민주주의
국가와는 탈리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을에서는 권력 장악과 홍치를 위한 갱치적
동원의 목적에서 정당이 ‘만 들어지연서 이에 대한 엉적인 요건이 엘요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정당에 판한 규정은 1 94<; 년 11 월 23 일 공포한 미군정 법영 55조의
정당에 관한 규칙‘으로 껴떤 형식으로나 정치적 활용에 종사하는 자로서 된 3인 이상의

단재 로 규정하였다 애우 느슨한 형태의 규정임을 얄 수 있다 제2공화국 때인 1960년 7월
l 일 공포왼 신문 퉁 정당의 둥록에 관한 법률어 서는 갱당의 등록， 정당의 인원 수， 황동
개황， 회계 개항 퉁을 국우원 사무처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였다(김수갑 2005 , 1 8이
우리나라에서 갱당을 본격적인 영적 규제의 대상으로 상게 된 것은 5 -16 군사 쿠데타
이후의 일이다 제 2공화국의 정치적 ‘혼란의 극복 용 쿠데타의 영분으로 상았던 박갱희
세력의 입장에서는 “종전의 무질서했던 쟁당제제를 새롭게 하고 새로운 정당쳐 제를 용해
의회정치 질서의 확보와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차원에서 정당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박정회의 표현올 빌려연， ‘파당 의식 속에서 국회가 정쟁을 위한 무대가 됨으로써 의사당이

시장바닥과 다를 것이 없고 의원이 쟁치 므로커로 변해 버린 혼란 상태를 그대로 두고서
진정한 정당 정치와 민주주의가 일선하기를 바라는 것은 쓰레기홍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과 죠금도 다를 바 없다는 것"(싱지연 2004, 165-166 재인용)이다 이에 따라
1962 년 처음 만들어진 정당영에서는 법정 지구당 수블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구의 113
이상으로 하고， 지역별로도 서올‘ 부산， 각 도의 다섯 꿋 이상에 시 도당올 두고 최하위
단위인 각 지구당의 최소 당원 수는 50 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했다(<요

1> 창조) 이

때 만들어진 조항은 이후 정당법의 근간으로 큰 변화 없이 배우 오랜 시간동안 이어져
오게 왼다 그러나 이 때 재정왼 정당엉은 갱당의 구성， 성립， 발기인의 수와 자격， 법정
지구당 수 등의 연에서 요건을 지나치게 강화하고 또 선판위에 퉁록하도록 함으로써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쟁당 설링의 자유나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언이 있었다는
비딴(심지연 2여)4， 166)융 받을 안쨌다 륙히 이런 정당 성립 요건의 강화는 혁신계 정당

총현 7냉얘올 배제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녔다 이러한 엄 규정에 따르연 최소한 44개의
지구당에 2 ，200 영 이상의 법정 당원 수용 갖춰야 했는데 당시까지 가장 강력한 핵신
정당이었던 진보당의 당세가 가장 확장되었던 1956 년의 지구당 수가 39개였다는 사실올
고려하연 혁신계 정당을 설립한다는 것은 매우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 된 것이다

예쇄적지역정당구죠와정치깨혀

(김수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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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 187)

이러한 정당 규정은 1969년에는 더욱 강화되어 법정 지구당의 수를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구의 l α 이상으로까지 늘렸고 지구당의 최소 당원 수도 100인 이상으로 강화했다
하지만 1 972 년에는 이처럼 엄격한 설링 요건융 지역구 선거구의 1/3, 최소당원 수 50인，
그리고 시 도당의 숫자도 세 곳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정당 섣립 요건을 완화했지만
이것이 유신제제 하어 서 이 뤄진 결정이라는 점 에 서 쟁당 황홍올 황성화하기 위한 시도로
올 수는 없올 것 같다 이러한 법 규정은 198011 전두환의 5공화국 충엉 이후에는 법정
지구당의 수를 국회의원 지 역 구의 1/4 이상으로 더 낮아졌고 최소 당원 수도 3 0 인
이상으로 완화되었다 이 때 만들어진 정당 설 립 요건은 이후에도 대제로 큰 연화 없이
유지되어 왔는데 법정 지구당 요건만이 민주화 이후 크게 완화되었다 1 989 년에는 법정
지구당 요건이 1/5 이상으로 완화되었고 1993 년에는

1/10 이상으로까지 그 요건이 대폭

울어들었다 2004년 정치관계 법 개정과 함께 지구당응 예지하기로 하맨 이와 관련된
영적조항은예기되었다
〈표 1 >융 보연 우리나라 정당엉에서 규정하는 정당 설컵옹 위한 하부 초직의 형식적인

요건이 매우 강초되고 있응을 알 수 있다 실제 창당 갤자" 역시 그리 간단하지 않다 <K
2>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안내하는 창당 절차이다 우리 나라에서 창당 절차는 중앙당

창당으로부터 시작되며 창당 준비 과정마다 신고， 승인， 신청， 공고 등 구제적인 법 초항의
규정을 많이 받는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정당 창당 과정에 국가의 규제 혹은 개입의
여지가 많다 우리나라에서 창당 과정이 절차적으로 복잡하고 규제가 많다는 것융 보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경우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영국에서는 1 998년 정당 퉁록엉 (Ihe

Regìstration of Polilical Parties

A이 1 998)이 처응

으로 제정되었다 이 냉에서는 쟁당의 둥록 엉무을 별도의 기구 설치 없이 일반 기업의 퉁록
업 무 를 관장하는 기존의 회사둥록국(t he

Regi strar of Companie s)에 망겼으나， 2에0 년

쟁당， 선거， 국민투표엽 제정과 함께 선거 관리위원회가 설립되연서 정당 등록 업무를

선관위로 이전하도록 하였다 정당 퉁록이 법적으로 규정되었음에도 울구하고 영국어 서
정당의 둥록은 매우 간단하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의 예 가지 사항올 제충하고
1 5 C 따운드 (2 8만 원 정도)의 둥혹비룹 내연 자동적으로 둥륙이 왼다 제충해야 하는 샤항은

@ 정당영 (party name), @ 당직자의 이릅과 주소( namc s and addrcsses of ccrtain office

2) hnp://www. nec. go.kr/(경색일 200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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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당 설립을 위해 요구g반 조직 구성의 업적 요건

엉쟁지구당의수

1%2 년

지역구선거구

12웰 JI 웰

총수의 I ß 이상

시도당의수

지구당최소

비고

당원의수

서융，부산시，도
가운데 다섯꿋

국가재건최고

50인이상

회의제갱

이상운산

1%9년

지역구선거구

l 월 23일

종수의 1 12 이상

1972연

시역구선거구

서융，부산시.도

12월 30일

총수의 I ß 이상

기녁은에 ]이상분산

위와강응

7대국회개갱

100인 이상

50언이상

비상국무회의깨정

λ↑용， 부산시，도
1 980년

지역선거구

' 1웅에 3 이상분산

I ’ 월2s일

총수의 114 이상

+ 한곳에지구당

(유신체제)
국샤보위잉엉

30인이상

회의개갱

(5공화국)

총수의 114 초과 g 가

1989년

지역구션거구

3원2s일

총수의 115 이상

위와같응

위와강응

Il대국회개정

위와같음

위와강응

14대국회개정

1 / 1 0 이상

위와갈옹

위와강응

IS대국회개정

빼지

5 이상의시 도당

1993년

지역구선거구

12월 27일

총수의 111。 이상

1991 년
12씬Il일
2004년
3 월 12일

시 ι 도당

16대국회

l 천인이상

(지 구당예지핑)

충처 http끼 i kms.assembly.go.kr 국회엉원갱보지식시스탱

holders), @ 당헌 사본 1 부(， ∞Ipy ofthe party's ∞ nstitution)， @ 정당의 자금 판리 업무를
규갱하는 회계정차 (a

financial scheme which sets out

aπ-a ngemenls

for regulatÎng the

financial affai rs of the pa끼y)l! 퉁이다 영국의 경우 엉적 규정이 아련되었다고 해서 정당
설립에 대한 초건이 까다롭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이

엄애 정당은 세 종류까지의 정당 상정 (embl ems)융 퉁륙항 수 있고， 일단 둥혹이 원 정당은

안드시 모든 종류의 선거에 후보끼별 용마시켜야한다는 규갱도포항되어 있다

예쇄적지역정당구죠와정치개혁

(H

7

2)우E 니라의 정당 상딩절차
구체적내용

단계

가) 20인 이상의 알기인이 창당발기인대회릉 개칙하여 발기취지，

제 1 단계

중앙당창당

규약， 영갱융 정하고 대g자 회제책입자 퉁올 선임히애 중앙

준비위원회

당창당준비위원회용 결성

결성신고

나)중앙당창당순비위원회 경성신고
다)신고일포부터 6앤 이내에서 창당안동
가) 10인 이상의 말기인이 발기인대회를 개최하여 말기취지， 대g

자웅응 쟁하여 시 도당장당준비위원회용 킬성
제2 단계

시도당장당및

나) 관항 시 도안에 주소블 둔 1 ，000인 이상의 당원 확보

동흑신갱

다) 시 도당창당대회용깨최하여대 g자간부등올선임
라)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숭인을 방은 후 시

도 선거관리위

원회에시 도당동혹신챙빛회계책임자선임신고
가) l깨이상의시 도당등록퉁창양 준비완료

제3단계

중앙당장당잊
풍욕신청

나) 집회개최일 전 5일꺼지 일간신문에 창당대회 개최공고

다)증앙당창당대회용 개최하여 강령 (기본정책) 및 당헌의 채택‘
대표자 간부 퉁융 선잉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둥혹신청
및회계책임자선임신고

이번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의 정당 성링에 대해 살며보기로 한다" 연방제 국가인
이국에서는 연방 정우 차원에서는 정당 설립 요건이 영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

별로 죠금씩 상이한 정당 설립 규정이 존재한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정당 설립융 위해서는
정당 등록(by regi s tration)이나 청원 ( by petition )의 방식응 따를 수 있다 정당 풍록을
위해서는 유권자의

1%

이상이 정당 영칭이 포함된 등록 서약서응 작성해야 하고， 쟁원에

의한 경우에는 여러 카운티에 거주하는 10% 이상의 유권자의 서영을 받。싸 한다 또한
정당 둥록올 위해서는 묘커스나 전당대회에서 정당 영칭을 정하고 입시 당작자풍 선총해서
이릎과 주소를 영기하여 주 국무장관에게 공식적으로 제출하연 된다 영국과 미국의
샤혜가 보앤혀인 정당 성링 요건을 대 g한다고 올 수는 없올지 올라도 ?리나라에서의

정당 성협과 비교하연 그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하다고 할수 있다 특히 영국과 비교하연

우리나라의 정당 설컵 절차는 너무 복잡하며，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주 유권자의 1%,

10%

요건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2

약 조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켠자가 복잡하다고 올

4) 에tp :llww‘잉‘ca.govl이 ectionsfelections_l. htm(경색일 2 여)9. 1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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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없다
한연<표 1 >에서 본 우리나라 정당 결성의 또 다른 특성은 서올 중싱의 사고 중앙
정치 중싱이라는 접이다 정당엉 제3 조(구성 )에는 i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영시 광역시

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

도당으로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서울에 중앙당올 두어야 한다는 규정은 1 962년 정당엉 제정 당시부터 존재해 온
것이다 당시 법규어 서는 충앙당 산하에 지구당， 당 지부 혹은 연락사무소를 하위 단위에
둥 수 있도흑 했고 2004년 시구탕을 예지하기로 한 이후에는 서올에 두어야 하는 중앙당

"ðJ-1부에 시 도당을 둘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서올에 중앙당을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왼 척은 없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고 분권화가 충요한 시대적 회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법적 규정은 지방정치의 항성화를 악고 정당이 지역을 기반으로 자생적으로
성장해 올 수 있는 기회를 악는 의도하지 않은‘ 정치쩍 결과를 낳고 있다 어떤 연에서
온다연 이러한 규정은 모든 것이 서울로 홍하는’ 중앙집권적 사고， 서윷 중심의 사고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방화， 분권화의 시대에는 정당의 중앙당이 반드시
서융에안 위치해야만 한다는 규정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해 툴 수 있다 그러한 딴단은

정당 스스로 내리연 될 일이지 법적인 규정을 용해 강제할 펼요까지는 없다는 것이다 이런
죠향이 문제가 되는 것은 골머리에서 제기한 것처럽 지방 수준에서의 일당 지애 재제릎

깨기 위해서는 특정 지방올 거정으로 하는 대안적 정당의 충현을 용이하도록 만드는 일이
중요한데， 서울에 중앙당을 설립하도혹한 현행 규정이 이을 어렵게 안을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한연 이러한 멍 규쟁은 정당 설립이 ‘위효부터의 히}향식’ 혹은 ‘중앙으로부터
지방으로의 위계적 방향으로 이춰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표 2 >에서 온 정당

설컵 절차가 그런 특성을 장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정당이 자생적인 결사초직이라연 정당
설립의 방향이 굳이 하향식이어야 하거나 안드시 위계적인 형태로 이뤄져야 할 뭘요는
없다 지방올 중싱으로 쟁당 설립의 운통이 언저 일어나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연서

중앙당의 절성에까지 이트는 정당 설립의 역의 방향 역시 가능해야하기 때운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정당 설립 요건을 어렵게 하고 또 서울에 중앙당융 두도록 한 현행
정당 설립 규정은 권위주의 시대의 인식을 그대로 당고 있거나， 적어도 중앙집권적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정치가 성장해 가고 있고， 세계적으로 분권화가 시대적

회}두가 되고 있는 오늘날에 이런 규정은 아래부터 자생적으로 발전해 오는 정당의 출현을
어협게만들고있다

예쇄척지역정당구조와정 i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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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지역주의와 폐쇄적 정당 정 치
지역주의가 한국 정당 정치의 예쇄적 구조에 영향을 이쳐 왔다는 비판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각 정당 후보자가 영은 지역별
득요블 보연 그 지역 내에서 정치적 다원주의 ‘가 제 대 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지역적으로 선호되는 정파의 후보가 지역 유권자의 표를 휩쓸고， 또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에서라면 지역의 의석올 사실상 독점하는 현상이 반복해서 나타났다
간혹 소수의 무소속 후보나 갑자기 떠오른 제 3 당이 일시적으로 지역의 일부 의석을

차지한 찍은 있지만 그런 컬과가 지역주의 정당의 왜권적 지위에 심각한 위협 이 된 적은
없었다 양하자연 여전히 지역 수준에서 우리 정치는 정치적 다원주의가 절여된 일당 지배
제제로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보다 십 zr하게 나타나는 것은 지방 정치
수준이다 지역주의 정당제계라고 해도 국회에서는 다당적 경쟁이 이뤄지기 때문에 중앙
정치 수춘어 서는 정치적 다원주의가 실현되고 있 다 그러나 지역주의 정치 구도 하에서
지방정치는 사실상 ‘ l 당 지애 져 제 이다 각 지역의 ‘패권정당’이 기초와 광역의 구분 없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올 모두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비 단 지역주의 영향
하에 놓여 있는 곳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서 울과 정기 지역과 같은 곳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그 까닭은 지방선거가 중앙 정치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 이 다 예컨대 노무현 갱부의 인 기 가 낮았던 2006 년 지방선거에서는
한나라당이 수도권의 많은 지방정부블 명을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협적 분석을 용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깅 용옥 (2009 ， 264) 의 분석에
따르연， 지역주의 투표 행태로 인해 광역 의 회 내 톡접적인 정당 지배가 강화되어 왔고

지111 당의 의석 옥정율이 정정 높아져 왔다 1995 년 제 1 회 동시지방선거어 서 광역의회 내
제 l 당의 지역구 선거에서 의석 옥정율은 40.3% , 1 998년 지방선거에서는 44. 0% ， 2002년
지방선거에서는 7 0. 8%， 2에6년 지방선거에서는 79.2 % 로 정정 더 높아져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 006 년 지방선거에서는 충남 ( 5 5 .8%) ， 전북H58 . 8%)， 쩨주'( 6 5 .5 %)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그 지역의 왜권 정당이 거의 80% 이상이 념는 의석올 차지했다 이에
비해서 광역의회 선거에서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최고 66.6%, 최저 33.3% , 영균 48.7%로
지역구 선거에 비해서 한 정당의 옥점의 정도가 현저하게 낮았다 단순다수제 선거제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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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006년 지잉선거어 서 딘치|장-'1앙의회 다수당의 동일싱
단정정부

팡억단계장

기초단에장

기타·

분정갱부

경합상황

1J 1

26

4

29

(껴 4%)

(1 1.3%)

(1. 7%)

(12.6%)

15

(93.8%)

(63%)

자료 김용복{2009， 264)

• 단체장이

무소속인 경우

지역주의가 결합하여 여 쇄적인 지역 대표성이 강화되고 있응올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이저명 지역 대요성이 강화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올 수 있융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는 점은그 원인에 대한 분석보다 지방정치의 예쇄성이다
지방선거에서 이러한 현상이 득히 문제가 되는 것은 한 정당이 지방의회뿐안 아니라 그

지역의 자치단제장까지 모두 차지하게 됨으로써， 쟁치적 다원주의에 기호한 지방의회와
단체장 간의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표 J>은 2006년 지방선거어 서
단제장과 지방의회 다수당이 한 정당에 의해 차지하게 왼 경우블 정리한 것이다
광역자치단체의 정우에는 1 6 개 중 우려 1 5 개 지역에서 단체장과 지방의회 다수당이
같은 정당 소속이었다 한 곳의 예외도 경쟁 쟁당 소속이 아니라 무소속 후보였다

따라서 광역자치단체는 완벽하게 단정정부적 형태로 구성되었던 것이다 이런 현상은
기초자치단제의 경우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제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전체
기초 자치 단체 가운데 74 .4%가 단체장과 지방의회 다수당이 동일한 단정정부였으며
분정정부는 1 1. 3% 에 올과했다

이러한 분석에서 알 수 있뭇이 지방정치는 중앙

정치에서보다 더욱 일당 지배의 속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방의회 내에서 정당 간
정쟁에 의한 견셰와 균형의 구조를 어렵게 만틀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이처엄 단정정부가 생성되는 것은 부분적으로 동시선거의 영향일 수

있다 미국 대용령 선거어 서 냐타나듯이 인기 있는 대용령 후보자의 인기로 인해 같은 정당
소속외 연방외회나 주 선거의 *보자등이 이 특을 보는 효고\-(coattai l까 동시 선거에서는
나타냥 수 있다 혹은 지방선거가 증앙 갱치의 영향융 크게 받는 만큼(강원택 1999),
단제장이 든 지방의회 의원이든 무관하게 유권자를이 특정 정당에 대한 호울호， 혹은

”

강영세 (200')는 2004년 16대 총선까지의 분석올토대포 대용영 선거와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지역주의 갱치가 정자 더욱강화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예쇄적 지역 정당 구조와 갱치개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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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중간영가적 판단에 따라 여러 영을 동시에 선출하는 동시 선거에서 한 정당
후보에 대한 일관투1J.(strai ght-ticket voti ng)를 행한 결과일 수도 있다
이런 요인을 감안하더랴도 지방정치에서 한 정당의 의석 옥정의 규모는 애우 심각한

상황으로 보인다 이런 절과가 발생하게 왼 원인은 무엇보다 지역주의 쟁당 정치 때문일
젓이다 지역 유권자틀에게 요직 한 정당만이 정치적으로 수용되고 다른 갱당을은 의미
있는 대안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한 정당이 그 지역의 의석을 독점'f-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지역 내의 예쇄적인 쟁당 구초는 지역 정치 수준에서 정치적
다원주의가 구현되는 것융 막고 있으며， 협소한 대요성， 취약한 정지적 견제 구조， 정치적

책임성 확보의 경여， 후견주의에 따른 정치적 부왜 둥 여러 가지 섬각한 갱치적 문져 점을
낳고있다

IV.

제도적 개선책의 모색

이런 문제점을 교정하기 위해 그동안 적지 않은 개선의 방안이 제시되어 왔다 지역의
폐쇄적인 정당 구초 타파를 위한 $싹i 의 검토는 그통안 주포 선거제도 개선올 흉한
방안에 집중되어 왔다 혹은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정당 공천을 금지시킴으로써 정당

구조의 예쇄성올 극복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지방선거에 정당 공천올 예지하자는 것은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것을 악기 위혜서 그 연결고리인 정당의 존재흉 끊어야
한다는 것인데 대중적인 효과가 일시적으로 있올시 모르지만 정당 정치의 책임성이라든지
유권자에 대한 정치적 정보의 제공이라는 측연에서 본다연 큰원적인 혜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선거제도 개선 방안은 현재 의석의 독점이 곧 1 00%의 득요올올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혜성융 농여 다른 정당의 의석 확보릉 융자는 취지로 올 수 있다
이러한 선거제도 7께선 방안은 일당 지배 제제 극복에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엽은 또 한연으로는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이 의석으로 전환되는 과갱에서 다수제적
방식에 의해 왜곡되시‘ 않도록 보장상으로써， 투표 선랙에도 영향을 이질 수 있다는 의미도
당고 있다 알하자연 당선 71-\껑이 낮은 정당을 지지할 경우 사표(JE평)가 월지 모른다는
우려로 인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정당 후보를 선택하는 전략적 투요 (strategic vOling)의

6)예컨대 전자는 깅용옥(2009)， 강원택 (21X삐，후자는육동인 (2006) 풍이 이에 혜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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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살을 낮충 수도 었다 그런 안콤 비예생 높은 선거제도의 도입은 지역 내 일당의 옥정적
구조를 완화시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련데 이러한 접근엉이 정지척 수요자라 한 수 있는 유권자와 관련된 해결책이라연，
이 글에서 관심을 갖는 방안은 정지적 공급자인 정당올 용한 해결방안이다 측 전자가
유권자의 의사를 보다 정확하게 의석으로 전환하는 형태에 주목한다연， 이 글에서는
다수의 정쟁력 있는 정당이 지역 수준에서 생겨나야 한다는 정을 강죠한다 즉， 지방정치가
예쇄적인 일당 독정의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혜서는 지역 수준에서 갱치적 다원성이 확보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정당 제계는 지역주의적 대링
구도 하에 놓여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강한 지지 기안을 구축한 정당은 다른 지역에서는
의미 있는 대안으로 받아들여지지 옷하는 한계뜰 지니고 있다 예을 들연， 영냥에서 강한
지지을 엉고 있다연 호냥이나 충청에서는 대안적 정치 세력으로 수용되지 옷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라연 그 지역의 때권 갱당에 실망한 정우라고 해도 그러한 실망감이
곧 다른 정당으로의 지지의 이동으로 이어지지 옷하는 것이다 대구에서 한나라당에
실땅한 경우라고 해도 그것이 바로 민주당에 대한 지지로 옮아가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즉 지역별로 쟁당 지지의 고정성 (i mmobility of party support)이 존재한다 이런
여건 하에서는 지역 수준에서 상이한 정지 세력 간의 다원적 경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중앙 정지에서 항용하는 정당들이 지역 내부에서는 의미 있는 대안ξ 로 수용되지
옷한다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지역 내부에서 둥장할 수 있는
봉로툴 마련해 주는 일이 지역 내부의 정지적 다원주의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 될 것이다 즉 전국적인 정당이 아니더라도 지역 수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정당의

출현을 혀용함요로써 지역 내부에서 일당 지배체제에 대한 도천이 이워질 수 있도혹
해야 한다 이음 위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협 중앙당융 서올에 두어야 하고， 다섯 곳

이상의 시 도당올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정당엉을 개정해야 한다 즉 전국 정당이
아니더라도 특갱 지역에 국한하여 활동하는 정당의 성립이 가능하도록 엉적 요건을

개정해야한다는것이다

그언데 성당 장당 규정올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시 아견이 있을 수 있냐

”

1) 사회당은 2004년 개정된 갱당빙 25 죠 -갱당은 5 이상의 시도당융 가져야 한다·는 규쟁과

21조 -시도당은 l 천 인 이상의 당원융 가져야 한다·는 규정이 헌엉상 보장핀 정사의 자유읍
쟁해한다고 200\년 3월 26엘 헌법소원싱딴융 현엄재딴소에 갱구하였다 그러나 헌영재딴소는 이
규정이 헌엉애 어긋난 잉엉 목적융 가진 것으로 단정하기 어엽다는 취지로 그 갱구흉 기각했다

에쇄적지역정당구조와정치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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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제일 언저 제기될 수 있는 비판은 장당 조건의 완화가 정당의 난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자격 미달‘ 의 정당이 생겨날 수 있다는 우려일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정당 설립은 그 옥적이 기존 갱치 체계나 사회 질서에 대한 심악한 위협을 의도하고 있지
않다연 자유룡게 허용되는 것이 자유 민주주의 제체의 원리에 부합하는 일이다 또한
정당이 난립 하게 되더라도 결국 선거를 흥해 유권자의 지지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보다
어려운 과정이 남아 있는 것이므로 정당 창당 요건을 굳이 강화한 띨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2008 년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 비례대표 후보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룩한 정당의
수는 모두 1 5개였다 그러나 당선자를 낸 정당은 여섯 개에 울과했다
두 번째로 제기될 수 있는 비딴은 시역올 기반으로 하는 정당의 설립을 허용하연
지역주의플 강화하거나 혹은 또 다른 소지역주의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이다 안일
이런 점이 우려왼다연 한 가지 해결책으로 정당 설립의 요건을 이원적으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해 올 필요가 있다 즉 전국 단위 선거에서 후보자릉 내고 경쟁에 창여하는 정당과
지방선거 수준에서 후보자를 내고 경쟁에 상여할 갱당의 셜립 요건을 서로 구분하자는
것이다 이원척인 형태로 엄 규쟁을 개쟁하여 지역 수준에서 활동하는 소규모 정당의
충현은 가능하도륙 허용하자는 것이다 전국적인 수준에서 황동하는 정당의 설립 요건은
현행 방식처럽 다소 엄격한 규정올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지역에서 활동하는 지역 정당의
설럽 요건은 이와는 달리 크게 완화해 주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정당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 의 완화왼 규정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지 방 수준에서 힐용할
정당에 대해서는 중앙당을 서울에 두어야 하고 다섯 개 이상의 지망에 시 도당융 두어야
한다는규정이적용되지않아야할것이다
이런 방안은 영국에서 유사한 사혜를 찾아올 수 있다 영국은 앞어 서 언급한 대로 몇
가지 정당 설립 요건을구비하여 둥록하연 되지만 정당 동록의 방식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전국적인 수준에서 경쟁하는 정당 설링이고 이와는 열개로 ‘소수 정당( mino r

part t앉)‘으로의 등록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소수 정당은 잉글랜드와 왜일즈 지역의
기초 지방자치 (pari sh counci l elections in England and community counci l elections in

Wales) 선거에 후보자률 낼 수 있는 정당이다 소수 정당의 풍록 요건은 일반적인 ‘동록
정당‘과 같지만 퉁혹비가 싸다 독영의 정당엉에서도 지역적으로 활동하는 정당의 설립을

(2006. 1 30 2004헌아246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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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하고 있다 " 또한 장 양려진 대로， 71 사당 (CS 이은 연방 수준에서는 기민당 (C D U)과
연합올 이루고 있지안 지역적으로는 바이에른 주에만 후보자를 내는 지역당이다
일용에서도 생항자네트워크져렵 지방선거에만 후보자를 내는 정당이 허용되고 있다
(고선규 2(07)
이와 같이 지방 수준에서안 활동하는 정당 설립의 허용은 크게 네 가지 정에서 현재
한국 정치의 문제정올 혜소하는데 도웅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첫째，

지방 정지의 활성화와 지역주의의 예단올 극복하는데 도웅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지역
정당 설립을 허용하사는 것은 폐쇄적인 지역당 구조률 지역 내부에서부터 극꽉할 수 있는
환경을 초성하는 하자는 것이다 지방 정치의 l 당 지배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 내부의
정치적 경쟁과 상호 견제의 시스댐을 안즐기 위해서는 지역 내에서 보다 수용 가능한
정당의 출현융 가능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중앙 쟁치 수준에서 활동하는
정당을 간 지역주의적 정쟁 구도가 하루아청에 사라질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연， 지역 수춘에서 유권 >1들에게 정치적으로 수용되는 대안적 정당이 지역 내에서
윷현할 수 있는 여건융 마련해 주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윌 수 있다 각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하연서 활동해 온 지역의 구체적인 현안올 두고 환동을 얼여온 지역의 활용가，
영망가들이 정치적 조직제를 만틀 수 있다연 적어도 지역주의 경쟁 정당과는 당리 지역
유권자에게 보다 쉽게 파고들 수 있을 것이다 환경 운흥， 투영사회 운흥， 지역개발 운동

등 다양한 지역 황흉기들이 존재하는 안큼 이들이 지역 내부의 네트워크룡 흥해 대안적
정치세력올 조직할수안 있다연 지방선거에서라연 상당한 정치적 호소력올 지닐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 정당 간 다원적 정쟁이 가능해진다연 지방정부 운영에 있어서도 지금처럽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일당 지배의 운제정율 극복하고 지방정치의 개방성과
투명생을 높이는 데도 도웅이 필 수 있올 것이다 또한 이는 지방정치 혹은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을 쩨고하는데도 도웅올 중 수 있다 현재의 구도 속에서는 사실상
경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 그 지역 패권정당에 대한 거부강이 있는
유권자라연 사실상 정치적 선택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항 수밖에 없다
이러한 대안의 부재가 션거나 지방정치에 대한 우관심으로 이어지고 지방선거에서의 낮은

8) http :i

ι ww.i uscomp.orglgl a1statutesIPaneienG.htm#7(검색일

,,

2009. 11.5). -Whιπ h

。영 anization

of a party Îs limitcd to the territory of a city-state, theπ IS no reqUIπment that regional 0잉껴"""
tions should be set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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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율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지방 정당의 출현이 지역 수춘에서 ‘실질적인 경쟁 으로

이어질 수 있다연 지방선거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싱올농이는데도 기여할 것이다
두 번째는 이러한 %엔은 ‘상향식 정당의 수럽의 개업을 높일 수 있다 정당은 자발적

창여에 의한 절사체라고 정의되지안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정당은 대제로 정치 지도자나
영앙가등에 의한 ‘하향적인 형태로 쟁당이 건설되었다 과거 이승안， 박정희‘ 전두환 둥
권위주의 시대의 정당 결성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화 이후에도 정치인 개인의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쟁당 절성의 핵심적 요인이었다 소수 갱당의 경우에도 정주영， 이인제， 정용준과
같은 정치인의 개인적 멸요에 의혜 정당이 결성되었다 아마도 예외적인 경우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노동조합 운동 조직에 기반하여 장당된 민주노동당일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역시 하위 단위의 쟁치 조직이 결집하여 정당을 경생한 것이라기보다 노동운동
지도자쉴올 중심으로 죠직 정성이 추진되었다는 정에서 그 방식은 하향식인 생이다
그런데 만일 지역 수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정당이 허용되고 이들이 각 지역에서
일정하게 정치적 성공을 거두게 된다면 이틀 간의 정치적 연대를 용해 새로운 선국적인
정당의 충현도 기대해 올 수 있다

예를 든다연， 가칭 충청녹색당이 충청 지역에

만들어지고， 영남 지역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가칭 푸른영남당이 창당되어 성꽁적으로
지방정치에 뿌리내리게 왼다연 이와 같은 지역적 기반을 가진 지역 정당을 간의 정치적
연계를 흥해 궁극적으로 전국적인 수준에서 활동하는 정당의 경생을 시도할 수 있다 즉
그통안의 정당 결성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중앙 정치적 수준에서 주도적으로 창당 노력이

이뤄지고 이을 지방으로 확산해 가는 형태었다연 그 역의 방향‘ 즉 지방 조직올 토대로
상향적 형태로 갱당이 결성되는 형태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련 기대갑이 의미가 있는 것은 이러한 상향식 갱당 건설이 지역 수준에서 주민의
참여을 토대로 한 정당 건설의 가숭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정당은 아무래도 거주

지역옹 기반으로 한 지역 주민의 자방적 창여에 의한 형태로 운영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전의 정당 결성처펌 위로부터의 조직과 흥원에 의한 창여 라는

"tf.'it 정당의

문제정올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한국 정당에 소위 ‘진성 당원의 수가 적은 것은
지역 수준애서의 창여를 홍한 정치척 조직의 결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뭇한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유권자의 실질적인 삶의 단위인 지역에서 정지적 참여와 정당 활동의 활성화는
하향식 동원에 의존해 온 한국 정당의 관행을 극복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왼다
세 번째 지역 수준에서 정당 결성의 조건을 완화하는 것은 지방정치어써 엘리트 중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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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쇄적인 구조를 타파'f.는데도 도웅을 줄 수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이가 포함되어
있다 하나는 지역 때권 정당 출신의 현역 국회의원， 혹은 당원협의회 위원장이 지방선거에
출마힐 주요 후보들의 공천권을 장악함으로써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된다고 하는

문쩨정을 개선하는데 도웅올 줄 수 있다 그동안 지방 선거와 관련하여 쟁당 공천을
툴러싼 논란이 종종 제기되었는데， 정당 공천 쩨도를 예지해야 한다는 주장의 핵심 논리는
정당 공천을 중앙 정치가 지방 정치를 용제하고 지애함으로써 지방 정치의 자융성이
쩨손왼다는 것이었다 즉 ‘정당 공천은 지방선거를 집어삼키고 혼적도 잦기 어렵게 만드는
툴핵흉 이여 ‘모든 지역적인 이슈와 공약도 공허한 외갱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01 7 1 우

2009, 16) 그런데 지역 내부어서 중앙 정치권 인사와 연계되지 않은 새로운 쟁지 세력이
동장할 수 있다연 중앙정치에 예속되지 않은 재 내부적인 자올성올 갖는 지방정치를
기대해올수있다

또 마른 하나는 지방 정치 내부의 엘리트 충원 구조의 개방성을 농일 수 있융 것이라는
정이다 그풍안의 지방정치는 지역의 특정 고등학교 출신 등 학연이나 지연 퉁에 의한

예쇄적인 충원 구초를 갖거나 소위 지방 토호에 의해 장악되는 현상올 보이기도 했다
이런 현상이 생겨나게 된 것은 그만큼 지방 정치 내 엘리트 충원 구조가 제한객이었음올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 내부에서 새로운 쟁지 세력이 퉁장항 수 있는 꽁ι탱 마련해
준다연 이러한 지역 정치의 예쇄적인 엘리트 충원 구초의 문제는 상당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는 생휩 정지가 정당 정지에 접옥될 수 있는 계기을 마련될 수 있다 거대
당론이나 상위 정치(h igh P이 ìt i cs)적 이슈가 충시되는 중앙 정치에 비혜 지역어 서의 정치는
보다 일상적인 생함에 밀착된 이슈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지방정부의 중요한
기능은 이와 같은 일상생황과 일착왼 공공 서비스의 제공이다 따라서 지역 수준에서

횡동딴 정당이 생겨냥 수 있다연 그 정당은 거대 당론보다 생황 주변의 실질적인 문제에
보다 큰 관심을 갖게 윌 것이다 그런 안큼 생황쟁지가 정당 정치와 정목될 수 있는 제기가
마련될 것이다 말하자연， 정치가 나의 일상생휠에서 열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삶의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역할올 혜 줄 수 있올 것이다
사실 생황정치의 중요성은 정보화의 진전과 함께 더욱 중대되고 있다 인터넷의 풍장
이후 나타나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특성은 정치적으로 논의와관심의 대상이 되는 의제의
속성이 연화하고 있다는 정이다 과거에는 자유， 인권， 체셰 이념과 강은 우겁고 거대한

속성을 지닌 의체가 정치적 토의를 주도했다연， 이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소해

예쇄씌지역정당구죠와정치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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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일조차 정치적으료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 었다 인터넷이 중요한 소풍의 도구로

자리잡게 되면서 개인의 ‘사소하고 주변적인 이슈가 언제든지 사회적으로 의이를 갖는
이슈로 변화항 수 있는 개연성이 커졌다 예컨대， 대구 어린이집에서 욕행당한 어린이
사건을 사회적인 이슈화 한 것이나 서귀포 부실 도시락 사건， 김포외고 문제 유출 사건 퉁
일상생활 속에서 명엄한 개인이 접한 사소할 수 있는 이슈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게 왼 사예등이대강원택 2008, 4647) 알하자연 일상의 정;'t](1ife 잉y le p이 i ti cs)가 이제

중요한 정지 적 논의를 주도하게 되었다 이처럽 정보화로 인혜 생활 정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또땀 일상적인 삶의 단위에 보다 가까운 지방정치의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앙통하는
정당의 충현은 정당이 생활정치에 정목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당 성립 규정이 완화된다고 해도 지역 선호 정당의 목정적 제제는 좀처럽 입게 깨지지
않올 가능생이 크다 조직， 자금， 인력 풍에서 지역을 단위로 하는 소 정당의 역량은
상대적으로 뒤질 것이고 인지도에서도 취약항 것이다 더욱이 현재 우리의 정당제계가

지역을 기준으로 하는 사회 균열에 기초해 었는 만큼， 그 하부 단위에서 새로운 정당이
출현하게 되더라도 정치적으로 성장하는 데는 한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적
균열이 정당 형성의 기반이 되기도 하지안， 사르토리 (Sartori 1 968)가 지 적한 대로， 정당이

정치적 동원을 위혜 사회적 균열응 새로이 만들어 내거나 이용할 수도 있 는 것이다
무엇보다 현재와 같은 정치 환경융 그대로 두고서는 지역별로 정당의 독정적인 대 g성의
문제릎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당 창당 요건의 완화흘 흉해 지역 수준에서 스스로
정치적 예쇄성을 종고 나올 수 있는 여지용 아련해 주는 것이 연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갯걸음이되는것이다

V，결론
이 글은 지역주의 정치의 문제정옹 극복하고 쟁당 정치의 새로운 활력율 찾기 위한
영안으i 지역으도부터의 정당 구조 연화플 주장했다 구제적으로 지역 수준에서 양동할

수 있는 정당의 충현이 가능하도륙 정당법 상의 정당 설립 요건을 완화하거나 혹은 정당
창당 조건을 이원적으로 구분할 것을 제안했다
앙에서 논의한 대로， 지역주의 정치의 영향은 어떤 연에서 본다연 중앙 정치보다 지방
정치 수준에서 더욱 싱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주의 영향권에 놓인 지역 유권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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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지역의 때권 정당 이외에는 사생상 수용 가능한 대안 세력용 갖지 뭇했기 때운에， ‘일당
지배 재제 하애 놓여 있어야 했다 이런 빼쇄적인 구조가 지방갱치의 양성화를 악고 또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절과도 낳았다 따라서 지역 내부에서 이러한 독접적이고

예쇄적인 정치적 블올 쩔 수 있도록 새로운 대안 세혁의 충현융 가능하게 만들어야 할
잉요가 있다 하위 행정 단위에서 앙통하는 정당의 충현은 우리나라 정당의 운제정인
자발적 장여의 겔여， 하향식이고 위계쩍인 정당 운영의 문제정융 극복하고 정당이
생앙정치에 보다 밀착하게 해 주는 긍갱적인 효과도 기대항 수 있게 한다 그러한 지역
단위의 정당은 일상적인 상의 단위인 지역애서 주민의 장여와 지지용 기반으로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 민주주의가 공정한 갱치적 경쟁의 훌을 갱칙}시키는데 주쩍해 왔다연 이제
보다 큰 관싱응 가져야 하는 것온 민주주의의 싱화， 정치적 서비스의 정의 향상과 같은
자유 민주주의 정치의 보다 근원객인 가치에 대한 것이다 그런 정에서 셜 때 일상적인 삶의
단위에 보다 가까운 지역 수춘얘서 갱치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영은 한국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이라는 옥연애서도 대단히 중요한 의이플 갖는다고 항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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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eking a Political Reform
How to E nhance Competitiveness ofRegional Politics
i n South

Ko rea

Won-Taek Kang

I sooogsi 에%에y

The puφ ose of thi s arti 이 e Îs 10 explore an inslitutional reform 10 enhance p이 itical
comp히 itiveness

between political parties. Rcgional rivalry causcs immobility of party

choice , which upholds a kind of cartel

p이 itics

based on regionally concentrated SUppOr1

Thc article argues thal local-bascd parties should be allowed 10 form 10 break through
ex c1 usiveness of regionali 잉 I C party

p이 i t ics. Cuπ-cnl

legal pro씨 sions sti pulates that in ordcr

10 sct up a paπY its headquartcr should be located in the capital cily and form morc than five
regional branches

nalion、.vide .

Th esc

pro이 sions

effectively prohibit fonning aD altemalive

party whiçh is 10 challenge a regionally dominant pany. Such instÎ tutional reform will bc
able 10 providc 1∞al vOlers wilh a viable alte미 alive from within a locallevel

Kcy、‘ ords:

regionalism, cartel politics,

rεgional

rivalry,

P，이 it i ca l

Party A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