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재편 시기 (1990~ 1995) 야당의 지구당 연구:
민주당 충주 · 중원 지구당의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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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인주딩 §쭈 증원 자구딩의 사에톨 중심으로 3당 앙당이라는 정당쳐계의
연회가 지구당의 구죠외 g용 리더십 재정 딩월 구성에 어떤 영양률 미쳤는가톨 해영
히고지 하였다 첫째 지구당의 구죠외 *용어1 있어서 인주회라는 거시적 진양이나 3딩
힘당이라는외적조건의연회와싱관엉이 위로부터의조직회’ 간부장당이라는과거의
특싱이 언욕되고 있응을 월견힐 수 았었디 줄이‘ 3당 잉딩 이* 민주딩은 자구딩 운용

의 민주외에 내걸었X엔 오S 뻐 'Ii'딩 워윈잉의 켠힌온 획대되었다 'Ii'당 위원징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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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의 공ε때 실임직 영잉접을 앵사잉 수 g었다 01톨 기능히게 만을었던 구조적 원
E띈 당원툴의 지일직 앙여가 제한되었끄 재 잉의 싱딩 부문을 위원징 개인이 조달해이
S는 지도적 지익 때운O 었다 셋째 용주 증원지구딩의 성영 구성은 님성 대 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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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역의 농용도시의 g잉적 성격을 E영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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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 율이왼다 힌떤 여성 당원의 긴부 비용온 용과 19명 9.2%때 붙괴6뼈 심각한 성비
의 용균영흩 보여주었다 이는 당시 선거에 때비한 죠직회가 X앤을 단위료 한 여성의

대유모 동윈을 륭해 이루어졌고 인연 일싱적인 지구당 문영온 닝성 중심으료 이루어였
응용 영 수 있디 요악하자연 싱대작으로 징신하고 개혁적인 신진 위원장이 지구 >/11
알았옴에도 톨구하고 딩원 징여의 ’‘성회외 용투리 네트워크의 구욕에는 실질적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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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문제는 20여 년이 지난 치금의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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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찌어 g잉 재연 ~9-딩 지구딩의 구죠외 필동 딩원 구싱 X 구딩 위원징의 권한
재정구조 정기영

·한국갱치와 정치학계의 안전융 워하여 귀충한자료블제공해 주신 정기영 박사님과 김 대 중 도서관
짝에 진심 으로 강사의 알씀융 드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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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1990년 1 월 22일 당시 집권당의 노태우{민주쟁의없 김영삼(홍일민주당)， 깅중핑(신민
주공화당)은 청와대 회동 직후 3당 합당올 양표하고 \3대 총선에서 형성된 여소야대의 4

당 제제를 일시에 해제하연서， 민주자유당이라는 개헌선올 상회하는 거대 여당올 결성했
다 3당 합당은 세 정당 조직의 툴리척， 형식적 경합의 의미즐 념어서 지지 기반의 구조적

재연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한국 정당사의 역사적 사건이라고 명가할 수 있다 3당 합당이
가져옹 갱당 재연의 내용과 절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3당 합당은 타협적 여 야 관제플 바탕으혹 한 수영적 4당 제제의 정치지형올 호

낭 대 비호남의 지역대경구조에 기반올 둔 수직적 양당제제로 전환시쳤다 그 사건을 계
기로 인구갱치의 경향과 당론이 강하게 부각되었고， 재야세력과 상대적 진화성이 있던 명
민당은 호남지역에 국한된 지역당으로 전랴되었다 그 결과 80 년대를 관흉해 온 반민주에
대한 민주적 대안， 군부에 대한 민간적 대안， 지역주의에 대한 전국적 대안의 7)-능성은 사

실상 소멸되었다(정대화 1995, 288) 둘째， 해방 이후 함당 직전의 홍일민주당에 이르기까
지 야당의 중요한 기안}이었던 영남지역의 야권 세혁의 붕괴를 가져왔다 이후 김대중과노
우현으로 상정되는 개혁적 자유추의 정당들은 이를 복원하기 위해 전국정당화의 기치률
내걸고 옹진정책과 선거제도 개혁 퉁 다양한 시도를 하었으나 아직 성공하지 못하고 있
다 셋왜， 가장 가시적이고도 직접적인 효과는 의회정치의 실종과 행정부 우위 현상의 지
속이다 흉함의 결과 헌정사상 가장 개혁적인 국회는 곧 보수적인 국회로 돌변하게 되었
고， 국가와 의회 사이의 힘의 균형이 정부 여당으로 이동하연서 다양한 영역에서 권위주의

적 정책으로 회귀하는 양상이 나타났대최장정 1998, 232). 3당 합당 직전 여야 영수가 합
의( 1 2. 15 대타협)하였던 지자제 실시는 우기한 연기되었고， 국가보안법과 안기부법의 개

정은 민자당에 의해서 거부되거나 의회에서의 날치기 처리 를 통해 단계적으로 따기되었
다 요약하사연， 3 당 합당 이후 1997 년 야냥이 심권하기 선까지의 시기는 보수적 십권셰핵

에 의혜 정당제계의 변화가 전칙적으로 단행되었던 정당 재연 시기라고할 수 있다

이처렁 이 시기는 정당제제와유권자의 지지 패턴에 긍용적 연회k:real ignment)를 가져왔
지만 기존의 정당 연구는 중대한 연향을 갖고 잉다 그것은 중앙 정치 혹은상충 정치 연향
이다 이 시기 연구의 대개는 정당의 활동과 전략을 설명함에 있어 정당 지도부의 리더십

과 파얼 분석에 의존하고 있다 그 근거호 대부분의 연구가 3당 합당의 원인과 과정， 절과

정당재연시 7](1990-- 1 995) 야당의지구당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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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초점옵 맞추고 있다는 정율 듭 수 있다” 자료의 한계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대， 정치적
상충계급이 아닌 당원과 지지자， 냐아가 일반 시민의 정당 활용과 정치장여에 대한 연구
는 찾아보기 어렵다 아올려， 중앙당 수준이 아니라 지역과 지구당의 안풍융 용하여 정당
의 사회척 기반과 지역정치흘 혜영하려는 연구 또한 거의 부재하다 그런 갱에서 이 시기는

한국정당정치에서 지구당 연구의 꽁액기라 힐 수 있다

n
1

선행연구 정리와 연구방법
선행연구 정리

최근 자료의 축적과관심의 다원화에 따라 지구당의 구조와 앙풍에 대한 경헝적 연구들
이 정차 중가하고 있다 지구당얘 대한 연구는 지구당아 엽적으로 예지원 2004 년 이전과

이후의 연구로 구분하여 살여보는 것이 연리하다

1 987 년 민주화 。|후 지구당 때지 이션까지 지구당에 대한 포괄적 문제제기는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 1 998)에 의해 이루어졌다 여기에는 16개시도 지구당의 운영 설태와 개선방안

이 당겨 있는데， 각 지역의 정당갱치 연구자들이 창여하였다 r꺼비용 고효율의 지구당 운

영 방안」이랴는 잭 쩨옥이 영시하는 것처럽， 고비용 저효융을 지구당 제도의 가장 큰 문제
1 13당 앙당에 대한 기존의 영구는 다용과 강이 갱려앙 수 있다 첫 번에 입장옹 보수 대영힘이다

정치권내의 보수 세력 정겁융 요구하는 사회구죠쩍 상영에 대한 엉리척 반용으료 3당 앙당용
영영하는 이러한 시각은 장여하였언 판영 갱치인률과주류 언룡의 지애적 시각이다 이률은 용
힐용용과 노동운동융 위시한 인충용용의 급진화로 충산충이 보수화외었고‘ 이 과갱에셔 보수
셰혁의 위기의식이 심화의연셔 갱당 정셰선융 녕어 보수갱쳐써혁의 정집 융 요구하는 사회구죠

적인 앙핵으로 작용하였다고 주장한다(이상식 1992.265-294; 길숭용 1990.49). 두 언에 입장은
앵워자톨의 미시적 용기와 상양적 요인융 강초"는 입장이다 흑 3당 앙당은 대권용 노리고 있
떤 당내 충진한이나 자기 의원직용 기대하였언 지구당 위원장툴의 이뼈에 안하였용에도 핵싱

파엄의 이익 극대화얘 부앙히}기 때운얘 성사의었다는 성영이대운용직

1993 , 83-87)

세 언째 잉

장용 언동이 주도하였던 것으효 한 갱당이나 갱따가 권력융 옥정하는 대용영제융 내각책임새효
개헌하여 갱권옳운정하고안갱적으로창§하기 위하여 앙당하게 되었다는 내각새 앙의셜이다
1 9\에년 1 0영 2l잉 내각세 합의각서 유용 파문이후 급속도효 확산되었다 넷빼는 정당찌제의 미
앙선과 허약한 시민사회랴는구죠척 죠건융 강조하연서 3당앙당융 보수셰혁에 의한 연앵주의
객 안칙이라는 최장징 (1998)의 얘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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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1 6개 시 도의 지구당 운영 성태애 대한 분석은 욕자객이고 설중적

인 자료 추적이 아닌 언론의 보도 자료나 중앙선관위의 집합 자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애
지구당의 실제용 보여중 수 있는 생영력은 극히 한갱왼다 김진호 고정인(1 999)의 연구는
주로 엉 객 육연어 서 지구당올 다루고 있다 지구당 운영 실태에 대한 분석은 주로 비용 차

원에서 파악되고 있는데， 당비납부 당원의 부재와 후원회의 역기능융 장하게 비판하고 있
다 아울러 지구당의 민주화와 효율적 운영 방안으로 의원 수의 축소와 마국식의 후보중

심의선거운동율제안하고있다
가장 째계적이고 본격적인 연구는 정영국 (2뼈)에 의해 시도되었다 1 990년 후반 새정

치국민회의와한나라당의 지구당 조직읍 대상으로 정영국은 지구당의 리더십， 조직， 왈용，

당원 퉁옹- 분석하였다 그에 따르연， 지구당의 리더십 구초는 위원장의 사조직에 가까올
갱도로 충앙에서 선갱한 지구당 위원장의 옥정재쩨이다 대의원에 의한 위앤장 션충융 영

시한 당헌이나 당규는 여야 구분 없이 사문화되었다 한편 당원은 신한국당의 경우 6천-8

천 명 ， 국민회의의 정우 4천 영 정도로 추갱하는데， 이 중에서 당이용 내는 진성당원은 거
의 없었다 이율은 당 "1 를 내기보다 오히려 금전적 보상을 기대하고 당원으로 앙용하는 정

우가 않았으며， 당의 이녕이나 노선애 대한 잉재갑보다는 지구당 위원장이나 간부들과의

사적 연고 때문에 입당한 정우가 대부분이었대정영국 2000, 237). 그의 연구얘서 주목할
정온 지구당의 조직과 환통이 공조직과 사조직으로 이원화되어 있다는 시질융 밝혔다는
정이다 지구당 조직은 일반책으로 지구당 위원장에서부터 풍책과 반책으로 이루어지는
피라미드 혐식의 지역영 계서 초직과 직능별 분과조직흐로 구성되어 었다 흥시에 모든 지
구당애는 산악회， 친옥회， 향우회， 종친회 동 사조직이 있는데， 사조직이 오히려 공초직에
비혜 연대의식이 강<.여 효융척인 선거운풍융 멸치는 경향이 일반적이었다 그의 연구에

서 실종적으로 밝힌 지구당의 재왕적 위원장 체제， 권한 없이 동원되는 당웬과 대의원， 중
앙당에의 종속성 동은 이후 많은 연구틀애 영향옹 미쳤고1 후속 연구듭 또한 정영국의 철
혼이 완강히 지속되고 있응을확인하여 주었다

2002 년 대선융 전후료 하여 한나라당 광주 A지구당올 대상으로 한 조용진(2005)의 논
운은 매우 구쩌 적인 지구당의 실태용 기륙하고 있다 그의 논운에서 흥미로운 것은 당원에

판한이중장부의 실종 여부률 확인하여 주었다는 점이다 A 지구당의 경우 Z개의 쟁당영부
가 있었는떼 하냐는 션관위 보고용으 로 2 ，2 55영이 둥재되어 있었고， 다른 하냐는 중앙당
보고용으로 1 ，760영이 둥재되어 있었다 2003년 6월 한나라당 대 g경선융 앞두고 당원 영
부 확인 작엉에서 투표흘 회앙한 당원응 196영에 불과하였다는 정융 근거로 그는 실제 황

쟁당 재연 시 71( 1 990- 1995) 야당의 지구당 연구

동당원용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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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갱도로 추산하였다{조용진 2005, 46-48)

전진호(2003)의 민주노동당 창원을 지구당 연구는 기존 보수정당이 아닌 진보정당율

대상으호 하였다는 껑과 일상 시기가아닌 선거운동 기간의 황동에 초정융 맞추었다는 정
에서 차별생융 갖는다 그에 따트연 민주노풍당은 당원들이 실제로 위원장옹 선출하는 상
향식 경선제제환 갖고 있다는 정에서 기존 정당과 확연히 구분왼다 또한 당원의 구성은

기존 정당과 당리 진성당원만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당 " 1 즐 납부하는 진성당원이 지구당
의 인적 구성과 재정운용의 주된 기반이었으며， 그 수는 l 천 명 갱도였다 인주노총의 영향

혁이 큰 창원지역의 특성상 당원의

%‘ 갱도가 조합원이었고， 이 중 거의 대부분이 금속

노초조합원이었다
2004년 지구당 예 '1 이후 지구당에 관한 연구는 실중적인 운석보다 규엉객 처방에 치중
하는 양상용 보이고 있다 즉 지구당 예지이후 지구당 죠직의 바랑직한 오엔과 방향에 대

한 논의가 대부분인 반연 당원협의회나 지역위원회 둥 지구당 대제조직의 실상융 다룬 경
험객 연구는 상대적으로 엔약하다{김용호 외 2008, 7)
언저‘ 지구당 예지의 위헌가능성융 주장하는 엉학연구를이 있다 민주노홍당은 지구당

예지가 기용권옹 칭혜한다는 이유로 헌엉소원옵 냈는데， 이에 대혜 헌엉재판소는 지구당
예지가 자유로운 정당조직과 정치활동의 온질적 요소올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원

일치 합현경쟁융 내었다(2004/ 1 21 1 6) 일부 비딴적 법학자들은 현재의 이러한 절갱이 갱당
의 지구당 ~퉁이 갖는 대의 표영 및 집약기놓융 간괴H장영수

2005, 34-35)하였으여，

지역

단위로 이루어지는 당원활동의 장여민주주의 옥연융 충운히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었다고
명가하였대김상경

2005}

서북경 (2004)과 이갱진(20 1 이 의 연구는 지구당 때지 철갱이 어

떤 액락과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는지원 해영"1-는 당흔 분석에 혜당왼다 서북경 (2004)은
지구당 예지가

IMF 이후 효융올 최고 쩍옥으로 강초하는 신X싸주의의 흐릅 속에서 국민

적 성득력융 얻었i!， 특히 원내갱당화로의 전환의 이연애 중앙당 정책철갱의 중심융 의원
단으로 옮겨와 다선의원틀의 헤게모니장 약화시키려는 각 당 소장마의 전략적 선택이 숨
어 있다i 산파하었다 한연 이정진운 시구당 에지 이후 지역에서의 갱당 앙웅이 크게 위

축되었고 임의조직인 당원협의회의 부작용융 지객하였다 하지안 대안으로써 지구당 제
도융 부안하기보다는 정차 정착하고 있는 당원협의회률 활성화시일 것용 제안하고 있다

(이정진 2010, 382-384).

지구당 예지 이후 갱당의 져방죠직에 대한 보다 세밀한 관철은 이현흥(2005)과 정연정
(2여19)의 연구얘서 확인한 수 있다 이현충은 지구당 예지 이후의 지방조직의 연화로써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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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상근직원이 명균 5-6영에 불과한 시 도당이 지구당의 기능을 대신하게 됨으로써 일
부 취약지역에서는 기초조직의 와해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며， 울째， 지구당을 대체하는 조

직으로 당원협의회(한나라당)나 지역위원회(용합민주당과 인주노동당)를 구성하였지안
협의회장 인선올 툴러싼 금용살포， 당비 대냥， 조직 동원 퉁의 구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고 명가하였대이현충

’

2005 , I 1-11 2) 정연정 역시 지구당 예지가 정당개혁과 민주#뼈

다른 효과릎 창출하지 못했음올 강초하고 있다 지구당의 순기능융 확보하는 방안으로
충앙당의 권한과 역할올 대폭 축소하고， 특히 공직후보 선충과 관현왼 당원들의 의사절갱

올 엉쩨화하여， 허수 당원의 갱리와 회비 당원의 확충을 홍한 재정 안정화을 쩨안하고 있
대정연정

2009 , 186- 188)

이상에서 정리한 것처렴 1987 년 민주화 이후 지구당 연구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발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중요한 한계가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지구
당의 조직구초와 활동상황， 연령

직엉

지역출신 동 당원의 사회적 배정올 대학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경협척 연구의 빈익댐이다 전 시기즐 홍 털어 지구당을 다롱 대부분의 연
구는 지구당 제도의 존속과 예지에 대한 엉잭 타당성이나 정치적 현실성에 집중되었다 이
러한논문틀에서 지구당의 실태는고비용문제를다룬 언흔의 단연적 보도나중앙선관위
에서 공개한 전국단위의 집합자료에 의존하고 있다 개인객으로 자료률 취득하여 특갱 지
구당의 조직과 활풍을 미시적으로 접근한 연구에서조차 당원의 사회적 배정은 경락되어
있으며(전진호 2003; 조용호 2005)，이러한분석이 시도되었다하더라도 전체 당원이 아닌

대의원에 한정되어 있다〈김영석

1989)

정영국 (2000)과 이현출(2005)의 연구는 보다 세밀

한 자료를 이용하여 용부한 이론적 함의툴 제공하고 있지만 당원의 사회경제적 구성과 선
거나 위원장 교체에 따른 지구당활동의 변화 양상을 포착하지는 못하고 있다

2

사례와연구방법

은 연구의 분석 시기는 1 990년 3당 헝당부터 DJP 연대의 성샤오 새정치국민회의와 자

유민주연합이 공동 집권하기 이전인 1 996년까지이며， 일차적 분석 대상은 야당 중 민주당

(199 1. 9. 16-- 1995.

12.2 1 )이다 민주당올 사혜로 셜정한 이유는 이 시기 연구들이 3 당 합

당의 장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집으로써 여기어 서 소외되었던 야당에 대한 연구가 상대

적으로 빈약하였기 때문이다 한연， 충주 충원 지구당은 다응과 강은 사례로서의 가치

가 있다 지금까지 지구당의 사혜 연구는 유권자의 전국적 표본이라 할 서올이거나(김영

정당 재연 시 7!(I 99()-I99l) 야당의 지구당 연구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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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정영국 ZαlO; 이현출 2(05) 강세지역(전진호 2(03) 또는 절대 취약지역(조용진

2(05)에 집중되었다 충주 중원은 지구당 연구의 공간적 엉위용 충부권으로 확장시킬 뿐
아니라 영호남과 비교해 지역주의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지역이라는 욕성올 갖고
있다

보다 중요한 이유는 충주 충원이 학생운동 용신으로서 당시 충청지역의 최연소 위원

장이었던 정기영이 지구당의 민주화툴 기치로 다양한실험올 시도하였던 지역이라는 의미
흘 강고 있다 갱기영 위원장은 지방선거용 준비하연서 충청지역애서는 처옹으로 후보자

선정위원회용 구성하였고1 당비 납부 회원융 확대하였으며， 지역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황동에도 주력하였다” 이러한 시도와 실험들이 어떤 애정에서 추진 되었으여， 실제 어떤
효과훌 낳았는지툴 확인할 수 있다는 정에서 뀌중한 사예라고 항수 있다
온 연구는 지구당 조직올 네 개의 하위 수준으로 분절하여 정근하고자 한다 갯째 는 지

구당의 ‘구초와 황용이다 지구당은 -개인적 선택에 의하여 가잉한 회원율에 한하여 유효
성융 갖는 확정원 규제 절차흥 갖고 있는 조직 (L야 lebici

and Sa lancik 1989， 305)페다 조

직의 구조와 활동은 갱지적 절사째로서 지구당이 수행하고 있는 역안과 분화왼 가능율 의
미한다 룰쩨는 리더십 이다 사르토리는 갱당 연구의 분석 단위용 깨별 정당의 운영

리

더십 노선에 초정을 맞추는 정당구초 연구와 체계률 구성하는 갱당간의 상호작용의 양
식과 정갱판계에 초정올 맞추는 정당셰계 연구로 구분한 야 있다{Sartori

1976, 43-44) 온

연구어 서는욕히 지구당위원장의 리더 싱 과그것율제약 말현하는조건과환경에초점올
룰 것이다 셋째는 ‘재정 이다 융로즈만과 티어니(Schlozman

and 끼 emey 1986, 273), 워커

(Walker 1 99 1 )는 재쟁의 출져가 집단의 정약과 전울올 규정한다는 정용 혜영하였다 특히
이 시기는 선거공영제의 확대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대폭 확대되었고 중앙당과 지
구당후원회 제 "-"1 도입되는풍 정치자금의 죠달과운용에 있어 일대 연화가 옐생하였다

재정과 판련원 제도적 연화가 지구당의 암흥과 리더십에 어떤 영향융 미쳤는지용 살며용
것이다 마지악으로는 토대에서의 갱당ψarty On

the ground)인데 ， 이는 구체척으로 갱당과

시민사회의 연계률 의미한다 핵심은 자칙 ( membersh i p)을 지닌 자망적 당원이며， 정당에
충성심과 정체성올 갖고 있는 적극적 양퉁가， 재갱적 후원자， 열성 지지지로 구성된다 투
쟁 혹은 타협노선융 결정한 중앙 지도부의 전략척 선핵에 지역의 일반 당원과 대의원들은

2) 정기영

전위원장과의 인터유 인터뷰는 2009 년 1 0영 14일(수) 17:00- 19:00끼지 깅대중 도서관

정경싱에서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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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반용하였으며， 어떤 독자잭 앙통융 전개하였는지가 주왼 관싱사이다 특히， 정당
개연 시기에 자원이 풍부한 여당을 거부하고 ‘골수야당인’으로서 냥은 당원들은누구였으

며， 무엇 때문에 참여하는지흘 밝히는 것이 구체적인 판심사이다

III. 충주 충원 지구당의 특성 분석
1

구조와훨동

1) 구조적

특징 이원 조직학

1990년대 초 인주당의 지구당 구조는 명시와 선거 시기에 따라 이원화 양상을 보이고 있
다 지역 단위의 융연통 투표구책을 제외한다면， 명시에는 1()-.15 영 이내의 소규모 황동 인

쩍이 지구당 운영에 관여하지안 선거 시기에는 4 1-5 8명 정도의 인력이 활통한다(민주당
조직국 19921IO/lJ) 이를 간략히 나타낸 것이 〈그 림 1 ) 이다 지구당은 크게 보아 당직자와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당직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무 및 회계를 총할}는 사무국장，

지구당의 일상운영을 절정하는 상무위원과 고운 둥이 포함된다 장우위원은 대의원과 고
문， 직능열 국장 및 동옐 투표 책임자 가운데 15영 이내의 열성 휩흥가로 구성왼다 여당인
민자당은 이와 유사한 제도로 당무협의회를 두었다 당무협의회는 관리장과 지역장 퉁 관
내 주요 당직자 및 유력인사 2{}-25인으로 구성되었다(김기배 1992.26). 여야 모두 일상적

〈묘

1)

지구당의 대의원과 당직자

지구당

충앙대의원

전당대회

도지부

져구당

대의원 ( 103영)

(20명)

대의원(10영)

대의원 (10영)

당쩍칙(21명)

위원장 1 인

위원장(1)

위원장( 1 )

위원장 ( 1 )

위엉쟁{ I)

Jl푼 4 명

중앙위원과고문 (Z)

중앙위원( 1 )

상잉""운( 1)

￥뀌훌i( 1)

연책과용잭 19영 당직자(5 영)

고문(1)

당직자 (1 )

고윈이

국장，부장 5 명

상무위원 (4 영)

당직자(3)

대의원(5)

상우뀌빼12)

상무위원 15 명

연책과동책(6명)

상무위원( 1 )

도의원 ( 1)

~국앵{I)

대의원 59 영

대의원 (2)

연책 (2)

대의원( 1)
종처 인주당 초직국(1992). <시도지부 잊 지구당 원흉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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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처 인주당 조칙국 (1 996). (총선준비관련 업우지 칭〉

〈그립

O 선거

기간동인의 지구딩 조직

시기의 지구당 운영은 위원장이 용괄하는 상임위원회나 당무협의회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할수있다
선거 7 1간 동안에는 당연히 초직이 확장된다 가장 큰 이유는 융연웅 투표구책올 세외
하고 지구당 선대위원 (5-2 0영)과 읍연통별 선대위원이 신규로 임영 되 기 때문이다 지역

단위률 맡고 있는 융연동별 선대위원과 투표구책은 용상 읍면풍열로 각 1-2영이 선정되
는데 풍합 당시 l 읍 1 2 연 1 2동이 있었다는 정응 고려하연 1 00여 영의 션거 운동원들이 활

동하였다고 추정한 수 있다 당락을 좌우할 아들에 대한 관리와 조직화는 위원장의 가장
중요한 책입이자 지구당의 제 l 판싱사였다 〈표 J) 에서 알 수 있웃이 투표구책 선정올 용
한 당세 확장은 중앙당에의 주요 보고 사항이었다 또한 이들에 대한 합통비 지충이 선거
자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서 알 수 있듯이 지역주민 동원과 죠직화의 핵심 채널로 기

능하였다( (.요 6) 창죠)
지역별 계서조직과 71 능영 분할구조가득정인 〈그립 1 ) 의 지구당 조직 구조는 1970년대

신인탕부터 지금까지 여야구분 없이 완강하게 지속되어 왔다 신인당 지구당의 조직적 특
생은 공직후보쉴 지망하는 엘리트틀이 중싱이 되어 선거에 대비하여 지역영

기능연 초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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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구비융F는 ‘위로부터의 조직화와 간부 정당의 성격이대안병영 1985‘ 10'끼 1970년대 신
민당올 연구한 이계희 ( 1 991 ， 159)， (그링 1) , 그리고 새정치국민회의와한나라당올 대상으
로 한 정영국(2 뼈， 235-236)， 열린우리당에 대한 이현출{2005 ， 11 이 의 연구에서 나타난 지
구당 조직도는 거의 일치하고 있는데， 이는 지구당의 형태와 배열이 민주화나 3당 합당， 심

지어 지구당 예지라는 외적 사건에 거의 영향 받지 않고 존속하고 있음올 잘 보여주고 있
다

2) 훨동

당원 교육 및 시민사회딘체의 연대

일상과 선거 기간올 풀운하고 중앙당 조직과의 가장 큰 차이는 당원과 대의원 또는 일

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기능의 부재이다 1987년 민주화 이전과 이후의 야당 조직

과 휠동의 가장 큰 차이는 정당의 교육 및 혼련 기능의 활성화이다 19 70년대의 유신체제
나 1980년대의 혹독한군사독재정권 하에서 일반 당원과 핵심 당직자를 대상으로 한 중앙

당의 공식적이고 제계적인 교육은 엉두도 낼 수 없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야당틀은 개

(!i 2) 지구딩 대상의 주요 교육 및 연수 월동
잉시

92.2.27-28 여성대회(여성흑영위원회， 이우정)

92‘ 6.17-18 원외지구당 위원장 연쉬정치연수원장 유인태)
92.7 .5

지구당 위원장， 국회의원과 부인 연수{사무총장)

92.7.10

전국지구당주요여성당직자연수

92.7.21

전국시도지부 및 지구당 갱년당직자 야영실시

92.7.23

비고

교욕명갱(주관기관)

-수도권은 10명 이상， 지역은
3영
이기택

김대중 대표최고위

씬강의

전국시도지부 사무처장 잊 지구당 사무국장 연
T<

92‘ 10‘ 17

융연동책연쉬초직국)

융립픽유스호스앨

94. 12

지구당핵싱간부연쉬조직국)

1 박 2 일중앙당연수

95.4. 12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후보자 연수교욕

95.4.22

지구당 순회 선거준비 연수

충처 중앙당공문정수정(1 992-1995)，자료언효 1001: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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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된 정치 환경과주기적 선거율맞아당원 및 핵싱 당직자 교육에 주력하였다 명인당의
경우 중앙정치 연수원융 성립하였고 연수원장1엄채정)에게는 당 9역의 지위올 수여하였다
인주당 역시 교육 연수원융 설립하여 직역과 직군에 따라주기적인 연수용 시행하였다 륙

01 이러한 교육은 선거가 있는 해애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1 992 년에는 총선

과 대선이 있었는데， (표 2)는 이러한 경향옵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표 2) 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럽 지구당이 주도하였거나 독자적으로 주관한 당원
잊 유권자 대 상의 교육 프로그햄은 거의 부재 하였고， 대부분은 중앙당 주관 행 사에 대상

자용 파견하는 형태였다 지구당의 요흘 횡흥은 민주시민교욕이나 정치의식 고양융 위한
프로그랩보다는 단합대회나 야유회， 송년회 둥 친목도모를 목쩍으로 한 일회성 이벤트 행

사가대부분이었다
지구당황풍중눈에 띠는것중하나가대 민흉사분야이다 연도볍로불규칙하기는하
지안 우료법률 연호 및 자문이 주민과 정촉하는 주요 활동 방식임에는 운영하다 지구당
위원장이 전운 엉툴가도 아니고 지구당의 욕갱 초직이 엉흉구조단이나 상당설처럽 륙화

된 것이 아닝옹 고려힐 때 전문화왼 엉를 서비스의 제공보다는 인원의 갱취와자운이 주요
내용이었올 것으로 추갱원다 실제 1 994년도 \0월 l 일부터 12월 3 1 일까지 충주 중웬지구

당에서작성한당우일지(;!!!Ji日홉)를보연션화또는방문잭민원의대부분은중앙정부나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행갱소용이나 구쩨보다는 교용사고 처리， 이혼갱구， 대금청구 방

식， 임금제툴， 흔해배상 퉁 인사와 관련원 깨인적 인원 상당과 호소가 대부운올 차지하었
다 민원과 관련하여 여야의 황용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집권 여당은 지역개발 관련 인원

이 다수한 이루며， 이용 혜컬힐 수 있는 지구당위원장 및 당직자의 능력이 조직 관리의 판
건으로 인식 되 었다얘기배 1992, 27) 어쨌든 이 시 기 야당의 지구당은 정계적 여건 때문

에엉플적죠언이냐전문화왼상당올받을수없는지역의어려운주인과사회적약"f등의
고인과 목소리를 경갱하는 주요 정치적 채널이었다고 힐수 있다

끝으로， 대외 언론 잊 지역 사회단체와의 연계 양동의 특징은 다옹과 같다 우선 운동권
충신의 정치신인이었던 정기영 위원장은 당내 개혁그룹인 민주개혁정치모임 의 충북조직

융 당당하였을 만큼 당 개혀 휩통애 적극적이었다” 주요 언론 앙동 중 하냐는 갱주{신언
3) 인주찌혀갱져오잉에는 "영의 국회의앤과 60 여 명의 지구당위앤갱이 장여하였냐 12깨의 용
야영 위원회와 5 국외 사무처용 두고 기판지 r깨혀정 '1，응 양앵하였다 잉원진융 보연， 잉채갱

(이사장)， 장기원운영위원장L 이혜찬(갱책위씬장)， 원혜영(사우처장)， 이부영

노우현 갱상

용(상잉운영위원) 고광진 깅재규(지구당위원장 선임직) 둥이다 〈개혁모임소식(중비 l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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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영시

당원수(멍갱+일반)

31 자구당의 주요 훨동

1989
520(30+ 490)

1993
2.182(34+2.1 48)

대의씬

l 회(정기 깨연대 l 회( 정기 대의원대

대회

회)

기광영 상임위원회

1 회(운영위원회 )

앙용

1994
2,245(34+2,211 )

지잉영종의안인중)

2529(66+2463)
2회(잉세갱기)

-지방선거공직자

회)

2 회(대의원 빛 당직

1995

후호선용

5예싱잉위앤희)
-지구당용영

7회

-공직자후보경갱

4 외(당기위앤희l
분과위원회

갱년위원회l임원
진 잉시총회/자

운위원회)

당셰확장과
조직앙통

40엌(재야민주인
샤용대상으로한

잉당권유횡흥)

기판지 배포 20~(앵인신문애

와흥보암용

표)

"회(연 동책잊부
g구잭잉자의사전 10 회(지양선거대비

선갱작엉융흉한당 초직정비및확장)
셰찍장)

장여 )

밸총 18회 "f두 빛 발총 20회+가두빛 ←우면땅송(4회)
상자배포"회)

상7f얘포 17회)

요육)

기놓영
vl용

양앤

2 회 (단항대회l이 3 회( 단합대회 l야유

단합대회

유회)

대인용사

5 건(우료 엉 얄연 18 0 건(우료엉융용

앙홍

효햇소장쩨출}

회)

가두배포(4회)
l회

놓번여룡조사}

"외(핵심당원 갱신

당원쿄~

직확강

II회 (인주당보우연 31회( 인주당보우연 8 회

여흘쪼사용 4 회(여성의 정치 I 회 (U R 채방얘 째한

연구양동

11 회
·지방선거때벼 죠

4회 (조직， 여성， 흥우

부장의선판위와중

앙당연수)
l 회 ( 핵싱당직자

l회

송년모임)

" 5 건(무료엉훌
사)

'"건(우료엉용용사)

용씨
20 여( 여 수애현장

영문)
-문익양혹사 용 향
소설치
기다양용

-12 .

12사건판연 현

수악성지

. 12.

12사건 얘천/부

←비자금청저수사
혹구 현수악 ( 1
회)

건정 회 장석

융저 1989년은 명화인주당 충주 충원지구당의 r 1 989 년도 지구양 갱기보고ι 1 993-95년은 민주당 총
주 충원지구당의 r지구당 갱기보고J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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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와 제천(권운상)의 인정 지구당 위원장을과 공동 성명서를 발g하는 것이었다‘) 또한
지역의 시민단제와도 활발히 교류하였다 지구당이 독자적으로 〈지방자치단제장 선거 관
청과 6공 비리 7대 의혹사건 진상보고대회 ( 1 992.9. 5)) 툴 개최하였고， <쌀과 기초농산물

수입개방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충주 중원본부〉 주최의 엄도민대회 (199 3. 12. 17)

에 참여하였다 충주환정운동연합， 충주시민의 모임， 충주생영의 전화， 충주산엉대학교，
충주장애인협회가 주관하는 행사을 후원하거 나 참여하였고， 이들 단체의 정책질의에 성

실히용하였다
그러나 직능사회단제와의 조직적， 정례적 혐의는 거의 드물었다 이들 단제나 주민과의

간당회나 교류는 선거기간 동안만 간헐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지구당 당원 간당회(사
랑방 간담회)는 지역단쩨와 유권자들을 정촉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었다 사랑방 간당
회는 지구당위원장 및 중앙당 연수원에서 전문 홍보교육융 이수한 홍보요원이 인주당 정
책과 후보 홍보 풍을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선전히는 망식으로 이루어졌다 1 992 년 대선
의경우좌담회홍보요원 3영이 | 일각 Z 회씩 개최 ( 10 일간총 60회， 1 회 정비 5만원)하였고

홍보요원 활동비로 | 일 3만 원이 지출되는 풍 총 330만 원이 충주 중원 지구당에 배정되
었다(민주당 조직국 92-27호 19921 10/13)
지역주민이나 직능사회단체와 병상시 교류와 협력이 저죠하였던 일자적 원인은 힘없는

야당의원외지구당위원장이라는위상때문일것으로추측할수있다 현실적으로입법과
원내 정책 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구당올 용한 정책협의와 여론 수령은 큰본적인
한제플 가졌다 직농사회단체나 시민단제와의 교류 협력 역시 마찬가지의 이유로 선거 운
동기간동오써1안집중되었다

(1 9931091 18)) 상죠
4) 몇 가지 사혜를 등연， 액엉김구선생 암살자의 충격적 발언과 역사의 진실융 용기있재 밝히고
자 한 권중희씨의 구속에 즈옴하여 ( 1 99ν(9128)，~ 판권선거 규탄과 이원종 충북지사의 문책융
요구하여 ( 19921 111 12)，~ ~왕수입 개앙의 옐요성융 역셜한 깅영상 대흉령의 당회얘 대한 항의문
(1993/1ν I O)，~~안민자연합융 위한 충주 시장후보 야권단일화 제안j l 99νQ6122f 풍이 다
5) 이는온사예지역안의개영적육생이아니라야당의일반핵성격이라고힘수있다 광주 전냥
의지구당실태융보도한자료에따르면지역의 시민 및이익단제와지구당은상시척 대화재녕
은 없고 안지 문져가 양생하였융 얘 협죠흉구하는 게 고작-이라는 것이다{겁주정

199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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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딩의 리더십

1) 중잉S에의 기능적 증속
충앙당과 지구당의 의사절갱 구죠와 관계는 획일화된 것이 아니라 일련의 연속선에 배
치할 수 있다 미국의 정우 현역 의원의 재량권올 보장하고 있는 원내정당 오텔 또는 선거

전문가 갱당의 성격상 지구당은 상당한 독립성을 갖고 자율적으로 경쟁되고 운영되는가
하면， 유협의 대중조직 정당 모텔에서는 일상적 운영과 선거 전략의 수립에 있어서 체계적
이고 방대한 조직올 갖춘 중앙당이 지구당이 취해야 할 입장과 태도륭 하달하는 다소 위
제적인 결정 구죠를 갖고 있대Katz and Mair 1994).

민주당의 중앙당과 지구당의 관계는 후자에 근접한데， 보다 갱확하게 g현하자연 종속
적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중앙당은 정세분석 및 선거전략， 정책수립， 정보와 지금의 제공，
교육과 연수에 있어서 기본 지칭을 제공하였다 중앙당의 역할이 극대화되는 계기는 역시

선거이다 중앙당은 우선 지방선거， 총선， 대선의 기본 구도와 전략을 수립하여 지구당에
하달한다 1 988 년 2 월에 앵민당 정책위원회에서 작성한 〈영숭선거전략 보고서〉에는 역대

총선 결과분석， 총선에 입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당의 총선 공약， 인정당의 예상선거 전략
이 자세하게 분석되어 있다 1 988년 4월 8일 명화민주당 선거대책본부 기획실에서 작성한
〈후보자선거 연설 및 정강정책 해설자료〉에는 정세분석과핵심공약은 울론 표준 연설문이
포함되어있다"
선거과정에서 지구당이 수챙하는 중요한 기능 중 하냐는 상대 정당과 후보에 대한 정보

의 수징과 선전이다 민주당 조직국은 공문(96103116)을 용혜 타당 후보자의 상세한 경력
조사를 요갱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유신， 5공과 6공의 고위관료 및 주요협력 내용， 권혁형
비리 둥 부정부때연루자， 시국사건율 제외한 범죄로 복역한 사실이 있는 지 둥이다 1996
년 3월 2 일 민주당 선대위의 공문 역시 후보자의 예상 득표율과 일정은 툴흔 여당의 불법

선거운똥 사례를 수집하여 일일 보고할 것융 지시하고 있다 당시 후보자의 전과 및 세금
6) 혹히 대용영 션거 기간 용안 중앙당의 역앙은 확대된다 1992년 대선 직전애 충육엔대온애 하
당왼 문서용 보연， 김대중 후보와 악찬종 후보의 지지층이 충북되고 었기 때문에 부동총 혹')

20-30대의 야 성향 유권자애 대한 집중적인 대책개방융 강구하고 있다 문제혜정의 방안으포
당내 깨어적 인사쯤 영용한 인주당 지지와 김대충 후보지지애 대한 득표융 제고용 제시하고 있
다 민주앙충청룩도선거대책본우 1 99ν 11 / 1 6. (지구당위원장회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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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 혹의 공개가 제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구당은 정쟁 후보에 대한 주요 정보의

수집 창구였응융 알수 있다
한국의 야당사어 서 중요한 정 중 하나는 당원과 지지자들에 대한 일상적 선전과 교육
의 주요 채널 중 하나가 당 기관지라는 접이대정상호 2(0 5). <표 3) 에서 양 수 있는 것처
럽 지구당의 주요 왕홍 중 하나가 당 기관지였던 r명인신문j과 r민주당보j를 우연발송하

거나 가두 및 상가에서 배포하는 것이었다 「민주당보j는 월 2회 4면 제작되었는데， 서울은

2 ，500부， 지역 지구당에는 2 ，뼈부가 배포되었대민주당 사무총장 〈민주당보 수령 홍보
문( 1 993/ 11 115))). 1 996년 3월 1 8일 중앙당공문을보연，당보를각응식점，다방둥에놓고

나오거나 버스에 놓고 내리기 운동올 전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180호까지 발
간왼 r민주당보j의 내용을 분석하여 보연， 대부분의 내용이 대정부 비판과 전당대회 일정，

최고위원 풍 주요 쟁치인들의 캉렁이나 동정 퉁 중앙정치가 대부분이고 지역정치나 지구
당의활동을다룬기사들은찾기 어렵다
때때로 중앙당의 일방적 결정과 권한의 징중은 지구당과 아창올 벚기도 하였다 1992 년

11 옐 4일 대션을 앙두고 중앙당은 | 도 l사 배정원칙에 따라 임시전당대회릉 얄라는 전연
광고을 충챙일보에 게재하였다 지역 경쟁지인 중부매일과 통양일보는 충챙일보의 광고
옥정 문쩨흘 강력히 도지부에 항의하는 것은 울론， 양사 사장이 회용하여 인주당 관련 기

사흘 보도하지 않거냐 축소하기로 합의하였다 실제 11 월 5일 -7일 사이에 민주당 관련기
사가 불보도 또는 축소 보도되자 도지부는 11 월 9일 최고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문제을 제

기하였고 시정 결의흘 얻어냈다 이후 광고와 관련한 원최은 중앙당에서 결정하되 광고신
탁의 발주는 지방신문에 한하여 도지부에 일잉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구당 자제의 여흔조사 등 정책개발 활동은 저조하였다

<.ll 3) 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럽 민주당 충범 후 여론조사는 우루과이 라운드 개방에 대한 농민 여론조사를 포함
하여 4 년 동안 2 회에 불과하였다 지구당 단위의 정책 개발 역시 중앙-지방의 유기적 협
력 제계가 부재한 가운데 지구당과 위원장의 개열 능력에 따라 주억구구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울론 대선올 앞두고 중앙당의 지역공약개발의 멸요성에 따라 자료 제공의
요챙은 이어졌다 1992년 10월 1 5 일 민주당 갱책위원장(장재식)은 지역공약의 수립을 위
한 의견 제얀을 요갱야었다 또한 1994년 9 월 6일에는 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네 충청육

도지부 주최로 〈지역정책 개발 및 국정감사 대비 공갱회〉가 개죄되어 지역 현안과 민원을

울러싼 제안과 토흔이 이루어졌다 당시에 제시되었던 주요 주장올 정리한 것이 〈표 4) 이
다 위에서 알수 있는 것처럼 대부분 고속도로와공공시설 유치 둥 성장 및 개발정책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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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쭈요 지역개알 정책의 정리

충북지역현않재

|

충주 충원지역의주요인원

-충부내흑고속도로(여주- 구미 샌 죠기 하용 | 충주앵문제 (이주민보상과 소득원 상생)

동서고속도로 깨알계획 수협 필요
-제천얘철도지방갱설립

1 용장대

옹천판광 휴양지 깨양얘 대한 반대

1 민원

께충주-장호간 간 노선와장

-원주지방힐정갱의충주이전

-장곡추l 수장문찌
용처 정기영 ·민주당지역정책껴항과국갱강샤대이공청회토혼자료( 19941091(6)."

부분융 차지하고 있다 어쨌든 지역 여론융 수렴하고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 꾸준한

논의용 용하여 갱당 정셰성과 지역 욕성에 맞는 정책을 개함}는 시스댐과 시도는 지구당

은툴론 중앙당어서도 부재하였다

2) 지구당

위원징의 권한 집중

칙근까지도 정당정치의 인주화용 가로막는 요소로 제왕객 지구당 위원장융 지적하는
목소리등융 자주 들을 수 있다 당시애도 지구당위원장은고비용 져효융융 양산하는 타락
갱치의 온상으로 지목되었대신원성 1991, 106- 115; 갱영우 1991) 당시 우리나라주요 정

당의 죠직과 운영율 분석한 충앙선판위의 자료용 보면， ‘여야용 막론하고 당원 창여가 져1
한되어 있으여， 지구당의 최고의사정갱기구인 대의원대회의 주요 인선온 대부분 지 구당
위원장이 선층1하고 있다고 진단하연서， 당무회의의 인준은 요식절차라고 비딴하고 있다

(중앙선판위

1989)

당시 지구당 위원장의 권한과 역할은 정기대의원대회와 지방자치단체

후보자 선정 과정율 용해 잘 드러나고 있다
언져. 1 993 년 2월 8일얘 있었던 민주당 충주시중원군 제 l 차 갱기대의원대회애는 정대
철 김원기

박영숙 최고위원 동 10여 영의 충앙 정치인과 대 의원 71 영이 참석하였다 회

의폭용 보연， 구두 호선에 의한 만장일치로 새호운 위원장에 정기영 대의원이 선출되었으
며 당직자는 융흔 중앙 및 도지부 대의원， 고문， 부위원장， 상우， 당기위원의 모든 임연권

융 위원장애게 위임할 것을 결의하였다 1 995 년 10월 2 7일의 정기대의원 대회 역 시 구두

추천으로 정선 갤짜나 이의 신갱 없이 현임 갱기영 위원장이 선융되었고 부위원장옹 포항
한 대의원과 당직자들의 엄연권이 위입되었다 。l 처렵 지구당 위원장의 악강한 권한은 일
차적으로 지구당운영과 인션에 관여합 당직자와 대의원의 인사권애 었었다

정당 재연 시 7](1 990- 1995) 야당의 지구당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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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5) 흥주 흥원'1구딩의 흥보자선정위원회 구성
후보자션갱위원

직책

후보자의선갱직위

에고

갱기영

위원장

요。。

고문

아 。。

고운

안。。

부위원장

여 。。

연액

칙。 。

연책

오 。。

연책

강。。

연책

갱。。

대의원

충주시장후보용of

깅。。

민원용사실장

충주시장후보용마

류。。

상임고문

김。。

통책

성。。

사무국장

임 。。

홍보부장

조。。

당원

도의회 4 선거구 경선 출마

충주샤장

2차 경션얘서 7:5로 당선

도의 회제 l 선거구

단톡용마 찬반-'F-1l(1O :3)

도의회재 3 선거구

단육용아 싼안-양표 (H)

용처 인주당충주시 지구당 〈충갱북도충주시장과도의원 후보자성갱보고서 (1995105112))

위원장의 악강한 권한은 지방자치제도가 확대되연서 더옥 강화되었다 왜냐하연， 지구

당위원장은 시군구 의원은 물혼 자치단체의 장올추천할 실질적 권한융 보유하고 었기 때
문이다 1) 1995년 6 .27 지방선거과갱융 산며보연 이플 쉽게 알 수 있다 충주 중원 지구
당은 1 995 년 3옐 24일 개최된 대의원대회에서 후보자선정위원회의 구성 권한용 위원장에

게 위입하였"'-， 4월 15 일에는 1 5영의 후보자선갱위원회가구성되었다 이툴뒤인 4월 17일
에는 후보자선정위원회가 개최되어 시장융 비롯하여 도의회의원 후보지융 연당과 선정위

원의푸g용용히F져절정하였다 ”

7)

지구당위원장에게 너무포훨쩍으효 악강한 권한이 위입되어 있었기 얘문애 형국 당헌당규쉴 개

정하기에 이른다 깨갱 당규는과거 지구당위원장의 추천애서 지구당후보추천위원회와용영위
원회의 혐의융 거질 것과 시도지부용 정유앙 것， 충앙당 당무위원회의 심사 용융 영문화하였다
이에 대뼈서는 명화민주당 총앙당사우처(1 99110210 1 별 장죠

8) 그영지안 선갱위연회을용한공직후보자 선용 세도자제가당시에는선전객 예안이었용융 고려
앙 핑요가 있야 당시에는 대부분의 지구당 위원장률이 욕긍이나 져인윤융 직정 져영하는 방식
이판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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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5) 는 15명의 후보자 선정위원의 영단과 이들의 직책을 쟁리한 것이다 흥미로운 점

은 15영의 선정위원 충 우려 6영이 시장이나 지방의원 풍 후보로 층아한 이해당사자라는
점이다 물론 이플은 자신이 후보로 나선 경선 투표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정해

야 할 선정위원의 상당수가 후보 당사자로 나섰다는 정에서 사전 당합의 개연성이 있고

선정과정의 객관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 절국 당직자와 대의원의 잉연과 선정위
원 인선 오두가 지구당 위원장의 권한이라는 쟁에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후보 결갱
은 위원장의 뜻에 따라이루어졌다고 명가할 수 있다

3

재정

이 시기 전국적 단위이든 지구당수준이든 갱지자곰의 실제를 다룬 연구들은 극히 드물
다 그런 정에서 정치자금의 조달과 지출의 메커니즘을 구제적으로 고창한 이번 연구의 의

의는 척지 않다 이 시기에 이르러 정치자금과 관련하여 몇 가지 주요한 법 개정이 이루어
졌다(싱지연 김인전

2002)

4자 개정 (1 98911 2130)은 종래 중앙당에만 울 수 있던 후원회규정을 고쳐， 정당의 시

도지부， 원내 교섭단체들 구성한 정당의 지구당과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입후보 등록올
한 사랍도 후원회륭 울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융 매년 정액회(유권자 총수에
400원올 곱한 긍액)하여 예 t에 의무적으로 져상하게 해 놓았다 6자 개정 ( 1 99ν 11 11 1)은
익영으로 기탁할 수 있는 액수를 1 회 100만 원 이내로 하고 선거가 있올 때 정당에 지급하

던 보초금올 유권자 l 인당 300원에서 %원으로 융렸다 익영으로 갱지자금을 기탁힐 수
있도록 한 것은 야당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되며，에 보조금의 증액은 제 1 4대 대풍령
선거를 앞둔 시정에서 여야 모두 선거자금윷 필요로 했기 때문에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분석된다 7차 개정 (1994/03/ 1 이에 서 후원회의 회원 수를 확대하고， 선거관리위

원회가 발행한 정액 영수중올 사용하여 갱치자금의 기부툴 받올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

9) 철국 후보자 공천과관련하여 이애 대한 반양과장응운폭로외}성영서 발g로 확대되었다 한때
충주 충원 지구당의 대의원이었던 갱재현 후보는 경선과정의 용공갱생융 욕로하연서 양당히}
여 우소속으로 용마하였고， 이후상효 비난에F는생영서 공방이 이어졌다

10) 정치용토 상야당애 갱치자긍융 지원하연 바로 그 날로 세우사질융 당하는 현실 때문애 익영으
호 정 i 자급융 기탁할수 있게 하는 것이 바항직하다고 수도 없이 제안했다고야당 의원은 발언
앙정도였다 rlJJ ff 內뼈委Al'tit않야j 제 156회제 14호.(199 1 년 12 영 17일)， J쪽

정당 재연 시 71(1990- 1995) 야당의 지구당 연구

(,, 6) 흥주 중원자구당의 재정 운용 싱양
"1고

구분
당비
수잉

63.873.700
1988

63,873.700

위원장

기탁금
보죠급

후원회
착잉긍

지용

수잉
9，330，αlO
199。

운영정비

5,449 ,700

정치활동비

58 ,424,000

당비

3，830，아lO

중앙당지앤

기탁금
보조금

5‘ 500.000

후원회
자엉금

지용

수입
찌 150，'이m

1991

지용

수잉

157 ,163 ,500
1992

지용

옹영정비

7,990,000

갱지황동비

1,340.000

당비

35 ，이lO，ooo

기당긍
보죠긍

후원회
자잉금

5, 150,000

운영경비

6， 870 ，때O

정치활동 '1

3,.3280,000

선거비

당비

9O，()()()1이m

당원 1 ，200영납부

기탁금

30.000,000

충앙당

보조금

20，000‘어lO

후원회
자잉금

17,160.000

운영경비

25 ,000,000

정치앙동비

132,099.600

3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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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6)

기스

구분
당비
수잉

53 ,915,140
1995

비고
5 ，542 ，야)()

기탁금
보초금

42.550，1αm

후원회

5.332 ,500

경싱생( 애
I ，8윈’，550，000)+선거 (24，아)()，OOO)

자잉긍
지출

수잉

1996

28,130.390

운영경비

11,845 ,000

정치양용비

34,590 ,750

당에

4,02 1,000

기탁급
보조금

(96 .1‘

후원회

5.1)

자입금
지용

2.500,000
20 ,130 ,000

운영정이

1,479,390
8,098 ,450

갱지양동비

27,970,590

용처 민주당충주 충원지구당의연도영'>1구당회껴보고i

이 정당에 대한국고지원융 지 속적으로 능리는 초치올 취함으로써 유권자 l 인당국고보조
금부당액은국고보조를 실시하고있는 다른국가들과 비해거의유사한 수준얘육박했다

(박효종 1 997， 1 54).8차 개갱(1 995112130)은 충앙당 후원회의 회원 수 상한 조항(2 ，000영)

융 삭째 "1여 째한이 없도록 하고 우연으로도 후원금올 낼 수 었도륙 했으며 중앙당 후원
회의 기부한도를 50 억 원애서 100억 원으혹 선거가 있는 해애는 이용 두 애로 상향조정했
다 요약하자연， 이 시기에 이르러 국가보조금의 규모가 비약적으로 충가하였으여 중앙당

분만 아니라 지구당 후원회가 합법화핍으로써 정치자금의 주요 조당 장구로 앙용되기 시
작하였다 〈표 6) 은 해당 시기 지구당의 재갱 운영 상황의 전반적 추이원 보여주고 있다

〈표 6) 에서 알 수 있는 것처렵 지구당 운영융 위한 지긍 조달의 가장 중요한 수단은 당
비와 충앙당의 보조금이있다 1 995 년도부터 는 후원 회 제도융 직극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언저， 당비의 주요 내역율 살여보연 당비는 당원이 납부하는 일반 당비와 선거 퉁 당의 특
별 당비 직책 당비호 나눌 수 있다 명인당 시절이었던 1989년 내역 용 보연 당비가 수잉의
유일한 수단이었는데， 이 오든 것융 위원장 흥자서 납부한 것으로 되어있다 1988 년애서

정당 재연 시기 ( 1 99()-.. 1995) 야당의 지구당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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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처 민주당 충주 충원지구당의 연도옐 r지구당 회계보고J. 2008년은 중앙선관위의 η008 년도
정당 후원회 풍의 수입 지충내역ι 2008 년도 기타수엉애는 제 17대 대선 및 써118대 비례대표
선거비용보전액 잊 기탁금 안환액이 포항됨

〈그링

z

용주 중원지구딩의 재정 운용 상앙

1995년까지 민주당 충주 중원 지구당의 당비 비중은 명균 5 1.~‘에 달하고 있다 '" 이는
기존의 자료 빛 연구와 현칙한 차이가 있다 중앙당 수입어 서 당 "17f 차지"는 비중은 한
나라당

4.4%, 새정치국민회의 3.8%이여， 두 당의 지구당 수입에서 당비가 차지히H능 비충

은 명균 25% 정도였대정영국 2뼈.239)
일자쩍으로 이러한 차이는 당시 정치자금 제도의 미비로 중앙당의 일부 보조긍과 지원
금융 당비 형식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구당 후원회 제도가 아예 없었

고， 야탕에 대한 기탁음 제공이 전무하였던 상횡에서 당비의 상당 부분은 위원장 개인이
충당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기영 위원장은 당시 지구당 운영의 민주화와 안정화플 위
하여 당비 납부 당원의 확충에 많은 노획을 가윷였나 앙내 선거가 있언 1 992년에는 1,200

영의 당원이 당비를 납부하였고， 당비의 총액은 무려 9천안 원에 달하였다 1995년도 회계
자료는 당비 내역윷 가장소상하게 알려주고 있다 1 995 년도의 당비 수입은 5 ，542 ，이m이었

11) 그러나이는중앙당의 수입 구조와확연히 다르다 한연구애 따르연，당비가견제중앙당의 수
잉얘서 차지"는 이중은 1 997 년도에는 %‘ 1998년도에는 4%， 1999 년도에는 5%， 2αm년도에는

4%로 나타났다(싱지연 김민전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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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중 1 ，965 ，000윤 위원장이 납부하였대당비의 35%) 당직자와 일반 당원이 내는 일
반 당비는 l 만원에서 3안 원 갱도의 소액이었고， 중앙대의원(뼈，000 원) 당비가 포항되었

다 션당대회의 대요 경선융 앞두고 위원장과 가까운 중앙정치인을이나(김원기 의원 50만
원， 김상현 의원 20만 원) 도지부장의 특별 당이(100안 원)가 주왼 수입원이었다

1 990년 3월 13일자 명화민주당 사무총장 영의의 ( 1 990년도 운영에 보조금 처리 지정〉
에 의하연 1 990년 2 생부터는 시도지부와 원외지구당에 각각 원 500，000원올 매달 10일에

지급하였다 〈요 7) 의 1 99 1 년 수입애 보조금이 5 ，500，뼈으로 보고왼 것은 위의 사실융 윗
앙칭하고 있다 1 992년 7월 28일 민주당 사무총장(한광옥)의 〈원외지구당 보조금 사용내

역 보고〉 라는 문건에 따르연， 지구당 보조금은 l 액안 원으로 중액되었다 〈표 6) 의 1992
년 수잉에 보조금이 Z천안 원으로 보고핀 것은 1992년에 대용령 선거가 있었기 때문애 정
당보조금 l 천 2 백만 원 이외에 선거보조금 8백만 원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그러하다 압에

서 성영한 것처엉 갱치자금엉 개쟁얘 따라 갱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해마다 중액되었기
때운애 지구당 수입에서 보죠금이 차지'1-는 비중 또한 커졌다 지방선거가 있었던 1 995 년
에는 지구당애 대한 경상보조금이 웰 l 백 50 안 원으로 증가하였고， 선거보조금 2천안 원이
지급되었다 대략 영화민주당 시정에는 중앙당의 지구당 보초금은 월 50만 원이었고， 인

주당 초기 ( 1 991 - 1 992)에는 100만원， 민주당 후 7)( 1993- 1995 )에는 1 5 0안 원 정도 제공되
었앤것으로보인다
1 995 년부터는 후원회가 지구당 수입의 또 다론 중요한 채널로서 작용하였다 〈표 η 옹
충주시 지구당 후원회의 선판위 보고 자료이다 후원회융 개최하여 총 7，430，1이)()원을 모

급하였고 정비를 제외한 5 ，332 ，500원융 기부하였다 1996년에는 후원회올 흉한 모긍액이
20， 130，이”원으로 지구당 수업의 71.6%흉 차지하였다 써
한연 지충은 운영 경비와 갱치 활동비로 구성되는이)， 그 비융은 선거가 없는 혜애는 대

략 1 : 2이여 ， 선거가 있는 혜는 1:5까지 갱치 앙동비가 압도적으로 많다 선거가 없는 시기

’2)

1990연대 후안에 이르러 충앙당의 ~앤회 역시 양성화되었다 인주당용 1 5대 총션융 앙둔 96년

3월 14일 후원외와공션자 대회용 개칙하였다 당시 힐당된 후앤회비 는 다용과 강다 지구당 위

지구당

위앤생

갱당 재연 시기(l99!>- 1 995) 야당의 지구당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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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7)후영회현앙
구분

후원긍

개인

금액(원)

3

400,000

"

7,030,000

합계

엉인

수잉
모집긍풍

집회에의한모금

팡고에의한모금

지올

적요(건)

7,430,000

기부금

5,]32,500

금풍오집정비

2，035‘야JO

기타경비

62,500

7 ，4 30，αJO

충저 민주당 충주시 지구당 (1 995 년 후윈회 회계보고〉

의 운영 경비는 앵균 8백안 원 정도가 소요되었는데， 여기에는 인건비(여직원과 사우국

장)， 사무소 유지비， 공공요금， 비풍 구입비와 장비 퉁이 포함왼다 정치 환동비는 조직관
리 및 정책개발과 관련된 것으로서 조직 활동비， 선거비， 조사연구비， 선전비 ， 훈련비， 사업
비， 기타경비가 포항왼다 보다 구체적으로 얄아보기 위하여 1 995 년 지출 내역을살며보았
다 당시 지출은 운영정비가 1 7 ，845，000 원， 정치 활동비가 34，590， 750 원이었다 정치 환동

비 가운데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조직 관리블 위한 위원장 딴공비와 당직자의 안동비 지충
이 24，아JO，αJO원으로 전제의 69 .3%를 차지하였다 나머지는 연단위 발전협의회 활동비 (각

10만원)와선거 운풍원 격려금( 10만원)동흉상조직 관리와관련된 비용이었다

당원의 정치사회적 배경

4

당원과 지지 기안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정당사의 뼈싱이지안 한국에서는 아쉽게도 최
근에서야 시도되고 있다(갱영태 윤상진 2006; 강원택 2이뻐， 김영태 2(08). 하지안 대부분

의 연구들은 자료의 구입이 용이한 최근의 연구이거나 당원을 대상으로 한 독자적 연구보
다는 여론조사에서 나타난유권자의 정향과관련된 것틀이다

본 연구가 사용한 자료는 민주당 충주 중원지구당에서 작성한 r당원영부，( 1 992)이
다

11)

<요 8)은 당원의 성별 분포인데， 남성이 58.4%로 여성 (4 1.6%)보다 다소 많기는 하지

13) 여기에는 대의원과상무위원 융연용 조직책 345영올 포항히여 총 2 ，390명의 당원의 성영， 주인
퉁혹엔호‘ 학력， 주소， 본적， 직급， 직엉 풍 기온 갱보가 수혹되어 있다 그러나 성명과주소， 연짝
처용 제외한세부 기륙 사항은 의우가 아니었기 때운에 온적과 직엉 등옹 기륙하지 않은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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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8>:;1원의 싱잉 지역g 문포

항목
성영 IN-2204 )

지역영 IN '2J 51)

구분

슷자{비융)

남자

\ ， 288영 ( 58 .4%)

여자

9 1 6영 (4 1. 6%)

충주시

1.728(73.]%)
629(26.7%)

충원군

안 대째적인 균앵올 이루고 있다 이는 충주 중웬지구당의 농촌도시혀의 성격을 잘 반

영하고 있는 철과이다 당원의 7~‘ 이상이 도시에서는 여성， 농촌에서는 냥성에 집중되어
있다는 갱영국의 연귀2뼈1， 240){} 간접 뒷받침하고 있다 " , 눈에 띠는 점은 상무위원과
대 의원 퉁 간부 당원의 비 중이 다 여성의 간부 당원 비중은 불과 1 9영 (9 .2% )에 용과하여

싱각한성 비 의 불균형올 보여주었다 이는 당시 선거 에 대비 한 조직화가 지역융 단위 로 한
여성의 대규모 흥원옹 용해 이루어졌고， 반연 일상적인 지구당운영은 냥성 중심으로 이루
어졌옴융 추욕할 수 있 다 ", 한연 당원의 지역분포애 있어서는 충주시 가 충원군율 3애 이
상압도하었다 이는 1 3대 총선의 유권자 수의 비월7 1 ，)56 ， 52，983)옵 고려할 때 농촌보다
는도^I 지역애서 당원의 창여 와 조직화가상대적으로 활발하였음올 말하여 준다
(1l 9)는 당원의 연령별， 학력옐 운포용 정리한 것이다 당원의 연령은 30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40대 이전이 79.8%로 50대 이후용 압도하고 있다 고영화왼 농촌 지역융 포함하
고 있었읍에도 란구하끄 당원의 연령이 상대 적으로 젊은 데 에는 14대 총선에 충마하였융

당시 갱기영 위원장의 나이가만 33 세료충갱지역에서 가장젊은후보였다는사실과 판련
이 있다 아융러 학생운동권 총신이었던 위원장 자신이 상대적으로 개혁 지향적인 대학생

과 갱장년 째충의 유권자의 조직화애 큰 관심을 기울인 결과라고 혜석원다 반대 호 고폴
명씬 더 않았다 따랴서 온 연구의 g석은 판 연 사항용 기륙한사혜만융 대상으로 하었다

14) 서용지역의 한 여당 의원은자신의 지역구의

륙성옹 설명하연서 -공우씬，ji[원 잊 언혼인의 장여

가 제한외어 있어 죠직원으로서 전용성이 강여원 부녀 자와 노인충이 주총용 이우고 있기 때문
에 쩍 극성이 경여되어 있다-"， 생영하었다(깅기배 199ζ

24).

Il) 이러한 사정은 중앙당과 지구당의 자이와 상관없으며， 현재에 와서도 크 게 연하지 않고 있다
2006년 얻재 민주당은 당우위원 98 영 충 여성 5 영 (5 .1“)， 지구당위원장 227영 중 ]명( 1.3%꺼
블과하여 한나라당도 당우위원 63영 충 5영(7.9%， 지구당위원장깅7 영 충 3영(1.3'，4에 그쳐고
있다 당원의 절반 이상이 어생당앤입융 강얀항 예 여성 당원툴의 의사나 요구률 안영하기에는
쩡대핵으로 부혹한 수치잉에 톨링었다{깅소연

2003).

갱당 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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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9) 당원의 연 렁열 학력열 운포
연령

학력

구분

영 (비융)

20대

308 (14 .3) 948 (43.9)

구분

중종

iξ즐

50대

468 (2 1 껴 279 (12.9)

60대이상

함

157(7.3)

2160

대훌

고종

107 (1 4.2) 205 (27. 2) 361 (47.9) 81 (10.7)

u
」
”

F
1

밸

따

애-

>
:

빨

영(비융)

이0 대

m대

-

합

754

a
r g
T:
합계

충신지

1677

이하의 학력은 당원의 89.3~‘툴 차지하였다

마음으로 주인둥옥 번호를 부여 받았던 주소지를 기준으로 당원의 출신별 분포릎 살여

보았다 충주 지역이 내륙의 교용중싱지인 탓에 고른 전국적 분포를 보이고 있다 울론 압
도적인 것은 충북 충신이었다'( 79. 8%). 충청 출신을 제 외한다연， 인접해 있는 강원 지역출
신이 않았다 호남과 영남 충신 비중은 각각 5 .5%얘}5. 1 %로서 인구을 감안한다연 호남 출

신이 두 매 이상 않다고 항 수 있지만 절대 비중이 일반적 예상보다 큰 것은 아니었다
〈표 11 ) 은 당원의 직엉별 분포이다 지금까지 당원판련 자료의 공개가긍지되어 있는 엉

적 계약상 당원의 본적과 직업， 학력에 대한 제제적 연구가 올가능하였다

…비교를 위하

여 80년대 중반 서용시 4개 선거구블 대상으로 이루어진 김영석 (1 989) 의 연구를 장조하였

다 가장 언저 눈에 띠는 정은 농업 종사자가 두 번째로 많다는 점인데， 이는 지역의 특성이

반영왼 결과이다 셰일 않은 직업군은 자영 상업으로 나타났다 설문대상이 중앙당이 아닌
지구당임을 고려할 때 상업 및 사업의 종사자들은 지역에 기반을 둔 자영엽 집단이라고 추
론힐 수 있다 두 직업종사자의 미웅은 인정엉이 65.7%에 달하는데 이해 인주당은 36.8%,
명민당은 44.1%, 홍일민주당은 26.7%에 그치고 있다 야당이 여당의 직업분포도에 비해

유의미한 연차를 보이고 있는 또 다른 직종은 회사원이다 민정당의 경우 그 비중은 1 %에

16)

1 992 년 내우위 서올시 국감얘서 인주당의 이혐 의원은 용안장의 당적공개응 요구하였으나 서용
시쟁이상애 }은 개인의 신상관련사항이어 당적 공개가용엉이랴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r동아일
보J 1 992/ 1α 1 7올 장죠

284 효택정치연구 찌20집 재1호(2011)

(l!. 11) 딩앤의 직엉 구성(%)

8를톰‘

인갱당

명인당

홍일인주당

\J

。

14

。

2.2

。

짧
-짧n

33.7
4.2

36.6

11.7
10.0

4.'
1.9

8.6
4.3
\0 .8

'.0
11.7

Qi*jI톨뻐I’”

l.l

3. 3

83

1.0

8.6

2 1.1

'.’”
’”
0.5(%’)

3. 2

1.1

。

12.6

13.0

10.0

32.0

15.0

\J

7.'
3. 2

l 때 309)

10여93)

10여60)

농링수산엉

i찌삐

용엉 팡엉
상업
건성엉
전문직
갱치인

‘

ι~’m

교사/공우원/군인
피사앤

공익사엉
추우

사엉

기타
계

l

llJØIIIf)
7J!(!3

l뼈에13'’

I.J

용져 민정， 영민， 용잉민주당 자료는 김영석 ( 1 989).

상과하지만 민주당은 \3 .6%, 용일민주당은 2 1.7%응 기욕하여 도시의 교육받은 신중간충

이 야당의 핵싱 지지계충이었응을보여주고 있다 '"
g으로 용합 이정 명인당 당원이었다가 민주당 당원으로 껴속 당적융 보유한 사랍률은

총 178명으로 확인되었다 이 숫자는 영민당 충주 중원지구당 당원 총 4J7명 의 37 .3%-에
해당핸 것으로 정당용함과 지구당 위원장 교제 풍 변화하는 갱치 상황 속에서 일반 당
원 수춘에서도 당적 연정이 심하였던 샤실융 잉중하고 있다 이 중 II 영은 명민당과 민주

당의 지구당애서 당직자이거나 대의원， 상무위원， 조직책 둥 직책용 연속하여 맡았는데，

이들이 충성도와 헌신성이 높은 빽싱 당원이라고항 수 있다

17)

엉일한 선거자료에 근거한 것은 아니지안 화이트간라용포항한중간계급이 야당의 지지기반이

었다는 주장은 박앵준 갱판용(1989); 옹천주{198이융 창조 %년대의 션거용 다룡 대부운의 운
석 에서는지영충의 여당지지성향이 다흔 제용에 비예 상대객으로 농게 나타나고 있다 정영태의

연구에셔는자본가셰 급 다용으로농게 나타냐고 있으며，강영세 의 분껴에셔는신한국당에 대한
자영엉 계충의 지지도가 여타 직엉보다 농용 것으로 나타났다 강영세 는 그 원인으로 자영업 징
단의 농응 연령(보수회냉 장죠하고 있다 이얘 대해서는정영대 ( 1993); 강영세 1 996냉장조

정당 재연 시기 (1 990- 1 995) 야당의 지구당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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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철론
온 연구는 3당 합당이라는 정당제계의 연화가 지구당의 구조와 활동， 리더십‘ 재정， 당원
구성에 어떤 영향올 이쳤는7별 해영하고자 하였다 민주당 충주 중원 지구당의 사혜에

서발견된특정올정리하연다읍과같다
첫째， 지구당의 구조와 활용에 있어서 민주화라는 거시적 전환이나 3 당 합당이라는

외적 조건의 연화와 상관없이 위로부터의 조직회(안명영 1985 , 107)’, 간부정당(이제희
199 1 ) 이리}는 과거의 특성이 연속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당시 지구당 조직의 가장
중요한 특정 중 하나는 선거와 일상의 이원화왼 구조이다 영상시 지구당은 위원장과 상

근 활동가 중심의 민원처리 연락조직으로， 선거 기간에는 유권자툴 조직할 갱애인 기구로

운용되었다 그렁 정에서 이 시기 지구당의 7f장 중요한 기능과 역할은 선거에 대비한 조
직 용원이라할 수 있다 활동에 있어서 지구당은 독자적 당원 교육 프로그랭이나 연수 과
정을 갖추지 못하였고 중앙당에 의존하였다 지구당과 중앙당의 관계는 교육， 재정， 전화，

인선 동에 있어서 수직적 위계나 총속적 관계에 유사하였다 지구당과 지역사회단체와의
정지적 연제 또한 선거 시기에만 집중화된 양상올 보였으며， 지역의 직농사회탄제와의 주

기적인 교류나 정혜적인 협력은 드물었다는 점에서 제도화 수준이 낮았다고 명가항 수 있

다 가장 큰 원인은 입엉과 원내 정책 활동을 할 수 없었던 야당의 원외 조직이라는 죠건에
있었다
울째， J당 합당 이후 인주당은 지구당 운용의 인주화을 내걸었지만 오히려 지구당 위원
장의 권한은 확대되었다 지구당 위원장은 대의원이나 중앙 대의원， 상무위원， 당직자의
인선은 울론이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공천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
다 이를 가능하게 민들었던 구조적 원인은 당원들의 자발적 창여가 제한되었고， 재정의
상당 부운올 위원장 개인이 조달해야 δF는 제도적 제약 때문이었다

셋째， 지역의 특성과 위원장의 성향이 당원 구성에 미치는 영향이다 일반적으로 당원의

성멸은 도시지역에서는 여성이， 농촌지역에서는 남성이 지배적인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충주 중원지구당의 생멸 구성은 남성 대 여성의 비융이

58 대 42 호서 엇비슷한데 이는 이

지역의 농촌도시의 혼합적 성격융 반영한 정과로 용이왼다 한연 여성 당원의 간부 비중은

율과 19영 (9.2%)에 불과하여 심각한 성비의 알균형을 보여주었다 이는 당시 선거에 대비
한 조직화가 지역올 단위로 한 여성의 대규모 동원을 용해 이루어졌고， 반면 영상적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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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당 운영은 냥성 중심으로 이루어졌응올 알 수 있다 가장 흥미로운 결과는 당원의 연령
이 30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40 대 이전이 79.8%로 50대 이후플 압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령화된 농촌 지역을 포항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원의 연형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
에는 상대적으로 징은 세대의 야당 지지 성향과 위원장 개인이 젊고 개혁성향이 강하다는

정이 반영되었다고 추정힐 수 있다 또한 쟁당용합과 위원장 교체 과쟁에서 우려 63% 의
당원이 교체되었다는 정올 처응으로 확인한 것도 의미 있는 성과라 힐 수 있다 이는 당원
의 가입 배정이 정책이나 노선 풍 보연적 가치(purposive benefit)보다는 위원장 개인과의

연고나 물질적 보상{material bene꺼t)이었음을 반증'f-는 것이다 이들은 집단적 인샌티브

(collective incentiv야보다 개열잭 인센티브(individualistic incentiv.야에 더 많은 관싱을 가
졌다고 추정할수 있대김용효 외

2008 , 3).

요약하자연， 상대적으로 장신하고 개혁척인 신진 위원장이 지구당을 맡았응에도 울구

하고 당원 장여의 황생화와 용뿌리 네트워크의 구축에는 실질적 진전을 이루지 옷하였다
고 명가할수 있다 이는 당시 정치개혁 차원에서 지구당의 민주화를 표방하였던 민주당의

실험이 당원과 지지자의 자발적 참여와 풍뿌리 주민조직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데에는 실
때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좌절은 특갱 위원장 개인의 리더싱과 능력의 한계라기보다

는 당시 한국 정당， 특히 지구당 조직의 보면적 한계였다고 힐 수 있다 그리고 이 문제는
20 여년이 지난 지금의 시정에서도 아직 미완의 과제로 냥아 었다
끝으로 본 연구어 서 확인되었지만 보다 깅게 혜영하지 옷한 부분은 재정과 리더심의 연

관성이다 조직 연구 특히 이익집단 연구에서 재정의 충처는 집단의 전략 선택파 리더의 영
향력 행사에 가장 큰 영향을 이치는 변수이대Be rry

1984; Walker 1991) 본 연구에 따르연

위원앙은 당비의 상탕 부분을 조달하였으며， 친인척이나 동창회 등 대부분 사적 연고를

활용해 후원회을 직접 조직화하였다 이 시기 지구당과 위원장의 관계는 이익집단의 의사
결정에 가장 큰 영향올 미치는 재갱 후원-^\-(patronage) 또는 거액 기부자(sugar dadd ies)에
비유될 수 있다 재정의 전당(승빼)과 소위 지1왕적 위원장 사이의 연관성올 밝힐 수 있는
제계적인 후속 연구가 멸요하다 하겠다

투고일 20 1 0년 11 셀 30일

심사일 20 1 0년 ’2월 1 3일
게재확정일 2011 년 1 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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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earch on the Opposition during the Realignment of

P이 itical Parties

(199 0- 1995):

Focusing on District Party Chapters of Democratic Party in
Chungju and Jungwon

Sa ng Ho ‘Jeong

I Myong.l이*앤W

From \988 10 1995, the system of p이 "κal panies was rundamentally refonned, in c1 uding
the three.party merger and the legal and inslitutional environmen t. Des pite changes io the
extemal environment, ho、‘，ever， the funclion , role and operalion of the district pa J1 y chapler
remained subslantially unchanged. OiSlricl party chapters were more dependem 00 the
central party for educating their party mcmbers,
cha이ers

and the central

pa끼y

“’ th the relationship between district party

being approximale 10 a

Iφ.(Íown

subordinate relationship

One of the m∞t important functions of district party chapters at the lime was 10 mobilize
야ople

“

in preparation for elections. 10 the meantime‘ the JXIwer of the di rict party chapter

chainnan was immense. He co비d
standing
l야a l

membeκ

municipal

appαnI distri이

pany chapter del뺑 tes， central

pany members and even afTect the selection

elκtions

pπ>CeSS

delegateζ

of candidates for

and local par1iamen t. Thìs was possìble sìnce party members’

particip:uion was systematically restrìcted and the chainnan hìmself had to cover the
financial costs of running the dìstrict party chapter. The most sìgnìficant outcome for thìs
study is 10 identify that one ofthe core missions in rcfo끼ning political partics is to strengthcn
the connection 야 tween v 이 untary p이 itica l o멍:anizations and their supporters, and grass-root
。rganizations.

Key‘ ords

Unrortunately, this problem has remain어
πa l ignment， 야1i tical

pany membership, financia l structure

parties, role and

unιolved

0κrnt ion

for 20 years
of district party chapt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