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후보자 선정과정의 동학: 

제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의 공천을 중심으로 

길 정 Of I 서을때이교 

본 연구는 ~국 정당의 공진과정이 여전히 에쇄적이고 히횡식인 영태로 유지되는 원 

인을 잉히는 것을 그 목적으로 힌벼 기존의 연구경앙은 공진지15'-. 주어진 것으로인 

띠익옹뼈 공천X따 자치외 그정i썩영E써안 전직빼왔던 안엔 본언구는신지또주 

의의 핀성에서 공진방식의 용성이 유지되어 온 원E씨 의운올 제기하였디 언구의 g 

과 띠쇄적이고 01양식 형태의 공진빙식이 유지되는 것온 g과의 톨여실싱의 정치적 의 

미가 비교적 미약히여 8 민주적인 특성이 여전히 잔즌하고 있는 효R의 정딩정치 현실 

이 서 각 ε딩 내 앵워자톨이게 있어 공전빙식의 개빙회톨 용해 지지§ 및 의석 수 확대 

톨 용힌 정당의 생존율 추구해야 δ는 유'l!OI 크게 직용히지 않음에 기E벤벼 오a뼈 

예해직O 고 하엉식의 공진잉식의 선택을 용해서 정딩 내 행위자툴온 재선 잊 딩내 권혁 

의 장으에 1라는 신호톨 실현A 키고지 노업했던 것O띠 온 연구는 륙정힌 저E는 딘승히 

주어X딴 것이 이니라 잉치적 앵위자률의 엄의 관계기 E언용왼 선핵이라는 관징어 서 정 

딩의 공천과정융 보디 올해적으료 이해하려는 시도톨 엉디는 점에서 그 의의. 장율 수 

gq을 것으로생킥띈다 

쭈얘어 공천꾀징 여쇄적 >1힘식 궁전잉식 앵워지의 신호 정딩정치 

1. 서론 

공직선거에 출마힐 후보를 선정 I)t>\i= 것은 민주주의 하에서 정당이 지니는 주왼 기 

1) 정당의 공직후보자륜 선정하는 떼 있어서， 미국의 정우는 지영(nomination ) ’ 그리고 ’선용 

(candidate sclκtion)'이라는 용어가 상호 혼용되고 있다 아는 일견 유사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 

으나， 래니(Ranney 1981 , 75; 2001 , 169)는 두 용어의 앙용에 있어 차이정용 지적한다 전자의 경 

우 선거적 권위(tlect ion a띠hority){k 지닌 주애애 의혜서 엉격인 정~Klegal ψOC"')융풍혜 정 

당의 공직후요자가 정정되는 것올 웃한다 이와는 원려， 후자의 경우는 엉의 영역 외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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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중의 하나이며， 정치적 충원의 가장 절정적인 단계이다 최근， 민주주의 국가의 정당들 

은 이러한 공천과정의 민주화로 대표되는 당내 인주회 과정올 겪고 있다 한국의 정당 또 

한 국회의원후보자를 선갱하는 데 정당의 l인 리더 혹은 지도부가 독점적인 권호딸 행사 

했던 과거의 꽁천방식에 비해， 제 1 7대 총선에 이르러 각 정당은 경션을 영문화하는 퉁 보 

다 민주적인 공천제도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일부 선거구에서 경선을 실시하였고 또 

한공천심사위원회의권한이 강화되었다 이러한옥면에서 한국쟁당의공천과정은포팔 

성(inclusivenessl1의 수춘율 중대시켰고， 따라서 공천과갱의 민주회 및 당내 인주화의 수 

준 또한 농아질 것으로 명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포괄생 및 당내 민주화툴 확보하기 위 

한 정당의 노력이 정차 제도화될 것으로 기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1 7대 총선의 실제 공 

천과정은 경선윷 실시하는 선거구가 최소화되고， 전략공천이 행해지는 경우가 생겨나는 

퉁 컬과적으로 하향식 특성을 벗어나지 옷하였다 게다가 제 18대 총선에 이르러서는 경선 

이 전적으로 사라지고， 공천 규정에 대한 당내 계파 사이의 갈둥이 격화되고， 공천 달학자 

들이 결과에 불복하여 대거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충마송+는 풍 공천과정의 민주화 및 당내 

민주화는 퇴챙하게 되었으며， 상향식 공천제도에 대한 기대가 우너지고 이에 대해 여러 가 

지 운제정 및 그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봉 연구는 이렇게 tl-국의 정우， 국회의원 션거에 있어 정당의 후보자 선갱과정이 여전히 

하향식이고 예쇄적인 형태융 유지하고 있는 원인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홍엘한다 과거에 

공천에 대한 연구는 수적으료 많지 않았으내Gallag바r 1988, 1)키 최근 들어 중가하는 추 

세흘 보이고 있고 이는 한국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tl-국에서 쟁당의 공천올 주제로 한 연 

구들은 공천을 규정한 업적 제도적 변화의 추이플 살피거나， 공천과정의 륙갱과 그 정치 

잭 절과”의 판계를 이흔적 차원에서 죠앙하연서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율 제시하거나， 국 

(extralega l)플 용해 공직후보자용 선갱하는 것으료， 이는 주호 후보선정의 권한이 정당애 위잉 

되어 있는 경우애 해당한다 한국의 정우 후자에 가깡다고 용 수 있으며‘ 정당이 공직선거에 용 

마힐후보용추천한다는의미애서혼히 공천(公빼)이라는용어로사용되고있다 

2) 공천과정의 포광성이란 후보지적， 선정주세 분권화 선용방식(푸요 혹은 지영)애셔 보다 않은 

당원률이 개방적이고 민주적으로 창여힐 수 있는 갱도흘 뜻한대Rahat and Hazan 2001; Hazan 

깅002). 

J) 용천에 대한 정보 자체가 부촉하고 또한 갱보애 대한 낮은 정근성이 그 원인이 된다{Hazan 

2002, 108) 

4) 욕<1 ， 정치적 철과로서 당내 민주회}의 정도가 지적되고 있대 악효총 2002; 강원핵 2004; 모종 

린 전용주 2004; 전용주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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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연구에서 발전왼 분석흘올 적용하여 특갱한 선거의 공천 사혜에 대해서 그 유형을 분류 

하는분석을시도하고있다 이러한기존의연구경향은공천올규갱한엄객 제도적배정 

자체 내에서 공천과갱올 혜석함으로써， 공천제도가 연화된 양상 자체만올 고창하고 있거 

나， 그러한 제도를 적용한 공천과정에 의해 따생되는 결과가 무엇인지에만관심을 두고 있 

올 분이다 다시 말하연， 공천제도를 주어진 것요로안 파악하고 있어， 공천과정에 관여하 

는 행위자들의 선호@κ“πoce) 및 태도(attitude) 풍윷 간과함으로써 공천방식의 선택이 

정치 행위자간의 힘의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옷하고 있다 이러한 기존 

의 연구경향에 따르연 공천방식의 특성이 유지되고 있는 원인에 대혜 설영하는 것이 용이 

하지 않다 따라서 공천방식은 쟁당정치에 영향을 이칩과 동시에 정당정지를 반영한다는 

사실올 고려하여， 정당의 공천방식이 옥립연수뿐 아니라 종속연수로서도 분석되어야 항 

을 알 수 있다-(Hazan and Rahat 2006, 11히 

이에 온 연구는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한국 정당의 공직후보자 선정과정에 대한 통학율 

고창하는 것올 그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제 1 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과 홍합민주당” 

의 공천과정을 중심으로， 신제도주의(new institutionalism)'에의 판정에서 공천과정올 애태 

하고 있는 구초적 액락인 한국의 정당정치와， 그러한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자들의 

5) 제17대 총선에 임하연서 창당된 열린우리당과 구민주당은 제 18대 총선 직전인 2008년 2월 ’2일 

에 합당용용혜서 홍앙민주당으로 탄생하였다{민주당 용에이지 장초， http://www.minj∞ "'/, 검 

색일 2010/(6130).2008년 7염 6일， 용합인주당은 민주당으포 당영용 연정하였지만 본 연구는 

제18대총선당시의당영인 용합인주당융사용하기로한다 

6) 정치제도는 그 제도가 내채되어 있는 호다 광엉위한 액꽉과 상호작용한다(Thelen and Steinm。

1992, 18) 신제도주의는다양한학며흉포함하고있으며 학파에따라제도의의미，제도의중요 

성， 그리고 제도가 초래하는 차이가우엇인지에 관한 견째가 다르다 신제도주의는 앙리적 선택 

제도주의(ralional cho 야 tnstlt이ionalism)와 역사적 제도주의(hislorical instít비ionalism)라는 우 

기 지 흐용으호 분류되기도 하고 Thclcn and Slcinmo \992), 합리척 션액 제도주의‘ 역사적 제도 

주의， 그리고 샤찍학적 제도주의(sociologicaJ institutionalism)의 세 가지 분파효 구분되기도 한 

다jK∞lble 1995, 231.245; Hall and Tayl이 1996; Immergut 1998) 즉， 신제도주의는 제도의 역 

할에 대한 관심올 공유하고 있지안， 각 학파는 다양하게 분화띨 수 있다 그럼애도 용구하고 이 

러한신제도주의의 학핸응 몇 가지 공흥원 이흔척 응올 지니고있응용양수있다 첫째， 개인 

보다는제도흥분석의 초점으로 하고 있으며， 구조가개인의 행태애 미치는 영향융강조한다 을 

'8, 제도가 개인등의 앵태에 규칙성을 가져다춘다 마지악으로， 제도룡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핀 

현상에 얘한 깨녕화 및 측갱에 엉격한 기준이 휠요하다(Petcrs 2005, 냥궁근(2008， 1 88)애서 재인 

용) 온 연구는신제도주의가지니고있는이러한기본적판정올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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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 방식을 분석하여， 한국 정당의 공천과정이 여전히 하향식이고 예쇄적인 특성을 유 

지하고 있는 원인을 보다 동태적으로 고창하고자한다 공천방식은 단순히 외생적인 것으 

로안 고려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제도의 결정은 행위자의 선호가 반영된 선택의 

결과물이기 때운이다 이는 결국 정치적 결과를 초래하는 제도와， 그러한 제도릉 선택한 

행위자간의 상호작용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다는사실을 합의한다 본 연구는 당내의 

정치적 동학을 고려함으로써， 단순히 공천쩨도 자제와， 그러한 제도로 인한 정치적 양상안 

융 주목해 왔던 기촌 연구들의 경향성에 대한 하나의 대안적 시각이 될 수 있올 것이라는 

점에 그 의의를 찾을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응과 같다 먼저 정당의 공천과 관한 기존연구를 검토하여， 큰 액락 

에서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연구가 수행되고 있는지률 분류한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경향 

이 결여하고 있는 정을 지적하여， 공천방식이 결정되는 풍태적 측연을 분석하기 위해서 유 

용한 분석응을 설쩡한다 이는 신제도주의적 관정과 액을 감이 한다 이후， 한국 갱당의 공 

천과갱이 어떠한 구조적 요인에 내재되어 있는지， 그러한 구죠적 요인의 액락 내에서 행위 

자틀이 어떠한 선택올 했는지 분석한 후， 셰 1 8대 총선 공천과정의 정지적 결과를 살여본 

다 정론에서는 온 연구에서 사용한 시각이 어떠한 연에서 -fr용한지， 그리고 연구 절과 어 

떠한 정치적 합의를 도충해 낼 수 있었는지률 살펴온 후， 효F국의 정치적 상항에서 보다 민 

주적 인 공천방식이 정착되기 위한 방안을 간략하게 언급한다 

II 기존 연구의 검토 및 분석틀 

1 기존연구의검토 

정당 연구가들은 공천올 갱당이 수행하는 핵싱적 기능 중의 하나로， 그리고 이플 정 

당과 다른 정치적 조직올 구별 짓는 기준으로서 인식혜 왔다 대g적으로 샤츠슈나이더 

(SchaUsch야ider 1942， 64)는 후보자 선정이 정당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되여， 만일 갱당이 

후보자 선갱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연 더 이상 정당으로서의 의미를 지닐 수 없다고 언급 

하며， 정당 공천의 중요성올 강조하고 있다 또한 듀에료제(Duverger 1959, 368.369}는 특 

정한 선거의 액락에 있어서 공천과정은 누가 본 선거에서 선충될 것인지툴 광범위하게 절 

정하는 역할올수행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결국， 공천과정은 선거 이전에 유권자의 선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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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윷 혹소해 주는 기놓올 한다(Field and Siavelis 2008, 621). 이러한 규엉적 연구 경향은 

쟁당의 공천이 선거에 영향을 이지며， 원 구성과정율 포함한 갱치의 전반적 질율 결쟁한다 

는 접에서， 그리고 공천과정이 정당 내부의 권력관계를 반영하고 있고， 따라서 공천이 당 

내 권력투쟁의 주요 영역이 왼다는 정에서 공천의 중요성올 제시하고 있다 절국， 공천에 

관한 초기 연구는 당내 민주주의와 권력분배를 강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Michels 

1915; Panebianco 1988) 

한연， 실질적으로 쟁당의 공천이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 분석하는 정헝적인 연구들 

은 크게 제도적 접근과 개별 행위자의 행태에 대한 접근이라는 두 가지 흐를으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제도 중심의 연구경향은 주호 공천과정의 특성， 이를태연 공천과정의 집중 

도， 참여의 포팔성l 후보의 자격조건을 규정한 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Ranney 1965; 

Rush 1969; Czudnowski 1975; Epstein 1980; Gal녀gher 1988). 깅용호(2003)와 심지연 깅 

민전(2αl6}은 한국의 국회의원후보자 공천셰도가 역사적으로 전개되어 온 과정을 정리혜 

서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변화 양상을 바탕으로， 다수의 연구들은 호택의 정당공천 

제도가 지니는 특성올 살여보고， 그러한 제도가 지니고 있는문셰껑을 지적하며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대정신인 1998; 흥득표 2001 ; 정안희 200ι 도회근 20\16; 초재현 

20\16; 홍일선 20\16; 박상철 2(08) 구제적으로， 제도적 접근의 연구경헝F은 법과 제도의 역 

항융 강조함으로써， 보다 바랑직한 공천과정을 위해 법적 제도적 개선이 멸요하다고 촉 

구한다 결국，이러한연구들은공천을규정하고있는법적 제도적배경자제내에서공천 

과정을 해석하고 있으여， 공천의 공식적 과갱이 그 결과툴 결정짓는다는 가정융 공유하고 

있다 

또 다른 연구경향인 뺑태적 접근은 공천과정에 관여하는 행위자들의 태도를 이해하 

는 것을 그 주왼 내용으로 한대Keynes et al. 1979; Loewenbe멍 and Patterson 1979, 97; 

Bochel a쩌 Denver 1983; Gallag뼈 and Marsh 1988) 정치인은 재선올 추구하는 과정에 

서 유권자 및 후보 선정주제로부터 영향올 받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공천과정의 집 

중도 정도가 개멸 의원의 행태를 설영할 수 있으며(Butl야 198 1, 22), 공천과정에 관여하는 

챙위자들이 지닌 기대는 현직 의원들의 역할인지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Mezey 

1979, 151 ) 구체적으호‘ 중앙집권적 공천과정은 의원들로 하여금 정당 노선에 대혜 보다 

충성하도록 안을 수 있고， 분권화된 공천은 지역구의 의사흘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며， 낮 

은 정당기융융 보이게 왼다 최근에는 후보선정방식융 분류한 수 있는 비교분석의 이롱 

적 용을 제시한 연구틀이 증가하고 있는데， 01 충 가장 제계성융 갖춘 것으로 명가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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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라햇과 하샌Rahat and Hazan 2001; Hazan 2002; Rahat 2007)의 분석툴이다 이들은 

후보자격(candidacy)， 선정주제(seleclorate)， 분권화{decentra l iza tion)‘ 그리고 투표에 의 

해 선정되는지， 혹은 지영에 의해 선정되는지(voling or appointment)의 여부라는 예 가지 

차원의 분석툴올 상정한다 이 네 가지 차원의 기준들은 모두 포팔성 애타성의 연속선 

(continuum) 상에 존재한다(Hazan 2002, 11 0). 이러한 견지에서， 공천과정의 민주화는 배 

타성율 감소시키고， 포괄성올 중대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힐 수 있다 이렇듯， 행위자의 챙 

태에 정중하고 있는 연구경향은 점차 세현화되어， 보다 제제척인 공천방식의 유형 분류 하 

에， 그러한 유형의 공천과정이 원내 정당의 웅징성(cohes ion) 및 개멸 의원들의 행태에 차 

이툴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내의 경우， 특정한 선거의 공천율 사혜로 하여 유형분 

류를 시도하고， 그러한 공천과정이 초래한 정치적 결과을 중심으로 논의릉 천개한 다수 

의 연구틀을 찾아볼 수 있대이준한 2003; 이현중 2003; 김영태 2004; 이현출 2004; 정진민 

2004; 천용주 2005; 박경미 2008; 길갱아 이하경 2009; 박경미 2ω9)， 71 

이러한 두 연구경향에 대해， 노리스(Norris 1997)는 비판올 제기한다 언저， 제도적 접근 

은 공천과정올 주어진 것으로만 상정하여， 이 과정에 관여하는 행위자의 태도 및 비공식 

적 부문의 영향력을 간과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반면， 행태척 접근은 행위자의 태도률 정 

적(stat ic)이고 일원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규칙과 정치체계의 절차가 행위자에 대한 제약 

으로서 영향을 미쳐 그 태도가 달라짙 수 있다는 정율 인식하지 옷한다는 것이다 즉， 노 

리스(Norris 1997, 9)는 공천의 정치학은 태도， 선호， 관싱으로도， 그리고 엄적 제도적 구 

조로도 환원휠 수 없다고 주장하여， 따라서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공천과정이 애태된 보 

다 거시적인 구조적 액락 속에서 행위자의 태도와 행태를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입 

올 저 안한다” 노리스는 공천과정에 대해 영향올 미치는 구조로서 영적쩨계l 선거제도， 정 

당체계률 상갱한다(Na 끼s 1997, 2) 갱라거(Gallagher 1998, 8-13) 또한 이러한 정당의 공 

천과정에 영향을 이치는 연수로서 엉률적 규정， 정부 조직， 선거제도， 정치문화‘ 정당의 성 

격이라는 다섯 가지의 구조적 요인들올 계시한 바 있다 보다 최근， 띨드와 시어앨랴스 

(Field and Siavelis 2008)는 이미 쩨도화된 민주주의을 구현한 국가군의 정당들이 공천과 

정에서 민주적인 양상을 보이는 것에 반해， 인주주의로 이행 중“ransitiona l democracy)인 

7) 본 연구을응 앙서 언급한 라햇과 하샌Rahat and Hazan 2001; Hazan 2002; Rahat 2007)의 분석 
용융적용하고있다 

8) 노리스(Norris 1997)는 신제도주의 접근엉으효 마치와 윷쉰M.κb and Olsen 1989)의 연구 그 
리고 포영과 여야지요(powell and Dimaggio 1991)의 연구용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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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군애 속한 정당들은 공천과정이 상대격으로 비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옹올 지적하 

여， 그러한 륙성융 호래'f-는 요인둥로서 공식-당내요인(“nnal- intemal)， 비공식 당내 

요인(infonnal-intema l )， 공식 당외요인(forma l-extemal)， 비공식-당외요인(infonnal 

ex tern씨의 네 가지 영역의 설명연수용 제시하고 있다 절국， 이러한 신제도주의적 판정에 

의한 공천과정의 분석은， 이전의 연구경향이 공천과정올 독링연수로안 따악하여 공천과 

갱 자쩨 혹은 공천의 결과얘만 천작하였먼 기존의 겁근엉파는 일견 다른 가놓성율 부여한 

다 즉， 공천과정이 내재판 구초적 액학과 행위자들의 정치적 풍학융 고려함으로써， 공천 

과정융 총속연수로 상정하여 공천과갱융 보다 용태적으로 이해하고， 공천방식의 특성이 

유지 혹은 변화될 수 있었던 원인애 대한 의운용 째기한다 

2 분석톨 설정 

주지하듯이， 풍천의 동대척 과갱융 분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혜 연구용 수행함 

에 있어 행위자애재 영향올 미치는 구조적 액락 내에서 일어나는 행위자를의 선택율 고려 

혜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신제도주의객 관정얘서 째 1 8대 총선융 중심으로 한 

나라당과 용합민주당의 공천과갱융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의 단쩨용 흐용도로 나타내연 

〈그립 1 )과갑다 

먼저， 공천과정에 영향력을 행샤'f는 구조격 요인으로서 공천과정융 배태하고 있는 정 

당정치의 전반적인 옥성올 고창한다” 이는 당내 앵위자등의 선택융 규갱하는 구조로서 

작용한다 다시 알하연， 한국의 갱당갱치가 각 갱당으로 하여긍 공천방식융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영향용 미지는지흉상여용다 이후， 위애 제시한구조잭 액락 내에서 뺑위자 

구조칙요인 

얻긍의 경당잉 
경앙1씨의. 

다 
영’ 

앵위자 

@나킥당 

흩e잉후당 

다 
션익 

공천앙식 
절정 

~4석，’4’여 
융경유셔 

〈그링 ’〉봉석. 

ε§ 풍천의 

갱치객 철파 

‘i ‘ 

9) 압서 언급한 캘랴거(Galla앙JeI" 1 988，8- 1 2)의 연구에서 제시왼 다섯 가지 구죠혀 요인 충‘ 본 연구 

는특히한국의갱당잊정당갱지선안과풍천과정의륙성에초검융맞추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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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어떠한 선택올 할 수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 과정어 서 행위자을의 갱지적 선호가 반 

영된다 마지막으로， 정당이 하향식이끄 예쇄적인 공천방식올 채택했응을 확인하고， 그로 

얀한 정치적 절과을 고창한다 이는구제적으로 당내 권력의 역학에 어떠한 변화가 생졌는 

지를파악하는것이다 다음장어서부터，온연구는이러한단계를거쳐제18대총선의공 

천과정올분석한다 

III, 공천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 

앙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주주의 국가의 정당등은 후보자를 선정하는 방법을 인주화 

혜오고 있다 게다가 정당의 공식적인 공천제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선정과정에 있어서 

도 이러한 경향이 접자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전 세계척인 추셰이대B싸 2001, 378; Hazan 

2002, 118). 그렇다연 정당의 후보자 선정방식이 왜 민주화되는 추세에 있는지 그 원인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고， 이툴 살여보연 다음과 같다 … 정당은 후보자 선정권한을 유 
권자 및 당원어 게 부여히뼈 창여륭독려하고자 하고， 사회경제적인 발전 및 교육수준의 향 

상에 따라서 사회적인 위계질서가 갑소합과 동시에 유권자들이 정치과갱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툴 향상시켜 왔다 또한 갱당을은 선거에서 숭리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과소대표 

(undeπepresented)왼 집단 혹은 새홈게 웅장한 집단을 지지충으로 흥원하고자 하는 유인 

융 지니게 되었으여， 후보자 선정과정에 이들을 참여하게 함으로써 지지율을 이팔어 내고 

자 하는 전략을 황용해 온 것이다 그리고 선거에 있어서 매스미디어의 중요한 역할을 고 

려항 때， 개방척인 후보 선정과갱은 정당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정당성올 고취하여 유권자 

들의 지지를 영을 수 있는 하나의 방연이 되기도 한q(Ware 1996, 266-269; Hazan 2002, 

11 8- 11 9). 요컨대， 정당의 공직후보 선정과정이 개방되는 추세에 있는 이유는 지지기반의 

확대률 원하고， 사회경제적인 연회에 대해 적웅하고자 하는 정당의 노력 때문이라고올 수 

있다(강원택 2004, 233)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당 공천과정은 제 1 8대 총선에 이르러서도 정선의 

실종， 공천심사위원장들의 지나친 영향력 행사， 공천과정의 운영 기준에 대한 당내의 갈 

l이 선갱주체의 포괄생율 도요하는 것이 공천앙식의 민주화에 있어서 뼈싱적인 요소로 간주되는 만 

큼，갱당들이후보자선정주체융보다확대시쳐왔던원인융살며보기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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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 공천 월락자의 대거 탈당 및 무소속 충마 풍 여러 촉연애서 문쩨점이 노정되었다 정국， 

한국 갱당의 실질적인 공천과정은 여전히 예쇄적이고 하향식의 욕성융 유지하고 있다는 

것융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 정당의 공천과정이 이러한 특성융 지속하고 있는 원인이 

한국의 정당정치에서 비롯왼다고 보고 '" 제 1 8대 총선 당시의 정당의 륙성 및 정당갱치 과 

정융용해서이을살며보기로한다 

과거에 ~댁의 정당은 창당 자제가 혹갱 인융의 권력유지률 위한 수단이었다 이렇게 정 

당의 창당 및 그 운영이 권력을 옥갱한 복쟁 정치지도자 깨인애재 의존되어 있었기 때문 

에 갱당의 내부에는 하향식의 위계구조가 앵성되어 있었다 또한，~국 정당의 션깨과정 

융 살여보연， 어느 쟁당도 안정성융 가지고 오래 지속되지 뭇했다 정치객 앙정이 크게 변 

화양 때마다 새로운 정당이 창용되어 새로운 질서를 형성했지만， 그 질서는 오래 가지 뭇 

했다 정당의 이합집산'"으로 륙정화원 수 있는 이러한 낮은 제도화수훈은 앞서 언급했듯 

이， 정당의 기원이 특정인의 권력유지툴 위한 것이었다는 정과 그 액융 갈이 한다 즉， 1인 

지도자의 존립 여부에 갱당의 영운{~1I)이 달려 있다연， 그 정당은 제도화되어 있다고 보 

기 어영다 이렇재 한국의 정당은 초직책인 지속성율 강지 못했고， 따라서 정책적 갱제성 

또한 갖기도 어려웠다{이정복 2001, 196) 이러한 특성에 따라， 한국 갱당의 공직후보 선갱 

절차률 이옷한 쟁당 내 의사결정과정은 예왜적이고 비민주적인 복성융 지여 왔다 

한연， 시간이 홉러 과거에 정당 내에서 절대적인 권한융 앵사힐 수 있는 l인 지도자가 사 

랴지는 둥，~국의 정당정치에 일정한 연화가 수안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당내 민주화 및 

공천과정의 개방화융 저해하는 요소융 지니고 있음이 말견펀다 이는 다옹과 같다 갯째， 

한국의 정당 내에서 권혁융 쥐고 당내 의사컬갱과갱애서 전적인 영향력융 행사했던 ‘3김 

(~)’의 외진으로， 각 당내 l인 권력의 구싱점이 부재한 상태얘서 총재 제도'"가 혜지되고 

Jl) 정양의 생격， 즉 정당조직의 정도와 앵태， 그리고 나아가서 갱당갱지의 욕성은 용션과정에 영향 

융 미시재 원다{Field 8I‘d Siavc l1is 2008, 627). 

12) 구쩨적으호 이러한 정당를 간의 이합집산온 이엽적 용질생융 바탕으로 이우어진 것이 아니라 

혹갱 인연낙융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얘컨대1 애용령선거융 앙두고 선거에서 송리하기 위한 션학 

으로 ~당이 이루어지거나 정당에서 후보로 선갱되지 옷하연 랑당하여 갱당융 창당하는 양상， 

그리l 국회의원선거 이후 과반수훌차지하지 옷한 징권당이 인위적으로 과안수용 안등기 위하 

여군소갱당융과힘 .. 녕}는양상융보였대신영，;， 2001 , 221) 

13) 가영‘ 한나라당은 2002년 예선 정， 당시 이외쟁 총재가 3염 전당얘회률 용얘 총재 제도용 예 

져하고 징단져도세제(colleçtive leadership ‘ystem)으료의 전한융 선언한 바 잉다(한져에신문 

200210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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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당의 지도부즐 통한 정당운영으로 권력구도가 변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흑정한 인을 

올 중심으로 한 파벌이 형성되어， 이들은 정당 내 권력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파벌 

플은 리더를 중싱으로 당내의 혜게모니를 장악하여 정치적 입지를 강화"1-는 것과， 물질적 

인 。l익을 추구"f는 것을 목적으로 한대Zariski 1960, 35; 1978.2 1; Ranney 1981, 1이). 1 

인 지도자가 존재하지 않응에도 불구하고 복수(mlk)의 파멸을 중심으로 하는 하향식의 

위계구초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는 정당 내 따영들이 대중의 고정적인 지지를 받은 

특정한 리더와 그 추종자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파벌들은 후원 

수혜(patron-cl ie띠) 관계를 용해 유지되기 때문이다 즉， 파벌 내의 추종자들은 리더의 정 

치적 지위 강화를 위혜 지원하며， 추종^H슬은 리더의 정치적 영향쩍의 중대에 비혜해 자신 

의 정치객 위상이 향상되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툴째， 최근에도 정당들은 않은 진성당원을 보유하고 있지 웃하며1 따라서 진성당원 중 

심의 정당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한 언론자료에 의하연， 2009년 말 현재 여야 정 

당의 전체 당원 수는 4， 1 24 ，687명이고‘ 이 충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은 전체 당원수의 7.9% 

에 해당핸 326，733영으로 나타냥다 한나라당에 속한 당원의 수는 1 ，952 ，466영이고 진 

성당원의수는 208，686영이므로그비율은 \0.7%이다 그리고용합인주당의 당원 및 진성 

당원의 수는 각각 1 ，647，895영， 64，470명으로 진성당원의 비융은 3.9'%에 그친다(연합뉴스 

2010/04122). “ ) 이렇웃， 한국의 정당틀은 여전히 진성당원을 확보하고 있지 옷하기 때문에， 

정당의 운영에 있어 상향식 의사정정과정이 형성되기에 어려운 조건융 지니고 있다 사실 

상 2004년의 제”대 총선에서 일부 시도되었던 상향식 경선올흉한 후보 선갱에 대해서도， 

진성당원이 없는 한국의 정당정치의 현실올 고려할 때 부작용이 발생항 것으로 예상되기 

도하였다 

셋째， 정당이 여전히 조직적인 지속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낮은 제도화 수 

준에 그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가장 오래 유지되고 있는 정당인 한나라당이 겨우 10년 

윷 념겨 지속되고 있을분이여'"쩨 |야당인용합민주당은제 1 8대 총선 직전인 2008년 2월 

12일에 구열린우리당과 구인주당의 합당을 흥해서 장당핀 생당이다 게다가 진악연대의 

경우， 제 18대 총선의 공천과갱에 불복하는 한나라당 친박계 인사들이 탈당하여 만든 정당 

14) 국회 앵갱안전위원회 소속 제 1 8대 한나라당 이엉래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융 자료용 

바탕으료제시한수지이다 

15) 한나라당은 1 997년， 그 션신인 신~국당과 인주당의 합당으포 탄생한 갱당이대한냐라당 흥예 

。1지 장죠， hnp:llwww.hannara.or.kr/ohannaralhannaralhannara_05.jpg(검색일 201α0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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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용혜， 아직도 한국의 정당이 쟁치적 연의에 따라서 이합집산율 흥 

해 생성 소멸되어， 정당의 하향식 운영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치척 책 

임성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정치척 안정성을구현하기 위해서 한국의 정당이 보다 제도화 

되어야 하는 것은 시급한 정치적 과제 충 하나이다 

넷째， 한국의 갱당은 지역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구도블 유지하고 있어， 여전히 지역주 

의 정당의 연모률 보이고 있다 1낸국의 정당은 특정지역을 연고로 "는 지역주의적 성향 

이 강해， 연고지의 정당공천은 공 당선과 직정될 정도로 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이러 

한 지역정당제제는 1987년 인주화 이후 새롭깨 출현한 것인데， 각 정당들은 지역적 지지기 

반을 달리할 뿐 이념 및 정책의 측연에서 그 차별성이 발견되지 않는다 한연， 제 17대 총선 

을 용혜 이러한 지역주의 정'1쳐1져 가 재연될 것이 기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영세2005 ， 

264)는 결국 제 17대 총선 또한 지역주의 정치의 연장에 있었응을 주장한다 이렇듯‘ 한 지 

역 내에서 특정한 정당이 거의 절대적인 지지를 독정하고 있다연 기본적으로 정당이 획득 

할 수 있는 지지융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거의 결과와 관련된 갱치적 불확실 

성이 강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주요 정당들에게 있어서 후보자 선정과정을 비롯한 의사 

결정과정율 인주화하고 상향식 제도을 도입하여 지지융올 고취하고자 하는 유인은 그 의 

미가 반감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갱당체제가 지속되는 한， 이는 당내 민주주의률 

구현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융 끼지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다섯째， 현재 한국에 존재하는 주요 정당을은 대부분 당영과 외양은 바뀌었지만， 대부 

분 권위주의 시대의 정당올 계숭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장흰2003 ， 32-33)과 김수진(2009， 

99)은，~국의 정당정치는 구체제의 갱당들이 독과점 제계툴 유지하는 카르텔 정당제제 

(cartel party system)가 지배혜 왔다고 주장한다 

이처럽 기폰의 정당들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새로운 정당들이 정치영역에 진입 

하고 성장하는 것이 억제왼 이유는， 한국은 보수적 정치엘리트에 의해서 운동세력이 배제 

왼 채 이행된 민주주의을 취하고 있으며(최장집 2(07), 이러한 맥락 내에서 권위주의 세력 

l이 최장집(2ω" )응， 한국의 갱당은 갈동융 흥원하고 사회와하여 민주주의에 기여" 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갱치적 자소써 유리한 갈동안 선별적으호 흥원하고 대요'ß:H긍 경향융 보이고 있는데， 지 

역주의가 그 대요적인 예라고 지쩍야고 있다혜장집 2007, 250). 

11) 김만홉{ 1 995， 422-423}은， 지역주의가한국 정당 간 정쟁과정당죠칙의 인주와용 어엽게 하고 있 

다고 주장한다 그이유는 지역주의료 인해서 게임의 결과가용확설하지 않:il.， 를확정적이지 않 

게되었기때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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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도권 내애 진잉한 야당은 갱당정치릉 옥식항 수 있도혹 기존의 갱당얘 대혜 유리한 

쩨도용 구축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대Katz and Mair 1995; 팍진영 2001; 장훈 2003). 이 

러한 정당체제 하에서는， 현재 주요 정당들얘게 있어서 선거의 상뺑서 정당의 생존얘 대 

한 불확실성이라는 위형부당이 비요적 크게 작용하지 않융 수 있다 구재객으로， 카르앵 

정당체제 하에서 이에 뼈당하는 정당의 경우는 어이한 쟁당도 정치적 권력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그 철과， 정당툴의 강령 및 정책은 정차유사해졌고， 쟁당간의 차이는 정부 내외훌 

막론하고 그 경계가 흐혀졌다 그리고 유권자들이 갱치적 용만융 가질 때 갱당을얘 대혜 

가할 수 있었던 처벌의 의미 또한 감소하게 되었다(Katz and Mair 1995, 21-23). 이러한 특 

성은 지역정당쩨쩨의 정우와 마찬가지료 갱당으로 하여금 민주적 의사절정과정올 구축 

하여 정당의 지지도용 고취하고 정당의 생존올도모해야 할 유인을 쩨공하지 못한다 

정리하연， 한국의 정당 내에는 비민주적 요소가 여전히 강하게 냥아 있다， 즉， 정당이 권 

력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갱당 내에 하향식 의사결갱과정이 행성되기애 보다 용이한 구조 

적 요건들이 크게 연화하지 않고 있응융 알 수 있다 게다가 갱치적 율확싱성이 갑소한 갱 

당체제용 유지하고 있어， 각 갱당은 후보자 선정과정의 민주화융 용혜서 유권자의 지지융 

올중대시키끄 • • • 는 노력올 혜야 • • 는 뭘요성융 지나지 못하고 었다 

이후에는 이러한 구초적 액락 내에서， 당내 행위자가 어떠한방식으로 자신의 선호에 부 

합하는 방향의 공천방식융 선택하려고 노력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공천방식은 갱당 

내 권력구도애 있어서 어떠한 영향력용 행사하재 되는지 분석한다 

IV. 정당 내 행위자들의 선호 형성· 제18대 총선을 중심으로 

제 1 8대 총선은 2008년 4월 9일애 치러졌다 이는 2007년 1 2월 1 9일에 있었던 제 17대 대 

흉령 선거가 있은 지 채 4개웰이 지냐지 않은 시점이었다 한나라당의 이영박 후보는 전체 

투표수 중에서 48.67%의 득표융융 기록하여， 26 . 1 4%를 득표한 대용합인주신당，.，의 갱홍 

영 후보용 앙지르고 제1 7대 대용령얘 당선되었다 

대용령 취임으로 인한 쟁권쿄제는 제 17대 대선과 제 1 8대 총선의 중간 시점인 2이얘년 2 

월 25일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제 1 8대 총선은 대선 결과에 상당한 영향융 방용 것이 기대 

18) 흉앙민주당으로 재연되는 과갱에서 재17대 대선이 있었던 2007년 앙 당시의 당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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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이러한 상황은 정치적 용.t/싱성이 갑소한 한국 정당정치의 구초척 빽학과 맞물 

려 총선에 임하는 각 갱당들은 예상 득g융 및 득표 의석에 대해서 어느 갱도 얘혹이 가능 

한 상횡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대선의 절과호 인하여， 한나라당은 과안수율 훨씬 녕 

어서 개헌선인 200석까지도 획득하는 것。1 가놓하지 않겠냐는 분석이 제시되었고，씨 구민 

주당과 구열린우리당의 합당 후 용함민주당은 정당의 패색이 짙은 가운데 주원 지지충올 

바탕으호 개헌저지선인 l여개의 의석융 확보하여 한나라당의 옥주흉 악고자 ‘거여견제흔 

(居영훌떼JiI)융 내에웠다(뉴시스 2여잉03α ” 한연， 대선 직후 치러진 총선이라는 점얘서 
재 1 8대 총선은 여당에 대한 중간명가흔‘으로서의 기능율 하지 못하였다 재다가， 이번 총 

선은 2000년의 제 16대 총선에셔의 냥북갱상회당， 그리고 2004년의 제 1 7대 총선얘서의 대 

용령 탄핵과강은대형 갱치적 이슈또한부재했다 

이러한 정치적 환정 내에서， 한나라당은 대선의 경선으로 인한 후유층으로， 흉합민주당 

은 합당의 절과로 인혜 각 정당 내에서 극싱한 계파갈퉁올 겪었다 구체적으로， 한나라당 

의 정우는 제 1 7대 대선의 정선과갱에서부터 형성원 친 이영악 계(이하 친이계) 친 박근혜 

계(이하 친박계) 간의 갈퉁이 공천과정까지 이어졌고， 홍합민주당은 정풍영융 위시한 구 

열린우리당 계열과 박상천 공동대표의 구민주당 쩨열애， 한나라당에셔 당적융 옳겨 옹 손 

학규 공동대표 계열이 정합하였다 이러한 계파간의 대립구도는 쩨 1 8대 총선의 공천과갱 

에그대로반영되었다 

쩨 1 8대 총선에서 한냐라당과 흉합민주당은 중앙당 중심의 하향식 공천방식을 선택하 

였다 정당의 공천쩨도 및 실제 공천과정은 궁극척으로 당내 행위자， 이응태연 리더， 지도 

부， 따영의 수장， 활동71{.이 iv ists) 풍에 의혜서 철정왼다{Field a찌 Siavelis 2008, 63이 이 

렇게 공천양식이 절정되는 것은 쟁당 내 행위자들의 이해관계얘 따른 선핵의 결과이다 

언져， 각 쟁당애 소옥왼 현직 의원융의 선호용 살여온다 일안적으로， 갱치인이 지니는 

목g로서 재선， 갱당 내 영향력의 충대， 좋응 정책의 수립， 사회적 위신， 갱치적 위계질서에 

서의 입지 강화 퉁이 제시되고 있다 이 충 재선이 정치인의 가장 궁극적이고 영백한 목표 

라는 데에 대부분의 학자들은 동의하고 있다-(Fenno 1973, 1-2; May바w 1974, 14; Sinc1air 

19) 2007년 12명의 대선 옐과용 243개 지역구연호 객용혜 보연， 한나라당의 이영박후보가 l위의 득 

g융음용린 꿋온선쩌 지역구의 85.60/.에 당하농 208곳이었J!， 전국 특g융에 따를 비예대g 의 

석융 셰산해 보연 27석의 의석융 자지양수 있융 것으효 예상되었다 그리고 뼈깨의 지역구 중 

2위와의 득g융。1 20"'/'포인트 。깨의 사이료 크게 승려한 곳온 168곳에 했대월간조선 2008 

년 3앵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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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18; Cox and McCubbins 2007, 1(0) 현직 의원들이 채선되기 위해서는 일단 정당의 

공천올 받아야 한다 한국의 갱치적 상황 하에서 선거에서의 당선 혹은 재션을 추구할 때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서 정당의 공천권을 안쟁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지적되고 있대김 

형준 1997,417) 

정당의 공천과정에서 현직 의원을 재공천하는 정도는 정당 내 인사등의 구성을 연화시 

킬 수 있는 정도와관련왼다(W，re 1996, 272) 특정한 정당의 잉장에서， 선거에서 안정적인 

의석수를 확보하는 젓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될 때 현직 의원올 다시금 공천하지 않는 경 

향이 있다 그리고 경쟁의 정도가 심한 지역구와유권자의 유동성이 높은 지역구에 새로운 

후보를 꽁천한다 한국 정당정치의 경우， 각 정당들은 안정적인 의석이 확보되는 주된 지 

지지역을중심으로기본적인경쟁의 정도와지지융을예축할수있다 따라서 정당을로하 

여금 선거에 임힐 때 현직 의원의 교체율 용혜 지지융을 고취하고 갱당의 생존올 도모해야 

할유인은크게작용하기 어렵다 

한연， 제 1 8대 총선에 앞서 시인단제를 중싱으로 현직 의원을의 교체， 즉 물갈이를 흉한 

정치권개혁올촉구'1-는목소리가농았다n 이러한상황에서 경선의실시퉁을흥해공천 

과갱을 개방하연 현직 의원들이 공천에서 달락할 가능성이 중대된다 따라서 현직 의원들 

은 개방적인 꽁천방식을 받。f들일 유인을 지니지 못하게 되고， 결국 정당에게 있어 공천의 

개혁용 시도'1-는 것은 어렵다{박희봉 2oo8b, 258) 

다응으로， 주요 정당 내에서 권력을 지니고 있는 리더가 하향식이고 예쇄적인 공천과정 

올 선택한 배정을 고첼한다 정당의 리더 및 지도부는 두 가지의 정치적 목적을 지닐 수 있 

다(Cox and McCubbins 2007, 116) 첫째， 정당의 리더는 선거에 있어서 정당이 최대한의 

의석올 차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된다 갱당은 지지융 빛 의석수의 회득올 최대화하여 

권혁올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1-는 집단이기 때문에Schattschneid야 1942, 35; Downs 

1957, 24-25), 이러한 옥객융 달성한 갱당의 리더는 자신의 정지적 입지 또한 강화시걸 수 

있다 플째， 정당의 리더는 당내 권력을 유지 혹은 강화시키는 것을 추구한다 정당 리더의 

이러한두가지목적은때로상충될수있으며，따라서득표율및획득의석수가지니는의 

미의 중요성은 당내 영향력의 확대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소 조갱될 수 있다 

20) -현역 의원애 대한 대욕적인 융갈이는 국민의 요구에 적극 부양하는 것이다 최근 싱시원 한 여 

혼조사에서 국민의 68.5%가 현역의원융 교셰혜야 한다고 용당했고， 5.3%만이 17대 국펴가국 

인용 대g하고 있다는 충칙적인 조사 결과가 이용 잉충해 주고 있다{김형준 영지대 교수 얘영 

정제 200뼈νw공천 촬，)랍의 정지효과1 



국회의원후보겨선정과정의용학 305 

이러한 정당 리더의 두 가지 선호를 공천과정과 연제하여 살며온다 정당의 리터는 선 

거에서 숭리하기 위해 공천과갱에 창여δ념 선갱주제를 확대할 수 있다 즉， 공천과갱윷 

개방송F는 것은 선거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권자들의 신뢰를 획득하여 않은 후보의 

당선가능성올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Ware 1996, 266-269; Ha,," 2002, 118-119; 

Wuhs 2006, 34), 무엇보다도 정당의 숭리를 우선적으로 추구6냥 리더는 개방적인 공천과 

갱을 택하게 된다 이와는 안연， 정당의 공천과정융 개망하는 것은 쟁당 리더의 권썩을 잠 

식할 수 있다 다시 일하면， 선갱주제즐 확대하여 후보를 선갱하는 과정에 않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면， 정당의 권력구도를 유지할 수 있고 당내 의사결정과정에서 행사할수 있는 

정당 리더의 능력은 강소하게 왼다 따랴서 정당의 리더는 어느 목적에 더 비충을 두는가 

에 따라서 공천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국의 주요 정당들은 기본적으로 정당의 생존 자처 에 대한 불확실성이 떨어지는 상횡 

하에 놓여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j 한국의 정당은 주된 지지기반으로서의 지역을 바탕으로 

존재해 왔고， 이는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게다가 유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으로 

서의 새로운 정당들이 정치영역에 진입하고 성장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갱치적 현실로 

인해， 주요 정당툴은 정치적 권력에서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다 이러 

한상황하에서，한국의주요정당등이최소한의지지용및의석수확보에대한예측올하 

는것은어느정도가능하다 

이에 더하여， 제 1 8대 총선의 정우는 제 1 7대 대선이 있은 지 1I2일 안에 치러진 선거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당등은 지지구도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요소을을 고려해 

올 때， 정당의 지도부에게 있어서 선거에서 정당의 생존율 도모하il， 나아가 최대한의 의 

석수를확보하는것보다정당내어 서 권력을유지하고확대시키는것이 더큰목적으로작 

용하였다 따라서 갱당의 지도부가 공천과갱올 개방화하여 지지융을 중대 A.1 7J .í!7~ 하는 

노력올 할 필요성이 감소하게 된다 요컨대， 정당의 지도부는 꽁천제도에 영문화왼 것저협 

정선올 흉한 개방적인 공천과정올 실시하지 않고， 지도부가 후보자의 선갱을 흉제하여 영 

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하향식 공천과정을 선호하게 된다(Norri s 1996, 203; Hazan 2002, 

115) 

마지막으로， 정당 내 계파간의 강둥과정에서 나타나는 선호는 다음과 같다 사르토리 

(Sanori 1 976， 96-98)에 의하연， 정치적 정력(politκal career않 추구하는 정치인에게 있어 

서 당내 선거제도는 지위로의 통로 혹은 성공에 이르는 길이다 다시 말하연， 정당 내에서 

정치옐리트가 어느 정도로 당내의 표를 홍제할 수 있는가는 그의 정치잭 권력의 근원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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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각 계파의 리더가 정당 내에서 어느 정도의 추총재f이lowers)을 확보하고 있는지 

의문제와관현된다 

이률 정당의 공천과정과 연관 지어 살며본다 앞서 언급했듯이， 쟁당의 후보선정과정은 

선거에서의 숭리 혹은 정당을 내부적으로 장악한다는 측연에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 정 

당의 후보자를 선정하고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은 어느 정당에서나 중요한 권력의 근원이 

왼다 따라서 정당 내 따별들은 정당의 후보자 선정 문제툴 두고 상대 따멸과의 투쟁에서 

숭리하는 것올， 상대 정당과의 경함에서 숭리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게 여낀다(Ranney 

200 1 ， 1 69- 1 7ι 유재일 2004, \32) 한국의 정당이 생존의 불확실성이 강소한 상횡에 속해 

있는 만큼， 당내 정치의 중요성의 의미는 중대될 수 있다'" 이 과갱에서 정당 내의 각 파벌 

들은 당내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보다 노력할 것이끄， 후보자 선정은 권력 획득의 주된 수 

단으로 작용하게 왼다 따라서 당권의 장악을 추구하는 당내 파벌들은 하향식 공천과정 

을 용해 정당 내 권력자인 파멸의 수장이 공천과정에 영향올 이칠 수 있는 방안을 선호하 

게 된다 특히제 18대총선공천의 경우는，총선직전각정당내에새로운핵심세력으로부 

상한특정 파벌이 당내 입지가 캉한 기존의 파얼을 약화시키기 위혜， 예쇄적이고 하향식의 

공천과정융 용해 당내 권력구도를 재연하고자 하는 의도률 실현한 것으로 명가된다 

V, 제18대 총선 공천과정의 정치적 결과 

제 1 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과 흉합민주당은 이렇게 중앙당 중심의 하향식 공천방식을 

선택하였다 이는 앞서 살며온 것처럽， 한국의 정당정치의 맥락 내에서 현직 의원의 재선이 

라는 선호， 정당 지도부의 권력 유지라는 선호， 그리고 정당 내 파별 정합에서의 숭리라는 

선호가 반영된 것이었다 이러한 정당 내 선효율 종합해 볼 때， 각 갱당은 공천과갱올 개방 

화 할 유인융 지니지 못한다 다시 알하연， 공천방식의 변화흘 논의함에 있어서 갱당 내 행 

위자을의 정치적 전략 및 계산이 개입되기 때운에， 개방찍플 골자로 '1-는 공천의 개선운 

21) 사프토리($anori}는， 정당 간 정쟁의 갱도가 약항수흑 정당 내 따멸간의 경쟁은 싱화된다묘 지 

적한 바 있다(Sartori 1976, 85-86). 를히 한나라당의 경우， 제17대 대선에서 이영악 대용령이 양 

도적인지지융자이모당선왼것융쳐기로 ßf<져갱치권력이한나라당에징중되었기때문애제 18 

대 총선애서는 갱당간의 경쟁보다 갱당 내 계파간의 경쟁으포 권력 운정이 발생하였대앵아란 

2009,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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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엽다(박희용 2008a, 84) 따라서 제 1 8대 총선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요 정당 내에서 하향 

식 공천방식이 선택되었고， 공천과정을 용해 한나라당과 흉합민주당의 당내 계파 간 권력 

갈퉁이 외부로 표출되었다 

일반적으로 갱당 내에 따벌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따멸의 대립구도들 고려하여 후보자 

를 선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공천과정은 따벌 별로 후보들의 균형올 맞추어 중으로써 갱 

당 내 계파강둥융 관리"는 역항을 당당하게 왼다(Ranney 1981, I이 ; Hazan and Ra뼈l 

2006a, 114-I IS) 양 정당 내에 발생한 계파갈등은 예쇄적인 공천과정 하어 서 특정한한 계 

파에 경도(뼈뼈)펀 공천결과에 따라초래된 것이었다 

공천의 결과는 두 정당 모두 당내 주류세력이 교체될 것을 예고하였다 한나라당의 경 

우， 양내 친박 진영을 와해시켜 철저한 이명박 정당으로， 홍합민주당은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정통영 계열과 구민주당 제열의 희생을 바탕으로 수도권 위주의 손학규 제제로의 재 

연올 앞두끄 있었다 이는 총선 이후 당내 권력구도의 재연을 목적으로 하는 계파 간 투쟁 

의 결과였다m 후보자 선정과정이 당내 구성원을 유지 혹은 연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되 

는 안큼， 예쇄적이고 하향식의 공천방식 하어 서 보다 우위에 있는 한 계따는 다른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자따의 인융들융 대거 후보로 선정하였다 한나라당의 경우， 친 박근헤 세 

력이 포진해 있는 영냥권에서 특히 ’을갈이’ 폭이 컸고， 현역의원이 낙천한 자리는 모두 이 

명박 대풍령 쪽 인툴툴로 채워졌다{한겨레21 2008l03n7) 이에 더하여， 특정한 연고가 없 

는 지역구에 공천을 받은 후보의 경우， 거의가 진이제 인사로 분류되었다(김정기 2009, 

284) 그 정과， 공천자의 3분에 2에 해당하는 1 57영이 친이제로 구운되었고， 44영이 공천왼 

진박계는 위축되었다 이러한 공천결과에 볼만을 융운 진박계 인사틀은 한나라당올 탈당 

하여 친박연대 및 친박무소속연대를 결성하여， 특히 영냥권올 중심으로 한나라당 후보에 

대항하여 선거에 출마하였다 。|들은 당선 후 복귀 를 주장하여 한나라당과의 비(非)차별 

성을 강초하는 전략올 사용했으며， 초직력 및 정치적 정혁의 차원에서 경쟁력올 지닌 후보 

틀을출마시였다〈황아란 2009， 3 1 6) 

안연， 통합민주당의 경우도 이와 유사했다 공선 초기에， 풍양민주당은 높은 지지융을 

밑거릉으로 과반 이상의 의석올 확보하는 것을 노리는 한나라당에 맞서기 위해 부정부패 

및 도덕성 홍절 등에 보다 날카로운 잣대를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22) 안강민 위원장응 져응에 ‘계파에 대혜서는 양지도 뭇하며， 종전심사에서 계따 배려는 었다

고 옷 악았었지만 이후 i계따가 있는 게 확실하더라-하고 언급하기도 하였다(요아이뉴스 

2008/03111 ‘한나라당 공싱위는 계파 지도 축소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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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의 정과용 살여보연 절국 두 공동대g가 자기 조직올 챙기기 위혜 노력했옵올 알 수 

있다 D' 당적율 옮긴 지 오래 되지 않은 손학규 대표는 당내 계보 잊 초직적 측연에 있어서 

열세이기 얘문에， 그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세력율 구혹하는 것융 원했다 손 대표를 따 

르는 수도권의 구영련우리당 출신 의원를은 대부분 다시 공천융 받았고， 2008년 3월 1 9일 

당시 공천 확정자 146영 중에서 열린우리당춤신으로 구분되는 후보가 129영에 달했다(문 

화일보 2(08103/19) 게다가， 박상천 대표 또한 구민주당 계열의 인사힐용 후보로 선갱하 

기 위혜 노력했다 그러나 구민주당 인샤를온 소수애 불과해 공천과갱에 영향력융 행사하 

는 어l 한계가 있었고1 용합인주당 및 그 전신의 역사플 흥해 최대 계파훌 앵성한 갱홍영 계 

열은 공천과갱융 용해 권력에서 정차 애제되었대한국일보 2C뼈 03/ 1 8) 이에 따라， 공천 

및 총선융 용얘서 손학규 대요가 당내에서 권력융 확고히 하여 칙대세력으로 부상항 것이 

라는 예측이 제기되었고，씨 공천개혀이라는 초기 취지와는 다르게 구태용 벗어나지 못했 

다는 비판융 받았다{문화일보 200810ν19) 

이렇듯， 공천과갱올 용해 각 정당 내 권력의 충심。| 아동하였다 따라서 왈갈이의 옥객 

이 무엇인지에 대한 회의가 제기되었으여， 이는 결국 정치적 개혁융 위한 것이 아니라 당내 

권력재연융 위한 것이었다고 명가왼대김갱기 2009, 284) 이러한 절과는 충앙당 중싱의 

하향식 공천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초래휠 수 있는 것이었다 즉， 제 1 8대 총선애서 주요 정 

당이 싱시한공천방식은 여션히 정당 내 권력융장악하고자 하는 쟁치적 옥적이 투영될 수 

밖에 없는 형태이기 때운이다 

Vl. 결론 

온 연구는 한국의 제 1 8대 총선얘서 주요 정당인 한나라당과 용합민주당의 후보자 선갱 

23) 야재충 용천심사위원장의 언혼 인터유애 의하연 외부의 인재용 영잉1!:H=- 것옹 당의 지도부가 

빼야 항 역항이기 때문얘 그용 요구하었지안손 대g는이애 대해 육육부g으로 일판하였고， 박 

대g는 구 민주째 인사들융챙기는 데에안급급하였아고한다{연항뉴스2α뻐。이\0) 

24) 장혼표수는‘손학규 대g의 정우 공천과갱에 판여한수도권후효동의 션션 여부가그의 정치척 
위상융좌우얼 것이라고 언급하었냐 구세칙으혹큰 설예가아닌 다옴에는 의석의 규오자째보 

다 의석의 구생이 어영게 되느냐가 손 대g의 향후 당내 위상에 더 큰 영향을 이지게 핑 것이라 

는 예용융 세기하였다(장흩 충앙대 요수 주간호선 2008l04I14.손학규 어잉게 당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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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올 중심으로， 아직까지도 예쇄적이고 하향식 형태의 공천방식이 채택되고 있는 원인 

을 고장하였다 이는 결과의 율확실성의 정치적 의미가 비교적 미약하며 비민주적인 특성 

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한국의 정당갱치 현실에서， 각 갱당 내 행위자들에게 있어서 공 

천과정의 개방화를 흥해 지지융 및 의석 수 확대을 용한 정당의 생촌을 추구해야 힐 유인 

이 크게 작용하지 않음에 기인한다 오히려， 예쇄적이고 하향식 공천과정의 유지들 홍혜 

서 정당 내 챙위자들은 재선 및 당내 권력 장악이라는 정지적 옥적을 실현시키고자 노력했 

던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주요 정당들이 실시해 온 중양당 중싱의 하향식 공천방식은 갱 

당 내 행위자들의 선호가 반영왼 선택이었응을 확인힐 수 있었다 요컨대， 한국의 주요 정 

당들은 제 18대 총선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중앙당 중싱의 폐쇄적이고 하향식 공천방식율 

흉하여 후보자를 선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반 당원 혹은 유권자들의 의사가 반영될 여 

지는 거의 없었으여， 공천심사위원회의 일방적인 후보자 선정에 더하여 당내 권력이 개입 

항으로써 총선 이후 당권올 확보하기 위한 정당 내 계파강둥이 공천과정을흥해 표충되었 

다 절국， 한국 정당갱치의 구조적 요인이 변화하지 않거나， 혹은 정당 내 챙위자들이 자방 

적으로 민주적인 가치률 실현하고자 의도척인 제도변화를 갑챙하지 않는다연， 공천과정 

의 실질적인 개방화는 일어나기 어려올 것으로 딴단왼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흥해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연에서 정치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온다 첫째， 옹 연구는 신제도주의의 기본적 판정에서 정당의 공천과정을 분 

석함으로써， 하향식 공천방식이 유지되는 것은 그러한 공천방식을 배태하고 있는 구조적 

요인의 액락 내에서 정당 내 행위자를이 선호에 부합하는 선택을 한 결과였다고 밝혔다 

기존의 공천 연구의 경향을 살며보연， 공천과정 분류의 을올 적용하여 공천과갱의 특성올 

분류하거나， 그러한 특성올 지닌 공천과정이 초래하는 정지적 결과를 이흔적 현실적 차 

원에서 고창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공천 연구의 경향이 공천을 규정한 제도 자체 내에서 

공천과정올 혜석함으로써 특쩡한 정치적 양상을 흑갱한 제도의 결과로서만 파악하고 있 

어， 공천방식이 선택되는 과갱에 비공식적얀 부운들과 행위자들의 선호 및 태도가 반영되 

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냐 이에 만하여， 본 언구는 신셰도주의객 관껑을 재액하여 

정당갱치의 구조적 액락과 통시에 정당 내 정치의 역학에도 초점을 맞층으로써 한국 정당 

의 공천방식이 유지되는 원인을 고창하였다 이는 특쩡한 제도는 단순히 주어지는 것이 아 

니라 정치적 챙위자들의 힘의 판계가 반영된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정당의 공천과정을 보 

다 통태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정에서 그 의의툴 찾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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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온 연구를 통해서， 정당의 공천방식융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당정치의 구초적 

맥락을 변화시키거나， 혹은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는 옥객올 지니고 정당 내 행위 

자가 변화왼 선택융 해야 한다는 점을 알수 있었다 이는 주어진 정치척 현실과 행위자들 

의 갱치적 역학을 고려한다연 공천과정의 민주화셰 보다 적함한 형태의 쩨도을 정착시길 

수 있다는 점올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추후 다소 논점을 달리하여 공천방식의 제도 

화 방안에 대한 주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공천방식이 애 선거마다 정당 내 

행위자들의 갱치적 목적 및 연의에 의해 연화되어 왔다는 정올 감안힐 때， 이러한 공천제 

도에대한개선에대한논의는절국정당공천의절차및시기를엉률적규정，이를테면 r정 

당엉」 및 r공직선거엉j 둥에 공천의 절차 및 시기을 영문화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에 앙서， 정당의 비인주적인 행태에 처벌을 가할 수 있고， 보다 합 

리적인 정치적 인식용 지니고 선거에 입하는 유권자툴의 역할이 전쩨되어야 한다 이를 홍 

혜 향후 정당플로 하여금 민주적 가치에 부합하는 개혁을 해야 할 유인을 쩨공하고， 나아 

가한국 정당갱치의 구초적 액락 또한 연화시킬 수 있을 것융 기대한다 

절흔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의 정당정치에 관한 추후 연구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가 될 

수 있응올 함의한다 따라서 온 연구는 후속 연구에서 신제도주의적 접근방법의 유용성율 

확인하고， 한국 정당정지의 상황↑n 보다 적합한공천방식에 대한 개선정， 나아가 정당정치 

전반의 발전방얻N1 대한논의를 촉발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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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ynamics of Candidate Selection Process: 

까le Grand National Party and the Democratic Pa띠 in the 18th 

General Election for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Ju빡융h Gil I SeOU Nalio냉 Lnve!sity 

T꺼e purpose of lh’‘ study is 10 answer why the candidate s히찌ion process by p이itical 

parties in Soulh Korea is still characlerized by exclusive, top-깅own approach. Previous 

studies have been limited 10 eltamining candidate selection m히hods per se andlor theif 

political implications. Drawing 0 0 a new inst Í1utional κrspe이ive ， the sludy concludes 

that exclusive and Iφ-down candidate selection proc~‘s of the parties continues because 

intra-party actors have little incentives 10 open the process for maximizing vole share and 

seats in the context of Korean pany p이 itics ， where electoral oulcomes have often 001 been 

uncertain in advance and imra-party slruclure is still not democratic. 10 addition, the sludy 

shows that the candidate se!ection process is more dynamic than previously cons띠ered， 

which would strengthen the case that a specific institution is not exogenous but a 마olce 

rellecting p이it ica l acto~' power πlations. 

Keywords: candidate selection process, exclusive and top-down selection methods, 

acto~‘ preferences, party politic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