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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민주화 이후 총선마다 외부 집단이 대거 정당 공천을 받아 의회로 진출

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정당들이 총선마다 불거진 공천파동과 정치개혁 문제를 내부적

으로 경쟁력 있는 엘리트를 육성하는 노력과 체계를 갖추는 대신 새로운 세력의 공천과 

의회 입성을 통하여 해결하려 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외부 집단에 대한 관심에 비하

여 원내 정당 정치의 활성화와 정책 실현에 있어서 핵심 역할을 하는 내부 활동가의 의

회충원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저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당 활동가의 당선경쟁력에 

주목하여 19대 총선자료 분석을 통하여 후보자의 다양한 경력이 당선에 미치는 영향력

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후보자의 정당 내부 활동 경력은 당선에 중요한 요인

이 아닌 반면 의정이나 관료 경력뿐 아니라 명망가나 시민운동가 등 후보자의 외부 활

동 경력은 당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이를 통하여 소속 정당을 위하

여 헌신하고 활동해 온 당직자나 실무자들의 당선경쟁력이 없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의

회가 정치 신인들의 교육현장이 아닌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입법의 장이 되도록 정당은 

당내 정치 전문가를 육성하고 의회로 충원하는 시스템 구축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이다.

주제어: 정당 활동가, 정당 공천, 후보 영입, 정치 신인, 의회 충원

   

I. 서론

서구에서 대의민주주의 핵심기제인 정당의 쇠퇴론이나 위기론이 제기된 지 이미 오래다. 

정당일체감의 약화, 무당파 유권자의 증가, 당비를 내는 당원의 감소, 카르텔 정당의 증가, 

예비 경선 방식 도입과 후보자 중심의 선거운동,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직접민주주의 출

현 등 다양한 현상이 근거로 제시되어 왔다. 그 중 하나로 정당 당원이나 내부 활동가가 아

닌 외부 인사들이 후보자로 공천을 받아 의회로 입성하는 현상도 제시되었다(Dalton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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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정당의 의회충원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정당 내에서 엘리트를 양성한 후 의회로 

충원하는 수직적 방식과 외부에서 명망가를 영입하여 후보로 공천하고 선거에 당선되도

록 돕는 수평적 방식이다. 어떤 방식이든 선거를 통하여 국회의원을 충원하는 체제에서 정

당은 가장 중요한 충원통로가 된다. 

정당은 이념과 견해가 같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정치적 가치를 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하

여 만든 자발적 조직이다. 동일 정당 소속 의원과 당원들이 동질성을 갖는 이유는 이들이 

사회경제적 배경뿐 아니라 오랫동안 내부에서의 경험과 훈련을 통하여 정치 주장과 정책 

입장을 공유해왔기 때문이다(Norris and Lovendunski 1993). 정당은 내부에서 양성된 활동

가의 국회 입성을 통하여 보다 나은 원내 정당 정치를 수행할 수 있고 정책 실현의 기회도 

갖게 된다. 그런데 선거 승리에만 몰두한 정당들이 정책의제 실현을 위하여 함께 고민하

고 활동해 온 내부인보다는 당선경쟁력이 있는 외부인을 더 많이 국회로 충원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로 인하여 정당의 정체성 약화와 위기가 심화되며 입법 정책 추진에도 문제가 

발생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때문에 최근 많은 나라에서는 외부 집단의 의회충원 비율

이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민주화 이후 총선마다 외부 인사들이 대거 정당 공천을 받아 의회로 진

출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역사적으로 시민정치가 활성화되고 정당정치 기반이 약한 한국

에서는 민주화 이후 인물중심 선거풍토가 나타나면서 정당의 역할이 더욱 축소되었다. 정

당들은 총선마다 불거진 공천파동과 정치개혁 문제를 내부적으로 경쟁력 있는 엘리트를 

육성하는 노력과 체계를 갖추는 대신 새로운 세력의 공천과 의회 입성을 통하여 해결하

려 하였다. 이렇듯 인물중심 선거환경에서 정당은 당선경쟁력이 있는 외부 인사들을 영입

하는 것이 필요하였고 이는 후보자의 이해관계와 맞물렸다고 볼 수 있다. 정치 경력이 없

는 신인 후보 입장에서는 쉽고 빠르게 의회로 진출하는 통로인 정당공천이 필요하였을 것

이다. 게다가 유권자들도 기존 정당에 대한 불신으로 인하여 정당 내부인보다는 외부인을 

새로운 세력으로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당의 의회충원 문제에 주목하여 19대 총선자료 분석을 중심으

로 정당 내부 활동가의 당선경쟁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동안 후보자의 경력이 당선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기존 연구는 현직의원, 군, 관료, 지방출신, 외부 명망가 집단에 주목

하였다. 특히 사회적 인지도와 인기를 기반으로 군인이나 고위관료 출신 또는 고학력 엘리

트 집단이 의회로 대거 충원되는 현상은 특정 집단 과다대표성 문제를 야기한다는 측면에

서 중요한 연구주제로 다루어져 왔다. 또한 정치경력이 없는 의원들의 충원이 실질적인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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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생산성과 의정활동에 미치는 영향력도 연구대상이었다. 반면 원내 정당 정치의 활성화

와 정책 실현에 있어서 핵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내부 활동가의 충원에 대한 관심

은 저조하였다. 따라서 후보자의 정당 경험이나 활동이 당선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연구

는 없었다. 

이 글에서는 당직자, 시도당 위원과 위원장 등 소속 정당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하며 

실무 경험을 쌓아 온 정당 활동가의 당선경쟁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도 정당들은 공천을 통한 인적쇄신을 정당쇄신 목표 중 하나로 정하였다. 18대 총선 이후 

친이·친박 내분을 겪어 온 한나라당은 당 통합에 주력하였고 정치쇄신 이미지를 위하여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청년, 여성 등 다양한 소수계층을 대변할 인물들을 비대위원

으로 영입하였다. 민주통합당도 인적쇄신과 공천혁명에 나섰고 시민단체들의 성원에 힘

입어 통합진보당과 야권연대를 추진하였다(전용주 2012, 40; 심지연 2013, 650-651). 

그렇다면 이번 총선에서는 각 정당의 공천을 통한 인적쇄신 노력의 결과로 이전과는 다

른 경력을 가진 후보자들이 당선되었을까?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정당 활동가에 주목

하여 후보자의 다양한 경력이 당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경험적으로 분석해보았다. 먼

저 II절에서는 정당의 의회충원 기능과 방식, 한국 정당의 의회충원 방식과 인물 중심 선거 

환경, 의원의 대표성과 전문성 등에 대한 기존 논의를 검토하였다. III절에서는 19대 총선 

자료 분석을 통하여 후보자의 경력이 당선에 미치는 영향력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분

석결과를 바탕으로 IV절에서는 정치적 함의와 시사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분석 자료는 

19대 총선 당시 후보자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와 각종 포털 시스템에서 직접 수

집한 자료를 연구 목적에 맞게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정당의 의회충원 기능과 방식

의회충원에 관한 연구는 의원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주목하여 의회 구성이 유권자 집

단 구성과 유사한가에 대한 본질적이고 규범적 질문에서 시작하였다. 이들은 일반 유권자 

집단보다 학력이나 소득, 직업, 이념의 편향성을 갖는 소수 엘리트 집단의 과다 대표 현상

이나 노동 부문의 과소 대표 현상은 사회 통합과 대표성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한다. 개



78   한국정치연구 제23집 제1호(2014)

인은 자신이 속한 집단 구성원과 유사한 정치적 가치와 태도를 공유하게 되므로 국회의

원도 자신이 속한 집단 이익을 정책 입법에 반영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Loewenberg and 

Patterson 1979; Norris and Lovenduski 1995; Greenberg 2009). 

이에 대하여 대표성이 강조되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국회 

생산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캐나다와 핀란드같은 나라에서는 입법에 필요

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정치인들이 의회로 충원되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었다

는 점이 경험적으로 검증되었다(Erickson 1997; Helander, 1997). 따라서 대표성과 전문성

을 둘 다 충족하는 의회충원이 필요하지만 이를 실현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실제로 어떤 후보자 또는 집단이 의회로 충원되는가는 충원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

는 정당의 구조와 충원 방식 그리고 선거제도 등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19세기에 발전

된 정당은 기원적 의미로 볼 때, 정치인들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당선시키기 위한 수

단으로 만들었다. 공직자나 후보자가 시민과의 관계를 형성하여 이들의 다양한 사회 이익

을 집약하고 대표하여 정책의제로 삼아 표출하려는 집단으로 조직된 것이다. 자신들의 정

치적 주장과 정책의제를 실현할 기회를 갖기 위하여 정당은 먼저 선거에서 이겨 정권을 획

득해야 한다. 때문에 정당은 정치적 가치와 정책의제를 공유해 온 엘리트를 육성하여 후

보자로 공천하고 이들을 당선시키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선거운동을 펼친다(Volkomer 

2011, 115). 

이러한 정당의 수직적 충원방식은 영국, 독일, 네덜란드, 호주 등 내각제 국가에서 주로 

발견된다. 영국의 경우, 노동당이나 보수당 모두 지역정당에 헌신하거나 지방 정부에서 정

치 경험을 쌓는 등 정당 내 상하부 조직을 거친 사람을 의원 후보로 공천하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의원을 선출하는 시스템에서는 정당이 여러 계층이나 직

능대표를 공천하거나 이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의회의 대표성과 전문

성을 고려하는 것이 가능하다. 반면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를 채택하는 경우 유권자 다

수의 지지를 받은 한 사람만 당선되므로 대표성과 전문성보다는 경쟁력 있는 인물 중심의 

공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김용호 1998, 56; 김준석·김민선 2009, 78). 

대표적으로 보다 수평적인 정당 충원방식과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로 의원을 선출

하는 미국에서는 외부 명망가들이 정당이나 지방 정부를 통한 경험과 훈련 없이 의회로 진

출하는 것이 가능하다(Norris 1997). 민주당과 공화당은 모두 의회 선거에서 더 많은 의석

을 차지하기 위하여 총선 1년 여 전부터 후보자 발굴 전쟁을 벌인다. 마치 대학 축구 코치

가 전국 고등학교를 돌며 선수를 발탁하듯이 정당 지도자들과 캠페인위원회는 정치적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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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이 있는 후보를 찾아 전국을 돌기 시작한다. 11월 총선에서 어느 정당이 승리할지는 이

미 후보자 영입기간에 예견된다고 볼 수 있다(Davidson et al. 2010, 59-62). 이렇게 영입되

는 정치 경험이 없는 아마추어 후보자들의 당선경쟁력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로

는 그렇지 않다. 

후보자의 정치적 재능이란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어필하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이는 

호감 가는 외모, 언변, 성품 등 개인적 속성으로 높은 인기와 사회적 인지도에 기반한다. 교

수 헨리 키신저, 운동선수 빌 브래들리나 우주인 존 글랜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대중적 

인기와 인지도가 높은 후보는 정치 경험이나 경력이 없더라도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Shively 1999, 229). 정치권 외부에서 활동하던 1970년대 환경운동가들, 1990년대 종교적 

보수주의자들과 규제에 반대하는 기업가들, 2000년대 반전 운동가들이 대거 의회 선거에 

출마한 것도 그 예다. 따라서 미국 같은 나라에서 후보자 개인의 정치적 재능과 캠페인 역

량은 정당에 대한 충성심이나 정당 엘리트로 육성되어 온 경력보다 선거에서 중요한 후보

자 선정 요인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국회의원 충원구조라서 유명인사가 경력 없이 의회에 진출

하는 것이 가능한 미국에서도 후보자 대부분은 정치 활동 경력이 있고 정당을 통하여 능

력을 검증받은 후 의회에 입성한다. 주지사, 시장, 주 의회 의원 등 지방 선출직 출신 하원

의원 또는 하원의원 출신 상원의원이 이러한 아마추어가 아닌 정치 전문성을 가진 후보자 

그룹이다. 이들은 전략적 정치인으로 소속 정당의 리더십, 지지도, 공천가능성, 선거자금, 

현직자의 유무 등 다양한 정당 여건과 선거 환경을 고려하여 출마한다(Jacobson 2009). 미

국 하원의 경우, 현직자들의 재당선률이 90%가 넘어 정치 경험이 없는 새로운 인사가 의

회에 진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도전자 집단에 비하여 월등한 정치 전문성

과 자원을 가진 현직자들은 선거에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기 때문이다(Jacobson 1987; 

Canon 1990; Fowler 1993; Hogan 200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내각제나 대통령제라는 정부구조나 정당의 충원방식 또는 

선거제도에 따라서 의회의 대표성과 전문성이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차이

와 상관없이 정당은 엘리트 충원과 양성에 있어서 중요한 조직이다. 개방적 충원구조를 가

진 미국에서도 선거승리를 위하여 사회적 인지도가 높은 인물을 영입하여 당선시키는 것

은 결국 정당의 몫이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정당과 의회 정치가 정착되어 오면서 미국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대표성보다는 전문성이 강조되어 왔고 정치 전문가 집단이 형성되

어왔다. 이들의 의회 진출 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Kim and Patterson 1988; Mayh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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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유승익·문우진 2007, 103).

2. 한국 정당의 충원 방식과 의회의 대표성과 전문성 

한국에서 정당의 국회의원 충원방식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국회의원 충원방

식과 대표성 문제를 다룬 유승익·문우진의 연구는 7대에서 17대 총선 분석을 통하여 학

력 중심의 수평적 충원방식이 특징임을 밝혀냈다. 명문대 유학파나 언론 방송인 등 대중매

체를 통하여 인지도를 확보한 후보자들이 선거에서 강한 득표력을 가졌고 민주화 이후에

는 교수 경력도 득표력 향상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명망가 집단은 일반적으로 정당 내 위

계질서를 거치지 않고 보수 정당에 의하여 국회로 충원되었다. 또한 민주화 전후 변함없이 

군 출신 또는 명문대 출신 법조인 등 엘리트가 지구당 시도지부 위원장같은 정당 활동가

보다 더 많이 국회로 충원된다고 분석하였다(유승익·문우진 2007, 114-116).

민주화 이전 군과 관료 경력은 국회의원이 되는 좋은 통로였다. 공무원을 거쳐 정부 고

위직을 역임한 후 국회에 입성하거나 군 출신이 국회의원으로 충원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이다. 관료 출신은 1공화국 20%, 2공화국 18%, 4공화국 15%였으며 군 출신은 3~4공화국 

16%, 5공화국 11%로 국회 진출 비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홍득표 1999, 190). 민주화 

이후에도 여전히 군과 고위 관료 출신의 국회진출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1991년 

지방선거가 처음 실시된 이후 지방직 출신 정치인들이 국회로 충원되는 사례도 증가하였

다. 지방직 출신의 국회진출 경로를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지방직 출신 의원의 특징은 여

성이 적고 연령대가 높고 기초단체장 비율이 크며 한나라당 계열 소속이 월등히 많았는데 

이들은 주로 비례대표 후보자로 국회에 진출하였다(이준한 2009).1) 

민주화 이후에도 18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전체 의원 중 재선의원과 분야별 전문가 비율

이 증가하는 특징이 나타났다. 초선의원 비율은 14대 46.2, 15대 46.6, 16대 44.4, 17대 63.7, 

18대 44.8%로 17대 국회를 제외하고 재선이상 의원 비율이 50% 이상이다. 의료, 법조, 교

육계 등 각 분야별 전문가 비율도 꾸준히 증가되었고 18대 국회에서는 기업인 출신이 대거 

증가하는 등 경제, 과학, 법률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축적된 전문집단의 대표성도 향상되

어왔다(최정원 2010, 83-85). 

이처럼 국회의원이 정당 내부인사보다는 현직의원, 고학력 엘리트집단, 군, 고위관료, 지

   1) 지방직 출신 국회의원 수는 15대 19명, 16대 35명, 17대 43명, 18대 48명, 19대 4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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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직 출신 등으로 충원되는 가장 큰 이유는 선거에서의 후보자 당선경쟁력 때문이다. 정당

정치 기반이 약한 한국에서 민주화 이후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 치러지는 지역구 선거는 

인물중심 선거를 부추겼다. 유권자들은 지지후보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변수로 인물 

요인을 꼽아 선거 이슈나 정당 요인보다 우선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직의원 효

과는 매우 컸기 때문에 많은 연구들이 실증적 자료 분석을 통하여 조직, 선거자금, 인지도, 

미디어, 정책 등 다양한 이점들로 인하여 현직효과가 가장 중요한 당선 요인임을 입증하였

다(박찬욱 1993; 이갑윤·이현우 2002; 윤종빈 2007). 

제14대부터 제17대까지의 총선 자료를 중심으로 현직의원의 재당선요인을 분석한 한 

연구에 따르면, 지역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선거구에 출마한 현직 의원들의 재당선에 영

향을 미치는 변수들 중 후보자 요인의 비중이 선거가 계속될수록 커졌다(한정택 2007). 후

보자 요인 중 현직이 아닌 전직이나 여타 정치 경력이 선거에서 갖는 영향력을 검증한 연

구는 거의 없다. 18대 총선을 중심으로 현직 의원이 아닌 도전자의 역량이 선거에서 갖는 

영향력을 검증한 연구에 의하면, 도전자의 출마 전 정치 경력은 당선가능성을 높이는 것

은 물론 해당 선거구의 투표율 상승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준석·김민선 

2009). 

게다가 소수 집단의 직능 대표성 확보를 위한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에도 당고위급, 장차

관 및 관료, 학계, 언론, 법조인 등 고학력 엘리트 집단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17대 국회의 경우, 한나라당의 비례대표 후보 공천에서 안정권 14명 중 교수 출신이 

6명 포함되어 비난을 받았고 열린우리당의 경우도 비례 후보 40명 중 핵심당직자는 제외

되고 외부인사가 대거 포함되어 당직자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다(유승익·문우진 2007, 

123). 18대 국회에서도 장애인 대표는 늘어났지만 노동자나 농민 대표는 적었고 다선 의원 

비율이 증가하여 대표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하여 비례대표 공천 자체가 대표성 확

보보다는 고액 정치자금 헌금자, 공천 탈락자 구제, 논공행상적 정실인사, 지역안배적 의

석배분 등으로 변질되어 운영되어 왔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일었다(최정원 2010, 91).

특정 분야 엘리트의 대거 충원 현상은 대표성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회 정책 활동의 

실질적 전문성 확대에는 기여하였을까? 의원의 전문성을 결정하는 사회경제적 배경은 직

업, 경력, 당선횟수 등이다. 국회의원 당선 이전 경력이 상임위원회 활동과 연계될수록, 다

선일수록 의원의 전문성은 축적되며 의원들이 동일한 상임위원회에서 꾸준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때 국회 전체의 전문성이 강화된다(김형준 2004). 하지만 기존 연구에 따

르면 정치 경력이 없는 외부 명망가의 대거 충원 현상이 의회의 실질적 전문성 확대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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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았다. 실제로 상임위원회 배정 시 당선 전 경력을 중요시하는 의원은 반도 되지 않

으며 상임위원회 교체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서 상임위원회 활동이 의원의 전문성 향상

과 직결되지 않았다. 또한 의정활동 전문성은 재선에도 별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정원 2010, 96). 

이와 유사하게 16대와 17대 의원들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입법생산성에 영향을 미치

는 변수들을 찾아본 다른 연구에서도 학력과 법조, 관직, 의정 경력 등 개인적 배경은 입법

생산성과 무관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유권자들이 학력이 높거나 법조, 관직, 의정 경력을 

지닌 후보자들이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할 것이라 기대하여 인물투표를 통하여 자신의 이

해를 대변할 후보들을 선택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는 입법 활동을 하지 못

한다는 것이다(문우진 2010). 또 다른 연구는 의원의 사회경제적 변수가 입법 활동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법안 가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소속정당일 뿐 의원이 되기 

전 경력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정회옥·장혜영 2013).

기존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한국 정당의 의회충원 방식은 수평적이고 군, 고위관료, 고

학력 엘리트 집단이 주로 충원된다. 교수, 언론인, 법조인 등 고학력 엘리트 집단은 주로 

보수 정당에 의하여 국회로 충원되지만 열린우리당이나 비례대표를 통해서 충원되기도 

하였다. 특히 정당정치 기반이 약한 한국의 소선거구 단순다수제 지역구 선거에서는 인물 

투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당들은 당선경쟁력이 높은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데 몰두하

였다. 한편 후보자의 경력은 당선에는 중요한 요인인 반면 의원이 된 후 의정활동에는 직

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하여 국회의원의 학력이나 법조, 관직, 

의정 경력 등 개인 배경에 의존하는 충원 방식은 실제 의원의 의정활동이나 입법 생산성과

는 무관한 채 대리인 문제만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 현직이 아닌 다른 정치 경력이 당선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제적으

로 검증한 연구는 거의 없다. 특히 후보자의 정당 경험이나 활동이 당선에 미치는 영향력

에 대한 연구는 없으며 다른 경력과 비교한 연구도 없었다. 유승익·문우진(2007)의 연구

에서만 지구당 시도지부 위원장이나 핵심당직자 같은 정당 활동가보다 군 출신이나 명문

대 출신 엘리트가 더 국회로 충원이 될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하였을 뿐이다. 기존 논의에 

설명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경력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개념화한 검증이 필요하고 

외부인에게 쏠렸던 지나친 관심을 정당 내부 활동가에게 돌릴 필요도 있다고 본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다음에서는 지난 19대 총선에서 후보자의 다양한 경력이 당선에 미친 영향

력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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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경험적 분석

1. 연구 가설과 분석 방법

1) 연구 가설 설정

의원이 되기 전 경력이 의정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당선에만 중요한 요인이라

면, 굳이 정당이 정치 경험이나 경력을 가진 후보자를 육성하여 공천할 필요는 없을 것이

다. 정당정치 기반 자체가 취약한 한국 현실에서 정당은 오랫동안 정당엘리트를 양성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부에서 정치 경력을 길러 온 후보자라 할지라도 외

부에서 영입된 인사보다 당선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유권자의 인물 투표 환경

에 부응하여 상황에 따라 당선에 유리한 인기와 인지도를 가진 외부 인사를 영입하여 공천

하는 것이 합리적인 행위일 것이다. 

이렇게 당선경쟁력이 높은 후보자가 필요한 정당의 상황은 정당 공천이 필요한 정치 신

인의 이해관계와 일치한다. 정치 경력이 없는 신인은 당연히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보다 

정당 공천을 받는 것이 당선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민주화 이후 총선마다 정치권 세대교체

나 물갈이를 통한 정치개혁이 이슈가 되면서 정치 신인이 대거 의회로 입성하는 결과가 나

타났다. 대표적인 정치신인은 그동안 군부와 행정부를 통하여 권력을 행사해 온 한국 현

실을 반영하는 군 출신과 관료 출신으로 지역구 내 인지도 확보에 유리한 집단이다(유승

익·문우진 2007). 또 다른 신인 집단은 여러 분야에서 명망을 얻은 외부 인사들로 정당에 

영입된 경우이다. 

이 연구에서는 국회의원 후보자의 경력이 당선에 미치는 영향을 정당 내부 활동가의 당

선경쟁력에 주목하여 분석하였다. 당 고위 간부가 아닌 당직자, 시도당 위원과 위원장 등 

정당 내부에서 훈련되고 경험을 쌓아왔으며 헌신한 후보자들의 선거 경쟁력에 대하여 살

펴본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동안 후보자의 경력은 주로 중앙과 지방으로 구분

된 관료경력, 법조경력, 의정경력 등을 중심으로 연구된 반면 순수하게 정당인으로 활동한 

경력만 가진 그룹과 외부에서 영입된 후보자를 구분하여 당선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 분

석한 연구는 없었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전직과 현직 경력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전현직 

경력이 시너지효과를 내는 그룹과 순수하게 정당 경력만 있거나 정치 경험이 없는 외부인 

또는 시민단체인을 분리하여 실제로 각 집단이 당선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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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총선에서 후보자의 경력이 당선에 미친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이상의 논의

를 근거로 유추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현직 의원들의 당선확률이 다른 

후보자 집단보다 높을 것이라고 쉽게 예상해 볼 수 있다. 또한 정책 업무 총괄 경험이 있

는 고위공직자 출신, 지방선거 선출직 출신, 정치권과 근접한 거리에서 일하는 보좌관, 비

서관, 서기관, 행정관 등 정무직 또는 행정직 관료 출신 후보들의 당선 확률도 높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학생운동이나 시민운동 등 장외 정치활동 경력이 있는 후보들의 당선경쟁

력도 높을 것이다. 그리고 정치 경험은 없지만 인기와 인지도가 높은 기업인, 법조인, 교수, 

의사, 언론인 등 각 분야 명망가들이 당선에 유리할 것이다. 반면 기존 연구에서 주목받지 

못하였던 정당 활동 경력은 당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가설1은 다

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가설 1: 후보자의 정당 활동 경력은 당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반면 전
현직 의원이나 고위관료 등 의정경력이나 관료경력은 당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정치 경력은 없지만 사회적 인지도와 인기를 가진 외부인은 당선될 확률이 높을 것
이다. 

 
경력이 당선에 미치는 영향은 정당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19대 국회에서는 전체적

으로 양대 정당 소속 의원들의 직업 구성에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정당은 지역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배경이 유사한 집단을 동원하는 이념 조직으로 변

해왔다. 보수 정당 소속 의원들은 연령이 많고, 재산과 학력 수준이 높은 반면 진보 정당에

서 여성의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전용주 2012, 58-59). 또한 앞의 논의에 따

르면 고학력 엘리트 집단은 주로 보수 정당을 통하여 의회로 충원되었다. 때문에 보수와 

진보 정당 간 차이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이에 근거하여 가설2를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2: 후보자의 경력이 당선에 미치는 영향력은 정당별로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2) 분석 방법과 절차

위의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한 종속변수가 당선(1)과 낙선(0)이므로 로지스틱 회귀분석

을 사용하였다. 독립변수인 후보의 다양한 경력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산출하였다. 

자료는 19대 총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한 후보자 개인정보를 주로 사용하였

고 미흡한 부분은 다음, 네이버, 구글 등 포털 사이트의 인물 검색을 통하여 보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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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의 최근 경력 두 가지와 현재 직업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그 종류가 너무 다양하여 

현실적으로 이 모든 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볼 수는 없었다. 때문에 이론적 근거와 자료 분

석을 통하여 현 직업과 전직 경력을 몇 가지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먼저 현재 직업군은 현직의원, 현 정당인, 명망가, 시민단체인, 기타로 나누었다. 당연히 

정당 공천을 받아 이번 선거에 출마한 사람은 모두 정당인이다. 하지만 여기서 정당인은 

현직의원, 외부명망가, 시민단체인 등 현재 다른 직업이 있는 후보자를 제외한 집단이다. 

즉 당대표, 당직자, 사무총장, 정책국장, 기획국장, 시도당 대표, 시도당 위원장 등 후보자

가 현 직업을 정당인으로 표기한 경우만 현 정당인으로 분류하였다.2) 외부명망가는 경제, 

과학, 의료, 교육 등 각 분야 전문가로 현 직업이 기업인, 대학 총장과 교수, 연구원, 법조

인, 언론인, 의사 등이다.3) 시민단체인은 현재 시민, 여성, 장애인, 노동, 지역발전 운동 단

체 등에서 활동하는 후보자 집단이다. 이 외 선거 출마를 직업으로 하는 무소속 정치인, 자

영업자, 회사원, 초빙 교수, 세무사, 예술인, 학생 등 다양한 직업은 기타로 분류하였다.  

이들의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후보 1101명 중 정당인이 353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현직의원 186명, 명망가 146명, 단체인 61명 순이었다. 이들의 당선 비율은 <그림 1>과 같

다. 가장 당선비율이 높은 후보자군은 현직의원으로 186명 중 62%인 116명이 당선되었고 

다음으로 현 명망가 146명 중 37%, 현 정당인 353명 중 27%, 현 시민단체인 61명 중 20%

가 당선되었다. 기타 직업을 가진 후보자 355명 중에서는 단지 6%만이 당선되었다. 지역

   2) 예를 들어 현직의원이면서 당대표인 경우, 현직의원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교수이면서 지역구에 
정당 공천을 받은 후보는 외부명망가, 참여연대 국장이면서 공천 받은 후보는 시민단체인으로 
분류하였다.  

   3) 이들을 법조 경력, 언론 경력 등으로 세분화하여 통계 분석을 하기에는 그 수가 너무 적었다.

<그림 1> 현 직업군별 당선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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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후보만 보면, 현직의원 183명 중 63%, 명망가 115명 중 30%, 현 정당인 280명 중 29%, 

기타 306명 중 4%가 당선되었다. 시민단체인 29명 중 당선자는 7%로 매우 낮은 비율이었

다. 소수자나 직능 대표 선출을 위한 비례 대표의 경우, 현 시민단체인 후보는 32명이며 이

들 중 31%가 당선되었다. 명망가 31명 중에도 매우 높은 비율인 61%가 당선되었다. 한편 

현 정당인 73명 중 21%, 현직의원 3명 중에는 단 1명이 당선되었다.  

다음으로 후보자의 가장 최근 경력을 두 가지씩 뽑아 7개 그룹으로 나누어 정리하였

다.4) 먼저 전직 국회의원 출신을 전직의원으로 분류하였다. 장관, 차관, 대사, 청와대 비서

실장 출신은 장차관급 고위관료 집단으로 묶었다. 그리고 정무직, 행정직, 군, 경찰 공무원 

출신을 공무원 경력으로 정리하였다.5) 지방선거 선출직 출신은 광역과 기초 단체장 또는 

의원 경력을 가진 후보자이다. 정당인 출신은 당직자, 지구당위원장, 선거운동본부장 등의 

경력을 가진 후보이다. 명망가는 기업대표, 언론인, 법조인, 대학 총장과 교수, 의사 등이

다. 운동가는 학생운동, 시민운동, 노동운동을 한 경력이 있는 후보이다. 이 외 농민, 회사

원, 예술인, 선거출마자, 종교인, 자영업자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후보는 기타로 분류하였

다. 

7개 전직 경력을 가진 후보자들의 당선 비율을 살펴본 결과는 <그림 2>에 정리되어 있

다. 전체 1101명 후보 중 전직의원 출신이 가장 많은 197명이었고 이 중 54%가 당선되었

다. 다음 장차관급 고위관료 출신 62명 중 52%, 공무원 출신 195명 중 34%, 지방선출직 출

   4) 한 후보당 두 개의 전직 경력을 찾았기 때문에 경력 변수의 총합은 1101개가 넘는다. 어떤 후보
는 전직의원이면서 장차관급 경력을 가진 반면, 전직 경력이 전혀 없는 후보도 있었다. 

   5) 군 출신은 20명 경찰출신은 7명으로 많지 않았고 이들 중 장차관급은 고위관료로 분리하였다.

<그림 2> 전직 경력별 당선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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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175명 중 26%, 정당인 출신 133명 중 31%, 명망가 출신 171명 중 44%, 운동가 출신 97

명 중 38%가 당선되었다. 지역구의 경우, 전직의원 출신 190명 중 55%, 장차관급 관료 출

신 59명 중 51%, 지방선출직 출신 165명 중 27%, 공무원 출신 168명 중 36%, 정당인 출신 

114명 중 31%, 명망가 출신 154명 중 45%, 운동가 출신 72명 중 35%로 전체 분포와 비슷

하였다. 비례의 경우, 전직의원 출신은 7명, 장차관급 관료 출신은 3명에 불과하였다. 지방

선출직도 10명, 공무원은 27명, 정당인은 19명, 명망가는 17명으로 매우 적었다. 운동가 출

신만 전체 97명 중 비례후보가 25명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당선률도 높았다.

이상의 전현직 경력은 서로 상호작용을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따라서 변수

들 간 상호작용을 알아보기 위하여 <그림 3>과 같이 분석틀을 만들었다. (A)부분은 전직

의원, 장차관급 고위관료, 지방선출직, 공무원, 정당인, 명망가, 운동가 등 전직 경력을 나

타낸다. 전직의원이나 고위관료는 다른 경력과 중복된다. (B)부분은 현직의원, 정당인, 명

망가, 시민운동가 등 현재 직업이다. 모형에서 전현직 경력 조합이 당선에 미친 영향은 (A) 

→ (B)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를 전직의원이나 고위관료 출신인 경우와 아닌 경우, 두 가지

로 구분하였다. (A)는 전직 경력만 있는 경우다. 전현직 경력의 중복 없이 한 가지 경력만 

있는 경우는 순수 그룹이다.  

분석틀에 따라 분류된 순수 후보자 그룹은 <그림 4>와 같다. 정당인 경력을 가진 후보

자의 예를 들어 그림을 설명하면, 후보자 중 정당인은 총 424명으로 가장 많았다. 정당인 

출신 후보 중 18명은 18대 국회 초선의원, 7명은 재선이상의 현직의원이다. 고위관료나 전

직의원을 거쳐 현재 정당인으로 출마한 후보는 74명이고 이 외 다른 전직을 거쳐 현재 정

                        (A) 전직 경력                                                       (B) 현 직업

<그림 3> 분석틀: 당선에 영향을 미친 후보자들의 전직 경력과 현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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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인으로 출마한 후보는 총 187명으로 가장 많았다. 정당인 출신으로 고위관료를 지낸 현 

명망가는 2명이다. 현 직업 없이 전직 경력만 있는 정당인 출신 후보자는 9명이다. 여러 전

현직 경력을 가진 정당인을 제외하고 오직 정당 활동 경력만 있는 후보는 127명(30%)이

다. 이 연구에서는 매우 협소한 의미에서 소속 정당을 위한 경력만 가진 이들 127명을 정당

활동가로 보았다.  

정당인 다음으로 많은 후보자 그룹은 명망가로 총 301명이며 이 중 38%인 115명이 정

치 경력 없이 이번 선거에 출마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정치 경험이나 활동 없이 정당 공천

을 받아 출마한 이 그룹을 외부명망가로 분류하였다.6) 이외 공무원 출신 총 195명 중에는 

19%인 37명이 순수 공무원 경력만 가진 후보이다. 지방선출직 출신 후보자 총 175명 중 

전현직 경력이 없는 후보자는 전체의 32%인 56명이었다. 운동가 출신은 총 136명이고 이 

중 38%인 52명이 순수 시민운동가 경력만 가진 후보였다. 

   6) 즉 명망가 출신으로 초선의원이 된 후보자 33명, 재선 이상 의원 49명, 전직의원이나 고위관료를 
거쳐 현재 정당인인 후보자 10명, 명망가 출신 현 정당인 37명 등은 외부명망가 그룹에 속하지 
않는다. 

<그림 4> 경력 별 순수 후보자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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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결과

1) 19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경력이 당선에 미친 영향

여기서는 위 분석틀에 따라 생성된 후보자의 다양한 경력 변수들이 당선에 미치는 영향

력을 살펴보았다. 우선 다양한 경력을 가진 후보자 그룹의 당선비율을 살펴본 결과는 <표 

1>과 같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기 전까지 정당 활동만 한 후보자 127명 중 단 10%만 당선

되었고 지방선출직 경력만 있는 후보자 56명 중에도 단 2%만 당선되었다. 공무원은 37명 

중 14%, 시민운동가는 52명 중 21%가 당선되어 정당인이나 지방선출직 출신보다 높은 경

쟁력을 보였다. 반면 정치 경험이나 경력 없이 외부에서 영입된 명망가 115명 중에는 32%

가 당선되어 순수 그룹 중 가장 당선경쟁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후보자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를 보면, 현재 현직의원이나 정당인, 명망가, 시민단체인 

등에 속하지 않고 전직 경력만 있는 후보자들은 총 49명이며 이 중 10%인 5명만 당선되었

다. 전직 의원이나 고위관료 출신이라도 이 네 가지에 해당하는 현 직업이 없는 경우, 당선

이 어려운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전직 경력과 현직 의원의 조합은 당선에 매우 유리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1>을 보면 대부분의 현직의원 후보자 당선비율이 전직 경력과 상관없이 

매우 높다. 초재선을 비교해보면 재선 이상 의원들의 당선비율은 65%로 초선의원 당선률 

59%보다 조금 높다. 

전직 경력과 현 정당인 조합에서는 고위급 관료나 전직의원을 거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당선에 유리하였다. 전직 경력에 고위관료나 전직 의원 경력이 더해진 현 정당인 

후보자는 74명이며 이 중 55%가 당선되었다. 이에 비하여 고위관료나 전직의원이 아닌 전

직 경력만 있는 현재 정당인 187명의 당선 비율은 24%로 훨씬 낮은 수준이다. 마찬가지로 

고위관료나 전직 의원을 거친 현 명망가는 20명밖에 안 되지만 이들의 당선 비율은 45%로 

높은 수준이다. 현 시민단체인의 경우, 전직의원이나 장차관급 관료 경력을 가진 후보자는 

없었다. 고위관료나 전직의원이 아닌 다른 전직 경력을 가진 현 명망가는 22명, 현 시민단

체인은 15명으로 그 수가 적어 이들을 합쳐서 살펴보았는데 총 37명의 당선률은 30%였다. 

정리하면 현직의원의 경우 전직의원이나 장차관급 관료 경력 여부와 상관없이 당선률

이 높아 이번 선거에서도 현직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전직의원이나 장차관급 고

위관료를 지낸 후보자들의 당선 비율이 다른 전직 경력만 있는 후보자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선비율이 10% 이하로 낮은 그룹은 현 직업이 없이 전직 경력만 있는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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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전현직 경력 조합에 따른 당선률, %(N)

현직 의원 현 정당인 현 명망가 단체인

정당활동가 10(127)

순수

그룹

67(9)

초선

59
(76)

전직

*
정당인

 
24

(187)

전직

*
(명망가 

+
단체인)

30
(37)

지방선출 2(56) 71(7) 21(47) 25(4) 0(4)

공무원 14(37) 100(5) 21(61) 38(13) 13(8)

운동가 21(52) 41(22) 23(30) 33(3)

외부명망가 32(115) 67(3) 19(32) 50(4)

기타 0(2)

지*정 0(2)

전직*
전직

10
(49)

50(2)

공*정 0(3) 20(5)

명*정 50(2)

운*정 0(2)

지*명 0(2) 100(1) 75(4)

공*명 0(2) 80(5) 0(3)

공*지 25(8) 100(4) 67(6) 100(1)

공*운 100(2)

운*지 0(2)

고위급 0(3) 100(3) 50(4)

전의원

고위급

*
정당인

55
(74)

50(8)

전의원

고위급

*
명망가

45
(20)

지*고 0(1) 100(1) 0(1)

공*고 25(4) 50(2) 73(11)

명*고 0(3) 67(3) 0(2)

전의원 0(9) 62(13)

재선

65
(110)

31(16) 56(9)

고*전 0(1) 75(8) 57(7)

지*전 0(2) 50(16) 75(4)

공*전 0(1) 75(12) 50(2)

정*전 0(2) 71(7) 0(2)

명*전 20(5) 63(49) 50(8)

운*전 80(5) 68(19)

주:   지-지방선출직, 정-정당인, 공-공무원, 명-명망가, 운-시민운동가, 고-고위관료, 전-전의원을 의
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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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정당 활동가 그리고 지방선출직 출신 후보자들이었다. 

이러한 기초분석을 토대로 후보자의 다양한 경력 변수가 당선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

한 결과는 <표 2>에 정리되어 있다. 통제변수는 일반적으로 후보자의 당선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알려진 나이, 성별, 학력, 소득, 소속정당이다. 또한 영호남 지역구의 새누리당과 

민주당 공천 여부가 당선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이번 선거에서도 예외 없이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은 후보자 67명 중 94%인 63명이 당선되었

고 광주, 전남, 전북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은 후보자 28명 중 89%인 25명이 당선되었다. 

때문에 영호남 지역구와 정당 공천 변수도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표 2>를 보면, 통제변수와 다른 변수들 간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에도 정당 활동 경력은 

당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아니었다. 또한 정당 내부 경험을 통한 수직적 충

원방식은 아니지만 지방선출직 경력이나 공무원 경력도 정치 경험을 통한 수직적 충원의 

한 방식이 될 수 있는 데 이러한 경력도 당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선거를 위하여 영입된 외부명망가는 당선될 확률이 높았고 정치 활동 경력은 있지만 엄밀

히 말해 외부 인사라 할 수 있는 시민운동가도 당선경쟁력이 있었다. 전현직 경력이 상호 

조합된 변수의 경우는 전직 경력만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당선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구와 비례 대표로 분리해 보았을 때 지역구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전체 후보를 대상으로 한 모델과 유사하였다. 비례 대표의 경우는 시민운동 경력만 당선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변수였다. 통제변수의 영향력을 보면 주요정당 공천을 받은 후보

자일수록 그렇지 않은 후보자보다 당선될 확률이 높았다. 또한 영남 지역구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은 후보이거나 호남 지역구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은 후보일수록 당선될 가능성

이 높았다. 그러나 나이, 재산, 교육 변수는 당선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가설 1에서 예측한 것처럼 정당 내부에서 훈련되고 실무 경험을 

쌓아 온 활동가 경력은 당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정당 활동 

경력만 있는 경우는 당선이 어렵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검증되었다. 반면 정치 경력이나 경

험이 없는 외부 명망가나 군, 경찰, 정무직, 행정직 등 공무원 경력만 있는 후보자들과 지역

구에서 당선경쟁력을 갖고 정치권 외부에서 활동해 온 시민운동가들은 비례대표라는 제

도적 장치를 통하여 의회로 진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주요정당 공천 변수는 지역구와 비례 후보 모두의 당선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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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후보자의 경력이 당선에 미치는 영향력(Logistic Regression Analysis)

 

전체 후보자 지역구 후보자 비례 후보자

B S.E. B S.E. B S.E.

나이

소득

남자

교육

주요정당

영남*새누리
호남*민주
정당활동가

지방선출직 출신
공무원

외부명망가

시민운동가

초선의원

재선의원

(전 의원/장관)*정당인
(전 의원/장관)*명망가
전직*정당인
전직*(명망가/단체인)
전직*전직
상수항

-.004
.000

-.572*
.118

2.739***
2.873***
2.206***
.677

-.398
1.262
1.611***
2.529***
2.282***
2.387***
2.551***
2.063**
1.072*
1.224*
.905

-4.164***

.013

.000

.265

.111

.274

.538

.637

.549
1.125
.768
.492
.611
.527
.503
.519
.698
.478
.615
.746
.866

-.006
.000
.083
.047

2.628***
3.109***
2.446***
1.461
.776

2.135*
2.180**
2.161
3.368***
3.453***
3.594***
3.068***
1.981*
1.557
1.953*

-5.439***

.016

.000

.388

.131

.331

.554

.644

.896
1.308
1.082
.860

1.230
.852
.840
.852
.956
.833
.959

1.000
1.269

-.014
.001

-.259
.296

2.954***
 
 
.233

-18.793
.643

1.370
2.551**

-17.348
1.851
1.885

-20.523
.387

1.804
 

-3.601*

.026

.001

.457

.242

.564
 
 
.862

18585.342
1.433
.722
.863

40192.970
1.777
1.366

40192.970
.705

1.044
 

1.504

N
% correct
-2 Log 우도

1101
85.1

735.485

913
86.0

559.982

188
83.0

145.470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http://www.nec.go.kr), 다음, 네이버, 구글 등 포털 사이트 인물검색
주: 1. 종속변수: 당선(1), 낙선(0)
      2.   통제변수: 나이(후보자가 신고한 나이), 소득(후보자가 신고한 소득), 남자(1. 남성/0. 여성), 

교육(1. 대졸 미만/2. 학사/3. 석사/4. 박사) 주요정당(1. 새누리당+민주당/0. 기타), 영남새누
리(1. 영남지역구 새누리당 공천자/0. 기타), 호남민주(1. 호남지역구 민주당 공천자/0. 기타)      

      3. 유의수준: ***p<.001, **p<.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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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다양한 경력을 가진 후보자의 의회진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새누

리당과 민주당 등 양 정당의 공천이다. 공천은 경쟁력 있는 후보를 가려내는 일차적 검증

과정으로서 주요 정당 공천자는 정당지지를 통하여 당선에 매우 유리한 입지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당공천이 곧 당선인 지역의 공천은 당선에 결정적 요인임을 재확인

할 수 있었다.     

2) 정당별 후보자의 경력이 당선에 미친 영향력

다음으로 두 번째 가설인 후보자의 경력이 당선에 미치는 영향력을 정당별로 분석한 결

과를 보자. 먼저 <표 3>에서는 다양한 경력을 가진 후보자 집단의 양 정당 공천 비율과 당

선 비율을 정리해보았다. 쉽게 눈에 띄는 것은 주요정당 공천을 받은 사람들이 공천을 받

지 못한 후보자들보다 월등히 당선비율이 높아 당선에 있어서 주요정당 공천 효과가 크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양 정당의 공천을 받은 비율이 낮은 집단을 보면 전직 경력만 있는 후

보자의 20%, 지방선출직 경력만 있는 후보자의 13%, 공무원 경력만 있는 후보자의 22%, 

시민운동가 후보의 15%이다. 공천 비율이 높은 집단은 예상대로 초재선 의원, 고위직 출

신, 전직 경력이 있는 정당인이나 외부명망가 그룹이다. 

정당 활동가의 경우는 127명 중 31%가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공천을 받았는데 외부명망

<표 3> 후보자의 경력과 주요정당 공천 비율, %(n) 

공천자비율

%(n)

공천자 당선비율, %(n) 비공천자 당
선비율, %(n)전체 새누리당 민주당

정당활동가

지방선출직

공무원

외부명망가

시민운동가

초선

재선

(전 의원/장관)×정당인
(전 의원/장관)×명망가
전직×정당인

전직×(명망가/단체인)
전직×전직

31(127)
13(56)
22(37)
56(115)
15(52)
78(76)
85(110)
76(74)
70(20)
60(187)
59(37)
20(49)

25(40)
14(7)
50(8)

56(64)
88(8)
71(59)
74(93)
70(56)
64(14)
36(113)
50(22)
50(10)

25(12)
25(4)
40(5)
71(34)
100(1)
65(49)
72(47)
75(20)
57(7)
35(62)
60(10)
57(7)

25(28)
0(3)
67(3)
40(30)
86(7)

100(10)
76(46)
67(36)
71(7)
37(51)
42(12)
33(3)

3(87)
0(49)
3(29)
2(51)
9(44)
18(17)
12(17)
11(18)
0(6)
5(74)
0(15)
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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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56%가 공천을 받은 것에 비하면 매우 낮은 비율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정당 활

동가 후보를 비교하여 보면 새누리당은 12명, 민주당은 28명을 공천하였고 이들의 당선비

율은 두 정당 모두 25%로 같았다.7) 반면 외부명망가는 두 정당 모두 비슷한 수를 공천하

   7) 새누리당 공천자 12명 중 3명이 당선되었는데 비례 3명은 낮은 순번을 받았고 지역은 부산2, 강

<표 4> 정당별 후보자의 경력이 당선에 미치는 영향력(Logistic Regression Analysis) 

 

새누리당 후보자 민주당 후보자

B S.E. B S.E.

나이

소득

남자

교육

지역*
정당활동가

지방선출직 출신
외부명망가

공무원

시민운동가

초선의원

재선의원

(전 의원/장관)×정당인
(전 의원/장관)×명망가
전직×정당인

전직×(명망가/단체인)
전직×전직

상수항

.012

.000

.266

.247
3.142***
-.525
.072

1.821**
-.727

22.329
1.146
1.192
1.740*
.485
.122
.891
.585

-2.732*

.021

.000

.439

.172

.575

.966
1.298
.695

1.327
40192.970

.667

.692

.801
1.033
.655
.920

1.051
1.415

-.030
.000

-1.026*
-.061
2.156**
1.682

-18.117
2.019
3.936*
4.155**

23.582
4.113***
3.750***
4.137**
2.236*
2.451*
2.114
-.413

.024

.001

.455

.208

.681
1.177

23077.842
1.147
1.670
1.545

11951.591
1.180
1.168
1.400
1.133
1.249
1.674
1.629

N
% correct
-2 Log 우도

274
74.8

278.271

249
75.9

261.085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http://www.nec.go.kr), 다음, 네이버, 구글 등 포털 사이트 인물검색
주: 1. 종속변수: 당선(1), 낙선(0)
      2.   통제변수: 성별(1. 남성/0. 여성), 소득(후보자가 신고한 소득), 나이(후보자가 신고한 나이)
                          학력(1. 대졸 미만/2. 학사/3. 석사/4. 박사), 
                          *지역(1. 새누리당의 경우, 영남/0. 기타), (1. 민주당의 경우, 호남/0. 기타)  
      3. 유의수준: ***p<.001, **p<.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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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는데 새누리당 공천자의 71%가 당선되어 민주당 후보의 40%보다 매우 높은 당선률을 

보였다.8)  

정당별 후보자의 경력에 따른 당선 비율 차이가 여러 변수들 간 영향력을 통제한 후에도 

유의미한지를 <표 4>에서 살펴보았다. 새누리당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를 보면, 

정치 경력이 없는 외부명망가는 그렇지 않은 후보보다 당선 확률이 높았다. 또한 전직의원

이나 장관을 지낸 현 정당인 후보일수록 그렇지 않은 후보보다 당선 확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새누리당보다 진보 성향인 민주당의 경우 좀 더 다양한 경력을 가진 후보자들이 

당선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시민운동가나 여성 후보자의 경우 진보정당을 통하여 의

회로 진입하는 반면 외부 엘리트 집단은 보수정당을 통하여 국회로 충원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정당 내부 활동 경력은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에서 당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9)

요약하면 가설 2에서 예상한 바와 같이 후보자의 경력이 당선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

서 새누리당과 민주당 후보자 간 차이가 있었다. 정치 경험이 없는 외부명망가의 경우 새

누리당을 통해, 정치 활동 경험은 있지만 또 다른 외부인이라 할 수 있는 시민운동가의 경

우 민주당을 통하여 의회로 충원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정당 활동가는 다른 경쟁력 

있는 집단에 비하여 양 정당의 후보로 공천되는 비율도 낮았고 공천되어도 당선되는 비율

이 낮아 의회로 충원되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다.   

IV.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연구에서는 정당 활동가의 당선경쟁력에 주목하여 후보

자의 다양한 경력이 당선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정치 경력이 전혀 없

원 2, 호남 4, 경기 1로 당선 유리한 지역 공천자 수가 적었다. 민주당 28명 중에는 비례 5명 중 3
명이 당선되었고 지역구에서는 서울 1, 경기 4, 강원 1, 충청권 7, 영남권 9, 전남 1명으로 전남 1, 
경기 1, 충남 2명 등 4명이 당선되었다.   

   8) 새누리당 공천을 받은 외부인 34명 중 24명이 당선되었는데 비례 후보 17명 중 14명, 서울 3, 경
기 2, 영남권 3, 강원 1, 충북 1명이 당선되었다. 호남에 공천을 받은 외부인은 없었다. 민주당 공
천자 30명 중에는 12명이 당선되었는데 비례 4명, 호남 4, 인천 1, 경기 2, 경남 1명이 당선되었다. 

   9) 민주당 초선의원의 경우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10명 후보 모두 당선되어 통계치가 나오지 않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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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당에 의하여 영입된 외부인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정당 내부인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인

지를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19대 총선 분석 결과, 후보자의 정당 내부 활동 경력은 당선에 

중요한 요인이 아닌 반면 의정이나 관료 경력뿐 아니라 명망가나 시민운동가 등 후보자의 

외부 활동 경력은 당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이는 인물중심 선거 환경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유권자들은 의정경력, 관직경력, 법조경력 등을 지닌 후보자

들이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할 것이라 기대하여 인물투표를 통하여 자신의 이해를 대변할 

후보들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존 연구는 실제로는 이들이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는 입법 활동을 하지 못한 채 

대표성 문제만 야기한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들은 선거에서 이기는 데 유

리한 전현직 의원이나 고위관료 출신, 인기 있는 외부 명망가 후보들을 다른 경력을 가진 

후보자들보다 더 많이 공천하였다. 결국 선거에서 인물요인이 유권자 선택에 중요하다고 

해도 실제로 어떤 경력을 가진 후보가 의원이 되는가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정당이

다. 이번 연구결과를 통하여 소속 정당을 위하여 활동해 온 내부인의 당선경쟁력이 없다는 

것이 검증되었고 이는 정당의 공천과도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보수 정당뿐 아니라 

진보 정당에서도 외부 명망가가 정당 활동가보다 더 당선에 유리한 지역이나 비례후보로 

공천된 현상이 나타났다. 

정당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를 공천하고 당선시키는 데 중요한 조직일 뿐 아니라 

의회정치의 핵심조직이기도 하다. 의원의 정치 전문성 결여는 행정권의 우위 현상을 심화

시키며 입법 기능 수행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의회가 입법 활동을 원활하게 수

행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전문성과 경험이 축적된 사람들을 충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때문

에 이미 많은 국가에서 정당 내부 활동가 또는 선거를 통한 공직경험이 있거나 현직인 의

원들을 공천하는 한편 사회적 인지도가 높지만 정치 경험이 없는 외부인에 대한 공천 비율

을 줄여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정치 전문성과 경험이 선거에서 중요한 당선 요인이 되

는 데에도 정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제 한국 정당들도 당선경쟁력이 있는 외부인을 선거용으로 영입하여 승리하는 일에

만 몰두하지 말고 좀 더 체계적으로 정당 활동가를 양성하고 충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야 할 것이다. 국회로 진출하는 의원들이 정치 기술과 전문성을 갖추고 소속 정당이 추구

하는 정치적 주장을 분명히 파악하고 있다면 보다 효율적인 의회정치 환경이 조성될 것이

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 정당들도 이념적 차이가 뚜렷해지고 있고 이에 따른 정책적 차이

도 분명해지고 있다. 외교, 안보, 대북 정책뿐 아니라 경제나 복지 영역에서 정당 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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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고 있다. 새누리당은 보수정당으로 민주당은 진보정당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였고 

통합진보당은 좌파정당으로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정당 간 이념 성향 차이는 선거

에서 뿐 아니라 평상시 입법 정책적 차이를 통한 경쟁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

다.     

하지만 정당 간 간극을 좁혀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슈별로 초당적 합

의가 가능한 문화가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이러한 차이는 비생산적인 정쟁을 심화시키

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번 새로운 세력의 대거 의회 입성은 자칫 정당

의 정체성 약화와 약한 정당정치 기반의 심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의회가 아무런 정치 경험

이 없는 신인들의 교육현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오랫동안 정당인으로 훈련되고 육

성된 후보자들은 소속 정당의 이념과 주장, 정책이 내면화되어 있을 것이고 국회로 충원되

었을 때 내면화된 정치적 가치를 더 많이 실현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의회가 정치 신인들의 

교육현장이 아닌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입법의 장이 되도록 정당은 당내 정치 전문가를 육

성하고 의회로 충원하는 시스템 구축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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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arty Activists and Legislative Recruitment 
in the 19th Korean Congressional Election

  Hyun-Jin Seo | Sungshin Women’s University

Investigating competitiveness of party activists in elective office, this paper examines the 

previous careers and professions of candidates and their impact on Congressional elections. 

Based on the analysis of data from the National Election Committee, it is found that 

candidates who were  incumbent legislators, supercrats, non-political professionals, or civil 

activists were more likely to be elected in the 19th Congressional Election. However, having 

a political career as a party activist was not a significantly important variable for getting 

elected in this election. This result was similarly found for both major conservative and 

liberal party candidates. In order to win political office, major party’s nomination is crucial 

for party activists who have higher levels of loyalty and political experience. Nonetheless, 

political amateurs who share the same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professional credentials 

are more likely to be encouraged to run for office as major party candidates. Thus, famous 

political amateurs as well as incumbents are more likely to hold elective office than party 

activists. These findings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the role of party 

recruiting legislators, the substantive under-representation of party members, the policy 

making of party politics, and the practice of democracy in Korea.

Keywords: party activist, party nomination, candidate selection, political amateur, 

legislative recruit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