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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
이 논문은 지방정당제도화의 원리와 제도적 방안을 제시한다. 지방정당은 지방차원에서 주민
이 정치결사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여 성숙한 정치적 주체가 되게 한다. 또한, 지방차원에서
정당정치와 선거정치를 정상화하는 경쟁의 제도화 수준을 높여 한국 대의민주주의를 공고화하는
데 기여한다. 정치적 자유의 체험과 정당경쟁의 제도화는 지방정당의 제도원리이며 효과이다.
두 제도원리가 적용되어야 하는 세 가지 핵심 문제들이 있다. 먼저, 지방정당의 공천범위는 지방
정당이 유권자로부터 얻는 지지와 정당의 조직력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는 비법제화 방향을 제시
하였다. 둘째, 국고보조금 지급의 균형의 기준, 당비에 근거한 자립의 기준, 그리고 국민이 지지
한 득표율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지방정당 국고보조금 방향을 제시하였다. 셋째, 지방정당을 허
용하기 위한 정당설립의 규정완화 혹은 설립규정의 삭제를 주장하며, 헌법재판소가 우려하는
지역정당과 군소정당의 문제에 대하여 반론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지방정당, 정치적 자유, 정당경쟁, 공천범위, 정당보조금, 정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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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지방정당1)의 기능을 긍정적으로 제시하고 지방정당을 허용해야 된다는 정치학자
들의 연구가 제시되고 있다. 지방정당은 자치권의 확대를 위해 필요하고(강원택a 2015,
25), 특정정당의 독주와 폐쇄적 정당체제를 극복하여 정당경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며
(강원택b 2015, 5; 2010; 유재일 ․ 정상호 2009, 167), 지역균열을 교차하는 새로운 정책
균열의 등장을 위해 필요하고(김용복 2009), 중앙정치의 대리전이 된 지방선거의 자율성
을 회복시키기 위해 필요하며(하세헌 2012), 자발적이고 상향식 정당정치를 등장시키는
데 필요하고(강원택 2010), 사회적 약자들의 정치적 참여를 통해 정치참여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데 필요(서복경 2014)하다고 주장되었다. 이
상을 요약하면, 지방정당은 개인수준에서 정치적 지성의 학습장으로서 기능하며, 지방자
치차원에서는 자치권을 확대하며, 정당정치차원에서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정당경쟁을 활
성화하며, 국가수준에서 소외된 계층의 정치참여를 실현하여 대의민주주의의 질을 높인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권력기구, 즉 행정부나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는 지방정당을 부정적
으로 이해하거나 지방정당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입장의 근저에는 지방정당과 지방
자치를 분리하여 이해하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으며, 나아가 지방자치에서 대의제정치가
활성화되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있다. 이러한 인식의 역사적 사례는 제3공화
국에서 지방자치를 “통일이후로 연기”한 것이다. 그로부터, 30년 이상이 지났지만 지방자
치에 대한 도구적 인식과 지방자치에서 정치를 배재하려는 인식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글은 지방정당의 효과를 요약하여 제시하고, 그것을 통해 구체
적인 제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절에서는 지방정당을 부정하는 주장의 두 가지 근거
를 제시한다. 지방자치에 대한 행정부, 행정부, 그리고 사법기구인 헌법재판소가 지방자
치에 대하여 내린 중요한 결정들을 통해 지방자치와 지방정치에 대한 제한적이고 도구적
인 인식을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III절에서는 지방정당의 두 가지 효과를 제시한다. 지방
정당이 대의제정치를 활성화하여, 지역주의 문제를 해결하고 중앙정치의 대리전이 된 지

1) 한국 정당정치 논의에서 local party를 “지방정당”이나 “지역정당”으로 표기한다. 본 글에서는 local을 지방으로
regional을 지역으로 표기하며, 국가보다 작은 행정 및 자치단위에서 활동하는 정당을 지방정당으로 표기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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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선거를 정상화하며, 주민의 정치참여의 양과 질을 높일 수 있음을 제시한다. IV절에서
는 지방정당을 법제화 할 때, 등장하는 중요한 세 가지 과제에 대한 기본적인 해결방향을
제시한다. 지방정당이 공천하는 범위의 문제, 지방정당에게 정당보조금을 어떻게 지급하
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지방정당 설립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어떤 정당
성을 갖고 있는가의 문제를 다룬다. V절 결론에서는 내용을 요약하고 지방정당의 허용이
온전한 지방자치의 실현과 대의제정치의 활성화에 핵심제도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II. 지방정당에 대한 부정의 두 가지 근거

1. 주변화된 지방자치
지방정당에 대한 반대의 근거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지방정당이 근거하
는 지방자치를 국가운영의 주변적 원리로 이해하는 입장이다. 지방자치에 대한 주변적
인식은 지방자치를 국가발전의 수단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지방자치가 민주주의를 심화
시키는 작동기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국가
발전이라는 목적과 함께 주민이 정치적 지성을 획득하는 교육의 장이라는 목적은 고려하
지 않는다. 이 때문에 한국의 지방자치는 반쪽짜리 혹은 형식은 자치이되 내용은 타치가
된다. 시민의 자치의식을 함양하는 작동기제가 없이, 국가발전을 위한 지방관리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지방자치이다.
지방자치에 대한 주변적 인식, 혹은 국가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지방자치를 인식하
는 경향은 중앙정부의 정책적 입장에서 보여진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정부의 지방관리
정책은 2013년 출범한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담당하는데,2) 지방자치발전
위원회가 제시한 정책적 입장을 통해 지방자치에 대한 주변적 인식을 접할 수 있다. 지방
자치발전위원회는 활동 목표로서 주민편익증진, 행정효율제고, 지방경쟁력 강화를 제시
한다.3) 이 세 가지 목표는 투자 대비 성과를 중시하는 성과주의와 중앙이 지방을 평가하

2)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대통령소속 위원회로서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체제개편 등 지방관리에 관한 모든 정책을
계획하고 추진한다. ｢지방분권및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 제45조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기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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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관리하는 데 강조점을 두고 있다. 성과주의와 지방경쟁력 제고는 모두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가 갖고 있는 주요한 목적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지
방자치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 외에 자율적 결정과 책임을 통한 민주주의 심화라는 목적을
갖는다. 토크빌(Tocqueville 2000, 57-58)은 미국 민주주의의 성공요인 중 하나로 연방제
와 주정부, 카운티정부, 그리고 타운정부의 자치를 든다. 그는 이러한 자치의 경험이 미국
인들에게 정치적 자유를 체험하게 하며, 이러한 자치가 없었다면 미국의 자유정신은 존재
하지 않았을 것이라 말했다. 프랑스 혁명을 경험한 프랑스 정치인이자 정치사상가로서
토크빌은 미국이 프랑스와 같이 혁명으로 인한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것에 주목한다. 그
리고 미국의 민주주의가 폭력없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지방자
치를 꼽는다. 즉 지방자치의 본질적 기능 중 하나는 정치적 자유와 그 정신을 주민들이
경험하고 심화함으로써 국가의 정치안정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즉 지방자
치에는 자율적 참여와 결정이라는 자치의 실현을 내재한다. 그런데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가 제시한 활동목표에는 주민의 편익 증진, 행정의 효율성 제고, 그리고 지방정부의 경쟁
력 강화와 같은 물질적인 성장이 강조되고 있지만, 지방자율권의 확대와 같은 민주주의
심화와 관련한 목표는 담겨져 있지 않다. 이것은 지방의 물질적 조건을 개선하고, 이것을
토대로 국가발전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를 수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여겨진
다. 지방자치에 대한 자원활용을 위한 물리적 측면의 접근, 그리고 중앙중심-지방주변의
상하관계가 내재해 있다고 보여진다.
지방자치에 대한 물리적이고 관리적인 접근은 입법부인 국회의 인식에서도 나타난다.
이러한 인식은 지방자치법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민주주의가 자기결정권의 실행
이라는 주민의 주체적 결정의 원칙을 담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법의 목적은
지방을 타자화하고, 민주적 정치보다는 효율적 행정을 우선하며, 지방의 발전을 국가 최
고 리더들이 관리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인식은 지방자치법에
서 찾아 볼 수 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보다는 제한하는 방향으
로 조문이 구성된다. 예를 들면, 조례제정권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법제22조)”로 제한한
것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2015년 경상남도 양산시의회는 학교무상급식 조례 중 “단체
장은 지원할 수 있다”를 “단체장은 지원한다”로 추진하고자 한다. 이에 대하여 경상남도
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위와 같이 개정하는 것이 “단체장에
게 부여한 재량을 침해해 법을 위반한 것”이라 밝히고 반대입장을 제시했다(연합뉴스,
3)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제시한 목표와 추진배경은 홈페이지(www.clad.go.kr) 참조(검색일: 201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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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6). 학교급식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밖에 없
다.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재정능력과 구성원들의 합의, 그리고 의회와 단체장의 의
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각 지방의 재정상황과 주민들의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중앙
정부나 상급정부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자치에 위배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양
산시라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의회의 결정에 대하여 상급기관을 자처하는 경상남도가 반대
하고,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하여 통제하고 관리하려 한다. 이 과정에서 양산시의회와 단
체장이 정치과정을 통해 해결하려는 방법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이 문제는 상급 기관인
경상남도의 행정통제, 법제처의 유권해석, 그리고 사법부의 위법조례심의에 의해 결정된
다. 이 사례와 같이 지방의회가 제정하거나 개정한 조례로서 중앙의 입법부, 행정부, 그리
고 사법부가 통제했던 예는 부천시의 학교주변 담배자판기 설치 금지조례와 청주시의회
가 제정한 정보공개조례가 있다. 지방자치법이 중앙이 지방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
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에서 지방정부의 구성은 지방자치법에 의해 획일적으로 구성된다. 지방자치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과 운영을 규정하여, 전국 234개 모든 자치단체가 단체
장-의회형 정부구성을 갖도록 규정한다. 미국에서 지방정부의 구성은 주민들의 자기결정
권의 대상이다. 타운미팅형, 위원회형, 의회-행정관형, 그리고 의회-시장형 등의 여러 가
지 지방정부 유형 중에서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지방정부 구성의 자율성
을 학계에서 많이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 제도화되어 있지 않으며, 박근혜 정부의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종합계획안에는 미래발전과제로 포함되어 있다. 가까운 시기에 제
도가 시행될 가능성은 낮다는 의미이다. 또한, 지방재정법에 의한 지방재정권의 제한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4) 결국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은 지방정치 구성원들의 자기결정
권을 보장하기보다는 중앙정부나 국가발전의 관점에서 지방의 자기결정권을 관리하며,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이러한 통제는 국가발전이 우선이므로 지방자치는 제
한될 수 있다는 지방자치에 대한 수단적 인식의 권력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사법기관으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지방정당에 대한 금지입장에서도 지방자치는 중앙
의 정치를 위해 제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나타난다. 2006년 헌법재판소는 정당법 중
정당의 설립기준에 대한 위헌심판에서 설립의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지역정당”과 “군소정당”을 허용해달라는 입장으로 이해한 후, 지역정당과 군소정당을 불

4) 한국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2이고, 지방재정이 중앙정부에 재정적으로 의존되어 있다는 측면은 최병대
(2013)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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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하는 현행 정당법은 “합리적인 제한”이라 보았다.5) 헌법재판소는 “대의민주제 기본질
서가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회 내 안정적 다수세력의 확보가 필요”하므로, 군소
정당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러한 이해는 군소정당을 허용하면 의회 내 극단적인
다당체계가 형성될 것이고, 극단적인 다당제는 의회 내 안정적 다수세력 확보를 어렵게
하여, 대의민주제 기본질서의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한다는 논리라 여겨진다.
그런데 군소정당의 등장을 불안정의 심화라는 부정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편향된 해석
일 수 있다. 다양한 정치적 결사의 등장은 사회가 갖는 다양성의 표출이며, 이는 민주주의
사회의 당연한 현상이다. 다만 다양한 사회 이익의 표출들이 정치적 과정을 거쳐 안정적
인 의사결정으로 전한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설계할 때 고려할 만한 원리로서 자유의 원칙을 들 수 있다. 미국헌법의 설계자들은 정치
적 자유는 인정하되, 견제와 균형을 통해 안정을 실현하는 제도를 고안했다. 그리고 이러
한 제도의 원리를 연방주의논설 10번에서 메디슨은 파벌의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유
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보다는 상원과 하원의 분리와 같은 제도적 방법으로 해결할 것을
주장하였다.
한국 헌법재판소가 군소정당의 등장을 불안정의 심화로 전제하고 이를 제한하는 결정
을 내린 것은 의회정치에서 안정을 염두에 둔 것인데, 의회정치의 안정의 의미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군소정당을 불허하면 의회정치의 안정은 제1당과 제2당의 지배를 보장하게
된다. 결국 헌법재판소의 의회 안정주장은 “카르텔 정당체제”(장훈 2003) 혹은 사회를
대표하지 못하는 협소한 정당체제(최장집 2009)의 안정이라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은 정치과정론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정당 간 견제와 균형의
가능성, 경쟁을 통한 책임정치의 실현이라는 효과를 작동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군소정당들이 주요정당과 경쟁하여 다양한 정당조직의 경험들, 즉 간부정당,
대중정당, 포괄정당, 혹은 원외정당과 원내정당 등과 같은 정치선진국들의 역사에서 등장
하고 생성 소멸하였던 정당정치의 변화무상한 경험들을 원천봉쇄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
장 큰 문제점은 사회의 다양한 이익표출을 담당할 다양한 정당의 설립을 제한하여, 정당
과 의회라는 대의기구가 사회를 온전하게 대표하지 못하는 문제를 발생시킨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제25조 정당설립에서 5개 이상의 시 ․ 도당을 가져야 한다는 조항은
지역정당을 배제하려는 취지로서 합헌이라고 선고했다. 그이유로 “지역적 연고에 지나치
게 의존하는 정당정치풍토에서” 지역정당은 “특정지역의 정치적 의사만을 반영할 것이므
5) 2004헌마246 전원배판부(200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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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불허한다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6). 현재의 지역연고주의 정당은 거대정당들이 만
든 역사적 유산이지 지방정당이 만든 결과가 아니다. 전국정당이 만든 문제를 가지고,
지방정당을 불허한 것이다. 만약 지역주의가 문제가 되어 정당을 불허할 것이라면, 헌법
재판소는 지역문제를 발생시킨 주요정당에게 책임을 물어 주요정당을 불허하거나 해산해
야 하는 모순에 처하게 된다.
지금까지 한국의 행정부, 입법부, 그리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보인 지방자치와
지방정당에 대한 입장을 개관적으로 살펴보았다. 중앙정부의 기구들은 지방자치를 국가
발전을 위한 지방자원을 동원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며, 국가의 운영을 위해 지방을 관리하
는 대상으로 인식하며, 중앙정치의 안정을 위해 지방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다. 중앙정부의 기구들은 지방자치를 중앙의 발전을 위한 수단이자 부수적인 주변으
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가 이론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자율적 결정
을 통한 민주주의의 심화기능은 제한되고 있다.
지방자치의 자율적 결정측면에 제한되는 상황에서, 지방정당은 자연스럽게 부정된다.
자원의 물리적 동원이 우선적인 집행부에서 지방정당은 행정효율을 낮추는 비생산적인
제도로 이해될 소지가 크다. 또한, 중앙에서 만든 법에 의해 지방자치를 관리하고 통제하
는 중앙정부는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지방정당의 존재를 고려하거나 지지하기 어렵다. 마
지막으로 중앙정치 주요정당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관점에서 불필요한 혼란을 불러
오는 제도로 인식된다.

2. 정치과잉과 지방정당
지방정당을 반대하는 또 다른 입장은 2015년 현재의 지방자치는 정치가 과잉에 이른다
는 현실인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지방자치에서 정치가 과잉이라는 말은 주민들이
광역과 기초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고 있는 현실을 선거정치의 과잉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인식은 선거정치를 줄이는 방안방향으로 지방자치 선거제도를 변화시키고자 한
다. 예를 들어 2014년 12월에 박근혜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
회가 작성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심의 승인하였는데, 이 안에는 구청장을 임명제로
전환하고, 구의회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지방자치발전위원회 2014). 또한 기초의
원선거에서 정당의 후보추천을 배제할 것을 주장한다(지방자치발전위원회 2014, 33). 정
당공천제 폐지의 이유는 많은 학자들이 제시한 대로, 중앙의 주요정당들이 벌이는 정당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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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이 지방선거와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분석 한 후, 지방자치에
중앙정치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육동일 2013).
그런데 지방자치에서 정치 과잉은 중앙정치의 과잉이라 여겨진다. 지방선거에서 다루
어지는 선거쟁점들이 전국정당들이 제시한 쟁점들의 다수를 차지하고, 지방정치인과 지
방정부의 평가가 선거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선거결과에서는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라는 중앙의 주요 정당이 추천한 후보들이 당선된다.
지방선거에서 중앙정치의 과잉은 지방정치의 결핍을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선거관심
도가 가장 낮은 지방선거에서 합리적 유권자들은 선거비용을 최소화하려 할 것이다. 이
때 유권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선택 기준은 정당이 된다. 그런데 한국 정당정치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양강을 이루는 양당체제이다. 더욱이 지방선거는 소선거구
단수다수대표체계이다. 기초의원선거에서 한 선거구에서 2~4일 득표순으로 뽑는 단기비
이양식(SNTV: single non-transferable voting)이지만 이 선거체계역시 비례대표제 범주
가 아닌 단수 대표제 범주에 포함된다.
지방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의원 10%가 있지만, 그 비율은 미미하여 작게는 3~4명이
고, 최대는 경기도가 12명, 서울시가 10명이다. 비례대표 적용비율이 10%로 낮기 때문에
군소정당에게 비례대표의원 할당의 문턱(threshold)은 높다.6) 또한, 동시선거에서 주요
정당에게 투표용지의 기호 1번과 기호 2번의 순서를 배정하고, 동시에 이 기호를 모든
선거에 걸쳐 통일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일기호”제도를 적용하기 때문에 주요정
당들은 순서효과와 기호효과의 득표이득을 누린다(김범수 ․ 서재권 2011). 더불어 정당에
게 지급하는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이 주요 2개 정당에게 거의 90%를 집중하여 지급
한다.7) 이러한 현행 선거제도와 정당제도, 그리고 정당 보조금 제도와 양당체제는 지방선
거에서 중앙의 2개 정당이 선거쟁점을 정하게 하고, 그들만이 경쟁하는 양강 과두체제,
혹은 독과점 정치시장을 만들게 된다.
지방선거와 지방정치에서의 문제점은 경쟁자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만이 정당
경쟁에 진입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와 같이 중앙권력
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지방선거와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서의 권력쟁취를 위해 활용하
려는 강력한 동기를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쟁점은 두 정당이 만드는 경쟁틀
6) 2014년 전국 광역 비례대표의원 84명 중 새누리당이 41명, 새정치민주연합이 40명, 통합진보당이 3명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정보, http://info.nec.go.kr/).
7) 2014년 기준, 총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액 804억 중 새누리당에게는 364억 원, 새정치민주연합에게는
338억 원이 지급되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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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규정지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과정에서 지방의 쟁점과 정책은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지방이슈를 들고 지방선거에 임하려는 후보나 정치세력이 등
장하더라도,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선거제도, 투표용지 기호배정제도, 전국통일기호
제도, 정당보조금제도, 정당법에 의한 설립규제들로 인해 새로운 경쟁자가 경쟁에 진입하
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진입하더라도 선거에서 승리하기 어려운 불공정한 조건을 만든다.
혹자는 양대 정당이 지방의 정책을 다루면 되지 않느냐고 주장할 수 있다. 즉, 지방선거
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집약하여 정책화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한국의 정당들이 선진화되고 민주화되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환원론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여겨진다. 즉 두 개의 정당이 지방정당조직을
민주화하여 지역위원장이 주도하지 않고 당원들이 주요 결정을 하며, 지방정당조직이 평
상시에 지역주민들의 문제를 정책화하면 두 정당에 의한 독점적 과점시장도 바람직하다
는 논리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두 정당과 그 정당의 지방정당조직이 민주화된 것을 전제
로 하는 것인데, 이는 현실적이지가 않다. 그리고 두 정당이 자기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으로 정당민주화가 실현될 가능성은 낮다. 대의민주주의 정치는
경쟁의 제도화라는 외적 자극을 중요한 권력통제의 기제(機制)로 인정하고 제도화한다.
즉 자유경쟁은 정당의 자기개혁을 추동하는 강력한 자극이다. 새로운 정치세력의 진입을
통한 외적 자극을 제도화하지 않는 현실 — 불공정한 선거 및 정치제도를 통해 과점은 독
과점 정치시장 — 에서 양대 정당의 자구노력에 의존하여 지방선거가 지방의 정책선거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오히려, 새로운 정치세력에 의한 지방정당의 등장
과, 지방정당들이 지방의 이슈를 가지고 지방선거에서 전국정당들과 경쟁하고, 지방정치
차원에서 당 조직의 민주적 운영을 통한 조직사업을 통해 조직경쟁을 벌이는 상황이 주요
정당들이 당내 민주화를 더욱 추진하는 외적 자극이 될 것이다.
이 시점에서 지방선거에서의 정치를 과잉된 것으로 이해하고, 선거를 임명제로, 구의회
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지방정치과정을 축소하려는 입장이 갖고 있는 “정치”의 개념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 정치 과잉에서 본 정치란, 전국정당에 의한 지방정치 지배의 정치라
여겨진다. 이 정치는 지역의 주민이 빠진 정치이며, 지역의 정책이 정당경쟁의 선거쟁점
으로 공론화 하지 않고 중앙정치의 정책이 공론화한 정치라 여겨진다. 이 정치는 매우
협소한 개념 영역을 갖는다.
먼저, 이 정치는 중앙정치와 지방정치라는 차원에서 보면, 중앙정치에 해당된다. 전국
정당이 지방선거를 중앙정치의 대리전으로 만들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폐지
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이 입장에서 볼 때, 지방선거에서 정치를 배제한다는 것은 곧

228

제6호

중앙정치를 배제한다는 것이지, 지방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매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으로 하는 지방정치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 근거는 지방선거에
서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는 연구자들의 대부분이 생활정치를 주장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생활정치란 지역주민들이 자신들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정치이지만, 중앙정치는 아니다.
또한, 이들의 정치비판은 대의제정치와 직접참여제정치의 축으로 구분하면 대의제정치
에 대한 반대이다. 선거를 임명제로 전환하는 것을 주장하고, 구의회를 폐지하는 대안으
로 제시한 대안은 소위 민-관 협력의 거버넌스이자 주민참여형 제도들이다. 결국 지방자
치에서 정치가 과잉이라고 할 때, 정치는 중앙정치와 대의제정치가 과잉이라는 주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중앙정치의 과잉이라는 부분은 동의가 되지만, 대의제정치의 과잉이라는 해석
은 동의하기 어렵다. 오히려 지방정치차원에서 대의제정치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대의제정치가 결핍되어 있다고 여겨진다. 그 이유는 앞에서 분석한 대로,
정당법에 의한 결사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어 지방선거에서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정당경
쟁으로 진입하기 어렵고, 동시선거와 투표용지 기호배정방식과 전국통일기호와 같은 선
거제도들이 주요정당후보와 새로운 후보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며, 주요정당에 대
한 막대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면서도 새로운 정치세력에게는 국고보조금이 제한되는 불
평등한 현실 때문이다. 혹자는 이러한 불평등한 제도들이 정치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선거와 지방정치에서는 주요정당에 의한 일당지배체제가 형
성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영남에서는 새누리당이 호남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방
정부를 지배하는 일당지배체제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극단적 다당제를 방지하기 위
해 주요정당의 지배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들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
다. 오히려 지방선거에서 일당지배체제와 카르텔 정치시장을 자유화하는 조치, 즉 정당설
립의 자유를 확대하고, 선거경쟁의 공평성을 제고하는 정당정치와 선거정치의 활성화 대
책이 필요하다.
지방자치에서 정치과잉의 입장은 중앙정치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맞을 수도 있겠
지만, 그 해법으로 정치를 배제하면, 중앙정치뿐 아니라 지방정치까지도 배제되기 때문에
해법에는 동의할 수 없다. 또한, 지방정치에서 대의제정치가 과잉되었다는 지적은 수용하
기 어렵다. 오히려 지방정치에서는 선거정치와 정당정치가 결핍되어 있다고 여겨진다.
그에 따라 해법은 대의제정치를 배제하는 임명제 도입이나 정당공천제 배제는 적절하지
않으며, 지방선거와 정치에서 대의제정치의 결핍을 해소하는 조치들이 필요하며, 지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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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에서 대의제정치의 활성화의 핵심은 지방정당의 허용이라 할 수 있겠다.

III. 지방정당의 두 가지 효과

1. 대의제정치의 활성화
지방민주주의의 실현에 대한 방향은 크게 정치화방향과 행정화방향으로 구분하여 말할
수 있다. 이 둘은 주민의 자기결정권의 확대라는 지방민주주의 개념을 공유하기 때문에
동일한 목표와 비슷한 제도 대안을 제시한다. 예를 들면, 다양한 정부형태, 기초단위의
규모를 최소화하는 것이다(강원택 2015, 유재원 2003).
그런데 정치과정 — 주민의 의견수렴 — 측면에서는 해법이 다르고 대립하는 측면이 있
다. 정치화방향은 지역 내 다양성을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차이와 경쟁을 활성화하여 “경
쟁의 제도화”인 정당정치를 긍정적으로 이해한다. 반면에 행정화방향은 차이와 경쟁을
긍정적으로 이해하면서 동시에 통합과 안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참여를 집행부가 관리하
는 민-관 거버넌스로의 제도개선을 해법으로 제시한다.
문제는 거버넌스 제도의 도입만으로는 주민의 다양한 이익을 정책으로 반영하는 데 현
실적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거버넌스 이론에 의하면, 사회이익들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경쟁하고 통합되는 것을 집행부나 위원회와 같은 거버넌스 조직으로 담당하게 한다. 그런
데 주민들은 이해가 다양하며, 정치적 정파성도 갖고 있다. 이러한 차이를 거버넌스는
합의와 조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기는데, 이러한 기대는 현실적이지 않다. 사회
속의 개인은 이익과 입장에 따라 갈등하고, 이러한 사회적 균열은 쉽게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정치학자들은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고 차이를 제도화한 정당정치를 제시한 것이
다. 사회 속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이익들의 균열은 정치적으로 하나의 부분(a part) 즉
정당(party)라는 제도로 전환되어 경쟁의 장인 정당정치에서 주민의 선택을 받게 된다는
것이 정당정치적 해석이다.
또한 지방자치에서 거버넌스의 도입은 단체장의 권한을 견제없이 강화시킬 수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나 마을만들기사업 등은 주민참여제도로서 각광을 받
고 있으나, 동시에 단체장의 재량권에 따라 그 효과가 결정된다. 즉 거버넌스는 소위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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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협력으로 정부와 시민사회 사이의 협력을 이론적으로 지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단체
장이나 집행부 공무원과 일반 주민의 소통에 초점을 두며, 단체장이 이러한 다양성을 쉽
게 통합될 것이라 전제한다. 이 과정에서 단체장은 주민들의 다양한 이해를 조정하고 조
화를 이루는 통합자의 기능을 요구받는데, 이로 인해 단체장의 권력과 재량권이 커질 수
있다.
단체장의 권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의제의 활성화는 단체장을 견제한다. 단체장의 권
력을 지방의회가 견제하게 하고, 지방의회 내에서의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경쟁하며, 지방
선거를 통해 주민들의 평가를 받게 하는 것이다. 거버넌스라는 직접 참여정치의 활성화와
함께 대의제정치 활성화는 지방민주주의를 위해 모두 필요하다.
지방정치에서 대의제정치의 활성화는 지방정당의 등장으로 많은 부분 실현될 수 있다.
먼저, 지방정당의 허용은 지방정치에서 정당경쟁을 활성화시킨다. 현재 지방정치에서 지
역주의 지역인 호남과 영남은 물론 충청권과 수도권지역에서도 1당지배체제가 많다. 단
체장과 지방의회의 다수당이 동일한 정당인 1당 지배체제는 정당경쟁이 최소화된 상태이
다. 지방정당이 허용되면, 호남과 영남지역에서 두 가지 유형의 새로운 정당들이 생겨날
수 있다. 하나는 지역주의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독자적인 정치세력들이 정당을 만드는
경우이다. 새로운 정당은 지역주의 정당이 대표하지 못해왔던 소외된 사회계층으로 구성
됨으로서, 정치과정에 대표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새로운 정당은 지역주의
정당과 경쟁하기 위하여 주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새로운 쟁점을 주장할 것인데, 이
과정에서 지역 현안이 선거쟁점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쟁
점의 등장은 지방선거를 호남과 영남이라는 지역주의 구도로 유지했던 지역주의 선거를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새롭게 등장할 정당은 기성 지역주의 정당 내에 이견을 가진 정치세력들이
만든 경우이다. 지금의 정당은 다양한 정파들이 모여 있다. 현행 지방선거에서 지역주의
정당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정당을 구성하여 경쟁하는 것은 큰 모험이다. 현행 정당법에
서 정당설립 문턱이 크기 때문에 새로운 정당 구성이 어려워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지방정당이 허용되면 정당설립의 문턱이 낮아진다. 이 경우 기성 지역주의
정당으로 이탈한 정치인들은 새로운 정당을 구성하여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쉬워진다.
요약하자면, 지방정당의 허용은 현재 정치과정에서 배제되어 있던 정치세력들이 새로
운 정당을 구성하거나 기존 지역주의 정당들이 분화하여 새로운 정당이 등장하여 현재보
다 지방선거에서 정당경쟁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이러한 새로운 정당들은
기존 지역주의 정당들이 중앙정치의 갈등 플레임을 지방선거에도 적용하려는 흐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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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선거쟁점으로 부각시켜 지방선거를 정책선거로 만들 가능성도
높인다. 이러한 정당정치의 활성화는 정당들의 사회대표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특히 소외
된 계층이 정당을 구성하여 정치과정에 참여할 가능성도 높임으로써 대의정치의 대표성
을 높일 수 있다.

2. 정치적 지성의 함양
지방정당은 전국정당의 지방조직과는 다른 차원의 정치참여 조건을 주민에게 제공한
다. 그것은 곧 중앙집권적인 국가가 지방자치를 시작하면서 시민들이 경험하게 되는 새로
운 정치참여의 조건과 유사하다. 지방자치가 주민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권한과 그에 따른 책임을 묻듯이, 지방정당은 주민에게 정치적 주
체로서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을 지게 한다. 지금까지의 전국정당은 정치적 보스가 유권자
를 동원하고, 전국정당의 지방조직은 선거 시기에 주민을 동원하는 선거전문가정당의 성
격을 보여 왔다. 이에 반해 지방정당은 주민들이 정당을 조직하고, 지역의 문제와 지역공
동체 다른 주민들의 요구를 정책으로 만드는 기능을 스스로 담당해야 하는 조건을 부여한
다. 이러한 자치의 과정을 통해 주민들은 정치적 지성을 함양하게 된다.
주민들이 지방자치를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지성을 함양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방자치
의 등장과 함께 시작되었다. 1800년대 미국을 돌아보고 미국의 민주주의를 쓴 토크빌
은 지방자치를 통해 주민들이 정치적 지성을 체험한다고 말했다. 주민들이 공동체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는 일, 예를 들면 주민들이 지방정부의 행정관을 선정하고, 세금을 결정하
며, 조례와 같은 규칙을 스스로 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정치적 자유(political freedom)
를 경험하고 체화하게 된다는 것이다(Tocqueville 2000, 57). 지방자치를 통해 형성한
미국인의 자유정신은 영국인보다 더 보편성을 갖고 있으며, 혁명열정에 사로잡혀 있는
프랑스인보다 냉철한 것이라 그는 평가했다(위의 책, 411-416). 그리하여 이러한 미국인
들의 정치적 자유에 의해서 미국민주주의가 가능할 수 있다고 보았다.
토크빌을 지지하고, 대의제를 주창한 밀( J. S Mill)도 대의제정부에 대한 고찰에서
지방자치가 주민이 정치적 지성 혹은 공적 지성을 갖추게 한다고 말했다(Mill 1958, 213217). 그는 중앙정치만으로는 주민이 정치에 참여할 기회가 적고, 국가정치에 대한 참여
가 직접이 아닌 간접참여일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지방정치에서 주민은 지방정치인을
선출하거나 자신이 출마할 수 있으며, 지방의 일들 — 도로포장, 가로등, 상하수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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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에 대한 규제 등 — 에 직접 참여하기가 쉽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러한 지방자치는
주민에 대한 정치교육기능 혹은 정신훈련(mental discipline)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
았다.
중앙집권과 지방자치의 관계와 같이 전국정당과 지방정당의 관계는 유사하다. 지방자
치를 통해 주민들이 정치적 자유를 체험하여, 전국차원의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공고화
한다는 것이 지방자치의 기능과 효과이다. 지방정당 역시 전국정당이 제공하지 못하는
정치적 참여기회를 주민들에게 제공하여 지방정치의 활성화와 전국 수준의 정당정치발전
에 기여할 수 있다. 네덜란드에서 1990년부터 2006년까지 지방정당의 기능과 효과를 연
구한 사례가 있다(Boogers and Gerrit 2010). 이시기에 지방정당은 지방선거에서 득표비
율이 높아졌다. 1990년 13%에서 2006년 24%가 된 것이다. 지방정당이 주민들로부터 많
은 지지를 받게 된 원인들 중에서는 지방정당이 전국정당의 지방조직과 다른 차이가 있었
기 때문임을 이 연구는 보여준다.
먼저, 지방정당은 조직규모가 전국정당의 지방조직보다 작기 때문에 당원들의 정당 활
동에 대한 참여수준이 높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정당의 당원들이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당 활동을 하는 데 비해, 전국정당의 지방조직은 중앙정치에 보다 큰 관심을 두기
때문이라 설명한다. 또한 지방정당에 지역 활동가가 더 많고, 이들이 지역현장 방문이나
주민들과 정기적 모임을 갖는 횟수가 많기 때문에 지역사회 주민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
한다고 한다. 특히, 전국정당의 지방조직은 지역사회와의 연계활동을 지방의원이나 소수
정치엘리트에게 일임하여, 조직의 성격을 엘리트중심의 간부정당으로 만드는 데 비해,
지방정당은 활동가가 다수여서 민주적 정당조직이 형성된다고 밝히고 있다(위의 글, 83).
결과적으로 지방정당은 중앙정치의 진영논리에 입각한 정치투쟁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정책경쟁에 더 적극적이라 설명한다(위의 글, 88). 네덜란드의 경험을
요약하자면, 지방정당은 전국정당의 지방조직보다 주민에게 참여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
하며, 수평적인 정당운영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제를 중심으로 정책을 고민하는 기회
를 확대한다.
한국의 정치와 정당정치의 가장 큰 해결 과제 중의 하나는 국민들의 정치참여 의식과
행태에 관한 것이다. 정치적 관심도를 높이고, 정치참여의 양적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있어서 국들의 참여의식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이러한 시점에 지방정당이 제공하는
새로운 참여의 기회와 참여를 통한 정치의식의 함양은 정치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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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지방정당 법제화 방향

지방정당을 법제화하는 기본 원칙은 정치 결사의 자유를 주민들이 향유하도록 정당의
설립제한을 완화하는 것과 지방정당이 전국정당의 지방조직과 동등하게 지방선거와 지방
정치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정당설립 문턱을 낮추는
것은 주민들이 정당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 정치참여기회의 확대를 통해
정치적 지성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전국정당과 지방정당이 동등
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조건을 만드는 것은 지방정부의 일당지배체제를 경쟁적
정당체제로 전화시키고, 지방선거가 지역현안에 근거한 정책선거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지방정당의 공천범위, 지방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 그리고 정당설립의 완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지방정당의 공천범위
정당이 중앙정부와 국민을 매개한다면, 지방정당은 지방정부와 해당 지방정부 주민을
매개한다. 이에 따르면 정당은 전국수준에서 매개활동을 하는 전국정당과 지방수준이라
는 일정한 지방행정단위 안에서 정당역할을 하는 지방정당이 존재하게 된다. 미국이나
유럽의 네덜란드, 독일, 그리고 일본과 같은 정치선진국 모두에서 전국정당과 지방정당이
모두 존재한다. 정치결사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이들 나라에서는 자연스럽게 전국정당
과 지방정당이 존재한다.8)
전국정당과 지방정당은 지방선거에서 상호 경쟁할 수 있다. 그리고 경쟁의 주체는 전국
정당의 지방조직과 지방정당이다. 지방선거에 전국정당의 지방조직은 후보자를 중앙당의
승인을 통해 선정하여 공천한다. 그리고 지방정당은 정당 내 공천과정을 거쳐 공천한다.
전국정당이나 지방정당 모두 지방선거에 후보를 공천하는 것은 존재 목적에 해당한다.

8) 그러나 한국에서는 정당법에 의해 정당설립의 기준을 정하고 있어 지방정당이 허용되지 않는다. 한국에서 창당
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중앙당이 있어야 하고, 서울을 포함한 17개 광역시도 중 5개 이상 지역에 지구당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각 지구당의 당원 수는 1천 명을 넘어야 한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특정한 지방정부
내에서만 정당 활동을 하고, 그 지방정부의 구성을 위한 지방선거에만 후보를 공천하려는 정당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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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지방정당이 전국정당과 같이 전국선거에 후보를 공천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정당이 공천할 수 있는 범위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와 같은 전국선거
와 지방선거로 구분할 수 있다. 지방정당을 허용한다면, 전국정당은 전국선거와 지방선거
모두에 후보를 공천할 수 있고, 지방정당은 지방선거에만 공천할 수 있도록 하면 큰 문제
는 없다. 다만 이러한 공천범위의 제한 규정을 법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자율로 맡길
것인가가 문제로 남는다.
지방정당의 공천범위는 법률로 정하기보다는 정당 자율에 맡기는 것이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더 적합하다. 법률로 정한다면, 규정해야 할 사항들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지방선거는 기초단위의 선거와 광역단위의 선거가 있다. 또한 이 둘은 단체장선거와 지방
의원선거로 분화하기 때문에 4개의 선거로 구성된다. 또한 기초와 광역의회 비례대표 선
거를 합하면 6개가 된다. 6개의 각기 다른 지방선거는 4개의 서로 다른 선거구에서 치러
진다. 단체장선거와 지방의회 비례대표의원선거구는 같다. 4개의 선거구 중 기초의원지
역선거구가 가장 작고, 다음은 광역의원 지역선거구이며, 기초단체장 선거구와 기초의회
비례대표선거구가 같은 크기로 두 번째로 크며, 광역단체장과 광역의회 비례대표선거구
가 같은 크기이면서 가장 크다. 4개의 서로 다른 선거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점을
고려하여 지방정당을 설립을 법으로 정하려 한다면, 복잡한 규정이 필요하다. 기초의원지
역선거구에만 후보를 공천하는 지방정당에 대한 설립규정이 필요하고, 기초단체장선거구
에 후보를 공천하는 지방정당에 대한 설립규정이 필요하여, 적어도 4개 선거구에 따른
개별적인 설립기준이 필요하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중의 하나로, 기초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지방정당과 광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지방정당을 나누어 지방정당설립 규정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국회의원선거구 때문에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국회의원선거구는 광역단체장 선거구보다 작으며, 광역의원선거구보다 크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라 국회의원선거구가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를 포함
한 것일 수 있고, 아니면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구보다 작을 수 있다. 만약 선거구를 기준으
로 지방정당은 규모가 작은 선거구에 후보를 공천하는 정당이라 본다면, 광역단체장 선거
구에 후보를 공천할 수 있는 지방정당이 광역단체장 선거구보다 작은 국회의원선거구에
후보를 공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광역단체장선거에 후보를 공천할 정
도의 지방정당은 광역단체수준에서 정치적 조직력과 유권자에 대한 대표능력을 갖춘 것
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국회의원선거구는 광역단체장 선거구의 일부분에 불과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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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방정당은 국회의원선거에 후보를 공천할 충분한 정치적 능력과 이류를 갖고 있다.
이 정당에 대하여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추천을 제한하는 것은 원칙 없는 제한이 된다.
미국이나 유럽의 네덜란드 등 정치선진국의 경우에서, 지방정당의 공천범위는 정당법
과 같은 특별한 규정에 의해 제한되지 않고, 선거정치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조정된다.
이러한 조정을 결정하는 것은 지방정당 스스로의 선택과, 지방정당이 갖고 있는 정당 조
직능력이다. 네덜란드의 경우 비례대표제 선거체계를 적용하고 있는데, 전국수준의 선거
에 정당이 후보를 공천하기 위해서는 전국적 차원의 명부를 제시하여야 한다. 정당이 전
국수준의 정당 명부를 작성할 수 있으면 전국정당으로서 전국선거에 참여한다. 정당이
전국수준의 정당 명부를 작성할 수 없거나 그러한 의사가 없다면 전국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미국에도 무수한 지방정당들이 있으나, 전국수준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외에 제3당
이 등장하지 않는 이유는 정당법을 통한 제한 규정 때문이 아니라, 대통령선거에서의 선
거인단제도(electoral college)같은 선거제도와 민주당이 좌파성향의 유권자들을 포용한
정책 때문이라는 정당 정치적 해석으로 설명된다(Hirano et al. 2007, 2). 직접적인 정당
설립의 제한 규정없이 지방정당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전국정당과 지방정당으로 역할이
구분된다.
정당의 능력에 의해 지방정당이 전국정당이 될 수 있고 지방정당으로 남을 수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당이 주민들의 지지를 획득하여 전국수준의 전국정당으
로 전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정당정치의 모습이자, 유권자의 선택에 의한 민주적 정당정
치의 모습이다. 만약, 이러한 유권자의 선택권을 법과 제도로 제한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라 할 수 있다.
정당이 대통령선거에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서는 기탁금 3억 원을 납부해야 하며, 당선
되기 위해서는 많은 조직력과 자금이 필요하다. 특정 지역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정당이
이러한 비용과 부담을 감당하면서 대통령 후보를 공천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러한 현
실에서 지방정당이 대통령 후보를 공천할 수 없다는 법 규정을 만드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하겠다. 국회의원선거의 기탁금은 1,500만 원, 광역단체장선거의 기탁금은 5천만 원이다.
선거구가 큰 선거일수록 기탁금의 액수가 많으며, 그에 따라 선거운동자금도 많아진다.
지방정당이 큰 규모의 선거에서 전국정당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른다면 후보를 추천
하여 경쟁에 나설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포기해야 할 것이다. 결국, 지방정당의 공천범위
는 정당법으로 제한하지 않아도, 유권자들의 지지와 지방정당의 조직능력에 따라 정해질
것이다.
한국 정치현실에서 지방정당에게 전국수준의 선거에 후보를 공천하도록 허용해도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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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 전국선거에서 전국정당과 경쟁하기 어려운 현실적 장애물이 있다. 그것은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제도이다.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국회의원수를 기준으로 정당
에게 배분하기 때문에 막대한 국고보조금을 전국정당이 배당받는 데 비해, 신생지방정당
은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정당이 전국선거에 후보를 내고 전국정당
과 경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지방정당을 허용하는 두 번째 원칙이 정당경쟁
의 활성화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현행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제도를 지방정당 허
용과 함께 개선할 필요가 있다.

2.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배분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이 있다(이명남 2000;
조소영 2015). 찬성의견은 헌법이 명시한 정당이 그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국고보조금이 정당의 재정운영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정치부패를 방지하게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정당경쟁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재정능력의 차이로 인해 경쟁이 불공평
하게 될 수 있는데, 이러한 불공평을 방지하여 공정한 정치경쟁을 실현하게 한다는 점이
다. 반대로 반대의견은 정당은 자발적 정치결사체인데, 정당에게 세금을 지급하는 것은
자발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나아가 정당내부 권력관계에서 국고보조금의 관리주체가 권
력을 주도하는 권력집중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에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그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즉 국고보조금이 정당의 자발성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점과 국고보조금의 지급이
정당 내 권력집중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그리고 정당 간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지 않도
록 하는 점이다. 이 세 가지 점을 고려하여 지방정당의 법제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자발성을 제한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서는 안 될 것이다. 정당이 당원의 당비에 의해 운영되지 않고 국가가 지급하는 보조
금에 의존한다면 정당은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아니라 시민을 지배하는 국가기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국고보조금의 사용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당이 사용한 국고보조금의 수입과 지출이 정당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 투명하
게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이 특정 정당을 이롭게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모든 정당이 동등한 출발선에서 정당경쟁을 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의 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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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현해야 한다.
한국에서 정당 국고보조금 지원은 간접방식과 직접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간접방식
은 무료우편이나, 방송시설 무료이용, 정치자금에 대한 세금혜택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직접방식은 국고보조금이다. 직접방식은 국고보조금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 지원하는데,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가에 따라 정당 간 공정한 경쟁을 실현할 수도 있고 반대로 불평등
을 심화시킬 수 있다.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원칙은 정당 간 균형의 원칙, 정당이 스스로 일어서는 자립
의 원칙, 그리고 정당이 국민으로부터 얻은 지지에 비례하여 지원하는 성과의 원칙이 반
영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국고보조금의 지원에 있어서 주요정당이라 하여 혹은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하였다고 하여 더 많은 지원을 하고, 군소정당은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현실은 균형의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다. 전국정당들 사이에, 그리고 지방정당들 사이에,
그리고 전국정당과 지방정당들 사이에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특혜와 차별을 줄어야
한다. 특히 의회 다수 의석을 기준으로 더 많은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정당경쟁의
부익부 빈익빈 형상을 가져온다. 독일의 경우에는 역 누진세의 방법으로 표를 더 많이
받은 정당에게 국고보조금 지급 수준이 더 낮다.9) 역 누진세 방식을 우리나라에 적용하
지 못할지라도, 동등한 기준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현행 국고보조금 중에서 정당에 대한 지원은 경상보조금 지원과 선거보조금지원으로
구분된다. 경상보조금에 대한 지원은 국회의석을 많이 가진 정당에게 더 많은 국고보조금
을 지급하는 것이 현행 제도이다. 이 방식은 모든 정당에게 균등하게 경상보조금을 제공
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 기준으로 가장 타당한 방식은 정당이 모금한
당비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립의 원칙과 깊은 관련이 있다.
자립의 원칙은 당원 당비 모집에 대한 매칭펀드로 지급함으로 실현할 수 있다. 매칭펀
드는 당비의 금액만큼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 정당들은 당비의 구성
비가 매우 낮으므로 매칭펀드의 비율을 1:1에서 1:2까지의 범위 안에서 정해 모든 정당에
게 동일하게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 1:1의 매칭펀드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정당이 모금한 당비의 수준이 크게 국고보조금 지급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면, 정당들은 당원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이러한 노력은 당원들이

9) 독일의 경우에는 배분방식에서 많은 득표를 한 정당이 지원을 덜 받는다. 계상단가가 500만 표까지는 1.3마르
크이고 그 이상은 1마르크이다(김민전 161). 역 누진세 방법에 의한 국고보조금 지급은 군소정당을 활성화하
는 효과를 갖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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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주요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크게 하여 당내 민주화와 정당조직의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더불어 독일 연방대법원이 선고한 바와 같이 정당의 국고보조금은 정당이 모금한
당비와 후원금 등의 총액을 넘어설 수 없다는 규정을 한국 정당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서
도 도입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성과의 원칙은 국고보조금을 정당이 득표한 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다. 지방선거에
참여한 지방정당에게는 지방선거 득표율을 기준으로 선거보조금을 지급하고, 지방의회
의원수를 기준으로 경상보조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는 지방선거에서도 선거보
조금을 국회의석수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지방선거에서 전국정
당과 지방정당이 경쟁에 참여하였음에 불구하고 지방정당을 보조금지급에서 배제하는 불
공정한 제도라 여겨진다.
지방선거보조금은 다음과 같이 전국정당과 지방정당에게 공정하게 배정할 것을 제안한
다. 먼저, 선거보조금 지급 대상 정당의 선정이다. 현행 선거법은 일정규모 이상의 정당이
의회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 기준은 소위 봉쇄조항으로서 극단
적 다당제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이러한 조치는 합리적인 조치로서 여겨진다.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하는 의석할당 규정이 있는데, 국회의 경우에는 3% 이상 혹은 5석의 지역구
의석을 얻은 정당이 의석할당 대상이 된다.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5%이다. 두
규정 중 정당경쟁의 자유보장 수준이 높은 3% 기준을 선택한다. 지방선거 선거보조금
지원 대상 정당은 지방의회 비례대표의원선거에서 3% 이상을 득한 정당으로 한다. 또한,
지방정당 중에는 단체장선거에는 후보를 추천하고 지방의회 비례대표의원선거에는 후보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정당이 있을 수 있다. 정당정치는 의회정치와 깊은 관련을 갖기
때문에 이러한 지방정당은 선거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방선거보조금의 총액은 기초단위 선거보조금과 광역단위 선거보조금으로 이등분한
다. 기초단위와 광역단위 유권자의 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선거보조금을 이등분하는 것이
다. 현재 규정에 따라 선거보조금은 총 선거권자 수에 계상단가를 곱한 금액이다. 예를
들어 2014년 계상단가는 약 900원 수준이며, 이 수를 선거권자 수에 곱하면 389억 원이
선거보조금이 된다. 이 금액을 이등분하면, 기초단위 선거보조금은 약 195억 원, 광역단
위 선거보조금도 195억 원이 된다. 기초단위 선거보조금의 195억 원을 전국 기초지방정
부 226개의 인구수에 따라 배정한다. 그리고 배정된 금액을 해당 기초의회 비례대표 득표
비율에 따라 지원 대상 정당에게 배분한다. 광역단위 선거보조금도 동일한 방법으로 정당
에게 지급한다.
정당에 대한 경상보조금은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의석수의 비율과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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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금한 당비에 대한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급한다. 2014년 기준 정당 경상보조금은
약 400억 원이다. 400억 원 중 200억 원은 정당의 의석수에 따라 지급하고, 200억 원은
정당이 얻는 당비에 대한 매칭펀드로 지급한다. 정당 의석수에 따른 지급액 중 100억 원은
국회 의석수에 따라 지급하고, 50억 원 광역의회 의석수에 따라, 그리고 50억은 기초의회
의석수에 따라 지급한다. 당비에 대한 매칭펀드 200억 원은 정당의 당비금액을 기준으로
계수를 생성하여 지급한다. 예를 들어 2014년 기준으로 당비를 받은 모든 정당들의 당비
총액이 100억 원이라면 계수는 2가 된다. 즉, 당비 1원에 매칭펀드 2원이 되는 것이다.
선거보조금은 선거결과 득표율에 따라 전국정당과 지방정당에게 동등하게 지급하고, 경
상보조금은 의석수와 당원의 당비에 따라 지급하여 공정한 경쟁조건을 만들 수 있다.

3. 정당설립 규정 완화
지방정당을 허용하지 않았던 헌법재판소의 2006년 선고는 한국정치에서 군소정당과
지역정당을 제한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먼저, 지역정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이해는 정치과정론의 입장에서 몇 가지 의문을 갖게 한다. 헌법재판소는 정당설립의 규정을
완화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지역정당을 허용하면 지역주의가 더 강화될 것이라 주장했다.
지역주의는 영호남에서 지역을 근거로 한 정당에게 지역 출신 유권자가 몰표를 주는
투표행태이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주의” 외에, 내 지역을 우선하는 “소지역주의”도 있다.
헌법재판소가 우려하는 것이 지역주의인지 아니면 소지역주의인지, 그것이 아니라면 둘
다인지 불명확하다. 만약 지역주의를 우려한다면, 지역주의 투표행태를 불러일으킨 새누
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을 불허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다음으
로 소지역주의를 우려한다면, 민주주의정치에서 정치적 자유를 불허하는 것이다. 연방
주의자 논설에서 매디슨이 이야기한 파벌의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정치적 자유를 금한
조치에 해당된다(Madison 1999).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지역주의 혹은 소지역주의를
우려하여 지방정당을 불허한다는 주장은 민주주의와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
이라 여겨진다.
두 번째로, 군소정당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의회 내 안정적 다수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군소정당을 불허한 정당법은 합리적인 제한이라 보았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가 언급한 의회란 어느 의회를 말하는가? 국회인가 지방의회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먼저, 국회를 의미한다면, 군소정당을 허용하여 국회가 다당체계가 된다는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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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판단은 군소정당이 선거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을 이기고 당선되는 상황을
상정한다. 그리고 그것이 다수세력 확보를 위협할 정도라면 국회의석 300석 중 상당수
의석을 지방정당이 각 지역별로 각개 진출하여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을 상정한다. 이것은
비현실적인 과도한 정치적 해석이다. 그 이유는 영호남과 충청권, 그리고 수도권에서 새
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아성을 무너뜨릴 정도의 군소정당들이 선전한다는 것인데 이
것은 비현실적이다. 국가수준의 입법능력과 국가의제에 대한 이해와 정보력, 집권의 능력
을 보았을 때, 전국정당을 신생 군소정당이 이기긴 어렵다. 다른 시나리오를 고려할 수
있다. 즉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의 갈등으로 인해 정당이 분리되거나 현직자가
탈당하여 정당을 새롭게 구성하는 경우이다. 이렇게 되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라는 양당체제가 다당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
재판소가 군소정당을 불허한 것이라면, 헌법재판소는 기성정당의 정치적 분화를 인위적
으로 막는 역할을 한 것이다. 즉 헌법재판소가 양대 정당의 권력유지를 이롭게 한 것이다.
이것은 정당체계구성이 국민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국민주권을 왜곡시키고 헌법재판소가
정당체계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된다.
다음으로 의회가 지방의회라면 지방정당의 허용으로 지방의회 내 다양한 군소정당들이
등장하여 다양한 정당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 지역에 따라 양당체제로 정착된 곳이 있
을 수 있고, 온건한 다당제 혹은 극단적 다당제로 정착된 곳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현실
적으로 두 개의 거대정당이 지방정치에서 정치자원을 독점 혹은 과점하기 때문에 신생정
당들이 다수 등장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극단적 다당제가 형성된 경우를 고려해도 큰
문제는 없다. 극단적 다당제는 지방정치에서 새로운 실험으로 여겨질 수 있으며, 헌법재
판소가 우려하는 의회 내 다수세력이 부재로 인한 국가불안정은 일어날 수 없다. 혹이어
지방정부의 불안정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지방정치 내 구성원 특히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책임과 결정에 맡겨야 하는 정치과정이다. 또한, 현행 정당
정치 제도에는 극단적 다당제를 방지하는 제도들이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비례
대표지방의회선거에서 의석을 할당받기 위해서는 득표율이 5% 이상 되어야 한다. 이 규
정을 적용한다면, 지방의회선거에서 5% 이하로 득표한 지방정당은 의석을 할당받지 못하
게 된다. 만약 이러한 규정하에서도 극단적 다당제가 형성된다면 이 규정을 개정하여 7%
나 10%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5% 기준하에서도 새누리당이나 새정
치민주연합과 같은 주요정당의 존재와 녹색당, 정의당 등을 고려할 때 지방정당의 등장으
로 극단적 다당제를 형성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하겠다.
정치학 특히 정치과정에 관한 연구는 국민의 투입에 대한 세밀한 제도화, 혹은 갈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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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화를 위해 장기적인 경험적 이론적 연구를 수행하며 축적되어 왔다. 정당정치, 정당
경쟁, 그리고 정당체계와 정당연합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위한 핵심적 작동기제이다. 지방
정치에서도 정당정치의 제도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정당설립 규정을 완화하거나 설
립 규정을 삭제하여 자유롭게 정당을 설립하고 정당경쟁이 이루어지며, 정당의 당원모집
과 득표율에 따라 정당보조금이 지급된다면, 한국의 정치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이
다. 그 국면은 지방정치에서의 대의제정치의 온전한 실현이라 말할 수 있다. 지방정당의
허용이 극단적 다당제로 인한 혼란을 우려하지만, 극단적 다당제가 형성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주요정당들이 기존 권력구조를 형성하
고 있어 권력구조가 새롭게 재편되기가 어려우며, 동시에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과 같
은 기존의 제도가 현재 구조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정당의 허용을
통한 가장 큰 자극은 기존 정당에게 미칠 것이다. 전국정당들이 지방정치에서 정책기능과
조직기능을 미미하게 수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정당의 등장은 전국정당의 지방조직변
화에 큰 자극이 될 것이다. 지방정당과 전국정당이 지방선거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며 지방
의 정책과 지방정치인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민에게 제공하고, 정책경쟁을 하는 변
화가 지방정당의 허용을 통해 도래할 수 있다.

V. 결론

지방정당은 지방정부수준에서 대의제정치를 활성화하여 주민의 투입과 지방정부의 의
사결정의 정치과정 전체를 새롭게 하며, 주민들이 정치적 지성을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중앙정치에서 정당정치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인 것처럼, 지방정치
에서 지방정당은 필수적인 민주주의 제도이다.
한국에서 지방정당의 허용은 지방차원에서의 정치적 투입과정을 제도화하는 제도적 조
치이며, 나아가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되어온 국민들의 정치적 지성을 성
장시키고 성숙시키는 필수적 조치이다. 이러한 관점하에 지방정당을 제도적으로 허용하
는 법제화 방향을 제시하였다. 지방정당의 공천범위는 지방정당으로 하되 법으로 정하기
보다는 지방정당이 유권자로부터 얻는 지지와 정당의 조직력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는 비
법제화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방정당의 자립기반을 제공하고 지방정당과 전국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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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정당한 경쟁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방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의 원칙과 방안
을 제시하였다. 국고보조금 지급의 균형의 원칙, 당비에 근거한 자립의 원칙, 그리고 국민
이 지지한 득표율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성과의 원칙이다. 세 가지 원칙에 의거하여 정당
의 경상보조금은 당원들이 보낸 당비에 대한 매칭펀드로 지급하고 선거보조금은 득표율
에 따라 지급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지방정당은 지방선거에 후보를 출마시키는 것으
로 한정하고, 지방선거의 보조금은 광역과 기초비례대표의원선거에서 정당이 득표한 비
율에 따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방안을 통해 전국정당과 지방정당이 동등하게
성과에 의해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당을 허용하기 위한 정
당설립의 규정완화 혹은 설립규정의 삭제를 주장하며, 정당설립규정의 완화 혹은 폐지
시 헌법재판소가 우려하는 지역정당과 군소정당의 문제에 대하여 반론을 제시하였다. 지
방정당의 허용은 지방정치에서 대의제정치의 완성이며, 지역정당문제는 오히려 지방정당
의 허용을 통해 해소될 수 있고, 군소정당에 의한 극단적 다당제의 문제는 지방정치의
자연스런 과정으로 이해하여 정치과정론의 피드백 과정을 통해 해소될 수 있음을 주장하
였다.
정당법으로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기 시작한 것은 제3공화국 박정희 대통령 시기부터이
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국민의 정치의식이 향상되었고, 시민사회의 정치적 참여가 모든
면에서 정당화되고 허용되고 있다. 그런데 유독 지방정치차원에서 지방정당은 중앙의 주
요정당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 설립의 자유와 국고보조금의 지급 모두에서 중앙의
주요정당은 카르텔 정당체제의 특혜를 유지해오고 있다. 이제는 동등한 정당경쟁의 실현,
지방정치차원에서의 선거정치와 정당정치로 집약되는 대의제정치를 지방정치에서도 허
용해야 할 시점이라 여겨진다. 지방정당이 가능할 때 지방자치의 두 가지 효과인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주민의 정치적 지성의 성장과 성숙이 실현될 것이며 나아가 지방자치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심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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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uidelines of Legalization on Local Parties

Kim, Beomsoo | Yonsei University

This research suggests institutional principles about local party law in Korea. A
local party offers denizens the opportunities where they can experience political
associations so that they could become virtuous citizens. And, local parties heighten
the level of the institutional competitions so as to contribute the consolidation of
representative democracy in Korea. Offering the political freedom and heightening
the political competitions are not only the principles but also the effect of local
parties. The two principles can be applied in the party law. Firstly, a range of a
party nomination needs to be determined by level of the support from voters. Second,
the government grant for parties observe three rules such as balancing between
parties, self-costing by party membership fee, and deciding by turnout rates. Thirdly,
I analyze the argument of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s verdict about the local
party issue and legitimize obliterating or lowering the code of party permission.

■ Keyword: local party, political freedom, party competition, party subsidies,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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