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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지방의원의 의정활동과 정당공천

: 대구광역시의원 사례를 중심으로

강 명 구*

논문요약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의원을 대상으로 각 의원의 의정활동을 확인하고, 의정
활동이 차기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구
광역시의원의 의정활동은 정당공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의원에게 있어 의정활동에 관심을 기울일 합리적 이유가 없음을 보
여준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활성화가 지방정치 발전의 기초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의원의 정당공천이 지방정치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에 정당정치를 통해 지방정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당공천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정당공천 기준에 현직의원의 의정활동 평가를 포함시키는 방
안 모색과 공직자 후보자 결정방식을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 모색을 제안한다.

주제어 : 지방정치,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당공천

Ⅰ. 들어가는 말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의원의 의정활동 조사를 바탕으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이 지방선거 정당공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지역정당1)에 대한 지

* 경북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BK21 연구교수
1) 지역정당(regional party)은 특정 지역에서 그 지역을 대표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정당

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지역패권정당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지역 
문제 해결과 지역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지방정당(local party)
과 구분하여 사용한다(강명구 외 2013,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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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강한 대구의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은 곧 당선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대구의 지방정치인에게 정당공천 기준은 지방정치활동의 향방을 결정하는 요소

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의정활동이 정당공천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지

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이 가지는 의의를 확인하고 정당공천 제도의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20년이 지났다. 하지만 지방의회는 전문성 부재, 집행

부 견제 의지 결핍, 지방정치에 대한 관심의 부족과 중앙정치에 대한 예속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어왔다. 그리고 지방의원 유급제, 기초의회의원의 중선거

구제 도입 등 다양한 제도적 해결을 시도해 왔지만, 실제 지방의회는 개선의 기

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중앙정치에 대한 예속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편에서는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의 폐지를 주장하기도 한다.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하는 근거는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과정은 

공천권을 가진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원외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들의 횡포 문제, 

공천헌금과 같은 공천을 둘러싼 비리 문제, 지방자치의 중앙정당에의 예속 문제, 

지역연고주의의 심화 문제 등이 심각한 것에 있다(권영주 2014, 52). 지방선거

에서 중앙정당의 정당공천권 행사는 지방의회 의원이 지역주민이 아닌 정당이나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봉사하도록 하며 공천비리와 고비용 선거의 원인으로 작용

한다(육동일 2006, 12). 나아가 우리나라 정당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지역정당 

구조를 심화시킨다. 결국, 중앙정당의 지방선거에의 개입은 지방정치 민주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지방정치에서 정당배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정당공천은 책임정치를 확보하고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순기능적 측면이 크다고 주장한다. 특히 지방정부의 기능은 행정의 영

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정치의 영역이기 때

문에 정당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정당공천과 관련한 공천

비리와 지역할거현상은 지방선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정당정치의 전반

적인 현상이라는 것이다(조성대 2007, 88). 따라서 지방선거에 국한하여 정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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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역설한다.

이처럼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의 존폐에 관해 다양한 논쟁들이 팽팽하게 이어

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방선거 정당공천에 대한 기존 논의는 대부분 규범

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자치, 정당정치, 책임정치 나아가서 민주주의

를 실현하기 위해 무엇이 더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들이다. 정당공천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드물다.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는 지방정부 활동에서 정당공천이 차지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 폐지 논쟁에서 한발 물러나 정당공

천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이 다

음 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받는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

다. 지방정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치인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의

정활동 경력이 누적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당공천에 지방정치인의 의정활동이 

반영된다면 지방의원의 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의 실효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이다. 따라서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조사하고, 의정활동이 차기 선

거에서 정당공천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지방선거

에서 정당공천의 실태를 확인한다는 측면에서 적잖은 의미가 있다.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그동안 지방의회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실질

적인 원인을 경험적으로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회가 그 역할

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원인이 정당공천과정에 의회활동에 대한 평가가 반

영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는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의 존폐 논

의로 이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연구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연구와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은 별개의 연구주제로 간주하여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정활동과 정당공천 관계에 대한 실증적 검증을 시도하는 것이

다. 이는 지방정치 발전을 위한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방선거에는 광역과 기초의 단체장 선거, 광역과 기초의 지방의회의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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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그 가운데 지금까지 정당공천 논의의 주요 대상은 기초 지방의회의원

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의 존폐 논의가 아니라 

의정활동의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본 연구의 목적을 고려하면 

연구대상으로 광역의회의원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광역의회의원은 기초 

지방의회의원에 비해 의정활동의 중요도가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광역의회의원을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를 위한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정당공천과 지방의회 의정평가

에 대한 기존논의를 검토하여 연구의 방향과 의의를 제시한다. Ⅲ장에서 변수 

및 가설을 제시하고 자료와 분석방법 등을 밝힌다. Ⅳ장에서는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의 의정성과를 제시하고, 의정성과가 정당공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그리고 Ⅴ장 맺음말에서는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연구의 한계와 의의를 제시한다.

Ⅱ. 기존논의 분석

1.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의 기존연구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도가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에는 대체로 인

식을 같이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공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는 의견

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크게는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것인가 

유지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그리고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는 주장 안에서도 좀 

더 세부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의 선거에는 정당공천을 배제하고 광역자치단체에

는 허용하자는 주장과(육동일 2009; 송광운 2008), 단체장 선거와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구분하여 지방의회의원 선거에는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선거에 정당공천제

를 폐지하자는 주장 등이 있다(최봉기⋅이동수 2003). 

이들이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정당공천제로 인해 지

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된다는 사실과 정당공천 과정에서 나타나는 비민주적

인 속성에 있다. 구체적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중앙정치의 핵심적 

행위자인 정당의 공천을 받음으로 인해 지방선거는 중앙정치의 중간평가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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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니게 된다. 즉 지방선거가 지방의 이슈가 아닌 중앙의 이슈에 좌우된다. 그

리고 정당공천은 지방정치인들이 지역의 문제보다 정당이나 해당 지역구의 국회

의원 눈치를 살피고 지역문제보다 중앙정치에 반응하도록 하는 경향이 있다. 또

한, 공천과정에서 나타나는 비리와 부패가 공공연하게 발생하는데 이러한 문제들

은 궁극적으로 지방의회가 대의제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귀

결된다. 

이에 대해 다른 한편에서는 현재의 정당공천제의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

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당공천제는 유지될 가치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지방정치는 어디까지나 가치배분을 결정하는 정치적 영

역에 속하며, 대의민주주의를 가능케 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기제는 정

당이라는 점을 강조한다(가상준 2009; 강경태 2009). 정당을 통해 책임정치가 

가능하며, 정당이 유권자들에게 정보의 요약도구로 작동하여 의미 있는 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당공천은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유권자의 정보

획득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당명을 제공하는 합리적인 제도라고 주장한다(황아란 

2010; Fiorina 1981; Popkin 1994). 

그리고 정당공천제의 부정적인 면을 시정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다(박재욱 2006; 안철현 2011). 한국 정당정치가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은 지나친 결정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정당공

천제의 운영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

인 접근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의 문제는 정당

공천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공천제도의 비민주적인 운영방식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완전한 상향식 공천방식 도입과 같은 제도적 개선을 통해 지

역 국회의원의 횡포나 공천비리 문제는 어느 정도 극복될 수 있으며, 실제 선거

기간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엄격하게 경쟁과정을 감독함으로써 정당공천의 문제

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박재욱 2006; 최준영 2012). 

이러한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선행연구는 대체

로 규범적이고 이론적인 논의이다. 즉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가 가지는 문제점

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제도가 바람직한가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이는 쉽게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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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는 부류는 지방정치와 지역주

민의 역할에 대한 이상주의적 관점을 가지며, 정당공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

장하는 부류는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최준영 2012, 68). 그리고 

정당공천제에 대한 보다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규범적인 논의를 

벗어나 실증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정당공천에 대한 실증적 연구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졌다. 하나는 

정당공천제의 효과에 관한 연구이다. 정당공천제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는가 

혹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분석한 것이다. 예를 들면 정당공천제 도입

이 선거경쟁률과 투표율 상승 혹은 무투표 당선의 감소와 무소속 당선의 하락, 

여성의원의 증가와 정치인 출신의 급증 등의 변화를 분석한 것이다(전용주 외 

2011; 황아란 2010; 박재욱 2007). 또는 공천경쟁의 정도가 후보자 당선과 득

표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전용주 외 2010). 

다른 하나는 정당공천이 어떤 변수에 의해 결정되는가 하는 연구이다. 그러나 

공천제도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공천제도를 주로 독립변수로 간주해 왔다. 

독립변수로서의 정당공천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축적되고 있지만, 종속변수로서

의 정당공천제도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정당공천을 종속변수로 한 연구는 

합리적 선택의 제도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기초선거구 정수가 정당공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정도이다(권영주 2013; 권영주 2014). 그 외의 정당공천을 

종속변수로 연구한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최준영(2012)은 우리나라 공천제도에 대한 연구경향과 향후 과제정리를 통해 

공천제도가 종속변수로도 연구할 가치가 있는 분야이며, 이에 대한 다방면의 연

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정당공천제가 지방정치에 있어서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는지 아니면 부정적 효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경험적 

검증이 요구된다(최준영 2012, 79-80; 권영주 2014, 56). 본 연구는 정당공천제 

연구에서의 이러한 문제의식을 같이한다. 정당공천제를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리

고 있는 논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정당공천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

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이 정당공천에 미치는 영



지방의원의 의정활동과 정당공천 ｜ 33 ｜

향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방정치의 발전은 지방정치인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지방을 위해 활

동하는가의 문제와 관련된다. 정당공천제의 존폐 논의의 핵심 내용도 이와 관련

된다. 정당공천은 지방정치인으로 하여금 지방정치활동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

는 주장이 폐지론의 핵심이며, 지방정치인의 정치활동이 정당을 통해 책임성을 

가진다는 것이 유지론의 주요 근거이다. 하지만 이는 정당공천론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공천의 규칙과 관련한 문제이다. 정당공천의 규칙에 따라 지방정치인

의 행태가 변화한다. 그리고 지방정치의 핵심인 의정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의

정활동이 다음 선거에서 정당공천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지방의원의 지방정치에 

대한 적극성이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정당공천에 의정활동 요인이 미치는 영향

을 연구하는 것은 지방정치에서 정당공천의 가치와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기존연구

지방자치의 성패는 지방의회가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정도에 달려 있다

(Abney and Lauth 1986; Hill and Mladenka 1992). 그러나 지방자치 20여 년

을 지나면서 한국의 지방의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관대립형의 지방자치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역의 단체장은 인사, 재정, 조직을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견

제하고 감독해야 하는 지방의회는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정책역량과 견제기

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즉 강력한 집행부와 정당의 공

천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지방의회는 오히려 지방자치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

애물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를 위한 방안과 함께 다

양한 형태의 지방의회 활동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의 의정활동에 관한 연구는 크게 의정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의정

활동에 대한 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 의정활동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은 정당

요인, 유급직화, 의원의 전문성 등이 의정성과에 미친 영향에 관심을 가진다(장

갑호 외 2009; 안성수 외 2012; 정명은 외 2008; 문원식 2014). 구체적으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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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2012)는 지방의회의 주요한 기능인 입법기능, 예산기능, 견제기능 및 도민

대표기능의 유급제 시행 전후 비교를 통해 유급제가 의정활동에 미친 영향을 평

가하였다. 정명은 외(2008)는 지방정부의 정당 간 경쟁이 지방의회 의정활동 가

운데 심의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조례의 경우 정당 간 경

쟁보다는 조례안 내용에 대한 의원 개인의 판단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더불어 의정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의정보좌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지방의회 보좌관제도 도입을 주

장하는 연구도 있다(문원식 2014).

의정활동 평가에 대한 연구들은 1991년 지방의회 구성 이후 꾸준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는 지방의회가 원칙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주요

기능을 중심으로 지방의회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다. 이러

한 기능 중심의 연구는 주로 지방의회의 기능을 입법기능과 견제⋅감시의 통제기

능, 주민대표 기능 등으로 구분하여 성과를 평가한다(강인호 외 2010; 최근열 외 

2009; 차재권 외 2011). 그리고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의정활동 측정지표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사록이나 회의 결과보고서 등을 활용하여 정량적인 측

정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의정활동의 효율화를 

위한 나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권영주 2009, 9; 강인호 외 2010, 204). 

이러한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연구는 지방의회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경험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정치 연구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그럼에도 기존의 연구가 가지는 한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평가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의정활동 평가를 통해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개

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의정활동 평가와 개선방안이 유기적이고 인과론

적 결론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규범적인 것이 대부분이다. 본질적으로는 의정활동

을 정량적 혹은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의정활동의 

개선을 통해 지방자치의 발전을 고려한다면, 의정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원 공천규칙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지방의원 정당공천에 대한 찬반논의의 핵심도 이와 같은 맥락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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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의원이 지방의원 정당공천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에게 종속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만약 지방의원의 다음 선거 공천에 

의정활동 성과가 평가항목으로 작용한다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임하는 자세

가 바뀔 것이다. 따라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과 정당공천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정당의 공천규칙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

일 것이다. 그러나 정당의 정확한 공천규칙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

라, 규정과 실행의 간극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차선의 방법으로 

현직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의정활동이 정당공천에 미친 영향을 확인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과 정당공천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의정활동 평가와 관련한 기존연구의 또 다른 한계는 주로 집합적 자료에 의존

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지방의회 연구는 지방의회 전체에 대한 집합적 성

과를 평가하거나 의회 내의 상임위원회 혹은 의원 개인의 의정활동을 성과평가

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지방의회 전체의 집

합적 의정활동 성과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왔다. 상임위원회나 의원 개인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적은 편이었다. 그러나 향후 지방의회 의정활동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원의 개인적 자료를 통한 성과평

가 또한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차재권 외 2011). 특히 지방의원의 의정

활동이 공천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의원의 

개별적 의정활동 평가가 불가피하다.

지방의회 의정활동 연구에서 중요한 쟁점의 하나는 연구대상의 문제이다. 기

존연구에서는 연구자에 따라 광역의회를 주요한 연구대상으로 삼는 경우도 있고, 

기초의회를 주로 연구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수준의 의회를 연구대상으로 삼을 

것인가는 연구자 나름의 선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의회의 규모가 주는 편의

성과 의정활동의 상대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기초의회보다는 광역의회에 대한 

연구가 의회제도 개선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광역의회의원 개인의 의정활동을 조사하고 의정활동이 다음 지방선거에서 공천

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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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설계 

1. 변수설명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는 현직 지방의원의 차기 선거에서의 정당공천 성공 여

부이다. 지방의원의 정당공천은 역대 대구시의원을 대상으로 지방의원 임기 직후

에 실시되는 선거에서 정당공천 성공 여부를 조사하여 분석대상으로 한다. 선거 

직전이 아닌 그 이전 의회에서 의원직을 수행했던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는 선거가 실시되는 당해에 현직 의원을 대상으로 지난 4년간의 의정활

동에 대한 평가를 측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역구 의원과 함께 비례대표 의

원을 분석대상에 포함한다. 

현직 지방의원의 정당공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주요한 독립변수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성과이다. 본 연구에서 의정활동 성과 변수는 현직자가 재

선을 위한 선거 직전 의회에서 현직을 수행하면서 의정활동을 통해 얻게 되는 

업적들을 말한다. 따라서 선거 직전이 아닌 그 이전의 의정활동 성과는 포함하

지 않는다.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은 크게 입법기능, 견제기능, 주민대표기능으로 

구성된다. 대표적인 입법기능의 형태는 조례제정 및 개정 및 예산심의 및 결산

활동이다. 그리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 및 견제기능으로는 행정사무감사활동, 시

정질의활동을 들 수 있으며, 주민대표기능으로서 민원처리 및 의견수렴활동 등이 

있다. 이러한 의정활동 수단을 지방의원이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은 물론 지방정치의 발전 정도가 다르게 된다(장갑호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정활동 성과평가를 위해 조례안발의개수, 시정질의 횟수, 청원

소개 등의 변수들을 활용한다.  

지방의회의 입법기능은 조례안 발의를 통해 평가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지방행정사무에 국한되어 법률과 달리 상당히 제한적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갈수록 행정수요는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으며, 행정환경이 변화함에 따

라 조례의 제/개정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지방정치에서 조례의 영향

력이 커지고 있다.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지방의회의 입법기능은 조례안 처리결

과를 통해 평가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정당구도 혹은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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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파적 관계에 따른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하는 대구광역의회는 일당독점에 가깝다. 따라서 조례안 처리결과가 가지는 의미

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는 지방의원의 의회

활동이 정당공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례안 처리결과보다 의원 

개인의 활동성을 보여주는 조례안발의개수가 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

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측정한 지방의원의 조례안 발의 변수는 대표발의에 한

정한다. 

지방의원이 행하는 집행기관의 통제와 견제기능 수행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지방의원의 시정질의 횟수를 측정하였다. 의원의 시정질의는 집행기관의 정책에 

대한 견제와 함께 의원이 집행기관에 전달한 주민의 요구와 의사가 제대로 전달

되고 수행되었는지에 대한 감시와 확인의 의미를 가진다. 더불어 의원 자신이 

선호하는 정책에 대한 감시 및 의견표출의 수단이다(정명은 외 2008, 38). 기존

의 의정활동 평가연구에서는 집행기관의 통제와 견제를 측정하기 위해 행정사무

감사와 행정사무조사, 예산안 처리실적 등이 동원되었다. 그러나 대구의 경우 오

랫동안 새누리당 일당독점 의회권력구조가 유지됐다. 따라서 집행부에 대한 의회

의 이러한 견제와 감시기능은 상당히 약하다고 볼 수 있다. 집행부와 지방의회

에 대한 새누리당 독점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산광역시의회의 경우 예산안 가결

률이 100%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차재권 외 

2011). 이러한 경향을 통해 대구에 있어서 의원의 집행기관 견제활동을 측정하

는 데 있어 행정사무조사 혹은 예산안 처리실적보다 시정질의가 더 적실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본 연구가 의회 평가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의원의 의정활동 정도의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기 때문에 시정질의가 보다 효과

적이라고 볼 수 있다.

지방의회의 주민대표기능은 민의 반영 정도를 통해 평가될 수 있다. 이는 민

원을 수렴하고 해결하는 것으로 청원이나 진정을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연평균 청원접수 건수, 청원채택비율, 연평균 진정 처리 건수를 조사한 

연구가 다수 있다(권영주 2009; 이영희 외 2010). 이는 지방의회 차원의 주민대

표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 개인 차원의 주민대표기능을 평가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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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소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지방의회에 청원하고자 할 때는 지방의회 의원

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한다. 그리고 지방의원을 통해 청원서가 제출되면 

지방의회 의장이 청원서를 접수하여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를 

받게 된다(지방자치법 제73조, 제75조). 이 과정에서 지방의원이 행하는 청원과 

관련한 주요한 역할은 청원을 소개하는 것이다. 이후 청원을 채택하고 심사하는 

것은 의회 차원의 업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원 개인의 의정

활동 평가를 위해 의원의 청원 소개건수를 측정하였다. 

의정활동을 측정하는 또 다른 독립변수는 의회 출석률이다. 현역의원의 의정

활동이 종속변수인 정당공천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한 목

적이다. 즉 얼마나 의회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였는가에 관심을 둔다. 그리고 의회

성과 못지않게 의회 출석률도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성실성을 평가할 수 있는 대

표적인 지표라고 볼 수 있다. 지방의원은 2006년부터 명예직에서 유급직으로 전

환되었다. 이는 지방의원이 보다 의정활동에 전념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은 현행 지방자치법에 구체적으로 나열된 

직종을 제외하면 겸직이할 수 있다. 그러나 겸직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지방의원의 정확한 겸직비율은 알 수가 없지만, 상당수가 겸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2). 따라서 의회 출석 정도를 통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성실성

을 평가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2. 자료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분석자료는 대구광역시의회(http://council.daegu. 

go.kr/) 의회록과 의정백서를 토대로 각 의원별 의정활동을 정리한 것이다. 조사 

대상은 1995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의원직을 수행한 총 5대의 지방의원(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이다. 그리고 정당공천 여부는 

2) 2013년 기준으로 전국 광역 시⋅도의회 의원의 39.3%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경북도의회의  98.4%, 대구광역시의원의 48.5%가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만약 겸직 신고가 보다 철저히 이루어진다면 실제로는 훨씬 높은 비율이 겸직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서울신문 2013년 4월 19일 자. http://go.seoul.co.kr/news/ 
newsView.php?id=2013041901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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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역대선거정보 시스템의 후보자 명부를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http://info.nec.go.kr/).

보다 정밀한 분석을 위해 다음의 몇 가지 원칙에 의해 사례를 선정하였다. 먼

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이 차기 선거에서 정당공천에 미친 영향을 확인한다는 

본 연구의 목적을 고려하여 무소속 의원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무

소속으로 당선된 후 임기 중에 당적을 확보하고 의회록에 당적을 제시한 경우는 

분석에 포함하였다. 특히 1회 전국동시지방선거(1995-1998년)에 당선된 지방의

원의 경우 무소속으로 당선 후 당적을 획득한 의원이 다수 있었다. 둘째 당선 

후 차지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불법선거 혹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 사퇴한 경우

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셋째 비례대표로 선출된 지방의원은 분석대상에 포

함하였다. 넷째, 보궐선거로 선출되어 다음 선거까지 의원직을 유지하는 경우 분

석에 포함한다. 다섯째, 본 자료는 각 의회대수 별로 의원의 의정성과를 확인한

다. 따라서 재선 의원의 경우 동일인이 다른 대수에서 중복되어 평가될 수 있다.

5대에 걸쳐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조사함에 따라 각 변수의 조작이 요구된다. 

대수별로 회의 개최 수나 출석 정도 혹은 의정활동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어 

원자료를 비교하는 것에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대의 경우 임기가 3

년에 불과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대수가 높아질수록 조례안 발의가 많은 경향을 

띤다. 특히 2006년 이후 지방의원이 유급직화되면서 의정활동이 활발해졌다. 또

한, 보궐선거로 선출된 의원의 경우 같은 대수라고 하더라도 임기가 달라 단순하

게 측정된 수치를 비교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대수를 기준으로 

의정활동의 비율을 측정하였다. 상임위원회 출석률은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회의 

개최일 수에 대한 참여일 수의 비율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보궐선거로 당선된 지

방의원의 경우 의원직을 수행한 기간의 비율을 반영하여 출석률을 보정하였다. 

이를 통해 의정활동 정도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SPSS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해 데이터를 분석한다. 통계분

석은 빈도분석을 기초로 두 변수 간에 차이를 검정하는 카이스퀘어 검정, t 검정

을 실시한다. 그리고 의정활동 정도와 정당공천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로지스

틱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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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과 정당공천

1. 기초통계

구분3) 정당소속 무소속 의원 총 수

제2대 19(35) 22(6) 41

제3대 29 0 29

제4대 27 0 27

제5대 29 0 29

제6대 28 0 28

합 148 6 154

<표 1> 대구광역시의원 정당소속 여부

출처: 역대선거정보시스템 후보자 명부 기준.

주: ()은 임기기간에 변경된 당적.

    

<표 1>은 대구광역시의원 수와 정당 소속 여부를 제시한 것이다. 1995년부터 

2014년까지 의원직을 수행한 의원의 수는 154명이다. 그리고 당선 당시에 선거

관리위원회에 제시한 소속정당을 토대로 작성한 것을 보면 제2대 대구광역시의

원으로 당선된 41명 의원 가운데 22명이 무소속이었다. 그러나 이후 제3대부터 

제6대까지 대구광역시의원 가운데 무소속 의원은 선출되지 않았다. 나아가 무소

속으로 당선된 22명 가운데 15명은 당선 후 당적을 획득하였으며, 1명은 사퇴

하였다. 이후 보궐선거에서 정당소속 의원이 선출되었다. 따라서 제2대 대구광역

시의원 41명 가운데 35명이 정당 소속이고 6명이 무소속으로 남게 되었다. 그

3)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지방의회의 대수를 표기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 경상북도의
회의 경우 1952년을 초대 도의회로 표기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의회와 부산광역시의
회의 경우 1991년을 초대 의회로 표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회 대수 표기는 지
방의회가 부활한 1991년 의회를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전국동
시지방선거가 시행된 제2대부터 제6대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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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제3대 광역시의원 가운데 1명과 제4대 광역시의원 가운데 3명이 정당공천

에 반발하여 임기 중에 당적을 버리고 다음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였다. 이

들은 대구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무소속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는 소속정당이 있으나 정당공천에 실패한 것으로 간주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2

대 대구광역시의원 가운데 당선 후 다음 선거 때까지 당적을 보유하지 않은 6명

을 제외한 148명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148개 사례의 기초통계는 아래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남성의원이 87.8%로 여성 의원에 비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초선의원이 74.3%로 가장 많았으며 3선 의원은 3.4%, 5명에 그쳤다. 학력을 보

면 대졸 이상이 62.3%로 가장 많으며 중졸도 9%(13명) 차지하고 있다. 분석대

상 148개의 사례 가운데 약 40%가 정당공천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은 

의회 대수 별로 정당공천 정도를 정리한 것이다. 제4대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의

원직을 수행한 의원 가운데 9명만이 정당공천에 성공하여 다른 의회에 비해 정

당공천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구분 비율(명) 구분 비율(명)

성별
남 87.8%(130)

정당공천
성공 39.9%(59)

여 12.2%(18) 실패 60.1%(89)

선수

초선 74.3%(110)

학력

중졸 9.0%(13)

재선 22.3%(33) 고졸 16.6%(24)

삼선 3.4%(5) 대졸이상 62.3%(107)

<표 2> 분석대상 기술통계



｜ 42 ｜ 연구방법논총 ｜ 2017년 가을호 제2권 제2호

구분 실패 성공 의원 총 수

제2대 20(57.1%) 15(42.9%) 35

제3대 18(62.1%) 11(37.9%) 29

제4대 18(66.7%) 9(33.3%) 27

제5대 15(51.7%) 14(48.3%) 29

제6대 17(60.7%) 11(39.3%) 28

합계 89(60.4%) 59(39.6%) 148

<표 3> 의회 대수 별 정당공천 정도

출처: 선거정보시스템 후보자 명부 재정리

1. 대구광역시의원의 의정활동

<표 4>는 5대에 걸친 대구광역시의원의 의정활동을 나타낸 것이다. 5대의 지

방의회 기간 동안 본회의 606회 상임위원회 1,886회가 개최되었으며, 의원 1인

당 평균 회의참여 횟수는 본회의 110회, 상임위원회 80여 회 정도이다. 대수 별

로 살펴보면 제2대 의회에서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가 각각 136회, 454회로 

다른 대에 비해 활발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제3대를 제외하면 상임위원회

의 개최 횟수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의원의 조례안 발의 횟

수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제시된 수치는 의원이 발의한 대표발의

만을 나타낸다. 제2대 의회에서 의원의 조례안 발의는 7건에 그쳤다. 그 후 지

속적으로 의원의 조례안 발의는 증가하여 제6대 의회에서는 200건의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의원의 조례안 발의가 증대되는 경향과는 반대로 의

원의 시정 질의 정도는 제4대 의회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4대 의회

에서 의원 1인당 시정 질의는 14건이었으나 제6대 의회에서 의원의 시정 질의

는 1인당 4.7건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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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본회의 개최 상임위 조례안 발의 시정 질의 청원

제2대 108(101.0) 241(58.6) 7(0.4) 346(9.9) 5

제3대 136(129.2) 454(103.2) 18(0.6) 341(11.8) 4

제4대 132(118.6) 351(75.1) 33(1.3) 377(14.0) 5

제5대 118(108.0) 405(89.9) 83(2.8) 250(8.6) 5

제6대 112(99.9) 435(75.4) 200(6.2) 148(4.7) 1

합계 606(110.9) 1886(80.1) 341(2.5) 1462(9.76) 20

<표 4> 대구광역시의원 의정활동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 

주1: ()는 의원 1인당 평균 출석률 및 발의와 질의 횟수

주2: 조례안 발의는 의원의 대표발의만을 측정하였음.

  

대구광역시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비교하기 위해 아래 <표 5>와 <그림 1>에 

대전광역시의회 의정활동을 제시하였다. 대전광역시의회는 대구광역시의회와 같

은 광역시단위이다. 동시에 의회의 구성은 대구광역시의회와 달리 새누리당4), 무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등의 다양한 정당소속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두 

의회의 비교는 대구광역시의회의 의정활동의 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 

대전광역시의회가 제2대부터 제6대까지 본회의는 537회 개최하여 대구광역시

의회에 비해 빈도가 낮다. 하지만 상임위원회의 경우 2,237회로 대구광역시의회

의 1,886회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발의 조례안 발의와 시정 질의는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정수가 대구광역시의회에 비해 적어 절대적인 수치로는 비

교가 어렵다. 따라서 의원 1인당 조례안 발의와 시정 질의를 살펴보면 대구광역

시의원에 비해 조례안 발의 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시정 질의는 경우 대

구광역시의회와 마찬가지로 제4대 의회 이후 그 정도가 줄어드는 경향을 나타내

기는 하지만 제5대와 제6대 의회를 비교하면 대구광역시의원에 비해 시정 질의 

4) 현재는 새누리당이 해체되었으나.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새누리당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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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두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하나는 의원의 조례안 발의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통해 지방의원의 역량이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2006년 지방의원의 유급직화의 결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와 동시에 

시정 질의 정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은 지방의원의 역량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의정활동의 적극성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방정치과정에서 단

체장 역할이 확대되고 지방행정도 복잡해지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지방의원의 시

정 질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시정 질의 정도는 낮아지는  추

세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은 소극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대구광역시와 대

전광역시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의원과 대전광역시의원을 비교할 때, 대구광역시의원에 비

해 대전광역시의원의 의정활동 성과가 높다는 것이다. 그 원인은 우선, 의회의 

정당구성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대전광역시의원의 시정 질의 정도가 대구광역

시의원에 비해 높은 것은 의회의 정당구성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으로는 의회의 정당구성 다양성으로 인해 각 당내에서 더욱 신중한 

정당공천이 이루어진 결과라고도 추측할 수 있다. 지방선거에서 정당 간 경쟁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정당에서 후보자를 배출함에 있어서도 신중하고 능력 있는 

후보자를 배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새누리당의 일당독

점으로 인해 정당 간 경쟁 변수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대구광역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성과는 대전광역시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대구

광역시의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서는 정당 간 경쟁구도를 형성할 방안 마련이 시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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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본회의 개최 상임위 조례안 발의 시정 질의 의원정수

제2대 73 305 11(0.4) 242(8.6) 28

제3대 101 506 18(1) 138(7.7) 18

제4대 97 400 28(1.4) 227(11.4) 20

제5대 79 449 75(3.8) 190(9.5) 20

제6대 187 577 161(7.3) 150(6.8) 22

합계 537 2237 293 947 108

<표 5> 대전광역시의원 의정활동

출처: 대전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s://council.daejeon.go.kr/).

주1: ()는 의원 1인당 평균 출석률 및 발의와 질의 횟수

주2: 조례안 발의는 의원발의.

<의원 1인당 조례안 발의> <의원 1인당 시정질의>

<그림 1> 대구와 대전광역시의원 의정활동 비교

2. 의정활동과 정당공천

대구광역시의원의 의정활동과 정당공천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집단 간 평균

분석(T-test)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임기가 종

료되는 시점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에 성공한 집단과 실패한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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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의정활동 성과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한 것이다. 분석결과 본회의 및 상

임위원회 출석률과 의원의 조례안 발의 비율, 시정 질의율, 청원 소개 모두 t-검

정 유의확률이 유의수준 0.05 이상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정당공천에 성공한 

집단과 실패한 집단 간에 차이가 없는 것이다. 이는 대구광역시의원의 임기 기

간 중 의정활동 성과와 성실성이 다음 선거에서 정당공천과 상관관계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구분
정당
공천

사례 수 평균
Levene 등분산 검정 t-검정

F 유의확률 자유도 유의확률

본회의 
출석율

성공 59 93.5
2.183 .142 146 .231

실패 89 90.9

상임위 
출석율

성공 59 87.2
.795 .374 146 .573

실패 89 89.2

조례안 
발의율

성공 59 3.8
1.336 .250 146 .241

실패 89 2.7

시정 
질의율

성공 59 3.3
.981 .324 146 .561

실패 89 3.0

청원 
소개

성공 59 1.3
4.218 .055 146 .332

실패 89 1.1

<표 6> 정당공천 여부에 따른 의정활동 평균차이 검정(T-Test)

대구광역시의원 선거에서 의정활동과 정당공천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정당공천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인 

정당공천 여부는 공천에 성공은 ‘1’, 실패는 ‘0’으로 코딩하였으며, 종속변수가 

범주형인 관계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의정활동과 정당공천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인 의정활동이 정당공천에 미친 영향

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성별, 의회 선수, 직전 선거 득표율을 포함하여 

이들의 영향을 통제하였다. 이러한 변수를 포함한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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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지방선거의 경우 아직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여성 할당제가 시행되고 있

어 성별이 정당공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성별을 회귀분석에 포

함하였다. 둘째, 선수를 측정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여기에서 선수는 현재 수

행하고 있는 임기를 포함하여 연속적으로 대구광역시의원에 당선된 횟수를 의미

한다. 현직의원은 정치 신인에 비해 다양한 프리미엄을 누리며 이를 통해 당선

의 기회가 높다고 볼 수 있다(Parker and Goodman 2009; Mayhew 1974; 윤

종빈 2010). 이와 관련하여 황아란(1999)은 1998년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현직 

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선수가 낮을수록 차기 선거에 대한 긴장이 커 의

정활동을 열심히 할 것이고, 이는 정당공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

측한다. 선수가 낮거나 재선이 불확실할수록 의정활동을 더 열심히 수행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Cain and Ferejohn et al 1987; Norton and Wood 1993; 윤

종빈 2010). 지방의회에서도 이러한 선수의 영향이 존재하리라 판단한다. 마지막

으로 직전 선거에서의 득표율을 포함하였다. 직전 선거 득표율은 주민의 지지도

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정활동과 더불어 

정당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의정활동 변수들과 함께 

이상에서 제시한 변수들을 포함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의정활동 

변수에서 청원소개 변수는 제외하였다. 1995년부터 2014년까지 대구광역시의회

에서 청원 소개 사례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사례 수가 너무 적어 적절한 분석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아래 <표 7>에 제시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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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p Exp(B)

정당공천

성별 -.134 .551 .808 .875

선수 .444

선수(1) .096 .957 .920 1.101

선수(2) -.467 1.019 .647 .627

직전선거 득표율 .011 .007 .127 1.011

본회의 출석율 .014 .018 .428 1.014

상임위 출석율 -.011 .009 .225 .989

조례안 발의율 .027 .029 .362 1.027

시정 질의율 .042 .079 .596 1.043

상수항 -1.289 1.874 .492 .276

-2LL=190.815, Nagelkerke R-제곱= 0.073
 Hosmer와 Lemeshow 검정 카이제곱= 3.574, 자유도=8, p=.893.
 분류정확도= 64.9%

<표 7> 정당공천에 미치는 의정활동의 영향

Hosmer와 Lemeshow 검정결과 유의확률이 유의수준 0.05보다 높게 나타나 

모형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분류정확도가 63.8%로 양호한 것으로 판

단된다. 그러나 독립변수의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정당공천에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예상되는 성별, 선수와 직전 선거투표율을 포함하여 의정활동과 관련한 모든 

변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이 대구광역시의

회에 한정되어 지방선거에서 의정활동과 정당공천의 인과관계를 일반화하는 것

은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대구광역시의회에 한해서는 

의정활동의 적극성이나 의정활동 능력이 정당공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4. 연구결과의 함의

앞서 확인한 대구광역시의원의 의정활동이 정당공천 성공 여부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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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석결과는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현직 의원의 의정활동이 다음 선거에서 득

표율과 재선에 기여한다는 연구결과와 상반되는 것이다(윤종빈 2010). 

윤종빈(2010)은 18대 총선 자료를 토대로 현직의원의 득표율 분석을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제시하였다. 첫째, 의정활동 수준이 높을수록 득표 증가율이 

높다. 둘째, 상대적으로 선거경쟁이 높은 지역에서 현직의원의 득표율이 높다. 

셋째, 당선된 현직의원이 낙선한 현직의원보다 의정활동 성과가 좋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재선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

만 대구광역시의원의 의정활동과 정당공천의 관계와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관점

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대구광역시의원의 경우 정당공천이 곧 재선

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정치가는 일반적으로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좋은 자리를 획득하기 위해, 또

는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Mayhew 1994). 이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다르지 않다. 국회의원 분석에서 의정활동 성과가 좋을수

록 득표율과 함께 당선의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은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자극할 것이다. 특히 선거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 의정활동이 재선에 미

치는 영향이 큰 것은 이러한 관계를 더욱 잘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대구광역의원의 경우 정당공천에 의정활동이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지방의원으로 하여금 의정활동에 관심을 기울일 합리적 이유가 

없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유권자의 지지율을 나타내는 직전 선거의 득표율이나 

의회 선수 등도 공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은 지방정치 발전의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표출하고 있다. 지방정치인이 개인의 정치적 역량을 개

발할 동기를 말살하고 정당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중앙정당에 

예속되도록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지방의회의 활성화가 지방정치 발

전의 기초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의원의 정당공천이 지방정치 발전을 가로막

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치 발전을 위해 지방선거에서 정당공

천을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정당공천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과거의 경험을 고려할 때 폐지한다고 해서 이러한 문제가 사라질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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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당공천이 정당정치의 활성화와 책임 있는 지방정

치의 실현 가능성, 타 선거와의 형평성 등의 측면을 고려할 때 지방선거에서 정

당공천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지방정치 발전의 걸림돌은 정당공

천 자체의 문제이기보다는 중앙정당이 비정상적으로 지방정치를 지배하는 것이

다. 그리고 정당개혁을 통해 정당이 지방정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재욱 2009).

정당정치를 통해 지방정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당공천 규칙이 지방정

치인으로 하여금 활발한 의정활동과 개인의 정치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

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정당의 정당공천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현직 의원의 경우 임기 동안의 의정활동 성과가 정당공천 기준에 포함되어야 한

다. 짧은 역사를 가진 한국의 지방정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치의 경험을 

가진 의원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지방정치에서는 신인 정

치인 배출 못지않게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지방정치인이 필요하다. 이러

한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직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하여 정당공

천 심사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방의원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할 수 있으며 나아가 지방정치의 노하우가 축적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정당의 정당공천 규칙이 지속적이고 공정하게 지켜 것을 담보하기 위해

서는 공천기준은 물론 공천심사위원와 공천심사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 일반적으

로 공직 후보자 선출과정은 국가가 그 규칙과 절차를 결정하는 방식과 정당 스

스로 정한 규칙과 절차에 의해 관리되고 운용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한국은 

그 가운데 정당 재량에 의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경훈 2013). 정당별로 정

당규칙을 정하고 공천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으나 그 과정이 공

개되지 않고 비밀리에 이루어지면서 비민주적인 행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는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각 정

당의 공천심사기준과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공천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의 정치 및 정당 수준을 고려할 때 공천방식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 

셋째, 지방선거에서 정당 간 선거경쟁을 확보를 위해 지방정당의 설립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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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다. 대구광역시가 가지는 가장 큰 문제는 지방선거에서 선거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비단 대구만의 문제는 아니며 최소한 한국

의 절반 이상의 지역에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선거경쟁이 상

실된 지역에서는 정당공천과 관련한 다양한 제도개선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경쟁력 있는 후보자를 배출할 동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

적으로 당분간 대구에서 새누리당 이외의 정당이 선거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이

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지역정당의 독점은 경상도와 전라도 모든 지역

에서 나타나는 고질적 문제이며 해결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선거제도의 개혁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지방에 근거를 두고 

지방선거에서 주로 활동하는 지방정당의 설립을 허용이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정당은 지역 내 정당 간 

경쟁을 높임으로써 특정 지역에서 특정정당의 공천과열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가상준 2009; 강경태 2009; 고경훈 2013; 조재욱 2009; 강명

구 외 2013).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지방정당 설립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

으며, 실제 지방정치에서 지방정당이 다양한 역할을 행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할 

때 지방정당의 허용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요구된다.

Ⅴ. 맺음말

대구광역시의원을 대상으로 각 의원의 의정활동을 확인하고, 의정활동이 차기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구광역시의원 1인당 조례안 발의나 시정질의와 같은 의정 활동성과는 

대전광역시의원 1인당 의정 활동성과에 미치지 못했다. 즉 대구광역시의원의 의

정 활동성과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대구광역시의원의 의정활동

은 정당공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의정활동 외에도 의원의 유권자

지지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직전 선거에서의 투표율과 의원의 지방정치의 경력

을 나타내는 선수와 성별 등도 역시 정당공천에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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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구의 경우 정당공천이 곧 재선임에도 불구하고 정당공천

을 위해 의원 개인이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강화할 합리적 동기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재선은 의원의 정치적 능력과는 무관하며, 중앙정당과 지역구 국회

의원의 결정에 달린 문제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당공천 기준이 지방정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지

방정치에서 정당정치가 기여하는 바는 간과할 수 없다는 입장에 있다. 따라서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것보다 정당공천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

장한다. 구체적으로 공직자 후보자 결정방식을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정당공천 기준에 현직의원의 의정활동

을 평가하여 포함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나아가 지방선거에서 

선거경쟁이 전제되어야 객관적으로 경쟁력 있는 후보자가 정당공천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영호남의 특색을 고려할 때 지방정당 허용을 통해 지방선

거에서 정당 간 선거경쟁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대구광역시의원에 한정하였다는 점에서 연구결과를 일

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나아가 의원의 의정활동을 단순하게 의회 출석률과 

조례안 발의, 시정질의, 청원소개 등 정량적인 평가에 그쳤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의원의 조례안 발의나 시정질의의 내용분석을 통해 질적인 평가 등 보

다 정교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지

방의원의 지방정치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와 중앙예속성의 근본적인 원인이 정당

공천제에 있다는 규범적인 주장에 대해 경험적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학문

적 의의가 적지 않다. 또한 기존의 지방의회 의정활동 연구가 집합자료를 중심

으로 이루어져 의정활동의 효과연구에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 의원 개인의 의

정활동 평가를 시도함으로써 의정활동 연구의 외연을 넓혔다는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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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rliamentary activities of the local councilors and 
party nomination in local election : focused on the Daegu 

metropolitan city councilors.

Myung Gu Kang*5)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the Parliamentary activities of the 
local councilors on the party nomination in local election. The result of 
Analysis is that the parliamentary activities of Daegu metropolitan city 
councilors have no significant effect on the party nomination. This 
results show that local councilors have no rational reason to pay 
attention on the parliamentary activities. It means that the party 
nomination is preventing the development of local politics when we 
consider that the activation of local council is the basis of local politics. 
And this study suggests that (1) the party nomination standards must be 
presented clearly, (2) the evaluation of the parliamentary activities should 
be reflected in the party nomination standards and (3) the way of 
candidate nomination need to be made by law.

Key Words : Local politics, Local council, Parliamentary activity, Party 
no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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