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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選擊와 民主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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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 政治發展과 民호化 
J. 民主化에 있어셔의 選擊

(1) 민주화의 의미 
(2) 민주화의 척도 

J/ • 제 13대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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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 정치발전과 민주화 

정치발전은 규법적 개념이다. 같은 정치체의 상이한 두 시점에서의 상 

태플 비교 평가할 수 있을 때， 정치발전이라는 개념의 유의미한 사용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규법적 판단의 기준을 명백히 한다는 것은 정치말 

전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다.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치발전에 대한 기존의 문헌은 이 기준에 

대한 논의를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을 뿐이다 lJ 이러한 암묵적 취급 

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그 첫째는 경험 과학자로서의 정치학자들이 

규범적 문제의 취급을 일반적으로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옷지 

않은 또 하나의 이유는 구미 정치학자들 사이에 이 규법적 기준에 대한 

1) David Apter, Rethinking Development: Modernization , Dependency, and 
Postmodern Politics, (Beverly HilIs: Sage,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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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뱀한 묵시적 합의가 존재함S로서， 이 기준에 대한 명백한 논의의 필 

요가 별로 없었다는 것이다. 그들에 있어서 정치발전의 척도는 정치제 

도와 행 위 양식 의 근대 화 또는 서 양화( westernization) 이 다 2) 

정치적 변화를 명가할 규법적 기준에 대한 암묵적 취급은 심각한 문 

제를 갖는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정치발전의 묵시적 기준S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근대화라는 개념이 잘 정립된 개념이 아니라는 데서 

연유한다. 근대화라는 개념은다양한 사회현상의 속성들을 내포하는 바， 

이들간의 원인적 관계 (causal connection)가 확정되지도 않았고， 이와 관 

련하여， 이 다양한 현상들에 대한 가치판단들을 체계화할 수 있는 단일 

의 圖式도 발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예컨대， 정치적 근대화에 국한 

한다 하더라도， 근대적 정치체제들은 몇가지 특징적 제도와 현상을공유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부분의 근대정치체제들은 민주적 정 

치제도와 방대한 인적 물적 동원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두가지 현상 사이의 원인적 관계가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관계를 갖는 

지 알지 옷할 뿐만 아니라， 규법적인 차원에서 어느 것이 우선해야 할 

지를 판단할 체계적인 근거를 갖지 못한다. 이런 연유로 해서， 정치발 

전의 개념을 명백히 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아직은 이념적 펀견의 피력 

이나 가치의 직관적 천명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은 정치발전이라는 포괄적인 개념보다는 비교적 정의하커 쉬운 

민주화의 개념을 축무로 하여 전개된다. 이러한 자의적 결정은 정치말 

전의 최우선척 가치가 민주화라는 판단을 반영한다기 보다는 정치발전 

의 불가결한 한 측면으로서의 민주화에 논의를 국한시킴으로써 논의의 

내척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방법흔적 고려를 반영한다. 이 연구는 

민주화를 정의하고， 민주화 과정에서 선거가 충족시켜야 할 처방적 기 

준을 도출하고， 이 기준에 비추어 제 13대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의 

2) Lucien Pye, “ The Concept of Political Deγelopment，" Aηnals of tk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Consequences of Social Science (March, 
1965) , pp.3-13; G. Almond and B. Powell, Comþarative Politics: A 
Developmental Approach (Boston: Little Brown) , pp.299-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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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평가하고， 그 제도적 개선책을 제시하는 것올 내용으로 한다. 

1 . 민주화에 있어서의 선거 

(1) 민주화의 의미 

민주화란 어느 한 갱치체가 민주주의의 제속성올 구현해 가는 과정이 

다. 민주화가 구현해야 할 정치체의 속성이란 무엇인가? 민주주의란， 

정치학에서 사용되는 거의 모든 기본 개념을과 마찬가지로， 논쟁의 여 

지 가 많은 개 념 (a contestable concept)이 다. 민 주주의 에 대 한 어 떤 정 의 

도 모든 사용자돌의 동의를 얻키는 거의 불가능하다. 

여기서 사용되는 민주주의 또는 민주화는 그 외연에 있어서 정치적 

영역에 국한된다. 정치적 의미에 있어서의 민주주의는 권위주의에 대칭 

되는 말로서， 국민의 통치 (the rule of people)를 뭇한다. 국민의 통치는 

보다 구체적으로는 정치체의 구성원들이 그들의 집단의사를 결정함에 

평응하게 참여함을 의미한다 3) 국민주권론， 동의에 의한 정부(rule by 

consent) , 대의의 원리둥과 같은 민주주의적 원칙을은 모두 위의 정의 

로부터 도출된다. 

이렇게 정의된 때 민주주의는 사회적 조건의 명등화를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사회적 민주주의와 구별되며， 4) 동시에 민주주의의 동의어처럼 

사용되는 자유민주주의와 구별된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 

의의 결합어로서， 민주주의는 정치권력의 조직 원리이고， 자유주의는 

원력의 행사 뱀위가 제한되어야 함을 뭇하는 것으로，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적A로 조직된 정치권력을 제한함으로서， 개인의 자유를 확보하고자 

3) A. γon Hayek, “The Principles of A Liberal Social Order," in C. Nishi. 
yama and K.R. Leube, eds. , The Essence 01 Hayek (Stanford: Hoover 
Institutions Press, 1985), p. 364; Douglas Rae, “Political Democracy as 
a Pro야rty of Political Institutions," AP SR, Vol. 65, pp. 111-119 참조. 

4) Giovanni Sartori, The Theory 01 Democracy Revisited(Chatham: Chatham 
House Publishers, Inc, 1987), pp.8-12. 



64 특집 : 한국政治 民主化의 方向연구 

하는 정치원리이다. 우리가 오늘날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민주화’는 대 

체로 자유민주주의의 확립을 뭇하는 것으로， 이글에서 정치 발전을 평 

가하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척도로 사용되는 민주화는 이보다 좁은 의 

미의 개녕이다， 

민주주의를 국민의 평둥한 정치 참여로 정의할 때， 선거는 국민의 평 

등한 정치참여의 기본적 제도로서， 민주주의의 실현에 있어서 그 중요 

성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는다. 선거는 국민의 동의 (consent) 

나 대의 (representation)와 같은 민주주의의 요체를 현실화하는 실제적 

도구이다. 국민의 정치 참여는 여러 형태를 취하나 5) 국민의 대부분이 

가장 값 싼 대가로 가장 중요한 정책 결정자들올 선출하는 선거는 민주 

주의의 확립에 있어서의 기본 요건이다. 따라서 선거가 청치권력의 조 

직이라는 그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할 때， 민주주의의 필요조건은 충족 

되지 않는다. 

(2) 민주선거의 평가 척도 

가. 선거제도의 제도화 

우선 민주주의는 선거만이 정치권력을 조직하는 철차일 것을 요구한 

다. 역사적무로 볼 때， 정치권력을 조직하는데 있어서 폭력， 세습， 그 

리고 훨씬 드물지만 추첨(lottery)의 방법이 사용되어 왔으나， 앞의 두 

방볍은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고， 후자는 모든 국민이 정치적 능력과 

용의에 있어서 평등하다는 전제가 없이는 채택할 수 없는 절차이다. 현 

실적으로 가능한 민주정치는 선거에 의하여 조직되고 정당화되는 대의 

정치이다. 그렇다면 한 국가의 민주화의 정도는 선거가 얼마나 제도화 

되어 있는가로 평가될 수 있다. 제도화란 조직이나 절차가 가치와 안정 

성을 획득해 가는 과정이다 6) 다시 말해서， 조직이나 절차의 제도화란 

5) Sidney Verba and Norman H. Nie, Participation in America: PoUticaZ 
Democracy and SociaZ Equality (New York: Haq:εr and Row, 1972), 
pp.44-55. 

6) Samuel P. Huntington, How Democracies Vote: A Study 01 Maj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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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참여자들의 행위를 규제하는 규범체계로서 정착해 가는 과정이 

다. 민주화의 제일의 요건은 선거가 정치적 분쟁과 경쟁을 규제하는 치 

본적 규범체계로 모든 정치 참여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져야 하는데， 그 

려한 정착의 정도는 선거제도의 제도화를 통해 측정된다. 

한 조직이나 절차의 제도화는 여러 면에서 측정될 수 있으나， 여커서 

행해질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의 제도화에 대한 검토는 Huntington이 제 

시한 네가지 측면에서 記述的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나. 명둥한 정치참여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의 평둥한 정치 참여를 그 내용으로 하는 바， 

선거의 민주성은 국민의 평등한 정치 참여가 선거를 통해 어느 정도 이 

루어지고 있는가로 명가될 수 있다. 명퉁한 정치 참여는 척어도 세가지 

각기 다른 각도에서 분석된다. 

하나는 참정권의 문제이다. 민주 선거는 우선 국민의 일부가 재산， 

교육， 또는 性과 같은 비절차적인 기준에 따라 선거권이 거부되거나 선 

거권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올 것을 요구한다. 이 요건은 선거에 의해 

정치권력을 조직화해 온 오랜 역사를 가진 구미의 민주국가에서도 오직 

점진적으로만 충족되었다. 초기 민주화 운동은 참정권의 확대 내지 일반 

화를 그 내용으로 하였다. 건국과 더불어 보통선거권이 도업된 우리나 

라의 경우 이 참정권의 평등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유신헌 

법 이래 대통령선거제도가 정치적 경쟁을 배제하고 있키 때문에， 대통 

령 선거에 관한 한 보통선거권은 형식화되었고， 제 13대 대통령 선거의 

직선은 국민의 참정권의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논의될 것이다. 

평등한 정치 참여의 또 하나의 차원은 투표자 개개인의 투표 결과에 

대한 영향력에 있어서의 펑등이다. 투표의 영향력의 평등은 대단히 복 

잡해서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할 개념이나， 우선 두가지 상이한 차원 

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일반적으로 투표의 (성과)가치라고 

and Proportional Electoral Systems CLondon: Faber and Faber, 1970), 
pp.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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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워지는 것으로， 예컨대， 국민 40%의 지지를 받은 정당이 60%의 

의석을 차지하게 되는 션거와 같은 비율의 지지를 받은 정당이 40%의 

의석을 차지하게 되는 선거가 있다고 가정할 때(경험적으로는 후자가 

예외임)， 전자의 선거는 국민의사의 정확한 반영이라는 선거의 기본 기 

능을 왜곡한다. 이러한 왜곡은 평둥한 투표자의 불평등한 영향력을 함 

축하는데 이는 주로 선거구의 분할 방식， 투표 방식， 또는 승자의 결정 

방식과 같은 제도적 변수의 결과이다. 어떠한 선거제도도 국민의 명등 

한 정치참여를 완벽하게 보장하지는 봇하나， 경험적 연구의 결과는 어 

떤 제도는 정치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반면， 어떤 제도는 평등성을 고 

양시킴을 보여 주고 있다 7) 

또 다른 차원에 있어서의 정치적 영향력의 평등은 국민 각자가 선거 

결과에 있어서 다수파에 속할 확률에 있어서의 평둥이다. 이를 승자연 

합(winning coa1ition)에 속할 확률의 평등이라고 개념화할 때， 이는 국 

민의 정 치 척 분열 구조(the pattern of po1itical cleavages)에 의 존한다 8) 

예컨데， 100명의 국민이 51명과 49명￡로 나뉘어 정치적으로 대립한다 

면， 다수파인 51명의 집단적 영향력은 1이고， 각 개인의 영향력은 1/51 

이라고 할 수 있으나， 소수파인 49명의 영향력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 

￡로나 0이다. 각 선거는 언제나 승자와 왜자를 낳는다. 따라서 각 선 

거에서 선거 참가자 전원의 정치적 영향력을 평등화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다. 정치적 영향력의 명등화는 오직 장기적으로만 도모되어질 수 있 

다. 그러나 만약 무슨 이유에서건 위의 51명과 49명의 집단의 구성원이 

늘 동일하다연， 청치적 영향력은 선거를 거듭할수록 평등화되기는 커녕 

7) Douglas Rae, The Political Coπsequeπces 01 Electoral Laws (New Haγen: 
Yale Univ. Press, 1971); Enid Lakeman, How Democracies Vote: A 
Study 01 Majority and Proportioηal Electoral Systems (London: Faber 
and Faber, 1987); Vernon Bogdanor and David Butler, eds. , Democracy 
aηd Electioηs: Electoral Systems and Their Political Consequences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83) 참조. 

8) Douglas Rae and Michael Taylor, The Analysis 01 Political Cleavages 
(New Haγen: Yale Univ. Press,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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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으로 더욱 심화된다. 이와 같이 정치적 명등은 국민 각자가 다수 

파에 속할 확률이 갚을 때 다시 말해서 다수파가 무작위적으로 구성될 

때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다수파와 소수파가 항구적￡로 분열될 때 최 

악의 상태에 있게 된다. 그러나 국민 각자는 정치적￡로 무펀향의 동전 

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이해관계에 따라 어느쪽으흔가 펀향되어 (biased) 

있다. 이러한 펀향에 따른 국민들의 집단화를 정치적 분열 (political 

cleavage)이라고 개념화할 때， 경험세계에 있어서 어떠한 구조의 정치 

적 분열이 민주주의의 실현에 가장 이상적이냐는 지적하기 어렴지만， 

적어도 다음과 같은 점은 명백하다. 첫째 국민 전체가 하나의 축(예컨 

대 계급， 지역， 성 또는 종교 등)무로 양분될 때 정치적 평등의 실현은 

불가능하다. 둘째 정치적 분열의 축이 다양해서 이들이 서로 착종(cross

cutting)하는 개인의 수가 많을수록 통계적으로 이상적인 상태에 가까 

워진다 9) 

다. 공명한 선거과정 

끝으로 민주화 과정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선거과정이 얼마나 

자유롭고 공정한가 하는 문제이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는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표현할 정치적 선호를 구성함에 있어 情報源에 대한 제한 

이 없어야 하고， 그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어떤 외적 제약이 없어야 하 

며， 또 그렇게 표현된 각자의 결정이 왜곡됨이 없이 평등하게 선거결과 

로 집계됨을 뜻하는 것￡로， 다양한 제도적 보장을 전제로 한다 10) 그 

러나 여기서는 선거과정에 국한해서， 선거과정에 있어서 정치적 행위자 

들， 특히 후보자들이 선거 라는 게 임 외 규칙 들을 얼 마나 준수하느냐 하 

는 문제에 국한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이 문제는 자료의 제약으로 체계 

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거의 불가능하나， 선거의 결과로 조직되는 정 

치권력의 갱당성에 직결되며， 나아가서 정치권력의 조직 방법으로서의 

9) James Madison, “ The Federalist No. 10," in Jay Hamilton and J. 
Madison, The Federalist (New York: Modern Library) , pp.53-62. 

10) Robert A. Dahl, Polyarchy: Participation aηd Opposition (New Haγen: 
Yale Uniγ. Press, 1971),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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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제도화와 관련되는 간과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이상에서 민주주의를 정의했고， 이와 관련하여 민주화 과정에 있어서 

선거를 평가할 세 가지 기준올 제시했다. 다옴에서 이 기준에 비추어 

제 13대 대통령 및 국회의원선거의 제 특정적 양상을 논의하고， 몇몇 기 

본적인 문제점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II . 제 13대 대톰령 및 국회의원 선거 

(1) 선거제도의 제도화 

가. 대통령 선거제도 

민주주의는 정치권력의 조직이 국민의 의사에만 의존할 것을 요구한 

다. 폭력에 의한 정권의 창출이나， 셰습에 의한 그의 유치는 그 결과가 

아무리 긍정적이라 하더라도， 민주주의라는 가치의 실현은 아니다. 일 

반적으로 국민의 의사에 의한 정치쉰력의 조직은 두 가지 형태 즉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 중심체의 형태를 취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건국 이래 

1960년의 4. 19 직후 1년 미만의 짧은 기 간을 제하고는 대통령 중심제의 

정부형태를 택하여 왔다. 따라서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국민의 의사 

를 연결지워 주는 대통령 션거가 얼마나 제도화되었느냐는 지난 40년의 

우리나라 정치사를 민주주의의 질현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척도가 렌다. 

어느 조직이나 절차의 제도화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호 관련된 

네 측연에서 측정된다. 첫째는 그 조직이나 절차가 환경외 변화에 얼마 

나 성공적으로 적응하면서 존속하여 왔느냐? 둘째는 그것이 기능적으 

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얼마나 복잡하게 구성되었느냐? 셋째는 그것이 

다른 조직이나 절차로부터 어느 정도의 자율적인 독자성을 유지하느냐? 

끝으로 조직이나 절차의 참여자들이 그 조직의 기능적 경계나 그 절차 

의 유용성에 대해 얼마나 통일되고 일치된 의사를 갖느냐? 11) 

11) Samuel P. Huntington, op. ci t., pp.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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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우리의 정치사는 대통령선거의 제도화의 참 

담한 실패를 기록하고 있다. 

우선， 대통령 선거제도의 환경적 변화에 대한 적응성을 검토해 보자. 

대통령 선거제도라는 절차의 적응성은 가장 간단히 그의 존속기간과 그 

기간내에 몇 명의 대통령이 선출되었느냐로 측정될 수 있다 12) 우리나라 

는 건국 이래 40년 동안 일꼽번이나 대통령 선거제도를 바꾸었다. 각 선 

거제도는 명균 6년미만의 기간 밖에는 존속하지 못하었다. 그 가운데 두 

번 즉 유신헌법과 제 5 공화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 선거제도는 

각각 비민주적 제도였다. 이들 선거제도는 민주선거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경쟁성을 법척A로 또는 실질적무로 배제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대 

통령의 민주적 선거제도는 오직 단기간 동안만 존속하다가 다른 제도로 

바뀌거나 비민주적 제도로 단철되었다. 지난 1987년 12월 16일 제 13대 

대통령을 선출하였던 국민의 직접 투표는 16년만에 다시 채택된 제도 

이다. 

더구나 대통령 선거제도가 정치권력의 조직 방법이 되지 옷하였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실은 어느 자연인이 제도를 바꾸어 가면서 

대통령이 된 적은 있￡나， 어느 제도도 두명(자연인)이상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국회에 의해 선출된 초대 대통령 이승 

만은 개헌을 통해 대통령 선거제도를 직선제로 바꾸어 다음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국민의 직션a로 대통령이 된 박정희는 비민주적 간선제로 

바꾸어 대통령직을 유지했다. 반면에 제 1 차 직선제(1952"-'60)는 이승 

만만을 대통령￡로 선출했고， 제 2 차 직선제(1963"-'72)는 박정회만을 

대통령￡로 선출했다. 제 l 차 국회에 의한 간선제(1948)와 제 2 하 간선 

제(1960)는 각각 이승만과 윤보선을 대통령으로 선출하는데 그쳤다. 이 

러한 사청은 비민주적 선거제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제 5 공화국의 간 

12) Huntington은 조직이나 절차의 척웅성을 그의 연령， 세대적 연령， 그리 
고 기능적 적응성 등으로 측갱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대통령선거의 
기능척 변화의 가능성을 배제할 때， 그의 제안은 위와 같이 우리없이 단 

순화시 킬 수 있다 Ibid. ， pp.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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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제는 전두환만을 대통령A로 당선시컸다. 요직 예외가 있다면 유신헌 

법의 간선제로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동의 세 대통령이 배출되었다는 

사실이 있으나， 후 이자는 정부의 법통을 잇기 위한 형식적 절차를 밟은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후 이자의 정권이 이 절차에 의해 창출되었 

다고 볼 수는 없다. 

요약컨대， 아직 같은 선거제도에 의해 정당간의 청권교체는 물론 같 

은 정당내에서의 자연인 간의 정권이양조차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는 것 

은 여러가지의 항의를 갖겠지만 무엇보다 정권 창출의 절차로서의 선거 

가 제도화되지 않았음을 직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제도화의 정도를 측정하는데 있어 두벤째 척도인 복잡성의 관점에서 

볼 때도 결론은 마찬가지이다. 대통령 선거제도 자체가 조직척 그리고 

기능적으로 복장할 수는 없으나， 선거 자체가 1952년부터 1961년까지의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출에 국한되어， 정치권 

력의 조직수단으로서의 선거가 대단히 단순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 

는 정치권력이 단션적으로 조직된 결과이기는 하지만， 대통령 선거제도 

의 제도화에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는 현상이다. 민주주의가 장기간 지 

속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광범한 지방자치제도를 채돼하고 있고， 

선거가 각급 정치단위를 조직하는데 있어서 유일한 절차가 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각급의 선거가 서로 얽혀 있는 상황에서는 선거 

이외의 방법에 의한 권랙 형성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우리나 

라의 대통령 선거제도는 일련의 선거들의 network의 일부로 끼워져 있 

지 않고 거의 단독으로 존재함으로서 외적 영향력에 쉽게 좌지우지되 

어 제도화되는 데 성패했다. 

이미 위에서 시사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제도는 여러 차 

례에 걸쳐 자율성을 갖지 옷함올 드러냈다. 선거제도와 같은 철차의 자 

율성이란 그 절차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의 직접적인 표현이 아 

니라 독자적인 규뱀체계로서 그의 참여자들의 행위를 규제함을 뜻하나，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역으로 대통령이 그의 정치적 펀의에 따라 선거제 



選題와 民主化 71 

도를 개정하고 이용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 국회의 간선￡로 초대 대통 

령이 된 이송만은 국회에서 다음 대통령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희박해지 

자 국민 직선제로의 헌법개정을 했고， 다시 3선 금치 조항을 철폐하는 

헌법개정을 감행함:로써，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선거제 

도를 농락하였다. 국민 직선과 3선 금지의 선거제도 아래서 대통령이 

된 박정회도 3선 금지와 직선제를 차례로 철폐하고 장기집권을 실현함 

으로써 이승만과 같은 유형의 행위흉 보여 주었다. 이와 같이 우리 나 

라의 대통령 선거제도는 정치적 경쟁을 규제하는 규칙￡로서의 규법적 

힘을 확립하지 못한 채， 특정 정치세력에 의해 권력 정당화의 수단으로 

전락되어 온 흔적이 뚜렷하다. 

끝으로， 조직이나 절차의 제도화는 궁극적으로 참여자들이 그 조직이 

나 철차가 내포하는 규범체계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의견일치를 갖느냐 

에 달려 있다.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정치인 특히 집권자들이 선거제 

도를 지켜야 할 규칙으로 받아드리지 않음은 여러 차례에 걸쳐 명백히 

드러났다. 정치인들의 이러한 의식과 그러한 의식이 통용될 수 있었던 

정치적 조건들이 대통령 선거의 제도화를 가로 막았던 가장 중요한 원 

인이었다. 그러나 집권자들의 의식이 얼마나 달라졌느냐에 관해 믿을만 

한 정보는 없지만， 적어도 집권자들의 행동의 폭올 제한하는 중요한 조 

건인 국민의 의식은 현저한 변모를 보이고 있다. 제 5 공화국 정권이 국 

민이 용인하는 선거절차를 통해 성렵되지 않았기 때문에 늘 정당성의 

문제로 시달렸고， 국민의 광뱀한 저항에 부닥쳤다는 사실은 정치권력을 

초직하는 기븐 방법 o 로서의 선거제도가 규법체계로 정착할 필요조건이 

마련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1986년에 실시한 한 

여론조사에 의하연 정부형태가 대통령중심제라는 것을 전제할 때 웅답 

자의 90.6%가 직선제를 지지함13)으로써 선거제도에 관한 국민의 광범 

한 의견일치를 보여주고 있다. 

13) 걸승흠， 김 광웅， 안병 만 공저 Ií한국선거 론.lIC서 울 : 다산출판사， 1987), 
p.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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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의에서 볼 때， 제도화의 어느 기준에서 보더라도 우리나라 

의 대통령 선거제도는 정치적 경쟁올 규제하는 규법체계로서 자리잡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지난 87년의 개헌에서 채택된 대통령 직선제는 

16년만에 부활된 제도로서 이 제도가 얼마나 규법적 체계로서의 역할을 

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국민의 거의 

전부가 대통령 중심제의 대통령은 국민의 직선에 의해 선출되기를 바란 

다는 사실은 그런 절차에 의거하지 않은 대통령 정부가 직면하게 될 정 

치적 어려움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앞으로 대통령 선거제도의 제 

도화를 위해 고무적인 현상임올 지적할 수 있을 뿐이다. 

나. 국회의원 선거제도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대통령과 국회의 권력관계를 반영하면 

서 변천되어 왔다. 대통령의 기능과 권한이 강화되면， 국회의 기능과 

권한은 약화되고， 그에 따라 국회 조직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력을 강화 

하는 방향으로， 또 그 역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영향력을 축소 내지 배 

제시키는 방향으로 선거제도가 바뀌어 왔다 14) 우리나라 40년 헌정사의 

대부분 기간 동안 비민주적일 만큼 강력한 대통령들이 지배했기 때문에 

국회의 권능은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에 이바치할 수 있도록 조작되었고， 

국회의 권능과 함께 그 선거제도 역시 독랩척이며 자율적인 규범체계로 

서 발전할 수 없었다. 따라서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제도화는 대통령 선 

거제도와 마찬가지로 미래의 과제일 뿐이다. 

이상에서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모두 정치적 경쟁을 규제하는 규뱀 

체계로서 제도화되지 못하였음이 분명하다. 제 13대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가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어 가는 과정의 시발언지 아니면 또 하나 

의 단명의 민주화 실험a로 끝날지는 예측키 곤란하다. 비관적 조짐은 

이미 정계 일각에서 정계개펀과 관련지어 현 선거제도를 개정하고자 하 

는 움직임￡로 나타나는데， 이는 선거제도를 자신들의 행위를 규제하는 

14) 국회의원 션거에 있어서의 대통령의 영향력올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에 대 
하여는 다음 철에서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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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체계로 받아드리기 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척 필요에 따라 바꿀수있 

는 것으로 생각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발상을 나타내는 것￡로 선거제도 

의 제도화에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희망적인 조짐은， 위에서 

도 지적했듯이， 정치권력의 조직방법에 대한 국민의 광뱀한 합의가 있 

고， 이 합의는 정치인들의 행위를 궁극적으로 제한하는 조건이 되리라 

는것이다. 

(2) 정치적 참여의 평톨성 

민주주의의 기본 속성은 국민 모두의 평등한 정치 참여에 있다. 따라 

서 민주화의 정도는 정치 참여의 평등성이 선거를 통해 어느 정도 구현 

되고 있는지를 알아 봄으로써 측정될 수 었다. 위에서 제시된 바와 같 

이， 명퉁한 정치 참여는 세 가지 변수 즉 참청권의 명등， 투표가치의 

평풍， 그리고 승자연합에의 참여가능성의 평둥으로 표현되는데， 지난 

13대 대통령 및 국회의원션거는 앞의 두 변수에 섬대한 영향올 주는 제 

도적 변화속에 치루어졌고， 투표 결과는 숭자연합에의 참여가능성의 펑 

등이라는 개념에서 볼 때 중요한 함의를 갖는 정치적 분열 유형을 보여 

주고있다. 

가. 참정권의 평동 : 87년의 개헌은 대통령 직선제를 16년만에 다시 

채태함A로써 모든 국민의 명둥한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건국과 더 

블어 보통 선거권이 도업되었으나， 유신헌법은 법적으로 또 제 5 공화국 

은 실질적으로 대통령션거에서 정치적 경쟁올 배제함으로서 국민들의 

가장 중요한 정부선택권올 박탈하였다. 따라서 제 13대 대통령 선거의 

가장 큰 의의눈 그것이 국민의 평둥한 정치참여라는 민주화의 기본 요 

건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데 있다. 

나. 투표가치의 평동 : 87년의 개헌에 뒤이어 개정된 국회의원 선거법 

0988. 3. 17)은 국회의원션거제도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 왔다. 그 주 

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구 1인의 소션거구제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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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거구(224개)의 새로운 획정 

3. 전국구 의석의 감소 및 그 분배방식의 변경등이다. (제 5 공화국의 

선거법에 의하면， 전국구의석은 184개의 지역구의석의 1/2인 92석이었 

으나， 새로운 선거법은 224개의 지역구의적외 1/3인 75개의 전국구의석 

을 배정하고 있으며， 분배방식에 있어서도 전자는 지역구의석 제 1 위인 

정당에 전국구의석정수의 2/3를 배분하고， 잔여의석을 제 2 당 이하의 

정당들에게 그 의석비율로 배분하였으나， 현행 제도는 지역구 총선거에 

서 5석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각 정당의 지역구의석 비율에 따라 분배하 

고， 지역구의석 제 l 위인 정당의 의석수가 지역구의석 정수의 1/2 미만 

일 때에는 제 l 당에 전국구의석 청수의 1/2를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제 

2 당 이하의 정당에 그 지역구의석 비율로 배분한다. )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투표가치의 평등화에 후술하는 바와 같이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 

고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민주화에 기여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아직까지 국회는 대체로 강력한 대통령의 시녀로서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견제 또는 제한하기 보다는 그를 정당화시켜 주는 

역할을 수행해 온 경향이 있고， 따라서 강력한 대통령일수록 그의 국회 

에 대한 영향력을 보장하키 위한 국회 구성상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었다. 유신체제는 l구 2인의 중선거구제의 채택과 함께 대통령 

에게 국회의원 정수의 1/3를 임명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제 5 공화국 

의 선거법은 l구 2인의 중선거구제와 전국구의석의 2/3를 제 l 당에 배 

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바， 이러한 제도들은 모두 대통령 또는 대통 

령이 지배하는 집권당이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구성에 있어서 그 성원의 1/3의 

임명권을 대통령에 부여하고 있는 유신체제는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 

는 비민주적 제도로서 민주주의의 가장 커본적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논외로 하기로 하고， 형식적으로는 국회의 구성을 

국민의 의사에만 의존시키고 있는 제 5 공화국의 선거법이 위의 제도와 

선거구획정을 통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명둥한 국민의 정치참여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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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하고 있는지를 검로하고， 현행 선거법이 어느 정도 이를 시정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개선의 여지가 아직도 있는지를 살펴보 

기로한다. 

l구 2인제의 중선구제와 소선거구제 : 與村野鄭의 전통적인 투표행태 

를 보여 온 우리나라에 있어서 여당의 도시에서의 동반당선과 야당분열 

의 정치적 효과를 가져온 l구 2인의 중선거구제는 2등 당선자의 당선에 

필요한 득표수에 대한 어떤 법적 제약도 가하지 않고 있커 때문에 2등 

당선자에 투표한 유권자의 투표가치 와 1등 당선자에 투표한 유권자의 

투표가치의 불평둥은 적어도 법적S로는 논리적으로 가능한 최대치가 

허용되고 있으며， 그의 명등화는 선거민의 투표 성향이라는 偶然에 방 

치되어 있다. 

실제로 제 12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1 ， 2등 당선자의 득표율의 차 

이가 40%이상이나 되는 선거구가 92개의 선거구 가운데 3개， 30%",-,40% 

가 7개 , 20%"'-'30%가 22개 나 된 다. 최 고 득표율의 차이 를 보인 곳은 충 

남의 영동， 보은， 옥천 선거구로 그 차이는 48， 4%로서 2등 당선자의 득 

표수는 1등 당선자의 득표수의 1/4에 불과하였다 15) 

현행 선거제도가 l구 l인의 소선거구제를 채택함으로서 위에서 본 바 

와 같은 1구 2인의 중션거구제 특유의 정치참여의 불평등은 완전히 불 

식되었다. 

선거구의 휘정 : 제 5 공화국 션거법이나 현행 선거법이나 모두 “지역 

구는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기타의 조건을 고려하여 이를 획정 

한다”고 규정하여， 인구수가 선거구획정에 있어서 하나의 고려사항임을 

밝히고 있으나 기준 인구수를 설정하치는 않고 있다. 그 결과로 선커구 

사이의 인구수의 펀차가 심하여 투표가치의 불평등의 중요한 근원이 되 

었다. 현행 선거구획정은 제 5 공화국 시대의 선거구 간의 극심했던 불 

균형을 어느 정도는 시정하고 있￡나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크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선거구는 지방주민의 투표가치가 태도시민의 

15) 중앙션거관리위원회， ~제 12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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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쩌112대 국획의훨 선거에 있어서 지역벌 선거구 유권자수 혐훌 

---~→ ←잔록천켜격)→-

유 권 자 수 j 명 짧결흉수 |형 균혹권자$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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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6 i 2, 055, 161 I 342，잃7 1. 31 
대
 
인
 
경
 

‘
강
 충
 
충
 
전
 
전
 
경
 
경
 
제
 

구
 
천
 
기
 
원
 
g
}
「

나n
 

북1
 

나n
 
닝 

"ï 10 

1, 148, 657 

813,562 

2,791,114 

1,017,454 

831,033 

1,720,236 

1, 297,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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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111 

169,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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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I 264, 671 I 26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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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7 

1. 56 

1. 07 

0.65 

0.80 

0.82 

0.71 

0.74 

0.72 
0.80 

1. 02 

1. 00 

투표가치보다 현저하게 크도록 획정되어 있다. 제 12대 션거 당시 1선거 

구당 전국 평균 유권자수는 260, 737명으로 이보다 선거구당 유권자수가 

많은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도， 제주도로서 경기도와 제 

주도를 제외하면 모두 대도시이다. 나머지 지역은 모두 전국 평균 유권 

자수보다 적다. 지역별 선거구당 평균 유권자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 

(425 ， 386명)이며， 가장 적은 지역은 강원도(169， 576명)， 경상북도086， 

505영)의 순으로 되어 있다〈표 1). 서울의 선거구당 평균 유권자수는 강 

원도의 그것외 2.5배가 넘는다. 한편 제 13대 선거 당시의 상황을 보면， 

1 선거구당 전국 평균 유권자수는 116， 956명이며 이보다 선거구당 유권 

자수가 많은 지역은 대구， 부산， 서울， 경기도로서 경기도를 제외하면 

역시 모두 대도시이다. 지역별 선거구당 평균 유권자수가 가장 많은 곳 

은 대구(162 ， 510명)로， 가장 적은 지역인 강원도의 평균 유권자수(74 ， 

370명)의 약 2.2배에 달한다〈표 2>. 특기할 사항은 제 13대 선거에 있어 

서 서울 지역의 선거구당 유권자수가 상대적으로 줄어 이 지역 주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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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쩌113대 국회의월 선거에 없어서 지역벌 선거구 유권자수 힘흩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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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4대 도시 

여타지방 

IAJ 7Ì T~1 * ~ ;<} ~ I 선거구당 전국선거구 선거구수 유 권 자 수 형균유권자수 |명균확권자좁와의 
울 42 6.603.354 157.223 1. 34 
산 15 2.329.238 155.283 1. 33 
구 8 1, 300, 079 162, 510 1. 39 
천 7 978, 992 139, 856 1. 20 
기 28 3, 413, 513 121. 911 1. 04 
원 14 1. 041 , 175 74, 370 0.64 
북 9 857, 153 95, 239 0.81 
'ï:l- 18 1, 803.621 100.201 0.86 

'* 14 1 ， 3이J ， 208 I 92.872 0.79 
남 23 2.185, 062 95.003 0.75 

'* 21 1. 879, 574 89, 504 0.77 
남 22 2, 222.547 101. 025 0.86 
주 3 283.547 0.81 

224 26.198.205 1. 00 
구 75 
계 299 

4대도시와 여타지방의 대비(제 12대 선거) 

l펴 1 총 |선거구당 1 천 국|유권자수 서 유권자수 l 선거구수)평균후권자1 볍 랩!비 융 1 바 융 
11~ 인2.7831 2잃5 1 39%8 9밍1픽 1 53 j 42% j 27% 

.015.0471 67 1 209.18o 1 0.80 I 58% 1 73% 

정치적 불평등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는 것이다. 

태도시와 지방 션거구 사이의 유권자수의 불균형 상황을 보면 체 12대 

선거에 있어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4개 대도시의 선거구당 펑균 

유권자수와 전국 선거구 명균 유권자의 비율은 1. 53 : 1로서， 대도시의 

유권자는 전국의 42%이면서， 할당 의원수는 27%에 불과하며， 반면 나 

머지 지방선거구당 평균유권자수와 선거구당 전국평균과의 비융은 0.80 

: 1로서， 유권자는 전체의 58%를 차지하연서 할당 의원수는 73%를 차 

지하고 있다〈표 3). 제 13대 션거에서는 4개 태도시의 선거구당 명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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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수와 전국 펑균의 비율은 1. 33 : 1로 줄고， 전국 유권자의 43%를 

차지하는 대도시 유권자에게 의원 정수의 31%가 할당되는 반면 나머지 

지방 선거구당 평균과 전국 평균과의 닝1율은 0.84: 1이며， 전 유권자의 

57%가 의원 정수의 69%를 선출한 것 o 로 나타난다〈또 4). 

5위까지의 과다， 과소션거구를 보아도 제 12대 선거의 경우 과다선거 

구는 그 가운데 4위를 제외하면 모두 서울의 선거구이며， 과소선거구는 

모두 지방선거구이다. 그리고 그 차이도 현저하여， 최다선거구(서울 동 

대문구)와 최소선거구(전북 진안， 무주， 장수군)의 유권자수의 비율은 

무려 5.85: 1이다〈표 5). 제 13대 선거에 있어서 과다션거구는 모두 서 

울의 선거구이며 과소선거구는 모두 지방션거구로서， 최다션거구(구로 

구 강)와 최 소선거 구(장홍군)의 유권자수의 비 율은 4.60: 1이 다〈표 6).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대도시와 지방 사이에 

선거구 유권자수의 현져한 불균형이 있고， 그 결과 정치참여의 가치에 

있어서도 현저한 불펑등이 존재한다. 다만 그 불균형의 정도에 있어서 

현행 선거구획정은 제 12대 선거 당시보다 모든 불균형의 지표에 있어서 

약간씩의 개선을 보이고 있고 그런 한에 있어서 민주화에 기여하고 있 

다. 그러나 현존하는 선거구의 불균형상황은 민주국가(미국， 서독， 일 

본등)에서 違憲 또는 違憲狀態로 규정하고 있는 불균형보다 훨씬 더 심 

한 것으로 14) 개선의 여지는 아직 크게 남아 있다. 

〈표 4> 4대 도시와 여타 지방의 대비(쩌113대 선거) 

f 유권자수 J 총선거구 l 싫거구흉 | 뽑 균 룹 | 휩권자좋 1 셉거구좋 
1 유권자수 I ~， -, I -, "- I 

4대 도시 111 ， 211 ， 66헤 72 I 155, 717 I 1. 33 I 43% I 31% 

여 타지 방 미4 ， 986 ， 5셰 152 I 98, 595 I α 84 I 57% I 69% 

※ 13대 선거 직전 직할시가 되었던 광주와 대전은 12대 선거의 분석 자료와의 
비교성을 유치하기 위해 대도시에서 제외됩. 

14) 양 건， “한국의 선거와 선거체에 관한 법제도적 고찰 : 제 5 공화국 국회의 
원선거범의 문제첨을 중섬으로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펀， Ii'선거연구방법흔 
에 대 한 섬 포지 움j pp.7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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選훌와 民主化 79 

-
-
바
 
-{ 싫

 
-
찌
 
때
 때
 때
 때
 
-

-
‘
평
 
--

-
비
，
 
--

• 

껴
 
-% 

mm 

없
 M
ω
 mω
 
-

÷ 

값
 
-5 

-

휴
 -패
 
페
 때
 찌
 때
 

-

→
냄
-
니
뚫
때
때
내


• 

-
원
 

• 

} 

구
 --

• 

-
호
。
 

-

-
거
 { 

문
 

-

~ 

-
대
 

며
。
 
-

• 

-
서
 

광
 

-

-
선
 -
문
 ·-

구
 

• 

-
챔
 
옆
 양
 샘
 댐
 
-

샌
 기
기
-
-
-

靈
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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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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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위 j 선 거 구 j 유권자수 l 최 대 구 대 비 ( 평 균구 대 비 
98, 477 I 0.17 

112,986 0.20 
115, 528 0.20 
128,204! 0.22 

* 과소 선거구 

14 

9
ι
 
9
이
 

장안·우주·장수 

136,053 0.24 

0.38 
0.43 
0.44 
0.49 
0.52 

〈표 6) 

* 과다 선거구 

4 

냥해·하동 

속초·양구·인제·고성 

달성 ·고령 ·성주 

과다 과소 선거구(13대 선거) 

수
 
ι
 

위 선 거 구 ( 유 권 자 수 1 최 소구 대걷11 평 균구 대 비 

2 

3 

장홍 

울진군 

영암군 

거창 

진양군 

5 해남·진도 

1 구로구 강 238,346 4.60 2.04 
2 구로구 을 220,045 4.25 1. 88 
3 용산구 214 ,226 4.14 1. 83 
4 동래구 갑 202, 149 3.90 1. 73 
5 성북구 강 191,086 3.69 1. 63 

순 위 I 선 거 구 j 유 권 자 수 j 최 대 구 대 u1 명 균구 대 비 

* 과소 선거구 

4 

5 

51 ,770 
52,604 

0.22 
0.22 

0.44 
0.45 
0.46 
0.47 
0.48 

53,568 0.22 
55,220 
55,615 

0.23 
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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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구 의석의 배분방식 : 현행 제도나 제 5 공화국에 있어서의 분배방 

식이나 모두 전국구의석의 분배롤 정당별 지역구 의석에 기초한다는 점 

에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 지역구와 전국구 비례대표제를 병용하는 혼 

합선거구제는 원래 지역구 선거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대표의 불합 

리를 비례적으로 조정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인데， 있을 수 있는 

대표의 불합리를 이미 내포하고 있는 정당별 지역구 의석을 기준무로 

전국구 의석을 배정한다는 것은 국민의 대표성이라는 기준에서 볼 때 

어불성설의 제도이다. 더구나 제 5 공화국 제도는 지역구의석을 가장 많 

이 차지한 정당에 전국구 의석의 2/3를 배정하는데 이는 비례대표제의 

한 형태 라고 보기 힘든 비민주적 제도이다. 현행제도는 제 l 당에 대한 

이러한 비민주적 프레미염을 완화하고 있는데， 그 결과로 〈표 7)과 〈표 

8)에서 보듯이 제 1 당의 의석점유율과 지역구 득표율의 펀차가 제 12대 

의 十 18.35에서 +7.85로 많이 감소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 

직도 전국구 의석의 배분이 정당의 득표율이 아닌 의석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또 제 l 당이 의석의 1/2을 차지하지 못할 경우 전국구 의석 

의 1/2를 배정하는 非比例적 프레미엽이 남아 있어 제 1 당의 의석점유 

율과 지역구 득표율의 펀차는 十7.85이고， 지역구 득표율에서 제 3 당 

보다 4.47%의 열세를 보인 제 2 당은 +4.15의 펀차를 보이고 있다〈표 8). 

이와 같이 불합리한 전국구 의석 배분방식은 국민의 i명등한 정치참여의 

실현에 장애 요인으로 남아 있다. 

다. 승자연 합(a wínníng coalítíon)에 의 참여 가능성 의 평 동 : 제 13대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보여준 국민의 투표행태의 가장 특 

징적인 양상은 국민의 지역주의적 투표 경향이었다. 그 이전까지의 투 

표행태의 특정이 대체로 여촌야도의 현상이었는데 반해 제 13대 선거에 

서는 유권자들의 연고지 출신 후보자에 투표하는 강한 성향을 보였다. 

제 13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의 지역주의적 투표행태에 대한 홍미롭고 

중요한 한 연구에서 김형국은 각 후보자의 득표율을 종속변수로 하고 

각 후보자의 연고지역의 출신 인구에 대한 두 변수 즉 출생지 인구와 



의석총수 

12대 국회의원선거 컬과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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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거주지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는 후보자별 득표율의 회귀분석의 

결과를 보고하는데， 이에 의하면 결정계수로 본 연관성은 김대중후보의 

경우가 가장 높고(0.974) ， 그 다음 김종필후보(0.973) ， 김영삼후보 

(0.588) , 노태 우후보(0.415)의 순서 이 다 16) 이 러 한 분석 결과는 후보 

자의 득표율이 연고지역 출신인구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해 

준다. 

제 13대 대통령선거가 얼마나 심한 지역감정에 휘말렸는지는 그 선거 

뒤에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도 분명히 나타난다. 전국 유권자 1 ， 961명 

을 면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5.0%가 “후보자의 출신지역이 투표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고 대답했고， 34.1%가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 

고 당함으로써， 응답자 5명 가운데 4명은 후보자의 출신지역이 유권자 

를의 투표에 영향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러한 반응은 학력， 

성별， 직업 그리고 지역 등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7) 

이러한 투표행태의 문제점은 출신지역이라는 정치적 분열의 축이 여 

타의 축--예컨대， 유권자의 교육정도， 계충， 직업， 성별， 거주지의 

특성 등--을 무력 화하고， 단일 축에 의 한 분열 구조를 형 성 하여 승자연 

합의 구성원을 고정화시킨다는 데 있다. 제 13대 선거의 결과를 볼 때， 

결정계수가 비교적 낮은 노태우， 김영삼후보의 경우， 그 낮음은 연고지 

역 출신인구라는 변수가 아닌 다른 사회변수의 작용을 시사하는 반면， 

결정계수가 대단히 높은 김대중， 깅종필후보의 경우 그럴 가능성은 거 

의 없다. 그렇다면， 그리고 그러한 경향이 장키화된다연， 깅대중 검종 

펼 후보의 지지자들은 그들의 지역출신 인구가 타지역에 Bl 해 현저하게 

늘기 전에는 언제나 패자연합의 구성원으로 남을 수 밖에 없다. 한 국 

가내의 특정 집단이 승자연합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장기화되는 것은 민 

주주의의 안정적 발전을 위태롭게 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에게는 궁극 

16) 깅형국， Ii제 13대 대통령선거의 투표형태에 대한 지정학적 연구~(미발간)，. 
1989, p.12. 

17) 동아일보 1988년 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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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구의석배분 의석총수 비석 전국배구의 의 율구 의과석득정지표유율역 례화닝효 
의석수| % 의석수| % 과 의연차 

3.96 87 38.84 38 50.67 125 41. 81 -2.97 十7.85

9.26 54 24.11 16 21. 33 70 23.41 -0.7 十4.15

3.83 46 20.54 13 17.33 59 18.73 0.81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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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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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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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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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대 국회의원선거 철과의 분석 

갱 

3 

1 

2 

1 

6,675,494 
3,783, 279 
4,680, 175 
3,062,506 

46,877 
32, 799 

251, 236 
65, 032 
2,247 

65,650 
3,267 

25, 433 
16, 148 

3,736 
933 , 161 

민 주 정 의 당 

평 화 민 주 당 

통 일 민 주 당 

신민주공화당 

신 한 민 주 당 

민 주 한 국 당 

한겨례민주당 

한 국 국 민 당 

기 독 성 민 당 

민 중 의 당 

사 회 민 주 당 

우 리 정 의 당 

제 3 세 대 당 

한주의 통일한국당 

무 소 속 

∞ 
00 

299 75 합 계 | 19,642,040 I I 224 I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l'제 13대 국회의원선거 총람JI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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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선거라는 집단적 의사결정기제의 존재이유가 의심스러운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볼 때， 제 13대 

는 국민의 참정권의 회복， 

대통령 및 

투표가치의 

국회의원 선거는 제도적인 면에서 

부분적인 명등화에 키여하고， 그 

런 한에 있어서 민주화에 기여한 중요한 의의를 갖으나， 투표행태변에 

조짐을 보인 선거 서는 장기화되면 민주주의의 발전에 위해로운 행태의 

라고 평가휠 수 있다. 

(3) 선거 과정의 공명성 

선거라는 게임의 

결과의 정당성에， 

제도화에 관련되는 

규칙이 얼마나 

장기적￡로는 

잘 지켜지는가는 단기척A로는 선거 

정치권력의 조직방법￡로서의 선거의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중요한 문제이다. 

없는 상황 

펼요한하나 

연구나 체계적인 논의를 커초할만 한 경험적 자료가 아직은 

이다. 이런 연유로 여기서는 이 문제를 논의하려면 반드시 

의 자료를 발굴하려는 시도를 소개하는데 그칠 것이다. 

제 13대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 당시 언론매체들은 연일 이 선거들 

이 타락선거였음을 보도하였다. 이 보도에 의하면 타락의 주요 양상은 

막대한 선거자금의 살포였다. 과연 얼마만한 선거자금이 법정한도를 넘 

어 사용되었는지는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언론매체들 

단정적 보도나， 이를 

혼탁하게 하는데 

은 이에 대한 풍문을 보도할 뿐， 책임질 수 있는 

밝히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음으로 선거분위기를 

일조했을 뿐이다. 

선거 자금의 규모는 그를 쓴 후보자들이 밝히기 전에는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단지 그 추계의 첫 단계로서 선거 당시의 통화량의 

변화추이를 추적해 보고자 한다. 한국은행의 통화개관표에 의하면 제 13 

대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87년 12월과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던 88년 4월 

에 민간화폐보유액이 비정상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18) 87년 12월에 민 

18) 한국은형 , r조사통계 원 보~ 19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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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화폐보유액은 6, 701억의 순증을 보이고， 88년 4월에는 2， 243억의 순 

증을 보이는데 이러한 증가는 87년 7월부터 88년 6월까지의 12개월 중 

이 두 달에만 민간화폐보유액이 총통화의 1/10을 넘는다는 점에서 주목 

을 끈다. 특히 87년 12월의 순증은 같은 키 간내의 어느 달의 순증(선거 

가 없었던 달의 최고 순증은 87년 9월의 3， 933억)보다 크다. 여기서 이 

러한 통화량의 내적 구성상의 변화나 민간화폐보유액의 과다한 순증을 

션거자금과 결부시킬 논리적 또는 경험적 근거는 없다. 그러나 앞으로 

선거가 반복되고， 그에 따라 장기적으로 통화량의 변화를 추적하면， 이 

양자의 상관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1[. 결어 : 뭘가지 제도적 개선방향 

이상의 논의에서 우리는 누구나 다 아는 몇가지 상식을을 재확인하 

였다. 

l. 우리나라에 있어서 선거는 아직 제도화되는 데 실패했다. 

2. 국민의 보다 명등한 정치참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3. 지역주의적 투표행태는 장기화되면 민주주의의 말전에 부정적인 

영향올 줄 것이다. 

4. 선거의 규칙들이 안 지켜지고 있다고 국민 모두가 느끼나， 선거과 

정의 공명성이 어느 정도 침해되는치를 체계적으로 논할 구체적 자료가 

없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몇가지 방안을 모색해 부기로 한다. 

l. 우선 선거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현행 대통령직선제를 고수하고， 대 

통령 선거에 제 2 차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그의 결함을 보완하고， 지방 

자치제를 실시하여 선거를 통한 정치권력의 조직을 복잡하게 해야 한다. 

2. 선거구획정에 있어서 기준인구수를 설정하여 선거구간의 인구수의 

펀차가 正負 50%를 념지 옷하게 선거구를 재획정하고， 전국구의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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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멸 의석수가 아니라 득표율에 비례하여 분배하여야 한다. 

3. 현재의 지역주의적 투표행태를 해소시키기 위해 대통령선거에 결 

선투표제를 실시한다. 결선투표제는 지역주의적 성향의 유권자에게 제 

2 의 선택의 기회를 줌으로서 지역적 분열의 측에 의해 무력화되었떤 

여타의 분열축을 작동시켜 장기적으로 볼 때 여러 정치적 분열이 서로 

착종하는 분열구조를 형성할 것이다. 

4. 선거법을 현실화하여 지나친 규제를 억제하는 대신 범법행위를 보 

다 구체적으로 유형화하여 상대 후보나 국민이 후보자의 범법행위를 고 

발하는데 있어 채증의 부담을 줄이고， 각 범법행위의 유형에 따른 처벌 

을 명시하여 고발의 결과를 예측케 해야 한다. 또 선거자금의 모금을 

위 한 후보자의 후원회 를 공식 화하여 모금과정 을 부분적 으로나마 공개 해 

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