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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의원의 대표(political representation) 유형 

본 논문은 우리 국회의원들이 정책적인 측면에서 지역구민의 견해를 대표하 

는 정도와 방식을 실중적으로 탐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체제에서의 의회(의원)의 역할은 입법활동， 예 · 결산 

심사， 행정부 견제 및 감독활동， 체제유지 및 사회통합기능， 그리고 대표활동 

등을 들 수 있다. 이 모든 활동이 직 · 간접적으로 대표활동과 연관을 맺고 있 

지만， 의원의 대표활동이라 할 때는 통상 국민의 견해와 이익을 표출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행동으로 정의된다{박찬욱 1994b, 201). 

그런데 보다 실제적인 차원에서 의원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대표하고 있으며 

또한 대표해야 송}는가 하는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규범적으로는 의원이 

국민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의사와 이익을 대표해야 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오늘날 의원의 대부분이 지역구에서 선출되기 때문에 의원은 자신을 선택해 

준 해당 지역구민을 1차적으로 대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지역구민 또는 

유권자 다수는 복잡다양하고 전문적인 정책문제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고 일반적으로 관심 또한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의원이 이러한 유권 

자의 의사를 기계적으로 대표하려 하기보다는 자신이 갖고 있는 정보와 지식， 

그리고 경륜에 따라 소신껏 국익을 위한 대표활동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력 

히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의원은 자기가 속하고 있으면서， 정권창출이라는 공동 

목표의 집합체인 소속 정당의 입장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의원이 대표해야 동}는 크게 보아 이 세 부류의 집단， 즉 지역구민， 유권자 다 

수， 그리고 소속 정당의 견해와 이익이 일치하는 경우 의원의 대표활동은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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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고려없이 이들의 의사를 대변하기만 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견 

해와 이익이 복잡하게 대립하고 상충하는 것이 특정이라 할 수 있는 현대사회 

에서 현실적으로 이러한 경우를 기대하기는 힘들며， 따라서 위 세 집단의 의사 

가 상이하거나 상치될 경우 의원의 선택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타나야 할 것인 

가가문제가된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1774년에 버크(Edmund Burke)는 의원은 자신의 명 

백한 소신과 판단에 反하여 맹목적으로 지역구민의 의사를 따라서는 안되며， 

의원은 지역구민의 의지(will)가 아니라 지역구민의 (궁극적) 이익(interest)에 봉 

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Burke 1774, Pitkin 1967, 147에서 재인용 Miller and 

Stokes 1966, 352). 의원의 유권자 대표방식에 관한 이론적 유형 중 ‘독립적 수 

탁인’(trustee) 유형이라 지칭되는 이러한 대표방식은 의원이 자신의 편향되지 

않은 의견과 성숙한 판단， 그리고 양심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지역적 이해관계 

에 치우치기 쉬운 지역구민보다는 국민 전체의 이익1)을 우선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날이 갈수록 복잡다완화 되고 있는 오늘날의 정치현실에서 유권자들 

이 정치적 쟁점사항에 대한 전문적이거나 소상한 정보 혹은 지식을 갖는다는 

것이 극히 힘들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정보에 접할 수 있 

는 의원들이 자신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국익을 우선해 정책적 결정을 해야 한 

다는 이러한 주장은 나름의 충분한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버크의 이러한 주장과는 달리 의원은 자신을 선택한 해당 지역구민의 의사 

나 이익을 - 비록 그것이 의원 자신의 소신이나 판단과 상치된다 할지라도 - 우 

선적으로 대표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의원의 유권자 대표방식에 관 

한 이론적 유형 중 ‘대리인’(deIegate) 유형이라 지칭되는 이 때표방식은， 그 극 

단의 경우2) 의원의 역할을 지역구민의 의사나 이익에 대한 단순한 대변자 내 

1) 의원의 대표유형으로서 독립적 수탁인 유형을 주장하는 자들은 지역구민 이익의 총합 
이 자동척으로 국가 전체의 이익이 되논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비록 의원이 지역구 
민으로부터 선출되었지만 그플의 이익만을 추구해서는 안되며， 만약 의원이 지역구민 
의 지시에 따라서만 행동하도록 한다면 이는 의원에게 부여된 모든 권위를 빼앗는 것 
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정부의 권위를 손상하는 것이라며， 의원이 자율적으로 행동하 
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Leibh이z 1929, 73, 92-3, 140, 166; 

Wolff 1934, 54-60; Pitkin 1967, 147에서 재인용) 
2) Pitkin은 대리인 유형에 나타날 수 있는 대리의 정도를 세 가지로 유형화 하고 있다. 

첫째， 가장 대리의 정도가 강한 유형으로 의원이 자신의 임의성을 전혀 배제한 채 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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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심부름꾼 정도로 여기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단순 대리인으로서의 의원의 

역할을 강조하는 자들에 의하면 의원은 ‘公樓’(seπant)으로 의회에 ‘보내진’ 것 

이지 ‘독재적 권력캐로 ‘선택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대Pitkin 1967, 146). 이러 

한 주장은 특정 지역구민의 의사나 이익이 해당 지역구 의원에 의해 단순 대변 

될 때 비록 그것이 다른 지역구민의 그것과 상치되거나 혹은 국민일반의 그것 

과 어긋난다고 여겨질지라도 의회과정에서 여러 개별 지역구의 이익이 상호경 

합과 조정을 거치면서 국가전체의 이익과 부합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는 근거에 기초를 두고 있다 3) 이 주장은 또한 국민의 부분을 

이루는 지역구민의 의견 또는 이익이 국가전체의 이익과 아주 무관한 경우는 

현실적으로 드물 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원이 지역구민의 의사를 쫓는 것이 지 

역구 선거제도의 근본 취지에도 부합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의원이 유권자 일반 혹은 국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자신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버크식의 주장， 즉 독립적 수탁인 유형과 의원은 자신을 

선택한 해당지역 유권자의 견해와 이익을 자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야 한다는 대리언 유형이 거의 200년에 걸쳐 팽팽하게 대립되는 가운데，4) 제3 

의 주장으로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유형이 책임정당모형(responsible party 

model)이다. 이는 정당정치의 발달과 함께 정당을 강력한 정치적 실체의 하나 

로 인정한 데서 나온 것으로(Converse and Pierce 1986, 499), 유권자들이 선거에 

서 후보자를 선택할 때 후보자 개인보다는 그 후보자가 속한 정당의 정책이 우 

건 지역구민이 원하는 대로 혹은 지시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 둘째， 이보다는 대리의 
정도가 좀 털한 유형으로 의원이 어느 정도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동할 수 있으나 새 
로운 혹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어떤 일을 결정해야 할 경우 반드시 지역구민과 상의를 
하고 지역구민의 지시를 따툴 것， 만약 도저히 따를 수 없다고 생각할 경우 의원직 사 

퇴. 셋째， 대리의 정도가 가장 약한 유형으로 지역구민으로부터 명시적인 지시가 없을 
경우 (지시가 나올 때까지는) 의원이 지역구민의 의사라고 스스로 판단한 바에 따라 행 
동하는 것(Pitkin 1967, 146). 

3) 대리인 유형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는 이러한 주장은 개별 지역구민의 이익의 총합이 
결코 국가 전체의 이익이 될 수는 없다고 한 수탁언 유형 주장자틀의 견해(주 1 참조) 

와는 완전히 상치된다 
4) 수탁인 유형과 대리인 유형의 논쟁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Pitkin 1967, 144-67을 

참고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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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인 고려대상이 되어야 하며， 선출된 의원은 무엇보다 자신이 속한 정당의 

당론에 따라 자신의 원내 행동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5) 이러한 책임정당모 

형은 의원이 자신의 소신과 판단보다는 소속 정당의 당론이라는 매개체를 통 

하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유권자의 의사를 우선한다는 점에서 버크식의 주장 

과 대립되며， 의원의 우선적 고려대상인 유권자가 해당 지역구민이 아닌 전국 

적인 차원의 自黨 지지자들이라는 점에서 지역구민을 우선해야 한다는 대리인 

유형과도차이가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본 의원의 대표활동에 관한 세가지 유형은 각기 나름대로의 

설득력과 의미를 지닌 것으로 그 중 어느 하나가 대의제도의 원칙과 이념에 특 

별히 더 부합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의원이 아무도 대 

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 의원은 유권자 일반이든， 자기 지역 

구민이은， 그리고 자신의 건전한 판단과 소신에 의하든， 아니면 소속 정당을 

통해서건， 어떤 식으로든 의정활동에서 국민을 대표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 

이 대의정치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서두에서 밝혔듯이 본 논문은 우리 국회의원들의 대표성을 특히 의원과 지 

역구민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문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보 

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정책문제에 있어서 해당 지역구민의 견해 

와 어느 정도 합치하는지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 의원 전체적으로 혹은 개별 

의원별로 정책문제에 대한 특정한 대표의 방식이 존재하는지， 아니면 국회의 

원의 대표 방식이 다양한 정책문제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냐는지를 탐구 

하는 데 있다. 

5) 일반적으로 책임정당모형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유권자는 정당간의 이념적 성향이나 정책적 입장의 개괄적인 차이에 대해서 인 
지하고 있어야 한다. 둘째， 유권자는 이러한 인지를 바탕으로 평상시에는 특정 정당과 
연대감을 유지하고 선거시에는 그 정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 셋째， 정당과 정치인 

은 이념적， 정책적 입장을 중심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넷째， 그들은 이러한 입장을 공 

표하여 선거시에 경쟁하는 정당과의 차별성을 부각시켜 유권자의 선택을 용이하게 해 
야 한다- 다섯째， 동일한 정당의 기치 아래 공직에 선출된 인사들은 공동의 노력으로써 
정책 프로그램을 개발 • 형성 ·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 (Ranney 1954; Schaccschneider 

1942; Converse and Pierce 1986; 박찬욱 1994b, 208-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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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의 방법 

1 .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 

지역구 수준에서 의원의 정책적 대표활동을 분석한 연구는 그간 서구를 중 

심으로 적지 않게 이루어져 왔다. 여기에서는 그 중 미국과 프랑스， 그리고 독 

일에서의 대표적 연구 사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지역구 수준에서 의원의 정책적 대표활동을 분석한 선구적 연구로는 미국 

하원에서 의원 개인의 원내표결이 출신 지역구민의 의사와 어떤 상관관계를 

보이는가를 분석한 밀러(Warren E. Miller)와 스톡스.(Donald E. Stokes)의 공동연 

구를 들 수 있다 (Miller and Stokes 1963). 

밀러와 스톡스는 1950년대 말과 1960년대 초에 미국사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던 ‘사회복지，’ ‘미국의 대외개입，’ ‘흑인의 권리’ 등의 세가지 정책문제6)에 대 

한 지역구민의 의사와 의원의 대표활동과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지역구민의 

견해’와 ‘해당 지역구 의원의 견해，’ 그리고 ‘해당 지역구 의원이 인지하는 지역 

구민의 견해’의 세가지 변수를 설정해 놓고， 이 세 변수와 의원의 ‘원내 표결’과 

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1958년 선거 당시의 대중설문조사를 통 

하여 지역구민의 견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미국의 제86대 의회 

(1958-1960) 기간에 하원의원들을 면접하여 그들의 견해를 파악하는 한편， 그 

들의 원내기명투표기록도 활용하였다. 

흑인의 권리문제에 이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예로 들면， 각 변수간 

의 상관관계(연계강도)가 <그림 2-1>과 같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구 

민과 의원 자신의 견해의 일치도는 보통 정도이나 지역구민의 태도에 대한 의 

원의 인지도는 상당히 높으며， 의원의 원내 표결은 의원 자신의 견해보다는 의 

원이 인지하는 바의 지역구민의 견해에 따르는 경향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보 

여준다. 또한 이것은 앞서 살펴본 바 있는 대표의 세가지 유형 중 흑인의 권리 

라는 정책문제에 관한 한 미국의 의원들은 독립적 수탁인 유형보다는 대리인 

유형에 보다 가깝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6) 세가지 정책문제에 대한 설문 내용은 사회보장분야에 대한 정부개입 확대， 대외 문제 
에 대한 미국의 개입， 혹언권리보호를 위한 정부의 조치에 대한 찬반여부를 묻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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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밀러와 스톡스의 연구에 나타난 ‘혹인의 권리’에 대한 각 변수 간의 
상관관계 (출처: Miller and Stokes 196α1963)， 364)7) 

이외에 밀러-스톡스의 연구에 나타난 세가지 정책문제에 대한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볼 때， 대외개입의 경우 지역구민과 해당 의원 간에 상대적으로 낮 

은 합치도를 보여주고 있어，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의원이 주로 지역구민의 의사 

보다는 자신의 소신에 따라 원내활동을 하는， 이른바 독립적 수탁인 유형의 대 

표활동을 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8) 또한 사회복지문제의 경우 지역구민과 

해당 의원 간의 의견 합치도가 지역구민의 정당지지성향에 따라 극히 대조적인 

양상을 띠는 특정을 보이고 있다. 즉， 의원이 속한 정당을 지지하는 지역구민의 

경우 의원과의 의견합치도가 아주 높으나， 그렇지 않은 지역구민의 경우 의원과 

비교적 낮은 수준의 합치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복지문제의 

7) 이 그림에 나온 수치(상관계수)틀은 Miller와 Stokes가 같은 내용으로 1963년에 처음 발 

표한 논문에 나용 수치와는 다소 차이가 난다. Miller와 Stokes는 자신틀의 이 논문을 
1966년에 재발표하였는데， 재발표 논문에서는 통계방식을 보완하여 통계수치를 전반 

적으로 수정하였다. 본 논문에 인용되는 Miller-Stokes의 통계수치는 모두 수정 후의 논 

문에 의존하였다. 

8) 대외개업의 문제에 있어서 의원들이 지역구민의 의사를 중시하지 않는 이유로 밀러-스 

톡스는 대외문제의 경우 다른 정책문제보다 전문성이 고도로 요구되기 때문에 의원틀 
이 전문적 식견이 부족한 지역구민의 의사보다는 대통령 또는 행정부 관리로부터의 정 

보를 토대로 자신의 판단에 따라 원내활동을 하려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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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책임정당모형의 대표양식이 적용될 수 있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일련의 연구 결과를 끈거로 밀러-스톡스는 미국 의회정치의 현실에는 

대표에 관한 세가지 유형 중 어느 하나가 결정적으로 부합되지는 않으며， 정책 

문제에 따라 세가지 양식이 혼재되어 나타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즉， 사 

회복지문제의 경우 책임정당모형이， 대외개입문제의 경우 독립적 수탁인 유형 

이， 그리고 흑인 권리문제의 경우 대리인 유형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밀러-스톡스의 연구가 지역구 수준에서 의원의 정책적 대표활동을 분석한 

미국의 대표적 연구라면， 이 문제에 관한 프랑스에서의 대표적 연구는 콘버스 

(Philip E. Converse)와 피어스(Roy Pierce)에 의해 공동으로 이루어졌다. 콘버스 

와 피어스는 1967년에서 1973년에 걸쳐 프랑스의 하원의원과 지역구민과의 관 

계를 포함한 프랑스 의회의 정치적 대표 과정(the process of p이itical 

representation)에 대한 방대한 양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Converse and 

Pierce 1979), 이 분야에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연구도 기 

본적으로는 밀러-스톡스의 분석모형에 기초들 두고 있다.9) 그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선 특정 정책문제에 관한 프랑스 하원의원의 원내표결과 그 의원의 

해당지역구민의 견해와의 직접적 연계정도는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그림 

2-2>에서처럼 9개 정책문제에 대한 평균적 연계강도가 0.11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역구민과 해당 지역 의원 간， 그리고 지역구민과 지역구민에 대한 의원 

의 인지 간의 연계강도도 그와 비슷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각각 0.07과 

0.12). 프랑스에서 의원의 원내표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의원 자신 

의 견해로서 그 두 변수 간의 연계강도는 다른 변수 간의 연계강도에 비해 압 

도적으로 높다 (0.46). 이러한 일련의 조사결과는 프랑스 의원의 대표유형이 독 

립적 수탁인 유형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그들의 연구결과를 종합할 때， 프랑스의 하원의원들은 대체로 자신의 소신 

과 소속 정당의 당론을 일차적으로 고려해 그들의 원내 표결의 방향을 결정하 

며， 지역구민의 의사를 대표하려는 의지는 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9) 콘버스-피어스의 연구는 다만 밀러·스톡스가 사용한 네가지 변수， 즉 지역구민의 견해 
와 해당 지역구 의원의 견해， 그리고 해당 지역구 의원이 인지하는 지역구민의 견해와 
최종 변수로서 의원의 원내 표결 이외에 의원의 역할 인식(percepcions of che 
represenranve’s role)이 라는 변수를 하나 더 추가하고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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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콘버스피어스의 연구에 나타난 여러 정책 문제에 대한 각 변 

수 간의 상관관계의 팽균. 괄호 안은 평균 수치에 대한 여러 변 
수의 표준현차 (출처Converse and Pierce 1979, 719) 

의원의 정책적 대표활동을 분석한 독일에서의 대표적 연구는 파라{Barbara 

G. Farah)에 의해 이루어졌다 (Farah 1980). 1969년(당시는 통일 전의 서독)의 의 

원선거 후에 실시된 유권자 조사와 1969-70년에 걸쳐 이루어진 의원 면접 결 

과10)를 기초 자료로 해서 이루어진 이 연구도 밀러-스톡스의 모형을 기본적인 

분석 툴로 삼고 있다. 그러나 파라의 이 연구는 밀러-스톡스의 분석 모형에서 

최종 변수인 의원의 원내표결을 의원의 표결 의도라는 새로운 변수로 대치하고 

있다. 그리고 이 표결 의도라는 변수에 의원의 소속 정당별로 동일한 값을 부여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독민주연합'(CDU)과 기독민주연합과 연합'(coalition)을 

이루어 1969년 선거 이전 집권당이었던 기독사회연합'(CSU) 소속 의원들에게는 

“ 1"이라논 값을 부여하고， 이 연합과 정책적 이데올로기적 성향이 대조적이면 

서， 1969년 선거에서 이 연합을 누르고 새로운 집권당으로 등장한 사회민주당 

(SPD) 소속 의원들에게는 “0"이라는 값을， 그리고 앞의 두 세력의 중도적 성향 

으로， 사회민주당과 연합을 이루어 함께 새로운 집권당이 된 자유민주당'(FDP) 

10) 밀러-스톡스나 콘버스-피어스가 당선된 의원 뿐만 아니라 낙선한 후보자도 조사 대상 
에 포함시켜 낙선 후보자와 당선 의원의 대표성에 대한 대비적인 분석을 시도한 데 비 
해， 파라는 당선된 의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뒤에서 밝히겠지만 본 연구도 파라의 경 
우와 마찬가지로 낙선한 후보자는 연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국회의원의 지역구민 대표성 / 김진국 55 

소속 의원들에게는 “0.5"의 값을 부여하는 것이다. 밀러-스톡스의 경우와는 달 

리 최종 변수의 값을 이처럼 미리 정한 것은 미국과 달리 독일 의회의 경우 대 

부분의 표결이 기명투표가 아닌 거수 흑은 비밀투표에 의해 이루어지고， 또 원 

내 표결에서 정당기율이 아주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특정 정책문제에 대한 

의원틀의 표결이 소속 정당별로 거의 동일하게 나온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 

(특히 이 연구의 대상 시기인 1960년대 말은 정권획득을 둘러싼 서독 정당들간 

의 미묘한 연합정치로 인해 정당기율이 다른 때보다 더욱 강조되던 시기였다.) 

파라는 자신의 연구를 위한 설문 문항을 찬성-반대(Issue Cleavages)를 묻는 

항목과 중요성의 정도(Agenda Priorities)를 묻는 항목의 두 범주로 분리하여 연 

구를 진행했다 11) 우선 찬-반 항목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그림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6개의 문항에 걸쳐 거의 공통적으로 지역구민의 의사와 의원 

의 의사， 그리고 지역구민의 의사와 의원의 표결의도 간에 아주 약한 내지는 

부정적 연계가 나타났으며， 반면 의원의 의사와 의원의 표결의도 간에는 비교 

적 높은 수준의 연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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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파라의 연구에 나타난 찬-반을 묻는 문항에 대한 각 변수 간의 
상관관계 (출처 :F하ah 1984, 123) 

표결의도 

11) 예를 틀변; 찬-반 항목의 한 문항인 ‘노동자들에게 소득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 
지 옷하다‘에 대해서 조사 대상 유권자와 의원틀이 ‘찬성’ 혹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 
게 되고， 또 중요성의 정도를 묻는 항목의 한 문항인 ‘안정된 정부’에 대해서 ‘매우 중 
요，’ ‘덜 중요，’ ‘중요 안함’ 둥으로 의사표시를 하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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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정된 정부 4) 동방정책(Ostpolitik) 
2) 안정된 경제 5) 교육개혁 
3) 평등한 수입 6) 국가이익 

〈그렴 2-4> 파라의 연구에 나타난 중요성의 정도를 묻는 문항에 대한 각 변수 간 
의 상관관계 (출처 : Farah 1984, 125) 

〈그림 2-4>에서와 같이 중요성의 정도를 묻는 항목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결과이나， 다만 찬-반 항목의 경우보다 지역구민의 의사와 의원의 의사 간의 

연계강도는 조금 높게， 의원의 의사와 의원의 표결의도 간의 연계강도는 조금 

낮게 나윤 정도이다. 또한 지역구민의 의사와 의원이 인지하는 지역구민의 의 

사 간의 연계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그것보다는 높으나 의원이 인지하는 지 

역구민의 의사와 의원의 표결의도 간의 연계 역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앞서 보았던 프랑스의 경우도 의원과 지역구민 간의 연계성이 상당히 낮게 

나타났지만， 독일의 경우 프랑스보다도 더욱 낮은 연계정도를 보이고 있는데， 

파라는 그 이유를 독일의 독특한 선거제도에서 찾고 었다. 독일의 선거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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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에서 낙선한 의원 후보자가 일종의 비례대표제 방식인 정당추천후보자 

명단의 상위 순번에 올라 있을 경우 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어， 정당 추천에 의 

해 당선된 의원의 경우 지역구민의 의사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 

은 것이다 12) 

파라는 그의 연구에서 이 점을 좀 더 소상히 밝히고 있는데， 지역구에서 직 

접 선출된 의원이 정당추천방식을 통해 당선된 의원(party lisc members)보다， 그 

리고 의원 전체보다， 지역구민의 견해와 의원의 견해 사이의 연계강도， 그리고 

지역구민의 견해와 의원의 표결의도 사이의 연계강도에 있어 둘 다 더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예상 밖으로 의원의 견해와 의원의 표결의도(실제로는 

소속 정당의 당론) 간의 연계강도는 직접선출의원이 정당추천의원보다 대체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표 2-1>에서 B• D 관계)， 파라는 이 점을 정당추 

천후보는 주로 특정 이익집단의 대변자로서 당의 정책과는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로 설명하고 있다. 

〈표 2-1> 찬-반 정책문제에 대한 지역구민과 의원(직접선출의원 및 정당추천 
의 원) 간의 연 계 (출처 : Farah 1984, 127) 

A-’B B• D A• D 

직접 X。꺼t:J- 직접 정당 직접 정당 

선출 추천 선출 추천 선출 추천 

1. 소득분배 -0.16 -0.05 0.56 0.40 -0.04 0.04 

2. 서구 편향 0.01 -0.18 0.12 0.09 0.11 -0.05 

3 교육기회 -0.12 -0.47 0.72 0.54 -0.24 0.03 

4 도덕과 가치 0.01 -0.24 0.45 0.61 0.19 -0.20 

5. 자본주의의 부패 0.06 -0.49 0.44 0.35 0.06 -0.38 

6. 노동조합 0.05 -0.1 4 0.73 0.50 0.1 8 -0.55 

(사례수) (79) (80) 

(* A: 지역구민의 견해， B: 의원의 견해， D: 의원의 표결의도) 

12) 독일의 현 수상인 콜{Helmur Kohl)이 그 대표적 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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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파라는 지역구민을 다시 당선된 의원이 속한 정당을 지지하는 지역구 

민과 그렇지 않은 지역구민으로 나누어， 의원과의 연계강도를 조사하였다. 예 

상대로 정당 지지 지역구민이 정당 비지지 지역구민보다 두 가지 형태의 의원 

유형(직접 선출 및 정당 추천) 모두에서 연계 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 모든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파라는， 독일의 경우 미국은 물론 프랑스보다 

도 의원들이 지역구민의 의사보다는 자신의 소신에 의거해 원내 활동을 결정 

하는 경향이 강한 독립적 수탁인 유형의 대표방식이 지배적이라는 결론을 내 

리고있다. 

2. 분석 모형 및 분석 방법 

1) 밀러-스톡스의 다이아몬드 모형 

지역구 수준에서 의원의 정책적 대표활동을 분석한 대부분의 연구와 마찬가 

지로 본 연구도 지역구 수준의 분석을 위한 기본 모형을 밀러-스톡스의 다이아 

몬드 모형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B) 

의원 자신의 태도 

BD 

BC 
(A) 

지역구민의 

태도 
AD 

。
-
-
-


P 

원
 뾰
 

의
 -1 
원
 

C CD 

지역구민의 태도에 대한 의원의 인지 
(C) 

〈그림 2-5> 밀러-스톡스의 다이아몬드 모형 (출처: Miller and Stokes 1963,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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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듯이 밀러와 스톡스는 의원과 지역구민과의 정 

책적 연계를 형성하는 요소로서 @지역구민의 태도，(2)의원 자신의 태도，@지 

역구민의 태도에 대한 의원의 인지，@의원의 원내표결의 네가지를 설정하고， 

<그림 2-5>와 같은 다이아몬드 모양의 연계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모형에서 

AB, AC, BD 등의 연계는 해당되는 두 변수 간의 연계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다 예를 들어 AB 연계는 어떤 정책문제에 대한 지역구민의 평균적 견해(A)와 

해당 의원의 견해(B)가 얼마나 합치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만약 그 상관계 

수가 1이라면 지역구민의 펑균적 견해와 의원의 견해가 완전히 합치하는 것을， 

반면에 상관계수가 0이라면 이 양자의 견해가 전혀 합치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밀러-스톡스의 다이아몬드 모형의 가장 큰 특정은 각각의 연계강도(상관계 

수)를 통해 제1장에서 살펴 보았던 대표의 유형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 

약 어떤 의원이 전형적인 단순대리인 유형에 속한다면 그 의원은 자신의 지역 

구민의 견해라고 생각하는 바대로 원내에서 표결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CD 

상관계수는 1이 되고 반면 BD 상관계수는 0에 근접하게 될 것이다 (BC가 어느 

정도의 상관계수를 보이는 한 BD 상관계수가 0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CD 

상관계수가 l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의원이 지역구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객관적 실재로서의 지역구민의 견 

해에 대한 의원의 인지가 부정확할 경우， 즉 AC 상관계수가 낮게 나타날 경우 

아무리 CD 상관계수가 높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지역구민의 견해가 의원의 원 

내표결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어떤 의원이 전형적인 수탁인 유형에 속한다면 그 의원은 자신의 소신 

과 판단에 의해서만 원내에서 표결을 할 것이다. 이 경우 BD 상관계수는 1이 

되고 CD 상관계수는 0에 근접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역구민의 의견과 의원 

의 원내표결 간의 정책적 연계의 충실도는 AB 상관계수의 크기에 좌우된다. 지 

역구민의 견해와 유사한 견해를 가진 의원이 선출되었다면 AB의 상관계수는 

1에 근접하게 될 것이고 결국 수탁인 유형의 의원에 의하여 지역구민과 의원의 

원내표결 사이에 강한 정책적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예는 매우 극단적인 경우로서 실제의 정책적 연계는 대리인 유 

형과 수탁인 유형이 혼재되어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AC와 CD는 대리인 유형 

에 해당되는 연계를， 그리고 BD는 수탁인 유형에 해당되는 연계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이들 상관계수의 크기를 비교함으로써 어떠한 대표양식이 지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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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림 2-5>의 다이아몬드 모형에서 AD 상관계수는 어떠한 대표의 유형에 

의하든 지역구민의 견해가 의원의 원내표결로 연결되는 정도를 나타낸다. AD 

연계의 성격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상정해 보자. 만약 어떤 의 

원이 전형적인 수탁인 유형에 속한다면 BD 상관계수는 1이 될 것이고 이 경우 

AD 상관계수는 AB 상관계수와 동일할 것이다 그런데 그 의원이 자신의 원내 

표결에서 지역구민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전형적 수탁인 유형이라 할 

지라도 지역구민 다수의 성향과 의원의 성향이 우연히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경 

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AB 상관계수는 O 이상이 되고， BD 상관계수가 l인 

상태에서 AD 상관계수는 AB 상관계수와 동일하므로 AD 상관계수 또한 0 이 

상이 된다. 결과적으로 의원이 지역구민의 의사를 대표할 의도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전형적 수탁인 유형이지만 지역구민의 의사가 의도하지 않게 의원 

의 대표활동에 반영된 것이다 (Converse and Pierce 1986, 506). 이처럼 AD 상관 

계수는 의원이 지역구민의 견해를 자신의 원내 정책활동을 위한 중요한 요소 

로 고려를 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결과적으로 지역구민의 의사가 의원의 대표 

활동에 반영된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의원의 대표 유형 중 책임정당모형을 밀러-스톡스의 다이아몬드 모형에 적 

용하기에는 다소의 문제가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책임정당모형은 유권자들 

이 선거에서 후보자를 선택할 때 후보자 개인보다는 그 후보자가 속한 정당의 

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선출된 의원은 무엇보다 자신이 속한 정당의 당 

론에 따라 자신의 원내행동을 결정함으로써 성립된다. 이 경우 의원이 비록 유 

권자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따르지는 않지만 소속 정당이라는 매개체에 의해서 

사실상 자신(자신이 속한 정당)을 지지해 준 유권자의 의사를 따르게 된다. 일 

반적으로 책임정당모형이 적용되는 상황이라면 밀러-스톡스의 다이아몬드 모 

형에서 마지막 변수인 의원의 원내표결(D)은 의원이 속한 정당의 당론과 동일 

하게 하고， 이 당론과 지역구민의 견해(A)와의 상관계수(AD)는 l에 근접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문제는 책임정당모형에서 의원이 소속 정당을 통 

해 궁극적으로 대표하는 유권자는 자기가 속한 정당을 지지하는 전국적 차원 

의 유권자이지 자신의 지역구민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즉， 어떤 정책문제에 대 

해서 자신이 속한 정당의 당론을 다수의 유권자가 지지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지역구민의 다수는 반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책임정당모형 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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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은 자신의 지역구민의 의사를 대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때 AD 상관계수 

는 0에 가깝거나 음~-)의 수치가 나올 것이다). 따라서 책임정당모형은 지역구 

수준에서의 대표성을 분석하기 위한 밀러-스톡스 모형에는 부분적인 유용성만 

을 가지며， 전국적인 수준에서의 대표성을 분석하는데 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2) 구체적 분석 방법 
지역구 수준에서의 의원의 정책적 대표활동은 위에서 소개한 다이아몬드 모 

행에 따라 각 변수 간의 연계를 밝혀 나가는 순으로 분석이 진행된다， 국회의원 

과 유권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선 가장 기본적인 

연계라고 할 수 있는 지역구민의 견해(A)와 해당 지역 국회의원의 견해(B) 간의 

연계(AB 연계)가 분석된다. 미리 선정된 다양한 정책문제에 대해 A, B 두 변수 

간의 단순 상판관계가 조사되고， 필요에 따라 의원 특성(연령， 소속 정당， 의원 

경력 등)과 지역구 특성(소재 지역， 도시화수준， 지역구민의 교육수준， 의원소속 

정당 선호도 등)에 따라 AB 연계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 지가 탐구된다 

이어서 지역구민의 견해(A)와 의원이 인지하는 지역구민의 견해(c) 간의 연 

계(AC 연계)， 그리고 의원의 견해(B)와 의원이 인지하는 지역구민의 견해(C) 간 

의 연계(BC 연계)에 대해서도 적절한 방식의 분석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밀러-스톡스의 모형에서 의원의 원내표결이란 최종 변수는 한국 상 

황에는 적용되기 힘든 변수다. 미 하원을 대상으로 한 밀러-스톡스의 연구나 

프랑스 하원을 대상으로 한 콘버스-피어스의 연구는 그들 나라의 의회에서 기 

명투표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의원 개인별 표결기록이 잘 유지되고 있기 때문 

에 의원의 원내표결이란 변수의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한국의 경 

우 국회에서의 대부분 표결은 무기명방식으로 이루어져 의원 개인별 표결기록 

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변수를 그대로 사용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원의 원내표결이란 변수를 의원의 표결성향으로 대치 

하고 이 변수를 각 의원의 소속 정당 (혹은 소속 정당 내 계파13))의 입장과 동 

13) 본 연구에 이용되고 있는 설문조사가 행해진 시기는 제 13대 국회 기간 중인 1991년 4 

월부터 8월까지로 이 시기의 정당체제는 민자당， 신민당， 민주당， 민중당의 4당체제였 

다. 이 4당 중 민자당은 이전의 민정당， 민주당， 공화당 3당이 합당을 통해 만들어진 
당으로， 통합 후에도 소속 의원의 정책적 입장이 통일되지 않고 합당 이전의 소속 정당 
(즉 계파)에 따라 의견을 달리 한 경우가 적지 않게 나타났다 민자당 외 다른 정당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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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하고자 한다. 우리 국회의 경우 엄격한 정당기울로 인해 원내 표결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정당일치투표를 보이고 있기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는 데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독일 하원의 정 

책적 대표성을 분석한 파라의 연구도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였는데， 독일 의회 

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무기명표결이 주로 사용되고 있고， 표결의 내용 또한 대 

체로 정당 노선과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러 정책문제에 대한 

각 당t혹은 당내 계파)의 입장이 조사되고 이를 의원의 표결성행D)으로 보아 

나머지 세 변수 간의 상관관계(즉， BD, CD , AD 연계)가 분석된다. 

이러한 작업 후에 각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종합하여 지역구 수준에서의 한 

국 국회의원의 정책적 대표활동의 정도와 성격에 대한 결론이 내려진다. 

3. 자 료 

본 연구를 위한 기본적인 자료로는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가 1991년 4 

월에서 8월에 걸쳐 국회의원과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자료가 이 

용되었다 14) 이 설문조사는 당시 국회의원(제13대) 총 299명 중 139명과 전국 

2217ij 지역구(제주도의 3개 지역구는 제외) 중 소재지， 출신의원의 정당소속 

빛 의원 경력， 도시화 수준 등 제반 지역구 특성을 감안하여 대표성이 있는 18 

개 지역구를 추출， 각 지역구당 84-89명씩 총 1 ， 547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이 

루어졌다. 설문조사에 포함된 설문 내용은 <표 2-2>와 같다. 설문조사가 행해 

진 절차와 방법， 그리고 조사된 자료의 통계적 분석과정에 대한 설명은 지면 

관계상 생략한다 15) 

이와는 다른 성격의 파벌이 있었지만 본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당내 파벌이란 이러한 

민자당 내 파벌만을 의미하는 것이다. 
14) 펼자도 이 설문조사의 전과정에 조교로서 직접 참여하였음 

15)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진국 1997. 37-44와 길승홈 외 1992. 26-4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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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정책범주별 해당 문항 

정책범주 문항 내용(요지) 의원용설문 유권자용 설문 

l 우선정책과제 문항1 ， 문항12 문항1 ， 문항10 

가， 민주화 수준 문항2 문항2 

나. 선거운동기회 문항4 문항4 

다.방송경영권 문항11 문항13 

라 국가안보와 개인의 자유 문항25(사) 문항27(사) 

2 민주체제확립 마. 국가이익과 언론의 자유 문항25(아) 문항27(아) 

바. 인권과 사법적 평둥 문항25(자X차) 문항27(자)(차) 

사 노조의 정치활동 문항25(타) 문항27(타) 

아. 전노협 합법화 문항25(라) 문항27(라) 

자‘ 전교조 합법화 문항25(카) 문항27(카) 

가. 정부형태 문항5 ， 문항6 문항5 ， 문항6 

나 정당과 정치발전 문항7 문항7 

다 정당의 지방의회선거 개입 문항3 문항3 
3. 정치제도 및 라. 정당자금의 국고지원 문항25(다) 문항27(다) 
이념 성향 

마 유권자의 정당선호 문항8， 문헝9 

바. 각 정당의 이념 성향 문헝'9(가)-(라) 문항1 1(가)-(라) 

사. 자신의 정치성향 문항8 문항10 

가 국방버지출수준 문항13 문항15 

나 주한미군 문항12 문항14 

4. 국방·통일 다 남북한관계 문항14 문항16 

·외교 라， 북한접촉창구 문항25(파) 문항27(파) 

마 대미관계 문항15 문항17 

바 대소관계 문항16 문항18 

가‘노동자임금수준 문항18 문항20 

나 노사분규와 정부개입 문항19 문항21 

다， 수입개방 문항17 문항19 

라，농업정책 문항20 문항22 

5 경제 마 부동산소유제한 문항21 문항23 

바，금융실명제 문항22 문항24 

사 노사관계 문항25(마) 문항27(마) 

아 분배정책 문항25(가X나) 문항27(가)(나) 

자 재벌규제 문항25(바) 문항27(바) 

가 치안질서유지 문항23 문항25 
6 사회 

나 과외문제 낼항24 문항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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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국회의원 견해와 지역구민 견해의 정책적 연계성 

우리 국회의원들이 자신을 의원으로 선택한 해당 지역구민의 견해를 정책적 

으로 어느 정도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대표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가 

장 기본적인 작엽으로 본 장에서는 우선 정책문제에 대한 국회의원의 견해가 

해당 지역구민의 견해와 어느 정도 합치하고 있는지를 조사해보고자 한다. 

개별 지역구 수준에서 해당 지역구 의원에 의한 지역구민 의사의 대표성에 

대한 이러한 분석은 앞에서 자세히 소개되었던 밀러-스톡스의 모형에 의거해 

이루어진다. 밀러-스톡스의 분석모형에서 제시되었던 지역구민의 견해(A)와 그 

지역 의원의 견해(B) 사이의 연계성에 대한 분석이 바로 그것이다. 지역구민의 

의사와 그 지역구 의원의 의사 간의 연계성이 높다고 해서 곧 의원에 의한 지 

역구민 의사의 대표성이 반드시 높아진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개연성 

은 커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변수 사이의 연계성 분석은 의원의 지역 

구민 대표성을 분석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분석의 대상이 되는 지역구의 수는 18개로， 이 18개 지역구의 의원 견해와 

표본으로 추출된 지역구민(한 지역구당 85-88명) 견해가 서로 비교가 되는 것 

이다. 여기에서 18개의 지역구와 80여명의 지역구민이 전체 지역구t제 13대 국 

회의 지역구 총수는 2247H)와 해당 지역구 유권자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 18개 지역구는 의원의 소속 정당， 여당 의원 

의 경우 당내 계패민정계， 민주계， 공화계)， 의원의 경력(초선， 재선 등)과 같은 

의원 특성과， 지역구의 소재 지역(서울， 경기， 전북， 경남 등) 및 도시화 수준〈시 

선거구， 시 • 군 혼성 선거구， 군 선거구 등) 등 지역구 특성을 모두 감안해 전 

체 지역구를 최대한 대표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선택되었다. 또한 지역구 유 

권자 표본도 성별， 연령별， 그리고 학력별로 1985년 인구 센서스에 나온 비융 

에 준해 추출되었다. 따라서 표본의 대표성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이와 

같은 문제점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장에서 조사하려고 하는 지역구민 견해(A)와 그 지역 의원 견해(B) 사이 

의 연계성， 즉 연계의 강도는 피어슨 r로 제시되는데， 피어슨 r의 의미는 대략 

다음과 같다 먼저 각 지역구별로 특정 정책문제에 대한 지역구민 표본으로부 

터 얻은 응답 결괴{견해)를 1, 2, 3, 4 등으로 재부호화하여 그 평균을 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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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평균값과 그 지역 의원으로부터 얻은 웅답 결과{견해)를 역시 재부호화한 

수치와의 상관정도， 즉 상관계수를 산출한 다음， 이런 방식으로 얻은 18개 지 

역구의 상관계수 전체를 합하여 평균한 수치가 바로 피어슨 r이 된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얻어진 피어슨 r은 한 지역구당 85명에서 88명에 이르는 비교적 

소규모의 표본으로부터 얻어졌기 때문에 비록 무작위 표집이나 다름이 없다 

하더라도 보다 많은 수의 표본에서 얻은 값보다 측정오차가 클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역구민의 견해와 다른 변수 간의 상 

관관계(AB， AC, AD 상관관계)에는 피어슨 r의 산출 방법을 다소 수정한 조정 

된 피어슨 r16)이 사용된다. 어떤 정책문제에 대한 두 변수 간의 피어슨 r 계수 

16) 조정된 피어슨 r계수는 콘버스와 펴어스의 프랑스 하원의원의 대표성에 관한 연구 
(Converse and Pierce, 1986)와 파라의 서독 하원의원의 대표성에 관한 연구(Farah， 1984) 

에도 사용된 것으로， 이 방식의 원리는 대략 다옴과 같다'. Xj는 지역구 l에 있어서 평균 

(이를테면 전체 지역구민 견해의 평균)의 진실값이고 (i= 1, 2, ... , 1), X;는 지역구 i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얻은 펑균(관측값 또는 측정값)이라고 하자. 

X i= Xi+ ei----(1). 여기서 ei는 지역구 i에서 유권자를 표본추출함으로써 생기는 오차 

이다. Yi는 지역구수준의 변수인 y(이를테면 의원의 견해)의 지역구 l에 해당되는 값으 

로서 표본으로부터 얻은 관측값에 내재된 오차의 영향과 무관하다. 우리는 상관계수 

rXy의 관측값으로부터 진실값 ι를 연역하고자 한다 (1)에서 Xi를 Xi-x로， Xj를 

Xi- X로， ei를 e/-e로 바꾸고， 양변에 Yi-Y를 곱해준 다음에 i=l로부터 i=I까지 더 

하면 (X, ε e, Y는 각각 X, x, e, y의 평균이다) 

il(Xi-쩌(Yl i= il(x，-치(y，- 괴+ i，(e1- 김(Yi- ÿ)----(2) 

그런데 정의에 의하여 rXy~SX끼SxSy= Cl/SxS)' (1/0 힐(Xi-져(Yi- y)이다 여기서 
Sx와 Sy는 각각 x, y의 표준편차이고 SXy는 X와 y의 공분산이다 그러므로 

1 rX,sxSy= 1 rX,sxSy+ 1 r씨.Sy----{3) 표본추출의 방법으로 볼 때 E(r.xl = E(rey) = 0으 

로 가정할 수 있으므로 (3)의 마지막 項은 0이 된다 따라서 rx，sx= μSx---{4) 

rXY = rXySXI Sx----{5). VarCx) = Va rC x+e) = Va rC x) + Vaκe) ， 즉 Sx2 = S/ + S/-• 6) 

(6)에서 Sx를 구하여 (5)에 대입하면 “ = rx，sxl{S!="궁2= rx'/π각균ISY---{7). 즉 
rxy의 기대값은 관측값인 rXy를 조정계수 a로 나누어 구할 수 있다. 이 때 

a=다τ강껍짜---(8). s.z과 s，2의 값은 분산분석에서 얻을 수 있다. 집단 (즉 지역 

구)내 차의 자승합 ( SS within: sum of squares within group‘)을 자유도 N- l( N은 총 표 

본수)로 나누어 구한 집단내 평균자숭 (MSw싸찌 mean square within groups)에서 s.z 

의 값을， 집단간 차의 자숭합 (SS between: mean square between gro매s)에서 Sx2의 값을 

구한다. a= V 1- (MS withi:η I MS between)----(9). 이상의 설명은 길승홈 외 1992 ,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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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계수)가 크다는 것은 그 두 변수 간의 상관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 

를 들어 금융실명제 문제에 대해 지역구민의 의사와 그 지역 의원의 의사 간의 

피어슨 r 계수가 높게 나오면 금융실명제에 대한 지역구민과 의원 간의 의견 

합치도가 높다는 것이다 17) 

<표 3-1>은 지역구민 견해(A)와 의원 견해(B)의 상관관계를 조정된 피어슨 

r 계수로 나타낸 것이다. 이 표에 제시된 16개 정책문제는 설문조사 당시 비교 

적 논쟁의 정도가 컸고， 또 정치 • 사회적 의미가 높다고 판단되는 문항을 정치 

분야에서 6가지， 국방 · 통일 · 외교 분야에서 4가지， 그리고 경제 • 사회 분야에 

서 6가지를 선택한 것이다. 

표에서 볼 때 대부분의 정책문제에서 지역구민 견해와 의원 견해 간에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조사 대상 16개 정책문제의 평균 상관 

계수(조정된 피어슨 r)가 0.15에 불과하다 18) 비교적 높은 수준의 양+)의 상관 

관계를 보이고 있는 정책문제는 노사분규시 정부개입， 과외허용， 국방비 비중 

강화， 언론자유 제한 둥으로 상관계수가 0.30 이상이다. 다시 말하건대 상판계 

수(조정된 피어슨 r)가 앨+)의 방향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이러한 문제들의 경 

우 지역구민 다수의 견해와 그 지역 의원의 견해가 합치될 가능성이 다른 정책 

문제들에 비해서는 높다고 할 수 있다 

에 의존하였다. 

17) 어떤 두 변수에 대한 피어슨 r 계수의 절대값이 작다는 것은 이 두 변수 간에 특별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상당한 음-(-)의 수치가 나온다는 것은 
두 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폰재하기는 하나 그 방향이 서로 반대라는 것을 의미한다. 

18) 여러 정책문제에 대한 이 정도의 평균 상관계수는 절대적으로는 낮은 수준이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교하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조사 시기가 서로 달라 단순 수평비교 
에는 다소 문제가 있긴 하나 멜러-스톡스가 미국 하원의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이 상관계수가 0.36(3 개 정책문제 평균)으로 나타나 상당히 높은 반면， 콘버스-피어스 

가 프랑스 하원의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0.07(9개 정책문제 평균)， 파라가 서독 

하원의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0.12(6개 정책문제 평균)의 상관계수가 나와 우리 

의 경우보다 더 낮았다 (Miller and Stokes 1966; Converse and Pierce 1979; Farah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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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지역구민 견해(A)와 의원 견해(8)의 상관관계 

정책문제 
조정된 피어슨 계수 

(r') 

I 정치 
언론자유제한 0.32‘ 
내각제개헌 - 0.24' 
기초의회선거 정당개입 0.20‘ 
정치자금국고지원 - 0.25' 
노조정치활동허용 - 0.09' 
전교조합법화 0.24‘ 

II. 국방/통일/외 교 
국방비비중강화 0.33' 
주한미군철수 0.04' 
개별적 북한접촉 허용 0.22' 
남북한 다양한 교류 우선 0.33' 

III. 경제/사회 

노사분규시 정부개입 0.43' 
재벌규제완화 0.11' 

금융실명제실시 0.19‘ 
노사분규시 노조양보 0.17' 
수입개방 - 0.24' 

과외허용 0.39' 

* 사례수는 각 18. 

반면 음-(-)의 방향이나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정 

책문제들은 정치자금 국고지원， 내각제 개헌， 수입개방， 노조정치활동 허용， 주 

한미군 철수 동으로 상관계수가 0.05 이하이다. 이 중 특히 정치자금 국고지원 

과 내각제 개헌， 그리고 수입개방의 문제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음{-)의 상관관 

계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정치자금 국고지원에 반대하는 지역구민이 많은 

지역구일수록， 그리고 내각제에 반대하는 지역구민이 많은 지역구일수록， 그리 

고 수입개방에 반대하는 지역구민이 많은 지역구일수록 그 지역 의원의 견해 

는 각각 그 반대， 즉 정치자금 국고지원 찬성과 내각제 찬성， 그리고 수입개방 

찬성의 견해를 갖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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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범주별로 볼 때 대체로 국방 • 통일 • 외교 분야와 경제 • 사회 분야의 상 

관계수(평균 상관계수가 각각 0.23 , 0.11)가 정치분야의 상관계수(평균 0.03)보 

다 높으나， 각 범주 내 정책문제별로 편차가 심해 정치분야에 비해 다른 두 분 

야에서 지역구민과 의원 간에 보다 높은 연계성이 이루어져 있다고 일반화시 

켜 말하기는 곤란하다. 

〈표 3-2(1)> 지역구민(A)과 출신 의원(B) 간 정책적 입장의 격차에 대한 중분 

류분석 (통제전 결과) 

언론자유제한 노조정치활동허용 정치자금국고지원 

배경변수 (총평균 1.83) (총평균 = 2.20) (총평균 = 2.36) 
(사례수， N) 총평균과의 eca 총평균과의 eca 총평균과의 eca 

편차 편차 편차 

의훤륙생 

연령 
55셰이해12) 0.15 0.19 0.25 
56세이생6) -0.30 0.24 -0.38 0.24 - 0.5 1 0.26 

갱당 
야당'(6) 0.22 0.17 0.50 
여댐12) -0.11 0.17 -0.09 0.11 - 0.25 0.26 

의훤정혁 
초선(9) -0.13 -0.02 0.65 
2선이생9) 0.13 0.14 0.02 0.01 - 0.65 0.48 

션거구특성 

지역 
서윌4) -0.24 -0.29 - 0.80 

중부(6) -0.42 -0.81 0.49 

호남(3) 0.35 0.29 0.73 

영남(5) 0.48 0.44 1.03 0.65 - 0.38 0.43 

도시화수준 
도시(10) -0.04 0.04 - 0.01 

농촌(8) 0.05 0.24 -0.05 0.04 0.02 0.01 

지역구민교육수준 
저(9) 0.13 0.08 - 0.21 
고(9) -0.13 0.15 -0.08 0.07 0.21 0.16 

의훤쟁당선호율 
43.4%이해9) -0.10 -0.21 - 0.19 
43.5%이싱'(9) 0.10 0.11 0.2l 0.19 0.19 0.24 

* 총사례수는 각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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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 지역구민(A)과 출신의원(B) 간 정책척 입장의 

격차에 대한 중분류분석 (통제전 결과) 

재벌규제완화 노사분규시 노조양보 

배경변수 (총평균 1.69) (총평균 1.09) 
(사례수， N) 총평균과의 eta 총평균과의 eta 

편차 편차 

의훤혹생 

연령 
55세이하(12) 0.12 0.01 
56세이생6) - 0.24 0.32 - 0.02 0.05 

쟁당 
야딩"(6) - 0.05 0.00 
여댐12) 0.03 0.07 - 0.00 0.01 

의현경력 
초선(9) - 0.05 0.07 
2선이생9) 0.05 0.10 - 0.07 0.21 

득표율차 
18%이하(10) - 0.13 0.03 
19%이생8) 0.16 0.27 - 0.04 0.10 

션거구흡생 

지역 
서윌4) - 0.19 - 0.03 
중부-(6) - 0.15 0.09 
호남(3) 0.10 0.15 
영남(5) 0.27 0.36 -0.17 0.35 

도샤화수준 
도λ1(0) 0.00 0.05 
농촌(8) - 0.00 0.00 - 0.06 0.17 

지역구민교육수준 
저(9) - 0.03 - 0.13 
고(9) 0.03 0.06 0.13 0.36 

의원청당션효율 
43.4%이하(9) 0.01 - 0.02 
43.5%이생9) - 0.01 0.02 0.02 0.04 

* 총사례수는 각 18. 

지금까지 지역구민과 그 지역 의원 간의 견해 차이의 정도를 상관계수(조정 

된 피어슨 r)를 통해 알아 보았다. 이어서 이러한 견해 차이가 의원의 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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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연령， 소속 정당， 의원 경력， 지난 선거에서 2위와의 득표율 차 등)별로， 

그리고 의원이 속한 지역구의 특성(소재 지역， 도시화 수준， 지역구민 교육수 

준， 의원 소속 정당에 대한 지역구민의 선호도 등)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 

는지를 살펴 보고자 한디-(<표 3-2>). <표 3-2> 에 제시된 수치는 개별 지역구 

별로 의원과 지역구민 개개인의 의견 차이를 제곱하여 평균을 낸 수치를 종속 

변수로 하고 의원이나 선거구의 주요 특성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중분류분석을 

한 결과이다. 분석의 대상이 되는 사례수(18)가 적기 때문에 다변수분석을 하 

기에는 무리가 있어 각 독립변수별로 범주의 수를 최대한 줄이고 통제전 결과 

에만 주목하여 탐색적 수준에서 검토하였다 또한 이 표에서 분석 대상으로 하 

고 있는 정책문제는 <표 3-1> 의 167R 정책문제 중 리커트(Rensis Likert) 척 

도19)에 의해 측정한 5개 문제(언론자유제한， 노조정치활동 허용， 정치자금 국 

고지원， 재벌규제 완화， 노사분규시 노조양보)에 국한하였다. 

이 표에서 의원 연령별로 볼 때 56세 이상의 연령 집단이 그 이하의 연령 집 

단보다 조사 대상 5개 문제 모두에서 일관되게 지역구민과의 견해 차이가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의 소속 정당별로는 야당 의원보다 여당 의원이 대체로 지역구민과의 

견해에 보다 더 가깝다. 5개 문제 중 재벌규제완화의 문제에서만 근소한 차이 

의 예외를 보일 뿐이다. 

의원 경력별로는 여러 정책문제 전반에 걸친 뚜렷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다만 정치자금 국고지원의 문제에서는 재선 이상 의원의 견해가 초선 

의원의 견해보다 지역구민의 견해에 상당한 정도로 더 가깝게 나타나 주목을 

끈다. 

조사 대상 국회의원들이 의원으로 당선된 제 13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2위 득 

표자와의 득표융 차이가 작었던 의원열수록 그렇지 않은 의원보다 일단은 다음 

선거에서의 재선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런 의원들은 재선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자기가 속한 지역구민의 의사를 보다 충실히 반영하려고 

노력할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 있다 20) 이런 가정이 타당한 것이 되려면 <표 

19) 리커트 척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홍두승 1987, 118-20 참조 

20) 이와 관련한 외국의 연구로서 미국을 대상으로 한 셜리반과 우스레이너의 연구 결과를 
보면， 지난 선거에서 2위와의 득표차가 적었던 지역구에서 첫째， 후보자들의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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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에서 여러 정책문제에 대한 의원 자신과 지역구민과의 견해 차이가 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분석 결과는 이러한 가정을 일관되게 뒷받 

침하지는 않고 있다. 이는 의원의 재선 여부가 지역구민과의 정책선호의 합치성 

보다는 지역 민원해결이나 지역사업 유치와 같은 비정책적 성격의 활동과 보다 

더 큰 관련성이 있다는 일반적인 인식을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러 가지 지역구 특성 중 우선 지역구 소재 지역별로 볼 때 서울 지역의 선 

거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여러 정책문제에 걸쳐 의원과 지역구민 간의 견해 차 

이가 대체로 작다는 점이 쉽게 눈에 띈다. 서울 지역의 경우 조사 대상 다섯 

문제 모두에서 견해차의 총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 

으로 호남 지역은 조사 대상 다섯 문제 모두에서 견해차의 총평균보다 높은 수 

치를 기록해 호남 지역 의원과 지역구민 간에는 비교적 심한 견해 차이가 존재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서울 지역에서 이러한 차이가 작다는 것은 서울 

지역의 유권자들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를 선택할 때 다른 지역의 유권 

자들보다는 후보자의 정책적 입장을 보다 중요한 고려 요소로 삼고 있다는 것 

을 의 미 한다{길승흠 외 1992, 165). 

지역구의 도시화 수준이나 지역구민의 교육수준은 의원과 지역구민 간의 견 

해 차이에 일관된 영향은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시화 수준， 즉 

지역구가 도시 지역이냐 농촌 지역이냐는 여러 정책문제에 걸쳐 총평균과의 

차이가 미미한 정도여서 이러한 견해 차이와 거의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 

의원이 속한 정당을 선호하는 지역구민이 많은 지역구가 그렇지 못한 지역 

구보다 의원과 지역구민 간의 견해 차이가 일반적으로 작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될 수 있다.21) 그러나 <표 3-2> 에 나타난 결과는 이러한 예측을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있다. 조사 대상 5개 정책문제 중 재벌규제완화를 제외한 4개 정 

성향은 서로 멸어지는 경향이 있고， 둘째， 지역구민 견해에 가까훈 후보자가 당선될 가 
능성이 보다 높으나， 셋째， 비록 어떤 후보자의 성향이 현역 의원보다 지역구민의 견해 

와 비슷하다 하더라도 그 후보보다는 현역 의원이 재선될 가능성이 더 높E다대t<Su미페l니씨II…li때n 

and Us야laner 1978, 542-52). 
21) 독일(서독)의 사례를 연구한 파리~Barbara G. Farah)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여러 정책문 

제에 대한 의원이 속한 정당을 지지하는 지역구민의 견해와 해당 지역구 의원 견해 간 

의 상관계수가 그렇지 않은 지역구민의 견해와 의원 간의 상관계수보다 평균 0.40 높 
게 나타났디~Farah 1980, 1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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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문제에서 의원이 속한 정당을 선호하는 지역구민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구 

에서 오히려 위 양자 간의 견해 차이가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 

은 유권자의 정당 선호가 정당의 정책과는 별 관계없이 이루어지며， 유권자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이나 정책보다는 인물 위주의 투표를 한다22)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N. 지역구민 견해에 대한 국회의원의 인지 

의원이 지역구민의 견해를 자신의 의정활동을 통해 대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면 먼저 지역구민의 견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 

할 경우 의원 자신은 의회 내에서 지역구민의 견해를 충실히 반영했다고 생각할 

지라도 실제로는 지역구민의 견해가 대표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국회의원이 지역구민의 견해를 얼마나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여러 정책문제에 대한 국회의원의 견해와 지역구민의 견해에 대 

한 국회의원의 인지 간의 상관관계를 조정된 피어슨 r을 통해 살펴 보고자 한다. 

만약 지역구민 견해에 대한 국회의원의 인지가 정확하지 못한 결과가 나온 

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또한 지역구민 견해에 대한 

국회의원의 인지에 의원 자신의 견해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가 이어 

서 탐구될 것이다. 

1 . 지역구민 견해와 지역구민 견해에 대한 의원의 인지 간의 상관 

관계 

〈표 4-1>은 여러 정책문제에 대한 지역구민의 견해(A)와 의원이 인지하는 

22) 우리나라의 유권;;t.r들이 선거에서 인물위주의 투표를 한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에서 밝 

혀진 바 있다. 제 14대 국회의원 총선거(1992년 3월 24일 실시)를 예로 틀 경우 총선 직 

전 실시된 유권자 설문조사에서 투표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웅답자의 42.6%가 후보자의 인물됨됨이라고 웅답하 

였고 소속 정당은 24.9%, 후보자의 정견은 12.7%의 웅답자가 나왔다{이정복 1993, 
125-8) 한국 유권자의 인물위주 투표성향에 대한 여러 연구 결과는 조기숙 1995 , 160 

에 종합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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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민의 견해(c) 간의 상관관계를 표시해 놓은 것이다. 분석의 대상이 된 정 

책문제는 설문지에서 의원을 대상으로 지역구민의 견해를 물어 본 내각제 개 

헌둥의 7개 문제이다. 7개 문제 중 개별적 북한접촉 허용의 문제에 대해서는 

18개 지역구 의원 중 2명의 의원이 응답하지 않아 조사 대상 지역구 사례수가 

16이 되었고， 나머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1명의 의원이 응답하지 않아 그 사례 

수가 17이 되었다. 

〈표 4-1> 지역구민의 견해(A)와 의원이 인지하는 지역구민 

견해(c)의 상관관계 

정책문제 

I 정치 
내각제개헌 

기초의회선거 정당개입 
노조정치활동허용 

II. 국방/통일 

국방비비중강화 

개별적 북한접촉 허용 

III. 경제 
노사분규시 정부개입 

금융실명제실시 

조정된 피어슨 계수 (c') 

- 0.17‘ 

0.20‘ 
- 0.07' 

0.31' 
0.47' 

0.49' 

- 0.07' 

* 사례수는 개별적 북한접촉허용의 경우 16이고， 그외는 각 17. 

이 표에서 볼 때 지역구민 견해에 대한 의원의 인지가 비교적 정확한 정책문 

제와 그렇지 않은 정책문제가 확연히 구별이 된다. 노사분규시 정부개입， 개별 

적 북한 접촉 허용， 국방비 비중 강화， 그리고 기초의회 정당개업의 문제에서 

는 상관계수가 모두 0.20 이상으로 지역구민 견해에 대한 의원의 인지가 비교 

적 정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각제 개헌과 노조정치활동 허용， 그리고 금융 

실명제 실시의 문제에서는 그와는 대조적으로 지역구민 견해에 대한 의원의 

인지가 모두 음-(-)의 상관계수가 나올 정도로 정확하지 옷했다. 

이러한 결과를 〈표 3-2> 에 나온 지역구민 견해(A)와 의원 견해(B)의 상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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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결과와 대조할 때 두 관계가 대체로 비슷한 ÓJ: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AB 상관계수가 높은 정책문제에서 AC 상관계수도 높게 나타 

나며， 반대로 AB 상관계수가 낮은 정책문제에서는 AC 상관계수도 낮게 나타 

나고 있는 것이다. AB 상관계수와 AC 상관계수가 이처럼 대체로 비례하는 경 

향을 보이는 데는 어떤 필연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AB 상관계수는 

낮더라도 AC 상관계수는 얼마든지 높게(혹은 그 반대의 경우7}-) 나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경우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 것은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민의 견해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 없이 주로 의원 자신의 견해 

를 지역구민의 견해로 투영시킨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추측은 이 

어서 이루어질 의원의 견해와 의원이 인지하는 바의 지역구민 견해 간의 상관 

관계 분석에서 확인이 되겠지만， 만약 그러한 추측이 사실로 판명된다면 의원 

의 지역구민 견해 대표성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AC 상관계수가 -0.17로 제시된 7가지 정책문제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내 

각제 개헌의 문제가 이의 전형적인 예이다. 이 문제는 AB 상관계수 또한 -0.24 

로 제시된 16개 정책문제 중 두번째로 낮은 수준인데， AB 상관계수가 이처럼 

낮은 상태에서 AC 상관계수 또한 최저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나타 

난 지역구민 다수의 견해는 대통령제 선호이나 내각제를 선호하는 다수의 의 

원들 중 상당수가 자기 지역구민의 다수 의사가 자신의 의사와 마찬가지로 내 

각제를 선호할 것이라고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의원 견해와 지역구민 견해에 대한 의원의 인지 간의 상관관계 

〈표 4-2>는 의원 자신의 견해(B)와 의원이 인지하는 바의 지역구민의 견해 

(c) 간의 상관관계를 표시해 놓은 것이다. 분석의 대상이 된 정책문제와 지역구 

사례수는 지역구민의 견해와 의원이 인지하는 바의 지역구민 견해 간의 상관 

관계를 분석한 앞의 〈표 4-1> 의 경우와 동일하다. 다만 이미 앞에서 지적했듯 

이 지역구민의 견해와 관련된 분석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계수로 조정된 피어 

슨 r이 아닌 단순 상관계수가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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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의원 자신의 견해(B)와 의왼이 인지하는 지역 

구민 견해(q의 상관관계 

정책문제 단순상관계수 (r) 

I. 정치 

내각제개헌 
0.76 

기초의회선거 정당개입 
0.62 

노조정치활동허용 
0.52 

11. 국방/통일 

국방비비중강화 
0.69 

개별적 북한접촉 허용 
0.44 

III. 경제 

노사분규시 정부개입 
0.80 

금융실명제실시 
0.41 

* 사례수는 개별적 북한접촉허용의 경우 16이고， 그외는 각 17. 

이 표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분석의 대상이 된 모든 정책문제에서 

AB 상관관계나 AC 상관관계에서는 볼 수 없었던 아주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 

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노사분규시 정부개업과 내각제 개헌의 문제에서는 완 

전한 합치(상관계수 1)에 가까운 0.80과 0.76의 상관계수를 나타냈다. 모든 정 

책문제의 상관계수가 0.40 이상으로 앞에서 살펴 보았던 AB 상관계수나 AC 

상관계수를 상당한 정도로 넘어서고 있다. 다만 개별적 북한접촉 허용의 문제 

만 AC 상관계수(0.47)에 근소하게 못미치는 예외를 보일 뿐이다. 이러한 결과 

는 AB 상관계수가 큰〈작은) 정책문제의 경우 AC 상관계수 또한 크게(작게) 나 

타난다는 사실에 비추어 지역구민의 견해에 대한 의원의 인지가 주로 의원 자 

신의 견해가 투영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앞서의 예측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라 할 수 있다.<표4-3>과 〈표 4-1>에서 AB 상관계수와 AC 상관계수의 크 

기가 비슷한 정책문제들(예를 들어 노사분규시 정부개입， 내각제 개헌， 국방비 

비중 강화， 기초의회선거 정당개입 등)이 그렇지 않은 문제들보다 BC 상관계수 

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 또한 지역구민의 견해에 대한 의원의 

인지가 주로 의원 자신의 견해에 높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다. 



76 

V. 국회의원의 표결성향과 지역구민 대표성 

의원에 의한 지역구민 견해의 대표는 최종적으로 의원의 원내 표결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러한 대표의 과정이 지역구민의 견해가 바로 의원의 원 

내 표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밀러.스톱스 모형에 의하면 의원의 원내표결 

은 지역구민 견해에 대한 의원의 인지를 통해 이루어지며， 만약 의원이 지역구 

민의 의사를 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의원 자신의 소신에 의해 원내표결이 행해 

지게 된다. 따라서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민의 의사를 원내에서 얼마나 충실히 

대표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의원의 원내표결과 의원 자신의 견해， 

그리고 의원의 원내표결과 지역구민의 견해에 대한 의원의 인지 간의 상관관계 

에 대한 분석이 종합적으로 비교 · 검토되어야 한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작업 

을 수행하고자 한다. 즉， 의원 견해(B)와 의원의 원내표결(D) 간의 상관관계， 지 

역구민의 견해에 대한 의원의 인지(c)와 의원의 원내표결(D) 간의 상관관계， 그 

리고 지역구민의 견해(A)가 어떤 경로를 거치든간에 결과적으로 의원의 원내표 

결(D)에 의해 대표되는 정도(AD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한국 의원의 대표 방식이 독립적 수탁인 유형인지 아니 

면 대리인 유형인지를 또한 알아볼 수 있다. 만약 분석결과 BD 상관계수가 CD 

상관계수보다 높게 나온다면 한국 의원의 대표 방식은 수탁인 유형에 보다 가 

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 즉 CD 상관계수가 BD 상관계수보 

다 높게 나온다면 대리인 유형에 근접한다고 할 것이다.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전제되어야 할 사항은 이미 앞의 연구방법에서 

밝혔듯이 의회에서 기명투표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의원 개인별 표결기록이 잘 

유지되고 있는 미국이나 영국 등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 국회의 경우 대부분의 

표결이 무기명방식으로 이루어져 개인별 표결기록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지 못 

하기 때문에 의원의 원내표결 그 자체를 분석의 변수로 삼기는 힘들며， 따라서 

의원의 원내표결을 의원의 표결의도 또는 표결성향으로 개념화하여 실제로는 

의원이 속한 정당의 당론 (혹은 민자당 의원의 경우 각 계파의 입장)으로 대체 

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우리 의원의 표결이 엄격한 정당기율로 인해 극히 예외 

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정당의 입장에 따른 이른바 정당일치 투표(민자 

당 내 계파별로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정책문제의 경우 계파의 입장에 따른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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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종의 편법은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1 . 으|훤의 표결성향 

의원의 표결성향과 다른 세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우선 여러 

정책문제에 대한 각 정당별 (그리고 민자당 내 각 계파별로 정책적 입장이 다 

른 경우 민자당 내 계파별) 입장을 알아 보았다. 분석의 대상이 된 정책문제는 

설문지를 통해 지역구민의 견해에 대한 의원의 인지가 조사된 7개 문제이다. 

또 이러한 정책문제에 대한 각 정딩1혹은 계파)의 입장은 의원설문조사가 실시 

된 1991년 4-5월을 전후한 시기에 국회 내에서 이루어진 의원의 발언이나 언론 

에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판단하였다 23) 분석 결과를 미리 밝힌다면 조사 대 

상 7개 문제 중 모든 문제에서 여야의 입장이 대립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내각제 개헌의 문제에서는 여당 내 계파별로도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것으 

로 파악되었다. 

1) 내각제 개헌 

기존의 대통령중심제를 내각책임제로 전환하는 문제는 설문조사가 실시된 

1991년 당시 우리 정계의 가장 뜨거운 이슈 중의 하나였다. 당시 내년으로 다 

가온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당 간 그리고 여당 내 각 정파 간의 이해관 

계가 서로 복잡하게 엇갈리면서 때로는 공개적으로 또 때로는 물밑에서 내각 

제 개헌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우선 이 문제에 대한 야당의 입장은 대통령제 고수로 일관되게 확고하였다. 

1991년 4월 1 일， 당시 제1야당인 평민딩t이후 신민당， (통합)민주당으로 변경) 

의 김대중 총재는 여당인 민자당의 김영삼 대표최고위원과의 이른바 ‘대구회 

동’에서 당시 여야 간의 현안문제였던 공안통치배격， 광역의회선거 6월 실시，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처리， 지역감정해소를 위한 공동노력 등과 함께 내각제 

23) 국회 내에서 행해지는 의원의 발언은 의원의 개인척 소신이라기보다는 소속 정당의 입 
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우리 정당정 

치의 엄격한 기율성을 감안할 때 의원의 개인적 소신이 당론과 배치된다 하더라도 국 
회 내에서 그러한 개인적 소신을 공식적 발언을 통해 드러내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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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불가라는 합의사항을 전격 발표하였다{동아일보 1991/4/2, 3; 경향신문 

1991/4/2, 2). 이후로도 김대중 총재는 개인적으로 내각제를 선호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진 노태우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임기 중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지 않 

는다는 확약을 받기 위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노대통령에게 이의 확인을 요구 

하였다. 

평민당과 민주당에 이어 신민당과 민주당으로 병립하던 야권이 1991년 9월 

10일 (통합)민주당으로 통합을 선언하면서 발표된 합당선언문에서 이 통합 야 

당은 “ ...... 어떠한 반 민주적 움직임도 국민과의 굳건한 유대를 통해 저지시 

킬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내각책임제 개헌을 단호히 거부할 것이다 ...... "(국 

민일보 1991/9/10, 3)라고 밝혀 내각제 반대가 전 야당의 통일된 의지임을 거듭 

표명하였다. 

야당의 통일된 반 내각제 입장에 비해 내각제에 대한 여당인 민자당의 입장 

은 당내 각 계파별로 상반되게 나타냈다. 우선 김영삼 당시 민자당 대표최고위 

원을 정점으로 하는 민주계는 대통령제 고수 입장을 강력하게 천명했다. 김최 

고위원의 대통령제 고수 방침은 앞에서 언급한 김대중 당시 평민당 총재와의 

‘대구회동’에서 이미 밝힌 바 있듯이 이 회동에서 김최고위원은 내각제 문제를 

재차 확인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체의 단서없이 ‘안한다’고 못박고 더 나아가 

‘제 14대 국회에서도 반대한다’고 함으로써 이 문제를 완전히 물건너간 것으로 

치부해버렸다{동아일보 1991/4/2, 3). 

그러나 민주계와는 탈리 민정계와 공화계는 내각제 개헌에 상당한 마련을 

보였다. 민정계의 경우 우선 최고 지도자인 노태우 대통령이 공식적으로는 내 

각제 개헌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내각제를 

선호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다{한국일보 91/4/3 , 3). 또한 평 

소 노대통령과 함께 내각제에 상당한 비중을 두어온 이훈구， 이한동 의원 등 

민정계의 중진 의원들은 앞서 언급한 김영삼 최고위원과 평민당 김대중 총재 

의 대구회동 합의사항에 대해 당내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김최고위원의 일 

방적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공식적으로 해명요구를 하였디{중앙일보 91/4/2, 1). 

민자당 내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열세에 놓여있던 공화계는 차기 정권에서도 

현 수준 만큼의 정치적 지분을 확보하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해서 

는 내각제 개헌이 필수적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당시 공화계 김홍만 의원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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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발언은 공화계의 내각제 선호 입장을 잘 나타내고 있다. 

· 지역감정과 이로 인한 사회분열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라도 권력 
구조 문제를 신중히 검토할 생각은 없으신지 (총리의) 견해를 묻고 싶습 

니다 … (종략) … 사실 오늘날 이런 지역감정과 사회불안， 분열， 혼란 동 
심각한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고 했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며 또 이러한 망국적 병폐인 지역감정과 대결이 국가 장래에 어떤 결 

과를 초래한다고 보시는지 총리께서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분 

명히 밝혀 주시고 또 선거는 제대로 치러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 심히 우 

려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 (제 13대 제 155회 국회 본회의 제2차 회의 

회의록， 1991/7/9, 16-20). 

2) 기초의회선거 정당개입 

기초의회선거에 정당이 개입하는 문제 또한 내각제 개헌 만큼이나 여야 간 

에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당초 제 13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여소야대의 상황에 

서 두 차례(1989년 3월과 12월)에 걸쳐 개정된 지방자치관련법안에는 지방자치 

선거에서의 정당개입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1990년 l월 3당합당을 통해 여소 

야대의 국회가 여대야소로 바뀌면서 거대 여당인 민자당은 그해 12월 지방자 

치법을 다시 수정， 광역자치단체 선거에는 정당의 참여를 허용하고 기초자치 

단체 선거에는 이를 배제하였다. 당시 야당은 이전 선거법에 규정된대로 지방 

자치선거에서의 정당참여를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이 문제로 인해 지방자치선 

거가 계속 미뤄질 경우 득보다는 실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여당과 타협을 한 

것이다. 야당의 기초의회선거 정당개입 허용입장은 여러 의원들의 원내 발언 

에서도 잘 드러난다. 평민당 중친인 조세형 의원은 국회 내무위원회에서 다음 

과 같이 발언했다 . 

... 이 지구상에서 지방선거에 정당추천제를 배제하고 있는 나라가 과 
연 어디에 있는지 … (중략) ... 정당추천제는 지방선거법에 있어서 거의 
필수적인 것입니다 .... (중략') ... 정당의 조직원이 지자제 선거를 통해 발 

전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정부 여당이 이제와서 정당추천제를 실 

시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돈 많고 친여적인 성향의 지방유지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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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금 지방의회를 구성하여 앞으로도 중앙정부가 지방행정에 계속 간섭하 

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 (제 13대 제 148회 국회 내무위원회 제4 

차 회의 회의록， 1990/3/7, 9-14, 15-17). 

이와 같은 야당의 지방자치선거에서의 정당개입 주장에 대해 여당은 반대 

입장을 확고하게 표명하고 있다. 다음은 민자당 김기배 의원(민정계)의 국회 행 

정위원회 발언 내용과 김제태 의원(공화계)의 국회 내무위원회 발언 내용이다 

... 정당문화가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으며 민주적 관행의 정착 

이 미홉한 우리의 현실에서 광역의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정당개업이 허용되고 있는데 지방의회의원마저 정당이 공천한다면 정당 

이 중앙당 중심으로 운영되거나 중앙의 정치목적이나 전략의 일환으로 

그 선거가 이용될 소지가 많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제 13대 

제 154회 국회 행정위원회 제 l차 회의 회의록， 1991/4/29, 9) . 

... 지방자치제 실시의 기본 목적이 지역주민들이 자기들 일을 공동체 

로 해결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건전한 육성이 

라든가 발전을 위해서 또 정착을 위해서는 정치참여 이런 것을 당분간은 

배제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당의 기본 입장입니다 .... (제 13대 제 148회 

국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 회의록， 1990/3/9, 32) 

3) 노조정치활동 허용 

본 논문의 기본 자료로 이용되고 있는 설문조사가 실시될 당시 노조정치활 

동 허용에 관한 민자당의 입장은 반대， 야당의 입장은 찬성으로 공식화 되었다. 

설문조사 실시 얼마 전인 1991년 1월 경 당시 우리 사회에는 노조의 정치활 

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었다 한국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이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제 12조24)가 헌법에 보장 

24) 노동조합법 제 12조는 노동조합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 

선시키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없고 조합원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정수할 수 없으며， 노동 

조합기금을 정치자금에 유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조의 정치활통을 가로막고 

있는 이 조항은 5 . 16 군사쿠데타 직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변칙적으로 개정， 신설 
된 것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와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악법 규정이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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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근로자의 단결권과 국민의 평동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조항 

의 위헌여부를 가려 달라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고， 각 언론사들 

이 노총의 헌법소원을 긍정적인 시각에서 보도하면서 이러한 분위기는 급속히 

여론화되어 나갔다. 당시 한국일보는 ‘노조의 정치참여 정치권이 본격 논의할 

때가 됐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헌법이 국민 모두에게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 

는 만람 노조와 그 구성원들도 마땅히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관계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는 견해를 밝혔으며(한국일보 91/1/4, 2), 한겨 

레신문도 ‘노조 정치활동 보장못할 이유 없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노조의 정 

치활동 허용을 강도높게 촉구했다{한겨레신문 91/1/25 , 2). 

이러한 여론을 의식한 듯 민자당은 한때 최각규 당시 정책위의장을 통해， 노 

조의 정치참여욕구가 분출하고 있는데 정치권이 이를 어떤 식으로든 수용해 

줄 수밖에 없고 또 전노협(전국 노동운동단체 협의회)등 재야 노동단체를 제도 

권으로 팔어블이기 위해서도 노총 등 기폰 노동단체에 숨통을 터줘야 한다면 

서， 현행 노동조합법에서 노조의 정치활동을 규제하고 있는 조항을 폐지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 중이라는 사실을 언론에 밝혔다. 여당의 이러한 태도에 대 

해 당시 야당인 평민당은 즉각 이를 환영하면서 한국 노총의 정치참여선언을 

지지하며， 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노동조합법 조항의 삭제는 물론 실질 

적 정치활동 보장을 위한 특례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대변인 성명을 발표했다 

(세계일보 91/1/13 , 2).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 정부와 민자당은 노풍조합의 정 

치참여문제와 관련한 당정회의를 갖고 지난 89년 정부측으로부터 국회에서 재 

의토록 요구받아 계류중인 노동조합법 개정안， 노동쟁의조정법 개정안의 처리 

문제를 논의했으나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취지대로 노조의 정치참여 

를 금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디t조선일보 91/1/26, 2). 

4) 국방비 비충 강화 

국방비 중액에 대한 여야의 입장은 국회 내에서의 표결에 의해 쉽게 관측될 

수 있었다. 제 13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인 1991년 가을의 156회 국회에서는 

국방관련예산의 중액을 둘러싸고 여야 간에 논란이 벌어졌다. 때마침 정부 총 

을 받아 그동안 계속 개정을 요구하는 소리가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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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28.7%를 차지하고 있는{l991년 기준) 국방예산이 감축돼야 한다는 요 

구가 한국개발연구원과 전경련 등에서 대두됐고， 이에 국방부는 국회에서 처 

음으로 국방예산 내역을 큰 항목별로 공개， 예산규모의 타당성을 주장하기도 

했다{동아연감 1992, 71). 이러한 논란 과정에서 여당은 북한의 핵개발 노력 등 

을 이유로 방위비 증가가 불가피하다며 원안 통과를 주장한 반면， 야당 의원들 

은 긴축예산편성 등의 이유를 들며 정부가 제출한 총예산 33조 5 ，050억원 중 

국방비를 비롯 치안유지비， 선거예산 등의 항목에서 l조 6，000억원 정도의 대 

폭적인 삭감을 주장하였다{동아연감 1992, 60). 결국 여야 의원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표결에 부쳐져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숫적으로 우세 

한 여당에 의해 1992년도 국방비 예산은 전년도 보다 12.7% 증가한 8조 4천여 

억원으로 확정 통과되었다. 한편， 이러한 액수는 1992년도 일반회계예산의 총 

규모가 1991년도보다 6.8% 정도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국방비의 비중은 전년 

도보다 강화된 셈이었다〈박찬욱 1994a, 634). 

5) 개별적 북한 접촉 

대학생이나 재야인사가 개별적으로 북한을 접촉하는 것을 허용하는 문제는 

우리 정치 환경의 특수성으로 인해 상당히 민감한 성격의 것으로서 이에 대한 

의원들의 개인적 견해는 여야 간에는 물론 여야 내부적으로도 통일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여야 각 당의 공식적 입장은 여당의 경우 반대， 야당의 경우 찬성 

으로 대체로 정리될 수 있다. 

1989년 3월 재야운동가인 문익환 목사 일행이 정부의 허가없이 돌연 북한을 

방문하면서 촉발된 개별적 북한 접촉 허용에 관한 우리 사회 내의 논란은 문목 

사와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작가 황석영의 방북， 같은 해 6월 한국 카톨릭교 

회 전주교구청 소속으로 미국에 유학 중인 문규현 신부의 방북， 당시 현역 국 

회의원이던 서경원(평민당) 의원의 방북(1988년 7월)에 대한 뒤늦은 포착 • 구 

속 사건， 그리고 역시 같은 해 6월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대표로 평 

양에서 개최된 제 13차 세계청년학생대축전에 참가한 한국외국어대생 임수경 

방북사건 등 일련의 방북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그 절정에 달했다. 이들 방북 

자틀은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받아 방북 후 모두 구속 수감됐다. 

이러한 일련의 방북 사건에 대해 정부 및 여당의 방침은 확고한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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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서경원 전의원， 문익환 목사， 임수경 양， 문규현 신부 등을 석방할 용의가 

없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거듭된 국회에서의 질문에 정원식 당시 총리는 이들 

밀입북 인사에 관용을 베푸는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으며(세 

계일보 91 /7/11 , 6), 최호중 당시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도 1991년 7월 친북 인 

사틀이 주최하는 베를련 범민련 행사에 참가한 전대협 소속 대학생틀에 대해 

이들이 정부의 사전 법적 승인을 전혀 받지 않았고， 이같은 행위가 장기적으로 

남북관계를 저해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엄격한 사법처리는 불가피하 

다고 밝혔다〈한국일보 91 /7/11 , 3). 여당 중진인 김중위 의원도 정부의 허가없이 

북한을 개인적으로 방문하는 재야 인사틀을 민중통일론이나 민중혁명을 주장 

하는 혁명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들은 북한이 2중적으로 통일문제에 접근하게 

하는 구실을 줌으로써 사실상 통일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근 

원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t조선일보 91 /7/11 , 3). 

정부 및 여당의 단호한 부정적 방침과는 달리 야당은 통일논의의 활성화란 

차원에서 보다 다양한 형태의 대북접촉허용을 정부에 촉구하고 방북 인사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민주당의 허탁 의원은 국회 본회의 발언을 통해 임수경 양， 

문규현 신부 등 순수한 동기에서 방북했던 인사들을 석방하여 통일논의의 활 

성화에 기여할 용의는 없논지를 법무부 장관에게 물었고(제 13대 제 152회 국회 

본회의 제3차 회의 회의록， 1991/1/23, 15), (통합)민주당의 조세형 의원은 재야 

인사와 대학생의 방북을 과감히 허용할 용의는 없는지를 최호중 부총리 겸 통 

일원 장관에게 물었다t제 13대 제 156회 국회 본회의 제6차 회의 회의록， 

1991/10/10, 10). 또한 신민당의 김덕규 의원은 정부가 친북 인사 주도의 베를 

린 범민족 대회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남북통일대행진을 개최하려 하면서 

여기에 재야 단체의 단체 이름을 건 참여는 불허하고 개별 참여는 허용한다고 

한데 대하여， 도대체 정부는 언제까지 남북관계에 이러한 경직되고 소모용 정 

책입얀자세로 임관할 컷인지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제 13대 

제 155회 국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회의록， 1991/7/18, 68). 

6) 노사분규시 정 부개 입 

노사분규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개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당의 입장은 찬 

성， 야당의 입장은 반대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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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대 국회 초기 노동운동에 대해 수세적 입장을 취하고 있던 정부 및 여당 

은 1989년에 터진 문익환 목사 방북사건 등 일련의 방북사건을 계기로 공안정 

국을 조성하면서 노동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방침을 정하였다. 이에 따라 

1988년에 79명에 지나지 않던 구속 노동자의 숫자가 1989년 602명， 1990년 

485명으로 급증하였으며， 3당 합당 이후인 1991년에도 486명의 구숙자가 나와 

그 숫자는 줄지 않았다. 또한 정부는 각 기업체에 이른바 ‘무노동 무임금’ 원칙 

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하여 1988년과 1989년에 이 원칙을 준수한 기엽체의 비 

울이 각각 18.8%와 34.2%에 불과하던 것이 1990년과 1991년에는 각각 83.9% 

와 87%에 달하게 되었다{임혁백 1994, 390-2). 

정부 및 여당의 이와 같은 적극적 노사분규 개입방침에 맞서 평민당은 1990 

년 5월 제 149회 국회 임시회에 등원하기를 거부하였는데 당시 등원 거부의 명 

분 중 하나가 정부가 KBS와 현대중공업 파업에 경찰력을 투입 강제 해산시키 

는 등 지나치게 강경하게 대처한 데 대해 항의한다는 것이었다〈길승홈 외 

1992, 173). 또한 평민당의 문동환 의원은 국회 외무위원회에서 쟁의행위에 대 

한 빈번한 경찰력 개입과 노조간부의 대량 구속 둥으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선 

진 공업국들에 의해 우리나라가 노동탄압국으로 지목되어 있어 통상압력을 비 

롯한 여러 국제적인 규제조치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발언을 

통해 정부의 보다 합리적인 노동정책을 촉구했대제13대 제 156회 국회 외무위 

원회 제8차 회의 회의록， 1991/11/12, 39). 

7) 금융실명제 실시 

금융실명제 실시에 대한 의원들의 개인적 견해는 제3，4장에서 자세히 살펴 

보았등이 여야 구분없이 대체로 찬성(점진 실시 또는 즉각 실시)의 반웅이 주 

류를 이루나 여 • 야당의 공식적 입장은 여당의 경우 반대， 야당의 경우 찬성으 

로판단된다. 

1991년 국회회의록에 의하면 금융실명제 실시와 관련하여 많은 야당 의원들 

이 국회 발언을 통해 집중적으로 이의 실시를 촉구하고 있으나 반면 여당 의원 

들은 이에 대한 발언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 의원들에 

게 나타난 이같은 현상은 이 제도의 즉각 실시를 원하는 대부분 유권자와 정부 

• 여당의 사실상의 실시 불가를 의미하는 실시 유보 방침 사이에서 어느 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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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 태도를 표명하기가 곤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한 국 

회 내의 공방은 야당 의원들의 실시 촉구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침묵을 지킨 

채 정부 관계자가 유보 논리를 전개하는 식으로 전개되었다. 다음은 야당에서 

금융실명제 문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제기한 신민당 강금식 의원의 국회 발언 

내용이다 . 

... 사실 금융실명제의 실시는 토지공개념 확대 도입과 함께 6공 정권 
이 자랑스럽게 내건 소위 정의경제의 실현을 위한 제도개혁의 상징물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3당합당이 된 이후에는 금융실명제 

를 실시하면 온 경제가 큰 혼란에라도 빠질 것 같이 야단법석을 떤 적이 

있습니다 금용실명제를 실시하면 돈이 부동산투기 쪽으로 몰리고 중시 

가 파탄되어 결국 경제가 결딴이 나므로 중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 

니다 .... (중략) ... 금융실명제 실시를 전제로 한 조세개혁의 약속은 금융 

실명제 실시 백지화에 따라 사실상 물건너 간 것입니다. 그라면서도 종합 

소득세제의 확충， 증여 · 상속세의 강화，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풍을 
외쳐대고 있습니다만 이들을 제대로 시행하려면 금융실명제가 꼭 필요하 

지 않습니까〉 또한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었더라면 수서비리의 비자금 출 

처를 밝혀내지 않았겠습니까? ... (제 13 대 제 155회 국회 본회의 제4차 회 

의 회의록， 199117/11 , 17) 

강금식 의원 외에도 많은 야당 의원들이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지 않음으로써 

생겨나는 우리 경제의 각종 문제점틀을 지적하면서 이의 실시를 촉구하였다. 

한편 금융실명제 유보와 관련한 정부 • 여당의 입장은 이숭윤 당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의 다음과 같은 국회 내 답변으로 요약될 수 있다 . 

... 금융실명제를 유보했던 것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 

습니다. 왜냐하면 실명제가 이론상으로는 또 이념상으로는 매우 좋은 제 

도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시행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부작 

용과 충격이 우려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실명제를 실시할 경우 우리의 

기업현실상 건전한 기업가라 할지라도 개인재산의 노출을 꺼려서 자금이 

제도금융권으로부터 부동산이나 또는 해외로 이탈되는 문제가 크게 우려 

되었기 때문이고 또한 실제로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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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실명제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기 때문에 실명제가 유보 

된다 하더라도 조세형평문제를 후퇴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 (제 13대 제 152회 국회 본회의 저115차 회의 회의록， 1991/1/25 , 22). 

2. 의원의 표결성향과 다른 세 변수와의 상관관계 

지금까지 살펴 본 여러 정책문제에 대한 의원의 표결성행보다 정확하게는 

각 정당 혹은 정파의 입장， D)과 다른 세 변수， 즉 지역구민의 견해(A)， 의원의 

견해(B)， 그리고 지역구민 견해에 대한 의원의 인지(C)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 

자. 의원의 표결성향은 한 정책문제에 대한 정당t계파)의 입장이 찬성으로 판단 

될 경우 1의 값을， 반대로 판단될 경우 0의 값을 부여하여 다른 변수와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였다. 

<표 5-1>은 BD, CD, AD 상관계수를 종합적으로 표기한 것이다. 먼저 BD 

상관관계를 살펴볼 때 전반적으로 상관계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의원의 표 

결성향과 의원의 개인적 견해가 상당한 정도로 합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기초의회선거 정당개입과 노사분규시 정부개입의 문제는 상관계수가 똑 

같이 7개 문제 중 최고인 0.89로 나타나 의원 대부분의 개인적 견해가 소속 정 

당의 입장과 동일함을 보여 주었다. 이에 비해 국방비 비중 강화와 내각제 개 

헌의 문제에서는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상관계수가 나타나{각각 0.56과 

0.57) 소속 정당t혹은 정파)의 입장과 견해를 달리하는 의원이 적지 않음을 짐 

작케 한다. 

다음으로 CD 상관관계를 보면 BD 상관관계의 경우보다는 낮지만 대체로 

열정 수준 이상의 연계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노사분규시 정부개입과 내각제 

개헌의 문제는 7개 문제 중 가장 높은 상관계수를 보여(각각 0.80과 0.72)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의원이 인지하는 바의 지역구민 견해가 의원의 소속 정딩1흑 

은 정파)의 입장과 높은 수준으로 합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금융실명 

제의 문제에서는 다른 문제들에 비해 현격히 낮은 수준의 상관계수가 나타나 

의원들이 소속 정딩t혹은 정파)의 입장과는 다르게 자신의 지역구민의 견해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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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의원 견해(B)와 의원이 인지하는 지역구민 견해(c) 및 의원의 표 

결성행D)의 상관관계 

정책문제 B와 D(r) C와 D(r) A와 D(r') 

1. 정치 

내각제개헌 0.57 0.72 -0.21' 

기초의회선거 정당개입 0.89 0.56 0.16' 

노조정치활동허용 0.63 0.59 0.14' 

II 국방/통일 
국방비비중강화 0.56 0.52 0.60' 

개별적 북한접촉 허용 0.63 0.50 0.48' 

III. 경제 

노사분규시 정부개입 0.89 0.80 0.45' 

금융실명제실시 0.63 0.31 0.42' 

* B와 D, A와D의 상관관계 산출시 사례는 각 18이며， C와 D의 상관관계 산출시 

개별적 북한접촉허용의 경우는 16, 그외는 각 17. 

BD 상관관계와 CD 상관관계를 비교함으로써 정책적인 측면에서 의원이 유 

권자를 대표하는 방식을 파악할 수 있다.BD 상관계수가 CD 상관계수보다 크 

다면 의원의 유권자 대표방식이 독립적 수탁인 유형이 되고， 그 반대의 경우면 

대리인 유형이 되는 것이다 표에서 볼 때 내각제 개헌의 문제를 제외한 나머 

지 6개 문제 모두에서 BD 상관계수가 CD 상관계수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 

다. 따라서 정책문제에 관한 한 우리 국회의원들의 대표방식은 의원들이 지역 

구민의 의사보다는 자신의 소신에 의해 원내에서의 행동을 결정하는 독립적 

수탁인 유형에 보다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초의회선거 정당개입의 

문제는 BD 상관계수는 아주 높으나 CD 상관계수는 비교적 낮은 수준이어서 

독립적 수탁인 유형이 적용될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정책문제라고 할 수 있 

다. 반면 내각제 개헌의 문제는 CD 상관계수가 BD 상관계수보다 더 낮은 유일 

한 경우로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의원들이 자신의 소신보다는 유권자의 견해 

를 우선해 원내행동을 결정짓는 대리인 유형을 따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D 상관관계는 어떠한 경로를 거치든 간에 지역구민의 견해가 결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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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에 의해 원내에서 대표된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다시 말해 AD 상관계 

수가 높을〈낮을) 경우 의원이 의도했던 그렇지않던 지역구민의 견해가 의원에 

의해 높은{낮은) 수준으로 때표된 것이다. 국방비 비중 강화， 개별적 북한 접촉 

허용， 노사분규시 정부개입， 금융실명제 실시 등의 문제에서 이 계수가 높게 

나타나 지역구민과 의원의 원내 대표활동 간에 높은 수준의 연계를 보인 반면， 

내각제 개헌， 노조정치활동 허용， 기초의회선거 정당개업의 문제에서는 이 계 

수가 낮게 나타나 지역구민의 견해가 의원의 원내 대표활동으로 제대로 이어 

지지 못했음을 보여 주었다. 정책범주별로 볼 때 다른 분야에 비해 정치분야에 

서 지역구민과 의원의 원내 대표활동 간에 정책적 연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 

했다. 정치분야의 세 문제에 나타난 상관계수는 전체 7개 문제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는 권력구조와 선거 등 정당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정치분 

야의 문제에서는 각 정딩t혹은 정파)의 입장이 지역구민의 의사에 대한 심각한 

고려없이 자기 당의 이익만을 우선해 결정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3. 의원의 지역구민 대표성 

지금까지 분석한 각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토대로 의원의 지역구민 대표의 

정도와 방식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그림 5-1 (1), (2)>는 정책문 

제별로 각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종합적으로 표기한 다이아몬드 모형이다. 앞 

에서 이미 분석한 바대로 BD 상관계수가 CD 상관계수보다 높게 나타나 수탁 

인 유형의 대표방식을 보여준 기초의회선거 정당개입 퉁 57H 정책문제를 <그 

림 5-1(1)>에，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로서 대리인 유형의 대표방식으로 드러난 

내각제 개헌 둥 2개 정책문제를 〈그림 5- 1(2)> 에 제시하였다. 또한 각 표 내에 

서는 AD 상관계수가 큰 순서， 다시 말해 의원의 지역구민 대표 정도가 높은 순 

서로 정책문제를 배열하였다. 

이 그림을 통해 의원이 지역구민의 견해를 어느 정도 그리고 어떤 경로로 대 

표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의원이 자신의 원내 대표활동 

에 지역구민의 견해를 반영하게 되는 방식(경로)은 대체로 세 가지이다. 첫째는 

A• B• D 경로로서 지역구민의 견해가 의원의 견해에 반영되고 지역구민의 견 

해가 반영된 의원의 견해가 의원의 원내 대표활동으로 이어지는 방식이다. 둘 

째는 A-<:.• D 경로로서 지역구민의 견해가 의원이 인지하는 바의 지역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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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에 반영되고 이것이 의원의 원내 대표활동으로 이어지는 방식이다. 셋째 

는 A• B• C• D 경로로서 지역구민의 견해가 의원의 견해에 반영되고 이것이 

다시 의원이 인지하는 바의 지역구민 견해에 영향을 미쳐 지역구민의 견해와 

의원의 견해가 종합적으로 투영된 의원이 인지하는 바의 지역구민 견해가 의 

원의 원내 대표활동으로 연결되는 방식이다 물론 또 한가지의 방식으로서 A 

• C• B• D 경로를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A• B• C• D 경로보다 비현실적이 

라 판단되고 또 분석의 지나친 복잡화를 피하기 위해 본 분석에서는 생략하였 

다. 한편 A• D 경로는 지역구민의 견해가 의원의 견해나 지역구민 견해에 대 

한 의원의 인지라는 중간 매개체 없이 직접 의원의 원내 대표활동으로 이어지 

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경우이다. 다이아몬드 모형 

에 나타난 AD 상관계수는 앞서 언급했듯이 A가 D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즉 

인과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위의 네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진 AD 간 

의 결과적 합치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에 따라 먼저 7개 정책문제 중 의원의 지역구민 대표 정도가 가 

장 높은{AD 상관계수 0.60) 국방비 비중 강화 문제에 나타난 의원의 지역구민 

대표성을 분석해 보자.<그림 5-1(1)>에서 BD 상관계수가 CD 상관계수보다 
높게 나타남으로써 원내에서 의원의 대표행위가 의원이 인지하는 바의 지역구 

민 견해보다는 의원 자신의 소신에 보다 더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미 지적한대로 국방비 비중 강화의 문제에서는 의원의 대표방식이 대리인 

유형보다는 수탁인 유형에 보다 가까운 것이다. 또한 BD 상관계수가 높을 뿐 
아니라 AB 상관계수도 비교적 높은 편이어서 지역구민의 견해가 의원의 견해 

를 통해 의원의 원내 대표활동으로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다. CD 상관계수가 
BD 상관계수보다는 낮지만 거의 비슷한 크기를 보여주고 있어 의원의 원내 대 
표행위가 의원이 인지하는 바의 지역구민 견해에도 상당한 정도로 의존하고 

있음을 말해 주는데， AC 상관계수 또한 작지 않은 수치여서 지역구민의 견해 

가 지역구민 견해에 대한 의원의 인지를 통해서도 의원의 원내 대표활동에 비 

교적 충실히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BD 상관계수와 CD 상관계수가 
모두 높은 수준이고 동시에 AB 상관계수와 AC 상관계수 또한 낮지 않음으로 

써 의원과 지역구민 간에 가장 높은 정책적 연계성(상관계수 0.60)을 기록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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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탁인 유형 

(1) 국방비 비중 강화 (2) 개별적 북한접촉 허용 

B 
B 

0.33~ .69 .56 
0.2V .44 ~ 

A 
0.60" DA 

0.48" D 

O.안ζ :52 0.4 ν~.50 

C C 

(3) 노사분규시 정부개입 (4) 기초의회선거 정당개입 

B B 

O.4 ÿ .80 9 0.2~ b.62 

A 
A]iwt16a 

0.45" 

샘; 
D 

0.49κ .80 0.2 

C C 

(5) 노조정치활동 허용 

B 

-0 。γ끽꾀2 ~63 
A 꾀앓 14 꿇D (A 지역구민 견해， B 출신의원 

견해， C 의원이 인지하는 지역구민 

견해， D 의원의 표결성향. 사례수는 

개별적 북한접촉의 경우 16이며， 그외 

C 
는 각 17) 

<그림 5-1(1)> 의원과 지역구민간의 정책적 연계 (수탁인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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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대리인 유형 

(6) 금융실명제 실시 (7) 내각제 개헌 

B B 

0.1φ4쇼애j3 -0.2~ 76 ~ 
A~않씀42 자Z D -021a A ~ ~._- / D 

-0.01'\ .80 -0.1~ A.72 

C C 

〈그림 5-1(2)> 의원과 지역구민간의 정책적 연계 (대리인 유형) 

(A 지역구민 견해， B 출신의원 견해， C 의원이 인지하는 지역구민 견해， D 

의원의 표결성향 사례수는 개별적 북한접촉의 경우 16이며， 그외는 각 17) 

의원 견해와 지역구민 견해 간에 높은 수준의 연계성을 나타내고 있는 정책 

문제로 지금 살펴 본 국방비 비중 강화 외에 개별적 북한접촉 허용， 노사분규 

시 정부개입， 그리고 금융실명제 실시의 문제를 들 수 있는데， 앞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각 변수간 상관계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문제별로 지역구민 

의 견해가 의원의 대표활동으로 이어지는 주된 경로를 알아 볼 수 있다. 국방 

비 비중 강화의 문제에서는 A→B→D의 경로로， 개별적 북한접촉 허용의 문제 

에서는 A-C→B→D의 경로로， 노사분규시 정부개입의 문제에서는 A-C• B 

→D의 경로로， 그리고 금융실명제의 문제에서는 A→-S-C→D의 경로로 주로 

의원의 지역구민 대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으로 의원의 지역구민 대표 정도가 가장 낮은 내각제 개헌 문제에 나타 

난 의원의 지역구민 대표성을 분석해 보자.<그림 5- 1(2)> 에서 CD 상관계수가 

BD 상관계수보다 높게 나타남으로써 위에서 살펴 본 정책문제의 경우와는 달 

리 원내에서 의원의 대표행위가 의원 자신의 소신보다는 의원이 인지하는 바의 

지역구민 견해에 보다 더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내각제 개현의 문제 

에서는 의원의 대표방식이 수탁인 유형보다는 대리인 유형에 보다 가까운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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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AC 상관계수가 낮은 수준을 넘어 음-( -)의 수치를 보임으로써 지역구 

민의 의사가 의원에 의해 잘못 인지되고 있고， 또한 BC 상관계수는 아주 높은 

수준이나 AB 상관계수가 역시 음-(-)으로 나타나 결국 CD 상관계수가 비록 높은 

수준이지만 결과적으로 지역구민의 견해가 의원에 의해 제대로 대표되지 못하 

고 있다.BD 상관계수가 CD 상관계수보다는 낮지만 어느 정도의 크기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은 의원의 원내 대표행위가 의원이 인지하는 바의 지역구민 견해 

만큼은 못하지만 의원 자신의 견해에도 적지 않게 의존하고 있음을 말해 주는 

데， 이 역시 AB 상관계수가 운-)의 수치가 나와 지역구민의 견해가 의원의 견 

해를 통해서도 제대로 의원의 원내 대표활동에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BD 상관계수와 CD 상관계수가 모두 높은 수준이지만 의원의 

원내 대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기본적 연계인 AB 상관계수와 AC 상관계 

수 둘다가 운-)의 수치를 기록함으로써 내각제 개헌에 대한 지역구민의 견해가 

의원의 원내 대표활동으로 제대로 이어지지를 못했으며， 이러한 비대표성이 낮 

은 수준을 넘어 운-)의 AD 상관계수(-0.21)로 나타난 것이다. 

VI. 결 론 

1 . 분석결과 요약 

본 논문의 목적은 우리 국회의원들이 정책적인 측면에서 지역구민의 견해를 

대표하는 정도와 방식을 실중적으로 탐구하는 데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의원들이 정책문제에 있어서 해당 지역구민의 견해와 어느 정도 합치 

하는지를 살펴 보고， 더 나아가 의원 전체적으로 혹은 개별 의원별로 정책문제 

에 대한 특정한 대표의 방식(수탁인 유형과 대리인 유형， 그리고 책임정당모형 

퉁)이 존재하는지， 아니면 의원의 대표 방식이 다양한 정책문제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는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 

될수있다. 

밀러-스톡스의 분석 모형에 따라 먼저 지역구민 견해와 의원 견해의 정책적 

연계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국회의원의 지역구민 대표성 / 김진국 93 

지역구민 견해와 그 지역구 의원 견해 간의 상관관계를 피어슨 r을 통해 18 

개 지역구 전체적으로 살펴 본 결과에 의하면， 개별 지역구별로 나타난 현상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정책문제에서 그 상관계쉬피어슨 r)가 낮게 나와 지역구 

수준에서 지역구민과 해당 의원 간의 정책적 연계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비교적 높은 수춘의 상관관계가 나타난 정책문제는 

노사분규시 정부개입， 과외허용， 국방비 비중 강화， 언론자유제한 등이었다. 반 

면 정치자금 국고지원과 내각제 개헌의 문제에서는 음-(-)의 상관계수가 나와 

의원의 견해가 해당 지역구민 다수의 견해와는 반대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구민과 그 지역 의원 사이에 나타난 위와 같은 정책적 연계성이 의원의 

개인적 특성(연령， 소속 정당， 의원 경력， 지난 선거에서 2위와의 득표율 차 등) 

별로， 그리고 의원이 속한 지역구의 특성(소재 지역， 도시화 수준， 지역구민 교 

육수준， 의원 소속 정당에 대한 지역구민의 선호도 둥)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 

나는지를 탐색해 보았다. 의원과 지역구민의 반응을 리커트(Rensis Likert) 척도 

에 의해 측정한 5개 문제(언론자유제한， 노조정치활동 허용， 정치자금 국고지 

원， 재벌규제 완화， 노사분규시 노조양보)에 국한하여 분석한 결과， 의원 연령별 

로는 56세 이상의 연령 집단이， 의원의 소속 정당별로는 야당 의원보다 여당 

의원이， 지역구 소재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의 선거구에서 의원 견해와 그 지역 

구민 견해 간의 정책적 연계성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경력(초선， 

재선 등)， 의원의 지난 선거(제 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2위 득표자와의 득표율 

차이， 지역구의 도시화 수준， 지역구민의 교육수준， 그리고 의원이 속한 정당을 

지지하는 지역구민의 多少 여부 등은 이러한 정책적 연계성에 일관된 영향을 

마치지 못하였다. 특히 지난 선거에서 2위 득표자와의 득표융 차이가 작은 의원 

이 속한 지역구일수록， 그리고 의원이 속한 정당을 지지하는 지역구민이 많은 

지역구일수록， 지역구민과 그 지역 의원 사이의 정책적 연계성이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일반적 예상이 들어맞지 않았는데， 이는 의원의 재선 여부가 지역구 

민과의 정책선호의 합치성보다는 지역 민원해결이나 지역사업 유치와 같은 비 

정책적 성격의 활동과 보다 더 큰 관련성이 있으며， 유권자의 정당 선호가 정당 

의 정책과는 별 관계가 없고， 유권자들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이나 정책보 

다는 인물 위주의 투표를 하고 있는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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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이 지역구민의 의사를 의정활동을 통해 대표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구 

민의 견해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필요하다， 그렇지 못할 경우 의원 자신은 의 

회 내에서 지역구민의 견해를 충실히 대표했다고 생각할지라도 실제로는 그렇 

지 못한 결과가 올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 정책문제에 대한 의원 

의 견해와 지역구민의 견해에 대한 의원의 인지 간의 상관관계를 조정된 피어 

슨 r을 통해 살펴 보았다. 

설문지에서 의원에게 자신이 속한 지역구민의 견해를 물어 본 내각제 개헌 

등 7개 정책문제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역구민 견해에 대한 의 

원의 인지 정도가 여러 정책문제에 걸쳐 일관된 결과로 나타나지는 않았으며， 

인지가 어느 정도 이상 정확한 정책문제와 그렇지 않은 정책문제가 비교적 뚜 

렷하게 구분되었다. 노사분규시 정부개입， 개별적 북한접촉 허용， 국방비 비중 

강화， 그리고 기초의회 정당개입의 문제에서는 지역구민 견해에 대한 의원의 

인지가 비교적 정확했으며， 내각제 개헌과 노조정치활동 허용， 그리고 금융실 

명제 실시의 문제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이 중 특히 내각제 문제논 모든 문제 

를 통털어 가장 낮은 수준의 인지도를 기록했는데， 따라서 이 문제의 경우 원 

내활동을 통한 의원의 지역구민 견해 대표성이 부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극히 높은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의원의 지역구민 견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의원이 지역구민의 견해에 대 

한 진지한 고려없이 주로 자신의 견해를 지역구민의 견해로 투영시켜 본 데 그 

주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사 대상 7개 정책문제 거의 모두에서 의원 

견해와 의원이 인지하는 바의 지역구민 견해 간의 상관관계가 지역구민 견해 

와 의원 견해 간의 상관관계나 지역구민 견해와 의원이 인지하는 바의 지역구 

민 견해 간의 상관관계보다 월등히 더 높게 나타났다는 점과 지역구민 견해와 

의원 견해 간의 상관관계가 낮은{높은) 정책문제가 지역구민 견해와 의원이 인 

지하는 바의 지역구민 견해 간의 상관관계 또한 낮게(높게) 나타났다는 점이 

위의 예상이 사실임을 확인시켜 준다. 

지역구 의원에 의한 지역구민 견해의 대표는 최종적으로 의원의 원내 표결 

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러한 대표의 과정이 지역구민의 견해가 바로 의 

원의 원내 표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의원의 원내표결은 지역구민 견해에 

대한 의원의 인지를 통해 이루어지며， 만약 의원이 지역구민의 의사를 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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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을 경우 의원 자신의 소신에 의해 원내표결이 행해지게 된다. 따라서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민의 의사를 원내에서 얼마나 충실히 대표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의원의 원내표결과 의원 자신의 견해， 그리고 의원의 원내 

표결과 지역구민의 견해에 대한 의원의 인지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이 종 

합적으로 비교 · 검토되어야 한다. 

한국 의회의 특수성으로 인해 의원의 원내표결을 의원의 표결성행실제로는 

의원이 속한 정딩t계파)의 입장)으로 대치하여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해 행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의원 견해와 의원의 원내표결 간의 상관관계와 지 

역구민의 견해에 대한 의원의 인지와 의원의 원내표결 간의 상관관계 모두 높 

은 수준이나， 두 상관관계를 비교할 때 내각제 개헌의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6개 문제 모두에서 전자， 즉 의원 견해와 의원의 원내표결 간의 상관관계가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함으로써 우리 의원들의 지역구민 대표방식은 대리인 유형보 

다는 수탁인 유형에 보다 더 가깝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의원이 의도했던 그렇지 않았던 간에 결과적으로 지역구민의 견해가 의원의 

원내표결에 의해 대표된 정도를 나타내는 지역구민의 견해와 의원의 원내표결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내각제 개헌， 기초의회선거 정당개입， 노조정치활동 허 

용 등의 정치분야 문제 모두에서 그 상관계수가 낮고， 반면에 국방 · 통일 분야 

및 경제 분야의 문제에서는 모두 상관계수가 높게 나와 앞에서의 분석 결과와 

일관되게 정치 분야의 문제에서 의원의 지역구민 대표성이 극히 저조하였다. 

2. 연구의 함의와 한계 

우리 국회의원들의 지역구민 대표성 분석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본 논문은 

의원의 지역구민 대표성을 지역구 민원 해결이나 지역구 사업 유치와 같은 비 

정책적 분야가 아닌 정책 분야를 대상으로 고찰하고 있다는 점과 그 분석 방법 

에 있어서 의원과 지역구민의 견해를 단순 비교하는 방식을 넘어 의원 견해， 

지역구민 견해， 의원이 인지하는 바의 지역구민 견해， 그리고 의원의 원내 표 

결이라는 네가지 변수 간의 상관관계(즉， 밀러-스톡스가 제시한 분석 모형)를 

산출해내고 이를 통해 의원의 지역구민 대표의 정도와 방식을 규명해 보려고 

했다는 점에 그 큰 특정이 있다. 

그간 우리 국회의원들의 지역구민 대표활동은 정책적 차원에서 유권자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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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과 입장을 실현시키려 하는 측면보다는 지역구 사업 유치나 지역구민 민원 

해결과 같은 주로 지역구 차원에서의 비정책적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 

다. 그러나 1987년 우리 사회의 전반적 민주화 분위기 하에서 여소야대로 출범 

한 제 13대 국회는 이전 국회와는 달리 그 자율성의 확대 가능성과 함께 의원들 

의 지역구민 대표의 차원도 좀 더 다양하고 깊이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 

대를 갖게 하였고，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의원의 지역구민 대표성을 정책적 차원 

에서 고찰해 본 결과 당초의 기대만큼 높은 수준의 대표성은 발견할 수 없었 

다. 특히 내각제 개헌이나 노조정치활동 허용과 같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성격 

의 정책문제에 있어서는 의원 견해와 지역구민의 견해의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원에 의한 해당 지역구민의 견해가 원내에서 

의 표결에 의해 대표되는 정도 또한 극히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노사분규시 

정부 개업이나 금융실명제와 같은 경제분야의 정책문제나 국방비 비중 강화와 

같은 국방 분야의 정책문제에서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의원의 지역구민 대표 

성이 나타나 다소 고무적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의회정치 활성화를 

위한 상황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 13대 국회의원들로부터 정책적 차원 

에서의 유권자 대표성을 기대하기는 무리라는 것과 동시에， 정책적 차원에서 

는 정치 분야보다는 비정치 분야에서 의원과 유권자 간의 친화도가 높다는 사 

실을 확인할수 있었다. 

이와 함께 지역구민 견해， 의원 견해， 의원이 인지하는 바의 지역구민 견해， 

그리고 의원의 원내 표결이라는 네 가지 요소를 기본 변수로 하고 있는 밀러

스톡스 모형을 우리 국회의원들의 대표활동에 적용해 본 결과 우리 국회의원 

들의 지역구민 견해에 대한 인지가 상당히 부정확하며， 의원이 지역구민을 대 

표하는 방식이 주로 수탁인 유형이라는 것을 뚜렷이 밝혀낼 수 있었다. 

밀러-스톡스 모형을 통한 정책적 차원에서의 의원의 유권자 대표성을 분석 

한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나름의 성과와 함께 분석 모형의 적용과 분석 방법 등 

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첫째， 일반화의 문제이다. 이는 본 논문과 유사한 방식으로 미국， 프랑스， 독 

일 등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 연구들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는 것으로서， 

제한된 수의 표본{본 논문의 경우 18개 지역구만을 대상으로 한 지역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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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9명의 지역구민을 추출， 전국적으로 1 ，550명의 유권자와 전체 국회의원의 

과반수에 못미치는 47%, 139명의 의원)을 대상으로 특정 시기(본 논문의 경우 

1991년 4월 - 8월)에 국한하여 이루어진 설문조사결과를 가지고 의원의 지역구 

민 대표성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본 

논문에 이용된 설문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대표성 있는 표본의 선 

택 퉁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될 수 

는 없었다. 따라서 이 점과 관련하여 본 논문의 분석 결과를 제시할 때는 극히 

신중한 태도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둘째， 본 논문은 지역구 수준의 분석에서 그 기본적인 분석의 변수로 지역구 

민 견해， 의원 견해， 지역구민 견해에 대한 의원의 인지， 그리고 최종 변수로서 

의원의 원내표결의 네 가지를 사용하였다. 그러한 네 가지 변수 간의 연계구조 

를 통해 의원의 지역구민 대표성을 분석하는 것이 본 논문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실제 의원의 대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위에 제시된 

변수 이외에 다른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 중 특히 중요한 것으로서는 

현대 사회의 특정이라 할 수 있는 다양한 이익집단이란 변수이다. 유권자가 의 

원에 의해 자신의 이익이나 견해가 대표되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오늘날은 

개인적 수단보다는 집단적 접근을 통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었 

다.25)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집단적 수단에 의한 의원의 유권자 혹은 

지역구민 대표성에 대해서는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셋째， 본 논문의 목적과 관련된 외국의 연구 사례에서는 의원의 유권자 대표 

성을 분석함에 있어서 낙선한 후보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발견되고 있다-(Miller and Stokes 1963; Converse and Pierce 1986; Farah 1980 등). 

낙선한 후보라 할지라도 다음 선거에서 다시 의원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있고， 

또 의원의 유권자 대표성이 선거에서의 당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풍을 

알기 위해서는 낙선 후보에 대한 연구도 본 논문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스 

러웠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본 자료인 설문조사과정에서 우리 정치 현실의 특 

수성으로 낙선한 후보에 대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따라서 본 연 

구의 내용에 포함시킬 수가 없었다. 

25) 이익집단이 의회의 대표성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과 과정 둥에 대해서는 Keefe and 
Ogul 1985 , 267-3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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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이미 본 논문의 여러 부분에서 충분히 지적된 것이지만 대부분의 원내 

표결이 무기명방식으로 이루어지고 또 의원의 자율성이 거의 보장되지 않은 

채 소속 정당의 입장에 따라 원내 표결이 이루어지는 우리 의회정치의 특수성 

으로 인해 본 논문에서는 의원의 대표성을 분석할 때 가장 핵심적인 변수라 할 

수 있는 의왼의 원내표결을 기본적 분석 변수로 쓸 수가 없었다. 대신 의원의 

원내표결이 거의 정당일치투표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 그 변수를 의원의 

표결성향으로 대치하여 사실상은 의원의 소속 정당의 입장과 동일시하여 분석 

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의원의 대표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서 이미 소속 정당의 입장이 가장 결정적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전제하고 연구 

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다섯째， 본 논문은 의원이 자신의 소신이나 지역구민 흑은 유권자 다수의 견 

해와 상반되게 원내에서 표결을 할 때 그 원인이 주로 ‘정당요인’， 즉 의원이 자 

신이 속한 정당의 입장을 일차적으로 고려하는 데(그것이 자발적이든 강요에 

의해서든 상관없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시각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의원내각제 체제에서보다 더 정당기융이 강한 우리 정당정치의 현 

실을 생각할 때 대체로 타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본 논문은 그 경우 정 

당이 소속 의원에게 의원이나 그 의원이 속한 지역구민의 견해와 다른 정당의 

입장을 어떤 방법을 통해 ‘강요’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정당의 입장은 누 

구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는지， 또 소속 의원의 견해가 상당한 정도로 

분열되어 있을 때 어떤 조정과정을 거쳐 당론이 결정되는지 등에 대한 분석을 

연구의 범위 내에 포함시키지 못 하였다. 

여섯째， 일반적으로 의원의 역할에 대한 헌법이나 법률상의 규정， 그리고 선 

거제도 등이 의원의 대표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독일(서독)의 경 

우를 예를 들면 독일 헌법(the Basic Laws) 제38조는 의원은 전국민의 대표자로 

서 누구의 명령이나 지시에도 구속받지 않고 단지 그틀의 양심에 종속될 뿐이 

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는데， 이러한 헌법상의 규정이 독일 의원의 유 

권자 대표 방식이 두드러진 수탁인 유형으로 나타나도록 하는데 상당한 영향 

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Farah 1984). 또한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소선거구제 하에서 유권자에 의해 직접 선출된 의원의 경우 자신의 원내 행동 

을 결정할 때 주로 지역구민의 의사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고， 비례대표제를 



국회의원의 지역구민 대표성 / 김진국 99 

통해 선출된 의원의 경우 소속 정당을 의식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독일(서독)의 경우 이러한 예상이 대체로 사실로 밝혀졌다 26) 그러나 

본 논문은 우리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한 법적 규정이나 국회의원 선거방식이 

국회의원의 지역구민 대표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 대상에 포함시 

키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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