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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과 함께 도입된 선거 , 정당， 의회 등의 근대적 정치제도들이 전통적 

정치문화와 결합하면서 형성된 한국 정치과정의 역사적 특성들은 상당한 정 

도의 사회경제적 근대화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크게 변화 

하지 않고 있다. 선거제도는 근대적인 형태로 도입되었으나 전통적 정치문 

화에 기반한 개발독재권력에 의해 왜곡되었다가 6공화국 이후 합리화의 노 

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권위주의， 연고주의， 온정주의 등의 전통적인 

의식과 태도가 강력히 지배해 온 선거과정에서는 관권선거， 금권선거， 지역 

주의， 준봉투표 등의 특성과 과제가 시기에 따라 내용을 달리 하며 지속되고 

있다. 또한 서구와 달리 민주주의의 발달이 전제되지 않은 채 지도자 중심 

정당으로 출발한 한국의 정당들은 전통적 의식과 태도의 존속에 따라 당원 

부재와 권위주의적 의사결정구조 등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후기산업사회 

의 탈근대적 조건은 이미 나타나고 있는데 약화되기는 해도 결코 사라지거 

나 서구화되지 않고 있는 전통성에 의해 아직 근대화의 과제도 제대로 이루 

어내지 못하고 있는 현상의 인정에서부터 대안의 모색이 시작되어야 할 것 

같다. 

1. 머리말 

해방과 함께 한국사회에는 선거， 정당， 의회와 같은 서구의 근대적 정치제도들 

이 한꺼번에 도입되었다. 그 근대적 정치제도들은 왕조와 식민지배를 거치면서 유 

*이 논문은 1996~1999년도 한국학술진홍재단의 인문 사회과학분야 중점영역연구비 지원 

에 의한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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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되었던 전통적 정치문화와 결합하면서 독특한 정치과정을 형성해 왔다I) 그렇 

다면 한국의 정치과정은 근대화이론의 설명대로 그 동안의 공업화와 도시화의 진 

행과 함께 점차 근대화를 이루어 왔는가? 아니면 사회경제적 근대화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구와는 다른 형태와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가? 만약 후자라면 

그 특성들은 어떠한 것들이며 그 원인은 무엇인가? 그러한 특성과 원인들은 가까 

운 시일에 해소될 수 있는 것인가? 

근대화이론에 따르면 서구의 경우 신분과 종교에 의해 생활양식이나 사회체제 

가 규정되었던 봉건성 혹은 전근대성은 수세기의 근대화과정에서 점차 계약과 이 

성에 의한 합리적 근대성으로 대체되었으며 따라서 비서구 사회의 경우도 근대화 

가진행됨에 따라점차고유의 전통성이 근대성으로대체되어 갈것으로파악한다 

(Weiner 1959: Moore 1963: Shils 1968). 만약 비 서 구 국가들이 공업 화와 도시 화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서구와 같은 수준의 근대성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 

는 아직도 서구와 같은 수준의 근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면 합리적 선택이론에 따르면 모든 유권자나 정당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 

화하려는 방향(자신의 목적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움직이며 따라서 그들의 행위 

는 기본적으로 합리적인(합목적적인) 선택이다(Downs 1957: Muel1er 1979: 황수익 

1985) 외견상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많은 선택들이 자신의 정치적， 사회경제 

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합리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라 

는 설명이다(조기숙 1996: 이갑윤 1998). 따라서 만약 한국의 정치과정이 사회경 

제적 근대화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근대성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근 

대화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정치행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글은 근대화 이전의 시기부터 상당한 정도의 근대화가 이루어진 현재까지 선 

거와 정당 등 한국 정치과정에서 나타나는 역사적 특성들을 파악하여 그것이 과연 

본질적인 변화를 겪었는지 아닌지， 그렇게 된 원인은 무엇이며 향후의 과제는 무 

1) 선거와 정당을 포함하여 해방 이후 한국의 정치과정을 개괄하고 있는 대표적인 연구로 

는 이정복(1995b) . 신명순(1998a: 1998b). 김용호(200 1) . 박찬욱(2001) 등이 있다. 본 

연구도 정부수립 이후 2000년 총선까지의 정치과정을 대상으로 하지만 전통과 근대라 

는 하나의 논점에 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정치과정에 대한 보다 풍부한 사실과 논의는 

위의 연구들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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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인지 라는 문제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그것을 위해， 특히 역사적 특성과 

원인 파악을 위해 이 글에서는 근대화론이 대비시키는 전통성과 근대성에 대한 논 

의를 받아들일 것이다‘2) 그러나 근대화에 따라 전통성이 과연 소멸된 것인지에 대 

해서는 합리적 선택이론과 마찬가지로 회의적인 입장에서 살펴볼 것이다. 반면 모 

든 정치과정상의 특성을 행위자의 합리적 선택으로 파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오 

히려 그것을 전통성과 근대성의 혼재에 기인한 비합리성과 합리성의 융합으로 보 

아야 하지 않을까 라는 입장에서 논의해 볼 것이다. 

그런데 한국 정치과정의 특성과 원인 파악을 위해 전통성과 근대성을 논의하고 

있는 현재의 한국사회는 이미 후기산업사회로 접어들었고 이에 따라 근대화나 사 

회주의혁명 등의 거대담론은 퇴조하고 환경， 소비자， 여성， 지방자치 등이 새로운 

이슈로 부각되는 탈근대적 상황을 맞고 있다. 그러면 한국의 정치과정도 근대를 

넘어 탈근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근대를 지향하고 있는가? 정 

치과정의 특성과 원인을 살펴 보는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작업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이 글은 첫째， 한국의 선거에 대해 근대적 정치제도의 하나 

인 선거제도의 도입과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후보자들의 선거운동과 유권자들의 

투표행태로 이루어지는 선거과정상의 특성들과 그에 대한 개선 노력들을 살펴보 

고자 한다. 다음으로 한국의 정당에 대해서도 서구와 전혀 달랐던 정당과 정당체 

계의 기원과 특성을 살펴보고 구성원과 조직활동 등으로 이루어지는 정당구조에 

서 나타나는 특성과 과제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우리의 전통적 가치관을 가부장적 권위가 지배하고 충효가 강조되는 유교적 가치관으 

로 보고 그것이 민주주의와 기독교 가치관에 의해 강한 도전을 받고 있다고 본 60년대 

의 연구(홍승직 1969) 이래 파슨스의 패턴변수를 한국의 상황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전 

통적 가치관과 근대적 가치관을 대비시킨 연구들은 많다(고영복 1991 ; 임회섭 1994; 김 

경동 1993). 이들을 종합하면 한국사회에서의 전통성은 오랜 봉건왕조와 유교의 영향 

으로 나타나는 권력의 집중， 수직적 인간관계에 기초한 권위주의， 공동체 중심， 혈연， 

지연， 학연 등에 의한 연고주의， 법에 의한 지배보다 사람에 의한 지배(人治). 온정주 

의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근대시민혁명과 기독교의 영향에 의해 형성된 

서구의 근대성은 권력의 분산， 수평적 인간관계에 기초한 민주주의， 개인 중심， 계약과 

이익에 입각한 합리주의， 법치와 엄벌주의 등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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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선거제도와 선거행태 

근대 대의민주주의의 발달과 함께 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발달하기 시 

작한 서구의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라는 4대 원칙 위에 후보자나 정 

당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유권자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선거관리 

가 엄정하게 이루어지는 민주선거를 지향해 왔다(Reeve & W뼈 1992 , 26; Ranney 

1993 , 249-251). 그에 따라 선거과정에서도 각 선거주체들이 자신의 이익에 부합 

되는 정당이나 정책을 중심으로 합리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일반 

적이었다. 해방후 미군정에 의해 의회제도， 정당제도 등과 함께 도입된 우리의 선 

거제도는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어떤 형태였으며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제도하에서 치러진 우리의 선거행태에는 어떠한 특성들이 나타나는지， 그 

원인은 무엇이고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는 문제들을 살펴 보기로 한다. 

선거제도상의특성: ‘근대’의이식과왜곡，발전 

1948년 5 . 10 제헌국회선거를 치르기 위해 미군정에 의해 제안되고 당시의 남조 

선과도입법의원에서 통과된 1948년 3월의 군정법령 175호에 의하면 만 21세 이상 

의 국민은 성별， 재산， 교육， 종교 등에 구별없이 국회의원 선거권을 갖는다(1조 1 

항)고 하여 서구의 경우 오랜 투쟁을 거쳐 확보하였던 보통선거권이 일시에 전 국 

민에게 보장되었다. 선거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깨닫기도 전에， 또한 그를 위한 

정치적， 문화적 토양을 갖추기도 전에 위로부터 주어진 형태로 도입되었던 것이 

다. 또한 각 선거인에게 투표용지 1매를 교부한다(34조 4항)고 하여 I인 1표의 평 

등선거의 원칙도 도입되었으며 맹인을 제외하고는 타인의 원조를 받을 수 없게 함 

으로써 직접투표의 원칙도 확보되었다(34조 4 ， 5항) .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며 어 

떤 입법， 행정， 사법기관도 투표한 후보자에 관한 질문은 할 수 없다(35조 2항)고 

하여 비밀선거의 원칙도 확립되었다. 

선거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선거방식과 선거구제의 문제인데 그 

것은 권력구조의 문제와 연결된 것이었다. 애초 헌법 제정과정에서 유력했던 것은 

의원내각제였으나 이승만의 고집에 의해 대통령제로 바뀐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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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렇다보니 제헌헌법에서의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제이면서도 국회에서 간선 

하는 부자연스러운 방식이 되었다. 따라서 대통령 간선제는 다음 선거에서 바로 

직선제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국민의 선택 자유의 확대 차원에서가 

아니라 국회에서의 재선에 자신이 없었던 이숭만에 의해 반대파 국회의원들을 공 

산당으로 몰고 간 부산정치파동을 거치면서 변경되었다는 점이다. 직선개헌은 바 

람직한 제도의 변화였지만 이승만의 재선을 위한 정략적 변화였다는 점에서 불행 

히도 사익을 위한 헌정 파괴의 사례가 되었다. 

제헌국회에서의 국회의원 선거구제는 가장 단순한 형태인 소선거구， 단순다수 

대표제였다. 소선거구제는 사표가 많고 부정선거의 소지는 많으나 정국안정과 후 

보파악이 용이한 점 등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당시에 이러한 선거제도를 택한 이 

유는 그러한 고려보다는 그것이 유권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또 당시 점령국이었던 

미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라는 점이 더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이정복 1995b , 

167) . 어쨌든 이 시기에 도입되었던 소선거구제， 단순다수제는 오랜동안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선거제도가 되었으나 그로 인한 과다경쟁， 부정선거 등의 과제는 계 

속남게 되었다. 

한편 선거제도에는 후보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선거운동방식과 그에 따른 처벌조항이라고 할 수 었다. 

1948년의 군정법령에서는 등록한 후보자는 자유로이 선거에 관한 선전을 할 수 있 

으며 선거위원회 위원과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하 

여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였다. 그러나 어떤 선거운동이 가능한지에 대한 구 

체적인 조항은 빠져 있었다. 또한 사기에 의한 등록이나 투표， 금품수수， 폭력사 

용， 선거방해 등은 5년 이상 징역이나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의 선거 

사범의 내용과 그에 대한 벌칙조항도， 부족하기는 하지만， 갖추어져 있었다 

선거운동의 내용에 관한 조항의 부실은 1공화국하에서의 몇 차례 개정을 통해 

어느 정도 보완되었고 그에 대한 벌칙조항 역시 1공화국 시기에도 이미 골격이 잡 

혀 있었다. 그러나 3 . 15 부정선거 등 l공화국의 선거를 규정할 수 있는 관권개입 

과 부정선거는 그러한 근대적인 형태의 제도들을 무색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것이 

었다. 제도와 현실의 심각한 불일치 현상이 노정되었던 것이다. 

이승만 정권을 대통령제에 의한 독재정권으로 파악한 민주당은 2공화국의 권력 

구조를 영국식 의원내각제로 바꾸는 한편 명목상의 대통령은 국회에서 간선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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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제도로만 존재했던 국회 양원제를 실제로 실시하였다 그러나 5. 16 이후의 

3공화국은 다시 강력한 대통령제를 채택하였고 단순다수제에 의한 직선대통령을 

선출하게 되었다. 국회도 다시 단원제로 단순화되고 선거제도도 소선거구제 , 단순 

다수제로 환원되었으며 국회의원 정왼도 지역구 131명으로 대폭 줄였다. 동시에 

직능대표의 보강이라는 취지에서 지역구의 1/3을 지역구 정당득표율에 따라 전국 

구 비례대표로 선출하였다. 

대통령제， 단원제로의 환원이나 국회의원 감소 등은 권력분산 보다는 권력집중 

적 방식이기는 하나 그 자체를 바로 왜곡이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상 최초로 

시도된 전국구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의 득표 비율로 전국구를 배분하는 불공정성 

을 제도화시킨 위에 1당에게 항상 절반 이상의 전국구 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당략적 제도 변경의 원형을 제공하였다 3) 

3선개헌과 10월유신， 12 . 12와 5 . 17 등의 쿠테타를 통해 등장한 유신체제와 5 

공화국은 강력한 개발독재체제가 유지되었던 시기였다. 그에 따라 선거제도에 있 

어서도 규제적이고 독재적인 성격이 강화되었다. 가장 중요한 정치적 기본권인 대 

통령 선거권과 국회의원 일부 선거권이 박탈되었다. 대통령은 각각 통일주체국민 

회의와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해 간선되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도 지역구의 경우 

여야 동반당선이 가능한 2명 선출의 중선거구제로 바뀌었다. 보다 심각한 것은 전 

국구였는데 유신 때는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73명 국회의원을 대통령이 일방적 

으로 지명했다가 5공 때는 다소 완화시켜 대통령 지명방식은 폐지하되 지역구 의 

석 l위인 제 1당에게 무조건 전국구 2/3의 의석을 배분하였다. 

행정국가적 성격을 강하게 나타냈던 1970년대의 유신체제나 1980년대 초의 5공 

화국 하에서 선거운동은 더욱 강하게 규제될 수밖에 없었다. 선거사무원 수는 축 

소되었고 개인연설회나 정당연설회도 금지되었으며 신문광고도 중단되었다. 인정 

된 것은 선관위에 의한 선거벽보와 선거공보， 합동연설회 정도였다. 이러한 규제 

는 1977년의 선거법 개정에서 현수막 게시를 다시 인정하고 1984년에는 합동연설 

회의 수가 다소 늘어나는 정도의 변화를 겪으며 유신체제에서 5공화국까지 그대로 

3) 1당은 지역구 득표율이 유효투표의 50% 이상이변 득표율에 따라 배분받지만(전국구의 

석 2/3 초과 불가) 50% 미만일 때는 일단 전국구의 절반 의석을 먼저 확보할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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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었다. 

6월항쟁 이후 한국의 선거제도는 정치지형만큼이나 크게 변화하였다. 우선 노태 

우 정부에서 소폭 민주화의 변화를 겪었던 선거제도는 김영삼 정부 하인 1994년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 등 제 선거법을 포괄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 

법이 제정됨으로써 일대 전기를 맡게 되었다.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원칙에 의해 

이루어진 통합선거법 제정은 확실히 우리의 선거제도를 보다 진일보시킨 시도였 

다(강수립， 1994 , 26-31).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도 여전히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씩 

해 왜곡된 내용들은 계속 나타났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시도들도 계속되 

었다-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되었으며 국회의원 선거도 소선거구제， 단순다수제로 환 

원되었다. 전국구는 지역구의 1/3인 75석을 지역구 5석 이상의 정당에게 의석비율 

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투표가치의 등가성이 4: 1은 

되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권고에 따라 지역구를 재조정하여 253석으로 개편하 

였고 전국구 46석도 의석수가 아닌 지역구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으로 개선시 

켰다. 김대중정부는 초기에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 중대선거구제의 도입과 1인 2표 

의 일본식 권역별 정당명부제 도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개혁추진체였던 여권의 

분열과 각 정당들의 기득권적 당략의 벽을 넘지 못하고 결국 소선거구제와 1인 1 

표 지역구 득표율에 의한 전국구 배분이라는 기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따라서 16대 총선을 치른 이후에도 선거구제 개혁 방안은 지역구의 경우 전통책 

인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것인가， 지역주의를 다소라도 희석시킬 수 있는 중대선거 

구로 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전국구 비례대표의 경우 현행의 1 

인 1표 방식이 2001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1인2표의 정당명 

부제로 가는 것은 분명한데 그 내용이 정당투표에 의해 전체의석을 배정하는 독일 

식인가 지역구와 전국구를 각각 투표하는 일본식인가 하는 것들이 아직도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다 4) 이에 대한 논의는 여기서 길게 할 필요가 없을 것이나 필자의 

4) 2000년 16대 총선을 앞두고 소선거구-전국구 비례대표제의 보완유지 입장(이갑융 

1998)에서부터 소 · 중 · 대선거구의 복합선거구 주장(김재한 1998) . 소선거구-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지지(조기숙， 오유석 1998) . 소선거구제 비판 입장(김용호， 강원택 1998)까 
지 많은 논의들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논의구도는 2002년 대선 이후 소선거구-일본식 

정당명부제(한나라당) . 중대선거구-일본식 정당명부제(민주당). 독일식 정당명부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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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로는 1 :2(궁극적으로는 1: 1) 정도의 비율로 전국구 비례대표제를 확대하고 신 

생， 정책정당의 의석확보 기회가 많은 독일식 정당병부제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본다. 또한 그렇게 되면 중대선거구제는 크게 의미가 없게 될 것으로 보인 

다. 

한편 1987년 이래 선거운동방식은 규제가 완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동시 

에 그 내용도 전근대적이었던 동원과 행사 중심에서 근대적인 자원봉사와 토론 중 

심으로 변화해 왔다. 그리고 규제가 실질적인 의미를 갖게 하려는 노력도 강화되 

는 등 공정경쟁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러나 자원봉사를 통 

한 선거운동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여 변칙적인 방식으로 선거운동이 이루어지고 

선거법 위반 사건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 유야무야 되는 등 제도와 운영 사이에 이 

상과 현실의 캡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이와 같이 우리의 선거제도는 우리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미군정이라는 외부 

의 힘에 의해 근대적 형태로 도입되었고 이후 개발독재의 권위주의 정치권력에 의 

해 심각히 왜곡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권자들의 선거와 선택의 자유， 후보자들 

의 출마의 자유와 공정경쟁， 정부의 선거 제도화와 공정관리 등의 근대적 원칙들 

을， 적어도 제도적으로는， 확보해 가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 그러나 문제는 제도 

가 아니라 운용이었다. 특히 민주주의 경험 없이 도입된 보통션거라는 근대 제도 

는 많은 시행착오를 낳게 만들었고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선거과정은 그러한 제도개선의 의도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여전히 많은 문제점 

을노정하였다. 

2 선거과정상의 특성: ‘전통’ 의 존속과 영향 

여기서는 그 동안 우리의 선거과정에서 나타났던 특성들을 정당， 후보자들의 선 

거운동에서 나타나는 특성과 유권자들의 투표행태에서 나타나는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시기와 여건에 따른 강약의 변화는 있지만 우리의 선거과정에서 

노당)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5) 한 선관위 관계자는 “우리나라 통합선거법은 그 자체로는 거의 완벽한 법안”이며 “선 

거부정은 법이나 제도의 미비 때문이 아니라 그릇된 정치문화와 법 적용단계에서의 잘 

못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한겨레신문 99/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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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것은 전자의 경우 주로 관권선거， 금권선거이고 후자의 

경우는 지역주의， 준봉투표， 인물중심투표 등인데 그것은 정당과 후보자의 공정경 

쟁과 유권자들의 자유션태， 선거의 엄정관리 라는 근대적 선거원칙을 심각하게 훼 

손시키는 내용들이었다. 

1 ) 선거운동: 관권선거， 금권선거 

역대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유형으로 가장 많이 지적되어 온 것이 관권을 이용한 

선거와 금권을 이용한 선거일 것이다. 정부수립 초기부터 1987년 민주화까지는 관 

권선거가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었으나 민주화 이후 차츰 약화되어 

1997년 정권교체 후에는 소극적 의미의 관권선거만 남았다. 반면 금권선거는 정부 

수립 초기보다 3공화국 이후부터 점차 강력해져 지금까지도 선거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있다. 

제헌국회선거나 전쟁직전의 2대 국회선거는 격렬한 좌우대립이라는 당시의 시 

대적 상황에 따라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좌익들의 선거방해공작에 맞서 선거 

를 무사히 치르는 자체가 중요한 문제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해 속에 치러진 제헌 

국회 선거는 투표율이 무려 95.5%에 이르렀다. 사상 최초의 선거라는 점을 고려한 

다 해도 지나치게 높은 이러한 투표율은 관에 의한 동원이 대단히 중요했다는 사 

실을 알 수 있다. 그러한 동원투표는 1공화국에서의 4차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이 모두 90%가 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자유당 정권기의 3 , 4대국회선거와 대통령선거는 이승만과 자유당의 재집권을 

위해 관권이 총동원되었던 선거들이었다 경찰간부들의 자유당 후보 선출 강요， 

통반장들의 호별방문， 도지사의 지시 등 노골적인 형태의 관권개입이 이루어졌다 

(동아일보 58/4/28 , 5/4). 4 . 19 후에 치러진 5대국회선거에서는 관권개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5 . 16 후의 3공화국에서는 1공화국 때의 투개표 부정 

과 같은 노골적인 방식은 지양되었으나 경찰과 관료를 동원한 관권개입은 여전히 

시도되었고 3선개헌을 앞둔 7대 총선에서는 보다 본격화 하였다(동아일보 

67/6/13). 

3선개헌 이후에 치러진 7대 대선에서는 전반적으로 지난 선거에 비해 관권개입 

이 현저히 줄어 든 것으로 보도되었다(동아일보 71/8/27) . 박정희의 3선 성공으로 

정치권의 관에 대한 압력이 다소 느슨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유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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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에서의 대선이나 9대. 10대 국회선거도 별로 선거분위기다운 분위기를r 갖지 

못한 채 치러졌1: 1-. 다만 반대파를 반체제로 간ξ쥬하던 당시의 분위기 자체:까 이미 

엄청난 관권선거였을 것이다‘ 5공 하에서도 야당인사들에 대한 정치규제가- 계속되 

던 상황에서의 선거였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전면적으로 나서기보다는 휴ζ보와 당 

해 지역 행정기관들간의 개입이 중심이었다. 

6공화국 이후에는 관권개입이 현저히 약화되었다. 민주화의 진행으로 13대 총선 

에서 여소야대 -국회를 경험하였고 지방자치가 시작되었으며 무엇보다도 강화된 

지역주의로 인해 공무원들조차 충성의 대상이 달라진 껏이 중요한 이유였다. 물론 

그렇다고 관권개입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며 선거 때마다 끊임없씨 시도되었 

으나 그것이 아무 탈없이 작동되기가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6) 

이처럼 과거에는5 가장 심각한 문제였으나 정권이 민주화되고 정권교체까지 경 

험하면서 가장 완화된 것이 관권개입이다그러나 지금도 각종 선거에서 관권의 

영향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특히 야당이 선거 때마다 여전히 강벽히 항의하 

고 있는 것이 관권의 개업이다. 대표적인 것이 겸찰의 선거관여와 검첼의 편파성 

인데 검찰과 경찰이 선거에서 나타나는 각종 금전살포， 향응 등 온갖 부정에 대하 

여 여당측의 부정 , 불법은 방조 내지 묵인하꼬 야당만을 편파적으로 딴속하고 수 

사한다는것이다. 

관권개입이 자;행되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물론 집권자들의 장기집권욕에 따 

른 관권의 시녀화 경향이었다. 정권교체를 겹코 원하지 않았던 정부여당과 정권교 

체가 일어나지 않끌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던 관료， 경찰들은 한 마음이 되어 여당 

승리를 위해 뛰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정례적으로 논공행상꾀 인사조치 

가 뒤따랐다. 여당원패의 믿음과 선거 후의 논공행상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관권개 

입의 이유였던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정치가 민주화되고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야 

만 약화될 성질의 젓이었다. 

그러나 정권교체까 이루어져도 관권개입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또다른 이유 

는 우리에게 권위주의적 정치 문화와 행태가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권 

6) 13대 대선 시 충남 연기군수의 양심선언 14대 대선 시 윤석양 이병의 보안사 선거공작 

폭로 14대 총선 시 서초구 얀기부 흑색선전 살포 발각 등은 관권개입 시도가 계속된다 

는 사실을 보여줌파 동시에 그[것이 과거처럼 쉽게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도 잘 보여 주 

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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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주의적 전통성은 아직도 관료와 경찰들로 하여금 정권과 상부의 권위에 복종케 

하며 국-민들도 관의 협조요청을 거절 못하고 웬만한 간엽은 눈감아 주는 경향을 

낳는다’ 

한편 선거에 행정력을 적극 이용한다는 의미의 관권선거는 많이 약화되었으나 

행정이 나 사법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공정선거 의지 부족 현상을 보이는 문제 

는 아직도 남아 있다 현행법상 후보자나 유권자 혹은 정당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 

소되면 법원의 재판을 받아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 

효가 편다(선거법 264조) . 따라서 선관위와 검찰， 법원의 공정선거 관철의지가 확 

고하디「면 상당한 정도의 불법 , 탈법 선거는 방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하였다. 

검찰， 법원의 선거사범 척결의지가 미약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말할 필요도 

없이 검 찰과 법원이 정권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검찰 인사권 

과 심지 어 사실상의 법관 인사권도 청와대에 장악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정치 

권의 눈치를 보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따라서 선거사범에 대한 기소 

여부나 판결 등은 정치적 고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민주화 이후 선거사범 처리의 중립성 보장을 위해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선거사 

범 특별검사제 도입과 재정신청제 도입 및 적용범위 확대 등을 요구했다. 특검은 

도입되지 않았으나 정권교체 이후 16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면적 

인 재정신청권이 부여되었다. 즉 선관위 고발사건에 대해 과거와 같이 검사가 정 

치권의 눈치를 보아 공소제기를 하지 않으면 선관위가 법원에 재정신청을 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한겨레신문 00/2/9) . 그밖에도 시민단체들은 선거사범에 대해서 

는 기소유예를 없애고 혐의가 인정되면 반드시 기소하도록 하고 6개월로 되어 있 

는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도 없애자고 하였으나 정치권에서는 선거사범 처리 강화 

방안을 받아드릴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다.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선관위의 실사권과 재정신청권 등이 제대로 사용되고 

그에 따른 사법당국의 선거사범 척결의지도 단호하고 엄격하게 적용되어야만 공 

정한 선거판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문제는 그러한 정치권과 사법당국의 의지를 강 

력하게 촉구해야 할 우리 국민들이 온정주의나 법 경시풍조 등에 의해 그렇게 해 

오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선거에서 돈주고 표를 얻으려 했거나 인신공격 하는 정 

도는 크게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 왔다는 등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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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을 관대하게 보려는 경향이 있다. 어느 시점에서 과거와 단절하는 청산적 

조치가 필요한 사안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금권선거 역시 1공화국 선거부터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형사와 자유당원이 한조 

를 이루어 반 단위로 6천환씩 뿌렸다는 보도로 보아 관권과도 결합했던 것 같다 

(동아일보 58/5/2) . 또한 2대국회 선거에서는 이미 1 ，1αm표에 20만원을 요구하는 

선거브로커도 등장하였고(동아일보 50/5/8) 4 . 19 후의 5대국회 선거에서도 관권 

개입은 거의 없었던 반면 기호표와 천환을 동봉한 봉투가 살포되는 등 금력이 난 

무한다는 보도가 있었다(동아일보 fiJ/7/24). 5. 16 직후의 선거는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에서 치러졌으나 3선개헌을 앞둔 7대 국회선거는 일명 6.8 부정선거라고 

했을 만큼 금권이 판쳤던 선거였다. 막걸리 선거， 고무신 선거라는 말이 나오고 법 

정선거자금 200여 만원을 훨씬 초과하는 수천만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돈이 뿌려졌 

다(동아일보 67/6/12) . 

유신체제나 5공화국하에서의 선거는 중선거구제로 인해 크게 과열되지 않았으 

나 다른 선택의 기준이 없었던만큼 금권선거는 여전하여 3당 1락(3當 1落) 등의 

용어가 등장하고 각종 집회에서 유권자들이 스스로 총화(總和; 돈봉투의 당시 은 

어)를 찾는 경향도 나타났다(동아일보 78/12/28).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각종 

선거에서는 지역주의가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금권선거와 흑색선전도 중요한 선 

거운동방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무신과 막걸리는 시계와 갈비접대로 발전했 

고 효도관광에 온천관광， 현금봉투 돌리기 퉁이 선거 때마다 등장했다. 

각 선거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나 가장 최 

근에 치러진 16대 총선에서 30당 20락이라는 조어가 돌았으니 20년 사이에 10배 

정도 단가가 올라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금권선거가 무엇보다 

도 유권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먹혀든다는 사실이다. 특히 달동네 등에는 봉투가 한 

번 돌고 나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다는 것이 후보자들의 경험이다. 또한 선거운 

동을 위해 움직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돈이 지급되지 않으면 선거를 치를 수 없다 

는 것이 후보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사실상 자원봉사자는 없고 대부분이 활동비를 

지급해야 움직이기 때문에 선거운동원 인건비나 집회 동원비， 그를 위해 중간책 

(선거꾼)들에게 배분되는 경비 등이 엄청난 비용이 된다는 것이다(이은진， 김석준 

1992. 6장 후보자 집담회 ).7) 

금권선거에 대한 대안으로는 선거공영제 확대 주장이 계속 제출되고 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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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질적인 선거비용 축소 노력 없는 선거공영제 확대는 선거비용의 국고보전만 

늘려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만 더 지우는 것이 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선거 

공영제의 확대는 불법， 탈법 선거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마련한 

다음 제한적으로 확대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그러면 선거비용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는 사 

실상 시민단체나 선관위 뿐 아니라 여당과 야당도 제출한 선거공영제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부분의 대안들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선거기간 3개월 전부 

터 의정보고회나 당원단합대회 등 정당활동 금지， 선거기간 전 6개월 동안의 정당 

활동비 심사， 적발 자금이 선거비용 2% 이상일 때 당선무효， 선거사범 고발자 포 

상제 도입， 당선무효자 재선거 출마 금지 등이 그러한 것이다(한겨레신문 

97/8/12) . 문제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해당사자인 여야 국회의원들에 의해 제대로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권선거가 이처럼 오랜 세월 동안 줄기차게 지속되어 오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선거가 사실상 정당이나 후보자간의 정책 대결이 되지 못하고 비슷비슷한 

인물과 정당의 대결이 되다보니 유권자들이 기왕이면 한푼이라도 받은 사람을 찍 

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금권선거를 억제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 중의 하나 

는 선거가 정책대결이 되게 하는 것이다. 금권선거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선거공영에 대한 정부의 의지 부족이다. 즉 일벌백계의 정신으로 

강력한 단속과 사후처벌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나아질 것인데 역대 어느 정부도 그 

러한 의지를 가져보지 못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리 법을 엄격히 집행하고 싶어도 유권자들과 후보자들이 

대부분 금권선거를 중요한 범죄로 보지 않고 그 행위에 동조하거나， 적발되었을 

때 동정하는 상황에서는 엄격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없다. 즉 금권선거의 바탕 

에 있는 또 하나의 요인은 우리의 전통적인 온정주의나 준법관념 부족인 것이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거나 부탁할 때 식사라도 대접하는 것이 생활문화로 되어 있 

7) 2002년 16대 대선과정에서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지지자로 구성된 노사모의 자원봉사 

선거운동과 희망돼지 저금통을 통한 선거비용 모금은 기존의 금권선거 관행을 뛰어넘 

는 새로운 현상의 출현이었다 그러나 그런 현상이 노무현과 지역주의라는 특정인물과 

특정상황을 넘어서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인지는 몇 차례 선거를 더 치러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모의 형성과 국민경선과정에셔의 활동에 대해서는 노혜경 외 (2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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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 접대도 않으면 유권자들에 욕을 듣는다(이은진， 김석준 1992 , 355) , 또 
선거 때 작은 선물을 주거나 관광시켜 주는 것을 파렴치한 죄로 생각하지 않으며 
따라서 걸렸을 때 수치스럽게 생각하지도 않는다· 이러한 온정주의와 준법 결핍의 
전통이 그동안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거에서 금권선거를 지속시켜 온 
중요한 원인의 하나였던 것이다. 

2) 투표행태: 지역주의， 준봉투표， 인물중심 
1공화국 선거에서도 연고주의에 따른 씨족 내지 마을간의 대립형태로 선거가 치 
러지기도 했지만 실제로 지역주의 선거가 문제가 되었던 것은 1971년 대선 이후$ 
는 겨이 정셜이다. 박정회와 김대중이 각각 영남과 호남의 대표주자가 되면서 깅 
묵값} 지역주의적 선거운동과 투표행태가 최초로 가시화되었던 것이다(환밸 
71/3/12) , 그러나 한국의 선거구도를 본격적인 지역주의 선거로 몰아 넣은 ;χτ 
13대 대선에서의 후보단일화 실패였다(손호철 1999 , 131), 실제로 13대 대선 이후 
의 대선과 총선， 그리고 지방자치 선거 등에서는 영남과 호남， 그리고 충청의 철저 
한 지역구도가 관철됨으로써 한국 선거와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지역주의 
임을분명히 하였다 
지역주의 투표가.계속되면서 각 정당과 후보자들익 선거운동도 점차 지역주의 
를 조장하는 방향으로 치닫게 되었고 그것은 다시 지역주의 투표를 부추기는 악순 
환이 계속 되었다. 지역주의 투표는 대개 그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지도자와 연결 
되어 나타났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그 지도자에 대해 도전하려 하기보다는 권위에 
편승하려 하였다. 따라서 공천권과 의사결정권은 보스에게 더욱 집중되었고 정치 
이투은 다음 선거를 위해 지역보스에게 충성을 서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길였다 한국정당의 암적 요소이면서 한국정치의 원시성을 지속시키는 가장 중요 
한 요인 중의 하나였던 정당의 사당화 현상도 지역주의와 뿌리깊게 얽혀 있었E 

것이다 
이와‘같은 지역주의 투표에 대해서는， 그것이 권위주의 정권의 체제유지 수단이 

었던 지역개발이나 인사의 차별성에 의해 불이익을 받았던 지역주민들과 그러한 
이익을 계속 향유하려는 지역주민들간의 합리적 선택이라는 관점이 있다(조기숙 
1뺏; 이갑윤 1998) 즉 지역주의는 유권자들의 비합리적 투표행태가 아니F멜 
지역 출신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뽑아야 재화의 배분이나 인사에서 극슬 몰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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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유권자들의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이다 8)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에 

맞추어 정치인들 또한 자기에게 유리한 지역주의적 선거운동을 합리적으로 선택 

할 때 (즉 갈등이 극대화될 때) 오히려 상호양보와 조정에 의해 점차 지역주의적 

투표행태가 완화되는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론이 제시하 

는 지역주의에 대한 대안이다. 

1960년대 이후의 경제개발과정과 그로부터 비교적 소외되어 있었던 지역주민들 

의 정서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분석은 충분한 설득력을 지닌다. 게다가 결과적으 

로 지역주의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 대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지역주의 자체를 

(빠른 시일 안에) 넘어서자는 대안보다는 신선하다. 다만 지역주의(를 포함한 모 

든 젓)을 굳이 합리적 선택이라고 보지 않아도 유사한 대안에 이를 수는 있다. 

현재의 극단적인 지역주의는 1960년대 이후의 개발정책이 빚은 지역불균형， 그 

리고 그 위에 정치권력을 잡기 위해 이를 이용한 정치인들의 행태가 유권자들의 

오랜 연고주의나 공동체 중심의 순수한 지역주의와 교묘히 결합되면서 폭발적으 

로 강화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즉 지역주의 투표행태에는 우리의 전통적인 연고 

주의적 정서가 강하게 깔려 있는 것 같다는 것이다. 물론 서구도 혈연과 지연， 학 

연이라는 관계가 선거와 완전히 무관한 것은 아니겠으나 유교문화권인 우리의 경 

우 공동체의식에 기반한 연고주의야말로 선거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되어 

왔다. 

기왕이면 우리 문중에서， 우리 동창 중에서， 우리 고향사람이 당선되는 것이 좋 

다는 자연발생적인 감정의 흐름은 선거운동이나 투표행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 

다. 따라서 지역주의 투표행태를 바라보는 관점에 그러한 전통성의 역할을 놓치게 

되면 계몽이나 몇 가지 정책을 통해 지역주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환상이나 그 

자체를 합리적 갈등 해결방식으로 간주해 버리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런 의 

미에서 지역주의 투표의 해결방안은 연고주의의 인정 위에서 모색해 보는 것이 타 

당하다고생각된다. 

따라서 중앙집권적 권력의 분산과 지방자치의 강화가 지역주의 극복의 중요한 

8) 이러한 합리적 선택이론의 입장에 대해 그것이 지역주의 투표라는 집합적 수준의 현상 

을 하나의 단위로 인식하여 그 속에서 합리성을 찾으려 한 것이 문제라고 보는 비판도 

있다. 즉 기대되는 지역전체의 집합적 이익과 개인의 이해관계가 연결되어야 지역주의 

투표의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강원택 2α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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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이 될 수 있다. 현재보다 더 많은 자치권을 지역에 부여하여 (소)지역(광역자 

치단체 퉁)별로 서로 경쟁하게 하면 지역발전이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 

다 9) 나아가 (소)지역주의가 극단화되면 어느 순간 유권자들은 서로를 상호 인정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즉 연고주의를 인정하되 그것이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주의를 완 

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된다는 것이다. 

지역주의 외에 한국 유권자들의 투표행태의 특성으로 흔히 지적되고 있는 것은 

1950-60년대의 정치적 동원에 의한 준봉투표 및 그에 따른 여촌야도 현상， 여러 

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인물 중심의 투표행태 등이다 

3공화국 이전 시기의 투표행태를 조사한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당시의 투표가 근 

대정치의 도입단계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동원에 의한 동원투표(mob피zed voting) 이 

거 나(Kim Chong-Lim 1980) 민주주의 훈련을 전혀 받아보지 못했던 당시 유권자들 

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른 투표(interest voting)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관권이나 금 

권， 연고 등과 같은 압력에 의해 동원되거나 그를 준봉해서 하는 준봉투표 

(conformity voting)적 성향(윤천주 1987 , 251-252)을 보였다고 한다. 또한 제헌국회 

선거에서부터 5공 선거에 이르기까지 계속 되어온 여촌야도 현상 역시 그러한 준 

봉투표의 한 형태라고 본다. 관권과 금권 등에 영향을 많이 받는， 교육과 소득수준 

이 낮은 유권자들이 많이 사는 농촌지역에서는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고 교육과 

소득수준이 높은 유권자들이 많이 사는 도시지역에서는 야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 

았던 것이다(윤천주 1987; Kim Chong-Lim 1980; 박찬욱 1990).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6공화국 이후 13대 대선부터 현저하게 약화되었다. 도농 

어디에서나 금품， 압력 등 분위기에서 오는 자극에 반응하여 투표하던 유권자가 

줄고 자기 결정하에 자율적으로 투표하는 유권자가 늘어난 결과라고 볼 수도 있겠 

으나 더 중요한 요인은 유권자틀의 두드러진 지역주의적 투표행태 때문이라고 보 

아야 할 것이다. 즉 동원과 준봉의 이유가 관권과 금권에서 지역으로 바뀐 것이다. 

한편 한국의 유권자들은 서구의 유권자들과는 달리 지지후보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를 인물， 정당， 이슈의 순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인물중심 투표의 이유 

로 들고 있는 것은 논자에 따라 다소 다르다. 인물을 중시하는 것을 권위주의 정치 

9) 이런 의미에서 지방별 연방제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김만홈 1998; 성경륭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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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나 연고주의 정치행태 등 전통성에 의한 것으로 파악하는 근대화론적 입장이 

있는가 하면(윤천주 1987; 길승흠 1985) 한국의 정당이 워낙 이합집산이 심하여 

정당에 대한 일체감이 생겨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이정복 1995a; 

조기숙 1996) 인물중심 투표의 l차 원인을 정당일체감의 부족으로 든 것은 당연하 

다 하겠으나 그 대체물이 이슈가 아니고 인물이라는 점에서 역시 전통적 정치문화 

가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10) 

현재 우리와 같은 정당구도 속에서 서구식의 질문지를 통한 투표성향 파악은 많 

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당에 대한 일체감은 말할 것도 없고 인물이나 이 

슈에 대한 개념이해도 정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 인물 

중심， 정당중심의 투표행태 연구는 각 개념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의 마련과 정당 

정치의 발전이 선행되어야 의미를 가질 것이다. 다만 현대정치에서 정당과 정책 

중심의 투표가 바람직한 것은 사실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의 정당은 

어떤 모습인가? 

111. 정당기원과 정당구조 

정당은 대의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대단히 근대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서구의 정당은 의회와 선거， 사회 제 집단의 발달， 즉 민주주의의 발달이 선 

행된 후 출현했다는 기원상의 특성을 갖는다. 그에 따라 서구의 정당구조는 상당 

한 기간의 민주주의 경험에 의해 자신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을 

갖춘 당원들로 구성되어 상향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가 가능한 조직형태을 

갖추게 되었다. 또한 서구의 정당체계는 이념적 대립구도를 가지고 자유로운 경쟁 

이 허용되는 복수정당체계로 되어 있다. 이러한 서구정당의 근대성에 비추어 볼 

10) 이에 대해 사실은 우리 유권자들은 그동안 꾸준히 정당중심의 투표를 해 왔다는 주장도 

있다(박찬욱 1993). 15대 대선 이전의 한국정치는 정권교체가 불가능하다고 인식되는 

정치구도였으며 그런 가운데 유권자들은 개별정당에 대한 일체감이 아니라 여당과 야 

당， 민주와 반민주 등의 개념으로 스스로를 일체화시켜 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권자 

들의 투표선택에서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친 것은 인물이라기보다도 오히려 그 인물의 여 

야성향이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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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한국의 정당기원 및 정당구조가 갖는 특성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1 1) 

정당기원상의특성: ‘근대’의이식과시행착오 

듀베르제의 고전적 분석에 의하면 서구 정당의 기원은 의회 내적 기원과 의회 

외적 기원으로 나누어진다(Duverger 1964, xxiii-xxxvü). 의회 내적 기원은 오랜 동 

안 발달해 왔던 의회 내에서 종교나 지역적 배경을 바탕으로 형성된 일종의 의원 

파벌들이 선거권의 확대에 따라 형성된 각자의 선거위원회 혹은 추대위원회와 결 

합하여 점차 근대적 정당으로 발전한 경우를 말한다. 반면 의회 외적 기원이란 민 

주주의의 발달로 인해 노조， 종교단체 등 사회 각 집단들이 활성화되면서 각자의 

이익을 정당을 통해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정당을 형성한 것을 말한다. 어느 경우 

든 상당한 정도로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그에 따라 의회나 선거， 사회집단 등이 어 

느 정도 발달한 다음에 정당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정당활 

동이 시작될 무렵의 서구는 정치인이든 유권자들이든 이미 상당한 정도의 민주주 

의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근대 민주주의의 사고와 제도가 미군정을 따라 들어오면 

서 정당이란 개념과 실체가 한꺼번에 이식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 

치체제 속에서 정당의 역할이 무엇이며 국민들의 정치생활과 어떤 관련을 가져야 

하는지 등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로 특정 정치지도자들의 지 

지집단으로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의 한국 정당이었다. 역대 집권당이었던 자유당， 

공화당， 민정당 등은 지도자와 추종세력들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정당이었다. 민주 

화와 동시에 지역주의가 발호한 6공화국에서의 민자당， 신한국당， 새천년민주당 

등도 예외가 아니었다. 뚜렷한 지도자가 없었던 한민당， 민주당， 신민당들도 소지 

도자와 추종자들이라는 파벌구조는 마찬가지였다. 이런 기원 속에서 한국의 정당 

들이 권위주의적이며 보스정당적인 모습을 갖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12) 

11) 보수정당 일색의 정당체계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하나 그 원인이 우리의 전통성에 있다 

기보다는 분단구조 등에 기인한다고 보이기 때문에 지면이 부족한 여기서는 다루지 않 

기로 한다 다만 정당체계의 지향점은 합리적 보수정당과 합리적 진보정당으로 이루어 

지는 양당 내지 온건 다당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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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후 지금까지 국회의원선거 때 등록하여 입후보자를 낸 정당은 200여 개에 

달하나 그 가운데 당선자를 낸 정당은 80여 개이고 더우기 2회 이상 국회에 진출 

한 정당은 11개에 불과할 만큼 한국의 정당은 부침이 심했다(중앙선관위 2αlO). 

또한 정당이 조직을 기반으로 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특정 인물들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강력한 인물 하에서는 막강한 세력의 정당이 되었다가도 그 인 

물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져버리는 포말정당의 양상을 보였다\3) 

그런 과정에서 한국 정당들은 서구의 정당처럼 정치 주체로서 당당히 자리잡을 

수가 없었다. 정당 변천사에서 잘 나타나듯이 (박찬욱 2(01) 한국의 정당들은 마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형성과 소멸을 반복하였고 따라서 개별 

정당이나 정당정치도 제도화되는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였다. 아직도 한국의 정당 

들은 이러한 기원상의 특성들을 충분히 극복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보수와 진 

보와 같은 이념정당화가 대안일 것이나 그 이념정당들마저 이합집산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다음에 보게 될 정당구조상의 특성들을 극복할 수 있 

는 정당의 형성과 발전이 역시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2，정당구조상의특성: ‘전통’의강인한존속 

1) 당원과정당유형 

2000년 현재 한나라당， 국민회의， 자민련 등 제 정당이 신고한 당원수의 합은 약 

615만 명으로14) 총 유권자수의 20%에 가까운 정당조직화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서구 국가들의 정당조직화 비율이 10%대인 것에 비추어 볼 때 대단히 높은 비율 

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서구의 경우처럼 당비 납부를 당원 자격의 기준으로 한다 

면 우리의 경우 정당원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서구 정당의 당원들은 대개 당비 납부의 의무와 의사결정 참여의 권리를 가진 

12)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정당은 파네비안코의 정당기원 분석에서 나타나는 제도화 

(institutionalization) 가 거 의 안된 (absent) 실 질적 카리 스마(pure charisma) 에 의 한 정 당 

이 라고 할 수 있다(Panebianco 1988 , 66-67) , 

13) 헌팅톤은 1960년대 한국의 정당을 월남， 파기스탄 등의 정당과 함께 지속성도 구조도 

없으며 전형적인 개인의 야망의 투영인 파벌이라고 보았다(HlUltington 1968) 

14) 한나라당 312만 명， 국민회의 129만 명， 자민련 172만 명 등이다(중앙선관위 2아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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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당이란 표방하는 이념， 정책에 동조하는 구성원들의 임의단체이므로 당원들 

이 재정을 책임지는 시스템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에 따라 

구성원들이 공직후보 선출 등과 같은 당의 주요의사결정에서 결정권을 가지는 것 

이 당연하다. 한국 정당들도 당헌， 당규에서 일반당비와 직책당비에 대한 납부의 

무와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른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 의사결정 참여권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당비를 납부하는 일반당원들은 5천 명에서 만명 정도의 수준으로 극 

히 미미한 상태이며(중앙선관위. 2(00) 그에 따라 의사결정에의 참여도 거의 없는 

것이 특정이다. 당원구성으로 봐서도 현재의 한국 정당은 기원상의 특성인 권위주 

의적 성격의 보스정당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보스정당적 특성은， 오랜 유교전통과 그로 인한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와 

정치문화가 서구적인 정당 및 당원 제도와 결합함으로써 본질적인 변화를 하지 못 

하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다. 권위주의적 정치지도자들은 권리와 의무에 

둔감한 당원들이 편할 것이고 권위주의적 당원들은 권리와 의무를 다하기보다는 

명령에 복종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정당구조상의 지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민주적 당원제도의 확립이다. 즉 당비 

를 납부하고 공직 및 당직 후보 선출권을 갖는 진성당원을 중심으로 당이 운영되 

는 정당민주화가 가장 중요한 지향점인 것이다 15) 

정당민주화와 함께 또 하나 논의될 수 있는 것은 정당유형에서의 지향방향이다. 

이에 대해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들은 한국 정당유형의 지향방향을 대중정당으 

로 들고 있다(신명순 1998: 김수진 1996: 안병영 1994). 개인 명망가보다는 당조 

직을 통해 움직이고 그 당조직은 당원들에 의해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정당유형이 

대중정당의 이념형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대중정당으로의 지향을 통해 한국의 각 

15) 2002년 16대 대선과정에서 노무현 후보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흔들기가 계속되자 그 

를 돕기 위해 유시민 등이 중심이 되어 창당한 개혁국민정당은 당비를 내고 상향식 공 

천에 참여하는 진성당원이 2만여 명인 것으로 발표하였다(http://www.kppr.org/center/ 

default.asp) . 이러한 진성당원화는 역시 진성당원이 3만여 명 확보된 것으로 발표하고 

있는 민주노동당(http://web.ID배p.org/index.php?k배p_act=kd1p)의 경우와 함께 한국 정당 

의 획기적인 개혁실험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이들이 한국정치에 중요한 영향력을 갖는 

정당에 펼요한 일정 수 이상의 진성당원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는 노사모의 

실험과 함께 역시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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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들이 실질적인 당원들을 보다 많이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는 점에는 별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권위주의적 전통과 정치불신의 정치문 

화 속에서 그러한 실질적 개념의 당원들을 다수 확보하는 대중정당이 쉽게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점에서 현재의 한국 정당의 유형적 지향이 오히려 파네비안 

코가 서구 정당의 변화방향으로 제기한 선거전문가 정당일 수도 있을 것이다. 

즉 고정당원보다는 일반유권자들을 중시하고 당원 확보와 관리를 위한 당 관료 

기구보다 선거 승리를 위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당내 역할이 보다 중요해지며 따 

라서 강한 경성정당이라기보다 유연한 연성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전문가 정 

당으로의 전망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선거전문가 정당은 

우선 정당의 규모나 재정이 크게 축소될 수 있고 동시에 유권자들의 선호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정당민주화와 제대로 결합되기 

만 하면 한국정당의 중요한 발전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정진민 1998 , 193-203). 

2) 조직과운영 

한국 정당의 조직체계는 의원 중심 정당인 미국보다는 사무국 중심 정당인 유럽 

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보편적으로 당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전당대회와 그로 

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의장단과 중앙위원회， 그 지휘를 받아 당의 일상업무를 처 

리하는 사무국， 의정활동을 책임지는 의원총회와 그 대표 등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러한 조직들이 웅직이는 방식은 많은 차이가 있었다 우선 당 조직이 대의기구 

나 원내기구가 아니라 당무회의나 사무처 등 당내 집행기구를 중심으로 움직이며 

그 집행기구의 결정도 중요한 사항일 경우 총재단회의나 총재에 의해 상명하달식 

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의 민주적 운영은 실제로 어려웠다 따라 

서 그에 대해 여러 가지 대안제시가 이루어져 왔다 

가장 중요한 것은 l인 지배의 폐단을 낳는 총재제도를 없애고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하는 것이었는데 2002년 대선을 앞둔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일단 이 제도를 도 

입했다. 또 그동안 총재의 섬복이 맡아서 당을 좌지우지했던 사무총장도 권한을 

약화시켜 사무처 직원이 담당하여 의원들을 지원하는 기능만 수행케 하는 방안도 

제기되었다. 즉 미국과 유사하게 사무처 우위에서 의원 우위의 원내정당으로 정당 

체제를 바꾸는 대안인데(손학규 1999) 현재 각 정당에서 진지하게 고려되고 있 

다 16) 그러나 위를 바라보는 권위주의적 의식이 존재하는 한 총재직을 바꾼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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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인 체제로 전환될 수 있을 지는 좀더 지켜보아야 할 과제인 것 같다. 

공직후보 선출권도 중요하다. 각 정당은 매 선거시 조직강화특별위원회나 공천 

심사위원회 둥을 구성하고 그것을 통해 객관적으로 인재를 골라 선거에 추천할 후 

보자를 공식적으로 심사한다고 공언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식적 과정을 공천과정 

이라고 인식하는 후보나 국민은 별로 없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지금은 과거에 

비해 많이 투명해졌지만 그래도 객관성이 확실치 않은 많은 경우 비공식적으로 당 

지도부에 의해 사실상 공천이 내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17) 

이와 같은 공천과정의 비민주성을 해소시켜 보고자 하는 대안은 그 동안 여러 

곳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개진되었다. 가장 보편적인 주장은 당원총회의 비밀투표 

에 의한 의결， 즉 상향식 공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신명순 1998b: 이정복 1995b: 

안병영 1994). 이에 대해 현재의 당원이나 대의원의 구조와 의식상 담합이나 부 

정， 금권， 지역주의 등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며 따라서 지구당에서 3배수로 추천 

하고 중앙당이 지명하는 방안이 보다 타당하다는 정당 측의 제안이나 상향식으로 

하되 당분간은 중앙당의 거부권을 인정하자는 시민단체의 방안도 제시되었다(한 

겨레신문 98/8/26) . 

이에 대해 서구적 의미의 당왼 개념이 부족하고 당분간 쉽게 현실화되기도 어려 

운 우리의 실정에서는 차라리 미국식의 예비선거제 도입이 낫다는 주장도 있다(정 

진민 1998 , 203). 예비선거 (prim때)도 상향식 공천인 것은 마찬가지이나 당원이 

아닌 일반투표자와 지지자들도 투표에 참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주에 따라 제 

한형(c1osed)도 있고 개방형 (0야n)도 있으나 제한형이라해도 선거당일 당원으로 

등록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시민중심의 선거방식이라 할 수 있다 18) 

한국 정당의 경우 지도자 중심의 결합 속성과 권위주의적 정당 운영， 이에 대한 

16) 이에 대해 한국정당의 지향이 여전히 진정한 대중정당화에 있다고 보고 미국식 의원정 

당화에 반대하는 견해도 있다(안희수 편 1995 , 527). 

17) 16대 총선시 공천발표 전날 밤 이회창 총재의 결단으로 명단이 바뀌어 김윤환 등 당 원 

로들을 대거 탈락시킨 한나라당의 사례는 공천권의 소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라 할 

것이다. 

18) 미국 정당들도 초기에는 각 주의 보스들이 후보를 지명하는 코커스 방식으로 후보를 선 

출하였으나 그에 대한 비판이 비등하자 정당 및 사회단체의 대표가 모여 후보자를 추천 

하는 컨벤션 방식으로 전환했다가 결국 현행과 같은 예비선거 방식이 도입되었다 

(Epstein 1993 , 20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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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당원들의 순종적 태도 등의 전통적 요소들이 공직후보선출에 있어서 지도부 

의 전횡을 당연시하게 만들었다. 대부분의 당원들은 자신들이 공천의 주체여야 한 

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고 근대적 의미의 당원도 별로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 점에 

서 상향식 공직후보 선출의 경우 잘못하면 토착세력의 강화로 참신한 신인의 진출 

이 봉쇄당할 우려가 있고 지역사회 내의 씨족， 동문， 지역간의 갈등으로 당조직이 

분열될 우려가 있는 동 현실적인 문제가 많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미국식의 예비선거도 정치인과 유권자들의 현재와 같은 의식수준에서 실시된다면 

동원에 의한 조작과 당내 후보간 과열경쟁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민주화의 핵심인 공직후보 선출은 지구당에 의한 상향식 

공천으로 하되 미국식으로 선거권을 일반 시민에게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만 일시적으로는 중앙당의 거부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안전장치를 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한국정당의 지방조직 역시 중앙조직과 마찬가지로 비민주적 운영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지구당 위원장 밑에 수명의 부위원장과 운영위원들이 있지만 대개 지역 

유지들로 경비를 책임지는 등 지구당의 운영을 도울 뿐 큰 권한은 없다. 실질적 권 

한은 위원장과 사무국장이 갖고 지구당의 제반 업무를 담당해 처리해 왔다. 국회 

의원 후보와는 달리 각 정당의 당헌에는 대부분 지구당 위원장을 지구당에서 선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직후보 공천과 마찬가지로 중앙권력에 의해 

임명되었고 임명된 지구당 위원장이 내려와 혈연， 지연， 학연 등의 연고나 친분을 

이용하여 지구당 조직의 임원들을 임명하는 것이 그 동안의 지구당 조직방식이었 

다 19) 

게다가 대부분의 지구당들은 상설체제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가 없는 평 

시에는 거의 활동을 중지하고 있다가 선거시에나 갑자기 맹렬한 활동을 전개하는 

철새조직이다. 따라서 지구당의 당원들도 당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당 

원이라기보다는 선거 때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며 보상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 

며 그런 점에서 한국의 지구당은 중앙당에 예속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지구당의 사 

실상 모든 권한을 위원장에게 집결시켜 놓은 대표적인 비민주적 조직이라고 할 수 

19) 이와 같은 지구당 사당화의 결과 한국의 지구당은 위원장 교체 시마다 지구당 간부와 

동원된 당원들의 반발， 조직 인수인계 거부 등의 악순환이 되풀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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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에 대해 현재 제출되고 있는 개선의견은 당사 유지비와 경조사비 등 고비용 

저효율의 원인이 되는 지구당을 폐지하거나 연락사무소 정도로 축소하고 중앙당 

을 강화하되 규모는 감축하자는 안(정진민 1998)과 중대선거구일 때는 그렇지만 

소선거구 하에서는 오히려 정당민주화 기지로서의 지구당을 강화하고 엄청난 인 

건비와 운영비가 드는 중앙당을 축소하자는 안(신명순 1998b) 이 었다. 두 안 모두 

중앙당이 조직관리 인력을 축소하고 정책전문 인력을 확대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고 지구당의 활동을 지원하는 체제가 되는 편이 바람직하다는 점에 

는일치한다. 

문제는 지구당인데 지구당은 선거시에는 자원봉사를 중심으로 활성화되지만 평 

시에는 당원교육의 장 정도로 축소시키는 편이 나을 것이다. 권위주의와 연고주의 

의 전통성이 남아 있는 한 지구당의 완전폐지는 현실적으로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차 건전한 정당정치와 지방자치의 뿌리가 될 수 있는 기반을 없앤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할 것이다. 특히 향후 대중매체나 컴퓨터의 발달은 중앙당도 그렇지 

만 지구당의 방대한 조직운영을 필요없게 만들어 작고 효율성있는 지구당이 되게 

할수도있을것이다. 

이상과 같은 공식적 조직 외에 우리 정당에는 파벌(계보)이라는 비공식적 조직 

이 존재한다. 정당 내의 특정지도자와 그의 추종자들간에 상하간 공유된 이익을 

바탕으로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비공식적 조직인 파벌은 대개의 경우 결속 

력과 지속력이 공식조직보다 우위에 있는 조직으로 특히 한국과 일본 등 연고를 

강조하는 유교전통을 가진 문화권에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과거 권위주의체제 하에서는 여당보다는 주로 야당에서 파벌이 많이 형성되었 

으나 민주화 이후 여당이든 야당이든 조직의 자원들에 대해 결정적인 통제력을 행 

사하는 총재의 역할이 부재할 때는 정당 내부의 집단들이 경향으로 존재하지 않고 

파벌들로 가시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들 파벌들은 주로 전체이익보다 파벌이익을 

위해 활동하기 때문에 그 이익에 따라 대립관계와 협력관계를 수시로 넘나들다가 

당직배분이나 공천 등 중요한 사안에서는 상호 갈등관계를 나타내기도 한다. 따라 

서 파벌은 정당정치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고 파벌간의 경쟁은 당내 응집력 

을 약화시키므로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이이화 1983: 민준기 

19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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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파벌 해체의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현실적인 실현은 쉽지 않을 것이다. 

권위주의적 정치문화에 따른 지도자 대망론이 존재하는 한， 또는 이념과 정책에 

따른 세력 분류가 명확하지 않고 따라서 지연， 학연의 연고구조에 따른 패거리 의 

식이 사라지지 않는 한 파벌 종식은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서구식 민주적 정당 

운영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우선 총재 l인에 의한 지배구조를 깨뜨려기 위해서 이 

들을 활용할 수는 없을 것인가 즉 일본식의 자율성을 가진 중간보스들에 의해 파 

별로 분산된 정당권력구조를 생각해 볼 수도 있고(신희석 1988) 파별간의 경쟁을 

통해 1인독재를 견제하고 정당운영의 민주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일본정당의 파벌구조 자체가 가진 많은 문제들이 지적 

될 수 있지만 일인 보스에 의한 사당화 구조는 방지할 수 있을 것이고 보스 퇴진 

후의 일시적 공황상태나 새로운 보스의 등장을 막을 수도 있을 것이다. 

IV. 맺는 말 

지금까지 전통과 근대의 병존이라는 관점에서 한국의 정치과정， 그 중에서도 선 

거와 정당의 역사적 특성과 과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국의 선거제도는 근대적인 

형태로 도입되었으나 전통적 정치문화에 기반한 개발독재권력에 의해 왜곡되었다 

가 6공화국 이후 합리화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권위주의 , 연고주의 , 온 

정주의 등의 전통적인 의식과 태도가 강력히 지배해 온 선거과정에서는 관권선거， 

금권선거， 지역주의， 준봉투표 등이 시기에 따라 대표적 과제로 부침하였다. 

한국 정당의 기원은 서구와 달리 민주주의의 발달이 전제되지 않은 것이었다. 

따라서 한국의 정당은 독립운동체와 같은 비밀결사적 특성과 권위주의와 연고주 

의， 형식주의 등의 전통적 의식과 태도의 영향을 깊이 받게 되었으며 그 결과 서구 

와 같은 근대적이며 민주적인 성격을 갖지 못하고 보스정당， 거품정당적 특성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 정당의 과제는 당비를 내고 후보공천권을 갖는 당원구 

조， 총재나 보스가 아니라 당원이나 소집단들에 의해 결정되는 운영구조 등을 갖 

춘 민주정당화， 지역구 민원해결이 아닌 의원의 정책활동이 우선 되는 정책정당화 

등이었다. 

이들 각각의 과제에 대한 대안적 논의는 전술한 바와 같다. 그러나 그러한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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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논의들이 현재 우리 사회가 당변한 탈근대의 조건들과 제대로 연결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정보화사회로의 급격한 이행과 

그에 따른 기본 패러다임의 변화를 들 수 있다. 포스터모더니즘에 따르면 대의 

(representation)라는 것은 이미 근대적인 현상이며 포스트모던 사회는 대의민주주 

의가 아니라 직접민주주의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한다(Rosenau 1992 , 94-

96). 그렇다면 대의제의 기본이 되는 선거나 정당도 대의제 자체의 변화에 따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미 군중동원식 연설회는 더 이상 선거운동의 기본방식이 되지 못한다. TV 토 

론과 인터넷통신이 그 자리를 급속히 대체하고 있다. 후보자와 유권자가 반드시 

직접 만나야 할 필요도 없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선거비용도 매체공용화에 따라 

거의 완전한 공영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선거운동 방식이나 비용이 모두 공개 

내지 검증될 수 있을 것이며 선거의 공정관리와 처벌도 점차 강력해질 시민단체 

등의 감시에 의해 정치권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매스컴과 컴퓨터의 발달은 기존의 지구당이나 중앙당과 같은 방대한 조직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거대담론이 약화되고 환경 , 여성 등의 다양한 주제 

가 정당활동의 중심이 되면 거대정당보다는 녹색당과 같은 특정 주제 중심의 소규 

모정당들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당체계도 다당화될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또한 시민단체와 통신매체， 인터넷 등이 발달함에 따라 정당은 더 이 

상 국민들과 정치권력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가 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정당 

도 다양한 주제에 의한 전문가들의 소집단화로 나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각자의 관심주제에 대해 다양한 형태로 당원을 결합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탈근대의 조건들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에도 한국의 선거와 정 

당은 여전히 두터운 전통성의 벽 앞에서 아직 서구의 근대성조차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탈근대의 조건들이 그러한 상황 자체를 바꿔 놓을 수 있을 

것인지는 아직 분명치 않아 보인다. 그러한 전망의 부족이 우리로 하여금 또다시 

정치과정의 근대화 프로젝트에 매달리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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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BfTRlltT •• 

The Historical Charateristics and Tasks of the Election and 
the Party in Korea 

ßhn. [h비h에un I Kyungsung University 

πle characteristics of po뻐대1 process in Korea have little changed essentially from when 

the modem political system was inσodu∞d at the frrst time in this country, in spite of the 

profound social, economic modemization in this era. Althou방1 modem electoral system was 

introduced , tradi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electoral process and voting behavior have 

remained in the election controlled by the govemment authority , money , region떠ism and 

conformity, because Korean mass and political elites still have the σaditional political culture 

like authoritarianism, patemalism, and stress on relationship. Also, the origins of the Korean 

parties were group of supporters for a boss due to the authoritarian p이itical tradition. 

Therefo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parties have been the absence of the real party 

members who have the ri양lt to vote and the fmancial responsibility for their p않ty ， and of the 

non-democratic process of the decision mak:ing. πle conditions of the post modemization have 

외readyap야ared in Korean society, but traditional political culture has not disappeared in spite 

of socio-economic development. Since that , Koreans still have some tasks of ‘our ’ 

modemization of the election and the p따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