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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와 選驚

土口 昇 歡
(서 울 大 學 校)

1. 序 論

한국의 선거를 개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가지 면에 대한 겸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는 선거제도가 어떻게 흉化되어 왔느냐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선거행태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느냐에 관한 것 

이다. 여기서는 우선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둥에 관한 선 

거제도가 해방 이후 第 5 共和國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변화되어 왔으 

며 그에 따라서 선거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었는지를 검토하기로 한다. 

다음은 여러 학자들이 현지조사- 및 통계자료의 분석 등을 통해 밝혀 

놓은 선거행태의 특징을 근대화라는 사회전체변화 현상에 비추어서 

설명하기로 한다. 

II. 選훌훌制度의 變化

1945년 해방이 되면서 한국인은 정치척 평동과 참여를 기본원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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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서구의 대의민주주의를 경험하게 되었다. 서구의 각종 정치제도 

가 급속히 이석되는 과정에서 선거제도도 도업되었는데， 1948년 5월 

에는 한국역사상 처음으로 보통선거가 설시되어 198명의 제헌국회의 

원을 선출하였다. 그로부터 401션 가까운 시간이 지나는 동안 한국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선거를 각각 12번씩 치루었고， 3차례에 걸친 지방 

의회의원 선거와 2차례의 地方自治團體長 선거블 치렀으며， 1) 선거는 

이로써 한국정치의 가장 핵섬척인 부분의 하나로 자리장게 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척지 않은 횟수의 션거를 치렀지만 한국의 선거제도 

는 아직도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다. 8차례에 걸친 개헌과 잦은 션 

거법개정을 경험하면서 선거방법과 선거구 등 제도전반에 결쳐 매우 

불안정한 변화를 보여 왔으며， 개헌논의와 함께 선거제도의 개펀도 

계속 성각하게 거론되어 왔다. 선거제도상의 이러한 불안정은 선거 

가 민의를 반영하기 위한 올바른 수단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권력정 

치에 크게 영향을 받으면서 지나간 40년의 정치적 불안정과 軟를 갇 

이 해 왔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여기서는 해방 이후 오늘날 

까지의 한국의 대통령， 국회의원 그리고 지방정치의 選용홉史를 제도적 

측면에서 추적해 보고자 한다. 

1. 大鏡짧選톨制度의 훌化 : 한국의 대통령선거는 지나간 40년간 모 

두 12번 시행되었었는데， 선거제도는 한국의 잦은 정부형태의 변화와 

대통령재직자들의 청권연장기도 동의 이유로 간선제와 칙션제를 번갈 

아 채용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국의 초대대통령인 李承陳은 국회에서 간션제로 당선되었다. 48 

년 7월 20일 실시된 초대대통령선거시 李承陳은 제헌국회의원 198명 

중 196명이 참가한 투표에서 우려 180표를 얻어 압도적 승리를 거두 

어 당선되었으나， Zi 李承陳은 그 이후 本人의 차리스마척 리더쉽 때문 

1) 吉昇왔 • 金光雄 • 安秉萬， r韓園選學論J(서 울 : 茶山出版社， 198ηpp. 
331~332. 

2) 中央選塵管理쫓員會， r大韓民國選學史J， 第-輯(1981) ， pp.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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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국회에서 韓民黨 세력을 중심으로 한 그의 지지세력을 잃게 된다. 

그러자 그는 제 2 대 대통령선거흘 얼마 앞두고 대통령선거제즐 간선 

제에서 직션제로 바꾸기 위혜 임시수도 옳띠에서 계엄령션포， 白骨團·

핫벌떼 動員， 국회의원체포 등으로 이름난 「옳山政治波動」을 통하여 

52년 7월 4일 소위 技후改憲율 성렵시킨다. 이 개헌에 따라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되게 되었고， 직접선거를 위한 

절차법으로서 대통령 및 부통령선거법도 제정 • 공포되었다. 주요내용 

은 CD 선거권은 만 21셰 이상의 국민이 가지며(1조)， @ 펴션거권은 만 

3년 이 상 국내 에 주소를 가진 만 40셰 이 상에 게 부여 하였고(2조)， @ 
선거구는 전국을 단위로 하고(7조)， @ 후보자가 lÁ인 경우에도 투표 

를 실시하여 득표수가 선거인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해야 당선이 

결정된다는 것 둥이다 3) 이상과 같은 대통령션거제의 골격은 54년 11 

월 李承曉大範題에 한해서 重任制限을 철폐하는 소위 f4擔 5入改憲案」

을 통과시킨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다가 60년 4.19 

이후 정부형태가 대통령중심제에서 議院內關없l로 바뀌연서 대통령은 

「國家의 元首이며 국가를 代表하는」 상징적 존재로 바뀌었고， 선거제 

도도 직선제에서 재적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써 결정하는 간 

선제로 바뀌게 되었다. 

61년 5.16 이후 군사청부는 정부형태즐 다시 대통령종심제로 바꾸 

어 놓았고， 이에 따라 선거제도도 다시 직선제로 바뀌었다. 주요내용 

은 @ 선거연령을 제 1 공화국시절의 만 21세에서 만 20세로 낮추고， 

@ 후보자동록 요건도 과거의 추천인 500Á 이상을 정당추천제로 바 

꾸고，@ 선거운동의 주체즐 정당본위로 하는 것 등이다 4) 정당의 역 

할이 강조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 l 공화국의 대통령직선제와 거의 유 

사한 내용이다. 제 3 공화국의 이와 같은 대통령선거제도는 69년 朴正

熙大統領에 게 f3選」올 허용하는 3選改憲의 경 우를 제외 하고는， 그 골 

3) 위 의 책 , pp.92-94. 
4) 위의 책， p.I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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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選改憲 이후 설시된 71년 4월 선거에서 朴正熙大統領은 金大中후 

보를 누르고 당선되었으나 72년 10월 17일에는 rlO月維新政治體制」를 

수렵 한다. 이 로써 오늘(87년 8월)에 이 르기 까지 한국인은 대 통령 을 「내 

손으로 직정 뽑는」 대통령직선제를 가져보지 못하게 되었다. 維新憲

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r政府의 能率의 極大化」를 위해 국 

회의 권능을 위축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팽창시켰다. 대통령선거제도도 

완전히 달라졌다. 즉 그것은 1區 1人에서 I區 5Á까지 선출되는 統-→

主體國民會議代議員(72년 12월 선거시 2， 359명， 78년 5월 션거시 2， 853명〉 

들이 「養反討論없이」 선출하는 간선제였다. 중임제한에 관한 言及도 

전혀 없으니 維新憲法은 朴正熙大統領에게는 4選， 5選， 6選도 가능하 

게 해준 것이다. 그러다가 한국유권자들은 79년에 10.26사태를 겪게 

되었다. 그 이후 한국유권자들은 다시 과거와 같은 대통령직선제를 

가지게 될 뻔 하였으나， 80년 5.17사태로 그 희망은 유산되고， 80년 

8월 27일에는 全斗煥將軍이 유신헌법하의 대통령선거제도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새로이 출범한 정부는 제 5 공화국수립을 위한 새헌법개 

정안을 내놓고 이를 국민투표에 의해 확정한 후 10월 26일 公布하 

였다. 

第 5 共和國憲法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직접선거에 따른 선거과 

열 • 국론분열 • 국력낭비 • 지역감정의 표출을 막는다는 입장에서 간접 

선거를 규정하고 있다. 즉 국민의 보통 • 평등 • 칙접 • 비밀선거에 의 

해 선출되는 5， 000명 이상의 大鏡領選擊A團에 의해 선출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 「選畢人」은 유신청치시대의 統一主體國民會議代議員

과 성격상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 지탄을 받고 그 

제도는 目下 첼폐되게 된 것이다. 

2. 國흩홉훌選훌制度의 훌化 : 대한민국의 초대국회인 제헌국회의원 

선거는 48년 5월 10일 실시되었다. 이것은 UN총회의 결의에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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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선거가 가능한 남한에서의 첫번째 선거이다. 선거는 미군정당국 

이 관리 • 집행하였다. 군청당국은 우선 47년 9월에 공포된 南朝解過

獲政府 法律 第 5 號 「立法議員選擊法」을 골자로 해서 잠정 적 인 국회 

의원선거법(군정법령 제 175호)을 제정하였다. 주요골자는 선거권은 

만 21셰 이상인 자에게 주고， 국회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區 

1A制의 小選훌훌區뿜!J를 채택한 것 둥이다 5) 그리고 국회구성은 단원제 

로 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 선거법은 미군정의 종료와 함께 소멸된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50년 4월 제 2 대 국회의원선거를 한달 정도 앞두고 국회의원 

선거법을 제정하였다. 선거제도의 골격은 변화가 없었￡며， 단 국회 

의원 임기는 종전의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났다. 그러다가 52년 7월의 

技후改憲에서는 民議院과 參議院을 두는 양원제가 채택되었으나，” 이 

제도는 새로이 국회법이 마련되지 않아 실행되지는 않았다. 54년 5월 

에 실시된 제 3 대 총선에서는 自由黨과 民國黨이 각기 입후보자공천 

제를 처음으로 실시하여 정당갱치의 기틀이 형성되었으며， 또한 36.8 

%의 득표율을 얻은 自由黨은 114석을 차지하고， 47.9%의 득표율을 

얻은 무소속은 겨 우 67석 을 차지 하여 小選畢區制 • 多數代表制의 펴l 단 

이 노출되기 시작하였다. 제 4 대 총선을 앞둔 58년 1월의 협상선거 

법에서는 공명선거를 위해 투표참관인의 권한을 확대하는 둠 의미있 

는 조치들이 취해졌지만， 실제 선거는 부정선거로 끝녔다. 그려나 이 

선거의 결과 自由黨이 126석으로 집권당이 되고， 民主黨이 전체의석 

의 3분의 l이 념 는 79석 을 획 득하여 (48년의 한민 당은 29석 , 50년의 民國

黨은 24석， 54년의 民國黨은 15석) 양당제가 확립된 것은 의의있는 일이 

다. 1960년 4.19학생의거 이후 수렵된 제 2 공화국시대에는 자유 • 공 

명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선거법개청이 있었고， 양원제가 처음으로 채 

5) 위의 책， pp.71-73 
6) 大統領 직션제를 관철시키기 위해 院外自 EE黨으로 하여금 지방의회를 
장악케 하여 이를 對國會壓力으로 이용하었는데 이는 技후改憲案에서 
양원제의 배경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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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 • 실시되어 참의원선거가 있었으나， 선거제도상 기본적인 변화는 

없었다. 

그러다가 61년 5.16군사정부가 들어서고 63년 8월에는 대폭적인 선 

거법개정이 이루어졌다. 

우선 양원제는 철폐되었고， 국회의석(175석)은 131석은 종전과 같야 

소선거구 • 다수대표제로 지역구에서 선출하고， 지역구의적의 3분의 l 

인 44석은 전국구비례대표제로 선출하는 지역구제 • 전국구제의 f#-用

을 채태하였다. 그런데 전체적인 특징은 「政黨政治의 確立」에 역점을 

둔 것이다. 지역구의 경우 후보자정당공천제를 제도화시킨 컴， 전국 

구의 경우 정당이 후보자의 서열을 미리 청하게 한 점， 선거운동은 

엄격히 제한하되 정당본위의 선거운동올 하게 한 점 등이 그 예이다. 

그 이 후 제 7 대 총선 거 (1 967년)와 8대 총선 (1971년)을 앞두고 선 거 법 개 

정이 있었으나，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명선거를 위한 제도책 

보완이 있었을 뿐이다. 

1972년 10월 17일을 기해 IlO月維新」이 단행되자 국회의원선거법은 

또 한차례의 개청올 맞이하였다. 우선 종전의 지역구제는 임기 4년에 

서 6년으로 연장되고 l구 1언제의 소선거구제는 1구 2언제의 중선거 

규제로 바뀐 것이다. 

또 종전의 전국구비례대표제는 국회의원정수의 3분의 l에 해당하는 

임기 3년의 維新政友會議員뼈j度로 바뀐 것이다. 이들 의원은 공식청 

으로는 대통령이 추천하며 전술한 바 있는 統-王體國民會議가 당선 

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 

으로 되어 있었다. 110月維新」의 선거법에서 또 한가지 지적해야 할 

것은 선거구획정에 있어서 유권자의 수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당시 

한국유권자의 투표행 태가 「與村野都」였 었는데， 이 상의 제도로 與有

利 • 野不利의 결과가 생기게 된 것이다. 이상 제도상 與에게 절대적 

으로 유리한 선거제도였으나， 한국유권자의 정치의식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시대착오적인 제도였었다. 예컨데 7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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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대 총선시 한국유권자는 득표율에 있어서 여당인 共和黨보다 야 

당인 新民黨에게 1. 1%를 더 안겨 주었다. 그럼에도 의석수는 與가 

절대다수를 점유하였던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은 維新時代의 선거제도 

는 한국유권자의 비난을 받다가 79년 10.26事件으로 철혜되게 되었다. 

그 이후 수럽왼 제 5 공화국하에서 제정된 선거법은 과거의 「非合理性」

에 서 크게 개 선 된 것 이 없 었다. 1981년 l월 소위 「國家保衛立法會議」

에서 개정한 국회의원선거법에서 @ 지역구의 기준언구수를 명시하지 

않은 조항을 두었으며，@ 과거의 유신정우회제를 철폐하고 전국구HJ 

례 대표제를 재도업하였으나， 전국구의 비중이 과거의 지역구의석의 

3분의 1에서 2분의 l로 커졌고， 득표비율이 아닌 의석비융을 기준으 

로 전국구의석을 배분하게 하였고， 지역구최다의적정당이 무조건 전 

국구의석의 3분의 2를 배분받게 한 것이 그 예이다 7) 이러한 근본척 

인 「非合理性」에 대하여 12代 총선을 앞두고 집권당언 民正黨과 야당 

인 民韓黨 사이에 84년 7월 선거법을 개정하여 고치려 하였으나， 그 

개정은 부분적이고 치엽적인 개정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이상 한국의 국회의원선거제도사를 고찰해 보았거니와 크게 두가지 

의 특징을 지적해 낼 수 있다. 첫째， 한국의 선거법은 항상 집권여당 

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 • 운영되어 왔고， 그 결과 집권여당은 「得

票率」에 비해서 훨씬 많은 의석수를 점유하였던 것이다. 둘째， 선거 

법개정은 「國民代表性」의 제고보다 여 • 야간의 정치적 협상 또는 정 

치세력간의 도구로 이용되었던 것이다. 

3. 地方選톨制度의 훌化 :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외 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비정상적 형태로나마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 40년사를 가지 

고 있으나，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유신정치시대에 와서 유명무실한 

7) 이에 관한 보다 상세한 셜명을 위해서는 梁建， “韓國의 選짧와 選청~fìjU 

에 관한 法制度的 考察”， 韓國社會科學핍究協議會 I選學닮究方法論에 
관한 심 포-지 움J(쉐 라톤 워 커 힐， 1986.8.30), pp.99~103플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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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로 하락하였다. 한국의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대통령선거의 경우 

보다 훨씬 이전인 61년 5.16군사쿠테타 이후 오늘날까지 아예 그 영 

액을 상실하게 되었다. 또 5.16 이전까지 지방선거사가 있었다고 하 

나 그것도 온전한 모습을 갖추었던 것은 아니다. 

1948년 7월 에 제 정 • 공포된 한국의 뼈j憲憲法은 지 방자치 에 관한 조 

항을 갖추고 있었고， 이에 따라 49년 7월에는 지방자치법도 제정 • 공 

포되었던 것이다. 

주요내용은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서울시 ·도와시 ·읍·연으로 

이원화하고，@ 자치단체장 중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 

명하고 시 • 읍 • 연장은 의원들이 간션하고，@ 의결기관인 의회가 집 

행기관의 자치단체장을 견제하는 것 등이었다 8) 그러나 이 법의 집 

행은 차일피일되다가 6.25전쟁으로 유산되고 말았다. 그러다가 지방자 

치선거는 52年 4月 임시수도 옳山時節에 처음으로 실시된다. 이것은 

李承뺏大統領의 전솔한 바 있는 技葉改憲計웰j파 지극히 유관하다는 

것이다. 즉 그것은 대통령직션제를 관철시키기 위한 일환책으로 院外

自由黨으로 하여끔 지방의회를 장악케 하여 이를 對國會壓力으로 이 

용하자는 것이었다 9) 선거결과 지방의원선거에서 自由黨이 압승을 

거두었으며， 시읍면장들도 의원들이 간선하여 自由黨一딴이 되었다. 

그 이후 한국의 지방자치제는 크게 바뀌었다. 56년 5월 제 3 내 대 

통령선거를 전후하여 自由黨政府는 56년 2월과 7월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였다. 두가지 측면이 주요내용이다. 하나는 시읍떤장을 종전에 

는 의원들이 간선케 하였는데 이 제도를 유권자에 의한 직선제로 바 

꾼 것이고， 다른 하냐는 자치단체장에 대한 의회의 불신임권을 폐지 

시킨 것이다. 自由黨政府는 이상의 改正法下에서 56년 8월에 선거를 

실시한 결과 당시의 「與村野都」의 현상에 따라 전체적드로는 승리 

8) 鄭世찜， r地方行政學J(서울 : 法文社， 1986), p. 116 
9) 孫鳳淑， “韓國의 歷代地方議會와 地方自治韓國行政學報J ， 第 19卷，
第 1 號(1985.6) ， pp.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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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거두었으나 대도시에서는 대패를 당하였다. 예컨대 서울특별시의 

경우 47영의 의원 중 自由黨이 차지한 것은 l석에 불과하고， 옳山의 

경우에는 19석 중 4석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상황 아래 自由黨은 또 

다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내놓게 펀다. 그것은 58년 12월의 소위 

12-4波動J(國家保安法 통과문제로 여 • 야간에 일어난 격돌사건)時 新國家保

安法案과 함께 묻혀서 통과되었는데， 주요내용은 시 • 읍 • 면장의 직 

션제를 폐지하고 정부의 엄명제로 바꾼 것이다. 

그 이후 지방정치는 4-19를 맞이하고 제 2 공화국시절에 와서 완전 

히 민주화된다. 제 2 공화국정부는 60년 11월 l 일 자치 법을 개정 • 공 

포하여 자치단체장은 시 • 읍 • 연장은 물론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를 

포항하여 모두 직선제로 션출하는 제도로 바꾼 것이다 10) 그러나 이 

와 같이 민주화된 지방자치제는 5-16군사쿠데타 이후 아예 그 모습을 

감추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血. 選훌훌‘織의 훌化 

여기서는 한국인의 선거의식 또는 투표행태의 변화훌 보이기 위하 

여 아에 대한 기존문헌을 요약해서 소개하기로 한다. 한국의 가장 최 

초의 선거는 1948년 5월 10일 실시된 제헌국회의원선거이다. 그 이후 

한국에는 오늘날까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및 통일주체국 

민회의대의원션거 등 모두 29회의 선거가 있었으나， 전술한 바와 같 

이 選瓚史 자체가 관제선거， 부청선거， 특정인의 정권연장을 위한 선 

거 등으로 얼룩진 역사였기 때문에 한국인의 선거의식 또는 투표행태 

는 학자들의 커다란 관섬의 대상은 아니었다. 다만 한국인의 선거의 

식 또는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연， 그것은 극히 제한된 수의 

10) 中央選짧管理委員會， 앞의 책 , pp. 105~l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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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하 

냐는 주로 국내학자들에 의한 현지조사 및 그 자료(survey data)에 의 

한 것 이 며 , 다른 하냐는 정 부의 공식 선거 통계 자료(official aggregate 

data)를 집중적으로 분적한 것이다. 전자 중 대표쩍인 연구는 尹天住，

吉昇敎， 安秉萬， 옳光雄， 李容善교수 등에 의한 것이며， 후자 중 대 

표적 인 것은 在美의 Chae-Jin Lee, Jae-ou Kim, B.C. Koh 둥과 국 

내의 嚴基文 李甲允교수 등에 의한 것이다 11) 이상 자폰상 두 종류 

에 의한 학자들의 연구결과는 한국인의 선거의식 • 투표행태를 크게 

두가지의 시각에서 다루고 있다. 하나는 한국인의 선거의식 • 투표행 

태가 「近代化」 내 지 「合理化」되 어 가고 있는가에 훗정 올 맞추고 있 

고， 다른 하나는 대통령션거(직션제냐 간션제냐의 문제)， 국회의원선거 

(소선거구제냐 중선거구제냐， 또는 단원제냐 양원제냐의 운제)， 지방자치단 

체선거(선거의 범위， 국회와 지방의회간의 역할분당의 운제)제도에 대하여 

한국인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춧점을 맞추고 있다. 

L 近代化와 選톨意微 : r近代化」란 용어는 여러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으나， 여기서 일컨는 「近代化」란 단순히 「社會廳濟의 훌훌展」을 

의미한다. 문헌에는 자유세계의 경우 한 나라의 사회경제가 말전하면 

사회 구조가 정 차 중산충위 주의 구조로 변모하고， 시 민의 소득 • 교육· 

도시성의 수준도 높아지고， 대중매체의 보급융도 확산되고， 그 결과 

시민의 정치관심도 높아지고 정치의식도 깨어나서 투표행태도 점차 

합리화되어가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한 나라의 사회 

경제의 말전과 시민의 선거의식 ·투표행태의 합리화간의 관계는 긍정 

적이리는 것이다 12) 이러한 시각에서 한국인의 선거의식 ·투표행태플 

조사·분석한 문헌의 내용 중 중요한 것 두 가지만 소개하면 다음과 

11) 吉昇敎 • 金光雄 • 安秉萬， 앞의 책 , pp. 325~330 참조. 
12) 또 이러한 견해와는 달리 양 요인간의 「無關係짧」도 있다. 이상 긍정설 

과 무관계션에 관한 문헌은 위의 책， pp. 20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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갇다. 

학자들은 한국의 최근의 엄청난 사회경제발전이 한국인의 정치의식 

수준을 높이는 데에 지대한 역할을 하였으리라는 전제하에 1963, 1978 

년 맞 1985년 조사에서 「선생닙은 이러한 선거가 없눈 평상시에도 정 

치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까」라는 짧問을 제시하고 「한다」려는 비율 

을 얻어 냈다. 그 비융은 63년 조사에서 30.8% , 78년 조사에서 39.9 

%, 85년 조사에서 61. 1%로 늘어 났고， 또 85년의 조사의 경우 교 

육별로 보니 國校 • 文톱者 33.6%, 中 • 홉校者 57.8% , 大후者·의 경 
우 72.4%로 나타었고， 또 85년의 조사에서 거주지별로 보니 面지역 

47.1% , 중소도시 및 힘지 역 58.5% , 대 도시 지 역 66.6%로 나타났다 13) 

이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한국인의 선거의식 • 투표행태가 維新

政治 「制度關의 政治」 등으로 불리는 시대에도 꾸준히 근대화· 합리 

화되 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예는 투표행태의 변화이다. 

푼헌에는 유권자들이 투표시 후보자의 .인물， 정책， 갱당소속 동 여 

러가지의 요인을 보고 투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중 인물위주 

로하는 투표행태가 가장 전근대척인 것으로 지켜되고 있다. 학자들은 

이러한 시각에서 설문대상자들에게 「선생님은 투표할 때 청당을 보고 

투표합니까， 인물을 보고 투표합니까， 또는 정견을 보고 투표합니까 ?J 

라는 섣문을 제시하고 그 반웅을 조사해보니 IÁ陽」을 보고 투표한다 

는 비 융은 1960년 조사에 서 68.8%(경 북 尙州)， 63년 조사에 서 65.9% 

(全國)， 78년 조사에서 55.0%(全園)， 85년 조사에서 46.4%(全國)라는 

결과가 나왔다. 반대로 「정당」과 「정책」 두 요인을 각각 보고 투표한 

다는 비 율의 합은 60년 6.9% , 63년 17.1% , 78년 35.2% , 85년 44.4 

%로 늘어났다. 한국인의 투표행태가 해가 거듭할수록 근대화 • 합리 

화되어 가고 있다는 신벙성 있는 증거이다. 

13) 尹天柱 r韓國政治體系 : 政治狀況과 政治參與J(서 울大出版部 1978) 
pp. 3 i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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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政治制度에 對한 짧빠 : 한국정치는 과거 維新政治 그리고 최근 

의 「制度政治」 동으로 계 속 수난을 겪 어 왔다. 그러 다가 85년 2월 설 

시된 제 12대 총선을 계기로 하여 크게 활성화되었고， 이 분위기는 그 

이후 계속 고조되어 오늘(87년 8월)에 이르고 있다. 학자들은 이러한 

분위기하에서 86년 6월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인의 각종 정치 • 선 

거제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바 있다 14) 이 조사에서 얻은 대통령，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한국민의 인식을 몇가지 소개하띤 다음 

과 같다. 

첫째는 한국의 정부형태 권력구조를 大統領中心힘1 • 內鴻責任혐j 중 

어느 것으로 해야 되느냐의 문제이다. 설문대상자 중 50.6%는 대통 

령중섬제， 22.3%는 내각책임제， 19.9%는 二院햄政府制(前 2 者를 절 

충한 형태)에 각각 웅답했다. 두번째는 대통령선거방법에 관한 것이 

다. 직선제를 션호하느냐 간선제를 선호하느냐의 설문에서 응답자의 

90.6%는 직션제를 8.8%는 간션제를 선호하고 있다. 세번째는 한국 

국회의 단원제 • 양원제에 대한 선호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단 

원제에 52.0% , 양원제에 32.5%라는 비융을 보이고 있으나， 한국인 

중 「現代的 韓國ÁJ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교육충은 단원제에 55.9% , 

양원제에 37.4%를 20"'29세층은 전자에 43.0% , 후자에 42.1%의 비 

율을 주고 있다. 넷째， 한국인의 양당제 • 다당제에 대한 선호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양당제에 49.7% , 다당제에 43.5%의 비율을 

보이 고 있으나， 대 학교충은 양당제 46.8% , 다당제 48.0% , 20"-'29세 

총은 양당제 42.7% , 다당제 49.7%의 Il]율을 보이고 있다. 

다섯벤째는 국회의원선거제도에 관한 것이다. 한국인 중 고연령충 

은 양당제지향적언 1구 1언제의 小選擊區制를 선호하고 있으나， 저연 

령층은 다당제지향적인 1구 1인체의 변형 또는 中 • 大選顧區制를 션 

14) 이 조사는 吉昇敎， 金光雄， 安秉萬교수가 공동으로 실시한 것으로 그 
결과는 「韓國選짧꿇」 제 2 연(우리나라 選짧制度에 대한 國民들의 認識)
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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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하고 있다. 마지막 여섯번째는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것이다. 이마 

전솔한 바와 같이 한국은 과거 자유당시철 그리고 민주당시절에 지 

방선거를 가져 보았지만 당시 가장 중요한 잇슈는 단체장정부임명 • 

의원직선이냐 또는 단체장직선 ·의원직션이냐의 문제였었다. 학자들 

의 86년 6월 조사에 의하면， 연령 • 교육 • 소득 둥의 요인과는 무관하 

게 한국인 대부분이 단체장직선 • 의원직션을 선호하고， 단체장정부임 

명 • 의원직션을 선호하는 비율은 7.5"'14.4%에 불과하다 15) 

이 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86년 6월 현재 한국인은 대통령중 

심제를 선호하고 그 선출방법도 절대다수가 직선제를 션호하고 있으 

나， 한국인 중 저연령충 고교육충일수록 단원제보다는 양원제， 양당 

제보다는 다당제， 국회의원선거제도에서는 양당제지향적인 소선거구 

제보다는 다당제지향적인 다른 형태의 선거구제를 선호하고 있으며， 

또 지방자치제의 즉시 실시와 단체장직선 ·의원직선제를 선호하고 있 

다는 사실이다. 즉 최근의 한국인은 정치권력의 분산화· 다원화를 바 

탕으로 한 정치권력의 집중화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N. 結 語

이 글은 한국의 선거를 크게 제도와 행태 두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과거 40년사를 살펴 보았다. 한국의 각종 선거제도는 정치옐리뜨에 

의해서 A형 B 형 C형 등으로 마구 변형되어 왔고， 그리고 그 방향 

은 제도의 민주화·활성화보다는 비민주화·왜소화 쪽이었다. 지방자 

치선거는 제 1 ， 2공화국시절까지는 실행되다가 그 이후에는 자취를 감 

추었고， 대통령직선제는 제 3 공화국까지 실행되다가 유신정치시대 이 

후 사라졌고， 국회의원선거는 계속 그 명맥을 유지해 왔으나 한 때애 

15) 위 의 책 , pp. 140~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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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석수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또 국회가 존재하고 있￡ 

면서 국정조사권 한번 발동시키지 못하는 불구자의 국회였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제도사와는 달리 행태척안 측면은 전혀 닫랐다. 

한국인의 정치의식 • 투표행태는 한국의 사회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꾸 

준하게 그리고 끈덕지게 근대화 • 합리화되어 갔다. 거기에 오늘날의 

한국인이 바라고 있는 정치제도는 권력의 분산화 • 다원화를 바탕으로 

한 大統領中心制 • 直選뿜l이다. 이제는 이러한 한국인의 행태 • 의식에 

각종 션거 • 정치제도가 따라와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의식과 제 

도는 두 레엘 위에서 향시 같이 달려야 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