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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의 2010년 지방선거를 사례로 한국의 유권자들이 상이한 선거구 제도

에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이 연구는 광역의회선거와 

기초의회선거, 그리고 2인 선거구와 3·4인 선거구에서 나타난 군소정당 지지자들의 투

표행태에 관한 주요 가설들을 검증함으로써 현행 선거구제의 수혜자가 누구인지를 규

명하고자 하였다.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의 선거후 여론조사를 분석한 이 연

구는 순수투표와 전략적 투표는 다양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선거구 크기의 함수라는 점

을 보여주었다. 광역의회선거보다 기초의회선거에서, 기초비례대표선거보다 광역비례대

표선거에서, 2인 선거구보다 3·4인 선거구에서 군소정당 지지자들의 전략적 투표가 차

지하는 비율이 더 낮고 순수투표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하지만, 현행 중선거구

제의 최대 수혜자는 군소정당이 아니라 민주당이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저자

는 중선거구제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3·4인 선거구의 확대만으로는 충분하

지 않다고 주장한다.

주제어: 선거구 규모, 주요정당, 군소정당, 기초의회선거, 전략적 투표, 순수 투표

   

I. 서론

한국에서 선거구제에 대한 논의는 대표성과 비례성의 강화와 같은 민주적 선거의 보편

적 가치 실현과 함께 지역주의 극복이라는 한국선거정치의 특수역사적 이슈의 해결방안

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지방선거를 포함하여 한국의 각종 선거

들이 단일 선거구에서 한 명의 후보자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에 기초하여 실시되어 왔지

만, 이를 매개로 지역주의적 양당체제가 재생산되면서 사회적 소수가 정치적으로 대표되

* 이 논문의 발전을 위해 세심한 비판과 제언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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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고 지역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지난 2005년 8월 정치관계

법의 개정을 통하여 기초의회선거에서 중선거구제가 도입된 것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

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006년 제4회 동시지방선거에

서 처음 도입된 중선거구제는 비록 기초의회선거에만 국한되었지만 정치신인과 군소정당

의 의회진입을 촉진하고 탈지역주의적 선거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정치적 기제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 연구는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 Korean Social Science Data Center)의 여론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선거구 규모가 유권자들의 투표행태와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을 분

석한 것이다. 사회적 균열구조(social cleavage structure)와 함께 선거구 규모가 유권자의 

투표행위와 정당체제에 미치는 영향은 많은 선거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그리고 소

선거구제가 투표의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유권자들의 전략적 투표행위로 인해 양당제를 

양산하는 반면, 중대선거구제는 다당제를 활성화시키는 경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다

양한 이론적 논의와 경험적 분석을 통해서 확인되어왔다(Duverger 1951; Taagepera and 

Shugart 1993; Ordeshook and Shvetsova 1994; Cox 1997; Benoit 2001).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두베르제의 법칙(Duverger’s law) 혹은 이를 확장한 ‘M+1’ 규칙을 선거구제가 자동적

으로 정당체제를 결정한다는 주장으로 이해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라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선거구 규모(magnitude of district)가 정당체제의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고 알려져 있지만, 다양한 정치적 맥락 속에서 표출되는 유권자들의 전략적 선택을 획

일적으로 재단할 수 없다고 보고, 2010년 지방선거를 사례로 한국의 유권자들이 상이한 

선거구 제도에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이 연구는 광역의

회선거와 기초의회선거, 그리고 2인 선거구와 3·4인 선거구에서 나타난 군소정당 지지자

들의 투표행태에 관한 주요 가설들을 검증함으로써 현행 선거구제의 수혜자가 누구인지

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무엇보다 선거구제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대체로 일본을 제외하면 유럽 혹은 

미국의 선거사례분석에 치중해왔다는 점에서 신생민주주의 국가들 가운데 하나인 한국의 

선거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선거구제의 변화에 조응하는 유권자들의 투표행태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은 이미 지역주의적 양당체

제가 상당히 안정화되어 있고, 기초의회 선거를 제외한 거의 모든 선거들이 소선거구제를 

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선거구제를 도입한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흥미로

운 분석사례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이 연구는 한국선거 연구자들이 거의 주목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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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의석배분방식의 변화에 따른 기계적 효과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의 투표심리 및 행태

에 선거구제가 미친 영향에 대한 개인수준의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선거구제

의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순수투표(sincere voting)와 전략적 투표(strategic voting)라는 다양한 제약에

도 불구하고 선거구 크기의 함수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광역의회선거보다 기초의회선거

에서, 기초비례대표선거보다 광역비례대표선거에서, 2인 선거구보다 3·4인 선거구에서 

군소정당 지지자들의 전략적 투표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 낮고 순수투표가 차지하는 비율

이 더 높았다. 하지만, 현행선거구제도의 최대 수혜자는 군소정당이 아니라 민주당이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저자는 기초의회선거에 도입된 중선거구제가 군소정당에 대한 

투표를 촉진함으로써 이들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지만, 이 제도의 도입 취

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3·4인 선거구의 확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II. 중선거구제의 도입 배경과 선거에 미친 영향

한국에서 기초의회선거에 중선거구제가 도입된 것은 2005년 정치관계법의 개정을 통해

서였다.1) 당시 집권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주도하여 도입한 중선거구제는 무엇보다 거대

정당에게 유리한 선거정치를 탈피하여 군소정당과 정치신인의 지방의회 진입을 원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중선거구제로의 전환이 양대정당 중심의 정당체제에 별다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였다. 

2010년 광역 및 기초의회를 사례분석한 조성대(2010)가 밝히고 있듯이 중선거구제도

의 도입 이후 득표와 의석배분 사이의 비례성이 증진된 것은 사실이지만 만족스러운 수

준은 아니었으며, 군소정당과 여성의 원내 의석율의 추이분석을 보더라도 대표성에 주목

할 만한 차이를 만들어내지는 못하였다. 아울러 “경쟁적 정당구도”를 창출함으로써 지역

주의를 해소하는 데에도 실패하였다. 그 외에도 여러 연구들이 역대 지방선거의 집합적 데

이터를 이용하여 비례성과 대표성, 지역주의정당의 재생산에 미친 영향에 대한 추이분석

  1)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루어진 정치관계법의 개정에는 기초의회선거에 중선거구제의 도
입, 19세로 선거연령 하향조정, 예비후보자제도의 도입, 정당공천제, 지방의원의 유급화 등이 포
함되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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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도하였으며 거의 유사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고선규 2006; 황아란 2007; 김용복 

2009; 김순은 2010; 김영태 2011).2) 

이들 가운데 일부는 중선거구제의 의석배분방식이 정당별 의석분포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들을 통해 밝혀진 매우 흥미로운 사실 가운데 하나는 기초의회선거

에서 비록 2인 선거구보다 3인 선거구에서 군소정당 후보자들의 당선자 비율이 더 높았지

만, 4인 선거구의 경우 군소정당의 당선자 비율이 가장 낮았다는 점이라고 볼 수 있다(조

성대 2010, 표 7 참조). 그런데 이러한 결과는 선거구 규모가 클수록 당선에 필요한 최소득

표율이 하락하기 때문에 군소정당에게 유리한 반면, 양대정당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기존

의 인식에 반하는 것이다. 

이처럼 매우 예외적인 현상이 발생한 원인에 대하여 조성대(2010)는 4인 선거구가 민주

노동당, 진보신당과 같은 군소정당의 지지층이 거의 없는 농촌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

을 제기하였다. 다시 말해, 낮은 득표율로도 당선이 가능한 중대선거구라도 지지기반이 현

저히 낮은 농촌지역에서는 군소정당의 후보들에게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무소속 후보들의 당선율에 주목한 정준표(2007, 35)는 대구 및 경북지역의 2006

년 제4회 동시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들에 대한 지지율이 현격히 높거나, 도시화 수

준이 높은 선거구에서는 선거구 규모가 증가하더라도 이것이 한나라당에게 불리하게 작

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3) 

이들의 연구는 규모가 큰 선거구가 자동적으로 군소정당이나 무소속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지방선거

에서 선거구 규모가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는 힘들다.4) 왜냐하면, 선거구 규모 이외에도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다양하기  

  2) 이들은 또한 중선거구제가 실패한 원인을 군소정당에게 불리한 2인 선거구 중심의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나타난 양대정당의 담합에서 찾았다(윤종빈 2006; 황아란 2007).
  3) 정준표(2007)는 소선거구에서는 연고지로부터 지지를 받아 당선이 가능했을 무소속 후보들의 

경우 중선거구에서 오히려 당선이 어려워졌다고 보았다. 그는 선거구 규모가 증가할수록 군소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현행 중선거구제의 문제점을 단순

히 높은 비율의 2인 선거구로 환원시키며 3~4인 선거구의 확대적용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던 다
른 연구자들과는 달리 중선거구제의 폐지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확대할 것을 주장하였다. 

  4) 기존의 한국선거 연구들은 대체로 선거구 규모가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각 
정당의 선거구 규모별 득표율이나 당선자비율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에 그치고 있으며, 지역변

인을 포함하여 선거경쟁의 수준, 출마자의 수, 과다공천 및 과소공천, 군소정당의 출마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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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예를 들어, 2인 선거구보다 3·4인 선거구에서 군소정당의 득표율과 당선율이 

낮다는 사실만으로 선거구의 규모가 유권자들의 투표전략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

거나, 3·4인 선거구의 수를 늘리는 것이 군소정당에게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는 없으며,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선거구 단위의 분석만으로 환경론적 오

류(ecological fallacy)를 피하면서 선거구 규모가 유권자들의 투표성향에 미친 영향을 추

론하기는 쉽지 않다.

이 연구는 두베르제(Duverger 1951)를 비롯한 다수의 연구자들이 제기한 것처럼 선거구 

제도가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사표를 방지하려는 유권자들의 전략적 투표를 매개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직후의 여론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선거구 규모에 따라 유권자들의 순수투표 및 전략적 투표에 어떠한 차이가 있었는지를 분

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5) 특히 이 연구는 집합수준의 한국선거자료에 주로 의존해왔던 

여러 선행연구들과 달리 선거구 규모별 정당득표율을 비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유권자들

의 정당선호와 이들의 정당별 투표성향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선거구제의 효과를 분석하고

자 하였다. 

III. 유권자들의 투표 전략

1. 선거구 규모와 유권자들의 투표성향

선거구제가 유권자들의 투표행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두베르제의 법칙

(Duverger’s law), 즉 소선거구제 하에서 단순다수제를 통해 공직자를 선출하는 경우 양

당제가 촉진된다는 주장의 심리적 전제조건인 ‘당선가능성을 고려한 군소정당 지지자들

의 전략적 투표’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다(Cox 1997; Jesse 1999). 더 나아가 리드(Reed 

1990)와 콕스(Cox 1994) 등은 두베르제 법칙의 확대 적용 가능성, 즉 소선거구제뿐만 아니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을 충분히 고려하였다고 보기는 힘들다. 선거구 단위

의 분석이 갖는 한계에 대한 논의는 힉스와 호탤라(Hix and Hortala 2011, 4)를 참조할 것. 
  5) 여기서는 선거구 규모가 크더라도 유권자들의 전략적 투표가 억제되지 않거나, 양대정당에 대

한 불만이 군소정당이 아닌 양대정당에 대한 교차투표로 이어질 경우 군소정당에게 불리한 선
거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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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중대선거구제에서도 전략적 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선거구 규모보다 한 명 더 많

은 경쟁력 있는 후보자들 사이에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진다는 소위 ‘M+1’ 규칙을 제안하

였다(Cox 1997; Jesse 1999; Benoit 2001; Myatt 2007; Lago 2008). 

이들은 전략적 투표를 하려면 유권자들이 합리적이며 후보자들의 선거경쟁력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를 갖추고 있다고 가정한다. 이들은 선거구 규모가 증가하더라도 유권자들이 

소선거구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전략적 투표를 수행할 수는 있지만, 후보자들의 당선가능

성과 자신의 선택이 미칠 수 있는 선거결과에 관한 예측능력이 감소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예를 들어 콕스(Cox 1997, 100)는 선거구 규모가 5인을 초과하는 경우 후보자들의 당선가

능성에 대한 유권자들의 예측능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6)  

일부의 연구자들이 이러한 가정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였지만, 유권자들이 제

한된 정보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투표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학계의 공감대는 비교적 높

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페인 사례를 분석한 라고(Lago 2008, 34)는 유권자

들이 전략적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당선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보다는 이전의 선거

결과에 더 의존한다고 보았으며, 결과적으로 선거구 규모가 전략적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

치는 데에는 경쟁력 있는 군소정당의 존재 여부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선거구제가 증가

할수록 경쟁력 있는 정당들의 수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전략적 투표의 규모가 감소한다”. 

2. 주요가설: 기초의회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순수투표 및 전략적 투표 성향 

아래의 <표 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한국 유권자들의 투표 유형은 순수투표, 전략적 

투표, 항의투표(protest voting)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순수투표는 가장 선호

하는 정당에 대한 투표를, 전략적 투표는 사표방지를 위한 군소정당 지지자들의 투표, 특

히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양대정당의 후보에 대한 투표를 의미한다. 항의투표는 지지하는 

정당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위한 투표를 의미하며, 특히 양대정당 지지자들의 다른 양대

정당 후보(I) 혹은 군소정당 후보(II)에 대한 투표, 그리고 군소정당 지지자들의 다른 군소

정당 후보에 대한 투표(III) 등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구분을 하더라도 개별 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선호와 후보자들의 당선

  6) 콕스(1997)는 전략적 투표의 두 가지 전제조건으로 선거에 대한 관심과 후보자들의 경쟁력에 대
한 정보 취득 능력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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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제5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투표 유형7)

최선호정당

투표한 정당

양대정당 군소정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양대

정당

한나라당 순수 항의 I[전략] 항의 II[항의 III] 항의 II[항의 III]

민주당 항의 I(전략) 순수 항의 II(항의 III) 항의 II(항의 III)

군소

정당

민주노동당 전략[항의 III] 전략(항의 III) 순수 항의 III

자유선진당
전략[항의 III]

<항의 I>
전략(항의 III)

<항의 I>
항의 III 순수

(  ) 영남; [  ] 호남; <  > 충청, 이텔릭체는 군소정당의 수혜 규모

가능성이 지역별로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는 한국의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위의 <표 1>에서 양대정당을 한나라당과 민주당으로 규정하였지만, 

한나라당은 호남에서, 민주당은 영남에서 군소정당에 불과하며, 자유선진당은 다른 지역

에서는 군소정당이지만, 충청지역에서는 양대정당에 못하지 않은 지지를 얻고 있었다.8) 

따라서 영호남 지역의 경우 민주당과 한나라당 가운데 한 정당을 가장 선호하면서도 1) 

다른 주요정당의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들(영남의 민주당 선호자, 호남의 한나라당 선

호자)의 투표는 항의투표가 아니라 전략적 투표일 수 있다. 아울러, 2) 양당지지자들 가운

데 군소정당에게 투표한 이들의 경우는 항의투표 II가 아닌 항의투표 III에 해당한다. 충청 

지역의 경우 자유선진당을 가장 선호하면서도 민주당과 한나라당에게 투표한 것은 전략

적 투표가 아니라 항의투표(I 또는 III)라고 할 수 있다. 이 투표유형들 가운데 순수투표를 

  7) 이 표에는 간결한 설명을 위하여 군소정당들 가운데 민주노동당과 자유선진당만을 포함하였

다.
  8) 예를 들어, 제5회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은 호남지역에서 2명(전남과 전북 각 1인)의 광역비례

의원, 2명의 기초비례의원(전북), 민주당은 1명의 기초단체장(경남), 2명의 지역구 광역의원(경
남)과 4명의 광역비례의원(부산 2인, 경남 1인, 경북 1인), 45명의 지역구 기초의원, 17명의 기초

비례의원(부산 8명, 경북4명, 경남 5명)을 당선시키는 데 그쳤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선거

정보). 자유선진당은 1명의 광역단체장(대전)과 함께 38명의 지역구 광역의원, 3명의 비례광역의

원, 13명의 기초단체장, 95명의 지역구 기초의원, 22명의 기초비례의원을 당선시키는 데 성공하

였으며, 이들은 모두 충청권이었다. 이에 반해 민노당은 지역적으로 편중되지 않은 18명의 지역

구 광역의원과 6명의 광역비례의원, 90명의 지역구 기초의원, 22명의 기초비례의원을 당선시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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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한 비순수투표(non-sincere voting), 즉 전략적 투표와 항의 투표와 같이 사표방지 혹

은 불만표출을 위한 투표는 각 정당의 입장에서는 손실에 해당한다. 따라서 각 정당은 자

신을 가장 선호하는 유권자들의 항의투표 혹은 전략적 투표를 최소화하고 타정당을 가장 

선호하는 유권자들에 대해서는 이를 유인하는 선거전략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2010년 기초의회선거에서 예상되는 유권자들의 투표성향과 관련한 가설은 다음과 같

다. 첫째, 광역의회선거보다 기초의회선거에서 군소정당 지지자들의 순수투표가 차지하

는 비율이 더 높을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광역의회선거보다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기초의회선거의 선거구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군소정당 지

지자들의 전략적 투표, 즉 당선가능성이 없는 최선의 후보 대신 당선가능성이 있는 차선의 

후보에게 투표하여 자신의 표를 낭비하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가설 1. 광역의회선거보다 기초의회 선거에서 양대정당 지지자들의 순수투표가 차지하

는 비율이 더 낮은 반면, 군소정당 지지자들의 순수투표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을 것이

다.  

아울러, 전략적 투표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이 크게 주목하지는 않았지만, 유권자들은 

중요한 선거일수록 자신이 행사하는 투표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투표를 선택

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많은 선거구민(constituencies)을 포괄하는 광역의회선거보다 

중요성이 적다고 평가하는 기초의회선거에서 군소정당 지지자들의 전략적 투표는 감소하

고 순수투표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양대정당 지지자들의 순수투표가 차지하는 비율은 광역의회선거보

다 기초의회선거에서 더 낮고, 항의투표가 차지하는 비율은 더 클 가능성이 있다. 이들 역

시 광역의회선거보다 중요성이 적다고 평가하는 기초의회선거의 결과에 덜 민감하기 때

문에 자신의 정당선호를 반영한 단기적인 투표전략보다는 장기적인 투표전략으로 자신의 

불만을 표출하기 위한 항의투표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영호남지역과 같은 비경합

지역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정당의 지지자들은 당선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

소화하면서 일당지배체제에 대한 불만을 표출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기초의회선거에서 2인 선거구보다 3·4인 선거구에서 군소정당 지지자들의 전략

적 투표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 낮은 반면, 순수투표의 경우 더 높을 것이다. 선거구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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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커질수록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경쟁력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 콕스(1997; 

1999)가 언급한 대로, 전략적 투표를 위한 정보차원의 가정(informational assumption), 즉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당선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가정을 만족

시키기란 소선거구제 하에서도 결코 쉽지 않다. 더구나 선거구 규모가 증가하면 후보자들

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분산되며 정보의 질이 떨어져 당선가능성이 없는 후보자를 선

별하기가 힘들어진다.9) 

가설 2. 기초의회선거에서 선거구 규모가 클수록 군소정당 지지자들의 순수투표가 차
지하는 비율은 증가할 것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1) 중선거구제를 채택한 선거의 경험이 거의 없고, 2) 지역마다 선거구 

규모가 상이하고, 3) 광역단체장과 광역의회(지역 및 비례대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지역 및 비례대표), 그리고 (정당공천이 허용되지 않는)교육감 및 교육위원 등 8개의 동시

선거에서 후보자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략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유권자들의 

의지와 능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누가 승자 혹은 패자가 될지 불확실할수록” 전략적 투

표는 감소한다(Lago 2008, 33).

선거구 규모는 선거의 중요성(electoral priority)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에도 영향을 줌

으로써 전략적 투표성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선거구 규모가 클수록 선출되는 의원의 희

소성이 감소함에 따라 유권자들은 선거결과에 덜 민감할 수 있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2인 

선거구보다 3·4인 선거구에서 단기적으로 최선(양대정당 지지자의 경우) 혹은 차선의 후

보(군소정당 지지자의 경우)를 당선시키려는 전략보다는 지지정당의 개혁 혹은 군소정당

의 육성 등과 같은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항의투표 혹은 순수투표를 선택할 가능성이 증

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구 규모의 증가가 전략적 투표나 순수투표 성향에 별다른 영

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 또한 있다. 당선자의 수가 증가하더라도 복수의 동일정당 후보

자들의 출마가 가능한 한국의 기초의회선거에서 군소정당의 후보자들이 경쟁력 있는 후

  9) 선거에서 정보부족은 유권자들뿐만 아니라 정당들에게도 부담이 된다. 정준표(2007, 32)가 잘 
요약하고 있듯이 중대선거구제가 군소정당에게 유리한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소선거구제에서

와 달리 과대공천 및 과소공천, 불균등 투표 등 “선거관리”의 문제를 대정당이 감당하기 어렵다

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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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군에 포함되기 힘들다. 중선거구제에서 군소정당 후보자들의 대부분은 여전히 당선가

능성이 없으며, 이에 따라 전략적 투표성향이 약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황아란

(2010b)이 지적하고 있듯이 양당제 성격이 강한 한국정당체제의 영향 때문에 중선거구제

가 적용되더라도 기초의회 선거 역시 실질적인 경쟁은 양대정당의 후보들 사이에만 국한

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전략적으로 투표할 대안이 불투명한 조건에서 군소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

이 순수투표를 선택하기보다 투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 혹은 기초단체장 선거와 

같은 특정선거를 참고(reference)삼아 일관투표(straight voting)를 수행할 가능성 또한 있

다. 물론 이러한 선택은 경쟁력 있는 광역자치단체장 후보가 거의 없는 군소정당이나 무

소속 후보들에게 불리하며 양대정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조진만·최준영 

2006; 박찬욱·홍지연 2009; 지병근 2011). 

IV. 연구 방법

이 연구는 선거구 규모와 투표유형들 사이의 연관성에 관한 여러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

하여 KSDC의 2010년 동시지방선거 여론조사자료를 이용할 것이다. 당시에 진행된 대부

분의 전국여론조사들이 광역 및 단체장 선거에 중점을 두고 기초의회선거에 관한 질문항

을 누락한 반면, 이 여론조사자료는 응답자들이 기초의회선거에서 투표한 정당에 대한 질

문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이 데이터에는 응답자가 투표한 선거구의 기초의회 의석수에 대

한 정보가 누락되어있기 때문에 기초의회선거의 당선인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

료를 이용하여 응답자의 거주지와 일치하는 선거구 규모와 최선호 정당의 출마 여부에 관

한 자료를 추가하였다.10) 

선거제도의 효과는 유권자들이 점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경험의 지속”을 요구한다

(Reilly 2002, 167). 중선거구제가 처음 시행된 2006년 지방선거 사례는 정당과 유권자 모

두에게 변화된 선거제도에 대한 충분한 학습과 조정의 기회를 제공해주지 못하였다는 점

에서 선거구 규모의 효과가 제대로 표출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2010년 지방선거는 비록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중선거구제 하의 첫 선거와는 달리 축적된 경험을 가진 유권자와 정

10) KSDC의 여론조사자료에는 79개 선거구가 사례로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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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들의 합리적인 대응 방식이 좀 더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에서 순수투표는 당면 선거에서 당선가능성이 없더라도 미래의 선거결과에 영향

을 미치기 위해 유권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정당의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달리 비순수 투표는 가장 좋아하는 정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의 후보 및 무소속후보에게 

투표한 것을 지칭하며, 이 가운데에는 군소정당후보를 가장 선호하면서도 사표를 방지하

기 위하여 당선가능성이 높은 차선호 정당의 후보에게 투표하는 전략적 투표와 지지정당 

후보의 불출마 등을 이유로 다른 군소정당후보에게 투표하는 대체투표, 가장 선호하는 정

당에게 불만을 표출하거나 경종을 울리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들의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고 다른 정당의 후보 및 무소속 후보에게 투표하는 표출투표(expressive voting) 및 항의

투표를 포함한다.11) 

그런데 이처럼 다양한 투표유형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후보자 선호와 투표

의도를 엄격히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전략적 투표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스

스로 고백하고 있듯이 유권자들의 투표의지에 관한 제한된 정보에 의존하여 투표유형을 

구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Blais 1996; 2002; Evans 2002; Fisher 2004; Alvarez 

and Nagler 2000; Alvarez et al. 2006). 다차원적인 투표 의도는 중첩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정당선호와 후보선호 사이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교적 측정이 쉬운 순수투표의 증감과 

관련한 주요가설을 제시하였으며, 이들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KSDC는 한나라당

을 비롯한 9개 정당들(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국민중심연합, 창조한국당, 미래희망연대)과 기타 정당들 가운데 최선호 정당을 묻는 질

문과 투표한 정당 및 무소속 후보를 묻는 질문을 포함하였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 질문들

에 대한 응답을 이용하여 가장 선호하는 정당에게 투표한 경우를 순수투표, 이와 달리 응

답자들의 최선호정당과 동일한 정당에게 투표하지 않은 경우를 비순수투표 등으로 규정

하고 이들 사이의 차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12)  

11) 여기서 표출투표는 항의투표와 호환적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이 개념의 의미에 대한 논의는 프
랭클린 외(Franklin et al. 1994)를 볼 것. 

12) 최선호정당이 후보를 공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57명의 응답자들은 투표유형을 구분하기 
어려워 여기서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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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2010년 기초의회선거에서 나타난 유권자들의 투표행태

1. 선거의 중요성과 투표행태: 광역 및 기초의회선거 비교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는 총1039개의 지역구 기초의원선거구 가운데 2인 선거구가 

60.5%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3인 선거구와 4인 선거구가 각각 37.2%와 2.3%를 차

지하였다. 여기서는 무투표 당선지역인 서울 동대문구 아, 부산의 동래구 다, 대구 수성구 

가/달서구 나, 전남의 담양군 라/영암군 라, 경북 김천시 나/라 등 8개의 선거구를 제외한 

1031개의 선거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들 가운데 2인 선거구는 621개(60.2%)였으

며, 3인 선거구는 386개(37.4%), 4인 선거구는 24개(2.3%)이다(부록 1 참조). 

아래의 <표 2>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대선거자료를 이용하여 각 정당들의 선거구 

규모별 평균득표율, 1인당 평균득표율, 출마자수 평균을 나타낸 것이다. 이 표에서 잘 나

타나듯이 비록 큰 차이는 아니지만 한나라당은 2~4인 선거구 가운데 2인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반면, 민주당과 나머지 정당들과 무소속 후보들의 경우 4인 선거구에서 가

장 많은 득표를 하였다. 그러나 각 정당의 득표율을 출마자수로 나누어 계산한 평균득표

율을 살펴보면 모든 정당들과 무소속 후보들의 경우 2인 선거구에서 가장 높았으며, 4인 

선거구에서 가장 낮았다. 이는 무엇보다 선거구 규모가 클수록 평균출마자의 수가 증가함

에 따라 나타나는 표의 분산효과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선거구 규모의 증가에 따

른 군소정당 후보들의 1인당 평균 득표율과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의 1인당 평균 득표율 사

이의 격차는 조금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4인 선거구가 군소정

<표 2> 기초의회 선거에서 정당들의 선거구 규모별 (정당)후보득표율 평균

평균득표율 1인당 평균득표율

2인 3인 4인 2인 출마자 3인 출마자 4인 출마자

한나라당

민주당

기타정당

무소속

사례수

39.5 
28.8 
11.2 
20.4 
621

38.0 
28.9 
12.9 
20.0 
386

26.0 
31.7 
12.9 
29.1 
24

25.3 
30.0 
17.6 
16.0 
621

(1.6)
(1.0)
(0.7)
(1.3)

 

17.1 
19.9 
12.2 
10.3 
386

(2.2)
(1.5)
(1.1)
(2.1)

 

12.3 
12.6 
8.7 
8.0 
24

(2.2)
(2.5)
(1.4)
(4.0)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선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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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에게 가장 유리했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아래의 <표 3-1>은 KSDC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광역 및 기초의회의원 선거에서 각 정

당을 가장 선호하는 응답자들의 정당별 투표자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 표에서 잘 나타

나는 것처럼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가장 선호하는 이들 가운데 광역의회선거에서 순수투

표를 한 이들의 비율보다 기초의회에서 순수투표를 한 이들의 비율은 약간 낮았다. 그러

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군소정당을 가장 선호하는 이들 가운데 순수투표의 비율은 광역의

회선거(10.1%)보다 기초의회선거(20.3%)에서 두 배 가까이 높았으며, 양당의 후보에 대한 

전략적 투표의 비율은 낮았다. 이는 가설 1이 제기한 바와 같이 기초의회선거가 광역의회

선거에 비해서 덜 중요하다는 인식이 투표결정과정에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소선거구제를 따르는 광역의회선거(지역구)보다 중선거구제를 따르는 기초의회(지역구)

에서 이러한 현상은 당연한 것일 수 있다.

아래의 <표 3-2>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비례대표 의회선거에서는 예외 없이 지역구 의

회선거에 비해 각 정당을 지지하는 응답자들의 순수투표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았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비례대표선거의 경우 광역의회선거와 기초의회선거에서 나

타난 순수투표의 비중은 지역구 의회선거와 정반대의 경향이 나타났다. 광역비례대표선

거보다 기초비례대표선거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양당을 가장 선호하는 이들의 순

수투표가 약간 높았던 반면, 군소정당을 가장 선호하는 이들의 순수투표는 무려 15.6 
13)

<표 3-1> 선호정당과 투표한 정당(광역 및 기초의회선거, 지역구)

최선호정당
한나라당 민주당 군소정당 사례수

광역 기초 광역 기초 광역 기초 광역 기초

한나라당 83.3 81.1 10.4 10.5 6.3 8.5 240 248
민주당 9.7 6.1 81.6 81.3 8.7 12.6 207 214

군소정당 17.4 15.2 53.6 49.4 10.1(29.0)13) 20.3(35.4) 69 79
무당파 43.2 42.9 40.5 38.1 16.2 19.1 111 126
전체 44.7 42.0 44.0 43.0 11.3 15.0 627 667

주: 밑줄/네모: 순수/전략; 피어슨 χ2: : 306.65***(광역), 336.06***(기초), ***는 p<.001
출처: KSDC(2010)

13) 이 표에서 괄호 안의 수는 군소정당을 단일정당으로 취급하여 계산한 순수투표 비율이다. 여기

에서 군소정당의 최선호자들 가운데 10.1%는 순수투표자의 비율이며, 29.0%는 양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의 후보들에게 투표한 이들의 비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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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선호정당과 투표한 정당(광역 및 기초의회선거, 비례대표) 

최선호정당
한나라당 민주당 군소정당 사례수

광역 기초 광역 기초 광역 기초 광역 기초

한나라당 85.4 87.6 9.6 10.7 5.0 1.7 239 233
민주당 4.6 6.3 84.4 86.0 11.0 7.7 237 207
군소정당 8.3 13.9 30.2 43.1 44.8(61.5) 29.2(43.1) 96 65
무당파 35.1 40.0 42.5 45.2 22.4 14.8 134 115
전체 38.2 43.9 43.8 45.7 18.0 10.5 706 620
주: 밑줄/네모: 순수/전략; 피어슨 χ2: 519.69***(광역), 404.38***(기초), ***는 p<.001
출처: KSDC(2010)

(=44.8-29.2)% 포인트 낮았으며, 양당에 대한 전략적 투표가 차지하는 비율은 더 높았다.

이는 기초의회의 중요성이 광역의원선거보다 덜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외의 현상이라

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전국평균 기초의회 비례대표 선거구의 크기가 불과 1.6(=376개 의

석/230개 기초비례 선거구)이었기에 군소정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는 점

을 고려하면, 이러한 결과가 오히려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부록 2> 참조).14) 다시 말

해, 선거구의 규모가 전국평균 5.1(=81개 의석/16개 광역시도 선거구)인 광역비례대표선거

는 물론, 최소 2인 선거구제인 지역구 기초의회선거보다 기초의회 비례대표선거의 선거구 

규모가 더 작았기 때문에 순수투표를 유인하는 효과는 더 적었다는 것이다.15)

2. 선거구의 규모와 투표행태와 정당별 수혜규모의 차이

아래의 <표 4>는 기초의회선거에서 선거구 규모에 따라 각 정당을 가장 선호하는 응답

자들의 정당별 투표자 비율을 보여준다. 여기서 잘 나타나듯이 정당별로 2인 혹은 3·4인 

14) 이는 비례대표제 하에서도 선거구의 규모제한으로 인한 전략적 투표현상이 존재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15) 기초단체장선거에서도 광역단체장선거보다 양대정당은 물론 군소정당 지지자들의 순수투표

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3> 참조). 이러한 분석결과가 나타난 원인

은 군소정당들이 광역단체장선거보다 기초단체장선거에 낮은 비율의 후보를 공천하였기 때문

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광역단체장선거에서 새누리당보다 민주당에 대한 순수투표가 차지하

는 비율이 더 낮은 것은 당시 지방선거에서 야권후보단일화가 추진되었으며, 결국 민주당의 공
천지역이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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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에서 얻은 순수투표의 변화는 일정하지 않다. 한나라당을 가장 선호하는 이들 가운

데 순수투표를 한 이들은 2인 선거구보다 3·4인 선거구에서 7.8% 포인트(=84.6-76.8) 더 

많았던 반면, 민주당을 가장 선호하는 이들의 경우 2.1% 포인트(=80.6-82.7) 적었다. 그러

나 군소정당을 가장 선호하는 이들 가운데 순수투표를 한 이들은 2인 선거구(18.8%)보다 

3·4인 선거구(21.3%)에서 더 많았으며, 양대정당의 후보들에 대한 전략적 투표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인 선거구에서는 군소정당을 가장 선호하는 이들 가운데 한나라당과 

민주당에게 전략적으로 투표한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68.8%(=21.9+46.9)이었지만, 3·4

인 선거구에서 이들의 비율은 61.7%(=10.6+51.1)이었다. 

각 정당이 ‘다른 정당을 가장 선호하는 응답자들로부터 얻은 득표’가 차지하는 비율과 

‘가장 선호하는 정당이 있지만 다른 정당에게 투표한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의 차이로 계

산한 수혜규모를 보면 2인 선거구(총 278명)와 3·4인 선거구(총 389명)에서 한나라당은 

각각 2.5% 포인트와 6.4% 포인트, 민주당은 각각 14.0% 포인트와 8.7% 포인트의 득표율 

상승효과를 얻었다(<부록 4> 참조). 군소정당들의 경우에도 정당선호에 반하는 투표로 인

하여 2인 선거구와 3·4인 선거구에서 각각 4.7% 포인트와 2.1% 포인트 득표율이 상승하

였다. 이는 선거구 규모와 무관하게 전반적으로 다른 정당 지지자들의 항의투표 혹은 전

략적 투표로부터 가장 많은 수혜를 입은 정당이 민주당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선거구 규모별로 각 정당이 얻은 수혜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민주당이 2인 선거구에서 

얻은 수혜규모는 3·4인 선거구에서 얻은 수혜규모에 비하여 5.3% 포인트(=14.0-8.7) 더 

많았다. 한나라당은 2인 선거구보다 3·4인 선거구에서 2.9% 포인트(=6.4-2.5) 더 많이 수

<표 4> 선거구 규모별 선호정당과 투표한 정당(기초의회선거, 지역구)

최선호정당
한나라당 민주당 군소정당 사례수

2인 3·4인 2인 3·4인 2인 3·4인 광역 기초

한나라당 76.8 84.6 13.4 8.1 9.8 7.4 112 136
민주당 5.3 6.5 82.7 80.6 12.0 13.0 75 139
군소정당 21.9 10.6 46.9 51.1 18.8(31.3) 21.3(38.3) 32 47
무당파 37.3 47.8 37.3 38.8 25.4 13.4 59 67
전체 42.8 41.4 41.0 44.5 16.2 14.1 278 389
수혜규모 2.5 6.4 14.0 8.7 4.7 2.1 278 389

주: 밑줄/네모: 순수/전략; χ2=122.76***(2인 선거구), 219.73***(3·4인 선거구), p<.001
출처: KSDC(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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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민주당과 한나라당을 가장 선호하는 

이들 가운데 다른 정당의 후보에게 투표한 항의투표의 비율은 대체로 비슷하였다. 하지만, 

민주당의 경우 한나라당에 비해서 군소정당을 가장 선호하는 이들의 전략적 투표로부터 

더 큰 수혜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3인 선거구와 달리 2인 선거구에서 민주당에 

대한 한나라당 선호자들의 항의투표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군소정당의 경우 

3·4인 선거구보다 2인 선거구에서 2.6% 포인트(=4.7-2.1) 더 큰 수혜를 얻었다.16) 

3. 선거구 규모와 투표결정

아래의 <표 5>는 기초의회선거(지역구)에서 정당후보들에 대한 투표결정요인을 다항프

로빗 모델(multinomial probit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여기에서 기본범주는 

이 연구가 초점을 두고 있는 군소정당에 대한 투표가 사용되었다. 각 모델에서 독립변수

로는 정치적 관심(1~4: 1=전혀 없다, 4=매우 많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평가(1~4: 1=매우 

못함, 4=매우 잘함), 광역단체장 선거와의 일관투표여부(=1), 군소정당 선호(=1)와 선거구 

규모(2인=0; 3~4인=1), 선거구 규모와 군소정당선호 더미변수의 상호작용변수, 통제변수

로는 호남(=1)과 영남(=1) 등의 지역더미변수, 남성(=1), 실제 연령, 교육수준(중졸 이하=1, 

고졸=2, 전문대=3, 4년제 대학 이상=4), 이념(1~5: 1=진보, 5=보수) 등이 포함되었다. 

이 표의 <모델 1>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이명박 정부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일수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군소정당 후보보다 한나라당 후보에게 투표할 가능

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일관투표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군소정당보다 한나

라당 후보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7) 하지만, 군소정당에 대한 선

호와 함께, 정치적 관심, 거주지역, 남성, 연령, 교육수준, 이념 등은 종속변수에 별다른 영

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가 주목하는 선거구 규모 및 선거구 규모와 군소정당 선호 사이의 상호작용 변

수는 각각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선거

16) 최선호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무당파를 제외하고 계산한 수혜규모는 <표 4>와 상당한 차이가 있
었다. 특히 한나라당과 군소정당의 수혜규모는 음수로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군
소정당의 경우 수혜규모는 2인 선거구보다 3·4인 선거구에서 더 컸다. 

17) 이 분석에 포함된 투표자들 가운데 약 75.5%가 광역단체장선거와 기초의회선거에서 동일한 정
당의 후보에게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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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투표 유형 및 투표 결정요인(기초의회 선거)

변수
한나라당 민주당

모델 1 모델 2

정치적 관심(1~4) -0.13
(0.21)

-0.05
(0.19)

이명박 정부 평가(1~4) 0.79***
(0.19)

-0.25
(0.17)

일관투표

(광역단체장투표)
1.63***
(0.29)

0.50
(0.27)

군소정당 선호(=1) -0.68
(0.50)

-1.27***
(0.48)

선거구 규모

(0=2인,  1=3~4인)
0.98***
(0.36)

0.61
(0.35)

선거구 규모*군소정당 선호 -1.45**
(0.70)

-0.56
(0.61)

거주지역 호남 -13.85
(1.03e+08)

-1.06***
(0.38)

               영남 0.36
(0.38)

-1.58***
(0.42)

남성 -0.17
(0.29)

-0.21
(0.27)

연령 -0.02
(0.01)

-0.02**
(0.01)

교육수준(1~4) -0.03
(0.15)

-0.13
(0.14)

이념 0.07
(0.16)

-0.57***
(0.16)

상수 -0.61
(1.16)

5.33***
(1.13)

Wald chi-square
Log likelihood 
사례수

229.7
-302.19

591

229.7
-302.19

591

주: 괄호 안의 수는 표준오차; *** p<0.01, ** p<0.05
출처: KSDC(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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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규모의 회귀계수가 0.98이며 선거구 규모*군소정당 선호의 회귀계수는 -1.45이기 때문

에 선거구 규모는 종속변수에 대한 군소정당 선호의 부정적 효과를 가중시키는 효과가 있

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군소정당을 가장 선호하는 유권자들 가운데 2인 선거구보다 

3·4인 선거구에서 한나라당에 대한 전략적 투표의 가능성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군소정당을 선호하는 이들의 순수투표가 3·4인 선거구에서 더 높게 나타난 <표 4>

의 분석결과와 대체로 일치한다.

모델 2에서는 모델 1에서와 달리 거주지역이 호남이나 영남일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군소정당 후보보다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호남 지역의 경우, 민주당 혹은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

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양당 지지자들의 항의투표와 군소정당 지지자들의 순수투표가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군소정당을 선호할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그리

고, 이념이 보수적일수록 민주당에 대한 투표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평가, 선거구 규모, 그리고 선거구 규모와 군

소정당 선호 사이의 상호작용 변수는 모델 1에서와 달리 종속변수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VI. 결론

지금까지 이 연구는 2010년 동시지방선거를 사례로 선거구의 규모가 유권자의 투표행

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광역의회선거에 

비해서 기초의회선거에서 양대정당 지지자들의 순수투표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았던 반

면, 군소정당 지지자들의 순수투표가 차지하는 비율은 현격히 높았다. 이는 기초의회선거

의 정치적 중요성에 대한 유권자들의 저평가에 따른 선거결과에 대한 낮은 민감성, 그리고 

중선거구제의 도입에 따른 군소정당 지지자들의 낮은 전략적 투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가설 1). 지역구 기초의회선거에 비해서 광역 및 기초의회의 비례대표선거에서 군

소정당 지지자들의 순수투표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반적으로 높았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광역비례대표선거보다 기초의회 비례대표선거에서 군소정당 지지자들의 순수투표가 차

지하는 비율이 오히려 낮았으며, 이는 기초의회 비례대표선거의 선거구 규모가 지나치게 

작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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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지역구 기초의회선거의 2인 선거구보다 3·4인 선거구에서 군소정당지지자들의 

순수투표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양대정당에 대한 전략적 투표가 차지하는 비율은 

낮았다(가설 2). 이는 선거구 규모가 클수록 군소정당 후보자들의 당선가능성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선거결과에 대한 민감성의 감소와 후보들의 경쟁력에 관한 정보취득의 어려

움 등으로 인해 전략적 투표가 감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현행 선거구제 하

에서 군소정당 지지자들의 전략적 투표에 의한 최대 수혜자는 민주당이었다. 셋째, 군소정

당 지지자들이 선거구 규모가 클수록 군소정당 후보에 비해 한나라당 후보에게 전략적으

로 투표할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유권자들의 전략적 투표와 순수투표가 선거구의 규모에 의해 결정

된다는 사실과 함께, 한국의 기초의회 선거에서도 중선거구제의 도입이 군소정당의 후보

에게 일부 유리하게 작용하였다는 점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 연구는 여전히 군소정당이 

아니라 민주당과 한나라당 등 양대정당이 비순수 투표, 즉 정당선호와 일치하지 않는 유

권자들의 투표로부터 상당한 수혜를 얻고 있다는 점에서 비례성, 대표성을 높이고 탈지역

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도입한 현행 중선거구제도의 한계를 잘 보여준다. 

그동안 여러 연구자들(윤종빈 2006; 김용복 2009)은 2인 선거구 대신 3·4인 선거구를 

늘리는 방안과 선거구 획정을 시도의회에서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해 왔다.18) 하지만 이 연구가 지적한 것처럼 현행 선거구 제도의 한계

는 2인 선거구 중심의 구성에서만 찾기는 힘들며, 단순히 3·4인 선거구를 확대하는 것이 

군소정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여전히 양대정당의 배타적 

이익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아울러, 이 연구가 보여준 것처럼 다수의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투표결

정에 필요한 선거정보에 유권자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게 심리

적인 차원에서 선거구제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다시 말해 3·4인 선거구가 늘어나

더라도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당선 가능성을 포함한 선거관련정보에 대하여 충분히 인

지하지 못할 경우 이들은 전략적 투표를 지속하거나, 자신의 정당선호와 일치하는 순수투

18) 윤종빈(2006)은 시도의회의 권한을 상급으로 이관하자는 주장인 반면, 김용복(김용복 2009, 59)
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김용복은 또한 지방선거에 한하

여 지방정치단체들이 “풀뿌리 지방정당”을 통해 후보공천을 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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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대신 일관투표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19)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2006년 기

초의회 선거를 사례로 후보자들의 기호효과를 분석한 황아란(2010a)이 지적하였듯이 유

권자들의 무관심과 정보부족으로 인하여 민주적 대의제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한국 

선거정치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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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제5회 동시지방선거 기초의원선거 선거구 규모

　 자치 구·시·군 소계 2인 3인 4인

총 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산

경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228 
25 
16 
8 
10 
5 
5 
5 
31 
18 
12 
16 
14 
22 
23 
18 

1039 
160 
70 
44 
40 
25 
21 
19 
151 
51 
46 
61 
72 
82 
102 
95 

629 
114 
52 
30 
23 
16 
8 
14 
90 
10 
26 
36 
43 
44 
60 
63 

(60.5)
(71.3)
(74.3)
(68.2)
(57.5)
(64.0)
(38.1)
(73.7)
(59.6)
(19.6)
(56.5)
(59.0)
(59.7)
(53.7)
(58.8)
(66.3)

386 
46 
18 
14 
17 
9 
13 
5 
61 
38 
18 
20 
29 
29 
41 
28 

(37.2)
(28.8)
(25.7)
(31.8)
(42.5)
(36.0)
(61.9)
(26.3)
(40.4)
(74.5)
(39.1)
(32.8)
(40.3)
(35.4)
(40.2)
(29.5)

24 
0 
0 
0 
0 
0 
0 
0 
0 
3 
2 
5 
0 
9 
1 
4 

(2.3)
(0.0)
(0.0)
(0.0)
(0.0)
(0.0)
(0.0)
(0.0)
(0.0)
(5.9)
(4.3)
(8.2)
(0.0)
(11.0)
(1.0)
(4.2)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0):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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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2010년 광역 및 기초의회 선거구 규모

시도명

시도의회의원 구시군의회의원

지역구

의원수

비례대표

의원수

지역

선거구

지역구의원

수

비례대표 
선거구

비례대표

의원수

합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680
96
42
26
30
19
19
19
112
38
28
36
34
51
52
49
29

81
10
5
3
3
3
3
3
12
4
3
4
4
6
6
5
7

1039
160
70
44
40
25
21
19
151
51
46
61
72
82
102
95
-

2512
366
158
102
97
59
55
43
363
146
114
152
173
211
247
226

-

230
25
16
8
10
5
5
5
31
18
12
16
14
22
23
20
-

376
53
24
14
15
9
8
7
54
23
17
26
24
32
37
33
-

출처: 중앙선거위원회 역대선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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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선호정당과 투표한 정당(광역 및 기초단체장 선거)

최선호정당
한나라당 민주당 군소정당 사례수

광역 기초 광역 기초 광역 기초 광역 기초

한나라당 92.8 78.0 5.2 11.0 2.0 11.0 251 245
민주당 13.4 8.1 77.7 76.2 8.9 15.7 202 223
군소정당 15.2 11.3 48.1 55.0 36.7 33.8 79 80
무당파 42.5 39.0 41.7 39.8 15.8 21.1 127 123
전체 49.5 39.6 39.6 43.2 10.9 17.1 659 671

출처: KSDC(2010)

<부록 4> 선거구 규모별 선호정당과 투표한 정당(기초의회선거, 지역구)

최선호정당
한나라당 민주당 군소정당 사례수

2인 3·4인 2인 3·4인 2인 3·4인 2인 3·4인

한나라당 30.9 29.6 5.4 2.8 4.0 2.6 112 136
민주당 1.4 2.3 22.3 28.8 3.2 4.6 75 139
군소정당 2.5 1.3 5.4 6.2 3.6 4.6 32 47
무당파 7.9 8.2 7.9 6.7 5.4 2.3 59 67
전체 42.8 41.4 41.0 44.5 16.2 14.1 278 389

밑줄친 수는 각 정당의 최선호자들 가운데 순수투표자가 차지하는 비율

출처: KSDC(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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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agnitude of District and Voting Choice 
of Minor Party Supporters: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2010 Municipal Council Election in Korea

 Byong-Kuen Jhee | Chosun University

Utilizing the KSDC survey dataset, this study examines whether and how the multi-

member district system (MMD) has affected voter choice in the 2010 municipal council 

election of Korea. More specifically, it examines voting choice of minor party supporters in 

municipal council elections and provincial council elections and in 3 or 4 member districts 

and 2 member districts. Test results show that, rather than provincial council elections, 

municipal elections for proportional representatives, and 2 member districts, municipal 

council elections, provincial elections for proportional representatives, and 3 or 4 member 

districts promote sincere voting and suppress strategic voting. In addition, the biggest 

beneficiary of the current MMD is major parties, especially the Democratic Party rather 

than minor partie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claims that institutional reform to 

increase the number of 3 or 4 member districts is not sufficient to achieve the goals of the 

MMD reform. 

Keywords: district magnitude, minor parties, provincial council election, municipal 

council election, strategic voting, sincere vot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