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독일의 선거제도 개요

1. 독일(Federal Republic of Germany)
(1) 통일 독일의 선거․정당제도 통합과정

독일은 동․서독 통일방식으로 독일 기본법상 ‘가입’의 방식과 ‘통일
헌법 제정’의 방식 중 ‘가입’의 방식을 채택함.
❍ ‘가입’의 방식에 따라 동독이 서독에 ‘흡수 통일’되는 방식으로 동․서독
통일이 이루어짐에 따라 선거․정당제도의 통합 또한 서독의 제도가
동독지역에 확장 적용되는 방식으로 진행됨.
❍

(2) 통일 독일의 선거․정치제도 특징

독일 통일의 법적 기초인 「통일조약」과 「선거조약」에 따라 통일 전
서독의 「기본법」이 독일 전역으로 확대 적용되었음.
❍ 선거구는 기존 서독의 259개 선거구에 동독의 선거구가 편입되어
총328개 선거구로 확대되었으며, 의원정수 또한 지역구 328명과 비례대표
328명 총 656명으로 결정됨.
❍ 정당체제의 통합에 앞서 구 동독지역 정당구조의 비경쟁적 일당지배
체제에서 민주주의 다원주의 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이 선행됨.
❍

(3) 독일 사례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

‘흡수 통일’ 방식에 의해 기존 서독의 법률 및 절차가 연속성을 가지고
수용됨에 따라 제도적 혼란과 제도시행의 시행착오가 적었음.
❍ 통일 이전 정당의 통합과 정치세력간 연합의 틀이 먼저 조성되었기에
선거방식이나 선거과정에서의 잡음이 최소화되었다는 평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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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독일 연구관 : 이승현

1. 통일 독일의 선거․정치제도 통합과정

(1) 선거법 및 선거제도 통합과정

독일 통일 전(1990년 당시) 서독의「기본법」은 동․서독 통일 방식으로
「기본법 제23조 제2문」에서 규정하고 있던 ‘가입’의 방식과 「기본
법 제146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통일헌법 제정’의 방식으로 규정하
고 있었음.
❍ 독일의 경우 내용적으로는 동․서독이 합의를 통해 통일 과정이 진
행되었으나, 형식적으로는 「기본법 제23조 제2문」에서 규정하고 있
던 ‘가입’의 방식을 택해 소위 ‘흡수통일’에 해당하는 절차로 진행됨.
❍ 선거제도 역시 서독의 선거제도가 새롭게 편입된 동독지역에도 확장
적용되는 형식으로 진행됨.
❍ 선거에 대한 합의는 1990년 5월 18일 체결된 소위 ‘국가조약’인 「통
화․경제 및 사회통합의 조성에 관한 조약(Vertrag über die
Schaffung einer Wä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zwischen Bundesrepublik Deutsch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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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국가조약’에 기초하여 1990년 8월 3일 서독과 동독간의 연방의회
선거의 준비와 시행을 위한 소위 ‘선거조약’이 체결됨.
❍ 「선거조약」은 서독 연방의회에서 1990년 8월 29일 통과되어 1990년
9월 3일자로 효력이 발생하였음.
❍ 선(先)통일 후(後)총선거라는 합의에 따라 1990년 10월 3일 동 ․서독간
정치적 통일의 선언 후 1990년 12월 2일 ‘제1차 전체 독일 연방의회
선거(Erste gesamtdeutsche Bundestagswahl 1990)’가 실시됨.
❍ 「통일조약」 및 「선거조약」을 기초로 1990년 10월 8일 연방선거법」의
개정이 이루어짐.
❍ 개정 「연방선거법」 및 「연방정당법」에 기초하여 1990년 12월 2일
‘전국독일총선거’가 실시됨.
❍ 동․서독의 정당이 연합을 통해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
나, 서독 정당과의 연합정당을 구성하지 못한 동독지역에만 기반을
둔 정당의 선거참여에 대한 균등한 기회의 보장을 위해 소위 ‘5% 진
입저지 조항’에 대한 예외를 규정함.
- 이를 통해 동독지역의 정당이 정치세력간 연합공천의 방식을 통해
의회의 진출기회를 확대하였음.
❍

「구 기본법」
제23조

이 기본법은 다음의 주, Baden, Bayern, Bremen, Groß-Berlin, Hamburg, Hessen,
Niedersachsen, Nordrhein-Westfalen, Rheinland-Pfalz, Schleswig-Holstein,
Württemberg-Baden과 Württemberg-Hohenzollern에서 효력을 가진다. 그 밖의 독
일 영역에서는 유효한 가입절차에 따라 적용된다.

제146조

이 기본법은 독일의 통일과 자유가 완성된 후 전체 독일국민들에게 적용되며,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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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국민들의 자유로운 결정에 의하여 새로운 헌법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 그 효력을
상실한다.
「GG」- alte Fassung

Art. 23. Dieses Grundgesetz gilt zunächst im Gebiete der Länder Baden, Bayern,
Bremen, Groß-Berlin, Hamburg, Hessen, Niedersachsen, Nordrhein-Westfalen,
Rheinland-Pfalz, Schleswig-Holstein, Württemberg-Baden und Württemberg-Hohenzollern.
In anderen Teilen Deutschlands ist es nach deren Beitritt in Kraft zu setzen.
Art. 146. Dieses Grundgesetz, das nach Vollendung der Einheit und Freiheit
Deutschlands für das gesamte deutsche Volk gilt, verliert seine Gültigkeit an dem Tage,
an dem eine Verfassung in Kraft tritt, die von dem deutschen Volke in freier
Entscheidung beschlossen worden ist.
(2) 정당법 및 정치제도 통합과정

정당체계의 통합은 구 동독의 비경쟁적 일당지배체계에서 민주적 다
원주의체계로 전환되는 과정이 선행되었음.
❍ 통일을 앞두고 실시된 구 동독의 1990년 3월 인민회의선거에서 기독
교 및 보수세력을 중심으로 동독 기민당이 주축으로 여기에 독일사회연
합, 민주적 혁신의 선거연합이 참여한 ‘독일을 위한 연합’(Allianz für
Deutschland)과 동독 사민당이 양대 세력을 구축한 가운데, 구 동독
의 자민당이 여타 자민세력과 구성한 자유민주연맹(Bund Freier
Demokraten) 및 연합 90(Bündnis 90) 등이 선거에 참여함.
❍ 1990년 3월의 동독 인민회의선거에서는 급속한 통일을 주장하였던
‘독일을 위한 연합’이 승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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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5월부터는 동․서독간 정당들의 통합을 위한 작업이 급속하
게 진행됨.
❍ 1990년 8월에는 구 서독의 자민당과 구 동독의 민주자유당(DFP), 구
동독의 자민당, 구 동맹당 소속의 자유민주연맹(BFD)이 통합됨.
❍ 1990년 9월에는 동․서독의 사민당이 통함됨.
❍ 1990년 10월에는 동․서독의 기민당이 통합됨.
❍ 정당간의 통합 방식도 「연방정당법」에서의 규정에 기초하여 독일
통일방식과 마찬가지로 ‘조직 대 조직’의 통합이 아니라, 구 동독 정
당들이나 구 동독지역의 당 조직이 구 서독 정당에 흡수통합되는 형
식으로 진행됨.
❍ 「통일조약」을 기초로 1990년 10월 8일 연방선거법」과 함께 「연방
정당법 의 개정도 이루어짐.
❍ 「선거조약 제1조제2항」에서 제1차 전체 독일 연방의회선거에 동독
선거법상의 정치 결사체는 서독의 「정당법」에서 의미하는 정당으
로 간주함.
❍ 「선거조약 제5조」에서는 정당이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하여 「기본
법 제21조제2항제2문」에 따라 서독의 영역에서 위헌으로 선언되거
나 또는 1990년 3월 31일 개정된 1990년 2월 21일의 「동독 정당법
제21조」에 따라 이 조약의 발효 전에 최고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동독지역에서 금지되지 아니하는 한 법률의 범위 내에서 정당에게
선거의 준비에 필요한 완전한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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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조약(제1차 전체 독일 연방하원선거의 준비 및 시행을 위한 서독 및 동독간의 조약)」
제1조 제1항 및 제2항 (중간 생략)
제3항 1990년 2월 20일부터 1990년 3월 18일 독일 민주공화국의 인민의회 선거를 위한
법률에서 의미하는 정치적 결사체는 독일 연방공화국의 정당법 제2조제1항에서 의
미하는 정당으로 간주한다.

제5조 연방헌법재판소에서 기본법 제21조제2항제2문에 따라 독일 연방공화국 지역에서 위
헌으로 판결하지 않았거나 1990년 2월 21일 제정(GBl. I S. 66)되고 1990년 5월 31일 개
정(GBl. I S.275)된 독일 민주공화국의 정당법 제21조에 따라 이 조약 발효 전에 독일 민
주공화국 지역의 최고재판소 확대 합의부에서 금지되지 아니하였던 정당은, 선거준비에서
법률의 범위에서 완전한 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

「Vertrag zur Vorbereitung und Durchführung der ersten gesamtdeutschen Wahl
des

Deutschen

Bundestages

zwisch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rtikel 1. (1)~(2) (생략)
(3) Politische Vereinigungen im Sinne des Gesetzes über die Wahlen zur Volkskamm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m 18. März 1990 vom 20. Februar 1990
(GBl. I S. 60) werden den Parteien im Sinne des § 2 Abs. 1 des Parteiengesetze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gleichgestellt.
(중간 생략)
Artikel 5. Die Parteien genießen bei der Wahlvorbereitung volle Betätigungsfreiheit im
Rahmen der Gesetze, soweit sie nicht vom Bundesverfassungsgericht nach Artikel 21
Abs. 2 Satz 2 des Grundgesetzes im Gebie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für
verfassungswidrig erklärt oder gemäß § 21 des Parteiengesetzes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m 21. Februar 1990 (GBl. I S. 66), geändert durch Gesetz
vom 31. Mai 1990 (GBl. I S.275), vor dem Inkrafttreten dieses Vertrages vom Großen
Senat des Obersten Gerichts im Gebie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erboten worden sind.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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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일 독일의 선거․정치제도 특징

(1) 통일조약, 독일기본법 등의 선거제도 관련 주요내용

1990년 8월 23일 동독의 인민의회는 「기본법 제23조」에 따른 독일
연방공화국으로의 가입을 결정함.
❍ 동서독의 정치적 통일을 실현한 법적 기초가 되었던 소위 ‘통일조약’
의 정식 명칭은 독일통일 실현을 위한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
공화국간의 조약 (Vertrag zwischen der BRD und DDR ber die
Herstellung der Einheit Deutschlands)으로서 1990년 8월 31일 서명
되었고 1990년 10월 3일 효력이 발생하였음.
❍ 「통일조약」의 목적은 독일 통일의 달성에 있음.
❍ 독일의 통일에는 양 국가의 법치질서의 통일, 즉 통일적 헌법의 적용
을 전제로 하고 있음.
❍ 「통일조약」은 양 국가의 통일로서 적용될 통일적 헌법으로서 서독
의 「기본법」을 상정하였음.
❍ 「통일조약」의 효력발생으로 독일통일이 실현됨에 따라 서독의
「기본법」이 구 동독지역에도 확장 적용는 방식을 취함.
❍ 통일조약은 양 국가간 주권의 기초에 대하여 체결한 것으로 국제법
상 조약의 법형식과 헌법상 조약의 실정법적 내용을 가지고 있음.
❍ 「통일조약 제2장」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기본법의 일부 내용이 개
정 또는 폐기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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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10. 3. 동서독의 정치적 통일 실현을 위해 「기본법」이 개정됨.
- 「기본법 전문(前文)」이 개정됨.
- 동독의 가입으로 「기본법」의 적용영역 제한에 관한 조항이 불필요
하여 적용영역에 관한 「기본법 제23조」를 폐기함.
- 동독의 채무와 미해결 재산문제 처리를 위해 「기본법 제135a조 2
항」을 신설함.
- 1992년 12월 31일 또는 1995년 12월 31일까지 구 동독지역에 대한
헌법적용의 예외를 인정한 「기본법 제143조」을 신설함.
❍ 「통일조약」은 위와 같이 서독의 「기본법」에 대해 개정의무를 부
과하였다는 측면에서 법률로서의 지위를 갖는 일반적 조약과는 법적
성격이 다르며, 조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에 있어서 헌법 개정을 위한
가중 정족수(연방하원의 2/3, 연방상원 2/3 이상의 찬성)를 충족하였
어야 함.
❍ 「통일조약」의 발효에 따라 양 국가가 단일한 헌법의 적용을 받음
과 동시에 지역적 융합도 이루어져 동독으로서의 영토는 소멸되고
서독의 영토는 이를 포함하여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옴.
❍ 통일과 함께 새롭게 편입의 형식으로 신설된 주는 브란덴부르크, 맥
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 작센, 작센-안할트 및 튀링겐의 5개 주이며,
동 베를린이 서 베를린에 통합되어 하나의 주로 취급되었음.
❍

(2) 선거조약의 주요내용
❍

1990년 8월 3일 체결된 소위 ‘선거조약’의 정식 명칭은 동․서독간
의 독일연방회의 제1차 전체 독일 연방의회선거의 준비 및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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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조약 (Der Vertrag zur Vorbereitung und Durchführung der
ersten gesamtdeutschen Wahl des deutschen Bundestages
zwischen der BRD und DDR) 임.
❍ 선거조약 은 전문과 8개 조문, 제12대 연방의회선거 실시를 위한 경
과 규정을 다룬 부칙I과 선거구 분할의 보완문제를 다룬 부칙II로 구
성되어 있음.
❍ 이 선거조약 부록의 내용을 다룬 개정조약이 1990년 8월 20일 체
결되었음.
❍ 1990년 8월 29일 서독연방의회가 동의함으로써 1990년 9월 3일 효력
이 발생하게 됨.
❍ 주요내용
- 제1차 전체 독일 연방의회선거는 통일적 선거법에 의해 실시되며, 통
일적 선거법은 동독의 가입으로 효력이 확장된 서독의 연방선거법이
적용됨.
- 제1차 전체 독일 연방의회선거에서 적용될 기준 및 개정 요구사항은
「선거조약 부속서」에서 상세하게 규정함.
- 「선거조약 제1조제1항」에 따라 서독의 「연방선거법」 및 「선거
감시법」이 전독일 선거에도 당시의 형태로 적용되도록 하였음.
- 「선거조약 제2조」에 따라 「연방선거법 시행령」 및 「선거위원회
법 시행령」이 기존의 내용대로 적용되도록 하였음.
- 선거영역의 확대로 인하여 「연방선거법 제52조」에 따라 「연방선
거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독의 연방 내무부장관과
동독의 내무부장관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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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독의 연방선거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선거기관의 관할권도 확대됨.
- 「선거조약 제4조」에 따라 확대된 전 선거구역에서 선거입후보의
등록과 선거결과의 확정이 연방선거관리위원장 및 연방선거관리위원
회의 관할에 놓이게 됨.
- 「선거조약 제4조제2항」에서는 연방선거관리위원장이 「연방선거법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연방선거관리위원을 임명함에 있어 동독에
주소를 둔 2명의 위원을 추가로 임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연방선
거관리위원의 수는 총 8명으로 증원됨.
- 연방선거관리위원의 증원에 따라 「연방선거법 제9조제2항」의 위원
수에 대한 규정이 개정됨(「선거조약 부칙 제2조제1항」).
- 부칙을 통해 연방선거법의 개정사항 및 신설조항을 규정하였음.
- 「연방선거법 제1조제1항」의 의원정수 518명을 656명으로 수정하였
으며, 「연방선거법 제1조제2항」의 지역구 직접선거 의원수는 259명
에서 328명으로 증원함.
- 선거의 조기 실시로 인하여 선거준비를 위해 필요한 기간규정을 단
축하였음(「선거조약 부칙 제2조제3항」).
「선거조약(제1차 전체 독일 연방하원선거의 준비 및 시행을 위한 서독 및 동독간의 조약)」
제1조

제1항 제1차 전체 독일 연방의회 선거를 위해 1975년 9월 1일 제정(BGBl. I 5.2325)되고,
1990년 6월 11일 최종 개정된 독일 연방공화국 연방선거법의 적용범위 및 1951년 3
월 12일 제정되고 1975년 6월 24일 최종 개정된 선거감독법의 적용범위는 메클렌부
르크-포어폼머른, 브란덴부르크, 작센-안할트, 작센 및 튀링겐을 비롯하여 (동)베를
린 지역으로 확대된다. 연방선거법은 부속서에 기재된 개정사항 및 규정내용을 적용
한다.
제2항 (중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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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12월 7일 연방선거법의 시행을 위해 공포(BGBl. 1990 I S. 1, 142)되고, 1990
년 6월 25일 최종 개정(BGBl. I S. 1199)된 연방선거법 시행령 및 1975년 9월 3일 공포
(BGBl. I 5.2459)되고, 1989년 11월 15일 개정(BGBl. I S. 1981)된 연방선거기기시행령은 메
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 브란덴부르크, 작센-안할트, 작센 및 튀링겐을 비롯하여 (동)베를린
지역에도 적용된다. 연방내무부장관은 제1조에서 기재된 규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개정을 처
리하며, 독일 민주공화국의 내무부장관과 협조하여 필요한 경우 메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
브란덴부르크, 작센-안할트, 작센 및 튀링겐을 비롯하여 (동)베를린 지역을 위한 시행규칙을
공포한다.
제2조

제3조

선거의 준비와 시행을 위해 베를린은 하나의 주로서 취급한다.

연방선거법 및 연방선거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연방선거위원장 및 연방선거위원회의
관할권은 메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 브란덴부르크, 작센-안할트, 작센 및 튀링겐을 비롯하여
(동)베를린 지역으로 확대된다. 연방선거위원장은 연방선거위원회에 독일 민주공화국에 거
주지를 두고 있는 두 명의 추가적인 위원을 위촉한다.
(이하 생략)
제4조

「선거조약 부칙 I」

1975년 9월 1일 공포되고 1990년 6월 11일 최종 개정된 연방선거법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1조 제1조제1항의 518명은 656명으로 대체한다; 제1조제2항의 259명은 328명으로 대체한
다.
제2조 (제12대 연방의회 선거를 위한 임시규정)

제1항 연방선거위원회는 제9조제2항제1문과 달리 연방선거위원장과 위원장이 위촉한 8명의
유권자를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하 생략)
제3항 이 법률의 다음에 열거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한은 제12대 독일 연방의회 선거
를 위해 다음과 같이 단축된다;
1. 제18조의
a) 제2항제1문의 90일을 47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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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제4항의 72일을 37일로 대체한다.
2. 제19조의 66일을 34일로 대체한다.
3. 제26조의
a) 제1항제1문의 58일을 30일로
b) 제2항제5문의 52일을 24일로
c) 제3항의 48일을 20일로 대체한다.
4. 제28조의
a) 제1항제1문의 58일을 30일로
b) 제2항제5문의 52일을 24일로
c) 제3항의 48일을 20일로 대체한다.
5. 제29조의
a) 제1항의 34일을 20일로
b) 제2항제1문의 30일을 16일로
c) 제3항의 26일을 15일로 대체한다.
(이하 생략)
「Vertrag zur Vorbereitung und Durchführung der ersten gesamtdeutschen Wahl
des Deutschen Bundestages zwisch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 Für die erste gesamtdeutsche Wahl wird der Geltungsbereich des
Bundeswahlgesetze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der Fassung der
Bekanntmachung vom 1. September 1975 (BGBl. I 5.2325), zuletzt geändert durch Gesetz
vom 11. Juni 1990 (BGBl. I S. 1015), und des Wahlprüfungsgesetzes vom 12. März 1951
(BGBl. I S. 166), zuletzt geändert durch Artikel 3 des Gesetzes vom 24. Juni 1975
(BGBl. I S. 1593), auf das Gebiet der Länder Mecklenburg-Vorpommern, Brandenburg,
Sachsen-Anhalt, Sachsen und Thüringen sowie auf das Gebiet von Berlin (Ost)
erstreckt. Das Bundeswahlgesetz gilt mit den in der Anlage bezeichneten Änderungen
und Maßgaben.
(이하 생략)
Artikel 2. Die zur Durchführung des Bundeswahlgesetzes erlassene Bundeswahlordnung
in der Fassung der Bekanntmachung vom 7. Dezember 1989 (BGBl. 1990 I S. 1, 142),
zuletzt geändert durch Verordnung vom 25. Juni 1990 (BGBl. I S. 1199), sowie die
Bundeswahlgeräteverordnung vom 3. September 1975 (BGBl. I 5.2459), zuletzt geändert
durch Artikel 2 der Verordnung vom 15. November 1989 (BGBl. I S. 1981), gelten auch
Artikel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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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ür die Länder Mecklenburg-Vorpommern, Brandenburg, Sachsen-Anhalt, Sachsen und
Thüringen sowie für Berlin (Ost). Der Bundesminister des Innern nimmt die mit
Rücksicht auf die in Artikel l getroffene Regelung notwendigen Änderungen vor und
erläßt im Benehmen mit dem Minister des Inner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erforderlichenfalls Anpassungsvorschriften für die Länder
Mecklenburg-Vorpommern, Brandenburg, Sachsen-Anhalt, Sachsen und Thüringen sowie
für Berlin (Ost).
Artikel 3. Für die Vorbereitung und Durchführung der Wahl wird Berlin als ein Land
behandelt.
Artikel 4. Die Zuständigkeit des Bundeswahlleiters und des Bundeswahlausschusses
nach den Vorschriften des Bundeswahlgesetzes und der Bundeswahlordnung erstreckt
sich auch auf das Gebiet der Länder Mecklenburg-Vorpommern, Brandenburg,
Sachsen-Anhalt, Sachsen und Thüringen sowie auf Berlin (Ost). Der Bundeswahlleiter
beruft zwei zusätzliche Mitglieder mit Wohnsitz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n den Bundeswahlausschuß.
(이하 생략)
「Anlage I」

Das Bundeswahlgesetz in der Fassung der Bekanntmachung vom 1. September
1975 (BGBl. I S.2325), zuletzt geändert durch Gesetz vom 11. Juni 1990 (BGBl. I
S. 1015), wird wie folgt geändert:
1. In § 1 Abs. 1 wird die Zahl „'518" durch die Zahl „656" ersetzt; in § 1 Abs. 2
wird die Zahl „259" durch die Zahl „328" ersetzt.
2. § 53 wird wie folgt gefaßt:
„'§ 53. Übergangsregelungen für die Wahl zum 12. Deutschen Bundestag.
(1) Der Bundeswahlausschuß. besteht abweichend von § 9 Abs. 2 Satz 1 aus
dem Bundeswahlleiter und acht von ihm berufenen Wahlberechtigten als
Beisitzern.
(2) (생략)
(3) Die in den nachstehend genannten Bestimmungen dieses Gesetzes
festgelegten Fristen werden für die Wahl zum 12. Deutschen Bundestag wie
folgt abgekürzt:
1. In § 18 tritt
a) in Absatz 2 Satz 1 an Stelle des neunzigsten Tages der
siebenundvierzigste 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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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in Absatz 4 an Stelle des zweiundsiebzigsten Tages der
siebenunddreißigste Tag.
2. In § 19 tritt an Stelle des sechsundsechzigsten Tages des vierunddreißigste
Tag.
3. In § 26 tritt
a) in Absatz 1 Satz 1 an Stelle des achtundfünfzigsten Tages der dreißigste
Tag,
b) in Absatz 2 Satz 5 an Stelle des zweiundfünfzigsten Tages der
vierundzwanzigste Tag,
c) in Absatz 3 an Stelle des achtundvierzigsten Tages der zwanzigste Tag.
4. In § 28 tritt
a) in Absatz 1 Satz 1 an Stelle des achtundfünfzigsten Tages der dreißigste
Tag,
b) in Absatz 2 Satz 5 an Stelle des zweiundfünfzigsten Tages der
vierundzwanzigste Tag,
c) in Absatz 3 an Stelle des achtundvierzigsten Tages der zwanzigste Tag.
5. In § 29 tritt
a) in Absatz 1 an Stelle des vierunddreißigsten Tages der zwanzigste Tag,
b) in Absatz 2 Satz 1 an Stelle des dreißigsten Tages der sechzehnte Tag,
c) in Absatz 3 an Stelle des sechsundzwanzigsten Tages der fünfzehnte Tag.
(이하 생략)
(3) 통일 독일의 선거제도 주요 특징

통일 전 서독의 「연방선거법」은 다수선거대표제와 비례대표선거제
를 병행하여 적용하고 있었음.
❍ 「통일조약」 및 「선거조약」의 내용에 따라 통일 전 서독의 「기본법」
및 기타 연방 법률들은 독일 전역으로 확장 적용되도록 하였음.
❍ 선거구는 기존 서독에 존재하였던 259개 선거구에 동독지역에서 편
입된 지역의 선거구를 합하여 총 328개 선거구로 확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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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정수는 지역구의원 328명과 동수의 비례대표의원 328명, 총 656
명으로 결정됨.
❍ 서독 연방선거법상 5% 진입저지조항의 문제
- 통일 전 서독의 「연방선거법」에는 전체 유효투표의 5% 이상을 득
표하거나 지역구에서 3명 이상의 당선자를 낸 경우에만 비례대표의
의석배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진입 저지 조항을 규정하고 있었음.
- 「통일조약」 및 「선거조약」의 내용에 따라 통일 전 서독의 「기
본법」 및 기타 연방 법률들은 독일 전역으로 확장 적용되도록 하여
이 진입 저지 조항 역시 전체 총 선거에도 적용될 예정이었음.
- 제1차 전체 독일 연방의회선거에서도 이 저지조항의 적용을 규정하
고 있었던 ‘선거조약’ 대해 녹색당의 연방의원과 당 지도부에서 연방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함.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이 진입조항 규정이 동독의 정당 및 선거단
체에 대해 선거기회의 균등원칙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1990년 9월 29
일 「선거조약」을 위헌으로 판결함.
- 동독지역이 전체 독일의회의 선거지역으로 편입되는 효력이 발생한
1990년 10월 3일의 약 3개월이 지난 1990년 12월 2일에 시행되는 선
거에서 서독지역에서는 정당으로서 활동할 수 없었던 동독에 기반을
둔 정당에게 서독지역의 정당과 동일하게 진입 저지 조항을 적용하
는 것은 출발조건이 전혀 다른 두 집단, 즉 서독의 정당과 동독의
정당간에 기회균등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함.
- 이와 같은 판결에는 독일 총 인구 약 8천만 중 약 6천만 명이 서독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분포의 불균형이 크게 영향을 미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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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해당 저지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대
신 동독지역에 기반을 둔 정당의 경우 동독지역 유권자의 유효투표
5%의 지지만을 얻어도 의회 진출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정당간 연
합공천을 허용하여 구 동독의 정당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였음.
- 1990년 10월 8일 개정된 연방선거법에는 이러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에 기초한 사항이 반영되어 「연방선거법 제6조제6항제1문」의
5% 진입저지조항에 대해 「연방선거법 제53조제1항」을 추가하여
동독지역에 기반을 둔 정당의 경우 동독지역에서 투표된 제2투표의
5% 이상 득표한 정당 또는 결사가 의석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선거구 직접선거에서 3석 이상을 확보한 정당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다는 기존의 연방선거법상 기준은 변경 없이 그대로 적용됨.
- 동독지역에 기반을 둔 정당 또는 정치세력의 경우 정당 간의 연합
또는 정치세력간의 결사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후보자 명부를 제출
할 수 있도록 합의한 사항은 새롭게 개정된 「연방선거법 제53조제2
항」에서 규정하였음.
(4) 통일독일의 선거제도 변천 및 평가

독일의 통일이 「기본법 제23조」에 기초한 서독으로의 편입 방식을
취하면서 선거제도 및 방식도 서독의 기존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방
향으로 진행되었음.
❍ 선거법의 개정 역시 선거구 개편, 의원정수,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수 등과 같이 선거지역 확대에 따른 부수적 내용만 개정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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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기본적인 선거의 틀은 서독의 ‘지역구 직접선거+정당 비례대표
제’ 형식의 1인 2표제를 그대로 유지함.
❍ 서독의 연방선거법의 적용에 있어 문제가 되었던 5% 유효득표의 진
입저지조항의 적용은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기초하여 동독
지역의 정당에 대해서는 적용상의 예외를 규정하여 제1차 전체 독일
연방의회선거를 실시하였음.
❍ 결과적으로 제1차 전체 독일 연방의회선거에서는 통일로 인해 5% 진
입저지조항의 예외적 적용과 같은 한시적 규정들이 있었으나 통일
후에는 이러한 예외적 규정의 적용없이 기존의 서독 선거제도가 연
속성을 가지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
3. 동․서독 선거관리기관의 통일대비방안

(1) 법․제도적 측면

「국가조약」 및 「통일조약」에 기초하여 독일의 통일은 서독의 법
질서 및 국가체계에 동독지역이 편입되는 형식을 취하였음.
❍ 제1차 전체 독일 연방의회선거를 위해 동․서독 사이에 체결된 「선
거조약」에 선거지역 확대로 인한 선거제도의 변경사항을 규정하였
고, 그에 관한 「연방선거법」상의 규정도 개정 또는 신설하였음.
❍ 가장 먼저 동독지역이 서독으로 편입되면서 신설된 5개주와 동․서
베를린의 통합으로 재편된 베를린 지역에 의해 기존 서독에 존재하
였던 259개 선거구에 동독지역에서 편입된 지역의 선거구를 합하여
총 328개 선거구로 확대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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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의 확대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의 정수도 확대되어 연방선거관
리 위원은 6명에서 8명으로 증원됨.
❍ 선거구 확대 및 선거관리위원의 증원 등과 같이 새롭게 편입된 지역
의 확대에 따른 부수적인 선거법 개정만이 이루어졌으며, 선거와 관
련한 기존 서독의 선거절차 및 선거관리 등에 관한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었음.
❍

(2) 선거관리기관 등 조직설계 측면

통일을 대비해 선거관리를 위한 별도의 기관을 설치하지는 않음.
❍ 선거관리의 바탕이 되는 행정기구 개편은 각 주 단위로 진행되었으
며, 「통일조약」을 통해 서독의 주정부 및 연방정부가 동독의 주정
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하도록 함.
❍ 동독지역에서 공무원으로 종사한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공무원의 자
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3) 선거관리인력 양성 측면

전문적인 선거관리 인력의 양성에 관한 법률 또는 통일로 인해 필요
한 선거관리 인력의 확보를 위한 별도의 방안은 없었음.
❍ 서독지역의 선거관리기구 체계였던 각급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
리위원회가 선거관리의 주체가 되며, 이는 새롭게 편입된 지역인 동
독의 5개 주와 베를린에서도 동일한 체계로 선거가 진행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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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거․정치교육 측면

급격히 진행된 통일 과정 속에서 통일 방식을 둘러싼 다양한 견해의
논의와 의견 개진이 정치적인 관심으로 이어짐.
❍ 통일을 앞두고 1990년 3월 시행된 동독의 인민의회 선거는 93.4%라
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며 통일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정치적 의
사표현으로 나타남.
❍ 하지만 통일 후 실시된 제1차 전체 독일 연방의회선거의 투표율은
77.8%로 2차 대전 후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였음.
❍ 이러한 투표율의 저하는 선거나 정치교육의 미비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통일과정에 대한 양 진영 유권자의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됨.
❍ 정치교육의 경우 1952년 서독에서 개설한 연방정치교육원이 담당하
고 있으며, 통일로 인해 새롭게 설치되거나 증대된 정치교육 담당부
서나 시설은 없음.
❍ 다만 연방정치교육원 산하 각 주 단위 정치교육원이 설치되어 행사
개최 및 출판물 발간 등의 정치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5) 정당활동 및 정치통합 측면
❍

제1차 전체 독일 연방의회선거를 앞두고 정당 구도는 크게 서독 정
당의 지역정당 형식으로 통합․편입을 준비하였던 정당과 동독에 기
반을 둔 정당으로서 서독의 정당과 연합․통합할 정당을 구하지 못
하여 독자적으로 또는 동독지역의 정당 및 정치세력과 연합하는 경
우로 나누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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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독의 기민당, 사민당, 자민당, 녹색당의 경우 동독에도 자신들과 같
은 강령을 가진 정당을 지원하여 통일 후의 지역적 확대를 준비함.
❍ 이러한 정치 통합의 기초가 되는 정당 활동의 새로운 변화는 통일
전 1990년 3월 동독 인민의회선거에서 이미 확인되어 동독 기민당이
주축이 되어 연합한 ‘독일을 위한 연합’이 선거에서 승리함.
❍ 동독 기민당의 경우 급속한 통일을 주장하였던 정당으로서 이들이
정권을 획득하면서 통일 과정에도 가속도가 붙음.
❍ 통일 후 처음 실시된 연방의회선거인 제1차 전체 독일 연방의회선거
는 1990년 12월 2일 실시되었으며, 이는 실질적으로 통일 후 정국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선거였음.
❍ 1990년 12월 2일에 실시된 선거의 투표율은 1949년 이후 실시된 연
방의회 선거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서독 78.5%, 동독 74.7%, 전국
77.8%)을 기록함.
❍ 선거결과는 서독의 집권 여당이자 연정을 구성하고 있던 기민-기사
당 연합과 자민당 측이 승리하면서 그간 진행되어 온 통일정책에 정
당성을 확보하게 됨.
❍ 기민-기사당 연합과 자민당의 득표율은 총 54.8%를 기록하였음.
❍ 단계적 통일을 주장하였던 사민당의 경우 33.5%를 득표하며 제1야당
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함.
❍ 1983년 및 1987년 연방의회선거에서 의석을 확보하였던 서독 녹색당의
경우 1990년 선거에서 독일 녹색당 및 연합90과 통합하지 못한 체
선거에 참여하면서 3.8%의 득표율로 의석 확보에 실패함.
❍ 동독지역에 기반을 둔 정당의 경우 5% 진입저지조항의 예외를 인정
하면서 현재 좌파당의 전신인 민사당(PDS)과 동독 녹색당-연합90
연합 측이 의회에 진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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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당의 경우 전국 득표율은 2.4%였으나 동독지역 득표율로 환산하
면 11.1%를 득표하여 17석을 확보함.
❍ 동독 녹색당과 연합90은 전국 득표율 1.2%였으나 동독지역 득표율로
환산하면 6%를 기록하여 8석을 확보함.
❍ 전체적으로 초과의석은 6석이 발생하여 정원 656명+6석의 초과의석
으로 662명의 연방하원의원으로 의회가 구성됨.
❍ 기민-기사당 연합은 319석, 사민당은 239석, 자민당은 79석, 민사당
17석, 동독 녹색당-연합90 8석으로 배분됨.
❍ 새롭게 편입되었던 동독지역 5개 주에서 선출된 의원은 127명이며,
베를린에서 선출된 의원이 28명이었음.
❍

4. 독일 사례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

통일의 방식에 기초하여 선거제도 역시 기존 서독의 법률 및 절차가
연속성을 가지고 적용됨에 따라 제도적인 혼란이 야기되지 않음.
❍ 주 단위 자치권을 보장하면서도 행정체계의 기본적 틀을 서독과 같이
재편하도록 주와 주정부간, 주와 연방정부 간의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함.
❍ 통일로 인해 상이한 양 국가의 법률과 행정, 사법제도 등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독일의 통일 방식은 서독의 제도를 동독에서 수용하는 방
식으로 진행되면서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시행착오는 최소한
에 그침.
❍ 특히 서독 잘란트(Saarland) 주의 경우 주민투표를 통해 서독의 영토
에 편입시킨 경험이 그와 같은 주의 편입 방식으로 진행된 동독과의
통일 과정에도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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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후 선거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동독 지역에 기반을 둔 정당
및 정치세력에 대한 선거참여의 균등한 기회 보장의 문제에 대해서
는 정치권에서는 서독 중심으로 통일 정국이 진행되면서 동독에 대
한 배려가 법률 또는 조약에 포함되지 못하였으나 연방헌법재판소에
서 구체적인 입법 형성적 판결을 통해 이를 해결한 측면이 있음.
❍ 즉 유효 득표 5%를 기준으로 한 진입저지조항의 경우 동독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또한 동독지역의 정당 및 정치세력간 연합공천을
통해 유효득표 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제1차 전체 독일 연방
의회선거에서 시행됨.
❍ 흡수통일의 경우 일방진영의 몰락과 정권의 붕괴로 인한 흡수의 경
우도 있겠으나, 독일과 같이 양 진영이 대등한 위치에서 조약을 통해
통일 과정을 진행시키더라도 그 방식에 있어서 일방 진영의 법률 및
각종 제도적인 측면을 수용하는 방식의 흡수통일도 염두해 두어야 함.
❍ 다만 독일의 경우 급진적 통일 방식을 채택하면서 동독과 서독 양
지역에서 그에 대한 불만은 존재하였으며, 모든 국민의 온전한 합의
를 통해 통일이 진행될 수 없음은 인정해야 함.
❍ 독일의 경우에도 이러한 통일 과정상의 불만이 제1차 전체 독일 연
방의회선거에서 투표율의 저하로 나타났으나, 결과적으로 통일을 주
도적으로 진행한 기민-기사당 연합과 자민당의 승리로 인해 통일 과
정의 정국 운영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으며 통일 이후의 정국 운영
에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었음.
❍ 선거에서 유의하여야 할 측면은 통일 이전 정당의 통합과 정치세력
간 연합의 틀이 먼저 조성되었기에 선거 방식이나 선거 과정에서의
잡음이 최소화 되었던 것으로 평가됨.
❍

129

통일 독일의 선거제도

통일을 위해 또는 통일에 기초하여 새로운 제도를 모색하기 보다는
기존의 제도를 확장된 영토, 새롭게 편입된 지역에 조속한 시일 내에
구축하고 시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연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통일 후에는 정치적․제도적 우위를 통해 기존의 제도와 기득권을
유지한 진영에서 일정부분 희생을 감수하여야 하며, 독일의 경우에도
구 동독 지역에 대한 사회보장적․재정적 측면의 보조가 여전히 유
지되고 있는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음.
❍ 다만 정치적인 배려는 제1차 전체 독일 연방의회 선거에서만 유효하
였고 그 이후에는 법률로서 동독 지역 정치세력이나 정당에 대한 특
례를 규정하지는 않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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