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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공명선거 발자취

이종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국문요약 ✛
선거는 민주정치의 출발점이자 민주주의의 꽃이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
적 절차에 의하여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때서야 비로소 꽃피울 수 있다. 따라서 선거는 자유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핵심적 징표이며 동시에 한 나라의 민주주의의 질과 정치발전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표이다. 1948년 5월 10일 최초로 도입된 한국의 민주선거는 수많
은 정치 ․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왔으며 오늘날 많은 신생 민주주의 국가
들의 발전모델로 자리매김하였다.
이 글은 한국의 민주선거에 대한 국제적 평가를 토대로 현재 우리나라 선거의 현주소를 살펴
보고, 지난 67년간 한국의 민주선거가 어떻게 변화 ․ 발전해왔는지를 주요 역사적 변곡점(變曲
點)들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3 ․ 15 부정선거와 6 ․ 29 선언, 1989년 동해시 재선거와 1994년
이른바 통합선거법의 제정은 우리나라 민주선거史의 획기적 전환점으로 작용하면서 이후 민주
선거의 변화와 발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한국 선거관리의 정치발전형 역할모델
로의 전환은 적극적 조사 ․ 단속을 통한 선거 공정성 제고, 지속적인 법제 선진화 및 선거문화
개선을 통한 민주주의 질 제고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으며, 세계적 수준의 선거관리시스템의 구
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의 민주선거는 제도적 ․ 문화적 ․ 관리적 차원의 발전적 과제를 안고 있으며
향후 선거규제의 합리화, 민주시민의식 함양과 참여위기 극복, 정책선거 활성화, 정치자금의 투
명성 제고 등을 위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주제어 | 민주선거, 선거관리 모델, 통합선거법, 선거관리시스템, 법제선진화, 선거문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국무위원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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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오늘날 민주주의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관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빼고 민주
주의를 논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선거는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구성하는 핵
심 요소인 동시에 대의제 민주주의체제하에서 국민 주권을 현실화하는 거의 유일한 제도
적 장치이기 때문이다.1) 따라서 선거는 한 국가의 민주주의의 질(質)과 정치발전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이며, 선거가 어떻게 변화되고 발전해 왔는가를 살펴보는 것
은 그 정치체제의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가늠해보는 데 있어 필수적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민주선거는 1948년 5월 10일 최초의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된 이래 끊임없
는 변화와 발전의 경로를 밟아 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도래한 냉전(cold war)의 국제
정세 속에서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를 저지하기 위해 도입된 민주선거가 어느덧 67년이라
는 짧지 않은 역사를 만들었다. 3 ․ 15 부정선거와 같은 굴곡진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
라의 선거는 그동안 끊임없이 발전하면서 안정되고 성숙한 민주주의 정착에 밑거름이 되
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만들어져온 것이다. 이는 20세기 후반의 민주화, 이른바 ‘제3의 물결(The Third Wave)’
과정에서 민주정치체제를 도입한 여러 신생민주주의 국가들이 여전히 민주주의를 제대로
정착시키지 못하고 선거를 둘러싼 정치 ․ 사회적 혼란으로 국력을 소진하고 있는 현실에서
도 잘 드러난다. 이러한 국가들과 달리 한국은 지속적인 선거 ․ 정치법제의 선진화를 통해
선거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거
결과에 왜곡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가고 있다.
이 글은 단기간의 민주주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높은 선거 수준을 성취한 한국의 공명선
거 발자취를 되짚어 보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선진화된 선거를 이루기 위한 과제를 모색
해 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II절에서는 국제적 인식과 평가를 통해 한국
선거 수준을 우선적으로 진단할 것이다. 이어 III절에서는 한국 선거가 급성장할 수 있었

1) 김선택은 대의제 민주주의와 선거의 관계에 대해 “대의제 민주주의하에서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거의 유일한
통로인 ‘선거’마저 잃어버리게 되면 그 체제가 민주주의임을 주장할 아무런 것도 남지 않게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김선택 200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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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원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역사적 변곡점(變曲點)이 되었던 주요 사건들 — 민주선거의
도입, 3 ․ 15 부정선거, 6 ․ 29 선언, 1989년 동해시 재선거, 1994년 통합선거법 제정, 법제
선진화 추진 — 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IV절에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선거관리시스템을 국제적 선거 표준 — 공정성(fairness), 참여성
(participation), 투명성(transparency), 정확성(accuracy) — 을 기준으로 추가 검토할 것
이다.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V절에서는 한국 민주주의와 정치발전을 위해 향후
개선되어야 할 과제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발전적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II. 한국 선거에 대한 국제적 인식과 평가

1. 민주선거 도입 초기
1948년 5월 10일 실시된 최초의 국회의원 총선거는 국민들의 민주선거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UN 감시하에 치러진 선거였다. 당시의 우리나라는 오랜 식민
통치를 거치면서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시민이 양성될 수 있는 정치 ․ 사회적 기반 자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전체 국민의 문맹률이 거의 80% 수준에 이르는 등 해방과 동시에
서구로부터 도입된 이 ‘새로운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헌국회의원선거에 대한 UN보고서는 “민주주의에 대
한 경험이 없음에도 질서가 있고 민주선거의 이념을 실현했다”며 상당히 고무적으로 평가
하였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73, 833). 이처럼 제헌국회의원선거를 성공적으로 실시함
으로써 대한민국은 헌법제정과 정부수립을 통해 핵심적인 정치구조와 제도의 틀을 마련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질서 있게 치러진 최초의 민주선거는 곧이어 발발한 한국전쟁의 혼란 속에서
오히려 퇴보하게 된다. 당시 집권세력이었던 자유당 정권은 정권 연장을 위하여 발췌개헌
등 민주적 절차를 위배한 두 차례의 헌법 개정을 단행하였고 선거 과정에도 광범위하게
개입하여 불법 ․ 탈법선거 및 관권선거를 자행하였다. 이러한 선거 퇴보에 대해 당시 영국
타임즈紙의 한국전쟁 종군 기자는 르포기사를 통해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열망하는 것과 같다”는 통렬한 비판과 함께 한국에서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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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 정착되는 데 대하여 매우 비관적인 전망을 내어 놓았다. 이처럼 민주선거가 도입
된 초기 한국 선거는 국제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으며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2. 한국 선거에 대한 국제적 인식 변화: 쓰레기통에서 핀 장미
1950년대 초까지 한국 선거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국제사회의 평가는 불과 60여 년 만
에 놀라울 만큼 바뀌었다. 2008년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 )’의 산
하 연구기관인 EIU(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가 전 세계 165개 국가와 2개 자치
령을 대상으로 발표한 ｢민주주의 지표 2008｣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미국 ․ 독일 등 서구
민주주의 국가가 포함된 30개국의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 국가로 분류되었다
(EIU, Index of Democracy 2008). 특히, 선거과정 및 다원성 분야에서는 영국 ․ 스위스
등과 함께 10위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고, 2015년 현재에도 대체로 이와 유사한 평가
를 받고 있다.2) EIU의 한국 특파원인 다니엘 튜더는 그의 저서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
을 잃은 나라(Korea: The Impossible Country )에서 식민통치와 한국전쟁, 폐허와 분단
의 굴곡진 역사를 가진 한국이 단기간에 눈부신 민주주의 발전을 이룩한 것을 “불가사의
한 국가”의 “역동성의 힘”으로 표현하였다(Daniel Tudor 2012).
한편, 2014년 2월 미국 하버드대학교와 호주 시드니대학교가 2012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실시된 세계 65개국 73개의 국가 선거를 대상으로 분석한 공정성 지수 평가3)
결과에 따르면, 2012년 실시된 우리나라 제19대 대통령선거는 선거 공정성(Perception
of Electoral Integrity) 측면에서 세계 6위로 평가되었다.4) 이는 장기간 민주주의의 경험
2) EIU는 2006년부터 2년마다 각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평가 ․ 발표해 오다가 2011년부터는 매년 같은 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평가항목은 ① 선거과정의 투명성 및 다원주의 존중, ② 정부의 기능, ③ 정치 참여, ④ 정치
문화, ⑤ 시민의 자유 등 5가지이며, 우리나라는 2008년 이후 계속해서 20위권의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의
평가결과를 전체적으로 보면 2008년 28위, 2010년 20위, 2011년 22위, 2012년 20위, 2013년 21위, 2014년
21위였다. http://www.eiu.com/landing/special_reports(검색일: 2015.7.24).
3) 선거 공정성 지수 평가는 선거일정별로 11개 분야를 구분하고 49가지의 세부항목을 통해 조사 ․ 평가하였다.
PEI는 100점을 기준으로 환산한 후 점수에 따라 국가별 순위를 매겼고, 국가별 선거 공정성 수준은 높은 수준
의 공정한 선거(High Integrity Contests), 보통 수준의 공정한 선거(Moderate Integrity Elections), 낮은 수준
의 공정한 선거(Low Integrity Elections)의 세 가지(높음 ․ 보통 ․ 낮음) 범주로 구분하였다. 11개의 평가분야는
선거법, 선거절차, 선거구 획정, 선거인 등록, 정당 ․ 후보자 등록, 선거보도, 선거자금, 투표절차, 개표, 선거결
과, 선거기관이다.
4) 위 분석에서 선거관리기관에 대한 신뢰도(8점/10점)는 법원, 정부, 의회 등 다른 헌법기관이나 언론, 정당 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Norris, Pippa, Richard W. Frank and Ferran Martinez i Coma, “The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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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안정적인 국가체제를 유지해오면서 지속적으로 민주선거를 실시했던 유럽의 5개
국 — 노르웨이, 독일, 네덜란드, 아일랜드, 체코 — 을 제외하고는 최고 높은 평가결과이
다. 관권 ․ 금권으로 얼룩졌던 과거의 우리나라 선거역사와 UN 감시하에 치러졌던 5 ․ 10
제헌국회의원선거를 떠올려 보면 또 하나의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국제적 평가는 이미 지난 2000년대 초부터 많은 후발 민주국가들이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와 선거관리기법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왔던 데에서도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실제로, 2000년 이후 178개국 21개 국제기구에서 978명의 외국 선거관계자들
이 선거 참관이나 연수 목적으로 내방하였으며, 특히 2006년 이후 현재까지 총 95개국
357명이 우리나라의 선거를 ‘배우고’ 자국으로 돌아갔다. 한편, 2015년 현재 우리나라 중
앙선거관리위원회는 키르키즈공화국의 선거시스템 선진화사업과 케냐의 전자선거관리시
스템 역량강화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키르키즈공화국의 경우 2015년 우리나
라가 지원한 선거자동화시스템으로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한 결과 선거관리의 투명성이 완
벽하게 보장되었다며 큰 만족감을 표명하였다. 이를 본 주변의 전환기 민주주의 국가들이
한국을 개발모델로 설정하고 유사한 선거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이른바 선거한류(KDemocracy)의 열풍이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세계인을 감동케 하고 있다.5)

III. 한국 선거의 변화와 발전

한국 선거의 변화와 발전과정에는 민주선거의 도입, 3 ․ 15 부정선거, 6 ․ 29 선언, 1989
년 동해시 재선거, 1994년 통합선거법 제정, 법제 선진화 추진 등 중요한 역사적 변곡점
들이 있었다. 특히, 1994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른바 통합선거법) 제정은
공명선거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여 우리나라 선거史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의

in Elections 2013: The World’s Flawed and Failed Contests,” The Electoral Integrity Project (2014),
https://sites.google.com/site/electoralintegrityproject4/home(검색일: 2015.7.24).
5) 많은 후발 민주주의 국가들이 한국의 선거를 자국의 선거개혁 모델로 인식하는 이유는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
히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온 서구 선진국들과 달리 한국은 짧은 기간 내에 민주적 선거개혁을 완성했다고 판단
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즉, 서구 선진국들의 경험보다 한국의 선거개혁 사례가 자국에 보다 적합한 모델이라
는 인식이 작용한 것이다.

10

제6호

계기가 되었다. 이 절에서는 주요 변곡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선거가 어떻게 발전해 왔
는지, 그리고 어떠한 변화의 결과들이 나타났는지를 고찰할 것이다.

1. 민주선거의 도입부터 6 ․ 29 선언까지
1948년 5월 10일 우리 역사상 최초의 근대적 선거(定礎選擧)가 실시되었다. 이 선거를
기점으로 출발한 제1공화국은 민주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경험 부재와 한국전쟁, 그리고
권위주의체제의 등장과 같은 시대적 상황 속에서 광범위한 관권선거로 얼룩졌던 이른바
외형적 민주주의체제(Pseudo Democracy)였으며, 결국 1960년 3 ․ 15 부정선거를 거쳐
4 ․ 19 혁명으로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부정과 불법으로 얼룩졌던 초창기의 민주선거 역사는 이
후 공명선거를 구현해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계기로 작용
하였다. 다시 말해, 제1공화국 시기의 광범위한 선거부정을 목도하면서 성장한 시민의식
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선거관리기관을 헌법기구화하는 헌법 개정을 이루어 내었으며,
이는 현재 창설 반세기를 맞이한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기관으로서의 태동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그 역사적 의의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당시
진정한 의미의 민주선거를 가져올 수 있는 충분조건은 되지 못했다. 이는 뒤이은 5 ․ 16
군사정변과 유신체제의 등장으로 인해 민주적 헌법체계 자체가 형해화(形骸化)되면서 그
에 기반한 민주선거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1972년 유신 이후
대통령선거가 간선제로 치러지고 선거관리 기능이 위축되면서 선거과정과 결과 모두에서
공정한 선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민주선거의 형해화는 1987년 6 ․ 29 선언과 대통령선거 직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 이후에도 큰 변화를 보이지 못했다. 예를 들어, 16년 만에 직선제로 치러
진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는 국민의 높은 정치적 관심과 민주화 열기를 반영해
89.2%라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성이라는 측면에
서는 과거 양상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구태의연한 선거였다. 조직 ․ 금품선거, 동원 ․ 폭력
선거 등 불 ․ 탈법선거가 난무하였고 이에 따라 선거과정과 결과에 대한 불신도 매우 컸
다.6)
이에 더해, 이러한 불법 ․ 부정선거에 대한 통제력이 매우 취약했다는 점도 선거의 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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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훼손하고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 선거법은 있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국민들 스스로도 그것이 잘 지켜지리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선거에서의
불법은 당연시되었고 이를 규제해야 할 사법기관도 정치행위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정치행위 불관여 원칙’ 등을 내세우며 이를 사실상 묵인하기도 하였다. 민주화에도 불구하
고 당시까지 정치적 게임의 규칙인 선거법에 대한 경시풍조가 만연하였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흐름을 이어온 민주화 이전 한국 선거의 특징은 제도적 측면과 절차적
측면에서 정리해 볼 수 있다. 먼저, 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집권자(집권당)에 의한 제도변
화와 제도 자체의 비민주성을 주요한 특징으로 집약할 수 있다. 대통령선거 방식이 최초
간선에서 발췌개헌을 통한 직선제로, 여기서 다시 이른바 사사오입 개헌을 통한 연임제한
철폐 등으로 변화된 것은 당시 집권세력이었던 이승만과 자유당정권의 정치적 이해관계
를 반영한 것이었다. 또한 5 ․ 16 군사정변 이후 들어선 군사정권 역시 장기집권을 위한
불법적 개헌을 반복하였고, 선거제도 또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시켜 갔다.7)
특히, 비례대표 배분의 불공정성과 국회의석 3분의 1을 대통령이 추천하는 유신정우회
제도 등은 제도적 비민주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들이다. 예를 들어, 제3공화국에서는
제1당에게 실제 득표율과 관계없이 절반을 배분하도록 하고, 제1당의 득표율이 50%를
넘는 경우에는 전국구 의석의 2/3까지 배분하는 불공정 경쟁의 룰이 제도화되었다.8)
절차적 측면에서는 선거과정에서의 불공정성과 중립성 침해, 불법 ․ 탈법선거에 대한 통
제력 미흡 등을 그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조직적인 관권선거가 횡횡하였고 4할 사전투
표, 3인조 ․ 9인조 집단투표, 올빼미 개표 ․ 샌드위치 개표와 같은 불법선거가 만연하였다.
여기에 더해 이른바 ‘막걸리 선거’, ‘고무신 선거’로 대변되는 금권선거와 불법 동원선거
등도 선거과정에 대한 공정성을 훼손하고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증폭시키는 결과
를 초래하였다.9)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를 규제 ․ 감독해야 할 사직당국은 소극적 태도를

6)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 결과의 컴퓨터 조작설과 구로구을 선거구의 투표함
탈취사건을 들 수 있다. 당시 선거 결과에 불복, ‘조작된 승리를 고발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던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은 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으나 이후 원고패소판결을 받았다.
7) 언론 ․ 집회 ․ 결사의 자유가 제약되고 야당이 정치적 탄압의 대상이 되었던 권위주의시대의 한국 선거는 집권세
력에게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다분히 형식적인 행사에 불과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이남영 1993, 21).
8) 이는 직능대표를 발굴하고 사표를 방지한다는 당초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와 달리 오히려 선거결과의 비례성을
약화시키고 집권세력에 안정적인 의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된다(강원택 2011, 95).
9)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이 오랜 역사적 경험을 통해 민주적 선거제도를 발전시켜 나간 것과 달리 해방 후 단기간
에 서구의 민주주의제도를 직수입하여 운영한 점도 후진적인 선거문화 형성을 통해 선거절차의 불공정성을
심화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즉, 관권 또는 금권에 의해 조직을 동원하고 지지를 얻는 것이 정당,
후보자, 유권자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불법적인 조직선거와 관권 ․ 금권선거가 오랫동안 지속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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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지하는 데 그침으로써 민주정치의 요체인 선거영역에 있어 법치주의는 당시 거의 사문
화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선거관리 역할모델의 변화: 1989년 동해시 재선거
민주선거 도입 이후 오랜 기간 이어져 온 난맥상은 1989년 실시된 동해시 국회의원재
선거를 계기로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이는 기존 선거관리의 역할모델이 이른바
‘행정관리형’에서 ‘정치발전형’으로 전환되는 과정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전자가 주어진
실정법 테두리 내에서 최소한의 역할로 절차적 선거관리에 중점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면,
후자는 선거관리기구를 중요한 정치 행위자로서 인식하고 국민적 관심이 있거나 법적 논
란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뜻한다.10) 이러한 선거관리 모델
의 변화가 우리나라 민주선거의 발전에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1989년 4월 실시된 동해시 재선거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초로 치러진 국회의원재선
거였다. 당시 선거에서는 정국 주도권 장악을 위해 여당인 민주정의당을 비롯해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김대중의 평화민주당,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 등 모든 정당들이 중앙당 차원
에서 거당적인 지원을 하였다. 그 결과 선거 분위기는 과열되었고 불법 ․ 탈법행위가 만연
하였다. 국회의원들이 동(洞) 단위 책임자로서 유권자들을 조직하며 선거운동을 지휘하였
고, 금권선거가 난무해 음식점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상황들이 빈번하게 목도
되었다. 동해시에서는 개들도 만 원짜리 지폐를 물고 다닌다는 우스갯소리가 생길 정도로
돈 선거가 판을 쳤고 집집마다 하이타이, 화장지, 쟁반 등이 쌓였으며 급기야 특정 후보자
를 매수하여 사퇴시키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여기에 더해 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불법
후보자 홍보물이 시내를 도배하는 등 동해시 재선거는 말 그대로 불법 ․ 탈법이 극에 달한
선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 잡아야 할 사직당국은 여전히 정치적 불개입 원

수 있었던 것이다(이종우 2014, 49).
10) 선거관리 유형은 선거관리의 지향점 내지 목표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소극적 행정관리형과 적극적 정치
발전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행정관리형 선거관리는 실정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장 공정하고 원활하게 선거관
정을 진행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반면, 정치발전형 선거관리는 선거관리기구도 민주주의의 중요한 정치행
위자라는 전제하에 보다 적극적으로 실질적 민주주의의 성숙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에는 정치적 여파가 크고 법적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인에 대해서는 개입을 최대한 자제한다. 반면 후자
의 경우에는 기존 실정법에 문제가 있다면 법적 논쟁과 정치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그 시정을
제안하고 시정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이종우 2009,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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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 등을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다.
이처럼 불법선거가 사직당국에 의해 묵인되고 유권자들에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던 상
황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동해시 재선거를 계기로 오히려 기존의 정치행위 불관여 원칙
을 수정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를 시작하였다.11)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회창 위
원장은 헌법상 책무인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선거운동 단속
반을 편성,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고발하도록 지시하였다. 위원장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역사상 최초로 불법선거운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선거운동 등과 관
련된 채증을 실시하였고 당시 동해시 재선거에 출마했던 모든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을 각
각 두 차례씩 검찰에 고발하였다.
당시 이회창 위원장은 후보자들을 고발한 후 각 정당의 총재에게 공한을 발송하여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짓밟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 법관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으로 선임하는 뜻은 법을 엄격히 지켜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라는 것이지 현실에 순응하
여 위법에 눈을 감으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 앞으로도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단호
히 의법 조치할 것이다”라며 강력히 경고하였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3, 433-441).
이를 계기로 같은 해 10월 이후 연이어 실시된 영등포 재선거 등 몇 곳의 재 ․ 보궐선거
에서도 단속반을 편성하여 정당과 후보자들의 불법선거운동행위를 감시 ․ 단속하게 되었
다. 하지만 이러한 적극적 선거관리로의 변화는 정당 ․ 후보자들로부터 큰 반발을 불러일
으켰으며 특히 야당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속이 편파적이라는 비판 성명을 발표하기
도 하였다. 또한 각 지역에서 실제 단속활동을 전개하였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도 상당
한 수난을 겪었는데, 선거운동원들에게 폭행과 협박을 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였고 선
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이 점거되는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어려움들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계속해서 적극적인 불법행위 단속활
동을 전개해 나갔다. 특히 선거법을 적용함에 있어 행위만을 그 대상으로 했을 뿐, 누가
법을 어겼는지, 불법행위를 한 사람의 지위가 높은지 낮은지를 고려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1990년 영등포 재선거 시 노태우 대통령이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서신을 발송하자
당시 이회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법에는 성역(聖域)이 있을 수 없다”며 실태조
사를 지시하였다. 또한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경제단체장 간담회를 개최
11) 이러한 선거관리방향의 획기적 전환은 당시 내부적으로도 적지 않은 우려를 자아냈다. 사실상 그때까지 선거
관리위원회는 정확한 투 ․ 개표를 주요 임무로 인식하고 있었고 불법행위 단속은 조직의 업무영역 밖으로 인
식하였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에서는 이러한 불법행위 단속으로 인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적 희생양
이 되거나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존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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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이를 생중계하고자 했을 때 관권선거 시비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이를 중단시키기
도 하였다.
이처럼 선거관리위원회의 적극적 관리와 지위고하를 막론한 불법행위 단속은 이후 공
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고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의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상을 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대통령에게까지 선거법을 적용 ․ 조치한 것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니는데, 국가기관이 앞장서 일종의 성역(聖域)을 타파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민들
에게 정치와 선거과정에 대한 신뢰를 싹틔우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그동안 선거관리위원
회의 단속에 반발하던 정당 ․ 후보자들로 하여금 이에 순응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3. 공명선거의 제도적 기틀 마련: 통합선거법의 제정
민주화 이후 선거관리 모델을 전환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적극적 선거관리 노력에도 불
구하고 1990년대 초반까지도 기존의 불법 ․ 탈법선거의 양상은 여전히 잔존하고 있었고
선거과정에 대한 불신이 정통성의 위기로 이어져 정치 불안을 야기하는 악순환이 지속되
었다. 1991년 3월과 6월 각각 실시된 기초의회의원선거와 광역의회의원선거, 1992년 3월
과 12월에 치러진 제14대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를 거치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속
적으로 공명선거 의지를 천명하고 적극적인 불법행위 단속에 나섰으나, 선거관리위원회
의 의지만으로는 불법 ․ 탈법으로 얼룩진 이른바 ‘한국병’을 완전히 치유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김영삼 대통령의 개혁정책은 공명선거
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였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지금과 같은
불법 ․ 탈법선거 및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는 선거로는 나라를 구할 수 없다”면서 한국병
치유를 위하여 사회 전반의 개혁을 추진하는데,12) 그 가운데에서도 정치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는 1994년 이른바 통합선거법으로 불리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
법｣이 제정되는 배경이 되었으며,13) 통합선거법의 제정은 이후 공명선거의 제도적 기틀

12)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이러한 정치개혁 이외에도 사회 전반에 걸쳐 강력한 개혁을 추진했는데, 대표적으로
하나회 척결, 금융실명제 도입, 그리고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 등이 그것이다.
13) 당시의 통합선거법은 세계 각국의 선거제도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였고 특히 영국의 ｢부패 및 위법행위
방지법｣을 주요 모델로 삼았다. 19세기 말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인한 물질적 풍요를 바탕으로 매수 ․ 향응
등의 금권 ․ 타락선거와 선거부패가 만연하였는데, 영국을 대표하는 두 정당이었던 보수당과 자유당은 투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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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민주화 이후 공직선거와 선거양상의 양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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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의 두 얼굴: 선거양상의 양면성
(민주화 물결 ≠ 준법선거)

을 마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였다.
1992년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관계법에 대한 의견
제출권이 부여되었고, 이듬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근거하여 통합선거법의 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제정의견과 관련하여 당시 여당 내에서조차 강력한 반발이 존재하
였지만, 대통령의 강력하고 일관된 개혁의지에 힘입어 1994년 통합선거법이 입법에 성공
하게 됨으로써 한국 민주선거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질적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
이 마련되었다.
통합선거법은 먼저 선거일을 법정화하여 당리당략(黨利黨略)에 따라 선거일을 정해왔
던 기존의 관행을 차단하였고 당선무효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선거사범에 대한 제재수준
을 한층 높였다. 예를 들어, 선거법 위반으로 후보자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에 앞 다투어 유권자들을 술집으로 불러 모아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에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헨리 제임스는
“현재 이 나라 최대의 악(惡)은 선거에 막대한 돈이 든다는 것입니다. 숭고한 애국정신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돈이 없으면 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 돈만 있으면 누구나 의원에 당선될 수 있는 것이 지금의 영국입니다”라
는 명연설을 통해 당시 영국의 선거풍토를 비판하고 선거개혁을 주장하였으며 그의 노력에 힘입어 1883년
｢부패 및 위법행위방지법｣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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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였고 이러한 당선무효 규정은 후보자 가족
이나 선거사무장 등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또는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제한액의 1/200 이상 초과 집행을 이유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14)
한편, 동법은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기조 아래 돈 안 드는 깨끗한 선거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하였다. 먼저, 선거운동과 관련된 각종 제한 ․ 금지 규정 형식을
포괄적 제한 ․ 금지에서 개별적 제한 ․ 금지로 변경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였
다. 한편, 선거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계좌를 통해서 수입 ․ 지출하도록 하고 수
표 ․ 계좌입금 등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만 집행하도록 하여 선거와 관련된 자금의 투
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선거공영제를 확대하여 후보자의 사회 ․ 경제적 차이에
따른 차별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행위 조사에 필요한 각종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제
정 통합선거법이 과거와 같이 사문화되지 않고 실질적인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
다. 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나 정당 ․ 후보자가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직접 재정신청15)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검찰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불기소를 미연에 방지하고 선거사범에 대한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법제 선진화와 선거문화 개선
우리나라는 1994년 제정된 통합선거법을 근간으로 선거문화 개선 ․ 발전, 참정권 확대
및 투표 편의성 ․ 접근성 제고, 민주시민의식 함양 등을 위해 지속적인 법제 선진화 과정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몇 가지의 중요한 제도 개선으로 구체화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고비용 선거구조의 개선, 매니페스토(Manifesto) 정책선거 도입, 재외선거
및 선상투표 도입, 유권자의 날 제정, 통합선거인 명부에 의한 사전투표 실시 등을 들
14) 이러한 규정이 도입됨에 따라 통합선거법 제정 이전에는 당선이 무효가 된 국회의원이 거의 없었던 데 비해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6명,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11명이 당선무효가 되었으며
2012년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역대 최다인 15명이 관련 규정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였다.
15) 재정신청제도란 고소나 고발이 있는 특정 사건을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경우, 고등법원이 고소인 또는 고발인
의 재정신청(裁定申請)에 의하여 그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하면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절차를 말한다(형사소송법 260-264조의2). 이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
주의에 의한 폐단을 방지하고 소추권(訴追權) 행사의 공정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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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통합선거법 제정 이후 법제선진화 과정
수평적 정권교체

통합선거법

1
97.12.18
제15대 대선

∙ 선거비용 실시 강화
∙ 선거범죄 등 조사권
신설, 강화
∙ 선거보도 공정성
감시기구 설치
∙ 선거부정감시단
도입운영
∙ TV토론 등 방송시설
이용 선거운동 확대
∙ 단체의 선거운동
전면 허용
∙ 비례대표의원선거
1인2표제 도입
∙ 여성후보할당제

現

2
02.12.19
07.12.19
제16대 대선 제17대 대선

12.12.19
제18대 대선

고비용 저효율 선거구조 개선

04.3.12
05.8. 4

선거문화개선

12.2.29

선거문화개선을

∙ 유권자의 날 제정

위한 정치관계법

∙ 통합명부에 의한

개정

’06 정책선거

사전투표제 도입

14.2.13
∙ 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설치
(중앙, 시 ․ 도)
∙ 공무원 등 중립의무
위반죄 처벌규정 신설
및 공소시효 연장
(6월 → 10년)

’09~’12 참정권 확대

수 있다.
먼저, 고비용 선거구조의 개선은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 직후 불거진 불법정치자금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진전을 이루게 되었다. 2002년 대통령선거는 이른바
‘3김 시대’를 마감하고 우리 사회가 탈권위주의로 이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된
선거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선거 후 각 정당 ․ 후보자 측이 천문학적 불법자금을
모금하고 이를 청중동원 등 불법 선거운동에 지출한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고비용 ․
저효율의 선거관행이 재확인된 선거이기도 했다. 이에 고비용 정치 ․ 선거구조에 대한 국
민적 비판이 거세지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선거법제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주
요내용으로는 50배 과태료 및 신고포상금제 도입, 합동연설회 ․ 정당집회 폐지와 신문 ․
방송 등 미디어를 이용한 선거운동 확대, 각종 기부행위 제한기간 확대, 지구당 폐지 및
법인 ․ 단체의 정치자금 후원 금지 등이었다.
2006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시작으로 매니페스토16) 정책선거가 공직선거법에 도입된
16) 매니페스토(Manifesto)란 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에 대한 계약으로서의 정책의 목표와 이행 가능성, 예산
확보의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공약을 의미한다. 매니페스토의 어원은 ‘증거’ 또는 ‘증거물’이라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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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중요한 발전적 변화였다.17) 이는 우리나라의 선거가 기존의 인물이나 개인적 연고
중심의 선거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바탕으로 한 정책중심의 선거로 전환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들을 기울여 왔다. 매 선거마다 정책선거 분위기를 확산시
키기 위해 정당 ․ 후보자가 참여하는 ‘정책선거 실천 협약식,’ 매니페스토 국민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공약은행을 설치 ․ 운영하여 좋은 공약들이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매니페스토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유권자들이 합
리적으로 공약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셋째, 참정권의 확대와 투표 편의성 ․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예로는 재외선거 및 선상투표의 도입과 통합명부를
활용한 사전투표의 실시 등을 들 수 있다. 재외선거의 경우 2007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
합치 결정18)에 따라 2009년 공직선거법에 도입되었고 이후 선상 부재자투표와 함께 2012
년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최초로 실시되었다. 이로써 단지 나라 밖에 있다는 이유만으
로 제약되었던 국민들의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19)
한편, 2013년 새로 도입된 사전투표제는 통합명부를 활용해 전국 어디서나 사전 투표
소가 설치된 곳에서는 유권자들이 사전에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투표 편의
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사전투표제의 도입 이후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율은 56.8%로, 1998년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20) 또한

17)

18)

19)

20)

의 라틴어 마니페스투(Manifestus)이며, 이 말이 이탈리아어 마니페스또(Manifesto)가 되어 ‘과거의 행적을
설명하고 미래 행동의 동기를 밝히는 공적인 선언’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후 유사한 의미로 1644년
영어권 국가에 소개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6조에 따르면,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후보자는 구체적인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
(사업목표, 우선순위, 이행 절차, 이행 기간, 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한 선거공약서를 작성하여 선거운동에 사용
할 수 있다.
재외국민의 참정권 관련 헌법소원은 이전에도 제기된 적이 있으나, 당시에는 남북 분단이라는 상황적 특수성
과 선거공정성 확보의 어려움, 납세 등 국민의 의무와의 관계, 선거 기술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합헌결정이
난 바 있다. 그러나 2007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는데,
재외선거와 관련되어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위험으로 이는 국가의 노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으며 선거 기술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점
등을 주요 논거로 들었다(2004헌마644).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전 세계 164개 공관에서 총 223,557명이 투표권을 행사하였다. 이후 재외선거인의
참여 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는데, 2015년 개정 공직선거법에서는 재외선거인 등이 인터
넷을 통해 신고 ․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외선거인이 4만 명을 넘는 지역에는 공관 외에 추가적으로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제를 도입하도록 규정하였다.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은 1회(1995) 68.4%, 2회(1998) 52.4%, 3회(2002) 48.9%, 4회(2006) 51.6%,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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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이후 사전투표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40.5%가 실제로 투표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법제 선진화 작업의 하나로 지난 2012년
‘유권자의 날’이 제정되었다. 공직선거법 제6조제5항은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
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21)을 유권자의 날로, 유권자의 날부터 1주간
을 유권자 주간으로 하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함께 유권자의 날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매년 유권자의 날을 기념하여 전국 대학생 및 초 ․ 중 ․
고등학생 토론대회, 강연콘테스트 등을 개최함으로써 시민들의 정치적 관심과 효능감을
고취하고 민주시민의식의 저변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5. 선거사범에 대한 엄격 ․ 신속한 법 집행
법 ․ 제도가 아무리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집행하고 적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에 그치고 만다. 이에 선거법과 제도를 집행하고 적용하는 대표적 국가기
관인 선거관리위원회와 법원 또한 1994년 통합선거법 제정 이후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공직선거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우리나
라 민주선거의 발전에 있어 이러한 법 집행기구들은 매우 중요한 행위자로서 실제로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먼저, 선거관리위원회는 1989년 동해시 재선거 이후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 ․ 단속을 지
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 공명선거의 확립을 주도해왔다. 1991년 지방선거부터
전국단위 단속반과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선거관리위
원회는 1992년부터 법 개정을 통해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권한22)을 부여받은 것을
계기로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통제를 본격화하였다. 이후 선거관리위원회는 1997년
제15대 대통령선거부터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선거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2010) 54.5%였다.
21)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지정한 것은 1948년 5월 10일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최초의 민주선거일을
기념하기 위해서이다.
22)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치권한으로 중지, 경고, 시정
명령, 수사의뢰 및 고발 등을 열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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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선거관리위원회의 위반행위 조치현황
(2015.10. 현재, 단위: 건)

조치별

계

고발

수사의뢰

경고 등

제18대(’12.12.19.)

509

104

97

303

5

제17대(’07.12.19.)

673

104

100

464

5

제16대(’02.12.19.)

1,321

124

226

958

13

제15대(’97.12.18.)

209

8

52

140

9

제19대(’12.04.11.)

1,595

264

174

1,077

80

제18대(’08.04.9.)

1,975

222

144

1,559

50

제17대(’04.04.15.)

6,402

453

401

5,447

101

제16대(’00.04.13.)

3,017

248

408

2,241

120

제6회(‘14.06.04.)

3,731

451

124

2,921

235

제5회(’10.06.02.)

4,370

441

288

3,465

176

제4회(’06.05.31.)

6,094

785

506

4,687

116

제3회(’02.06.13.)

8,685

769

553

7,206

157

선거별

이첩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 보고자료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같은 기간 총 38,535건의 조치를 취하였다. 불법행위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이러한 적극적 대응은 과거부터 지속되어 온 금권 ․ 관권 및 조직
선거의 관행을 차단하고 정당, 후보자, 유권자의 선거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1997년 이후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치상황은 <표 1>
과 같다.
법원도 공직선거법의 엄격한 적용과 신속한 재판을 통해 우리나라 민주선거 발전에 기
여하고 있다. 신속한 재판을 위하여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기간을 단축하여 검찰의 공소제
기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최대 1년 이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선거법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23) 실제로 과거에는 1심에 비해 상급심이
23)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되는 사례는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부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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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관대한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종종 있었으나 최근에는 1심 판결이 대법원까지 그대
로 유지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통합선거법 제정 이후 선거범죄로 인해 당선무효가
된 정치인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24)도 공명선거에 대한 법원의 강력한
의지를 방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IV. 선거관리시스템의 우수성

1. 개관
일본 고베대(神戶大) 유타카 교수는 그의 저서 선거관리의 정치학: 일본선거와 한국선
거모델의 비교연구에서 한국의 선거관리기관은 선거결과의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와 의회로부터 독립되고 고도의 자율성을 가진 헌법기관으로 설치 ․ 운영되고 있으며,
제도를 통한 적극적 선거관리로 선거의 본질적 업무 외에 민주주의의 질(質)을 높이고
시민의식과 선거문화를 발전시키는 역할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大西 裕
2013). 아울러 한국의 선거와 선거관리가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여러 개발도상국
선거개혁의 모델이 되고 있다고 피력하였다.
유타카 교수의 언급처럼 한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화 이후 적극적 선거관리와 지
속적 법제선진화 노력을 통해 민주선거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선거관리(election
management)’가 단순히 선거과정을 관리하거나 운영하는 차원을 넘어 선거의 발전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민주주의
이행과정을 걷고 있는 전환기 민주주의 국가들도 한국 선거관리시스템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이 어떠한 선거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떻게 민주선
인한 당선무효이다. 판례에 따르면 계모임에서 10만 원 상당의 본인 저서를 무상 제공하고 관내 단체 회원에
서 34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경우, 자원봉사자에게 400만 원의 대가와 20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한
경우 모두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었다.
24) 통합선거법 제정 이후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건수는 국회의원의 경우 제15대(1996) 6명에서 제16대
(2000) 10명, 제17대(2004) 11명, 제18대(2008) 15명으로 점차 증가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서도 제
1회(1995) 1명, 제2회(1998) 6명, 제3회(2002) 9명, 제4회(2006) 18명, 제5회(2010) 18명으로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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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발전을 모색해 왔는지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고, 현재 한국을 모델로 삼아 자국에
맞는 법제와 선거관리시스템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어떠한 선거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어떻게
민주선거의 발전을 꾀하고 있는지를 고찰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이하에서는
국제적 표준으로 이용되는 선거 및 선거관리의 네 가지 주요 요소, 즉, 공정성(fairness),
참여성(participation), 투명성(transparency), 정확성(accuracy)을 중심으로 현재 우리나
라의 선거관리시스템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2. 주요 내용
1) 선거의 공정성
현행 정치관계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법 ․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
하고 있다. 먼저, 선거경쟁이 후보자들의 경제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치자금의 모금 및 기부와 선거비용의 지출25)을 일정하게 제한하고 시설물 ․ 인쇄물 등
을 활용한 정치 광고의 기간 ․ 대상 ․ 방법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선거운동과
선거자금의 합리적 제한을 통해 후보자 간 실질적 기회균등을 보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있다.
선거 공영제 역시 선거의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 가운데 하나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16조 제1항과 2항은 각각 관리공영제와 비용공영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전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두어 균등한 기회를 보장
하는 것이며, 후자는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경비는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후보자의 경제적 차이에 따른 선거경쟁의 불공정성을 제
도적으로 방지하는 것이다.
한편, 현행 선거관리위원회법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직원에게 선거범죄에 대한
조사 ․ 조치권을 부여함으로써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 예방 ․ 단속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
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대표적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이
행정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선거의 공정성 확보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

25) 현행 공직선거법은 인구수, 관할 행정구역 수를 반영한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하고 이를 1/200 이상 초과할
경우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화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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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미를 지닌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권한을 통해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고유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고 준법선거를 구현해나가고 있다.
또한, 공무원이 선거의 공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직선
거법,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 등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규정을 두어 공무원의 선
거운동 ․ 정당가입 및 선거 ․ 정치관여 금지 등을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공무
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처벌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관권의 개입에 의해 선거의 공정
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선거보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및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 ․ 운영함으로써 불공정한 선거보도에 대한 구제제도
를 두고 있다. 또한 선거관련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4년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 ․ 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설
치하여 불공정한 여론조사의 폐해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2) 선거의 참여성
민주선거와 관련하여 참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26) 민주주의는
원칙적으로 다수 시민의 적극적 참여에 기반하여 운영되는 체제이며, 선거를 통하여 민주
적 정당성이 부여될 수 있기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수의 국민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참여의 부재는 대표성이 결여된 소수의 지배, 즉 민주주의 자체의 위기를 의미하기 때문
이다(김형준 2006, 153).
이러한 관점에서 선거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법 ․ 제도적, 선거관리적 차원의 노
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먼저 법 ․ 제도적으로는 앞서 언급한 사전투표제의 도입이 대
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 사전투표제도는 전국을 통신망으로 연결하여 선거인이 별도
의 신고절차 없이 사전투표 기간(2일) 동안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유권자들의 투표 편의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투표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다.
또한, 선거과정에 유권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표출 ․ 수렴되고 선거에 대한 관심과 효능
감을 높일 수 있도록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참여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선거운동을 할

26) 최장집은 민주주의체제에서의 참여의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곧 대중참여의 정치를
의미하기 때문에 참여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가 되는 원리이다. 민주적 제도의 모든 것은 이 참여라는 기초
위에 건립된다. 그러므로 참여의 폭과 내용은 민주주의의 성격을 규정하는 핵심요인이다”(최장집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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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사람은 자유롭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및 정당 ․ 후보자의 정책 ․ 공약개
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트위터 등의 소셜 네트
워크 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한편, 여성 및 장애인 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되어 있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대표성 제고를 위해 현행 공직선거법은 각 정당이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추천할 때 비례대표의 50%를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지역구의 경우 전체
추천 후보자 중 30%를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 정당이 여성이
나 장애인을 공직선거 후보자로 추천할 경우 별도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정치참여 확대를 제도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한편, 선거관리적 측면에서도 장애인, 노약자, 거동불편자, 외국인 유권자 등 사회적
소수계층의 선거참여를 지원하고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선거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재산 ․ 병역 ․ 납세 ․ 전과 등
각종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고, 사전투표소 찾기, 투표대기상황 조회 서비스,
내 투표소 찾기, 길안내 서비스 등 유권자들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써 선거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 선거의 투명성
선거과정의 투명성은 선거결과에 대한 신뢰를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두 가지 요소들, 즉 선거의 공정성과 참여성에 비해서는 비교적 기술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하지만 많은 후발 민주주의 국가들이 선거에 대한 불신과 사회적 혼란
을 경험하고 있는 원인이 바로 이러한 투명성의 결여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민주선거
발전을 가늠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척도가 된다. 선거 투명성의 수준은 대체로 선거인
의 등록, 투표, 개표 등과 같은 선거절차들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공개(open)되는지, 또
이와 관련된 정보들이 얼마나 접근가능한지(accessible)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측면에
서 우리나라는 선거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우선 선거인명부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누구든지 구 ․ 시 ․ 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지정된 열람 장소를 방문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
어 있다. 한편, 투표용지 인쇄, 후보자등록 ․ 투표 ․ 개표 등 선거관리 전 과정에 정당추천
위원이 참여하도록 하고, 개표사무원 중 25%를 대국민 공모를 통해 모집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직접 개표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전국 각 지역별 투 ․ 개표소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투 ․ 개표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다원 생중계함으로써 투 ․ 개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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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되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불신의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한편, 선거비용 수입 ․ 지출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을 구축하
여 후보자가 자율적으로 선거비용의 수입 ․ 지출내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유권자들이
동 시스템에 접속하여 후보자의 공개내역을 조회하고 열람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다.
또한, 이른바 ‘후보자 선거 펀드(fund)’ 방식을 도입하여 후보자들이 선거비용 마련을 위
해 유권자들로부터 펀드 형태로 돈을 빌린 후 선거가 끝나면 이자를 더해 돌려주는 방식
을 활성화함으로써 선거자금 모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미연에
예방하고 있다.
4) 선거의 정확성
선거의 정확성은 선거결과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는 주로 투표 또는 개표의 정확성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는 지난
10여 년간 지속적인 선거관리 장비의 현대화사업 등을 통해 세계적인 수준의 투 ․ 개표
정확성을 갖추고 있다. 이는 지난 2002년 미국 대통령선거 당시 플로리다 주 재검토 사태
와 우리나라의 제16대 대통령선거 당선무효 소송 재검표 결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27)
투 ․ 개표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선거관리와 정보통신기술의 결합을 통해 구체
화되고 있다. 투표지를 정당 또는 후보자별로 분류 ․ 집계하는 투표지분류기를 도입 ․ 운영
함으로써 개표 속도와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또한 투표소에서 선거인 본인여부 확인
후 즉석에서 해당 선거구의 투표용지를 작성 ․ 교부할 수 있는 투표용지 발급기를 개발하
여 재외선거와 사전투표에 활용하고 있다.
한편, 정당의 당내경선과 각종 위탁선거 등에서는 투표기에 투표권 카드를 투입하면
자동으로 현출되는 후보자 선택화면을 보고 선택하고자 하는 후보자를 직접 손으로 눌러
서 투표하는 방식의 터치스크린 투표시스템을 활용하여 선거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투표함과 관련하여서도 각 투표함별로 고유값을 설정하고 고유한 식별번호
가 저장된 전자칩을 부착하여 투표함의 진위여부와 투표구 정보를 확인하는 투표함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투표함 관리와 관련된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이와 더
불어 선거관리시스템, 재외선거관리시스템, 사전투표용 통합명부시스템, 개표집계시스템

27) 2002년 미국 플로리다 주 재검표의 경우 700표당 1매의 오류가 발생한 반면, 우리나라의 제16대 대선은
12,000표당 1매의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개표의 정확성에서 약 17배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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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선거관리에 접목하여 선거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 제고하고 있
으며, 선거시스템의 보안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자체 통신망인 선거정보통신망과 통합관
제시스템 및 사이버방어체제 등을 구축 ․ 운영하고 있다.

V. 미래지향적 정치발전 과제

우리나라에 형식적으로나마 민주적 선거제도가 도입된 지 어느덧 67년이 지났다. 그동
안 우리나라는 세계사적으로도 보기 드문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왔으나 이를 위해
민주주의의 희생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룬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최소한 1987년 민주화 이후의 선거에 초점을 맞추어보면, 우리나라의 민주선거는
괄목상대할 만한 발전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제도적 개선 속에서 선거의 공정성
과 중립성을 견지해 왔으며, 지난 1997년과 2007년에는 선거를 통한 수평적 정권교체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민주선거의 발전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적극적 선거관리와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 그리고 사법부의 엄격한 법집행 등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러한 민주선거의 발전양상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선거는 아직
도 적지 않은 과제를 안고 있다. ‘규제 중심적’ 선거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가
하면, 일부 선거에서는 여전히 불법적인 금권선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거 때마다 비방 ․
흑색선전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또한 말로는 지역주의를 비난하면서도 지역감정을
자신의 득표에 이용하려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참여의 위기와 투표율의 지속적 하락,
학연 ․ 지연 등 개인적 연고에 따른 이른바 ‘묻지마식 투표’의 잔존, 매 선거를 전후해 불거
져 나오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은 우리나라의 민주선거가 여전히 발전과정상에
있으며 정치발전을 위한 개선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앞
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후 우리나라 선거가 더욱 발전하기 위한 과제들을 제도적 ․
문화적 ․ 관리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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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적 과제
오늘날 대의민주주의체제하에서 선거란 정권획득을 위한 일종의 정치적 게임이며, 모
든 게임이 그러하듯이 선거에도 일정한 규칙(rule)이 존재한다. 3 ․ 15 부정선거 이후 우리
나라의 선거제도는 기본적으로 게임의 공정성(fairness)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해왔다.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강력한 제제와 선거사범에 대한 엄벌주의는
선거 공정성 제고를 일차적 목표로 하였으며 실제로 상당한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
고 있다. 선거과정에 관한 최근의 여러 국제적 평가는 이러한 노력의 산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현재의 공직선거법은 선거과정에서의 부정 ․ 부패 척결과 공정성 확보라는 성과
에도 불구하고 최근 ‘규제 중심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공직선거법은 1994년 제정된 통합선거법에 그 근간을 두고 있고, 이는 금권 ․ 관권 ․
조직선거가 만연하였던 과거의 그릇된 선거관행을 타개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의 산물이
었다. 그동안 법제 선진화 추진 과정에서 선거과정의 투명성과 고비용구조 개선, 매니페
스토 정책선거 개념의 도입, 투표 접근성 제고와 같은 다양한 제도적 개선 노력들이 있어
왔지만 선거의 자유 보장과 관련해서는 변화된 선거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세부적 규제로 인하여 유권자와 후보자
간의 원활한 정치적 의사소통이 저해되고 있다는 비판은 정치적 자유가 담보될 때 비로소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민의 대표가 진정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비판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공정성이 담보되는 가운데 선거의 자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수
있는 선거운동 규제의 합리화가 필요하다.28) 먼저, 후보자 측면에서는 보다 자유롭고 창
의적으로 자신의 정책과 자질을 유권자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선거운동에 관한 시기 ․ 방
법에 관한 규제를 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변화된 정치 ․ 사회 환경을 수용하여
인터넷과 SNS 등 새로운 미디어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가는 것도 중요한 세부적인 개선과제이다. 이와 아울러, 법체계 측면
에서도 알기 쉽고 지킬 수 있는 법 개정을 통해 정치관계법규의 규범성을 강화해 나갈

28) 1994년 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현재의 공직선거법으로 명칭이 바뀐 것도 ‘선거부정방지’를
위한 선거운동 규제 중심에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고자 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반영한 결과라
고 할 수 있다(성승환 2013,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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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이 있다.

2. 문화적 과제
선거제도 자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적 개선이 민주선거의 발전, 나아가
우리나라 정치발전에 있어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다. 일례로 최근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참여의 위기’는 어떠한 특정 제도를 통해 단기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또한 아무리 잘 만들어진 제도도 유권자와 후보자들의 이해와 참여가 없
으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어렵다.
올바른 선거제도가 바르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주체적이고 역량 있는 시민들의 형성과
참여가 필수적이다. 유권자들 스스로 나라의 주인임을 인식하고 이러한 주권의식의 바탕
위에서 적극적으로 선거 전 과정에 참여하게 될 때 비로소 민주선거의 진정한 발전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주권의식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지닌 유권자들만이 자유
와 공정을 저해하는 행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그 개선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선거 경쟁의 당사자인 정당과 후보자를 변화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민주선거 자체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선거문화 개선을 통한 실질적 민주선거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건전
한 민주시민의 양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민주시민은 스스로 국가와 사회의 주인임을
자각하고 민주주의와 선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이해력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토론
과 같은 민주적인 방식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정당하게 피력하고 상대방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민주사회의 주체적 구성원이다. 아울러 정치적 관용과 배려 같은 민주
적 가치관과 태도를 내면화함으로써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존중하고 이를 위해 개인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민주시민이 양산될 때 민주적인 정치문화도 더불어 성장
하게 될 것이다.
민주시민의식의 배양과 성숙한 선거 ․ 정치문화의 구축은 최근 우리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정치 불신과 냉소, 그로 인한 선거 무관심과 참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해결방안이다. 이와 반대로 파편화되고 다원화된 사회구조 속에서 표출되고 있는
지나친 정치 만능주의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갈등의 증폭을 불러오고 있으며 이의 제도적
해결은 명확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정치 공동체 구성원 일반이 공유하는 민주적 가치
관과 신념체계의 개선을 수반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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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국 민주화의 심화에 따른 정치발전의 과제는 정치체제의 핵심 구성원으로서의 시민
과 그들을 통해 만들어지는 문화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다.
“시민은 결코 태어나는 것이 아니며 다만 만들어질 뿐이다”라는 미국 민주시민교육센터
사무총장 찰스 퀴글리의 말처럼, 민주적 역량을 갖춘 건전한 시민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법적 ․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국가 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현재 여러 국가기관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저마다의 분야에
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체계성과 상호 연계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기반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는 선거연수원에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전담기관으로 확대 ․ 개편하는 것도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관리적 과제
우리나라의 선거관리는 선거제도의 선진화와 선거문화의 발전을 동시에 추동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세계적 수준의 민주선거 발전을 이끌어왔다. 비록 선거가 후보자와 정당, 유
권자라는 주요 정치 행위자들 간 게임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선거관
리위원회는 이러한 게임의 규칙을 민주선거의 도입취지에 부합하게 해석하고 운영하며,
때로는 그 규칙을 만드는 데 직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민주선거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
여해왔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선거관리시스템은 상당부분 이러한 적극적 선거관리의 산
물이다. 향후 민주선거 발전을 위해 선거관리적 측면이 중요한 이유도 이러한 점에서 연
유된다.
선거관리의 개선을 통한 정치발전은 앞서 언급한 선거 또는 선거관리의 네 가지 구성요
소, 즉, 선거의 공정성, 참여성, 투명성, 그리고 정확성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한 노력과
맥을 같이한다. 이러한 노력들은 선거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고 이를 통
해 선거결과에 관한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선거가 진정한 정치 ․ 사회통합의 기제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그 궁극적 목적이 있다. 민주적 선거관리의 성패는 누가
게임의 승자가 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게임이 진행되며 게임에 참여한 행위자들이 진행
과정을 믿고 그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견지하고 이를 통해 선거 전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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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신뢰를 확립하기 위해 선거제도가 민주선거의 의의와 취지에 맞도록 운용되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한 부분으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그에 따른 결과가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명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선거관리는 최우선
적으로 선거법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엄격히 이루어져야 하고, 혹여 법의 적용과
해석에 있어 애매하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무엇이 가장 우리 헌법이 정한
민주선거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참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후보자와 국민들에 대한 선거정
보 공개 및 선거관리 과정에의 참여를 확대하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해나가야 한다. 한
편, 선거과정에서 제기되는 여러 오해와 불신에 대해 적극적이고 명확하게 해명하려는
노력이 아울러 요구된다. 이를 통해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구축해나가는 것이
향후 핵심적 과제가 될 것이다.

VI. 결론

중국 현대 소설의 창시자인 루쉰(魯迅)은 그의 작품 고향에서 “그 무엇도 애초부터
존재했다고 확정할 수 없다. 희망이란 원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다”고 이야기했다. 이러한 그의 언명은, 길이 본래부터 땅위
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처럼, 희망
역시 원래부터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미래를 꿈꾸
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 민주선거와 정치발전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이러한 루쉰의 ‘희망론’은 매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우리에게 제공해준다. 해방과 더불어 외부로부터 이식된 민주선거제
도는 역사적 경험의 부재와 연이은 정치 ․ 사회적 혼란 속에서 우리사회에 제대로 착근되
지 못하였고, 뒤이어 도래한 권위주의체제하에서도 선거는 단순히 민주주의의 외피만을
두른 채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데 실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진정
한 민주주의를 이루어내고자 하는 희망은 국민들 사이에서 점차 확산되었고 이후 1987년
6 ․ 29 선언과 대통령직선제 도입, 1994년 통합선거법의 제정 등과 같은 역사적 변곡점들
을 기점으로 구체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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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보다 완전한 민주주의와 선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풀어야 할 많은 난제
들이 도사리고 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정치에 대한 냉소와 무관심이 확산
되는 가운데 투표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정책선거 운동은 도입 10년이 지났음에
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만족할 만큼의 성과를 이루어내지 못하였다. 변화된 선거환경에
부합하는 선거운동 규제 합리화, 정치자금 조달과 지출에 있어서의 투명성 제고 역시 향
후 우리나라 민주선거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 요구되는 중요한 과제들이라고 할 수 있다.
희망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자유롭고 공정한 민주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희망은 쓰레기통에서 장미를 피우는 기적을 이루어내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한 희망의 장미를 지속적으로 가꾸고 키워 나가 안정적인 민주정치체제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법제 선진화와 더불어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통해
성숙한 선거 ․ 정치문화의 개선을 이루어나가야 한다. 또한 공정성과 중립성에 기반을 둔
적극적 선거관리로 선거과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
다. 다시 한번 ‘역동성의 힘’을 발휘하여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나가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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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Footprints of Fair Elec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Lee, Jong Woo | Standing Commissioner of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Elections are the starting point of democratic politics and the heart of democracy.
Democracy blossoms only when elections are conducted fairly through people’s free
will and within a democratic process. Therefore, elections are the core hallmark
of a free democratic political system, and at the same time an important yardstick
to gauge the quality of the democracy and the level of political development in
a given country. The first democratic election conducted in Korea on May 10, 1946
has been continuously developed in the midst of many political and social turmoils,
and has been settled as one of the development model for many young democracies
today.
This thesis looks at where Korean elections are based on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the democratic elections in Korea, and reviews how democratic
elections have developed and changed in Korea for the last 67 years focusing on
the historic tipping points. The rigged Presidential election on March 15, 1960,
the June 29 Declaration, Dong-hae city re-election in 1969, and the legislation also
known as comprehensive Election Law functioned as remarkable turing points in
the history of democratic elections in Korea, which exerted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and chances of democratic elections afterwards. In particular,
the transformation of election management in Korea into a role model of a political
development type has greatly contributed not only to achieving the fairness in
elections through active investigation and regulation, and enhancing the quality
of democracy through the constant improvement of election law and election culture,
but also to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building a world-class election management

한국의 공명선거 발자취

35

system.
Democratic elections in Korea, however, still face systematic, cultural and managerial challengers. In order to tackle them, various and continuos efforts are needed
to streamline election regulation, raise the awareness of democratic citizenship,
increase public participation, achieve elections based on manifestos and improve
the transparency of political funding.

■ Keyword: democratic elections, election management model, integrated election

law, election management system, advance election law, election cult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