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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총선 평가좌담회

슈테판 잠제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장 슈테판 잠제입니다. 저는 약 4 년 동안 한국
사무소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실련과 함께한 회의와 토론회는 늘 깊이가 
있으며, 일부는 정치적인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상호간에 굉장히 생산
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서로가 서로에게 많은 것을 배웠으면 하는 바
램입니다! 

 
독일이 한국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

응방법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한국의 행정 처리, 질병관리본부, 응급 서비스 등 
위기를 다루는 방법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독일은 현재 한국의 위기 관리를 감탄하
면서 일부 요소를 독일 상황에 맞게 옮기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 관점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은 상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정치

입니다. 
 
저는 15년 동안 같은 총리를 선출한 나라에서 왔습니다. 연속성, 논쟁과 토론 등

은 독일 정치에서는 일반적입니다. 때로는 지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
와 정치적 타협은 모든 사람에게 플러스가 됩니다. 적어도 독일의 경험을 보았을 
때 말입니다. 

 
제가 본 한국 정치는 양극화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국회와 

정당 간의 관계를 통해 한국 정치 체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아직 한국 정
치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총선 결과 분석을 통해 제가 더 잘 이해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총선 결과를 함께 분석한 것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협력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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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hlnachlese mit CCEJ am 16. April
 
Sehr geehrte Damen und Herren!
 
Seit rund vier Jahren leite ich das Büro der KAS hier in Seoul. Die gemeinsam 

von Ihnen, der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CCEJ, und der KAS 
ausgerichteten Konferenz- und Diskussionsformate erlebe ich regelmäßig als 
intensiv und, jedenfalls teilweise, sehr politisch. Das ist gut, sehr produktiv und 
bringt uns auf beiden Seiten weiter. Wir lernen voneinander!

 
Und es gibt Einiges, das Deutschland von Korea lernen kann. Das Handling 

der COVID-19-Herausforderung ist so ein Thema, um nur ein ganz aktuelles 
Beispiel zu nennen. Es ist sehr beeindruckend, wie erfolgreich die 
Administration, das Krisenzentrum, die Einsatzkräfte -wie Ihr Land insgesamt 
diese so unglaublich große, ja tragische, Krise managt. Deutschland schaut mit 
Bewunderung und Anerkennung nach Korea und ist derzeit dabei, bestimmte 
Elemente des koreanischen Krisenmanagements auf die Situation in Deutschland 
zu übertragen.

 
Doch es gibt auch Themen, die durch eine europäische Brille nicht ganz so 

einfach zu verstehen sind: Die koreanische Politik zum Beispiel.
Ich komme aus einem Land, das seit eineinhalb Jahrzehnten dieselbe 

Regierungschefin hat. Kontinuität und Sacharbeit dominieren in der Regel die 
politischen Debatten und auch den Stil der Auseinandersetzung. Manchmal mag 
das langweilig wirken. Doch Konsens und politischer Kompromiss sind ein 
Gewinn für alle Beteiligten. So jedenfalls die deutsche Erfahrung.

Aus meiner Sicht ist die Polarisierung der Politik in Korea stärker ausgeprägt. 
Und obwohl ich mich durchaus intensiv mit dem politischen System Koreas 
beschäftige, dafür die guten Drähte ins Parlament und zu den Parteien nutze, 
habe ich die politische Ratio nicht wirklich durchdrungen. Durch Ihre Analysen 
der Ergebnisse der gestrigen Parlamentswahl hoffe ich, das besser zu verstehen. 
Ich freue mich auf Ihre Beiträge und Argumente!

 
Nochmals herzlichen Dank für unsere so nachhaltige und verlässliche 

Kooperation, wie auch dafür, dass Sie bereit waren, diese Wahlnachlese heute 
vor Ort durchzufüh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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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의 표심과 한국정치 전망 

조진만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Ⅰ. 21대 총선의 정치적 의미

21대 총선이 종착역을 향하여 가고 있다. 그렇다면 21대 총선은 한국의 선거사에서 어떠한 
자리 매김을 할 수 있을까? 다음의 몇 가지 점에서 21대 총선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 부여가 
가능하다. 

첫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실시되는 최초의 총선이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 중반에 실
시되는 총선으로 지금까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중간평가가 이루어진다. 21대 총선의 결과가 향
후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미래통합당이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준 국정 운영의 문제점과 성과 부족 등을 지적하면서 
심판론을 제기하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이다.

둘째, 한국정치에서 보수 진영에 대한 최종 심판이라는 정치적 의미도 갖는다. 박근혜 전 대
통령이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 농단으로 파면됨에 따라 한국의 보수는 급속하게 그 위상이 추락
되었다. 2017년 5월에 조기 실시된 대선의 패배는 예견되어 있었고, 이후 2018년 6월에 실시된 
지방선거에서도 한국의 보수는 참패를 면치 못하였다. 21대 총선에서까지 보수 야당이 패배를 
한다면 모든 선거에서 유권자의 외면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한국정치에서 보수가 이렇게 위기에 
몰린 적은 없었다. 그만큼 21대 총선은 보수 야당, 그리고 그 지지자들에게 있어서도 정치적 존
립 문제가 달려 있을 정도로 중요하고 절박한 선거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발목잡기만 하는 보수 적폐 야당에 대한 최종 심판이라는 
또 다른 심판론도 대통령과 여당을 지지하는 진보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부각되었다. 두 개의 심
판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의 유권자들이 어떠한 표심을 보여줄 것인가를 놓고 귀
추가 주목되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셋째, 코로나19 사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실시되는 선거라는 점도 이전 선거와 차이를 보인
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위기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코로나19 사태는 21대 총
선 이전에 심각하게 창궐하였다가 이후 잘 수습되는 모습을 보였다. 코로나19가 창궐하던 시점
에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와 코로나19 위기 대처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여론이 상호 
연결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금은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처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잘한 측면이 많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문



- 8 -

재인 정부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문재인 정부가 이전에 보여주었던 국정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선거과정에서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중간평가라는 의미도 약해졌다. 뿐만 아니라 21대 총선은 코로나19 사태가 선
거과정의 모든 이슈들을 덮어 버림으로써 정책선거가 실종된 깜깜이 선거였다. 선거기간 동안 강
도 높은 사회적 격리가 진행되어 이전과 다른 선거 분위기 속에서 21대 총선이 마감되는 모습도 
보였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발생한 이와 같은 복잡한 선거 양상이 21대 총선 결과에 어떻
게 반영되어 나타날 것인지에 대하여 많은 유권자들은 궁금해 하고 있다.  

넷째, 21대 총선은 유권자들이 역대급으로 복잡한 선거제도 하에서 표심을 결정해야 하는 상
황이 전개되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명명되는 새로운 선거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기 힘든 특이한 선거제도이다. 또한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당시 자유한국당) 간의 이견이 존재하여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법안이 통과되었다. 새롭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기존의 1인 2표 병립제보다 군소정당이 의석을 확보하는데 용이
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이 정당투표를 대비하여 비례용 위성정당인 미래한
국당을 별도로 출범시킴에 따라 정치적으로 복잡한 셈법이 작동하였다. 결국 여당인 더불어민주
당도 더불어시민당이라는 비례용 연합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거기에 
더하여 조국 법무부장관 수호와 검찰 개혁을 기치로 하는 친여 성향의 열린민주당이라는 비례용 
위성정당도 출범하였다. 

기존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군소정당들은 양대 거대정당의 
정치적 꼼수에 곤혹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1인 2표제가 도입된 이후 후보자 투표에는 당선 
가능성을 고려하여 거대정당 후보자에 투표하고, 비례적으로 의석이 배분되는 정당투표에서는 군
소정당 지지하는 전략적 선택의 분할투표가 상당 수준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번 21대 총선에서
는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작용하기 힘든 측면이 존재한다. 군소정당의 국회 진출을 돕기 위하
여 시도된 선거제도 개혁이 오히려 양 거대정당의 의석 점유율을 높이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
할 가능성도 높다. 특히 진영 정치에 기반한 정치적 양극화가 심한 오늘날 한국정치의 현실을 감
안할 때, 21대 총선의 최대 피해자가 군소정당이 되는 상황은 모순적인 동시에 비극적이다.    

Ⅱ. 21대 총선의 퍼즐

21대 총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쟁점과 퍼즐이 제기되었다. 가장 먼저 제기된 퍼즐은 
어느 정당(진영)이 승리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진보와 보수 양 진영에서 각각의 심판론을 제
기하였던 상황 속에서 어느 정당이 최종적인 승자가 되는가의 문제는 다양한 정치적 의미를 내
포하며, 향후 정국을 좌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부분은 21대 총선의 출구조사 
결과, 그리고 최종 선거결과가 집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민주화 이후 한국의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보여준 표심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측면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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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작용한 측면이 존재한다.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한 경우는 2004년 17대 총선과 2012년 19
대 총선뿐이고, 그 시기에도 유권자들은 여당에게 과반수를 갓 넘는 수준의 지지만을 보냈다. 그
러므로 이번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한다면 민주화 이후 진행된 총선과는 다른 유권자
의 표심이 발휘된 중대선거(critical election)라는 의미 부여가 가능할 것이다.

다음으로 제기되는 퍼즐은 21대 총선 과정에서 진행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들이 21대 총선 
결과와 얼마나 정합성을 보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놓고 
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예측은 다음의 두 가지 근
거에 기반하고 있다.

첫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상황 속에서 21대 총선이 
실시되어 이전 총선보다는 선거여론조사의 결과가 실제 총선 결과를 잘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20대 총선의 선거여론조사는 현 기준을 적용하면 공표 보도하기 힘든 수준
이다.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전과 다른 차원의 선거여론조사가 이번 
21대 총선에서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그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
이다.

둘째, 선거여론조사가 완벽하게 민심을 반영한다고 보기 힘들고, 오차범위라는 것이 존재한다
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지금까지 진행된 선거여론조사의 장기적 추세를 보면 대통령과 여당의 지
지율이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선거여론조사의 결과가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
하여 단기간에 변화가 생겨날 수는 있지만 이렇게 꾸준하게 안정된 추이를 보인다는 점은 특별
한 이변이 없는 한 이 추세를 반영한 더불어민주당의 승리가 예견된다는 것이다. 

대통령 임기 중반에 실시되는 선거의 경우 중간평가 프레임으로 인하여 여당에게 불리한 상
황이 전개된다. 하지만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코로나19 사태와 연계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는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중간평가 프레임이 잘 먹혀
들어가지 않은 측면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가 21대 총선의 표심과 큰 괴리
를 보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는 것이 일면 합리적인 상황이다.

만약 지금까지의 선거여론조사 결과와 다른 21대 총선 결과가 나타난다면 선거여론조사의 문
제점에 대해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는 여론정치라
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건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여론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국
민들에게 알려줄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고민이 필요하다.

세 번째 퍼즐은 코로나19 사태가 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처음 발생한 시점에는 문재인 정부의 대처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았다. 그리고 이
것이 문재인 정부 중간평가라는 점과 연동되어 21대 총선의 표심을 결정할 가능성이 존재하였
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유권자들이 각 국가의 대응 상황에 대하여 
비교 가능한 정보들을 접하게 됨으로써 상황이 반전되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19 사태
가 문재인 정부에 악재가 호재로 작용하는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 10 -

높은 지지율 유지와 이에 기반한 21대 총선 압승이라는 예측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가능한 측
면이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기존의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하
던 목소리가 다소 낮아진 측면은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21대 총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는 향후 좀 더 면밀한 고찰이 필요한 부분이다. 현 코로나19 사태의 
상황이 많은 유권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생계와 생존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심각하다. 이러한 상
황에서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힘은 대통령과 여당에게 있다는 심리가 작용한 것인지, 
어떠한 형태로든 그 불만을 표출하는 심리가 작용할 것인지 여부는 향후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
다.         

마지막 퍼즐은 새로운 선거제도 하에서 비례대표 의석이 어떻게 배정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받을 수 있는 정당투표 3% 득표의 기준을 어느 정당들
이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에 따
르면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열린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 정도가 정당투표 봉쇄조항을 넘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다만 비례용 위성정당에 대한 논란이 많았던 상황 속에서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어느 정도 정
당투표 득표율을 기록할 것인지의 문제는 21대 총선 결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최대 수혜자라고 예견되었지만 거대정당들
이 비례용 위성정당을 만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거 지역구 투표에서는 거대정당 후보자를 
지지하고, 정당투표에서는 군소정당을 지지하는 분할투표가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크게 작동할 
분위기가 아니라는 점도 정의당과 국민의당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더욱이 국민의당은 지역구 선거에 후보자를 출마시키지 못할 정도로 이전과 비교하여 당세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지역구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자신이 소속된 정당에 대한 
지지도 올리는 캠페인 효과가 발생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국민의당에서는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투표에서 어느 정도의 득표율을 기록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Ⅲ. 21대 총선 결과 분석

출구조사의 결과와 지금까지 개표 상황을 놓고 보면 21대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과반수를 훨씬 넘는 의석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식 선거결과에 기반하
여 각 정당별 최종 의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개표로 진행되는 정당투표 결과가 모두 집계되
어야 한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예상되는 21대 총선 결과를 놓고 보면 보수 야당 심판론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21대 총선이 이전 총선과 다른 특징을 보일 것이라는 점은 높은 사전투표율로부터 예견되었
다. 21대 총선의 사전투표율은 26.69%로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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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000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사전투표를 함으로써 전체 유권자의 4명 중 한 명은 사전투표에 
참여하였다. 

일면 두 개의 심판론이 제기되면서 진보와 보수 양 진영의 강렬하게 세 대결을 하는 모습을 
보여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존재하였다. 하지만 
역대 최고치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하고, 선거 당일 투표율을 합쳐 66.2%를 기록하였다는 점은 21
대 총선에 대한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유권자의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서 표심은 더 엄중한 것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21대 총선 결과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을 끄는 부분은 여당의 압승이 어떻게 가능하였는가 하
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몇 가지 요인들을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첫째, 코로
나19 위기 상황과 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처가 유권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것
으로 보인다. 중간평가 프레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측면에는 코로나19 사태가 모든 이슈들
을 흡수하면서 그 성과가 대통령과 여당에게 돌아가는 국면이 전개되었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
하였다. 국가 위기 시에 지도자를 중심으로 국민들이 뭉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번 21대 
총선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연출되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면서 
중도층이나 부동층 유권자들이 비교 가능한 정보들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이들의 투
표 참여와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미래통합당의 모습과 행태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감이 작용하였
다. 미래통합당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과 대선 패배 이후 제대로 된 리더십을 마련하
지 못하고, 내부적인 혁신 노력도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비례용 위성정당을 먼저 만들고, 공천 
파동과 막말 논란 등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야당이 대통령과 여당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
하지만 비판을 넘어서는 비전과 대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선거 패착으로 작용하
였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높았던 상황 속에서도 문재인 정부 심판을 넘어서는 새로운 프
레임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보수 야당 심판의 프레임이 작동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 것
이다.  

셋째, 외형적으로 지역주의 구도가 확고해진 측면이 있는데 그 내면의 의미를 잘 살펴볼 필요
가 있다. 정치학자들이 2004년 17대 총선 이후 부산-경남을 중심으로 한 영남의 지역주의는 이
념과 세대 균열로 인하여 변화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은 이번 21대 총선에서도 유효해 
보인다. 영남 지역에서 미래통합당이 지역구 당선자를 많이 배출하였지만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
이 받은 득표율도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거 보수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이제는 진보에게 유리한 운동장으로 변화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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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21대 총선 이후 한국정치의 전망과 과제

21대 총선을 통하여 문재인 정부는 전폭적인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강력한 개혁 드라이
브를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동력을 확보하였다.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원회 기간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여러 가지 국내외적 정치 상황으로 인하여 자신의 어젠다를 추진할 수 있는 기회
를 놓친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21대 총선을 압승함으로써 문재인 정부는 세 차례의 전
국선거에서 모두 승리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이것은 임기 중반이 된 현 상황에서 레임덕을 방
지하는 상황 속에서 공수처 설치와 검찰 개혁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국정 과제들을 강력하게 추
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위기에 빠진 미래통합당의 저항과 반발도 그 어느 때보다 강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미래통합당은 단기적으로는 21대 총선 패배 이후 시급히 내홍을 수습해야 
하는 상황인데 보다 강도 높은 대 정부 투쟁이라는 카드로 내부 결속을 다지면서 국면 전환을 
시도하려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선거가 끝나면 승자를 축하해주고, 패자를 위로
해주면서 협치의 토대를 마련해야 하는데 현 한국정치의 상황에서 가능한 일인지에 대해서는 의
문이 제기된다. 2017년 대선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한 문제이지만 선거과정상에서 불거진 피
아를 구분하면서 갈등하였던 모습들을 21대 국회가 어떻게 통합하고 협치로 이끌 것인가의 문제
는 여전히 중요하다.  

이 문제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적인 관심사인 코로나19 사태 대처와 경제 위
기 극복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와 대책을 조속한 시기에 마련해내고, 정당들의 정책공약집에서 제
시된 정책들 중 합의가 가능한 부분부터 입법화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선거제도 개혁, 공수처 설치, 검찰 개혁 등의 정치적인 사안에 대
하여 오랜 기간 동안 깊게 갈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핵심 10대 공약에는 이와 같은 정치 관련 정책들을 양 정당 모두 빠져 있었다. 민생 파탄에 빠
진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정치적 공방에 앞서 합의 가능한 민생 문제들을 우선 처리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권력은 집중되는 것보다는 분산되고 견제될 수 있을 때 건전하고 안정적이다. 그리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유권자들이 보여준 압승의 무게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더욱 책임감 있게 국정을 주도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건전한 
견제 세력이 될 수 있도록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 외에 21대 총선 과정을 통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이번에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많
은 문제점들을 노정하여 전반적인 개혁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이 다수결제와 합의제 중 
어느 유형의 민주주의를 미래의 가치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정합성 높
은 패키지 정치개혁을 원칙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치인들의 손에만 정치개혁을 맡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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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하게 목격한 상황 속에서 학계, 시민단체,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가 연계하여 의미 있는 선거제도 개혁 방안 등을 마련하여 정치권이 수용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책선거의 실현을 위한 좀 더 강도 높은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 정당에게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 비용의 30% 이상은 반드시 정책 개발과 관련
한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정당들이 지원
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정책공약집을 제 때에 발표하는 경우가 없다. 21대 총선에서도 
학계, 언론사, 시민단체 등이 정당의 정책공약을 평가하기 위하여 정책공약집을 오래 전부터 요
구하였지만 제 때에 제출한 정당은 소수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나마도 내용을 살펴 보면 재정 추
계나 재원조달방식 등이 구체적이지 않고 급조한 정책들이 많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책에 대
한 논의를 중심으로 선거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선거과정상에서 정책적 합의점이 모색되기
보다는 네거티브 공방과 갈등만이 양산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므로 제 때 정책공약집을 제출하
지 못한 정당의 경우 국고보조금을 삭감하거나 반환시키는 적극적인 조치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
다.

셋째, 정당과 후보자, 그리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선거법 규제들을 실정
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과거 금권선거, 관권선거, 조직선거의 병폐들로 인하여 공정성을 
강조하는 선거법이 마련되고 강화된 측면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이와 같은 문제
점들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맞추어 선거법을 개정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즉 
선거운동과 관련한 소소한 규제들은 과감히 없애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대폭 확대하고 선거비용
적인 측면에서 총괄적으로 규제를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유권자의 알 권리, 
그리고 표현과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상황 하에서 보다 의미 있는 선거 경쟁이 이루어질 것으
로 판단한다.

넷째,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선거일 6일 전부터는 공표하지 못하게 하는 선거법도 개정이 필요
하다.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규제가 존재하는 상황 하에서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그 결과를 공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여론조사기관의 책임성을 모면하
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
화되고, 21대 총선을 통하여 어느 정도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신뢰성이 제고된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깜깜이 선거가 진행되는 동안 왜곡된 여론이 유포되고 여론조사기관이 선거결과를 제
대로 예측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면죄부를 제공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는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치열하게 선거전이 전개되었지만 21대 총선 과정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후보자, 
선거운동원, 선거관리원 등 모두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점도 대한민국의 또 다른 저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정치가 갈등의 출발점이자 생산지가 아닌 갈등 조정자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한
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상상하는 것 이상 클 것이다. 21대 국회에 입성한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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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양심과 소신에 기반하여 정치를 하고, 정당 간뿐만 아니라 정당 내부에서도 건전한 이견들이 
많이 나오는 정치문화가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것이 일하는 국회, 타협하고 상생하는 국
회로 가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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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총선과 한국정치 지형변화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

총선 결과 스케치

- 21대 총선은 66.2%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였으며 60.6%를 기록한 17대 총선이
후 60%를 넣은 선거
- 민주당이 지역에서 163석 그리고 비례에서 비례위성정당인 시민당이 17석 정도
를 예상됨. 300석 중 180석을 획득하는 압승을 거둠  
-반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지역에서 84석과 비례에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19석 정도을 예상하면 103석으로 획득함으로써 보수의 참패
- 군소정당인 정의당과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등은 기대에 못미치는 결과

총선결과의 의미

- 집권당인 민주당의 압승은 문재인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희망하는 유권자의 
표심

- 현 정부의 입법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유리한 조건 마련
- 1강 1중 다약의 정치구도 하에서 민주당과 통합당의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어 동
물국회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음
- 변화하지 않은 보수에 대한 심판
- 지역주의의 부활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의 압승이라는 의미와 더불어 정치개혁의 

의미를 퇴색시킴
- 비례성과 대표성의 왜곡의 심화와 협치의 가능성을 낮춤
 
총선결과의 원인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라기보다는 의석확보를 위한 거대정당의 비례위성정
당 전략임

- 경쟁력 있는 군소정당의 부재 
- 과거와 같이 정치개혁, 보편적 복지, 경제안정 등 쟁점이 없는 그리고 정책없는 

진영논리에 따른 선거
- 막말 파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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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정당의 비례 전략의 한계 

향후 정치개혁의 전망 
-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이뤄져야 함
- 특히 위성정당 전략을 막기 위한 정치관계법의 개정이 필요     
- 다당제에서 지역주의에 기초한 양당제로의 회귀
- 문재인정부의 개혁과제인 공수처 설치, 평화프로세스, 소득주도성장 등 개혁의 성
과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 사회적 양극화, 기후변화, 성평등, 복지 및 노동과 관련된 사회적 개혁 이슈 잠재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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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평가 : 경제 분야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 서울대 교수

1. 여당 단독으로 3/5 의석 확보

-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지지가 결집
- 대안 없이 반대만하고 과거회귀적 정책만 고집하는 야당이 설자리가 없음을 보여 

줌
- 21대 국회는 그동안 야당의 반대로 개혁 입법이 어려웠다는 여당의 핑계가 사실

이었는지를 보여줄 것임
-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될 것임

2. 전망

- 코로나19의 재유행 여부,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 정도에 따라 민심이 다시 한 
번 요동칠 수도 있음.

- 괘멸 위기의 야당의 자기 혁신이 이뤄질지도 지켜볼 문제임
- 여당은 2년 후 대통령 선거에 맞춰 정치 및 경제 일정을 관리하려고 할 것임.
- 이런 경우 근본적 개혁보다는 경제의 안정적 관리를 선호할 개연성이 높음
- 다만 문제는 경제의 안정적 관리가 향후 2년 간 가능할 것인가 임.
- 여당에서 대선 후보 선정을 두고 분열할 개연성도 있음. 이 경우에도 경제는 여

전히 정치의 종속변수화될 것임.

3. 시민사회의 대응 방향

- 코로나19 대응 경제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여당은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하면서 개혁을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다른 한편으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 차등의결권 도입, 종부세 완화 등을 
혁신과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추진할 개연성이 높음,

- 이런 경우에 빈겁데기 개혁입법과 핵심적 반개혁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되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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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회가 연대해서 정부와 여당의 퇴행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 절실함.
- 코로나19 경제 위기 대응뿐만 아니라, 20대 대통령 선거와 21대 전반기 국회 동

안에 진정한 개혁 정치 세력의 결집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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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

신상호 오마이뉴스 기자

1. 코로나가 삼킨 선거
-코로나 국면에 대응, 정부 국정 지지도가 상승. 한국갤럽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1
월부터 2월까지 잘못한다는 평가가 많음. 3월 둘째주(잘못45%/잘한다 49%)부터 잘
한다는 평가가 더 많아짐. 3월 둘째 주 조사기간은 3월 10~13일. 조사 전인 3월 9
일 마스크 5부제 시행으로 마스크 수급 불안이 진정, 세계 각국의 코로나 대응과 
관련 찬사를 받는 시기와 일치.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3월 둘째 주 이후 고공행진. 3월 4주 여론조사에선 잘
못했다 39%, 잘했다 55%, 4월 2주 잘못 35%, 잘했다 57%였음. 잘했다는 평가가 
과반을 넘김. 국정수행 지지도 상승은 ‘코로나’. 4월 둘째 주, 긍정평가 응답자의 
59%가 코로나 대처를 긍정 평가 이유로 꼽음. 부정 평가서도 ‘코로나 대처 미흡’은 
19%였는데, 직전 조사보다 14%나 하락. 

-당 지지도 역시 코로나 추이에 따라 격차 더 벌어짐. 3월 중순 이후 더불어민주당
과 미래통합당 지지율 격차(KBS여론조사), 12월부터 1월까지 양당간 격차는 15%p 
가량. 3월 20일부터 23일, 민주당 44.0% 미래통합당 25.0%로 지지율 격차가 4%p 
가량 더 벌어짐. (3월 14일 미국이 한국 드라이브 스루 검사 도입 발표)

-정부 안정론 선거 내내 우세. TK지역을 제외하면 안정론이 우세. 선거 직전인 4월 
2주 갤럽 여론조사, 정부 지원을 위해 여당 당선돼야 한다 51%, 견제 위해 야당이 
당선돼야 한다 41%. 서울 51%/40%, 인천경기 54%/36%, 대전세종충청 
54%/41%, 광주전라 81%/11%, 대구경북 26%/67%, 부울경 41%/48%. 이념 성향
이 중도인 계층서도 안정 의견이 58%, 견제가 35%. 

-부동층, 중도층, 미래당으로 가지 않음. 4월 둘째주 투표 의향 정당 여론조사. 부
동층이 21(가중치)%로 1주 전보다 3%p 줄었음. 그런데 비례 미래한국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1%p 빠진 24%, 더불어시민당은 1%p 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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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거 공보도 코로나, 코로나, 코로나
-여당 후보, 공보 1~2면에 코로나 방역 사진이 유독 많았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장 사진을 넣은 후보도 있었다. 국난극복, 함께 하면 할 수 있다. 코로나가 불리한 
이슈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 1~3면은 코로나, 4~6면은 정책 및 동네 공약 이런 형
태가 많았음. 야당 경제 이슈가 더 많이 눈에 띄었음. 대구 같은 경우, 코로나 정부 
책임론 부각 많았으나, 다른 지역은 코로나보단 경제 무능에 무게 뒀던 모습. 

3. 야당의 헛발질, 심판론과 견제론 중도층에 안먹혀
-황교안 대표 “n번방 호기심 가입자는 판단 다를 수 있어” 답변에 “사태 제대로 모
른다”며 정치 공세. 여기까지였다면 사실 큰 문제 아니었는데 문제는 다음. ‘나이 
들면 모두 장애인’ 김대호 후보, ‘쓰리섬’ 차명진 후보. 막말 논란 이어져. 결국 김
종인 선대위원장 대국민사과. 김대호 후보는 즉각 제명됐으나, 차명진 후보는 탈당 
권유, 제명, 법원 기각 등을 거치면서 선거 막판 논란이 계속됨. 

-수도권 중도층 선택 지방선거 이어 이번에도 민주당. 미래통합당 선거 앞두고 바
른미래당 등 다른 보수세력 결집, 당명 바꾸고 외연 확장하려 했지만, 중도층 모으
는데 실패. 공천 과정에서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으로 큰 무리 없었지만, 미래통합당
은 민경욱 후보 공천 번복 등 논란이 불거지며, 인물 싸움(관리)도 실패.

-결론적으로 미래통합당은 선거 기간 내내 수세, 제대로 된 반전 기회조차 만들지 
못함. “대안”으로써 믿음을 주지 못함. 막판 보수층이 결집하긴 했지만 판세 뒤집진 
못함.

-민생당, 정의당, 국민의당 역시 선거 레이스서 이슈 몰이 실패, 군소 정당 전락. 
정의당 6석, 국민의당 3석. 민생당 0석.

4. 코로나와 막말에 덮인 국민 목소리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겠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원장) 무엇이 국민 명령인가, 국민들은 어떤 정책, 정치를 원하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논의하는 과정이 실종됨. 누굴 뽑겠다는 얘기는 있지만, 무엇을 하겠다는 
얘기는 없었음.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 목소리? “코로나 대응 잘 하더라” “여당이 마음에 안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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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미래통합당은 더 싫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으로 보임. 조국 논란, 남
북관계 지지부진, 집값 폭등, 경제 성적표 등 정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슈가 모
두 ‘코로나’로 묻힘. 

5. 또 다시 양당 체제, 개혁 정책은 뒷전 될 우려. 

-21대 국회는 양당 체제. 비례대표도 위성정당이 독식. 양당을 제외한 나머지 당은 
모두 합쳐도 원내 교섭단체조차 어려움. 코로나 경제 위기 국면에서 재벌개혁 등 
개혁 정책이 힘을 받을 가능성은 적음. 민생 개혁 의제 역시, 외부적 요인이 없는 
한 추진 동력이 없어질 우려.  

-주택임대료 상한제-계약 갱신 요구권. 지난 20대 민주당 공약. 12개 법안이 발의
됐으나 1건도 통과시키지 못함. “야당이 안도와줘서”라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대하
는 민주당 태도를 보면 의지의 문제. 20대에도 주택임대료 상한제, 계약 갱신 요구
권 공약으로 냄. 

-종부세 공약. 서울 강남 지역 여야 후보 모두 종부세 경감 공약. 민주당 후보들은 
종부세 경감 모임 만들기도. 이 모임에 소속된 후보들 중 상당수가 21대 국회 당
선. 

-경실련 총선정책 검증 질의에서 민주당은 개혁 의제에 유독 ‘중립’이 많음
(집값 30% 하락해야 하나?/ 후분양제 도입해야 하나/‘재벌체제 유지 및 출자 자율
화’에 대한 입장/ 재벌 총수의 사익편취를 방지 위한 비지배 소수 주주의 동의 여
부= 민주당 답변 ‘중립’)

-대선 공약 이행도 지지부진. 문미터(http://moonmeter.kr/)에 따르면 문재인 정
부 3년 현재 완료된 공약은 13.14%. 나머지는 지체되거나 진행 중. 

-양당체제에서 자생적으로 개혁 의제가 터져 나오기 어려워 보임. 이낙연 의원도 
총리 시절 발언을 보면, 개혁가 성향은 보이지 않음. 

-경실련 등 시민단체 역할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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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평가 : 시민사회 평가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2020총선시민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