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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선거는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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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약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의 수도권 선거가 비수도권 선거와 
비교하여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를 2018년에 실시된 6.13 지방선거를 대상으
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6.13 지방선거가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선거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러한 점이 수도권 선거와 비수도권 선거 간
의 투표 참여, 정책선거, 투표 선택 등의 문제에서 어떻게 차별적으로 나타났는
지를 다각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는 한
국정치에서 수도권 선거가 갖는 정치적 의미를 파악하고 있다.

주제어: 한국, 지방선거, 수도권, 지역주의, 투표 참여, 정책선거, 투표선택

Ⅰ. 서론

수도권 선거는 비수도권 선거와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한국에서 수도

권 선거의 과정과 결과는 어떠한 정치적 의미를 갖는가?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질문들

에 대한 탐색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 본 논문은 한국정치학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원으로 수행한 [2018년 지방선거 
외부평가] 연구용역에서 연구자가 작성한 “수도권 선거 분석”의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
이다. 

** 덕성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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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 수도권 선거가 비수도권 선거와 비교하여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를 

2018년 6월 13일에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6.13 지방선거)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6.13 지방선거가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선거였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이 수도권 선거와 비수도권 선거 

간의 투표 참여, 정책선거, 투표 선택 등의 문제에 어떻게 차별적으로 반영되었는지를 

다각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는 한국정치에서 수도권 

선거가 갖는 정치적 의미를 파악하고 있다.

한국의 전체 선거인수 중 과반수에 근접한 선거인수가 수도권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 그 이유는 수도권 지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중심지이기 때문에 전국 

각지로부터 많은 인구가 유입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수도권 지역은 비수도권 

지역과 비교하여 다양한 출생지의 유권자들이 모여 있어 집합적인 차원의 선거결과에

서 지역주의 투표행태의 영향력이 크게 부각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그리고 이와 

같은 수도권 지역의 특징은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운동, 그리고 유권자의 +투표행태 

등과 관련하여 비수도권 지역과 차별적인 행태를 보일 수 있다. 그러므로 수도권 

선거의 결과는 해당 선거에서 민심의 향방이 어떠한 특징을 보였으며, 이것이 향후 

전개될 정치적 국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잣대가 된다고 

인식된다.

하지만 한국에서 수도권 선거가 갖는 중요성과 정치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수도권 선거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와 분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지역과 관련한 선거연구는 영남과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존재하는 지역주의 

투표행태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특정 선거의 맥락을 명확

하게 파악한 후 수도권 선거가 비수도권 선거와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다각적으로 고찰하는 작업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6.13 지방선거는 한국에서 수도권 선거와 비수도권 선거의 차이점

을 파악하는데 있어 유용한 측면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6.13 지방선거는 다양한 측면

에서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졌기 때문이다. 6.13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전국선거라는 정치적 의미를 가졌다. 문재인 정부는 비선실세

의 국정 농단에 대한 시민들의 촛불저항과 그에 따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긴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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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치적 국면 하에서 조기에 실시된 대통령선거를 통하여 출범하였다. 이러한 이유

로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신으로 발현된 시민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현실정치에 반영

하고자 하는 의지와 모습을 보여주었다(이지호 외 2017; 장훈 2017).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6.13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보여준 국정 

운영에 대하여 국민들의 평가를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정치적 풍향계가 

되었다. 다시 말해 6.13 지방선거는 촛불정신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

가적 성격이 강한 선거였고, 그 결과가 향후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게 다가왔다.  

더욱이 6.13 지방선거는 이전의 지방선거들과 비교하여 선거구도도 일정한 차이를 

보였다. 통상 지방선거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실시되는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선

거나 국회의원선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정치적 비중이 적은 선거라는 특징을 보인

다. 또한 대부분의 지방선거가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기 중반이

나 말기에 실시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이전 지방선거들의 경우 비교적 덜 중요한 

전국선거에서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심판적인 성격이 강하게 작용하여 야당에게 유리

한 선거구도가 형성되었다(강원택 1999). 하지만 6.13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남짓 흐른 시점에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들

의 지지가 매우 높은 상황 하에서 선거가 실시되었다. 그러므로 6.13 지방선거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가 유지되는 상황 하에서 오히려 보수 야당에 대한 

심판적인 의미가 더욱 크게 부각되었다.

이 외에도 6.13 지방선거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가졌다. 

첫째, 미니 총선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총 12곳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실시되어 

그 결과가 갖는 정치적 의미가 가중되었다. 특히 유권자들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서 선거 시점 제기된 쟁점 등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투표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주장(조진만 2005; 조진만 외 2006)을 고려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었다. 

둘째,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지방분권의 가치가 중요하게 다루어진 

상황1) 하에서 이것이 6.13 지방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관심도 제기

1)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3월 26일에 발의한 개헌안에는 헌법 제1조 3항에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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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기존의 지방선거들에 대하여 중앙정치의 대리전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러므로 6.13 지방선거에서 지방정치 차원의 자치와 분권에 걸 맞는 

의미 있는 정책선거와 선거경쟁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관심도 생겨났다. 

셋째, 6.13 지방선거를 전후로 하여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평화 모드로 긴박하게 

전환되었던 상황 하에서 이것이 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점도 관심을 

끄는 부분이었다. 다시 말해 과거와는 다른 한반도 평화 모드가 구축되어 가는 상황 

속에서 6.13 지방선거가 진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정치적 변수가 

6.13 지방선거의 과정과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도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6.13 지방선거에서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 간에 존재하였던 선거 과정과 결과상의 차이점을 분석하는 작업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시 말해 6.13 지방선거가 가졌던 정치적 의미가 투표 참여, 정책선거, 투표 

선택 등에 있어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 간의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는지를 

분석하는 작업은 한국정치에서 수도권 선거가 갖는 정치적 중요성과 의미를 규명하는

데 필수적이다.  

Ⅱ. 수도권 지역의 선거인수와 선거별 정수

한국의 지방자치 문제와 관련하여 수도권 집중의 문제는 중요한 화두이다. 다시 

말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수도권은 비수도권과 비교하여 그 자원

과 인력이 집중되어 있는 특징을 보인다. 선거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점은 

전체 총 선거인수에서 수도권 지역의 선거인수가 얼마나 차지하는가를 파악하여 제시

한 <표 1>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새롭게 삽입하는 것 외에도 제117조에 주민발
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등 지방분권과 관련한 새로운 조항들이 다수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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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총 선거인수
서울특별시 
선거인수

경기도 선거인수
인천광역시 
선거인수

42,907,715
(100.0%)

8,380,947
(19.5%)

10,533,027
(24.5%)

2,440,779
(5.7%)

<표 1> 수도권 지역의 선거인수

6.13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할 때, 한국의 총 선거인수는 42,907,715명이다. 이 

중에서 서울특별시 선거인수는 8,380,947명(19.5%), 경기도 선거인수는 10,533,027

명(24.5%), 인천광역시 선거인수는 2,440,779명(5.7%)이다. 다시 말해 수도권인 서울

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의 경우 21,354,753명(49.8%)의 선거인수를 기록하고 있

다.2) 총 선거인수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선거인수가 수도권에 분포되어 있는 것이다.

총 선거인수의 절반 가까운 선거인수가 수도권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이 지역에

서 보여주는 유권자의 표심이 한국의 선거결과를 좌지우지하는데, 특히 대통령선거와 

같이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선거의 결과를 좌우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대통령선거를 제외한 나머지 선거들에서는 기본적으로 각 대표자

를 지정된 선거구 안에서 선출한다는 점에서 그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2>는 수도권 지역의 6.13 지방선거 유형별 정수와 그 비율을 산출하여 제시한 

것이다. 이 표를 보면 수도권에 절반 가까운 유권자들이 포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출되는 대표자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목격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수도권은 

유권자 수를 고려할 때, 정치적으로 과소 대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의 선거인

수 비율은 49.8%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별 정수 비율은 17.6%~35.1% 수준에 

분포되어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2) 수도권 지역에서 선거인수가 가장 적은 인천광역시보다 선거인수가 많은 비수도권 지
역은 부산광역시(2,939,046명, 6.8%)와 경상남도(2,765,485명, 6.4%)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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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
선거유형

전국 총 정수 수도권 지역 정수

광역단체장
17

(100.0%)
3

(17.6%)

기초단체장
226

(100.0%)
66

(29.2%)

광역의원
824

(100.0%)
289

(35.1%)

기초의원
2,926

(100.0%)
987

(33.7%)

교육감
17

(100.0%)
3

(17.6%)

<표 2> 수도권 지역의 지방선거 유형별 정수

주: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은 비례대표의원을 포함한 수치임

이 점은 수도권 지역의 경우 선거인수로 보면 막대한 정치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정치적 대표 수준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의한 개헌안에는 

지방분권의 지향과 선거제도의 비례성 강화3)라는 가치를 새롭게 내세우고 있다. 그런

데 선거제도의 비례성은 각 정당이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가져가는 것 이전에 1인 1표의 

원칙에 기반하여 얼마나 전체 유권자의 의사가 정치적으로 잘 대표되는가의 문제와 

보다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그러므로 지방분권의 지향과 선거제도의 비례성 강화는 

오늘날 한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상호 충돌하면서 결과적으로 수도권의 정치적 과소 

대표 문제가 중요하게 부상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 

더욱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6월 28일 광역의원선거의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4 대 1에서 3 대 1로 강화하는 결정을 내렸다.4)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3)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제44조 3항에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
하여 배분해야 한다”라는 선거제도 비례성과 관련한 문구가 추가되었다. 이 헌법 조항
이 명시적으로는 국회의원선거에만 해당된다고 볼 수 있지만 지방선거 차원에서도 확
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제기될 수 있다.  

4) 헌법재판소는 2014년 10월 30일 국회의원선거 인구편차 허용 기준을 3 대 1에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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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표 평등선거의 가치를 좀 더 적극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판결로 볼 수 있다. 

물론 공직선거법(제26조 1항)에서 선거구 획정 시 인구편차 기준뿐만 아니라 행정구

역, 지세, 교통 등의 조건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적 

가치를 고려할 때, 향후 현행 지역구 간 편차 3 대 1은 국회의원선거 기준과 유사하게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그리고 이럴 경우 지방분권 문제와 관련하여 지역

대표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Ⅲ. 수도권 선거의 경쟁률과 투표율

<표 3>은 6.13 지방선거의 선거유형별 경쟁률을 파악하여 제시한 것이다. 선거 

경쟁률은 해당 선거에 얼마나 많은 후보자들이 출마하였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선거 과정과 결과를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척도가 된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후보자 등록수와 관련한 선거 경쟁률은 전국과 수도권 간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목격할 수 있다. 다만 광역단체장선거에서 서울특별시의 후보

가 많은 특징은 보였다.  

대 1로 강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 간의 인구편차 허용 기준이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지방선거의 선거구 크기가 국회의원선거보다 상대적으로 작고, 
지방선거에서 작은 단위의 지역적 특성이 비교적 선명하게 표출된다는 점을 고려하였
기 때문이다(김종갑 2018).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간 인구편차를 3 
대 1로 축소할 때 이 기준이 2 대 1 기준보다 지역대표성과 도농 간 인구 격차 등의 
요소를 폭넓게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구 간 인구편차 
기준을 4 대 1에서 곧바로 2 대 1로 설정할 경우 광범위한 지역구 조정이 불가피하여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3 대 1로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
당할 수 있다는 점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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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선거유형

전국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광역단체장 4.2 : 1 9.0 : 1 5.0 : 1 4.0 : 1

기초단체장 3.3 : 1 3.5 : 1 3.3 : 1 3.4 : 1

광역의원(지역) 2.6 : 1 2.9 : 1 2.4 : 1 2.3 : 1

광역의원(비례) 3.4 : 1 4.2 : 1 3.2 : 1 3.5 : 1

기초의원(지역) 2.1 : 1 1.9 : 1 2.0 : 1 2.0 : 1

기초의원(비례) 2.3 : 1 2.3 : 1 2.5 : 1 2.2 : 1

교육감 3.5 : 1 3.0 : 1 5.0 : 1 3.0 : 1

<표 3> 수도권 지역의 지방선거 유형별 경쟁률

구체적으로 서울특별시 광역단체장선거의 선거 경쟁률은 9 대 1을 기록하였는데, 

이것은 전국 평균 선거 경쟁률 4.2 대 1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이다. 서울특별시 광역단

체장선거에서 이처럼 높은 선거 경쟁률을 보인 이유는 서울특별시라는 정치적 상징성

이 크게 작용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다시 말해 서울특별시는 유권자의 규모뿐만 아니

라 정치 1번지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요 정당의 후보들이 모두 출마하

고, 군소정당의 후보들도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정책을 선전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마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특별시에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

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의 원내 정당 후보뿐만 아니라 민중당, 대한애국당, 녹색당, 

우리미래, 친박연대의 후보도 출마하였다. 다시 말해 원내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당선 가능성이 낮은 정당들의 후보가 많이 출마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녹색당 

신지예 후보는 27세의 젊은 여성 후보로서 페미니즘의 가치를 강조하여 원내 정당인 

정의당 후보보다 근소하지만 득표율에서 앞서면서 4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올렸다는 

점은 많은 이목을 끌었다.

그렇다면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는 얼마나 이루어졌을까? 

[그림 1]은 1994년 지방선거가 최초로 실시된 이후 총 7차례 진행된 지방선거의 투표

율을 비교하여 제시한 것이다. 이 그림을 보면 1994년 지방선거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 

68.4%를 기록한 이후 점차적으로 투표율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06년 지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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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를 기점으로 다시 투표율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6.13 지방선거의 경우 2014년 지방선거 때부터 도입된 사전투표제와 더불어 

박근혜 정부에서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 농단을 경험한 상황에서 형성된 시민들의 

자성적 의식과 정치적 효능감 등이 발현되어 투표율이 60%대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5) 

[그림 1] 역대 지방선거의 투표율 추이

다음으로 6.13 지방선거의 수도권 투표율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6.13 지방선

거의 사전투표율은 20.1%, 그리고 최종 투표율은 60.2%로 기록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서 수도권의 경우 사전투표율과 최종 투표율 모두에서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지역은 

없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최종 투표율의 경우 수도권은 모두 타 지역보다 낮은 투표율

을 기록하였다. 특히 인천광역시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 55.3%를 기록하

였다. 

5)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면밀한 경험적 분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촛불시위
를 통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과정을 목격한 시민들의 정치적 의식과 효능감이 
향상되어 이것이 정치참여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부인하기는 힘든 측면이 있다(조진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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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투표율 유형

전국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사전투표율 20.1% 19.1% 17.5% 17.6%

최종 투표율 60.2% 59.9% 57.8% 55.3%

<표 4> 수도권 지역의 투표율

   그렇다면 수도권 유권자와 비수도권 유권자 간에 투표참여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을까? <표 5>는 6.13 지방선거 유권자 의식조사6) 데이터를 

토대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 차이에 따라 투표 참여 여부가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는지 교차분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표 5>를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지역 

구분에 따른 투표 참여 여부의 차이는 상당히 미비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X2=0.096, p=0.756). 

 

              지역
 투표참여

수도권 비수도권

참여
315

(62.9%)
309

(61.9%)

기권
186

(37.1%)
190

(38.1%)

합계
501

(100.0%)
499

(100.0%)

<표 5> 수도권 유권자와 비수도권 유권자의 투표 참여 여부 교차분석

X2=0.096, p=0.756

6)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설문조사 데이터는 한국정치학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원을 받아 전문조사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R&R)에 의뢰하여 획득한 자료이다. 이 설
문조사는 제주도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 성인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6.13 지방
선거 직후인 2018년 6월 19일부터 7월 6일까지 17일 동안 조사가 진행되었다. 설문조
사의 표집은 2018년 5월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별, 성별, 연령별 기준에 따른 비례할
당추출로 이루어졌으며, 조사방식은 일대일 대인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표본오차는 무
작위 추출 전제 시 95% 신뢰 수준에서 ±3.1%로 설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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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수도권 유권자와 비수도권 유권자 간에 선거 당일 투표와 사전투표 여부

는 차이를 보였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투표 참여 여부 간에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선거 당일과 사전투표 사이에 

참여한 유권자의 비율이 큰 차이를 보였다면 이 부분은 추가적인 고민과 분석이 필요

하기 때문이다. 

          지역
 투표시점

수도권 비수도권

선거 당일
228

(72.4%)
236

(76.4%)

사전투표
87

(27.6%)
73

(23.6%)

합계
315

(100.0%)
309

(100.0%)

<표 6> 수도권 유권자와 비수도권 유권자의 투표시점 교차분석

X2=1.305, p=0.253

<표 6>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 구분에 따라 선거 당일 투표와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의 비율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교차분석을 수행하여 파악한 것이다. 

이 표를 보면 수도권 유권자들의 경우 비수도권 유권자들과 비교하여 사전투표를 

더 많이 한 특징을 보인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다시 말해 6.13 지방선거에서 

수도권 유권자들은 사전투표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을, 그리고 비수도권 유권자들은 

선거 당일 투표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교차분석의 결과를 놓고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 구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선거 당일 투표와 사전투표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X2=1.305, p=0.253).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수도권 유권자들이 비수도권 유권

자와 비교하여 사전투표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 대해서는 향후 좀 

더 면밀한 고찰이 요구된다. 이것이 수도권 지역이 상대적으로 사전투표를 진행하기 

유리한 환경에 기인한 것인지, 수도권 유권자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비수도권 유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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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비교하여 차이를 보이기 때문인지, 아니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투표 참여와 

관련한 문화와 습관의 차이 때문인지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Ⅳ. 수도권 선거의 정책 쟁점과 유권자 투표결정요인

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들이 차별화된 공약을 제시하고, 유권자들이 이에 반응하여 

투표를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정책선거와 책임정치를 구현하는데 필수적인 

요건이다(김영래․정형욱 2008; 이현출 2006; 조진만 2008; 최준영 2008; Downs 

1957; Key 1966). 다시 말해 대의민주주의가 건전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당과 

후보자들이 공약이라는 정책적 수단을 활용하여 정치권력을 획득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유권자들도 정당과 후보자들이 제시한 차별화된 공약에 반응하여 투표 결정

을 내려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권력을 잡은 정당과 후보자는 자신이 

선거에서 제시한 공약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위임을 유권자들로부터 

받게 되고, 임기 동안 추진한 정책적 공과(功過)를 기준으로 유권자의 평가를 받는 

책임정치가 선순환적으로 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2006년 지방선거

부터 매니페스토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우선
순위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더불어
민주당
박원순

자유
한국당
김문수

바른
미래당
안철수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자유
한국당
남경필

더불어
민주당
박남춘

자유
한국당
유정복

1

스마트시
티 

서울로 
4차 

산업혁명 
선도

도로·지
하철 

혁명으로 
출퇴근 
시간 
최대 

일자리 
넘치는 

창업도시 
서울

새로운 
경기 
‘경기 

퍼스트’

혁신성장
으로 

반듯한 
일자리 
70만개 

창출

서해평화
협력시대 
동북아경
제중심도
시 인천 

조성

경인전철
·경인고
속도로 

지하화로 
원도심 
부흥

<표 7> 수도권 광역단체장선거 주요 후보자들의 핵심 정책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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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6.13 지방선거에서 수도권 선거의 정책적 쟁점은 무엇이었을까? 이 부분

에 대해서는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광역단체장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어떠한 핵심공약들을 제시하였는지를 비교해보는 것이 효과적이고 

유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광역단체장선거는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지역을 

30분 
단축

2
균형 

발전하는 
서울

미세먼지 
30% 저감

미세먼지 
없는 

스마트도
시 서울

지역화폐 
유통으로 
골목경제 
활성화

일자리·
주거·교

통을 
하나로! 

여유로운 
경기도

인천 
재창조 

프로젝트
로 

원도심-
신도시 

균형발전

부채 
제로도시 

인천

3
격차 
없는 
서울

생활비 
절감 및 
서울형 

최저소득 
보장제 
시행

창의교육
과 

평생학습
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도시 

서울

한반도 
신경제 
중심지 
경기도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경기도

1조원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권역별 

미래산업 
육성

좋은 
일자리 
50만개, 

투자 
15조원 

유치

4
돌봄을 

책임지는 
서울

대학 
주변 4차 
산업혁명 

특구 
개발

안심하고 
따뜻한 
공동체 
도시 
서울

직접민주
주의 

확대로 
참여하는 

경기

어머니 
복지로 

더 
따뜻하고 
건강한 
경기도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사람 
중심 
복지

인천시민
만 

누리는 
5대 무상 

특권

5

서울-평
양 

교류로 
한반도 
평화 

앞당기기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 
완화

투명하고 
편리하게 
소통하는 
디지털 

행정혁신
도시 
서울

경제민주
화로 

공정한 
경기도

경기-서
울-인천

을 
하나로! 

광역 
서울도

인천순환 
교통망 
확충과 
인천-서

울 
10분대 

시대 
개막

300만 
시민이 
행복한 
문화 
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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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하는 중요한 선거로서 그 지역의 핵심적인 정책 쟁점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제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표 7>은 수도권인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의 광역단체장선거에 출마한 

당선권 후보자들의 핵심공약을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다. 이 표를 보면 수도권 내에서

도 각 지역별 특성에 따른 핵심공약의 차이가 어느 정도 목격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

로 4차 산업혁명, 교통과 환경, 복지, 지역 개발,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 등과 관련한 

핵심공약들이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과 이와 같은 핵심공약에 있어 후보자들 

간의 정책적 차이가 어느 정도 존재한다는 점도 파악할 수 있다. 이것은 후보자들이 

최근의 시대 변화와 자신이 출마하는 지역 유권자들의 정책적 선호에 대하여 고민하고 

나름대로 차별화된 정책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정당과 후보자들이 고민하여 핵심공약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공약이 실효성 있는 추진계획이나 재원 마련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경우 ‘균형 발전하는 서울’ 

공약과 관련하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의 재원을 도시와 주거환경 정비기금으로 

조성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추계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격차 없는 서울’ 공약과 관련하여 자영업자의 실직에 대응한 서울형 

자영업자 실직 안전망을 추진하고, 자영업자에게 연 15일까지 유급 병가를 지급하겠

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특별시가 수많은 자영업자들에게 유급 병가를 

지급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다. 한편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는 

‘올림픽대로 등 주요 도로들에 대한 지하화’를 추진하여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겠다는 공약을 1순위로 제시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정책이 서울시장이 

4년의 임기 하에서 추진 가능한 정책인지, 관련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마찬가지로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의 경우에도 ‘일자리 

넘치는 창업도시’ 공약과 관련하여 공동창업캠퍼스 구축과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벤처 육성 등의 정책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경기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분권, 일자리 창출, 규제 완화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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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퍼스트’라는 핵심공약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세부적인 정책 내용에 대해서는 

태스크포스(TF) 위원회를 만들어 준비하겠다는 내용 외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

지 못한 측면이 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 경제공동체 출발점으로 경기 북부 지역을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공약도 선언적 의미를 넘어설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부족하다.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의 경우 비교적 구체성 있는 

공약들을 제시하였지만 경기도의 재정 상황과 현실을 고려할 때, 정책 추진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도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15개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혁신성장으로 

반듯한 일자리 7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은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무리

가 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첨단산업단지, 경기도광역철도(GTX), 경기순환 굿모닝 

철도를 연계하여 여유로운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공약은 경기도광역철도 노선 확충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와 자유한국당 유정복 후보 모두 원도

심과 구도심의 균형적 발전과 관련한 핵심공약들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재원 확보 방안의 구체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쏟아붇기식 재정 지출에 기반하여 이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원도심과 구도심 거주 주민

들이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지역 발전 로드맵 제시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도 향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요인으

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6.13 지방선거에서 수도권 유권자들은 정책에 반응하는 투표를 하였을

까? 이 문제와 관련하여 수도권 유권자와 비수도권 유권자의 투표결정요인이 어떠한 

차이를 보였는가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표 8>은 후보자 선택 시 가장 많이 고려한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에 대하여 수도권 유권자와 비수도권 유권자가 어떠한 

차이를 보였는지 파악하여 제시한 것이다. 이 표를 보면 6.13 지방선거에서 수도권 

유권자들의 경우 소속 정당(36.8%)과 정책/공약(27.3%)을 가장 중시하는 투표행태를 

보였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한편 비수도권 유권자들의 경우 소속 정당(27.2%)과 

더불어 후보 능력(26.5%)을 가장 중시하는 투표행태를 보였다. 그리고 비수도권 유권

자들의 경우 수도권 유권자들과 비교하여 소속 정당과 정책/공약은 덜 중시하는 경향

을 보인 반면 후보 능력, 이념, 도덕성, 출신지역, 주변의 평가를 더욱 중시하여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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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을 하는 경향을 보였다.

 

                지역
 투표결정요인

수도권 비수도권

정책/공약
86

(27.3%)
55

(17.8%)

소속 정당
116

(36.8%)
84

(27.2%)

후보 능력
66

(21.0%)
82

(26.5%)

이념
4

(1.3%)
20

(6.5%)

도덕성
24

(7.6%)
29

(9.4%)

출신지역
2

(0.6%)
4

(1.3%)

주변의 평가
17

(5.4%)
35

(11.3%)

합계
315

(100.0%)
309

(100.0%)

<표 8> 수도권 유권자와 비수도권 유권자의 투표결정요인 교차분석

X2=31.646, p=0.000

그렇다면 6.13 지방선거에서 수도권 유권자들은 정책에 반응할 수 있는 선거환경이 

형성되었을까? 설문조사 결과를 놓고 보면 수도권 유권자들이 비수도권 유권자들과 

비교하여 정책/공약에 좀 더 반응하여 투표를 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수도권

이 비수도권과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정책선거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는가는 좀 

더 면밀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6.13 지방선거의 경우 박근혜 정부 시기의 

적폐 청산에 대한 시민들이 요구가 존재하였고,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도가 가장 높은 시점에서 선거가 진행

되는 특징을 보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중앙정치의 쟁점이 크게 부각되

는 상황 속에서 지방선거의 특징을 반영한 지역적 수준의 공약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

으로 크게 부상되지 못하는 특징을 보였던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선거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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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오히려 후보자 개인의 도덕성 문제와 관련한 공방이나 지역 비하적 발언에 

대한 논란 등이 크게 부각된 측면이 있었다.7)

<표 9>는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이 구체성, 차별성, 실현 가능성, 재원 마련과 재정 

추계의 네 가지 기준에서 어떠한 특징을 보였는가에 대한 수도권 유권자와 비수도권 

유권자의 긍정적인 평가의 차이를 교차분석을 수행하여 비교한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은 정책선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당과 후보자가 구체적이고, 

차별성을 가지며, 실현 가능한 정책을 예산과 재정에 대한 치밀한 고민 속에서 제시되

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지역
정책투표 기준

수도권 비수도권 통계값

구체성
226

(45.1%)
274

(54.9%)
X2=9.604, p=0.002

차별성
188

(37.5%)
250

(50.1%)
X2=16.061, p=0.000

실현 가능성
226

(45.1%)
263

(52.7%)
X2=5.772, p=0.016

예산 마련/재정 추계
165

(32.9%)
242

(46.5%)
X2=25.088, p=0.000

<표 9> 수도권 유권자와 비수도권 유권자의 정책투표 환경 평가 교차분석

<표 10>을 보면 전체적으로 6.13 지방선거에서 정책선거와 관련한 환경은 수도권

보다는 비수도권에서 더욱 유리하게 조성된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7) 예를 들어 경기도지사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은 후보자 검증시리즈의 일환으로 더불어민
주당 이재명 후보의 욕설 음성이 담긴 파일을 당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욕설 음
성을 당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히고, 선거 유세 등을 통하여 대대적인 공세를 전개
하였다. 한편 인천광역시장선거에서는 자유한국당 정태옥 국회의원이 서울에 살다 이혼
하면 부천에 가서 살고, 망하면 인천에 가서 산다는 내용의 ‘이부망천’ 발언을 해 물의
를 일으켰다. 정태옥 국회의원은 이 발언으로 인천시민들로부터 검찰에 고발을 당하였
고, 결국 자유한국당에서 탈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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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설문조사의 결과를 놓고 보면 비수도권 후보자들이 수도권 후보자들과 비교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차별화성을 가지며, 예산 마련과 재정 추계에 대한 고민 속에서 

실현 가능한 정책들을 더욱 많이 제시하였다고 평가된다. 특히 이 네 가지 정책투표 

기준과 관련한 교차분석 수행 결과 카이제곱의 값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

(p<0.05)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지역
 선거공약 인지

수도권 비수도권

알고 있음
224

(44.7%)
266

(53.3%)

모름
277

(55.3%)
233

(46.7%)

합계
501

(100.0%)
499

(100.0%)

<표 10> 수도권 유권자와 비수도권 유권자의 선거공약 인지 여부 교차분석

X2=7.392, p=0.007

그렇다면 정책투표와 관련한 환경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평가한 수도권 유권자들의 경우 비수도권 유권자들과 비교하여 공약에 대한 인지 

수준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였을까? <표 10>은 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수행

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이 표를 보면 수도권 유권자들과 비교하여 비수도권 유권자

들의 경우 후보자의 선거공약에 대한 인지 수준이 높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앞서 분석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존재하였던 정책선거 환경의 차이가 

유권자의 선거공약 인지 수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놓고 보면 정책선거 문제와 관련하여 두 가지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는 수도권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비수도권에 출마한 후보자들과 비교하여 

유권자들이 정책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선거공약을 덜 제시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이러한 선거환경 속에서 수도권 유권자들은 비수도권 유권자들과 

비교하여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에 대한 인지 수준이 낮은 상황 속에서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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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을 해야 하는 국면이 전개되었다는 점이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향후 고민이 필요한 문제가 제기된다. 앞서 살펴본 바 있듯이 

수도권 유권자들의 경우 비수도권 유권자들과 비교하여 후보자 선택 시 정책과 공약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설문조사 결과만을 놓고 보면 

수도권 유권자들의 경우 비수도권 유권자들과 비교하여 정책선거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과 공약을 중시하여 투표 결정을 하였다는 다소 

모순적인 주장이 나올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이 비수도권과 비교하여 지역적인 

특색을 강하게 제기하기 힘든 수도권의 특징이 반영된 것인지, 지역적인 공약보다 

중앙정치적 쟁점이 수도권 선거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아니면 정책선거에 

불리한 선거환경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유권자들 중 정책과 공약을 중시하는 유권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존재하기 때문인지 등과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좀 더 세밀한 

논의와 분석이 필요하다. 

Ⅴ. 수도권 선거의 결과

6.13 지방선거는 민주화 이후 실시된 지방선거 중에서 여당이 가장 크게 승리한 

선거라는 점에서 그 결과가 갖는 의미가 매우 크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지방선거가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이 크게 부각되는 상황 속에서 여당 후보들이 고전하

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민주화 이후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야당보다 당선자를 많이 낸 경우는 1998년에 실시된 지방선거가 유일하다.8) 1998년 

지방선거는 IMF 경제위기 상황 하에서 실시된 1997년 대통령선거에서 최초의 여야 

간 수평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직후 실시되었다. 그리고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경제 위기 극복과 관련한 국정 운영과 리더십이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고,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의 선거공조가 이어진 상황 속에서 만들어낸 

8) 당시 여당은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의 정당 연합에 기반하여 구성되어 있었
다. 1998년 지방선거에서 총 16곳의 광역단체장선거에서 새정치국민회의는 6곳(37.5%)
을, 자유민주연합은 4곳(25.0%)을, 그리고 야당인 한나라당은 6곳(37.5%)을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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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결과였다. 다만 1998년 지방선거의 경우에도 기초단체장선거나 광역의원선거에

서는 여당이 압승을 거두지 못 하였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여당의 압승으로 

귀결된 6.13 지방선거의 결과는 많은 정치적 함의를 가진다.

                 지역
 선거유형

전국 수도권

광역단체장
14/17

(82.4%)
3/3

(100.0%)

기초단체장
151/226
(66.8%)

62/66
(93.9%)

광역의원
652/824
(79.1%)

271/289
(93.8%)

기초의원
1,638/2,926

(56.0%)
609/987
(61.7%)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11/12

(91.7%)
4/4

(100.0%)

<표 11> 6.13 지방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 후보 당선 비율

주: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은 비례대표의원을 포함한 수치임

<표 11>은 유권자들이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얼마나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주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선거유형별 더불어민주당 후보 당선 비율을 

산출한 것이다. 이 표를 보면 모든 선거유형에서 전국적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가 높았다는 점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가 더욱 압도적인 특징을 보였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9) 

9) 이 점은 세부적인 차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7년 대통령선거 당시 더
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서 기록한 득표율은 
42.3%, 42.1%, 41.2%였다. 반면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획득한 득
표율은 서울특별시(박원순) 52.8%, 경기도(이재명) 56.4%, 인천광역시(박남춘) 57.7%로 
모두 과반수 이상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였다. 또한 서울특별시의 경우 25개 기초단
체장 선거구 기준으로, 그리고 인천광역시의 경우 10개 기초단체장 선거구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후보와 박남춘 후보가 득표율에서 타 후보에 뒤진 선거구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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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수도권 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인 특징을 보인 

것은 중앙정치의 쟁점이 크게 부각된 상황 속에서 유권자들이 이에 영향을 받아 투표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다시 말해 6.13 지방선거에서 광역 단위의 

선거와 비교하여 기초 단위의 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 비율이 

다소 낮은 이유는 지역주의가 존재하는 기초 단위의 선거에서 야당 후보들이 당선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 

비율이 가장 낮은 기초의원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 비율이 56.0%를 

기록하였다는 점은 민주화 이후 한국의 선거를 지배하였던 지역주의의 영향력을 초월

한 유권자의 투표행태가 나타난 것으로 괄목할만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 점은 수도권 유권자와 비수도권 유권자의 여당 지지도 평균값 차이에 대한 분석

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표 12>는 광역단체장선거, 광역의원선거(지역, 비례), 

기초단체장선거, 기초의원선거(지역, 비례) 총 6종류의 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선택하였다고 응답한 유권자는 1로, 그리고 기타 다른 정당을 선택하였다고 

응답한 유권자는 0으로 코딩하여 수도권 유권자와 비수도권 유권자 간의 평균값 차이

를 t-검정을 수행하여 비교한 것이다.10) 

지역 평균값 t값(t) 유의확률(p)

수도권 3.993
-0.940 0.348

비수도권 3.805

<표 12> 수도권 유권자와 비수도권 유권자의 여당 지지도 차이 t-검정

<표 12>에서 볼 수 있듯이 수도권 유권자들의 경우 비수도권 유권자들과 비교하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선택하였을 가능성이 다소 높게 나타나지만 이 평균값의 

한 곳도 존재하지 않았다. 경기도의 경우 31개 기초단체장 선거구 기준으로 더불어민
주당 이재명 후보가 득표율에서 타 후보(자유한국당 남경필)에 뒤진 선거구는 양평군과 
가평군 두 곳이 유일하였다. 기초단체장선거에서도 수도권에서 자유한국당 후보가 승리
한 곳은 서울 한 곳(서초구), 경기도 2곳(연천군, 가평군), 인천 한 곳(강화군)뿐이었다. 

10) 총 6종류의 지방선거에서 모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선택하였다고 응답한 유
권자는 최대 6점을, 모두 기타 정당을 선택한 유권자는 최소 0점을 기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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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t=-0.940, p=0.348). 

이것은 비수도권의 경우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특징으로 하는 지역주의가 존재함에

도 불구하고 6.13 지방선거에서는 수도권 유권자들과 비수도권 유권자들 간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 수준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이것은 6.13 지방선거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지역적 차이가 

중요하게 부각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유권자들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을 

지지하는 투표행태를 보여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6.13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어떠한 이유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압도적

인 지지를 보였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실망감과 이로 인한 보수정당 자유한국당의 위기, 적폐 청산에 대한 

유권자의 요구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감,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변화 등이 이와 

같은 선거결과를 이끄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향후 좀 더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그림 2] 주요 정당들의 선호도 평균값 비교

다만 6.13 지방선거의 결과와 관련하여 두 가지 차원의 분석을 탐색적으로 진행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된다. 먼저 유권자의 정당 선호도를 다각적으로 파악해보는 것이

다. [그림 2]는 주요 정당에 대하여 유권자가 아주 싫어한다 0점, 보통 5점, 아주 

좋아한다 10점 사이에서 평가한 점수의 평균값을 파악하여 그래프로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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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을 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선호도 평균값이 5.92점으로 가장 높다

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5점을 보통으로 놓고 볼 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만이 

평균적으로 보통 이상의 긍정적 선호도를 기록한 반면 나머지 정당들은 좋아한다는 

평가보다 싫어한다는 부정적 평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점도 알 

수 있다. 더불어 주요 정당 선호도에 있어서 자유한국당의 평균값이 가장 낮은 3.88점

을 기록하였다는 점은 6.13 지방선거 시점에서 보수 진영에 대한 유권자 실망감이 

크게 형성되어 있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정당 지역 평균값 t값(t) 유의확률(p)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5.91

0.106 0.916
비수도권 5.93

자유한국당
수도권 3.50

5.157 0.000
비수도권 4.27

바른미래당
수도권 4.14

0.831 0.406
비수도권 4.23

민주평화당
수도권 3.85

2.322 0.020
비수도권 4.09

정의당
수도권 4.24

1.572 0.116
비수도권 4.41

<표 13> 수도권 유권자와 비수도권 유권자의 정당 선호도 차이 t-검정

그렇다면 주요 정당 선호도와 관련하여 수도권 유권자와 비수도권 유권자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표 13>은 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t-검정을 수행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이 표를 보면 수도권 유권자와 비수도권 유권

자 간에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에 대한 선호도 평균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

(p<0.05)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른 정당들의 경우 그 평균값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자유한국당과 민주

평화당 모두 지역적인 정당 지지 기반을 갖고 있는 상황 하에서 수도권 유권자들보다 

비수도권 유권자들이 더욱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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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만한 점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수도권 유권자들

과 비수도권 유권자들 간의 선호도 평균값 차이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것은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유권자의 선호와 지지가 전국적으로 

높고 균등하게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은 어떠한 요인들로부터 

기인한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향후 다각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몰락에 따른 보수 진영의 정치적 위기라는 요인과 더불어 문재인 정부

에 대한 기대감이 중요하게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6.13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던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최고점에 

이를 정도로 높았다11)는 점을 고려할 때, 이것이 어떠한 형태로든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존재한다(Kernell 1978).

<표 14>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수도권 유권자와 비수도권 유권자 간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교차분석

을 수행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표 16>을 보면 수도권 유권자들의 경우 비수도권 

유권자들과 비교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

이 높았고, 이와 같은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X2=8.093, p=0.004). 

                  지역
 국정 운영 평가

수도권 비수도권

잘함
408

(81.4%)
369

(73.9%)

못함
93

(18.6%)
130

(26.1%)

합계
501

(100.0%)
499

(100.0%)

<표 14> 수도권 유권자와 비수도권 유권자의 문재인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 교차분석

X2=8.093, p=0.004

11)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설문조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하여 긍
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의 비율은 77.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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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6.13 지방선거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가 매우 긍정적이

던 시점에서 실시되었고, 이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응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압도적 지지로 이어졌다는 점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민주화 이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시점에서 실시되어 여당이 고전하는 모습을 보인 

과거의 지방선거와 다른 선거 과정과 결과가 6.13 지방선거에서 나타났다는 점도 

의미한다. 특히 이러한 경향이 지역주의의 문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수도권 

선거에서 보다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는 점을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목격할 수 있다.

Ⅵ. 결론

본 연구는 6.13 지방선거의 정치적 의미를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

시의 수도권 선거가 비수도권 선거와 비교하여 어떠한 특징을 보였는가를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밝혀진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은 유권자 수를 고려할 때, 정치적으로 과소 대표되고 있다. 즉 수도권

의 선거인수 비율은 49.8%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별 정수 비율은 

17.6%~35.1% 수준에 분포되어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이 점은 오늘날 지방분권

의 가치와 선거제도 비례성 원칙이 강조되는 상황 속에서 선거구 인구편차 조정 등의 

영역에서 중요한 문제로 제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둘째, 후보자 등록수와 관련한 선거 경쟁률은 전국과 수도권 간에 큰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지만 서울특별시 광역단체장선거에서 후보가 많은 출마한 특징은 보였다. 이것

은 서울특별시가 유권자의 규모뿐만 아니라 정치 1번지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소정당의 후보들도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정책을 선전하기 위한 목적으

로 출마하는 모습을 보인 결과이다. 특히 서울특별시 광역단체장선거에서 녹색당 신지

예 후보가 27세의 젊은 여성 후보로서 페미니즘의 가치를 강조하여 4위를 기록하였다

는 점은 많은 이목을 끌었다.

셋째, 투표 참여 문제와 관련하여 6.13 지방선거의 경우 2014년 지방선거 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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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된 사전투표제와 더불어 박근혜 정부에서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 농단을 경험한 

상황에서 형성된 시민들의 자성적 의식과 정치적 효능감 등이 발현되어 투표율이 

60%대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수도권의 경우 비수도권과 비교하여 

투표율이 근소하게 낮고, 선거 당일 투표보다 사전투표를 더 많이 한 특징을 보여주었

지만 교차분석 수행 결과 이 차이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

났다.

넷째, 수도권의 정책선거 문제와 관련하여 후보자들이 출마한 지역의 특성과 최근

의 시대 변화를 고려하여 차별화된 정책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다만 후보자들의 공약들 중 실효성 있는 추진계획이나 재원 마련의 구체성

이 제대로 제시되어 있지 않은 공약도 다수 존재하였다. 뿐만 아니라 적폐 청산이나 

남북관계 변화 등의 중앙정치의 쟁점이 크게 부각되었던 상황 속에서 지역적 수준의 

공약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크게 부상되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 더불어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의 광역단체장선거에서는 후보자 개인의 도덕성 문제와 관련한 공방과 

지역 비하적 발언에 대한 논란 등이 선거과정에서 크게 부각되기도 하였다. 

다섯째, 유권자 수준의 정책선거 문제와 관련하여 수도권 유권자들의 경우 비수도

권 유권자들과 비교하여 소속 정당과 정책/공약을 더욱 중시하는 투표행태를 보였다. 

하지만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을 구체성, 차별성, 실현 가능성, 재원 마련과 재정 추계

의 네 가지 기준에서 유권자들이 평가한 결과를 비교해보면 수도권 유권자들보다 

비수도권 유권자들의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수도권 유권자들과 비교하여 비수도권 유권자들의 경우 후보자의 선거공약에 대한 

인지 수준이 높았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수도권 유권자들

이 비수도권 유권자들과 비교하여 정책과 공약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후보자 선택을 

하였다고 응답하였지만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정책선거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

에 형성되어 있었고, 그 차이가 유권자의 선거공약 인지 수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시사한다. 

여섯째, 선거결과와 관련하여 6.13 지방선거는 민주화 이후 실시된 지방선거들 

중 여당이 가장 압도적으로 승리한 선거였다. 특히 모든 종류의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었다는 점은 유권자들의 투표 결정에 있어 보수 정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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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심판 의식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는 것을 의미하였

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점은 6.13 지방선거의 특징은 수도권 선거에서 더욱 분명하게 

표출되었다.

6.13 지방선거는 민주화 이후 진행된 한국의 선거에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선거 중 하나로 기억될 것이다. 그 이유는 민주화 이후 어느 선거에서도 보여주지 

못하였던 여당에 대한 압도적 지지를 유권자들이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6.13 지방선거의 특징은 촛불시위를 통한 유권자들의 저항의식과 정치효능감 제고, 

그리고 이에 기반한 보수 정당에 대한 심판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복합적으

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6.13 지방선거를 통하여 민주화 이후 

한국의 선거를 지배하였던 지역주의의 영향력을 초월한 유권자의 투표행태가 나타났

다는 점은 괄목할만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수도권 지역이 갖는 정치적 비중과 의미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다는 문제의식 하에 6.13 지방선거를 대상으로 수도권 선거와 비수도권 선거 

간의 차이를 다양한 차원에서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여러 가지 

부분들이 밝혀졌지만 향후 좀 더 정교한 통계분석 모델을 개발하여 검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만 제한적 수준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놓고 볼 때, 수도권 선거는 한국정

치에서 선거 시점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나 정당에 대한 지지 등과 관련한 

민심의 동향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차원에서 수도권 선거는 한국정치에서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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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ections in the 
metropolitan areas(Seoul, Gyeonggi, Incheon) compared to the elections 
in the other areas in Korea. Specifically, this study analyzes how these 
areas were differentiated in matters such as participation in voting, 
policy election, and voting choice compared to the other areas in the 
2018 Korean local elections. Through the diversified analyses, this study 
finds that the electoral outcomes in the metropolitan areas may be an 
important political barometer determining the public sentiment in Korean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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