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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05년 2월 6일 실시된 태국의 제23차 하원의원선거는 지난 2001년 1월 하원의
원선거에서 태국 정치사상 유례없는 국민적 지지를 획득하여 출범한 탁씬(Thaksin
Shinawatra) 총리와 태국애국당(Thai Rak Thai Party)의 제2집권을 위한 새로
운 도전이었다는 측면에서 그 정치적 의미가 큰 선거였다. 특히 탁씬 정부는 선거 이
전부터 이번 선거를 통하여 전체 의석 500석 중 4분의 3 이상의 의석을 획득하여 확
고한 일당지배의 정치구조를 형성할 것이며, 향후 20여 년 동안 집권을 계속하겠다
고 공언한 바 있다(Bangkok Post 2003/04/28: The Nation 2003/10/11). 이에
대하여 일부 언론과 야당세력, 지식인과 시민단체들은 탁씬 총리의 권위주의적 리더
십과 개인 중심적 통치 스타일에 대응하여 강력한 비판과 우려를 표명하고, 선거기간
동안 태국애국당의 독주를 저지하기 위한 반대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1)
다른 한편으로 이번 선거는 지난 2004년 1월부터 확산된 남부 이슬람지역의 폭력
사태와 이에 대한 탁씬 정부의 강경진압, 그리고 2004년 12월 말 남부 해안지역을
강타한 지진해일(Tsunami) 피해에 따라 다각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남부지역 주민들
의 민심이 확연하게 표출된 선거였다.2) 태국의 남부지역 주민들은 지난 1992년 민
주화를 전후하여 같은 남부 출신인 추언(Chuan Leekpai) 총재가 이끄는 민주당
(Democrat Party)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지역 정서를 표출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선거가 거듭되는 과정에서 정당의 지역화 현상과 연계되어 남부지역 유권자들의 보다
확고한 투표행태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이동윤 2003a). 이에 따라 선거 이전부터 남
부지역, 특히 무슬림 거주지역 주민들은 선거 거부냐, 민주당에 대한 지지냐, 혹은
1) 탁씬 총리와 태국애국당에 대한 비판은 탁씬 정부가 정치적으로 탁씬 개인의 권위주의적 리더
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탁씬화’(Thaksinization) 현상에 대한 비판(Chookiat 2004,
257-66; McCargo et al. 2005)과 더불어 탁씬 총리의 통치 스타일에 대한 ‘민주적 권위주
의’(democratic authoritarianism) 논쟁(Thitinan 2003, 277-90), 국정운영 방식으로서
탁씬 총리의 최고경영자(CEO: Chief Executive Officer) 스타일 자체가 국가정책을 사유화
시키고 있다는 우려(Bidhya 2004, 7-36), 그리고 경제정책에 있어서 국가 중심적 개발주의와
대중영합주의를 우려하는 ‘탁씨노믹스’(Thaksinomics)에 대한 비판(Pran 2003; Pasuk et
al. 2004, 99-103; Baker 2005, 107-37)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2) 2004년 1월부터 남부 무슬림 거주지역을 거점으로 확산된 이슬람 분리독립운동 움직임과 연
쇄적인 폭력 사태, 그리고 이에 대한 탁씬 정부의 강경진압은 2004년 10월 발생한 이른바 ‘딱
바이’(Tak Bai) 사건을 기점으로 탁씬 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치 스타일과 인권 문제에 대한 새
로운 논란을 가중시켰으며, 2004년 12월 26일 발생한 남부 해안지역의 지진해일 피해 또한 엄
청난 인명과 재산 손실을 가져오면서 이번 선거과정에서 남부지역 유권자들의 민심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였다.

2 이동윤

새로운 대안 창출이냐를 놓고 고심하였으며, 이러한 남부지역 주민들의 민심은 최근
발생한 일련의 ‘남부 문제’와 연계되어 선거과정에서 또 다른 관심거리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사실상 현대 정치에 있어서 선거는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
자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다. 대의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를 기반으로 하는 현대
국가에 있어서 국민은 주기적인 선거를 통하여 그들의 정치적 의사를 대변하는 대표
를 선출하며, 정당과 공직 후보들의 정책 대안을 선택한다. 선거는 국민들의 정치적
욕구와 의사를 집약하여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정치과정의 중요한 구성요소일 뿐만 아
니라 정부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통해 정치권력의 새로운 충원과 교체를 가져온다는
측면에서도 민주정치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난 2005년 2월 6일 실시된 태국의 제23차 하원의원선거는 어떤 전개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는 어떤 양상으로 표출되었는가? 민주주의 공고화
를 위한 선거과정의 ‘경쟁성’(competitiveness)과 ‘공정성’(fairness) 차원에서 이번
선거는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가? 이번 선거결과는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어떤 의
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그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러한 의문점들에 기초하여 본 보고
서는 2005년 태국 하원의원선거의 진행과정과 그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본
보고서는 2005년 1월 29일부터 2월 10일 사이에 수행된 태국 현지조사와 ‘자유선거
를 위한 아시아 네트워크’(ANFREL: Asian Network for Free Election)의 선거
참관단 활동을 중심으로 선거의 진행과정과 제반 분위기를 고찰하였으며,3) 태국의
선거 관련 전문가 및 담당자들과 실시된 개인면담의 결과를 토대로 이번 선거과정을
종합적으로 진단 평가하였다.

3) 본 보고서는 2005년 1월 29일부터 2월 10일까지 수행된 태국 현지조사와 ‘자유선거를 위한
아시아 네트워크’(ANFREL)의 국제 선거참관단 활동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선거기간 동안
필자는 ‘자유선거를 위한 아시아 네트워크’의 국제 선거참관단 일원으로 방콕(Bangkok)과 나
컨빠톰(Nakhorn Prathom) 지역에서 선거참관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이번 선거와 관련된 자
료조사 활동을 병행하였다. 필자는 본 보고서를 빌어 선거참관단 활동에 많은 도움을 준 ‘자유
선거를 위한 아시아 네트워크’의 코디네이터 쏨쓰리(Somsri Hananuntasuk) 양과 ‘민주주의
를 위한 개방포럼재단’(Open Forum for Democracy Foundation)의 소장인 싸꾼(Sakool
Zuesongdham) 씨에게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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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태국의 선거과정과 현행 선거제도
한 국가의 선거제도는 선거과정과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환경요인
으로 작용한다(Farrell 1997; Katz 1980). 선거제도는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보장
해 주는 정치과정의 주요한 기능적 구조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정치발전
을 위한 선거과정의 ‘공정성’과 ‘경쟁성’을 가름해 주는 판단 근거를 제공해 주기도 한
다. 한 국가의 선거제도는 정치과정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어서 그 국가의 정당체계
나 정치구조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선거제도의 내용과 그 실질적 운영
과정을 통하여 그 국가의 정치체제 유형을 구분하기도 한다. 따라서 한 국가의 선거
제도 발전사는 그 국가의 정치발전 과정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태국의 선거제도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32년 궁정쿠데타로 입헌군주제
를 채택한 소장파 군부 및 관료 세력들이 1933년 11월 15일 최초로 의회선거를 실
시함으로써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당시 선거제도는 전체 156명의 의원들 중 절반인
78명을 국왕이 임명하고, 나머지 절반인 78명도 간접선거로 선출하는 비민주적 방식
이었다(Bajunid 1989, 2). 이후 태국은 1937년 제2차 의회선거부터 직접선거 방식
이 도입되었으나, 이 시기의 선거는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마땅한 정당이
나 정당체계가 구성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소속 정당이 없는 후보자들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선거에 출마하는 등 오늘날의 선거정당정치와는 거리가 먼 비체계적 선거
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1946년 제4차 의회선거부터 정당 설립이 허용되고 선거제도
가 정비됨으로써 태국의 선거과정은 보다 체계적인 선거제도가 수립될 수 있었으나,
1932년 이래 17 차례나 발생한 군부쿠데타는 ‘태국 정치의 악순환’(vicious cycle of
Thai politics)을 초래함으로써 선거제도는 단지 쿠데타 세력이나 권위주의적 군부
정권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주는 제도적 장치로 이용되었을 뿐이다(Chai-anan
1982, 1-2). 이 시기 태국의 선거제도는 쿠데타를 통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
다 집권 세력과 정부 여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폐지와 개정이 거듭되었으며, 새로이
집권한 정권은 개정된 선거제도와 절차를 통하여 선거를 치르고 그들의 절차적 정당
성을 인정받아 왔다. 물론 1973년부터 1976년 사이 제1차 민주화 시기와 1980년대
쁘렘(Prem Tinsulanonda) 총리에 의한 준민주주의(semi-democracy) 시기를 거
치면서 태국의 선거제도는 점진적으로 민주적인 선거 절차와 체계를 정립할 수 있었
으나, 보다 공정하고 경쟁적인 선거제도가 법제도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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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운영의 차원에서도 보다 확고하게 보장된 것은 1992년 제2차 민주화 항쟁 이후
부터이다.
<표 1> 태국의 역대 하원의원선거 현황
차수

선거방식

선거일

의석수

투표율 (%)

1

간접 (임명+간선)

1933. 11. 15

78

41.5

2

소선 (단순다수)

1937. 11. 7

91

40.2

3

소선 (단순다수)

1938. 11. 12

91

35.1

4

소선 (단순다수)

1946. 1. 6

96

32.5

5

소선 (단순다수)

1946. 8. 5

82

34.9

6

중선 (인구 기준)

1948. 1. 29

99

29.5

7

중선 (인구 기준)

1949. 6. 5

21

24.7

8

중선 (인구 기준)

1952. 2. 26

124

39.0

9

중선 (인구 기준)

1957. 2. 26

160

57.5

10

중선 (인구 기준)

1957. 12. 15

160

44.1

11

중선 (인구 기준)

1969. 2. 10

219

49.2

12

혼합 (소선+중선)

1975. 1. 26

269

47.2

13

혼합 (소선+중선)

1976. 4. 4

279

44.0

14

혼합 (소선+중선)

1979. 4. 22

301

43.9

15

혼합 (소선+중선)

1983. 4. 18

324

50.8

16

혼합 (소선+중선)

1986. 2. 27

347

61.4

17

혼합 (소선+중선)

1988. 2. 24

357

63.6

18

혼합 (소선+중선)

1992. 3. 22

360

59.4

19

혼합 (소선+중선)

1992. 9. 13

360

61.6

20

혼합 (소선+중선)

1995. 7. 2

391

62.0

21

혼합 (소선+중선)

1996. 11. 17

393

62.4

22

혼합 (소선+정당명부)

2001. 1. 6

500

69.9

23

혼합 (소선+정당명부)

2005. 2. 6

500

72.5

1992년 제2차 민주화의 성공 이후 아난(Anan Panyarachun) 총리를 중심으로
과도정부는 헌법 개정과 더불어 선거법과 정당법을 보다 민주적인 방향으로 개선하였
다. 특히 1992년 개정된 태국의 헌법은 “의회를 임명직 상원과 선출직 하원의 양원
제로 구성하고, 내각의 총리는 선출직 하원의원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하원의
원선거는 혼합선거구제를 채택하되 모든 후보자는 정당 소속이어야 하고, 선거에 참
여하는 모든 정당은 전체 의석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하원의원 후보를 공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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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조항을 두어 정당정치를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와 절차를 보완하였다(Murry
1996, 29). 이를 통하여 태국은 1992년 9월 선거와 1995년 7월 선거, 1996년 11
월 선거 등 모두 세 차례의 하원의원선거를 치르게 되었으며,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들을 기반으로 하여 1997년 헌법 개정을 준비하게 되었다.
선거제도와 관련하여 1997년 10월 개정된 새로운 헌법은 태국 역사상 가장 민주
적인 헌법으로 평가되고 있는데(Paichart et al. 1997, 1), 이 헌법은 그 동안 임
명제로 운영되어 오던 상원의원의 직선제 선출을 규정하고, 하원의원의 경우에도 소
선거구제에 의한 지역구 대표의원 400명과 정당명부제에 의한 비례대표의원 100명
을 선출하되 정당명부제의 경우 전체 유권자의 5% 이상 득표율을 획득한 정당들만
의석을 할당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당정치의 강화를 추진하였다. 또한 1997
년 헌법은 독립된 선거위원회(ECT: Election Commission of Thailand)의 설치
를 보장하고 그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는 조항들을 신설함으로써 보다 자유롭고 공정
한 선거관리를 통해 선거과정의 경쟁성과 공정성을 확충시켰으며, 연이어 이루어진
1998년의 선거법 정당법 개정을 통하여 정당 및 후보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선거
자금 및 선거운동에 대한 세부 규정을 보강하는 등 보다 경쟁적인 선거체계를 확립하
였다(Callahan 2000, 165; 윤진표 2001, 93; 이동윤 2003b, 279).
한편 선거제도와 관련하여 2005년 2월 6일 실시된 태국의 제23차 하원의원선거
는 지난 1997년 개정된 신 헌법과 1998년의 선거법 및 정당법에 의해 치러지는 두
번째 하원의원선거이다. 선거제도의 기본 틀이 크게 변화되어 선거 준비 및 홍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2001년 선거와 달리 이번 선거는 비교적 안정적인 분위기 속
에서 모든 과정이 준비되었으며,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 비교적 높은 수준
을 유지하였다. 2001년 선거와 같이 이번 선거는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에 입각하여
총 400개의 선거구에서 각각 1명의 하원의원을 선출하고, 정당명부제 투표를 통해
최소 5% 진입장벽을 통과한 정당들이 득표율 비례에 의해 100석의 의석을 나누어
갖는 ‘1인 2투표제’가 시행되었다. 유권자들의 투표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투표의무
제가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정당 및 후보자들의 선거비용과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이
더욱 강화되었다.4)
4) 선거비용 제한은 1979년 선거법부터 적용되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등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모든 비용의 지출명세서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도
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1998년 개정된 선거법은 선거비용 지출에 대해 과거 선
거법의 일부 조항들을 개정하여 선거비용의 규제 및 조사 범위를 보다 확대하였으며, 정당간
합의에 의해 선거위원회가 선거비용의 제한 및 조사활동의 실질적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Chaiwat 2000, 26-7; 이병도 2004,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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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태국의 현행 하원의원 선거제도는 ‘1인2투표제’에 입각
하여 지역구 의원을 선출하는 지역구제 투표용지(좌)와 지지정당
을 선택하는 정당명부제 투표용지(우) 등 두 종류의 투표용지에
각각 X표로 기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선거비용 및 선거운동의 제한과 관련하여 선거위원회는 이번 선거부터 의회 의결
을 거쳐 선거일 60일 이전부터 개인과 공공기관, 종교사원 등에 대한 각종 기부행위
를 금지시켰으며, T셔츠 및 모자 등 물품 제공과 선거결과와 관련된 보상 언급도 엄
격하게 금지시켰다(Bangkok Post 2004/10/07). 이번 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은
최초 100만 밧(baht)으로 그 상한선이 규정되었으나,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진행됨에
따라 선거위원회는 그 상한선을 150만 밧으로 상향 조정하였다.5) 그 밖에도 이번 선
거부터는 정당 후보들의 선거위원회 등록 이전에 그들의 후원자들에 의해 전개되었던
지지 퍼레이드나 공연이 불법으로 규정되었으며(Bangkok Post 2005/01/07), 디지
털 카메라나 카메라 폰을 이용한 매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투표소 내에서 이
것을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시켰다(The Nation 2005/02/05). 또한 지난 2001년
선거의 경우 선거에 참여한 총 43개 정당들 중 11개 정당이 단지 1명의 후보만을 정
당명부 후보로 등록시킨 점을 고려하여 선거위원회는 이번 선거부터 강제규정은 아니
나 협조사항으로 정당명부를 등록하는 모든 정당들은 최소 5명 이상의 정당명부 후
보명단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Bangkok Post 2005/01/06).
5) 참고로 지난 2001년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은 선거구의 크기에 따라 150만 밧, 170만 밧, 200
만 밧 등으로 차등 규제하는 방식이었다(이동윤 2001, 293). 선거위원회는 지난 선거에서 각
선거구의 선거비용 지출신고가 선거비용 제한선의 60% 정도였음을 감안하여 이번 선거에서는
모든 선거구의 선거비용 제한선을 100만 밧으로 규정하였다(Bangkok Post 200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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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으로 지난 2004년 방콕 시장선거가 끝난 이후부터 선거위원회는 각종
여론조사기관의 출구조사 결과가 선거종료 이전에 발표되는 것을 선거법으로 금지시
킨 바 있다(Krungthep Turakij 2004/08/30). 즉, 공식적인 선거기간 동안 여론조
사 결과의 발표는 자유롭게 허용되나, 선거 당일 실시되는 출구조사의 경우 전국 모
든 투표소의 투표함 봉인 이전까지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출구
조사 결과의 사전 발표가 선거진행 및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의한 것
으로, 이에 대하여 언론과 일부 학자들은 출구조사의 발표금지가 법적으로 정보와 표
현의 자유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금지 규정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Bangkok Post 2005/01/06). 선거위원회의 이러한 조치에 대하여 국민들의
반응은 찬반양론으로 분화되어 현실적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으며, 따라서 출구조
사 결과의 선거종료 이전 발표금지는 법적으로 효력을 유지하게 되었다(The Nation
2005/01/30).

8 이동윤

Ⅲ. 태국의 2005년 하원의원 선거과정
1. 선거일의 결정과 선거위원회 활동
이번 선거의 선거일 결정과 관련하여 최초 선거위원회는 잠정적으로 2월 13일을
선거일로 결정하였으나, 정부의 공식적인 임기가 1월 5일로 끝나고 2월 9일이 중국
인들의 신년행사인 구정(舊 )인 관계로 금권선거가 우려된다는 주장에 따라 최종적
으로 2월 6일을 선거일로 결정하였다(Bangkok Post 2004/12/09).6) 또한 2004년
12월 26일 지진해일 피해를 입은 남부 6개 지역에 대해서는 선거일 연기가 요구되기
도 하였으나, 선거위원회는 2월 6일까지 모든 선거준비가 충분하게 완료될 수 있다
는 판단에 따라 선거를 그대로 실시할 것을 결정하였다(The Nation 2005/01/04).
이에 따라 1월 7일부터 9일까지 각 정당의 정당명부 후보명단 등록이 이루어졌으며,
10일부터 14일까지 지역구 후보 등록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1월 29일과 30일
양일 간에는 예비투표와 부재자 투표가 실시되었으며, 각 해외공관별로 해외교포 투
표도 함께 진행되었다.
선거위원회의 선거준비 작업은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이미 현행 선거제도
에 입각하여 2001년 하원의원선거를 치른 바 있는 선거위원회는 중앙 선거위원회와
각 선거구별 지역 선거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번 선거에 필요한 후보 등록과 유권자 명
단 작성, 선거절차 홍보업무 등을 분할하여 시행하였으며, 각 지역별 선거위원회를
중심으로 투표용지 및 선거홍보물 제작 업무를 주관하였다. 선거운동 기간이 실시되
기 이전부터 각급 선거위원회는 선거홍보를 통한 투표참여 독려와 유권자 교육을 실
시하였으며,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아 유권자 명단을 작성하였다. 2004년 12월 지진
해일 피해를 입은 남부지역의 몇몇 선거구에서는 유권자들의 명단 파악과 선거홍보물
배포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나, 전국적으로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모든 선거준
비 작업이 완료되어 선거운동 기간을 맞이할 수 있었다.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감시는 각 선거구별 지역 선거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시행되
었는데, 선거위원회에 등록된 각종 시민단체들과 자원봉사자들 사이의 유기적인 협조
가 이루어져 별다른 마찰 없이 선거감시 활동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일부 지역 선거
위원회의 선거관리위원과 일선 공무원들은 선거준비 및 관리업무를 위한 예산과 인력
6) 태국의 하원의원선거는 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임기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 의회 해산
의 경우 해산일부터 6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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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을 호소하기도 하였으며, 선거감시 활동에 나선 시민운동단체 자원봉사자들의 경
우 선거감시를 위한 사전 교육을 충분하게 받지 못하고 감시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불
법 선거운동을 적발하는데 다소간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7) 정당 및 후보간 치열
한 경쟁이 펼쳐진 일부 지역에서는 상호 비방과 더불어 다수의 불법 선거운동 사례가
접수되기도 하였으나, 불법 선거운동 신고의 거의 대부분은 명확한 증거나 증인이 없
는 추측성 신고이거나 허위 신고임이 밝혀지기도 하였다.8)
한편 이번 선거기간 동안에는 일부 시민단체와 지식인, 야당 후보자들에 의하여
선거위원회에 대한 편파성 논란이 강력하게 제기되기도 하였다. 선거위원회가 선거운
동 기간동안 정부 및 여당의 정치적 영향력과 금권선거를 차단하는데 실패하였으며,
언론의 편파적 보도에 대해서도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이른바 ‘종이호랑이’(paper tiger)로 전락하였다는 비판이 그것이다(Bangkok Post
2005/02/03). 실질적으로 1월 29일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 유권자의 59%는 집권
여당이 선거위원회 업무에 대하여 정치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The Nation 2005/01/30), 야당 후보자들의 다수는 선거위원회가 선거과정과 관
련된 자신들의 이의 제기나 불법 선거운동 신고를 태만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였다.9)
언론의 편파적 보도 문제와 관련하여 2005년 1월 26일부터 30일까지 채널 3, 5,
7, 9, 그리고 iTV 등 5개 TV 방송사의 저녁뉴스 내용을 분석한 한 조사기관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정당들의 선거운동 동정에 대한 보도가 TV 저녁뉴스의 빈
도수와 시간 면에서 태국애국당에게 보다 유리하도록 편성되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
한 바 있다. 또한 이 조사기관은 여론조사 결과를 통하여 유권자들의 약 70% 정도
가 TV 방송 등 언론매체의 선거보도 내용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으며, 유권자들의
45% 정도는 TV 방송이 특정 정당에 대하여 지나치게 편파적이라고 느끼고 있다는

7) 나컨빠톰 지역 선거위원회의 선거관리위원장 짜린(Jarin Chattrung) 박사는 그녀 자신이 시
민단체의 선거감시단 자원봉사자 출신으로 “이번 선거의 선거준비 및 선거운동 감시업무를 수
행함에 있어서 재정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선거감시 활동을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사전 교
육이 매우 불충분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면담일: 2005. 2. 4).
8) ‘자유선거를 위한 아시아 네트워크’ 지역별 선거감시 활동 보고회 (2005. 2. 8).
9) 이 문제에 대하여 민주당의 선거운동본부 담당자는 “태국의 선거위원회는 비록 1997년 헌법에
의하여 독립성이 크게 신장되었으나, 집권 여당이나 정부로부터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100% 보장할 수는 없다. 특히 지방 선거위원회의 경우 매표행위나 금권선거에 대한 적발 및
규제활동이 매우 빈약하며, 실질적으로 부정선거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 경찰 역시 정부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Buranaj Samutharaks,
Kiat Sitheeamorn 면담 (면담일: 2005.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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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발표하였다(The Nation 2005/02/02).10)
<표 2> TV 저녁뉴스 방송의 정당별 빈도수와 시간 (2005년 1월 26일～30일)
빈도수 (회)

시간 (분：초)

태국애국당(TRT)

220 (36.8%)

303：44 (29.9%)

민주당(DP)

160 (26.8%)

170：15 (16.8%)

태국국가당(CTP)

102 (17.1%)

133：05 (13.1%)

대중당(MP)

96 (16.1%)

175：49 (17.3%)

기타(Others)

20 (3.3%)

232：20 (22.9%)

출처: The Nation 2005/02/02.

이번 선거기간 동안 선거위원회는 정부 관료들의 선거 중립을 엄중히 경고하였으
며,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자격 여부를 검증하여 여당과 야당을 불문하고 몇몇
후보자들에 대해 후보 부적격 판정을 내리기도 하였다.11)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각
관료로서 네윈(Newin Chidchob) 농업부 부장관은 남부 쏭클라(Songkhla) 지역을
방문하여 “만약 이 지역에서 태국애국당 후보가 당선되면, 모든 마을에 대하여 각각
10만 밧을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한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야당의 강력한 비난과 더불
어 고소 고발이 초래되었으며(Bangkok Post 2005/01/19), 그밖에도 정부 관료나
하위직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에 대한 크고 작은 논란이 지속되었다. 선거가 종료된 이
후 2월 12일까지 선거위원회에는 대략 297건의 선거 관련 불만과 불법 선거운동 신
고가 접수되었으며, 선거위원회는 2월 25일까지 ‘레드 카드’(red card)와 ‘옐로우 카
드’(yellow card) 심사를 마치고 1차 당선자가 발표된 이후 불법 사실이 입증된 선
거구에 대해서는 차후 선거일을 다시 지정하여 재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The

Nation 2005/02/12).

10) 이에 대하여 탁씬 총리가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iTV의 선거방송 담당자는 “총리나 장관 등 정
부 관료와 관련된 보도를 하다보니 집권 여당인 태국애국당에 대한 보도량이 많은 것은 사실이
나, 다른 정당들의 선거운동 보도도 되도록 치우치지 않도록 고려하고 있다. 또한 군소정당의
경우 보도할 내용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iTV 선거방송 담당자 면담 (면
담일: 2003. 2. 3).
11) 태국의 경우 하원의원 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지녀야 한다. 이에
따라 선거위원회는 방콕 던무엉(Don Muang) 선거구에서 출마한 태국애국당의 까룬(Karun
Hosakul) 후보가 대학 졸업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그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였다(The Nation 200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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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iTV 선거방송본부 방문 및 담당자
면담 (2005. 2. 3)

<사진 3> 나컨빠톰 선거위원회 선거관리위원장
면담 (2005. 2. 4)

2. 정당 및 후보자의 선거운동
이번 선거는 전체 25개 정당의 정당명부 후보 582명과 지역구 후보 1,707명 등
총 2,289명의 후보자들이 선거위원회의 등록 절차를 마치고 선거경쟁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정당명부제에 따른 후보자명단 100명과 전체 400개 선거구에 과반수 이상의
후보자를 등록시킨 정당은 태국애국당과 민주당, 태국국가당(Chart Thai Party),
대중당(Mahachon Party) 등 일부 정당에 불과하였으며, 정당명부 없이 5명 미만
의 지역구 후보만 등록시킨 정당도 5개 정당이나 되었고, 정당명부 후보 5명만을 등
록하고 지역구 후보를 공천하지 못한 정당도 2개 정당이나 되었다(Bangkok Post
2005/02/03). 실질적으로 일부 군소정당들은 의회 진출이 유력한 일부 정당들의 공
천과정에서 배제된 후보자들이 급조하여 군소정당을 결성한 경우도 있었으며, 거대정
당과 유사한 정당 명칭이나 대중영합적 정책을 내세워 정당명부제에 의한 당선을 꾀
하는 정당들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간 선거대결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거기간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여론조사 결과에 의해 태국애국당의 독주와 압도적인 승리가 예견
되었다. 2004년 12월 말까지 야당들의 추격으로 태국애국당과 야당들 사이의 지지도
는 조금씩 그 격차가 좁혀지기도 하였으나, 1월 이후 그 격차는 다시 벌어지게 되었
다. 이에 따라 각 정당들의 선거운동은 태국애국당의 독주에 대한 민주당, 태국국가
당, 대중당 등 주요 야당들의 연합과 견제 형태로 진행되었다. 현실적으로 탁씬 총리
와 태국애국당은 2003년 말까지 정당연립을 추진하여 전체 의석 500석 중 70%에
가까운 의석을 확보하고 강력한 리더십과 지배력을 행사한 바 있으며,12) 이번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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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공공연하게 400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여 단독정부의 구성과 함께 강력한
통치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반면 민주당과 태국국가당 등 주요 야당
들은 2003년 4월 추언(Chuan Leepai) 전 총리가 민주당 총재직을 그만둔 것을 필
두로 정당 내부의 분열과 리더십 교체 등으로 탁씬 총리와 태국애국당의 독주를 견제
할 만한 능력과 국민들의 신뢰를 형성하지 못하였다(Chookiat 2004, 259-60;
Thitinan 2003, 288). 차기 총리에 대한 인물평에 있어서도 탁씬 총리는 이미
2001년 선거 이후 총리직을 수행하면서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국정운영 능력이 검증
된 반면, 최대 야당인 민주당의 반얏(Banyat bantadtan) 총재는 남부지역을 제외
한 다른 지역에서 별다른 호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13)
<그림 1> 태국의 2005년 하원의원선거 여론조사 결과 추이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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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애국당(T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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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4일 1월 21일 1월 28일

2월 4일

257
85
40
18

233
94
47
26

232
93
46
29

246
82
45
26

251
81
43
24

254
85
39
21

266
83
35
16

279
76
32
11

0
143

0
167

0
168

1
154

1
149

1
146

0
134

1
121

출처: Krungthep Turakij 2005/01/14; 2005/01/31; 2005/02/04.

12) Http://www.ect.go.th/thai/mp/numbermp.html (검색일: 2005. 1. 27).
13) 실질적으로 민주당 반얏 총재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모든 사안에 대해 너무 느리게 반응한
다는 불만을 사고 있으며, 당 내부에서 확고한 지도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 약점으
로 지적되었다. 또한 반얏 총재는 “특유의 남부 사투리로 남부지역 유권자들의 지지율을 높일
수는 있으나, 방콕 유권자들을 비롯하여 전국적인 지지를 이끌기는 어렵다는 것”이 선거전문가
들의 평가이다. Somsri Hananuntasuk 면담 (면담일: 2005. 2. 3); Chaiwat Khamchoo
면담 (면담일: 2005. 1. 31). 이에 따라 로얄플라자(Royal Plaza)에서 진행된 민주당의 최종
선거유세에서도 반얏 총재의 연설보다 대중적 인기가 높은 아피씻(Abhisit Vejjajiva) 부총재
의 연설이 청중들로부터 더 큰 환호를 받았다. 민주당 로얄플라자 최종 선거유세 참관 (참관
일: 2005.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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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선거기간 동안 야당들에 의해 제기된 가장 큰 선거쟁점은 태국애국당의
일당지배 가능성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논리였다. 민주당은 차기 정부에서 태국애국
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최소 201석 이상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펼쳤으며,
“201석 이상 뽑아주세요”(luaktang hai theong 201 siyang)라는 구호와 함께 선
거운동을 전개하였다. 태국국가당의 반한(Banharn Silapa-archa) 총재 역시 “태국
국가당이야말로 태국애국당의 일당독재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라고 주장하
고,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하였다(The Nation 2005/02/01). 또한 대중당의 아넥
(Anek Laothamatas) 총재는 태국애국당이 북부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자신 역시 북부지역 ‘람빵(Lampang)의 아들’임을 내세워 태국애국당의
표밭인 북부지역을 공략하였다(Bangkok Post 2005/02/02). 그러나 주요 야당들이
주장하는 ‘견제와 균형’의 논리는 선거를 치러보지도 않고 이미 태국애국당의 압승을
기정사실로 간주하여 자신들이 패자임을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커다란 신뢰와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오히려 태국애국당은 “정당한 선거를 통한 일당지배가 무엇이 나쁜가? 태국애국당
은 이번 선거에서 말레이시아의 통일말레이민족기구(UMNO: United Malaysian
National Organization)와 같은 전국적인 압승을 거두어 강력한 통치력으로 국가
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다”라고 선전하였으며(Bangkok Post 2005/01/16),
탁씬 총리를 비롯하여 내각의 관료들도 이미 오래 전부터 공공연하게 “국가의 경제성
장과 발전을 위해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와 같은 정당체계를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Thitinan 2003, 288; Ockey 2003, 663-4). 특히 2005년 2월 4일 싸남루
엉(Sanam Luang)에서 열린 태국애국당의 최종 선거유세에서 탁씬 총리는 “야당들
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구호를 통하여 마치 모든 일당지배가 비민주적인 것으로 국민
들을 현혹시키고 있으나, 정당한 선거를 통하여 형성되는 일당지배체제가 왜 비민주
적인 것인가? 태국애국당은 이번 선거에서말로 전국적으로 완전한 승리를 획득하여
국민들의 민생을 향상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강력한 단독정부를 형성할 것이
다”라고 공언하였다.14)

14) 싸남루엉에서 개최된 태국애국당의 최종 선거유세에서 탁씬 총리는 “이번 선거에서 모든 국민
들이 태국애국당에 대하여 절대적 지지를 보여주면, 태국애국당은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민들의
복리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 국민들께 보답할 것”이라고 공언하였으며, 최종 선거유세에 참여한
많은 지지자들 역시 태국애국당의 압승을 예견하여 “이번 기회에야말로 태국애국당이 단독정부
를 구성하여 강력한 통치력으로 국가의 경제성장과 발전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태국
애국당 싸남루엉 최종 선거유세 참관 (참관일: 2005. 2. 4).

14 이동윤

<사진 4> 로얄플라자에서 개최된 민주당 최종
선거유세와 반얏 총재의 연설 (2005. 2. 4)

<사진 5> 싸남루엉에서 개최된 태국애국당 최
종 선거유세와 탁씬 총리의 연설 (2005. 2. 4)

이번 선거기간 동안 태국애국당과 민주당 사이에 전개된 또 다른 논쟁은 민주당의
쭐린(Julin Laksanavisit) 부총재가 자신의 선거운동 스티커에 국왕과 왕비의 말씀
을 인용하여 태국애국당을 비판한 사건이었다.15) 이에 대하여 탁씬 총리는 “한편으로
‘견제와 균형’을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국왕에 대한 충성심까지 선거운동에 이용
하는 민주당의 선거운동은 더러운 속임수(dirty trick)에 불과하며, 이것은 오히려
국민들의 선택에서 그들 자신이 코너에 몰려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The Nation 2005/01/29). 반면 민주당은 “이번 사건은 민주당의 쭐린 부총재에
의해 주도된 것이 아니며, 지역구 지구당의 인턴십 당원이 독자적으로 추진한 것”이
라고 대응하였으며, 왕실재단인 차이빳타나재단(Chai Pattana Foundation)도 대
변인을 통해 왕실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Bangkok Post 2005/02/02).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은 선거위원회에 의하여 위법
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민주당은 자신들의 선거운동을 비난한 탁씬
총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하였다(Bangkok Post 2005/02/03).
주요 정당의 정책 대결과 선거공약은 지난 2001년 선거보다 오히려 퇴보된 경향
을 보여주었다. 2005년 1월 20일 탐마쌋대학교(Thammasat University) 정치학
부와 일부 언론사들에 의해 공동으로 주최로 개최된 주요 정당지도자 정책토론회는
탁씬 총리의 불참 통보로 정책토론회 자체가 무산되었으며, 2월 3일 탐마쌋대학교

15) 선거기간 동안 배포된 스티커는 모두 두 종류로 그 중 하나는 “국왕께서는 부유한 사람이 더욱
부정을 저지르고, 부패한 사람은 욕을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적혀 있고, 다른 하나
에는 “왕비께서는 가난은 창피한 것이 아니며, 사악함과 협잡이 오히려 혐오스럽고 부끄러운 일
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태국애국당을 간접적으로 비판하였다(Bangkok Post
200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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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부와 선거감시재단(Poll Watch Foundation) 주최로 개최된 정당 정책토론
회 역시 태국애국당 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의 아피씻 부총재와 태국국가당의
위라싹(Weerasak Kowsurat), 대중당의 에까폰(Akapol Sorasuchart) 등이 대표
로 참석하여 정책토론을 펼쳤으나, 정치 경제 사회 문제 등 각 정당들이 제시한 대
부분의 정책공약들은 선언적 의미만 지니고 있을 뿐 청중들로부터 세부적인 실천방안
이 미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다.16)

<사진 6> <사진 7> 2005년 2월 3일 정당 정책토론회 포스터(좌)와 정책토론회 토론 장면(우)

일찍이 민주당은 선거 1년여 전부터 탁씬 정부의 국정 운영을 비판하고, 국민경제
와 교육, 농촌, 노동 등 4대 부문에 걸쳐 정당정책을 발표하여 태국애국당과의 정책
경쟁을 준비하여 왔다. 그러나 탁씬 총리와 태국애국당은 민주당의 정책들이 태국애
국당의 정책을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 절하함으로써 국민적 관심을 끌지는 못
하였다(Bangkok Post 2004/04/26). 선거기간 동안 민주당과 태국국가당, 대중당
등 주요 야당들은 태국애국당의 정책공약이 대중영합적이고 국가와 국민들의 부채만
증가시킬 뿐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이에 대하여 야당들 자신도 뚜렷한 정책 대안이나
차별성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이들이 제시한 대부분의 정책공약 역시 태국애국당의

16) 정책토론회에서 만난 대다수의 청중들은 “각 정당들 사이의 뚜렷한 정책적 차이점을 구분하기
어려우며, 대부분 세부적인 계획이 빈약하여 그 실천 가능성이 의심스럽다”고 논평하였다. 탐마
쌋대학교 정당 정책토론회 참관 (참관일: 200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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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과 마찬가지로 대중영합적인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일부 유
권자들은 야당의 정책공약이 태국애국당의 그것보다 더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표 3> 태국의 2005년 하원의원선거 정당별 정책공약
정책 구분

빈민정책

태국애국당 (TRT)

민주당 (DP)

태국국가당 (CTP)

대중당 (MP)

전문가 및 기술진으로  저 소 득 노 령 자 들 을
구성된 “빈곤구제이동 위한 국영 임대주택
상담소” 운영
운영방법 개선
빈민 대상 재정 지원 1달 1,000밧 이내에서
및 교육비 제공 확충
무상 보건의료 혜택

국영 임대주택 혜택을 태국애국당이 추진해
받지 못한 노령자에게 온 30밧 “의료지원제
월 500밧 지급
도” 폐지
 빈민의료 보건제도를 빈민 대상 무상 의료
무상으로 전환
제도 추진
국민 부채 해결
부채로부터의 해방

지역공동체 자체 해결
능력과 기회 강화

지역공동체의 공공참 지방 분권화를 위해
여 장려
권력 분산 및 중앙정
지방행정 강화
부 예산의 35%를 지
방으로 이전
4개 지방도시에 대도
시 행정체계 추진

지방정책



농촌정책

“젖소 대여제도” 추진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한 4개년 계획 추
을 통한 수입 증대
농가지원금 규모를 규 진 (농업기술 지원 및
개선)
모별로 확대조정
농가 우물 개발사업
농가부채 제한적 탕감
확대
(본인부담 2,500밧)

교육정책

졸업 이후 취업까지
유치원으로부터 초등 12세 이하 초등교육, 정부 연구소를 이용하
중등교육 무상 제공
여 모든 자녀들에게
대학등록금 연기
학교까지 무상 교육
담배세, 주류세 인상 취업과 소득 증대를
초등, 중등교육 무상
제공
을 통한 대학교 보건 위한 직업교육 투자
제도 개선
대학 정원의 20% 증
원, 국립대학 등록금
50% 인하

기타정책

장기계획에 따라 1조
밧을 투자해 방콕 대
중교통체계 개선
국민들의 안전과 기회
보장



농업은행이나 농업협
동조합을 통한 논가부
채 탕감(5만 밧 이하
대출자)
쌀값을 농민에게 지불



신뢰 회복과 균형사회 정책결정과정에 소수
수립
집단의 참여 장려
사회정의 실현
총리에 대한 의회 불
부패와의 전쟁 추진
신임제도 기준 개정
마약과의 전쟁 추진
부패 척결
새로운 형태의 독재에
반대

출처: Bangkok Post 2005/02/03; Krungthep Turakij 2005/02/03.

남부 이슬람 거주지역의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 정당들의 정책은 태국애국
당과 야당들 사이의 이견이 존재하여 야당들은 태국애국당의 강경진압정책을 비판하
고 보다 신중한 접근과 근본적인 치유책을 요구하였다. 남부지역에서 강력한 지지기
반을 형성하고 있는 민주당의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공약 제시나 언급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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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였는데, 그것은 태국애국당에 의해 그들의 입장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다.17) 오히려 태국애국당의 경우 남부지역에서 의석
수를 늘이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제시하였으며, 이것은 탁씬 총리 및 내각 관
료들의 남부지역 방문과 공식적인 정부지원 약속 등을 통해 가시화되었다.
이번 선거과정에서 각 정당들은 자신들의 정책적 허점과 잘못이 그대로 들어나는
정책토론회나 논쟁보다는 선거유세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선거운
동 방식을 선호하였다(The Nation 2005/01/29). 실질적으로 2001년 선거 당시
태국애국당은 심각한 정책적 논쟁을 피하고 지방 선거유세에서 대중들에게 자신들의
정책공약을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운동방법을 통해 선거에 승리할 수 있었다. 당시 이
러한 선거전략은 비록 지식인들과 언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선거과정에서 많은 효과
를 본 것이 사실이다(Pasuk et al. 2004, 8). 이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는 여당과
야당을 불문하고 대부분의 정당들이 심각한 정책논쟁을 회피하고 대중적 인지도가 높
은 정당지도자나 유명 후보자들을 내세워 유권자들의 감성에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전
개하였다. 이른바 ‘대중영합주의 전투’(populist battle)로 명명된 이번 선거기간 동
안 각 정당들은 뚜렷한 정책공약을 제시하기 보다는 선거운동 기간 내내 유권자들을
현혹시키는 자극적인 문구와 선거구호로 일관하였다(Bangkok Post 2005/02/03).
이러한 선거운동 방식은 각 정당의 선거전략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쳐 주로 네거티
브 선거전략이 선거운동의 주종을 이루게 되었다.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자기 정당의
정책공약을 선전하기 보다는 다른 정당의 실책이나 정책공약을 비판하는데 열중하였
으며, 이러한 선거 분위기는 선거기간이 막바지에 도달하면서 정당과 후보자들 사이
의 경쟁이 과열되어 선거법 위반이나 인신공격에 따른 고소고발사건이 크게 증가하
였다(Bangkok Post 2005/01/27; The Nation 2005/01/29). 과거 선거와 달리
선거법에 의한 선거비용 규제와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적발이 강화됨에 따라 선거운
동 기간동안 두드러진 매표행위와 금권선거 사례들이 적발되지는 않았으나, 이러한
사례들을 대신하여 정당 및 후보자들 사이의 상호 비방과 인신공격이 크게 늘어났던
것이다. 또한 선거법 강화 이후 각 정당 및 후보자들의 매표행위 역시 보다 은밀하게
진행되어 한 마을이나 직장 단위로 표가 매매되거나 카메라 폰 혹은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한 신종 매표행위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기도 하였다(Bangkok Post
2005/01/14; The Nation 2005/01/31).

17) Buranaj Samutharaks, Kiat Sitheeamorn 면담 (면담일: 2005.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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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8> 태국국가당 반한 총재 포스터

<사진 9> 태국국가당 추윗 후보 포스터

<사진 10> 태국국가당 후보 포스터에 대한 낙서

<사진 11> 민주당의 지지 호소 선거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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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3> 태국애국당의 지지 호소 선거 포스터

<사진 14> 대중당의 아넥 총재 포스터

3. 유권자와 시민단체들의 반응
2005년 하원의원선거는 전체 유권자의 72.5%가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태국의 역
대 선거들 중 가장 높은 투표참여율을 기록하였다. 투표율은 방콕 등 대도시보다 중
소도시와 농촌지역에서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18) 특히 지진해일의 피해를 입은 남부
지역의 투표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Bangkok Post 2005/02/09). 이러한 투표율
결과는 선거기간 동안 외형상 비교적 냉담한 반응과 달리 태국애국당의 독주에 대한
야당들의 ‘견제와 균형’ 논리가 어느 정도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기 때문이기도
하며, 다른 한편으로 투표의무제의 영향과 더불어 지방과 농촌지역에서 정당 및 후보
자들에 의한 유권자들의 조직적 동원이 아직도 지속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산간도서지역 등 지방 곳곳에서는 투표소로의 이동에 있어 편의
를 도모하기 위해 픽업트럭이나 다른 운송수단을 동원한 유권자 수송이 전개되었으
며, 이러한 가운데 정당 및 후보자들의 유권자 동원과 매표행위도 함께 진행된 것으
로 추정되었다.19)
18) 실질적으로 2005년 1월 29일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 방콕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 대하여 다
른 지역 유권자들보다 더 냉담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The Nation 200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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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과정에서 시민단체들은 P-Net(People's Network for Election), 선
거감시단(Poll Watch) 등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선거감시 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선거과정과 관련하여 유권자들의 반응 중 특이한 것은 지식인들과 시민단체들을 중심
으로 태국애국당의 일당지배를 견제하기 위한 강력한 시민운동이 전개되었다는 점이
다. 특히 선거기간 중에 만난 대다수의 젊은 대학생들과 유권자들은 태국애국당의 일
당지배 가능성에 대하여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고, 야당인 민주당에 투표할 것을 공언
하였다. 또한 선거기간 이전부터 일부 학자와 시민단체들은 탁씬 총리와 태국애국당
에 의한 일당지배가 필리핀의 마르꼬스(Ferdinand E. Marcos) 독재보다 더 나쁜
상황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설파하였으며(Bangkok Post 2005/01/15), 태국애국
당을 말레이시아의 통일말레이민족기구(UMNO)나 싱가포르의 집권당인 인민행동당
(People's Action Party)과 비교하여 비판하기도 하였다. 특히 민주주의를 위한 민
중동맹(People's

Alliance

for

Democracy)이나

대중민주주의를

위한

캠페인

(Campaign for Public Democracy) 등 일부 시민단체들은 민주당의 선거운동 구
호를 그대로 인용하여 “태국애국당의 일당지배와 권위주의적 통치를 저지하기 위해
야당에게 최소 201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Bangkok

Post 2005/01/20), 태국애국당의 실책이나 정책상 문제점을 담은 CD를 제작하여
유포하는 등 대대적인 반( ) 탁씬운동을 전개하였다(The Nation 2005/01/29).
한편 태국 유권자들의 투표행태는 과거 일반적인 경향과 같이 인물 중심적 투표행
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05년 1월 29일 실시된 한 여론
조사에서 “무엇에 의해 선거결과가 결정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의
73%는 후보자의 개인적 인기도에 따라 선거결과가 결정된다고 응답하였으며(The

Nation 2005/01/30), 선거 이후 전국 8,000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또 다
른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후보자와의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투표를 결
정하였다고 응답한 반면, 정당의 정책을 보고 투표를 했다는 응답자는 단지 30%에
불과하였다(Bangkok Post 2005/02/26). 실질적으로 선거기간 동안 만난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각 정당의 정책공약에 대하여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각 정당의 총재나 지역구 후보의 인물됨을 보고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하
였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과정에서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지난 2001년 선거와 달리
정당간 뚜렷한 정책경쟁이나 논쟁이 활성화되지 못한 가운데 정당 지도자나 지역구
후보를 중심으로 개인의 인물됨을 보고 투표를 결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19) Sakool Zuesongdham, Somsri Hananuntasuk 면담 (면담일: 2005.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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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거일 투개표과정과 현황
선거 당일인 2005년 2월 6일 투개표 과정은 비교적 평온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비록 남부 무슬림 거주지역에서 주둔군 당국이 야간 선거운동을
금지하여 유권자들에게 투 개표에 관한 충분한 교육이나 정보전달이 어려웠던 점이
나 지진해일 피해를 입은 일부 지역에서 선거진행의 어려움을 겪은 점, 선거관리위원
이나 정당참관인,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충분한 선거교육이 실시되지 못한 점 등이 이
번 선거과정의 크고 작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는 하였으나, 이번 선거는 전반적으로
지난 2001년 선거보다 차분하고 안정적인 분위기 속에 투 개표과정이 진행됨으로써
민주적 선거문화와 질서의 정착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20)
태국의 유권자들은 생년월일에 따라 만 20세가 지나면 자동적으로 투표권을 갖게
된다. 각 지역구 행정기관과 선거위원회는 선거일 1달 전에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들의 명단을 작성완료하고, 해당 유권자들은 각급 지역 선거위원회에서 자신
의 이름이 명단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태국의 경우 지난 2000
년 상원의원선거부터 투표의무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 당일 투표참여가 어려
운 유권자들의 경우 선거위원회에 미리 등록하여 선거일 1주일 전에 실시되는 예비
투표와 부재자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태국 시민권을 갖은 해외 거주자 역시 거주
국가의 태국대사관에 미리 등록하여 해외교포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태국의 경우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이틀 전 자정을 기하여 모든 정당 및
후보자들의 공식적인 선거유세를 마감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 태
국애국당과 민주당 등 주요 정당과 후보자들은 선거일 이틀 전인 2월 4일 최종 선거
유세를 마치고 공식적인 선거유세를 종료하였다.21) 전단과 스티커, 포스터 등 정당
및 후보자들의 선거홍보 게시물은 선거일 당일까지 유효하며, 모든 투표가 종료되는
시점으로부터 철거작업에 들어간다. 모든 선거홍보물의 무단훼손은 불법으로 규정되
어 있으며, 또한 이번 선거부터 공공장소에는 허가된 선거홍보물만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으나 이 규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였다.
투표소의 설치는 선거일 전날인 2월 5일 이루어지며, 각 선거구마다 유권자수
700～900명을 기준으로 하여 투표관리위원회가 조직되어 이들을 중심으로 투표소
설치 및 투표관리 업무가 진행된다. 투표소의 설치작업은 비교적 간단하여 마을회관
20) ‘자유선거를 위한 아시아 네트워크’ 외신 기자회견 성명서 (2005/02/08).
21) 그러나 공식적인 선거유세가 종료된 2월 5일에도 일부 정당의 지부(지구당)들은 당원단합대회
의 형식을 빌려 개별적인 선거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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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시장, 공공시설 등 넓은 공간을 지닌 공개된 장소(open place)에 탁자, 의자,
투표부스, 투표용구 등을 구비하여 투표소 설치가 완비된다. 선거일 당일 각 투표소
앞에는 선거와 관련된 간략한 홍보물과 정당 및 후보자의 사진, 홍보물이 게시되며,
투표인 명단을 함께 비치하여 투표소에 입장하기 이전에 유권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투표인 명단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림 2> 태국의 하원의원선거 투표소 배치도

⑵

투표부스

①

⑤

⑥

⑶

④

⑦

⑴

③

투 표참관인

투표함 (정당/지역구 2종)

②

⑷

선거게시판

ⓐ

투표소 출입구

ⓑ

선거일 당일 투표과정은 각 투표소마다 구성되어 있는 투표관리위원들에 의해 진
행된다.22) 오전 8시 투표관리위원들을 중심으로 공정선거를 위한 선서 등 의식절차
를 마친 이후 지역별 선거위원회로부터 봉인된 상태로 이송된 2개의 투표함을 개봉
하여 투표용지와 투표용구 등 내용물을 확인하고, 이송된 각각의 투표용지 매수를 확
인한 이후 빈 투표함을 플라스틱 씰(seal)로 봉인한다.23) 모든 확인절차가 완료되
22) 각 투표소별 투표관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최소 7명으로 구성되며, 그밖에 투표의 진행과
정을 경비하기 위하여 경찰관 2명이 배치된다.
23) 태국의 하원의원선거는 2001년 선거부터 정당명부제 투표와 지역구제 투표 등 ‘1인2투표제’가
진행되는 관계로 투표함과 투표용지가 각각 두 종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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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투표관리위원장의 선언으로 유권자들의 투표소 입장과 함께 투표가 실시된다. 투
표시간은 오전 8시부터 시작하여 오후 3시 정각에 마감된다.
투표의 진행절차는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 투표소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던 유권자가 투표관리위원장의 투표개시 선언에 따라 투표소로 입장하여 투표관리
위원 ②, ③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여부 및 투표인 명단에서 이름을 확인한
다. 모든 확인 절차를 마친 유권자는 투표관리위원 ④, ⑤로부터 다시 한번 투표인
명단을 확인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당명부제 투표용지와 지역구제 투표용지 등
두 종류의 투표용지를 각각 수령한다.24) (2) 두 종류의 투표용지를 모두 수령한 유
권자는 투표관리위원장 ①의 안내를 받아 투표부스로 가서 비밀리에 자신이 원하는
후보자와 정당에 각각 기표(X표)를 완료한다. (3) 기표를 완료한 유권자는 투표관리
위원 ⑥, ⑦의 안내를 받아 두 종류의 투표용지를 각각 정해진 투표함에 넣는다. (4)
모든 투표를 완료한 유권자는 출구로 퇴장한다. 이 때 투표소의 출 입구 양쪽에는
투표과정의 경비업무를 맡은 경찰관 2명(ⓐ, ⓑ)이 안내와 질서유지를 담당한다. 또
한 각 정당에서 파견된 투표참관인과 선거감시 자원봉사자들은 투표관리위원 ②, ③,
④, ⑤의 뒷자리에 배치되어 투표절차의 진행과정을 감시한다.
태국의 투표과정 참관을 통하여 발견된 제반 특징과 문제점은 첫째, 투표과정을
감시하는 정당참관인 및 선거감시 자원봉사자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선거감
시를 위한 사전 교육을 충분하게 받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실질적으로 선거감시 활동
이 전개되었던 많은 투표소에서 제대로 배치된 정당참관인이나 시민단체 선거감시단
원들을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투표소에 적절하게 배치된 이들조차 투표과정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이들이 많았다. 둘
째, 일부 투표소의 경우 투표소 위치의 선정이 여의치 않아 한 장소에 2～3개의 투
표소가 동시에 설치되어 유권자들의 혼란이 초래되기도 하였다(<사진 17> 참조). 그
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투표소에서는 맹인용 투표보조 장비를 비치하고(<사진 18> 참
조)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안내 도우미를 배치하는 등 이번 선거는 투표과정의 커다란
하자 없이 전반적으로 평온하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투표과정이 진행되었다고 평가
할 수 있다.25)

24) 각각의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적는 여백과 함께 상단 절취선이 있어 유권자는 투표용지 상
단의 지정된 위치에 지장을 찍고 절취된 투표용지를 수령한다. 지장이 찍혀 있는 투표용지 상
단은 투표관리위원에 의해 보관되며, 모든 투표과정이 종료된 이후 투표용지의 매수를 재검하
는데 사용된다.
25) ‘자유선거를 위한 아시아 네트워크’ 지역별 선거감시 활동 보고회 (2005.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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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5> 나컨빠톰 제5선거구 땀본 타딸랏
제3투표소 (2005. 2. 6)

<사진 16> 나컨빠톰 제4선거구 땀본 나컨차이
쓰리 제1투표소 (2005. 2. 6)

<사진 17> 나컨빠톰 제4선거구 땀본 방끄라카
오 제3, 4, 5투표소 (2005. 2. 6)

<사진 18> 나컨빠톰 제5선거구 땀본 타딸랏
제3투표소 (2005. 2. 6)

오후 3시 정각 투표시간이 종료되면, 정각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유권자들까지
투표를 완료한 이후 투표과정이 최종 마감된다. 각 투표소의 투표관리위원들은 투
표함의 모든 투입구를 봉인하고, 보관된 투표용지 상단 절취부의 매수를 집계하여
투표인수를 확인한다. 사용된 투표인 명부와 투표용지 상단 절취 부분, 남은 투표
용지 등은 정리하여 준비된 비닐 백에 넣어 봉인하고, 투표도구와 투표부스를 정리
하여 투표함 이송을 준비한다. 투표함과 비닐 백에 정리된 내용물들은 미리 준비된
차량이나

선박,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무장한 경찰관 입회 하에 개표소로 이동한

다(<사진 19>, <사진 20> 참조). 개표소는 각 선거구마다 1개소씩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여 운영하되, 별도의 개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표과정을 진행한다. 개표
진행요원으로는 대부분 학교 교사나 공무원, 군사학교 학생들이 동원되며, 이들은
개표과정에서 식사와 음료를 제공받으며 개표작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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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태국의 하원의원선거 개표소 배치도
개표 상황판

개 표관리위원

①

④

②

③

⑴
⑵
⑶

⑤

ⓐ

출입구

ⓑ

개표참관인
ⓒ

투표함 보관소

ⓓ

개표종합 현황판

개표의 진행절차는 우선 모든 투표함이 도착한 이후 정당참관인 및 선거감시인
입회 하에 투표함의 봉인 여부를 확인하고, 투표함을 개봉하여 투표용지의 매수와
실질 투표인수를 알 수 있는 투표인 명부의 기록을 교차 확인한다. 개표작업은 각
각의 투표소를 단위로 기표 확인작업과 집계작업이 동시에 실시되는데, <그림 3>에
서 보는 바와 같이 5인 1조로 개표진행요원 ①, ②가 기표 확인 호명과 검표작업을
담당하고, 개표진행요원 ③은 투표용지를 관리한다. 개표진행요원 ④는 ①이 호명
하는 정당 번호나 후보자 번호를 미리 준비된 개표 상황판에

형식으로 표기하여

표를 집계한다(<사진 22> 참조). 이 때 개표진행요원 ⑤는 ①, ②가 호명하는 기표
확인을 재검하고, 모든 개표작업을 감시한다. 정당참관인이나 선거감시 자원봉사자
들은 개표소 밖의 개표진행요원 ⑤ 뒤에서 개표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한 투표소
의 개표작업이 종료될 때마다 개표 상황판에 집계된 개표결과는 투표용지 매수의
재검과정을 거쳐 개표관리위원회에 보고되며, 개표관리위원은 개표종합 현황판에
개표결과를 기록하고 보고서류를 작성한다. 개표와 검표가 완료된 투표용지와 투표
함은 무장한 경찰관이 경비하는 투표함 임시보관소에 보관되며, 모든 개표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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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되면 경찰서로 이동하여 별다른 이상이 없는 한 1년간 보관된다.

<사진 19> 나컨빠톰 제2선거구의 투표함 운송
장면 (2005. 2. 6)

<사진 20> 나컨빠톰 제2선거구의 투표함 운송
장면 (2005. 2. 6)

<사진 21> 나컨빠톰 제1선거구의 개표작업 준
비과정 (2005. 2. 6)

<사진 22> 나컨빠톰 제5선거구의 개표작업 진
행과정 (2005. 2. 7)

<사진 23> 나컨빠톰 제4선거구의 개표작업 진
행과정 (2005. 2. 7)

<사진 24> 나컨빠톰 제4선거구의 개표작업 진
행과정 (2005.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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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개표과정 참관을 통하여 발견된 제반 특징과 문제점은 첫째, 투표소로부
터 개표소로의 투표함 이송이 불안정하여 운송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는 점이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등 다른 동남아 국가들과 달리 태국은 한국과 마
찬가지로 투표과정이 완료된 이후 모든 투표소의 투표함을 개표소로 운송하여 개표
과정을 진행하도록 된다. 그러나 교통시설이 불편한 산간 오지와 도서지역의 경우
투표함 운송에 소요되는 시간이 지나치게 많이 걸리고 운송방법 또한 불안정하여
투표함 운송과정의 안정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 둘째, 일부 개표소에서는 개표진행
요원으로 군복을 입은 군사학교 학생들이 동원됨으로써 위화감이 조성되기도 하였
으며(<사진 23> 참조), 또한 일부 개표소에서는 교사와 고등학교 학생들이 동원되
어 선거일 다음 날까지 개표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수업 결손 등 학업의 지장이 우려
되었다(<사진 22> 참조). 물론 “군사학교 학생들은 군사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규율
이 잘 잡혀 있고, 일반 학생들 또한 순수하기 때문에 개표부정의 우려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26)고는 하지만, 개표과정의 분위기 조성과 교육적 차원에서 지양
되어야 할 점으로 지적되었다. 셋째, 선거과정 참관이 일부 개표소에서는 당일 오
후까지 개표작업이 진행된 관계로 정당참관인이나 선거감시 자원봉사자들이 더위와
졸음에 지쳐 제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경우가 목격되었다(<사진 24> 참조). 물
론 개표작업이 이미 70～80% 이상 진행된 결과에 따라 각 정당별 후보자의 당락
이 결정되어 감시활동에 소홀하게 되었다고 하지만, 마음만 먹는다면 정당득표율
조작 등 개표부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종합적으로 태국의 2005년 하원의원선거 투 개표과정은 일부 투표소의 투표관
리위원이나 선거감시단원들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나 전
국적으로 정당 및 시민단체들의 선거감시 및 참관활동이 불충분했던 점, 그리고 투
표와 개표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여 번거롭거나 투표함 운송시 안전사고의 문제 발
생이 우려된다는 점 등을 제외한다면, 비교적 평온하고 안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투 개표작업이 완료되었다.27) 물론 전체 투 개표과정에서 부분적으로 크고 작은
문제점과 불만 사례가 접수되기도 하였지만, 선거법의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
모든 투 개표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됨으로써 보다 성숙한 선거질서와 문화를 조성
하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6) 나컨빠톰 제4선거구 개표소 개표관리위원장 면담 (면담일: 2005. 2. 7)
27) ‘자유선거를 위한 아시아 네트워크’ 외신 기자회견 성명서 (200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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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선거결과에 따른 단기적 전망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태국의 2005년 하원의원 선거결과는 수많은 여론조사
기관의 예측을 상회하는 놀라운 결과로 표출되었다. 물론 선거 이전부터 여론조사 결
과에 따라 일찍이 태국애국당의 압도적 승리와 일당지배가 예견되기는 하였으나, 실
질적인 선거결과는 여론조사기관의 의석수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태국애국당이 지역
구 대표의석 310석과 정당명부 비례대표의석 67석 등 총 377석을 차지하여 승리하
게 되었다.28) 이에 따라 탁씬 총리와 태국애국당은 선거 이전부터 공언하였듯이 태
국애국당 단독으로 내각과 정부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으며, 민주당과 태국국가당,
대중당 등은 야당의 길을 걷게 되었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당 총재였던 반얏이 총재
직에서 물러남으로써 부총재인 아피씻이 당 운영을 총괄하게 되었으며, 대중당의 경
우에도 당 총재인 아넥과 배후의 실질적인 지도자인 싸난(Sanan Kachomprasart)
고문이 모두 의석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정당의 존립 기반마저 흔들리게 되었다.
<표 4> 태국의 2001년, 2005년 하원의원 선거결과 비교
단위: 명 (%)
정당명

2001년 1월 6일
지역구 의석 정당명부 의석

2005년 2월 6일
합 계

지역구 의석 정당명부 의석

합 계

태국애국당(TRT)

200 (50.0)

48 (48.0)

248 (49.6)

310 (77.5)

67 (67.0)

377 (75.4)

민주당(DP)

97 (24.3)

31 (31.0)

128 (25.6)

70 (17.5)

26 (26.0)

96 (19.2)

태국국가당(CTP)

35 (8.8)

6 (6.0)

41 (8.2)

18 (4.5)

7 (7.0)

25 (5.0)

새희망당(NAP)

28 (7.0)

8 (8.0)

36 (7.2)

-

-

-

국가개발당(CPP)

22 (5.5)

7 (7.0)

29 (5.8)

-

-

-

정의자유당(SP)

14 (3.5)

-

14 (2.8)

-

-

-

인민당(RP)

2 (0.5)

-

2 (0.4)

-

-

-

태국조국당(TTP)

1 (0.3)

-

1 (0.2)

-

-

-

사회행동당(SAP)

1(0.3)

-

1(0.2)

-

-

-

대중당(MP)

-

-

-

2 (0.5)

-

2 (0.4)

총 계

400

100

500

400

100

500

출처: Http://www.parliament.go.th/member44/numbermp.html (검색일: 2001. 4. 28);
Bangkok Post 2005/02/25.

28) 선거일 직전까지 실시된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태국애국당은 340±10석, 민주당은 100±5석,
태국국가당은 40±5석, 그리고 대중당은 10±5석을 획득할 것으로 예측된 바 있다(Matichon
Sudsapdah 2005/02/04～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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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결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과 예측이 가능하지만, 크게 몇 가지 사안
으로 그 결과를 압축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번 선거를 통하여 태국애국
당이 표방하는 대중영합적 정책공약은 다시 한번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다는 점이
다.29) 태국 국민들은 국가 운영의 장기적인 비전이나 정책보다는 태국애국당이 표방
하는 단기간의 정책적 혜택을 보다 더 선호하였으며, 일부 대학생들과 지식인, 시민
단체들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탁씬 총리의 강력한 권위주의적 리더십에 대해서도 커
다란 반감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이번 선거결과를 통하여 표출되었다. 실질적으
로 선거기간 중에 만난 많은 수의 유권자들은 “그 동안 태국의 선거에서 당선 이후
그들이 선거기간 동안 내걸었던 정책공약을 제대로 지킨 정치인들은 드물다. 탁씬 총
리는 적어도 2001년 선거에서 승리한 이후 자신의 정책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언급할 만큼 탁씬 총리와 정부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안정된 신뢰감과 기대감
을 형성하고 있었다. 반면 야당들은 태국애국당의 대중영합적 정책공약들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도 그들과 대비되는 뚜렷한 정책적 차별성이나 구체적인 세부 정책계획을
제시하지 못한 채 오히려 태국애국당의 대중영합적 정책공약을 모방함으로써 국민들
의 신뢰와 지지기반을 잃게 되었다. 특히 이번 선거과정에서 일부 지식인과 시민단체
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후원을 받았던 민주당의 경우, 당 지도부의 지도력 부재와 정
책 개발의 실패 등으로 지난 2001년 선거결과보다 오히려 낮은 득표율과 의석을 획
득하는데 그쳤다. 태국국가당이나 대중당 등 다른 야당들 역시 뚜렷한 정책공약의 제
시보다는 유권자들의 감성에 호소하는 기존의 선거방식을 고수함으로써 유권자들로부
터 높은 지지율을 획득하는데 실패하였다.
둘째, 태국 국민들은 이번 선거에서 탁씬 총리의 강력한 리더십을 선택하였다는
점이다. 실질적으로 지난 2001년 선거에서도 태국의 유권자들은 과거 정부보다 강력
한 리더십을 선호하였으며, 이에 따라 과거 경찰 간부이자 재벌 총수 출신으로서 탁
월한 리더십을 보인 탁씬 총리의 태국애국당이 국민들의 강력한 지지를 획득하여 선
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이동윤 2001). 이번 선거결과 역시 탁씬 총리의 제1기 정
부가 강력하게 추진하여 왔던 권력의 중앙집권화와 빠른 정책결정 등이 국민들로부터
어느 정도 강한 신뢰를 받았다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탁씬 총리의
제2기 정부 역시 지속적으로 강력한 정책결정과 집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다. 반면 야당 세력은 민심의 향방을 가늠하지 못한 채 내부 분열과 리더십 부재
등으로 이번 선거에서 실패함으로써 향후 국정 운영에 있어서 ‘견제와 균형’의 역할과
29) Suchit Bunbongkarn 면담 (면담일: 2005.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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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권을 상실하게 되었다.30) 이번 선거의 일차 결과가 발표된 이후 모든 야당들은
화합과 정책 사안에 따른 선별적 협조를 공포하였으나, 당 내부의 새로운 리더십 교
체가 가시화되면서 당분간 혼란이 예견되었다.
셋째, 이번 선거결과를 통하여 태국 사회의 분열 양상이 보다 명확하게 표출되었
다는 점이다(The Nation 2005/02/08). 이번 선거에서 다수의 지식인들과 젊은 중
산층 유권자들은 태국애국당의 일당지배에 대하여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반면,
대다수 저소득층과 농촌지역 유권자들은 태국애국당의 대중영합적 정책공약에 대하여
절대적인 선호를 표출함으로써 경제적 계급에 따른 극명한 대비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선거결과는 결국 국민들의 정서가 태국애국당을 지지하는 다수와 야당, 특히
민주당을 지지하는 소수로 나누어져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들 사이의 분
화된 민심을 수습하고 봉합하는 것이 태국 정치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대두되었
다.31)
<표 5> 태국의 2001년, 2005년 하원의원선거 지역별 의석 현황
방콕

중부

북부

동북부

남부

2001

2005

2001

2005

2001

2005

2001

2005

2001

태국애국당

29

32

47

80

54

71

69

126

민주당

8

4

19

7

16

5

6

2

태국국가당

-

1

21

10

3

-

11

6

-

합 계

2005

2001

2005

1

1

200

310

48

52

97

70

1

35

18

새희망당

-

-

3

-

1

-

19

-

5

-

28

-

국가개발당

-

-

4

-

2

-

16

-

-

-

22

-

정의자유당

-

-

-

-

-

-

14

-

-

-

14

-

인민당

-

-

1

-

-

-

1

-

-

-

2

-

태국조국당

-

-

-

-

-

-

1

-

-

-

1

-

사회행동당

-

-

-

-

-

-

1

-

-

-

1

-

대중당

-

-

-

-

-

2

-

-

-

95

97

138

136

의석수

37

76

54

2
400

출처: Http://www.nationmultimedia.com/election2005/index.php (검색일: 2005. 2. 25).

이와 관련하여 최근 선거과정에서 새로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남부 지역주
의와 정당의 지역화 현상은 이번 선거과정을 통하여 더욱 가시적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남부지역의 전체 54개
30) Jiwamol Kanoksilp 면담 (면담일: 2005. 2. 9).
31) Suchit Bunbongkarn 면담 (면담일: 2005.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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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 중 52석을 석권함으로써 민주당의 남부 지역화 현상이 지난 2001년 선거보다
도 더욱 뚜렷한 경향을 표출되었다. 태국애국당은 전국적으로 고른 의석 분포를 보이
며 전체 의석의 75.4%를 장악하는 제1당이 되었으나, 남부지역에서는 단지 1석만을
획득하였을 뿐이다. 이에 따라 의석 분포에 따른 정당 지형은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과 다른 모든 지역을 석권한 태국애국당이 국가를 양분하는 결과를 초래하
였으며, 이러한 분화 현상은 앞으로 탁씬 총리의 제2기 정부 출범과 더불어 새로운
지역주의 문제를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견된다. 선거기간 동안 태국애국당은 남
부지역에서 의석수를 늘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공약과 더불어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였
으나, 이러한 태국애국당의 정책적 노력과 구애작업은 남부지역 유권자들의 민심을
사지는 못한 것으로 판명되었다(The Nation 2005/02/08). 민주당 역시 남부지역
의 강력한 지지기반에 힘입어 하원 내에서 19.2%의 의석을 점유하는 제2당이 되었
으나, 남부지역에서의 지나친 강세는 오히려 역으로 원내 활동의 제약요인으로 작용
할 가능성이 크다. 선거결과의 발표 이후 태국애국당과 민주당은 남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상호 협력할 것을 선언하였으나, 선거기간 동안 비교적 잠잠했던 남부지역의
폭력 사태는 선거 이후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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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태국의 2005년 하원의원선거는 한마디로 “대안 부재와 예측된 선거결과”였다고 평가
할 수 있다. 선거기간 이전부터 이미 여론조사 결과의 발표를 통해 태국애국당의 압도
적인 승리가 예견되는 가운데 주요 야당들은 집권 여당인 태국애국당에 맞서 새로운 정
책적 대안이나 선거쟁점을 제시하지 못한 채 단순히 국민들의 감성에 호소하는 ‘견제와
균형’의 논리와 태국애국당의 정책과 별다른 차별성이 없는 대중영합적 정책공약만을
모방함으로써 이번 선거에서 참패하고 말았다. 이번 선거결과는 일반적인 여론조사 결
과의 예측을 훨씬 뛰어 넘는 태국애국당의 절대적인 승리였으며, 그 결과 주요 야당들
은 의회 내에서 집권 여당의 일당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충분한 의석을 갖추지 못한 채
당분간 태국애국당에 의한 단독정부와 국정 운영을 경험하게 되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태국의 선거제도와 선거과정은 적어도 법 제도적인 차원에서
보다 안정적인 방향으로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선거자금 및 선거운동에 관한 세부적
인 규정이 보강됨으로써 지난 선거보다 더욱 엄격하고 경쟁적인 선거체계가 확립되었
으며, 정해진 선거법규와 절차에 따라 별다른 차질 없이 선거일정이 진행됨으로써 선
거의 정기적인 안정성이 보장되었다. 비록 정부기관이나 일부 언론, 그리고 선거위원
회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일부 야당과 시민단체들에 의한 문제제기가 전혀 없었던 것
은 아니지만, 이번 선거는 이전 선거들과 비교하여 보다 차분하고 공정한 분위기 속
에서 선거과정이 진행되었다는 평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정당과 후보자들의 구태의연한 선거전략
과 선거운동 방식은 태국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선거제도의 실질적인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정부기관이나 선거위원회의 편파성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정당
과 후보자, 유권자 등 선거과정의 주요 행위자들이 표출하는 선거행태와 문화는 과거
선거과정에서 지적되었던 제반 문제점들이 지속되는 가운데 아주 점진적인 개선과 변
화만이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정당의 정책 부재나 비현실적 선거공약의 남발, 유권
자들의 정치적 무관심과 인물 중심적 투표행태 등 이번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태국 선
거과정의 문제점들은 단기간 내에 획기적으로 개선될 사항은 아니며, 태국 국민들의
선거의식이나 선거문화와도 깊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남아 있는 문제점들은 선거의 직접적인 행위자인 정당과 후보자, 유권자들의
몫이다. 태국은 아직도 경제성장과 부정부패의 근절, 정당정치 개선 등 선거정치의
발전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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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통하여 나타난 제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올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새로
운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결국 정당과 후보자, 유권자들이 선거제도와 과정에 대
하여 보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식을 공유해야만 한다. 결론적으로 태국의 민주주
의체제가 보다 공고화되고 안정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번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들이 하루 빨리 개선되고 해소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선거를 통한 민주
질서와 문화가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34 이동윤

참고문헌
윤진표. 2001. “태국의 정당정치.” 고우성 외.『동남아의 정당정치』. 서울: 오름,
pp. 87-126.
이동윤. 2001. “태국의 선거정치와 2001년 하원의원선거: 변화와 지속성.”『연세학
술논집』제34집, pp. 284-313.
______. 2003a. “태국의 정당정치와 정당의 지역화 현상: 변화와 지속성.”『국제지역
연구』제7권 제2호, pp. 183-208.
______. 2003b. “태국의 정당정치와 민주주의: 변화와 지속성.”『한국정치학회보』제
37집 3호, pp. 265-88.
이병도. 2004. “태국 정당의 정치자금에 관한 연구.”『동남아시아연구』제14권 1호,
pp. 41-85.
Chaiwat

Wongwatanasarn.

Tanakit-kanmuang

2000.

kab

Kanpattirup-

kanmuang [정치자금과 정치개혁]. Bangkok: Samnakngan Kongtunsnapsanunkanvichai.

Krungthep

Turakij

2004/08/30;

2005/01/14;

2005/01/31;

2005/02/03;

2005/02/04.

Matichon Sudsapdah 2005/02/04～10.
Pran

Phisitasresthakorn.

2003.

Thaksinomics Ⅱ: Thaksin kab Nayobai

-sangkhom [탁씨노믹스 Ⅱ: 탁씬과 사회정책]. Bangkok: Matichon
Press.
Bajunid, Omar Farouk. 1989. The 1986 General Election in Thailand.
Kuala Lumpur: Pustaka Antara.

Bangkok

Post

(BP)

2003/04/28;

2004/04/26;

2004/10/07;

2004/12/09;

2005/01/06;

2005/01/07;

2005/01/14;

2005/01/15;

2005/01/16;

2005/01/19;

2005/01/20;

2005/01/27;

2005/01/30;

2002/02/02;

2005/02/03; 2005/02/09; 2005/02/25; 2005/02/26.
Bidhya Bowornwathana. 2004. “Thaksin's Model of Government Reform:
Prime

Ministerialisation

Approach.”

paper

through

presented

at

‘a
the

Country
5th

is

My

Thai-Korean

Company’
Political

Scientists' Dialogue, organized by the Korean Political Science

태국의 2005년 하원의원선거: 대안 부재와 예측된 선거결과 35

Associ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Korea (June 19-21),

pp.

7-36.
Callahan, William A. 2000. Pollwatching, Elections and Civil Society in

Southeast Asia. Burlington: Ashgate.
Chai-anan

Samudavanija.

The

1982.

Thai

Young

Turks.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Chookiat

Panaspornprasit.

2004.

“Thailand:

Politicized

Thaksinization.”

Southeast Asian Affairs 2004.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pp. 257-66.
Farrell,

David

M.

Comparative

1997.

Electoral

Systems.

New

York:

Prentice Hall.
Http://www.nationmultimedia.com/election2005/index.php

(검색일:

2005.

2. 25).
Http://www.ect.go.th/thai/mp/numbermp.html (검색일: 2005. 2. 17).
Http://www.parliament.go.th/member44/numbermp.html

(검색일:

2001.

4. 28).
Katz, Richard S. 1980. A Theory of Parties and Electoral Systems.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McGargo, Duncan and Ukrist Pathmanand. 2005. The Thaksinization of

Thailand. Copenhagen: NIAS Press.
Murry, David. 1996. Angels and Devils: Thai Politics from February

1991 to September 1992, A Struggle for Democracy? Bangkok:
White Orchid Press.
Ockey, James. 2003. “Change and Continuity in the Thai Political Party
System.”

Asian

Survey,

Vol.

43,

No.

4

(July/August),

pp.

663-80.
Paichart Siwaraksa, Chaowana Taimas, and Ratha Vayagool. 1997. Thai

Constitution

in

Brief.

Bangkok:

Institute

of

Public

Policy

Studies.
Pasuk Phongpaichit and Chris Baker. 2004. Thaksin: The Business of

Politics in Thailand. Chiang Mai: Silkworm.
Thitinan

Pongsudhirak.

2003.

“Thailand:

Democratic

Authoritarianism.”

Southeast Asian Affairs 2003.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36 이동윤

Asian Studies, pp. 277-90.

The Nation 2003/10/11; 2005/01/04; 2005/01/29; 2005/01/30; 2005/01/31;
2005/02/01;

2005/02/02;

2005/02/04;

2005/02/05;

2005/02/08;

2005/02/12.

면담 자료
Ake Tangsupvattana. 쭐라롱껀대학교 정치학부 교수 (면담일: 2005. 1. 31).
Buranaj Samutharaks. 민주당 소속 제22대 하원의원, 제23차 하원의원선거 민주
당 정당명부 26번 후보 (면담일: 2005. 2. 2).
Chaiwat Khamchoo. 쭐라롱껀대학교 정치학부 교수 (면담일: 2005. 1. 31).
Chawas ChuenKalin. 나컨빠톰 제5선거구 민주당 후보 (면담일: 2005. 2. 4).
Jarin Chattrung. 나컨빠톰 선거위원회 선거관리위원장 (면담일: 2005. 2. 4).
Jiwamol Kanoksilp. The Nation 재정 담당 편집자 (면담일: 2005. 2. 9).
Kiat Sitheeamorn. 민주당 소속 제22대 하원의원, 제23차 하원의원선거 민주당 정
당명부 16번 후보 (면담일: 2005. 2. 2).
Magbual, Damaso G. 필리핀 자유선거를 위한 전국시민운동(Namfrel: National
Citizen's Movement for Free Elections) 집행위원장 (면담일: 2005.
2. 1～9).
Pitiphong Thaiphotsri. 나컨빠톰 제3선거구 대중당 후보 (면담: 2005. 2. 5).
Sakonphatorn Meonjantchai. 나컨빠톰 제3선거구 민주당 후보 (면담일: 2005.
2. 5).
Sakool Zuesongdham. 태국 민주주의를 위한 개방포럼재단(Open Forum for
Democracy Foundation) 소장 (면담일: 2005. 2. 1～9).
Somsri

Hananuntasuk.

자유선거를

위한

아시아

네트워크(ANFREL:

Asian

Network for Free Elections) 코디네이터 (면담일: 2005. 2. 1～9).
Suchit Bunbongkarn. 쭐라롱껀대학교 정치학부 교수 (면담일: 2005. 2. 8).
Surachai Deomkhunan. 나컨빠톰 제2선거구 태국국가당 후보 (면담일: 2005. 2.
5).
Surayut Nyomtharap. 나컨빠톰 제1선거구 민주당 후보 (면담일: 2005. 2. 4).

태국의 2005년 하원의원선거: 대안 부재와 예측된 선거결과 37

[부록] 2005년 태국 하원의원선거 참관 사진자료

태국의 2005년 하원의원선거 홍보 포스터(좌) 및 선거홍보 게시판(우)

국제 선거참관단 신분증(좌) 및 ‘자유선거를 위한 아시아 네트워크’(ANFREL) 이름표(우)

‘자유선거를 위한 아시아 네트워크’(ANFREL)의 국제 선거참관단 교육 (2005. 2. 1)

38 이동윤

‘자유선거를 위한 아시아 네트워크’(ANFREL)의 국제 선거참관단
복장(좌) 및 태국 선거감시단(Poll Watch) 신분증(우)

태국 선거감시단(Poll Watch)의 선거교육 (2005. 2. 1)

방콕 톤부리의 선거 포스터(좌) 및 나컨빠톰의 선거유세 차량(우)

태국의 2005년 하원의원선거: 대안 부재와 예측된 선거결과 39

방콕 톤부리의 선거유세 차량(좌) 및 야왈랏 중국인 거리의 대중당
한문 포스터(우)

방콕 남부 빈민촌 두엉쁘라팁재단(Duang Prateeep Foundation) 방문 및 면담 (2005. 2. 2)

방콕 탐마쌋대학교(Thammasart University) 대학생 면담 및 iTV 방문 (2005. 2. 3)

40 이동윤

방콕 민주당 중앙당사 방문 및 선거운동 담당자 면담 (2005. 2. 2)

민주당 선거운동 담당자 면담 (2005. 2. 2) 및 로얄프라자 최종 선거유세에서 아피씻 부총재의
대중연설 장면 (2005. 2. 4)

민주당 로얄플라자 최종 선거유세 참관 및 담당자 면담 (2005. 2. 4)

태국의 2005년 하원의원선거: 대안 부재와 예측된 선거결과 41

민주당의 선거스티커: “국가기업을 팔아먹는 정책을 가진 정당은 뽑지 마세요” (2005. 2. 4)

민주당의 열성당원과 T셔츠 “민주당을 201석 이상 뽑아 주세요” (2005. 2. 4)

민주당의 선거유세용 깃발 (2005. 2. 4)

42 이동윤

태국애국당의 싸남루엉 최종 선거유세에서 탁씬 총리의 대중연설 및 군중 (2005. 2. 4)

태국애국당의 싸남루엉 최종 선거유세에 집결한 선거유세 차량 (2005. 2. 4)

태국애국당의 선거유세용 점퍼와 깃발: “4년은 정비하고 … 4년은 건설한다(좌)” (2005. 2. 4)

태국의 2005년 하원의원선거: 대안 부재와 예측된 선거결과 43

나컨빠톰 태국애국당 지부 방문 및 후보 면담 (2005. 2. 5)

나컨빠톰 태국국가당 지부 방문 및 대중당 지역구 후보 면담 (2005. 2. 5)

태국의 주민등록증(좌) 및 나컨빠톰 제5선거구 땀본 타딸랏 제3투표소 방문 (2005. 2. 5)

44 이동윤

투표소 게시판의 투표인 명단 확인 및 투표부스 (2005. 2. 6)

나컨빠톰 제5선거구 땀본 라이킹 제2투표소(좌) 및 제3선거구 땀본 반루엉 제4투표소 전경

나컨빠톰 제1선거구 개표소(좌)와 개표상황판(우) (2005. 2. 6)

태국의 2005년 하원의원선거: 대안 부재와 예측된 선거결과 45

나컨빠톰 제5선거구 개표소의 개표작업 진행과정 (2005. 2. 7)

나컨빠톰 제5선거구 개표소의 개표종합 현황판, (2005. 2. 7)

나컨빠톰 제4선거구 개표소의 개표작업 진행과정과 투표함 임시보관소 (2005. 2. 7)

46 이동윤

‘자유선거를 위한 아시아 네트워크’(ANFREL) 지역별 선거감시 활동보고회 (2005. 2. 8)

‘자유선거를 위한 아시아 네트워크’(ANFREL) 내신 기자회견 (2005. 2. 9)

‘자유선거를 위한 아시아 네트워크’(ANFREL)
외신 기자회견 (2005. 2. 8)

태국의 2005년 하원의원선거: 대안 부재와 예측된 선거결과 47

사단법인 한국동남아연구소 소개
사단법인 한국동남아연구소(KISEAS: Korean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는 지난 1990년에 설립된 동남아정치연구회를 모태로 14년간 연구활동을 수행하면서 엄정하
게 선발된 40여명의 동남아 지역전문가를 회원으로 확보하고, 2004년 외교통상부 산하 사단
법인으로 등록하면서 제2의 도약을 준비하는 국내 최초의 유일한 동남아지역 전문연구기관이
다. 한국동남아연구소는 학제적 지역연구와 교육을 통해 동남아 지역연구를 심화하고 지역전
문가를 양성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외교통상정책에 관한 전문가적 제안과 현지 학술민간단체
와의 교류를 통해 민간외교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동남아연구소는 앞으로 동
남아 지역과 관련된 모든 학술적 실천적 사안에 대하여 연구소의 입장을 밝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며, 향후 10년 내로 세계 유수의 동남아 전문연구기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필자 소개
이동윤은 연세대학교에서 “동남아시아의 정당정치와 민주주의: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의
사례 비교”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의 상임연구원이자
한국동남아연구소 교육협력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태국 쭐라롱껀대학교 정치학부의 객원연구
원을 지낸 바 있으며, 비교정치(동남아), 정치과정(선거 의회 정당) 등을 연구하고 있다. 주
요 연구물로는 “인도네시아의 정당정치와 민주주의 공고화,”『국가전략』8권 4호 (2002), “태
국의 정당정치와 민주주의,”『한국정치학회보』37집 3호 (2003), “태국의 지역주의와 정당의
지역화 현상,”『국제지역연구』7권 2호 (2003), “필리핀의 정당정치와 민주주의 공고화,”『동
남아시아연구』14권 1호 (2004) 등 다수가 있다.

태국의 2005년 하원의원선거: 대안 부재와 예측된 선거결과
발행일 : 2005년 4월 30일
발행인 : 오 명 석
발행처 : 사단법인 한국동남아연구소
서울 관악구 신림8동 1658-5 2층 (우: 151-094)
전화: 02) 858-1378 팩스: 02) 858-1370
웹 싸이트: www.kiseas.org
가격: 비매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