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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 분단 60년의 법  조명〉

선거운동 규제입법의 연원*

― 1925년 일본 보통선거법의 성립과 한국 분단체제에의 유입 ―

1)

宋 石 允**

Ⅰ. 머리말

1. 문제의 제기

우리는 때때로 어떤 재외동포가 오랜 기간 동안 퇴근 후 녁마다 가가호호를 

방문하면서 자신을 알리는 단을 돌린 끝에 선거에서 당선되었다는 보도를 

한다. 이러한 기사에는 운동화가 여러 켤  닳아 없어졌다는 내용도 뒤따르곤 한

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인간승리는 불가능하다.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

1항이 “ 구든지 선거운동을 하여 는 선거기간  입당의 권유를 하여 호

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한 행 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당선되게 하다” 

는 “당선되지 못하게 하다”는 타동사임에 분명하다. 그런데 의 조항에는 타

동사에 따라야 할 목 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국어사 에 의하면 타동사는 “동사

의 한 갈래. 그 자체만으로는 움직임을 나타낼 수 없고, 움직임의 상인 목 어

가 있어야 뜻을 이루는 단어”이다. 즉 타동사가 목 어를 지니지 못하면 뜻을 이

루지 못하는 것이다. 선거운동을 정의하는 이 조항은 제59조의 선거운동기간과 

합쳐서 사 선거운동의 지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처벌이 따

른다.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조항이 문법 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는’ 문장

인 것이다. ‘후보자’라는 목 어를 넣어서 뜻을 이루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후보

자로 등록하기 이 의 정치활동을 사 선거운동으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이 논문은 서울 학교 법학발 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 의 2005학년도 학술연구비

의 보조를 받았음.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助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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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거법규정이 국민의 정치  자유와 본격

으로 충돌하게 된 것은 1990년  이후이다.1) 문제의 핵심은 사 선거운동의 

지 다. 2000년도에 이른바 낙천낙선운동이 시작되면서 사 선거운동을 지하

는 공직선거법의 조항이 문제되기 시작하 다. 특정인이 정당의 공천을 받는 것

과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것을 찬성하거나 반 하는 의사를 국민이 자유롭게 표

하는 것은 기본권으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며 이러한 의사를 극 으로 개

진하는 것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의무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헌법상 권리의 

행사와 시민  의무의 수행이 실정법률에 의해 통제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

는 지 않은 당혹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낙천낙선운동은 에 따라 

정 으로, 는 비 으로 바라보는 입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선거과정에서 국

민의 극 인 참여는 정치  입장을 떠나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추세이다. 

한 지난 2002년의 통령선거에서 각 정당들은 이른바 국민참여경선제도라는 것

을 도입하 다. 하지만 각 정당의 통령후보를 선출하는데 당원이 아닌 일반국

민이 참여하는 것 역시 사 선거운동을 지하는 선거법조항과 충돌하 다. 이에 

따라 각 정당들은 경선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국민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는 고

육지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 이로써 사 선거운동 지가 국민의 참여를 진해

야 하는 민주  선거제도와는 양립하기 어려운 제도라는 인상이 보다 강해졌다.2)

2. 연구의 배경과 내용

우리나라의 선거법제정사에서 사 선거운동의 지가 명문으로 규정되는 등 

선거운동에 한 포 인 규제 장치가 본격 으로 도입된 것은 1958년의 민의

원의원선거법과 참의원의원선거법이었다.3) 그 다면 이 제도는 당시에 우리나라

1) 양건, “선거과정에서의 국민참여의 확  ―선거운동의 자유와 그 한계를 심으로―”, 
공법연구 제20집(1992.7), 17-46면은 1990년  반 시민사회의 성장과 규제 심의 선

거법제가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선거운동의 자유의 제한에 한 반 인 

논의로는 성낙인, 선거법론, 법문사, 1998, 249면 이하 참조. 선거운동의 자유에 한 

자세한 참고문헌은 비교  최근의 연구인 김래 , “선거운동의 자유와 한계에 한 

연구” 한양 학교 법학박사학 논문, 2003을 참조할 것.
2) 이러한 문제에 해서는 송석윤, “정치체계의 신진 사와 정치 계법”, 민주법학 통권

17호(2000), 13-42면, 28면 이하; 송석윤, “헌법의 에서 본 정치개  ―정당개

을 심으로―” 공법연구 제31집 제1호(2002.11.), 1-20면, 18면 이하 등에서 이미 제

기된 바 있다.
3) 참의원의원선거는 1958년에는 실시되지 않았고 참의원의원선거법상의 선거운동제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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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처음으로 고안된 것인가, 아니면 외국의 제도를 수용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서구에서는 20세기 까지도 제한선거가 일반 이었고 시민의 극

인 참여와 투쟁으로 선거권이 진 으로 확 되었음을 감안한다면 선거과정

에서 정치  표 의 자유를 포 으로 통제하는 입법은 낯설다. 독일의 경우에

는 선거권이 제한되어 있던 상황에서 정치활동의 제한은 정당에 한 통제의 방

식으로 이루어졌다. 1878년의 이른바 사회주의자법이 표 인 이다.

필자는 2003년 에 학회발표차 일본을 방문했을 때 독일 바이마르공화국에서 

1918년 11월 명의 결과로 도입된 보통․평등 선거제도를 비 하던 헌법학자가 

일본의 선거법제를 언 했던 기억을 더듬으며 일본법제사에 련된 책을 구입하

다. 상 는 우려했던 바 로 1925년에 제정된 일본의 보통선거법4)에 선거

운동의 자유를 포 으로 제한하는 다양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을 발견하

다.5) 이후 일본근 헌정사에서 선거운동의 규제에 한 자료를 모으기 시작하

고6) 이제 하나의 논문을 쓸 정도가 되었다고 단되어 이를 정리하고 분석하

려 한다.

제2장에서는 일본의 이른바 다이쇼 데모크라시와 보통선거운동을 개 하고 제

3장에서는 1925년 제정 일본 보통선거법의 내용을 선거운동의 제한을 심으로 

살피려 한다. 제4장에서는 1945년 이후의 개정내용을 간략히 서술한 후 제5장에

서는 우리나라의 분단체제 하에서 일본식의 규제 심 선거법제가 유입되는 모습

을 분석한다. 제6장에서는 마지막으로 몇 가지 문제 을 지 하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려 한다.

Ⅱ. 이른바 다이쇼(大正) 데모크라시와 보통선거운동

1. 기의 보통선거운동

19세기말에서 20세기 까지 일본에서는 성인 남성  일정액 이상의 세 을 

납부하는 사람에게만 선거권을 인정하여 참정권이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1889년 

항은 민의원의원선거법과 다르지 않으므로 이후에서는 후자의 선거법만 논의하려 한다.
4) 이 법의 공식명칭은 의원의원선거법이지만 이 에서는 보통선거법이라는 일반 인 

용례를 사용하기로 한다.
5) 川口由彦, 日本近代法制史, 新世社, 1997, 349면.
6) 최경옥 교수님과 문  박사님은 일본의 자료를 수집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한 문  박사님은 이 의 고를 읽고 논평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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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된 명치헌법은 주의  천황권력의 일정부분을 양보하여 국민의 참정권

을 인정하 다. 하지만 국민의 표기 인 의원의 권한이 매우 제한되어 있었

을 뿐 아니라 의원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권이 일부의 지주계층과 부르주아계층

에 국한되어 있었다. 명치헌법 기의 선거법은 선거권을 15엔 이상 납세한 사람

에게만 부여하고 있었다. 이러한 선거자격의 기 은 1900년의 선거법개정에서 10

엔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그 이유로는 청나라나 러시아 등과의 제국주의  패권

경쟁 속에서 유권자의 참여폭을 늘림으로써 국내 지배체제의 기반을 강화하려 

했던 이 지 되고 있다.7) 하지만 제한선거 하에서 참정권은 국민의 극히 일부

에게만 주어졌다. 통계에 따르면 1889년에는 체 인구  유권자의 수가 1.1%

에 불과하 다. 이는 1900년의 선거법 개정이후에 증가하 지만 1902년에는 

2.2% 고, 1917년에도 2.6% 정도에 머물 다.8)

일본에서 보통선거운동이 시작된 것은 산업화에 따라 노동쟁의가 발생하는 등 

사회문제가 본격 으로 나타나던 청일 쟁 이후의 상황에서 이에 한 해결책을 

찾던 지식인그룹들로부터 다. 1897년 보통선거기성동맹회(普通選擧期成同盟 )의 

결성은 납세자격을 완화하여 선거권을 확 하자는 요구를 넘어 보통선거권을 요

구하는 운동의 시작이었다.9) 1902년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연령을 각각 20세

와 25세로 하고 납세요건을 철폐하는 보통선거법안이 의원에 제출되었다. 이후 

수차례에 걸쳐 법안이 상정되다가 1911년에는 의원을 통과하기도 했지만 이 

법안은 귀족원에서 부결되었다.10) 기의 보통선거운동은 자유주의 인 자유민권

운동의 단계에서 보통선거권을 천부인권으로 보는 입장에서 개되었다. 하지만 

이후 사회주의  흐름이 가세하면서 보다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2. 제1차 세계  이후의 보통선거운동

일본은 제1차 세계 이 일어난 직후 불 연합군 측에 가담했다. 하지만 승

패와 무 하게 상당한 정도의 쟁피해를 겪은 유럽의 국가들과는 달리 일본은 

7) 松尾 兌, 大正デモクラツの硏究, 靑木書店, 1966, 12면.
8) 杣 正夫, “選擧法(法体制再編期)”, 講座 日本近代法發達史 4, 鵜飼信成․福島正夫․川

島武宜․辻淸明 편, 勁草書房, 1958, 10면.
9) 보통선거기성동맹회의 탄생과 활동에 해서는 松尾 兌, 앞의 책, 14면 이하. 1892년

에 보통선거동맹회라는 조직이 결성된 바 있지만 특별한 활동 없이 해산되었다.(杣 

正夫, 앞의 , 202면; 한태호, 근 일본정치문화사 II, 교학연구사, 1987, 454면)
10) 자세한 내용은 松尾 兌, 앞의 책, 47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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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군사  부담으로 최 의 수확을 거두었다. 제1차 세계   유럽의 국가

들이 아시아 시장에서 철수한 틈은 타서 일본의 상품이 동남아시아 시장에 진출

하 고 일본의 경제력은 세계 인 열강의 열에 끼게 되었다. 러시아에서 사회

주의 명이 일어나자 일본은 미국, 국, 랑스 등과 함께 명  분 기가 

되는 것을 막고 러시아의 반 명세력을 지원하기 해 1918년 시베리아로 군

를 견하 다. 그런데 시베리아 견군이 출발하는 날에 소동이라고 불리는 사

건이 일어났다. 출병을 상한 지주들이 을 매 매석하고 그로 인해 값이 폭

등하자 주부들이 값의 인하를 요구하고 이것이 국 인 소요사태로 확산되었

던 것이다.11) 미곡상, 정미소, 고리 업자 등이 습격을 당하고 노동자와 소작인

이 우개선과 소작료인하를 요구하며 합세하 다. 이러한 소요사태는 군 가 동

원되어 겨우 진압될 수 있었다. 이 사건은 일본의 지배계 에 커다란 충격을 주

었고 1918년 9월말에 기존의 벌족내각 신에 정우회(政友 )의 총재인 하라 다

까시(原敬)를 수상으로 하는 정당내각이 들어서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작 도 없

고 의원의 의석을 지닌 정당총재가 수상이 된 이른바 평민재상의 출 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통선거권을 요구하는 노동조합, 학자, 학생단체 등 의 

목소리는 차 커졌다. 1919년 3월 1일에는 5만 명이 모여서 보통선거권을 즉시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1만 명이 의회를 향해 행진하는 사건이 일어났다.12) 이에 

해 당시의 집권당인 정우회는 일주일 후 납세자격을 10엔에서 3엔으로 하향조

정함으로써 유권자의 수를 1백 46만 명에서 약 3백만 명으로 두 배가량 늘리면

서 동시에 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변경하 다.13) 이러한 변화는 의 요구

를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것으로 보 지만 증가된 유권자의 부분은 정우회를 지

지하는 소지주와 자작농이었고 선거구도 정우회에 유리하게 획정되어 있었다. 

1919년의 유권자증가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료와 정우회는 여 히 보통선거권

의 도입에 소극 이었다.

다음 해인 1920년에도 보통선거운동은 계속되어 야당인 헌정회(憲政 )와 국민

당(國民黨)이 의원에 보통선거법안을 제출하기에 이르 다. 하지만 정우회내각

은 한편으로는 야당의 보통선거법안을 거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분

11) 이른바 소동에 해서는 遠山茂樹․藤原彰․今井淸一, 박 주 역, 일본 사, 한울, 
1988, 19면 이하; 신동 , 근 일본론, 지식산업사, 2004, 406면 이하 참조.

12) 川口由彦, 앞의 책, 347면.
13) 신동 , 앞의 책, 4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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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편승하여 료와 군부를 압박함으로써 당세 확장에 힘을 기울 다.14) 정우

회는 보통선거법안을 의회의 신임과 연결하여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거를 실시하

다. 선거결과는 정우회의 압승이었고 소수인 야당이 보통선거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쇄되었다.15) 보통선거운동의  기반이던 노동운동에서

는 이러한 상황에 실망하여 의회주의  정당정치에 반 하는 생디칼리즘이 확

산되었다. 1921년에 이르면 보통선거운동을 개하는 노동조합은 거의 없어졌으

며 오히려 보통선거권을 부르주아  제도라고 하며 이를 거부하는 노선을 택하

게 되었다.16)

3. 제2차 호헌운동과 정당정치의 성립

하라 수상은 근  일본정치사에서 처음으로 의회의 다수의석을 기반으로 안정

인 집권을 했지만 이 바라던 개 정치와는 거리를 두고 벌족세력과 담합

하 다. 그가 1921년 11월 암살당하는 사건이 일어난 후 1922년부터는 료내각

이 부활하 다. 1924년 1월에는 표 인 벌족인 기요우라(淸浦奎吾)를 수상으로 

하는 반동 인 제3차 료내각이 출범하 다. 이에 반발하여 기존에 립하던 정

우회와 헌정회가 힘을 합치고 이에 신구락부가 합세한 이른바 호헌3 가 정당

내각을 요구하는 제2차 호헌운동을 일으켰다.17) 보통선거제의 도입에 반 하던 

정우회와 찬성하던 헌정회의 력은 커다란 방해물이 제거되었음을 의미했다. 같

은 해 5월의 선거에서는 헌정회가 제1당이 되는 등 호헌3 에 속한 정 들이 

승을 거두었다. 이것은 일본에서 1932년 군부 시즘이 두할 때까지 유지된 정

당정치의 시작을 의미하 고 같은 맥락에서 보통선거제도의 도입이 본격 으로 

구체화되었다.

이들 호헌3 가 유달리 강조한 것은 “국민  입장”이라는 표 이었다. 국민  

입장이라 함은 한편으로는 특권신분의 입장만을 변하는 특권내각이 아니라 국

민의 의사를 변하는 국민  내각의 출 을 선언한 것이었다. “국민  입장”은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운동이나 사회주의운동이 취하는 계  입장을 배제하는 

것을 의미하 다. 따라서 이러한 “국민  입장”에서는 정당세력이 주의  천

14) 遠山茂樹․藤原彰․今井淸一, 앞의 책, 26면.
15) 杣 正夫, 앞의 , 212면 이하.
16) 川口由彦, 앞의 책, 347면; 신동 , 앞의 책, 434면.
17) 遠山茂樹․藤原彰․今井淸一, 앞의 책,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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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권력에게 보통선거법을 요구하지만 동시에 “계  입장”으로부터 자신을 보

호하기 해 천황제권력과 조한다는 것이었다.18) 이것이 1925년에 보통선거법

과 함께 치안유지법이 제정되는 배경이었다. 당시 호헌3  내각이 치안유지법을 

제정한 배경에는 추 원이 보통선거법의 제정과의 교환조건으로 요구했던 사정

도 있었고 소련과의 국교를 맺어야 하는 상황에서 진 인 사상의 확산을 막아

야 하는 필요도 있었을 것이다.19) 하지만 보다 근본 인 이유는 체제의 유지를 

해서는 포섭의 범 를 넓 야 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새로운 험요소

를 배제하는 데에 있었다.

4. 행정 료의 국가체제개편 구상과 보통선거법  치안유지법

정치 역에서의 움직임과는 별도로 일본에서 국내치안행정을 담당하던 내무성

의 료들 에도 보통선거권의 도입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들은 제1차 

세계  이후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 등 유럽의 국가에서 군주제가 소멸하고 

노동운동세력과 사회주의세력이 득세하는 것을 보면서 이를 천황제국가체제의 

근본 인 기로 인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국가재편을 한 제도  방안을 

모색하 다.20)

내무성의 료들은 군주제가 명 으로 폐지되었던 유럽 륙의 국가들과는 

달리 노동운동을 개량주의 으로 유도하면서 군주제를 유지하는 국에 주목하

게 되었다. 이들은 노동자와 소작농민들의 정치의식화를 쇄하기 해서는 오히

려 보통선거권을 도입하여 노동자와 농민의 에 지를 국가통합의 길로 이끄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에 도달하 다. 국에서 보통선거권의 도입 후 노동자와 

소득층의 투표가 명 인 정당으로 가지 않고 개량주의 인 정당으로 가며 

의회가 국민 표로서의 정통성을 지니게 되어 사회  갈등이 많은 상황에서도 

의회의 다수당이 국민의 총의를 실 하는 안정 인 지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

다.21) 내무성의 료들은 한 시민  자유의 확 가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그 

표 인 가 집회  결사의 자유를 폭넓게 제한하던 치안경찰법의 개정 문제

18) 杣 正夫, 앞의 , 229면 이하.
19) 신동 , 앞의 책, 453면.
20) 이에 해서는 渡邊 治, “日本帝國主義の支配構造: 1920年代におけゐ天皇制國家秩序再

編成の意義と限界”, 安田 浩/源川眞希 편, 明治憲法體制, 東京 出版, 2001, 320-337면 

참조.
21) 川口由彦, 앞의 책, 347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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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특히 군인, 경찰, 교사, 학생, 여성  미성년자 등이 정치결사에 가입하

는 것을 지한 치안경찰법 제5조를 삭제 는 완화하는 것이 논의되었다.22) 당

시 내무성의 료들은 나아가 노동운동이 법  차를 따를 것을 요구하면서 노

동법제를 정비하여 노동조합법을 제정하고, 노동운동을 명운동과 단 하기 

해 치안유지법을 제정하는 맥락에서 보통선거권의 도입을 구상하 다. 한 농상

무성의 료들은 소작제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처해야 하는 입장에서 비슷한 

을 취하 다. 일본에서 보통선거권의 도입은 세계 인 민주화라는 당시의 

상황에서 정당정치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료집단이 주도한 국가체제 재편구상

의 일환이기도 하 다.

하지만 사법성의 료들은 내무성 료들과는 다른 입장을 취했다. 이들은 내무

료의 유화책을 비 하면서 외래의 험한 사상으로 국민들이 이완되는 것을 

막기 해서는 기존의 법을 엄격히 용하고 한 필요하다면 보다 강력한 입법

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 다.23) 이러한 입장은 1925년 치안유지법의 제정으

로 연결되었다. 사법성의 엄벌주의  입장은 노동조합법의 제정에 철 하게 반

한 데에서 잘 나타난다. 사법성의 이러한 강경론이 보통선거권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사법성의 료들은 제1차 세계  이후 

일본이 겪고 있는 기의 원인이 정당정치에 있다고 생각했다. 정당은 단지 정권

장악만을 목 으로 하며 민 의 이름을 도용하여 국민을 정치 으로 분열시킬 

뿐 아니라 공 인 국가를 사유화하려 하며 선거를 부패시키고 국회를 마비시킨

다는 식의 이었다. 따라서 기를 극복하기 해서는 정당정치를 넘어서 정

당의 에서 정당에 연한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사법성의 료

들은 정당으로 인해 분열된 국민들을 국가를 심으로 동원할 수 있는 거국일치

의 국가체제를 만들기 해서는 오히려 보통선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 다.24) 사

법성의 경우 내무성이나 농상무성과는 달리 의회와 정당세력을 약화시키는 거국

체제를 구성하기 한 수단으로서 보통선거권을 검토했던 것이다. 사법성의 구상

은 국민개병제를 도입할 때 보통선거권이 불가피하다는 생각과도 연결되었다.25)

이처럼 일본에서의 보통선거권의 도입은 정당에 의한 계 조와 정치통합이

22) 渡邊 治, 앞의 , 328면.
23) 渡邊 治, 앞의 , 330면.
24) 渡邊 治, 앞의 , 331면.
25) 川口由彦, 앞의 책, 3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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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내무성  농상무성의 료와 정당을 배제하고 거국일치의 체제를 구축하

려 했던 사법성의 료들이 각각 지녔던 구상의 교차지 에 있었던 것이다. 이러

한 배경 속에서 1922년부터 성립된 료내각들은 보통선거법의 도입을 심각하게 

고려하기 시작하 다. 동 지진이라는 재앙이 발생한 다음날인 1923년 9월 2

일에 출범한 아마모토(山本)내각은 같은 해 10월 보통선거권을 도입한다는 기본

원칙과 주요내용을 결정한 바 있다.26) 그 내용은 1925년 제정된 보통선거법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Ⅲ. 1925년 일본 보통선거법에서의 선거운동의 제한

1. 1925년 보통선거법의 제정

1924년 9월에 여당인 호헌3 와 내무성간의 의를 거쳐 보통선거법안의 골자

가 도출되었다.27) 이를 내무성, 사법성과 법제국에서 수정하여 1924년 12월 정부

법안으로 확정하 다. 이 법안은 추 원에 회부되었고28) 1925년 2월에 이를 심

의한 추 원은 10여개의 항목에서 수정을 요구하 다. 수정요구의 배경에는 보통

선거법의 도입이 격한 체제의 변화로 연결될 것에 한 두려움이 있었다. 추

원은 한 보통선거법과 함께 치안유지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 다. 추 원의 

요구를 반 하여 새롭게 만들어진 정부의 보통선거법안은 의원에서 다시 수정

되고 이 의원수정안은 다시 귀족원에서의 의를 거쳤다. 이러한 과정 후인 

1925년 3월 29일 보통선거법은 양원을 통과하고 5월 5일에 공포되었다. 한편 치

안유지법은 1925년 2월 19일 의회에 상정되어 압도 인 다수로 의원을 통과하

고 3월 19일에 귀족원을 통과하 다. 치안유지법의 방패막이 보통선거법 제정의 

제조건이었던 것이다.

선거권의 범 에 한 내무성의 생각은 납세요건과 재산요건을 철폐하여 넓은 

범 에서 선거권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이후 여당과의 의를 통해 나온 정부법

26) 松尾 兌, 普通選擧制度成立史の硏究, 岩波書店, 1989, 231면 이하, 264면 이하.
27) 보통선거법의 제정과정에 해서는 杣 正夫, 앞의 , 231면 이하; 渡邊 治, 앞의 , 

334면 이하; 松尾 兌, 앞의 책, 305면 이하 등 참조.
28) 당시 일본헌법에 따르면 귀족원과 의원의 양원으로 구성된(헌법 제33조) 제국의회

가 법률의 제정에 “ 찬”(協贊)할 권한을 지녔지만(제37조) 헌법 제56조는 “추 고문

은 추 원 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천황의 자문에 응하여 요한 국무를 심의한다”고 

규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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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 납세요건과 재산요건의 철폐라는 원칙은 후퇴하여 공공의 부조를 받는 

빈곤계층의 선거권은 배제되었다. 이는 이후 추 원과 귀족원의 심사를 거치면서 

공   사  부조를 받는 빈곤자로 확 되었다. 한 선거자격의 요건으로 주소

지에서의 장기거주를 요구하는 규정 역시 심의를 경과하면서 차 강화되어 계

노동자와 같은 빈곤계층의 선거권이 배제되는 범 가 넓어졌다. 선거권과 피선

거권의 연령과 련해서는 내무성은 각각 20세와 25세로 하려했지만 추 원의 

심의를 거치면서 선거권 25세, 피선거권 30세로 상향 조정되었다.

25세 이상의 남성 보통선거권이 도입됨으로써 보통선거법 제정 이 인 1924년

에 3백 30만( 체인구의 6%)이던 유권자가 보통선거가 최 로 시행된 1928년에

는 1천 2백 40만( 체인구의 21%)으로 약 3.5배 정도 증가하 다.29)

2. 선거운동 규제조항의 내용

보통선거제의 도입으로 기성질서의 혼란이 올 것이라는 두려움은 치안유지법을 

제정하는 것만으로 극복되지 않았다. 1925년 일본의 보통선거법은 남성보통선거

권을 도입하면서 국민의 선거권을 폭 확 함과 동시에 기존의 선거법에는 존재

하지 않던 선거운동에 한 각종 규제장치를 도입하 다. 그 내용은 입후보등록제

와 이와 연결된 사 선거운동 지, 기탁 제(보증  공탁제), 선거운동원의 수와 

자격의 제한, 선거비용제한, 호별방문 지, 선거운동책임자가 선거범죄를 범한 경

우 당선을 무효로 하는 연좌제규정 등이었다.30) 한 보통선거법은 선거공 제를 

도입하 는데 선거운동의 포  규제와의 련성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29) 이는 당시 여성참정권을 도입했던 독일, 국, 미국에서 각각 체인구의 60%, 50%, 
42%에게 참정권이 부여되었던 것과 비교할 때는 물론이고 여성참정권이 도입되지 않

았던 랑스와 이탈리아에서 체인구의 27%와 34%가 참정권을 지녔던 것에 비해서

도 낮은 수치 다. 그 원인은 빈곤계층에 한 참정권배제의 폭이 컸기 때문이다.(杣
正夫, 앞의 , 254면 이하)

30) 이 에서 참고한 보통선거법 해설집은 山內確三郞 감수, 衆議院議員 普通選擧法註解, 
東京國文社, 大正14年; 中公毅/潮 道佐, 改正衆議院議員選擧法正解, 法令審議 , 大

正14年; 三 正太郞/石原雅二郞/坂千秋, 普通選擧法釋義, 松華 書店, 昭和2年; 坂千秋/
三 正太郞, 普通選擧法要綱, 昭和3年; 藤田敬治, 改正 衆議院議員選擧法論, 藤田敬治

法律事務所, 昭和3年; 美濃部達吉, 選擧法槪說, 春秋社, 昭和4年; 司法省刑事局 편찬, 
衆議院議員選擧法輯覽, 淸水書店, 昭和5年; 古井喜實, 選擧法規, 日本評論社, 昭和11年; 
美濃部達吉; 選擧法詳說, 有斐閣, 昭和23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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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보자등록제로부터 사 선거운동 지의 도출 : 선거운동의 시간  제한

1925년 일본 보통선거법 제18조 제4항은 총선거의 날짜를 칙령으로 정한다고 

하면서 어도 선거일 25일 이 에 이를 공포한다고 규정하 다. 한 같은 법 

제67조는 의원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선거일이 공포 는 고시된 날부터 선거일 

7일 까지 후보자등록을 하도록 하 다. 1925년 보통선거법에는 사 선거운동을 

지하는 명문의 조항은 없었다. 후보자등록제로부터 등록이 의 선거운동 지

를 도출한다면 이는 선거 리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부터 국민의 

정치  표 의 자유를 포 으로 제한하는 해석을 끌어내는 일이 된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부처들은 자의 인 행정해석을 통해 이를 지하고 단속

했던 것이다.31) 보통선거법이 제정된 후 일본정부는 선거운동을 개시하는 시 은 

존재하지 않고 선거운동인지의 여부는 개별문제에 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1927년 가을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정자들이 후보등

록 이 에 선거운동을 개시하자 선거단속 업무가 번잡해진다는 이유로 내무성과 

사법성  심원(大審院)이 의하여 방침을 변경하 다. 이에 따르면 입후보하

려는 자와 그 밖의 이른바 제3자를 포함하여 구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단

지 입후보에 필요한 비행 만이 허용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방침의 변화와 

함께 정부당국은 허용되는 입후보의 비행 를 나열하 다.32)

행정부처와 최고법원이 의하여 법률을 해석했다는 과 법률의 명문조항이 

없는 상태에서 기본권을 포 으로 제한하는 해석을 했다는 은 당시 일본 입

헌주의의 수 을 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입헌주의헌법의 기본권제한 

원리에 반하는 포  지와 외  허용의 법해석이 가능했던 것은 후술하는 

바처럼 보통선거법이 선거운동의 인  제한을 두고 있는 등 기본권보장의 

에서 허용되기 어려운 명문의 조항들을 이미 지니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사 선거운동 지를 철함에 있어 경계선상에 있는 수많은 경우가 나타났다. 

후보자등록 이 에 입후보를 비하는 행 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범 가 

문제되었고 이는 선거단속을 담당하는 내무성과 사법성의 해석과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구체 으로 입후보여부를 결정하기 한 자료로서 유권자의 여론

동향을 조사하는 것,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것, 정당이 자

31) 杣 正夫, 앞의 , 258면.
32) 昭和2년(1927) 8월 28일자 東京日日新聞. 여기서는 藤田敬治, 앞의 책, 319면 이하에 

수록된 것을 재인용함.



2005. 12.]  선거운동 규제입법의 연원 39

신의 후보자를 공표하는 행  등이 허용될 수 있는가 등에 한 문의와 이에 

한 내무성과 사법성의 유권해석이 있었다.33) 보통선거법상 허용되는 선거운동인

가에 한 정당의 질의에 내무성과 사법성이 합의한 결정에 따르면 정당의 본부

나 지부가 후보자를 공인 는 단지 공표하는 행 는 선거운동이 아니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해당후보자의 당선에 기여하는 의미를 표시한다면 선거운동에 해당

한다는 식이었다.

이후 일본에서 시즘이 본격 으로 두하던 1934년에 선거운동의 자유의 제

한을 폭 억제하는 보통선거법의 개정이 있었다. 이 때 제95조의2가 신설되었는

데 여기서 입후보등록 이후가 아니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사 선거운동 

지의 명문규정이 도입되었다.34)

(2) 선거운동원제도의 도입 : 선거운동의 인  제한

술한 바처럼 일본 보통선거법 제88조 이하에서는 선거사무장, 선거 원, 선

거사무원을 두도록 했는데 이들은 반드시 경찰 서에 신고해야 했다. 한 선거

원과 선거사무원의 수는 50인을 넘지 못하도록 하 다. 특히 주목할 내용은 연

설과 추천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된 50인의 선거운동원에게만 선거운동이 

허용되었다는 이다.

(3) 호별방문 지 등 선거운동 방법의 제한

보통선거법은 나아가 선거사무소를 후보자 1인당 7개로 제한하고(동법 제90조) 

호별방문과 “연속해서 개개인의 선거인과 면 하거나 화에 의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지하 다(제98조). 한 동법 제100조는 내무 신에게 선거운동을 

해 배포 는 게시되는 문서도화를 제한하는 명령을 발할 권한을 임하 다.

(4) 기탁 제도의 도입 : 피선거권의 물  제한

좁은 의미의 선거운동의 자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기탁 제도의 도입도 함께 

언 할 필요가 있다. 보통선거법 제68조는 의원의원 후보자로 등록하기 해서

는 1인당 2천엔을 기탁하도록 하 다. 기탁 을 돌려받기 해서는 유효투표수를 

33) 藤田敬治, 앞의 책, 229면 이하, 323면 이하 참조, 이에 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4백

면을 넘는 분량의 보통선거법에 한 문답식 해설집인 司法省刑事局편찬, 衆議院議員

選擧法輯覽을 참조할 것.
34) 古井喜實, 앞의 책, 1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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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의 의원정수로 나  수의 10분의 1이상을 득표해야 했다. 이처럼 지 않

은 액수의 기탁 을 요구함으로써 피선거권에 해서는 사실상 보통선거권 도입

의 효과를 일 수 있었다.

(5) 그 밖의 특징

보통선거법은 선거운동의 비용을 제한하는 매우 자세한 규정을 두었다. 선거공

제의 도입은 이러한 제한들을 정당화하는 기능을 하 다. 한 다양한 제한조

항의 뒤에는 28개의 벌칙조항이 마련되었고 이의 반은 연좌제를 포함하는 당

선무효로 연결되었다.

3. 보통선거법과 선거운동규제에 한 평가

일본에서 보통선거권의 도입은 천황을 둘러싸고 있는 료의 지배를 완화하고 

국민  정당성을 지니는 정당과 의회가 통치체제에서 지니는 역할을 강화함으로

써 1920년  세계 인 민주화의 물결 속에서 근본 인 변화를 요구하는 목

소리를 체제내화하려는 시도 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료  지배의 종

말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니었다. 우선 료집단들은 정당의 지도부와 한 

연결을 유지하면서 료출신자들을 정당에 진출시켰다. 료출신의 정치인들은 

자신이 료로서 작성했던 정책을 정당의 정강정책으로 철시켰고 이로써 료

집단과 다수정당의 의사가 서로 모순되지 않는 유기 인 조 계가 형성되었다. 

한 특히 1925년 보통선거법에 도입된 강력한 선거운동규제의 법규정을 수단으

로 정당정치를 통제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했다는 도 간과할 수 없다.35) 선거

운동규제의 법조항들은 통치의 주도권이 정당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방지

책으로 기능했던 것이다. 이는 료  배경을 지닌 채 정당으로 진출한 정치인들

의 이해에도 반하지 않았다. 특히 사 선거운동의 지는 정치신인에 해 기성

정치인들의 기득권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 다.36) 선거운동에 한 료  통제수

단을 확보하려 했던 주목 이 사회주의세력에 한 규제에 있었다는 주장도 있

지만 의회를 기반으로 하는 정당세력의 두를 반 으로 억제하려 했던 것이 

35) 渡邊 治, 앞의 , 336면. 내무성의 료들은 정당정치의 정당성을 획득하려는 순수한 

의도 다는 해석도 있지만 선거숙정을 통해 정당을 통제하려던 사법성 료의 생각과 

결과 으로는 일치하 다(川口由彦, 앞의 책, 349면).
36) 杣 正夫, 앞의 , 2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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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황제 료세력의 주된 의도 다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듯하다. 당시 체제에 

근본 인 이 된다고 단된 정치세력에 해서는 선거운동의 제한과 같은 

간 인 방식이 아니라 치안경찰법이나 치안유지법 등을 통한 보다 직 인 

방식이 동원되었기 때문이다.37) 군부나 료와 같은 천황제권력의 주체는 권을 

동원하여 선거를 리하고 단속함으로써 정당을 한 존재로 보았고 정당을 

감시하는 지 를 얻게 되었던 것이다.38)

일본의 표 인 헌법학자인 미노베 다쓰키치(美濃部達吉)는 1929년에 출 된 

서에서 보통선거법에서의 선거운동 규제조항을 매우 비 으로 보았다. 그는 

매우 복잡한 단속규정의 문제로, 첫째 법망의 뒤에 숨어서 이루어지는 선거운동

이 성행하게 되어 법의 권 가 떨어지고 국민이 법을 경시하는 생각을 지니게 

될 우려가 있고, 둘째 이를 지키는지를 단속하려면 많은 경비가 소요되어 국고의 

낭비가 있으며 이에 따라 경찰의 단속이 필요한 다른 부분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고, 셋째 가장 문제되는 사항으로 야당에 한 단속은 엄격하게 하고 여당에게

는 함으로써 권선거의 유혹을 일으키며, 넷째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이 서로 

상 방을 모함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을 지 하 다.39)

4. 제1회 보통선거와 이른바 선거숙정운동

(1) 제1회 보통선거에서의 권동원

미노베가 보통선거법의 선거운동 제한규정을 비 으로 본 배경에는 1928년

에 실시된 제1회 보통선거가 있었다. 이 선거에 비하여 내무 신은 지사, 경찰

37) 보통선거법이 제정된 후 노동자와 농민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결성의 움직임이 구체화

되면서 농민노동당이 결성되었는데 그 즉시 내무성은 치안경찰법을 동원하여 이 정당

에게 결사 지처분을 내린바있다(渡邊 治, 앞의 , 336면).선거운동규제조항의 사회주

의정당 진출 제한 기능이 두드러지는 것은 이러한 직 인 통제수단이 더 이상 존

재하지 않게 되는 제2차 세계  이후 다고 볼 수 있다.
38) 杣 正夫, 앞의 , 269면.
39) 美濃部達吉, 選擧法槪說, 154면 이하. 미노베는 깨끗한 선거풍토의 조성이 바람직한 

것은 물론이지만 이를 법률과 형벌로써 강제하는 것은 법률만능주의  사고에 기 하

는 바 성공할 수 없고 오히려 지 않은 폐해를 가져올 험이 있음을 지 하고 있

다. 나아가 그는 총리 신이 의원들의 이해를 구하기 해 이들을 연회에 하는 

것은 공연히 행해지는데 후보자가 선거운동에 애쓰는 운동원에게 사례하는 것은 범죄

가 되고, 한 정당의 수가 자본가로부터 거액의 선거자 을 받는 것은 범죄가 되

지 않는데 후보자가 선거연설에서 철도의 조기 공을 해 노력하겠다고 하는 것만으

로도 범죄가 될 수 있다면 아무리 도 공정한 법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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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교체하는 등 권선거의 체제를 갖추었다. 내무성은 야당의 선거법 반행

는 철 하게 추 한 반면에 여당후보의 탈법선거를 묵인하는 단계를 넘어 그 방

법을 가르쳤다.40) 당시 여당인 정우회와 제1야당인 민정당(民政黨) 후보자의 선

거법 반 상황을 비교하면 권선거의 양태가 극명하게 나타난다. 정우회는 반

건수 63, 검거인수 164인인데 반하여 민정당은 반건수 469, 검거인수 1701명

이었다. 후보자 1인당 평균 반건수는 정우회 0.16건, 민정당 1.30건이었다.41) 

깨끗한 선거를 지향했던 규제 심의 선거법규는 그 최 의 실험에서 극단 인 

권선거의 모습을 보 고 이는 정당정치에 한 불신의 원인이 되었다.

(2) 선거숙정운동과 1934년의 보통선거법 개정

이러한 정당정치의 타락상은 1930년에 실시된 제2회 보통선거에서도 계속되었

다. 1929년부터 경제공황이 몰려오고 시즘이 두하면서 정당정치의 기는 심

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거숙정운동(選擧肅正運動)이라는 움직임이 일어났

다.42) 정당정치의 기 속에서 료세력은 지방행정조직 단 로 선거숙정 원회

를 조직하여 정당의 기반을 무 뜨리고 료  지배를 강화하려 하 다. 선거숙

정운동은 비상시국 하에서의 이상 인 선거의 추진, 선거비용의 축소, 선거범죄

의 근  등을 명목으로 추진되었지만 이는 반정당 이고 반의회주의 인 본질을 

지니고 있었다. 선거숙정 원회는 선거 때 뿐 아니라 일상 으로 활동하면서 정

당정치의 부정 인 측면을 국민에게 각인시켰다. 이러한 분 기 속에서 1934년 

보통선거법의 면개정이 이루어졌다.43) 이 개정에서는 선거운동에 한 기존의 

제한을 더욱 강화하 을 뿐 아니라 이미 언 한 바처럼 제95조의2를 신설하여 

사 선거운동의 지를 명문화하 다. 한 제98조의2에서는 선거운동에서 이 조

항이 허용하는 방식을 제외한 문서도화의 배포를 지하여 포  지와 한정

 해제의 규율방식을 추가하 다.

40) 川口由彦, 앞의 책, 350면.
41) 杣 正夫, 앞의 , 263면 이하. 민정당 후보의 평균 반건수는 사회주의정당들과 비

교해도 낮지 않았다. 야당에 한 집 단속은 보수야당과 사회주의정당에 해 차이

가 없었던 것이다.
42) 이에 해서는 齊藤鳩彦, 選擧運動抑壓法制の思想と構造, 日本評論社, 1975, 71면 이

하; 杣 正夫, 日本選擧制度史 ―普通選擧法から公職選擧法まて― 九州大學出版 , 
1986, 179면 이하; 遠山茂樹․藤原彰․今井淸一, 앞의 책, 101면 이하 참조.

43) 이에 한 자세한 내용은 齊藤鳩彦, 앞의 책, 92면 이하; 杣 正夫, 앞의 책, 99면 이

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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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1945년 이후의 보통선거법 개정 : 

규제 심 선거법 모델의 존치

제2차 세계 이 끝나고 미군 령 하에서 일본의 선거법은 지 않은 변화를 

겪었다. 패  후 헌국가  규제 심의 선거법에 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내각은 1945년 11월 13일 남녀의 구별 없이 보통선거권을 부여하고 선거권

과 피선거권을 20세와 25세로 하향 조정할 뿐 아니라 선거운동에 한 인 ․시

간  제한, 선거운동의 방법에 한 각종 제한  이에 한 처벌조항 등을 거의 

면 으로 철폐하는 개정법률안을 결의하 다.44) 이 개정법률안에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남은 것은 호별방문 지와 선거사무 련 공무원의 선거운동 

제한 정도 다. 후자의 경우는 당연한 제한이므로 이는 호별방문 지를 제외한 

면 인 자유화 다.

하지만 내각의 향 인 개정안은 1945년 12월 17일에 공포될 때까지 의원

의 심의에서 요한 변화를 겪었다.45) 한편으로는 내각의 법안 로 남녀보통선거

권의 도입과 선거권  피선거권의 연령인하가 이루어졌다. 한 선거운동의 자

유와 련하여 우선 선거사무장  선거 원 등 법정선거운동원 제도가 폐지되

고 선거 리 련자 등 일부의 선거운동만을 제한하도록 하여 이른바 제3자 선

거운동의 자유가 인정되었다. 선거운동의 방법과 련하여 개개인에 한 연속

인 면 의 지와 화를 통한 선거운동의 지도 폐지되었다.

하지만 정부의 원안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사 선거운동의 지를 존치하기로 

함으로써 규제 심 선거법제의 기본틀이 유지되었다. 이는 사 선거운동의 지

는 선거운동의 리를 담당하는 정부 측의 이해보다 역의원의 기득권보호와 

보다 많은 연 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목이다. 한 선거사무소에 한 제한, 

호별방문의 지, 문서도화에 의한 선거운동의 제한 등 개별  제한조항도 그 틀

을 유지하 다. 선거운동의 자유를 심으로 볼 때 이는 시간  측면과 인  측

면에서의 정치  기본권에 한 포  제한  후자의 제한은 해제되었지만 

44) 齊藤鳩彦, 앞의 책, 115면 이하; 杣 正夫, “選擧制度の改革”, 東京大學社 科學硏究所

편, 戰後改革 3. 政治過程, 東京大學出版 , 1974, 91-141면, 105면 이하; 福永文夫 

편, GHQ民政局資料 ｢占領改革｣ 2券 選擧法․政治資金規正法, 丸善株式 社, 平成9年

(1997), vi면, 18면 이하 참조.
45) 齊藤鳩彦, 앞의 책, 123면 이하; 杣 正夫, 앞의 , 113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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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경우에는 그 로 남았음을 의미한다.

일본의 의원선거법은 1950년에 다른 선거법들과 함께 공직선거법으로 통합

되었다. 하지만 선거운동에 한 폭넓은 규제는 유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Ⅴ. 한국 분단체제에서 일본식 규제 심 선거법제의 유입46)

1. 이승만 정권에서의 선거법제와 선거운동의 포  규제

1947년 3월 17일에 미군정법령 제175호로 제정된 국회의원선거법은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강조하 을 뿐 특별한 제한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는 미군정법령 제

175호를 폐지하고 1948년 12월 23일에 제정된 국회의원선거법에서도 크게 다르

지 않았다. 이후 1950년 4월 12일에 새로이 제정된 국회의원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운동, 변단체 명의의 선거운동, 20세미만의 소년등에 한 특수 계를 이

용한 선거운동에 한 제한규정을 도입하 고 1951년의 개정법률은 호별방문을 

지하고 선거인에게 답례할 목 의 축하연 는 로연을 지하는 규정을 추

가하 다. 호별방문의 지와 같은 무리한 제한도 보이지만 선거운동에 한 법

조항의 기본은 자유선거의 보장을 강조하고 이를 제한하는 조항을 외 으로 

둔 것이었다.47) 구든지 의원후보자를 하여 단순한 연설회를 자유로이 개최할 

46) 이 장의 내용은 송석윤, “정치체계의 신진 사와 정치 계법”, 29면 이하를 기 로 

수정․보완한 것이다.
47) 이에 해 이미 미군정법령 175호로 제정된 국회의원선거법과 이를 개정한 1948년 

12월의 국회의원선거법 제27조가 후보자등록제를 도입했다는 에서 이미 사 선거

운동의 지가 도입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김래 , “개정 선거법의 문제 과 개

선방안 ―사 선거운동 지규정을 심으로―” 한국공법학회 제122회 학술발표회

(2005.5.28.) 발표문, 136-173면, 159면) 이 견해는 동법 제29조가 “등록한 의원후보자

는 자유로히 그 로 선거에 한 선 을 할 수 있음.”이라고 규정한 것을 논거로 제

시하고 있다. 하지만 입후보등록제로부터 등록이 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해

석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한 동법 제29조를 등록하기 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반 해석할 수 있다면 등록한 의원후보자 외에는 구도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는 해석도 가능해야 한다. 하지만 이 선거법에는 선거운동의 포

 인  제한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 조항은 오히려 의원후보자의 자유로운 선거운동

을 강조한 취지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살핀 바처럼 1925년 일본 보통선거법의 후보등록제에서 사 선거운동의 

지를 도출한 것은 행정 청의 무리한 해석이었고 그나마 신고된 운동원에게만 선거운

동이 허용되는 엄격한 인  제한과 연결해서나 가능한 것이었다. 1934년 개정법에서 

명문으로 사 선거운동의 지를 규정한 것은 후보등록제로부터 사 선거운동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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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1950년 선거법 제37조는 당시의 선거법이 선거운동을 바라보는 입장

을 보여주는 이다.

국회의원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의 규제가 폭 확 된 것은 1952년의 발췌개헌

에서 헌법조문 상으로 참의원과 민의원제도가 도입된 후 1958년 1월 25일자로 

민의원의원선거법이 제정되면서 다.48) 동법 제43조는 최 로 “당선을 얻거나 얻

게 하거나 얻지 못하게 하기 한 행 ”라고 선거운동을 정의하고 제44조는 선

거운동기간을 정하 다. 이는 일본에서 1934년에 보통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사

선거운동의 지를 명문으로 규정한 것과 같은 맥락이었다. 민의원의원선거법 제

45조는 선거사무장․선거운동원이 아닌 자의 선거운동의 지를 규정하 다.49) 

한 이 선거법에서 처음으로 기탁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로써 1925년 일본 보

통선거법의 핵심 인 규제조항이 1934년에 개정된 형태로 면 으로 도입되었

다. 한 이 선거법은 선거공 제, 정당참 인제 등 공명선거를 한 제반장치를 

마련하 지만 후술하는 바처럼 부정선거는 여 히 자행되었다.

1958년의 민의원의원선거법은 여야의 상을 통해 제정되었다고 해서 당시 

‘ 상선거법’이라고 불렸다. 비교  순탄하게 진행되던 입법과정에서 문제가 발생

한 것은 언론인들이 법률안 제72조와 제73조가 특정 후보자를 당선 는 낙선시

킬 목 으로 언론사의 경  는 편집을 담당하는 자가 이익을 제공받고 선거에 

한 보도 기타 평론을 게재할 수 없으며 허 의 사실을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

한 것과 이에 한 처벌조항(동법 제155조와 제167조)에 해 격렬하게 반발하면

서 다. 1957년 12월 14일자로 발표된 신문편집인 회의 성명서는 이들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면서 “언론자유는 선거기간 내에 더욱 활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

구하고 막연히 후보자를 ‘당선 는 낙선시킬 목 ’으로 ‘보도 논평 할 수 없다’

를 도출한 해석이 무리한 것이었음을 역설 으로 보여주고 있다. 만약에 1958년 이

에 사 선거운동에 한 단속이 있었다면 이는 행정 청의 법 인 행 다고 보아

야 한다.
48) 이 선거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1958년 1월 1일이었다. 후술하는 바처럼 선거법안

에 한 언론계의 문제제기로 여야간의 상이 어려움에 착하여 제3 국회 마지막 

날인 1957년 12월 31일까지 통과되지 못하자 회기를 24시간 연장하여 1958년 새해 

첫날밤 11시 35분에 통과되었다.
49) 이러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에 한 포 인 제한은 1994년 공직선거법이 제

정되면서 개별 인 제한으로 환되었다. 헌법재 소는 포 인 제한조항이 폐지된 

후 이처럼 원칙 으로  국민에 해 선거운동을 지하고 신고된 극소수의 선거

계인들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참정권과 정치  표 의 자

유의 본질 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보았다(헌재 1994.7.29. 93헌가4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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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규정하려 함은 우리 헌법의 정신과 규정을 무시하여 민주주의의 국기를 괴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언론자유 침해 에 선거를 실시하게 될 때에는 국

민의 비 을 쇄한 암흑선거가 될 것을 두려워하는 바이다”라고 천명하 다.50) 

하지만 이 성명서는 사 선거운동 지, 선거운동원의 제한 등 ―이익의 제공과 

무 한― 국민의 정치  표 의 자유에 한 제한에 해서 침묵하 다. 당시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던 의 조항들을 넘어 상선거법의 문제를 근본 으로 

제기한 것은 윤길 이었다.51) 그는 ―원고청탁의 취지에 따라서― 우선 당시 언

론인들이 문제 삼던 법조항이 군국주의 하의 일본선거법에 있었음을 지 하고 

비 한 후52) 이 선거법 반의 내용을 평가하 다53):

“선거의 불공정, 자유분 기의 괴가 자행되는 것은 행선거법의 불비에 

있는 것보다 권의 횡포에 있는 것이니 집권당인 자유당이 공명선거를 하여 

이 나라 민주주의의 생 (生光)을 부어야 하겠다는 성의와 노력이 백가지 입법

보다 선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  야당인 민주당 역시 자 심의 이해

계에 편 하지 말고 진정 공명선거법안 제기에 성의를 다하여야 할 것이었

다.”

“문제의 요 은 구체  부정행 를 추구하여 막는 것도 요하지만 체 선

거분 기 자유보장이 더욱 실질  의미가 있는 것이다. 자유분 기 보장에 

한 것을 기본과제로 하고 출발하지 않고 말단  문제를 심 으로 삼아 주의

를 딴 곳으로 집 시킨 것이 야당측의 실책인 것이며 이와 동조하여 온 언론계

의 과오인 것이다.

지  선거법 상안에 하여 언론제한조항만 가지고 떠들썩하지만 … 더 기

본 인 선거권문제, 기탁 문제, 선거운동자유에 한 문제 등 행법보다 불가

한  내지 헌법정신에 반하는 이 많은 것을 간과 내지 묵과하고 있다.”54)

50) 여기서는 “언론제한은 허용될 수 없는 죄악 ―면목 없을 치욕을 래한 3 국회―” 
인물계 1958. 2, 4-7면, 7면에 수록된 내용에서 인용한 것임.

51) 윤길 , “ 상선거법을 비 함 ―언론제한조항을 심으로 선거권․기탁 문제―”, 
인물계 1958. 2, 12-15면. 이  말미에 소개된 윤길 의 약력은 “함경남도 북청 태

생. 당년 42세. 일본 학 법학졸(24세 時). 고문 행정, 사법 양과 합격. 조선변호사시

험 합격. 헌법기 문 원. 국회 법제조사국장. 2  민의원(원주) 법사분 장(2선). 진

보당 간사장. 재 변호사 개업”이었다.
52) 윤길 , 앞의 , 13면.
53) 윤길 , 앞의 , 14면 이하. 철자와 띄어쓰기는 국어에 따름.
54) 여기서 선거권문제라고 함은 당시 선거권이 만21세부터 주어졌는데 병역의무가 만 

20세인 것과 비교하여 불합리하다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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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안 쓰게 한다면서 기탁 제를 창설하고 공명선거와 자유분 기를 지

향한다면서 선거권문제라든지 언론제한, 운동제한에 하고 있는 것도 나라

와 의 진정한 소리와 단결을 두려워하는 보수세력의 본질에서 빚어낸 결론

이며 의 이익과 그 자각보다도 권력유지나 권력쟁탈에만 주의를 집 시키

고자 하는 보수성이 아직도 언론계의 지배 인 조류인 까닭에 상선거법안에 

한 기본태도의 과오를 범하고 마침내 그 자체의 발등에까지 불이 붙게 된 것

이라 하겠다. 이러한 의미에서 언론조항 뿐만 아니라 최소한도 선거권문제와 

기탁 제 폐지를 아울러 고창함으로써 비교  올바른 선거법의 제정을 희구하

는 바이다.”

1958년 5월의 민의원의원선거는 공명선거의 실 을 한 선거운동의 규제가 

실 인 권의 개입과 권․동원선거 앞에서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함을 보여

주었다. 이 선거에서 이기붕을 비롯한 자유당간부 9인이 무투표 당선되었는데 이

들 당선자  타인의 후보등록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피소된 사람이 있었으며 2

인에 해서는 법원이 선거무효 결을 내렸다. 한 수많은 선거구에서 폭력사태

가 발생하 고, 오늘날에는 이름도 생소한 릴 이식 투표, 피아노식 개표, 무더기 

사 투표, 리투표 등이 자행되어 부정선거는 극에 달하 다.55) 당연한 결과이

지만 선거후에 지 된 문제  가장 첫 번째의 것은 선거운동이 사실상 불가능

했다는 이었다.56) 하지만 다른 한편 1958년의 제4  국회의원(민의원의원)선거

에서 보수야당은 목할 만한 약진을 하 다. 이 선거에서 민주당은 1954년 선

거에서 민주국민당이 얻은 득표율의 4배가 넘는 34.2%를 얻어서 확고한 지 를 

확보하 다. 한 자유당과 민주당이 체의석의 88%를 차지함으로써 우리나라 

선거사상 처음으로 양당제를 이루었다.

이러한 선거결과는 이미 민의원의원선거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견되었다. 

이 선거법은 여야 상의 결과 는데 이러한 상이 타결될 수 있었던 요한 배

경은 1956년 통령선거에서 조 암의 선 에 한 보수세력의 결집이었다.57) 

55) 한민국국회, 한민국국회 50년사, 1998, 241면 이하.
56) 유승범, “ 상선거법의 맹  ―제4 국회에서는 기필코 고쳐져야 한다―”, 신태양 

1958. 6, 29-35면, 29면 이하.
57) 고성국, “진보당의 이상과 한계”, 한배호 편, 한국 정치론 I, 나남, 1990, 343-372

면, 355면; 서 석, 조 암과 1950년 (상) ― 조 암의 사회민주주의와 평화통일

론, 역사비평사, 1999, 204면 이하; 안철 , “제1-2공화국 정당정치의 개과정과 특

성”, 안희수 편 , 한국정당정치론, 나남, 1995, 253-284면, 267면 이하; 유숙란,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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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년 10월 자유당의 이기붕, 민주당의 조병옥, 무소속의 장택상이 만나서 선거

법의 국회처리에 해서 서로 조하기로 하 는데 이 자리에서 “진보당에 해

서는 어떠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최소한 1958년의 선거에는 참가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데에 일치했다”58)고 한다. 이 선거법의 통과직후에 발생한 

진보당사건과 이에 한 보수야당인 민주당의 방  자세는 당시의 반진보당 

보수연합의 분 기를 보여 다.

이후 수십 년간 우리나라의 정당체계를 형성한 권 주의  동원정당인 여당과 

보수주의 간부정당인 야당의 양당구조가 형성된 배경에는 새로운 세력의 진입을 

막으려는 여야의 공통된 의도가 있었다. 선거운동의 자유를 근본 으로 제한하는 

선거법의 제정은 이러한 의도와 무 하지 않았다. 신진 정치세력의 약진가능성 

앞에서 기성정당들은 선거법을 배제와 순치의 도구로 사용했던 일본의 에 주

목했던 것이다.

2. 1963년 국회의원선거법과 선거운동의 면  규제

이러한 선거운동에 한 규제의 강화경향은 5․16군사쿠데타 이후에 그 도를 

더하 다.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의해 1963년 1월 16일에 제정된 국회의원선거법

은 의 선거운동 규제조항을 답습하면서 나아가 제33조에서 “선거운동은 이 법

에 규정된 이외의 방법으로 이를 할 수 없다”고 선언하 다. 이는 법률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면 으로 폐지하고 스스로 권리를 제한 으로 창설하는 입

헌주의  상이었다. 이 조문은 1994년에 기존의 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을 통합한 행 공직선거법이 제정될 때까지 존속하 다.

3. 행 공직선거법과 포  규제의 잔존

행 공직선거법은 이 의 선거법들이 지녔던 선거운동에 한 명백히 헌

인 면  규제를 개별 인 규제로 환하 다. 동법 제58조 제2항은 “ 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선언하면서 “그러나 이 법 는 다른 법률

에 의하여 지 는 제한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의 권 주의  운용과 역기능”, 한배호 편, 앞의 책, 373-394면, 385면.
58) 박기출, 한국정치사, 민족통일연구원, 1971, 174면 이하. 여기서는 김태일, “민주당의 

성격과 역할”, 한배호 편, 앞의 책, 311-342면, 327면 이하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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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후의 조문들은 이러한 변화가 명목상의 것에 불과함을 보여 다. 여

히 선거운동기간 이 의 정치활동을 사 선거운동이라는 개념으로 포 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구체 인 선거운동에 한 수많은 규제조항을 두어 이에 한 

벌칙조항만도 30여개에 이르고 있다. 우리의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규제법 는 

선거형법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 히 규제 심의 사고방식에 기

하고 있다. “특별형법의 과잉 상”59)에 한 문제제기는 공직선거법의 처벌조

항에 해서도 용되어야 한다.

Ⅵ. 을 마치며

2004년 17  국회의원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자  이후에 공직선거법 

반으로 기소되어 재 을 받은 국회의원은 모두 46명에 이른다. 이들  품향

응 제공이나 허 사실 유포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단지 사 선거운동만이 

문제된 경우는 21명이다.60) 국회의원 정수가 299인이므로 체의원의 6분의 1에 

가까운 수가 기소되었다. 한 기소된 의원들이 모두 지역구의원이므로 243인의 

지역구의원 정수를 기 으로 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과연 우리의 선거풍토가 세계 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혼탁한 것인가

를 묻게 된다.

더욱이 행 공직선거법 제264조는 공직선거의 당선인이 선거법을 반하여 

징역 는 100만원 이상의 벌 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결정이 선거법규의 반여부 뿐 아니라 그 정도에 한 

법원의 단에 따라서도 뒤바뀔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법조항이 과연 우리

헌법의 체계에 합치하는 것인지에 한 근본 인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61) 

국회는 권 주의시 에서와는 달리 차 국가 통치질서의 심기 이 되고 있다. 

한 민주화의 과정 속에서 군인, 행정 료 는 사법 료 출신의 정치인들이 자

59) 이에 해서는 한인섭, 권 주의 형사법을 넘어서, 동성사, 2000, 307면 이하, 327면 

이하 참조.
60) 이 수치는 김래 의 공법학회 발표 때에 별도로 배부한 자료를 기 로 한다.
61) 선거법 반을 당선무효와 연결시키는 규정이 국민주권의 원리  권력분립의 원칙과 

양립하기 어렵다는 견해로는 권 설, “선거소송의 문제 과 과제”, 스티스 통권 제

66호(2002.4.), 5-36면, 30면 이하; 권 설, “선거와 선거제도 ― 행선거법제의 주요

쟁 을 심으로”, 제3회 한국법률가 회 논문집(2002.10.), 177-203면, 195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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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출신 집단을 배경으로 정치  향력을 유지하는 것도 차 어려워지고 있

는 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의원선거의 당선자들이 거 재 정에 서야 

한다면 헌정의 요한 공백을 가져올 험이 있다. 행 통합선거법제 하에서 이

러한 당선무효는 통령당선자에게도 해당된다. 정권의 향배가 벌  100만원을 

기 으로 결정된다면 그 정치  부담을 과연 사법부가 떠맡을 수 있을지 의문이

다. 한 만약에 내각제로 개헌한 상황에서 국회의원 당선자  다수의 의원직상

실 여부가 이 기 으로 결정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규제 심의 선거법제는 권 주의  통치자와 그 주변의 료들이 실질 인 지

배권을 행사하고 국민의 표기 은 단지 부차 인 지 에 있던 헌국가  모

델의 잔재이다. 공명선거는 물론 포기할 수 없는 요한 가치이다. 하지만 잊어

서 안 되는 것은 공명선거가 선거의 본질을 이루는 원리는 아니라는 이다. 국

민의 표가 민의를 제 로 반 하여 선출되는 과정을 최 한 보장하고 품살

포, 흑색선 , 선거방해, 권개입 등 이를 방해하는 행 를 규제해야 한다.62) 기

술 이고 수단 인 의미를 지니는 공명선거의 원리가 기본권 으로 보장되는 유

권자와 공직선거후보자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면 본말

이 도된 것이다. 민주헌정국가에서 통치권력의 핵심은 국민이 선출한 기 이

다. 헌법이 헌법 로 실 되는 한 이를 막을 수는 없다. 민주화는 정치공동체내

에서 선발된 권력과 선출된 권력사이의 계를 재조정할 것을 요구하기 마련이

다. 이러한 변화가 불안하다면 그 과정이 무리 없이 진행되는 방안을 찾아야 할 

뿐이다. 규제 심의 선거법제 역시 궁극 으로는 이러한 계재조정의 맥락 속에

서 함께 변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일본제국주의의 령기간을 평가하고 정리할 때 주권을 상실했던 사실

에 주목하고 이러한 역사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

여 왔다. 이는 해방 60년을 맞이한 지 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인다. 이러한 

이 의미가 있다는 것에 해 필자 역시 근본 으로 달리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일본제국주의가 남긴 잔재를 제 로 청산하기 해서는 우리의 주권을 

62) 이와 련하여 우리나라 선거법상의 선거범죄를 두개의 유형으로 구별하여 이러한 경

우는 형사범  선거범죄이어서 경찰규제의 상이지만 사 선거운동 지, 호별방문

지, 문서․도화의 배포나 연설회 등의 지․제한은 행정범  선거범죄라고 하면서, 
후자의 경우에는 헌법 으로 용인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양자를 동일선상에서 획

일 으로 규제하는 것은 무리라는 견해로는 문 삼, “정치  자유권에 한 연구”, 서

울 학교 법학박사학 논문, 1985, 229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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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탈했던 시 의 일본이 어떤 헌정체제를 지녔던가를 면 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권이 침탈되었던 사실 자체 뿐 아니라 한민족공동체의 근 성의 형성에 

지 않은 향을 미친 일본의 체제는 어떤 것이었던가를 살피는 것이 요한 

이유는 우리가 단지 독립된 주권국가에서 살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국가가 국민이 주인인 민주헌정국가여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1958년부터 

1925년 일본에서 제정되어 1934년에 개악된 선거법제하에서 살았고, 1994년부터

는 1945년 이래의 일본식 선거법제하에서 살고 있다. 정치 역에서 역동 인 민

주화를 겪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헌국가  규제 심의 일본 선거법모델이 맞는 

옷인지 돌아볼 때이다. 한 1958년에 규제 심 선거법제의 기본틀이 형성된 후 

한반도와 주변에서 일어난 변화가 행선거법에 충분히 반 되고 있는지63)도 진

지하게 생각해 볼 때이다.

이 은 규제 심의 선거법제가 일본에서 형성되고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모습

을 분석하는 데 을 두었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선거법제가 지니는 문제 을 

지 하 다. 하지만 구체 인 개선방안을 만들어내기 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우선 일본의 선거법제가 한국으로 유입되는 배경과 과정을 보다 

세 하게 살피고 이후 양국에서 유사한 제도가 운 되는 공통 과 차이 을 살

피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제도개선안을 해서는 비교법  연구의 상이 일

본에만 국한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다. 한 역 는 비 역 등 입장이 다른 후

보자, 유권자, 선거 리행정 담당자, 검찰, 법원 등 다양한 역에서 바라보는 문

제 상황에 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는 선거제도에서 선거운동에 한 

규제의 문제를 정치 역과 선거 리행정 그리고 사법부의 계, 국가와 시민사회

의 계라는 넓은 에서 바라 볼 필요성을 제기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려 한다.

63) 민의원의원선거법의 제정이 논의되던 1957년 12월 18일 이승만 통령은 신문기자회

견에서 “지  공산당이 공, 이북, 일본 등지에서 백방으로 들어오려 하고 있어 

험한 형편에 놓여있는 이때에 그냥 내놓고 막 자유라고 해서는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게 되므로 험한 때에는 우리가 다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며 어느 나라에서나 

험한 때에는 자유라는 것을 생각해서 하게 되는 것이다. … 따라서 공산당에서 돈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의 선거를 재정을 가지고 사람을 사서 하려고 하는 것 등은 막

아야 하며  험한 때에 돈과 뇌물을 가지고 선거를 하게 한다는 것은 없게 해야 

되므로 정부에서는 이런 것을 극히 주의해서 하도록 해야만 되는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여기서는 “언론제한은 허용될 수 없는 죄악 ―면목 없을 치욕을 래한 3
국회―” 인물계 1958. 2, 7면에 수록된 내용에서 인용한 것임).



宋 石 允 [서울 학교 法學 제46권 제4호 : 28～5352

<Zusammenfassung>

Ursprung der die Freiheit zum Wahlkampf 

begrenzenden Gesetzgebung
―Entstehung des ‘Gesetzes f�r das allgemeine Wahlrecht’ Japans 

von 1925 und seine Einf�hrung ins ‘geteilte System’ S�d-Koreas―

64)

Seog-Yun Song
*

Im Wahlgesetz Süd-Koreas gibt es Vorschriften, die weitaus strengen und 

umfangreichen Begrenzungen der Wahlkampffreiheit, wie Wahlkampfverbot vor 

der Wahlkampffrist, Hausbesuchverbot u.a., ermöglichen. Das Problem dieser 

Vorschriften wird aber immer deutlicher, indem sich das politische Prozess 

demokratisiert und die Bürger aktiv im Wahlkampf engagieren.

Ein ähnliches Beispiel kann man schwer in den Wahlgesetzen der westlichen 

Länder finden. Der Ursprung der umfangreichen Begrenzungen der 

Wahlkampffreiheit liegt im japanischen Wahlgesetz von 1925, das zum ersten 

mal in Japan das allgemeine Wahlrecht der Männer einführte. Da diese 

Einführung des allgemeinen Männerwahlrechts nicht die Demokratisierung der 

Verfassung, sondern die Stärkung der Integrationskraft des imperialistischen 

Königsreichs bezweckte, waren einige Vorschriften nötig, die die Bürger von dem 

Wahlprozess entfernen konnten. Im gleichen Kontext wurde auch zugleich das 

Gesetz für das Aufrechthalten der öffentlichen Ruhe verabschiedet. In der Epoche 

des Faschismus wurde die Begrenzungen der Wahlkampffreiheit noch strenger.

Die ersten Wahlgesetzen Süd-Koreas nach der Befreiung von der Besatzung 

des japanischen Imperialismus in 1945 garantierten die Freiheit zum Wahlkampf 

wie in normalen Verfassungsstaaten. In 1958 entschieden sich aber die autoritäre 

Regierungspartei und die konservative Oppositionspartei zusammen für die 

Wahlgesetzänderung, die Vorschriften für Wahlkampfverbot vor der 

* Assistant Professor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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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hlkampffrist, für Genehmigung des Wahlkampfes für begrenzte Zahl der 

Anhänger u.a. einführte. Beide politischen Kräfte hatten gemeinsame Interessen 

vor der Herausforderung der neuen progressiven Partei.

Obwohl sich die Begrenzungen der Wahlkampffreiheit im Wahlgesetz Süd- 

Koreas inzwischen nicht wenig gemildert hat, sind die grundlegenden Probleme 

immer noch vorhanden. Nun ist die Frage zu stellen, ob sich die politische 

Demokratisierung in Süd-Korea das japanische Modell des Wahlgesetzes überholt 

ha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