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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의 자유는 대의민주주의에서 최량의 대표자가 선출될 수 있도
록 유권자에게 후보자에 대한 풍부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선거결
과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며, 국민의 실재하는 의사와 유리될 수 있
는 대의제의 단점을 보완함과 아울러 국민의 정치의식을 고양하는 기능
을 하므로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만, 선거운동의 자유를
무제한으로 허용할 경우 선거의 공정성과 기회의 균등을 해칠 수 있으므
로 이를 제한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선거의 공정성은 어디까지
나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가지므로,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이유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허용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직선거법은 과거 관권선거와 금
권선거가 횡행했던 우리나라의 선거풍토에 영향을 받아 선거운동의 개념
을 포괄적으로 정의한 다음 선거운동기간 전에 그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
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그와 별도로 선거일로부터 일정한 기간을 정하
여 몇몇 행위유형을 추가로 금지 • 제한하며,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선거
운동의 방법에 관하여 상세한 금지 •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공직
선거법의 입법태도에 관하여 학설은 대체로 비판적이다.
외국의 입법례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법률상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는 대신 선거운동비용의 모금과 지출 및 회계보고에 관하여 상세
한 규제를 하고 있으나, 연방대법원은 지나치게 엄격한 선거운동비용 규
제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입장이다. 독일도 선거운동에 대한 법적 규제가
거의 없고 정당간의 합의에 의한 규제와 선진적인 정치문화에 의하여 선
거운동이 공정하고 질서 있게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의 경우 선거운동에
관한 규제는 거의 없으나 선거운동비용을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선거운동기간에 대한 제한이 존재하지만 이를 위반하였다
고 하여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며, 나아가 선거운동의 주체와 방법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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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폭넓은 자유를 허용하고 있다. 일본은 서구 국가들과 달리 선거
운동기간 제한과 함께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허용이라는 규제 중심의 선
거법제가 정착되어 있다.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선거운동기간 개시
전에 선거운동을 하되, 법률상 선거운동기간 전에 허용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을 요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대한 단순한 의견개
진이나 선거운동 준비행위, 통상적인 정당활동 등을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학설과 판례는 일정한 직무상 • 업무
상 행위와 의례적 • 사교적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
하고 있다.
사전선거운동죄의 핵심적 구성요건인 선거운동의 인정범위에 관하여
기존의 판례는 명시적으로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호소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명시적인 의사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행위의 시기와 장소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특정 선거에 대
한 당선 또는 낙선의 목적을 가지고 한 능동적 • 계획적인 행위로 인정되
는 경우에는 모두 사전선거운동죄로 처벌하였다. 이와 달리 기존의 대법
원 판례가 사전선거운동죄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는 당내경선운
동, 선거운동 준비행위, 의례적 행위, 직무상 행위 등 법률상

•

해석상 특

별히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보는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선거운동의 개념표지인 목적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선거운동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본 전형적인 경우는 많지 않았다.
한편,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
견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달리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
에 있어 행위자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행위를 경험한 선거인들의 관점에
서 특정 선거에 대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를 인식할 수
있었다는 명백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보
면서, 위 사건 피고인들의 행위와 같이 선거인들에게 특정 선거에 대한
출마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선거인들을 접촉하여
해당 정치인에 대한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임으로써 정치적 지지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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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지는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사전선거운동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였다. 다수의견은 그 논거로 ① 공직후보자에 관한
풍부하고 정확한 정보제공, ② 통상적인 정치활동의 보장, ③ 선거에서의
기회균등, ④ 형벌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 ⑤ 공직선거법의 전체적인 입
법태도에 대한 해석론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해 반대의견은 명시적으로
특정 선거의 당락을 위한 목적의사가 드러난 경우는 물론이고 행위의 태
양을 관찰하여 행위자에게 그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기존 판례의 해석론을 고수하면서 그 논
거로 ① 선거의 공정성과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해할 우려, ② 선거운동
의 자유 확대가 입법자의 역할인 점, ③ 공직선거법의 전체적인 입법태
도에 관한 다수의견과 다른 해석론 등을 제시하였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의 규제를 통
해 통상적인 정치활동까지 과도하게 제약하고 현직자와 정치신인 사이에
기회의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사전선거운동죄의 처벌
범위를 좁게 해석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의미를 살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반대의견은 선거운
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은 입법자의 역할이라고 비판하지만, 실제로 그
와 같은 개정입법이 이루어지리라고 쉽게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수
의견의 입장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이처럼 실질적으
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조치가 자칫 오랫동안 정착시켜온 선거
의 공정성을 흔들 수 있고, 조직력과 경제력의 차이에 따른 또 다른 기
회의 불균형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반대의견의 문제의식에는 충분히 주
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전선거운동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을 살펴보면, 선출직 공직자가 자
신이 당선된 선거에 관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만 처벌
되는 경우에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된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았
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법원의 양형실무는 민주적인 절차로 선출
된 공직자에 대하여 사전선거운동죄의 가벌성을 비교적 제한적으로 해석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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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처벌규정은 국민의 기본권인 정치적 표현
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에 해당하고,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이유
로 그보다 상위의 가치인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
니하므로, 위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완화
된 합리성 기준이 아닌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사전선거운동 처벌규정은 후보자들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여 선
거의 공정을 확보하겠다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지만, 현실에서는 기성
정치인들과 정치신인들 사이에 실질적인 기회의 불평등을 오히려 심화시
키고 있어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이미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대한 다양한 규제가 존재하고, 법원의 실무도 사전선거운동
죄만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그다지 많지 않으므로, 사전선
거운동 처벌규정이 폐지되어도 당장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서구 여러 나라들의 입법례와 같이 선거
자금통제를 통한 선거의 공정성 확보가 가능함에도 선거운동기간 전의
선거운동 자체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
게다가 사전선거운동 처벌규정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명분으로 유권자
에게 공직후보자에 대한 풍부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회를 차단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보다 상위의 가치인 선거운동의 자유가 대의민주주
의에서 가지는 헌법적 의미와 기능을 제대로 살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하고 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하였다. 결국 사전선거운동 처벌규
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나아가 사전선거운동 처벌규정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물론이고 새로
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해석론에 따르더라도 여전히 수범자의 입
장에서 과연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인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없으므로 죄
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반되고, 그 결과 수사기
관의 자의적인 결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결정되어 법집행의 형평성 차원
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처벌규정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
를 폐지하고 선거자금 통제 중심의 규제체계로 나아감이 바람직하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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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현행법 체제하에서는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와 같이 사전선거운
동죄의 적용범위를 좁게 인정하여 선거운동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의
미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해석론을 전개하여야 한다.

주요어 : 선거운동, 선거운동의 자유, 선거운동기간, 공직선거법, 사전
선거운동죄, 선거운동의 인정범위,
학

번 : 2006-21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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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제 1 절

서

론

연구의 목적

우리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기간을 법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함께 당선무효 및 공무담임권의 제한과 같은 강력한
제제를 가하고 있다. 그리하여 매번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선거에 즈음
하여 검찰에서 상당수의 후보자들을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죄로 기
소하고 있고, 그 중 일부는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어렵게 얻어낸 당
선이 무효가 되거나, 차기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도록 공무담임권을 제
한받고 있다. 언론에서는 위와 같은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의 선거풍토가
아직도 혼탁하다는 논조로 대서특필하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면, 공직선거는 민주사회에서 주권자인
시민이 자신의 주권을 위임할 공직자로 가장 적합한 자를 뽑는 선택과
판단의 과정이고, 유권자가 가장 훌륭한 대표자를 뽑기 위해서는 공직후
보자들에 대하여 풍부하고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어 유권자들 사이에 그
에 관한 활발한 토론과 의견교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한 과정에서
모든 공직후보자들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이유
로 선거운동의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나
아가 선거운동의 자유가 선거결과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장치 중
의 하나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선거운동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상 중
요성에 비추어 볼 때, 현행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짧은 선거운동기간(대
통령선거 22일, 그 밖의 공직선거 13일) 동안의 선거운동만으로 유권자
가 후보자에 대한 풍부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활발한 토론이 이
루어져 최량의 대표자가 선출됨으로써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제도가 가
지는 헌법적 기능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을지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의문
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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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대법원 판례는 사전선거운동죄의 핵심적인 구성요건인 ‘선거운동’
의 개념을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

계획적 행위’로 포괄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사전선거운동죄의 처벌범위를 넓게 인정하여 왔다.1) 하지
만 공직선거의 입후보를 준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위와 같은 선
거운동기간을 엄격히 준수하여 선거운동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당선을 위
한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일체 하지 아니하였다
가는 실제 선거에서 당선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대부
분의 공직선거 후보자들이 선거운동기간 이전에도 암암리에 조직을 갖추
어 당선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것이 현실이 되었으며, 선거 이후에는
수사기관의 인지와 선택 여하에 따라 사전선거운동죄로 처벌되는 후보자
와 그렇지 않은 후보자가 나뉘는 경향마저 있었다.
그러던 중 최근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은 선거운동의 개념을 ‘당선 또는 낙선의
목적의사가 선거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행위’로 제한
하고, 그에 이르지 않는 선거 준비행위를 통상적인 정치활동으로 보아
사전선거운동죄의 처벌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으로써, 선거운동기간
개시 전에 공직선거 후보자들의 운신의 폭을 상당 부분 넓혀주었다. 하
지만 위 판결에 의하더라도 ‘선거인의 관점에서 당선 또는 낙선의 목적
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는 여전히 사법당국의 판단
에 맡겨져 있어 처벌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는 남아있게 되었다.
특히,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한 지난 2016. 12.
9.부터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하여 공직선거법
상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허용된 2017. 3. 10.까지 사
이에 다수의 이른바 ‘대선주자’들은 예비후보등록조차 마치지 않은 상태
에서 언론 등을 통해 대선공약을 발표하고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잠재적
유권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1)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245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862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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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공직선거법상 사
전선거운동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검찰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대선주자’들을 사전선거운동죄로 수사하거나 기소
하였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다. 이처럼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국민
적 지지도나 정치권력의 크기에 따라 사전선거운동죄의 처벌여부가 달라
지는 것은 법집행의 형평성의 관점에서 볼 때 심각한 문제이다. 그런데
달리 생각해보면, 위와 같이 공직선거 후보자들이 평소에 유권자들과 접
촉하여 자신의 공약과 소신을 밝히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공직선거 후보
자들에 대한 풍부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최량의 대표자 선출
에 기여하는 선거운동의 자유의 취지에 부합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으므
로, 선거운동의 기간을 단기간으로 제한하고 위반자를 형사처벌하는 현
행법의 태도에 관하여 근본적으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운동기간에 대한 학계의 논의는 대체로
우리 법제가 선거운동의 기간을 제한하는 등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
나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을 유형별로 분석하면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제
도개선방안으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
고 선거운동기간 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는 견해,2) ② 선거운동 규제에
관한 주요 선진국의 입법례를 분석하면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현행 공직선거법상 포괄적인 선거운동 규제를 대폭 개선하여 선
거운동기간의 제한을 없애고 선거비용 중심으로 규제의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는 견해,3) ③ 원칙적 규제와 예외적 허용이라는 우리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 규제체계의 연원이 1925년에 제정된 일본 보통선거법에 있다는
점을 밝히고, 권위주의적 • 관헌국가적 모델의 잔재인 현행 선거법제를
개혁하여야 한다는 견해,4) ④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문제
2) 김재선, “공직선거법과 선거운동의 자유에 관한 공법적 고찰”, 고려법학 제80
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6, 75-97쪽.
3) 김일환 • 홍석한, “선거운동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미국헌법연구 제25권,
미국헌법학회, 2014, 31-59쪽.
4) 송석윤, “선거운동 규제입법의 연원 -1925년 일본 보통선거법의 성립과 한국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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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에는 공감하면서도 한국적 현실에 따른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거운동의 기간제한이 불가피하다면 일상적인 기간, 예비후보자 기간,
정식후보자 기간별로 행위유형을 보다 구체화하여 제시하고, 각 기간별
행위유형의 차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입법을 하여야 한다는 견
해,5) ⑤ 사전선거운동죄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실제 선거에서의
사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명
백한 공직선거 후보자들 사이에 현실적 이유에 따른 처벌의 불균형이 존
재하므로 사전선거운동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견해,6) ⑥
선거운동의 개념과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 및 그 제한입법의 연
혁과 현황 등을 살펴보면서 사전선거운동죄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비판하는 견해,7) ⑦ 헌법재판소가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
는 입법에 대한 위헌심사를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 한다고 판시하면서도
실제 구체적인 판단에서는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
서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심사의 일관성과 기본권 이론의 엄밀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는 견해,8) ⑧ 위 견해들과 별개로 위에서
본 최근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입법으로 해결하여야 할 선거운동
의 자유 확대의 문제를 판례의 변경을 통해 우회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였
다고 비판하는 견해9) 등이 있다.
위에서 살펴본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주로 헌법이론적인 측면에서 사전
선거운동 처벌규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법원의 실무에서 구체적으로 어
떠한 범위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사전선거운동죄를 인정하여 왔고, 특히

5)
6)
7)
8)
9)

단체제에의 유입-”, 서울대학교 법학 제46권 제4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28-51쪽.
성낙인, “선거제도와 선거운동”, 저스티스 제130호, 한국법학원, 2012, 6-32쪽.
김래영, “사전선거운동금지조항의 위헌성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37권 제2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191-211쪽.
김래영, “선거운동의 자유와 한계에 관한 일반론적 고찰”, 변호사 제34호, 서울
지방변호사회, 2004, 7-60쪽.
전종익, “위헌심판의 심사기준 -선거운동과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서울법
학 제18권 제1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243-268쪽.
차진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개념 등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권한의 범위와
한계”, 법조 제720호, 법조협회, 2016, 228-2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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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와 관련하여 사전선거운동죄로 처벌되는 피고인들에게 어느 정
도의 형을 선고해왔는지에 관하여는 아직까지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
운동죄의 핵심적인 구성요건인 ‘선거운동’의 인정범위에 관한 기존의 대
법원 판례와 최근의 전원합의체 판결 및 사전선거운동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실무를 정리해보는 데 중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는
그동안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국면에서 적
용되어 왔고 그로 인한 현실적인 영향이 어떠하였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사전선거운동 처벌규정의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그 적용범위와
존폐에 대한 결론을 도출해내기 위한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에서는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미와 중요성에 비추어 현행
법상 선거운동의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은 폐지되거나 그 적용범위를 최
소화하여야 한다는 이론적인 문제의식을 형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자 한
다. 이를 위해 먼저 선거운동의 자유의 개념과 기본권으로서의 헌법적
근거를 알아보고, 다음으로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운동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의미와 중요성을 살펴보며, 나아가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
원리로 이야기되는 선거의 공정성 개념과 이를 이유로 한 선거운동의 자
유에 대한 제한과 그 한계에 대하여도 논의해보기로 한다. 이어서 선거
운동 규제에 관한 과거 우리나라의 입법연혁과 현행 공직선거법의 내용
을 개관하고, 이에 대한 학계의 평가를 살펴본다. 이 부분의 연구는 관련
단행본과 논문 및 해당 법령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살펴보는 방법으로
진행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선거법제 입법례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규제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의 5개국의 입법례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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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운동기간 규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2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다
음, 각각의 유형에 속하는 국가들의 선거운동 법령과 중요 판례의 내용
및 실무적인 현황과 그 연혁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 부분의 연구는
관련 논문, 해당 국가의 법령과 판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발간자료
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제4장에서는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죄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론과
함께 법원의 판례를 살펴봄으로써 사전선거운동죄의 실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관하여 알아본다. 이를 위해 기존의 학설과 판례에 의
한 사전선거운동죄의 일반적인 구성요건을 개관하고, 다음으로 사전선거
운동죄의 핵심적인 구성요건인 ‘선거운동’의 인정범위에 관한 기존 대법
원 판례 18개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각각 전제되는 사실관계 또는 공소사
실과 함께 법원의 판단을 정리하며, 그에 따른 현실적인 영향을 되짚어
본다. 이어서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
합의체 판결을 사안의 개요와 소송의 경과,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의 내용
과 논거 순으로 살펴본 다음, 위 판결의 현실적인 의의 및 한계와 함께
제시된 논거의 타당성에 관하여도 검토해보기로 한다. 나아가 사전선거
운동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내용과 공직선거법 제
254조의 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관한 양형위원회의 통계자료를 살펴보고,
위 통계자료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당해 선거에서 당선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사전선거운동죄의 양형실무를 알아보기 위하여 140개의
확정판결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사전선거운동 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미를 최대한 살
리기 위한 해석론적 대안을 모색해보기로 한다. 이 부분의 연구는 대법
원 판례, 하급심 판결, 양형위원회의 발간자료 및 관련 단행본과 논문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것이다.
제5장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사전선거운동 처벌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해본다. 이를 위하여 우선 공직선
거법상 사전선거운동 처벌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학계의
논의와 헌법재판소 판례의 내용을 살펴본다. 이어서 사전선거운동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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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대한 위헌심사의 기준을 결정한 다음, 사전선거운동 처벌규정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
하는지 여부 및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한다. 이 부분의 연구는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관련
논문을 살펴보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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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제 1 절

선거운동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미

Ⅰ. 선거운동의 자유의 개념과 헌법적 근거
1. 선거운동의 자유의 개념
선거운동의 자유는 문언상 ‘선거운동’을 할 자유를 의미한다. 실정법상
으로 선거운동의 개념은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실정법
상의 정의를 선거운동의 자유의 개념에 대입하면 선거운동의 자유는 결
국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할 자유를
의미하고, 그 범위는 선거운동의 개념과 인정범위에 대한 해석론에 따라
결정되게 된다.
그러나 선거운동의 자유의 개념을 이와 같이 실정법의 명문규정과 그
해석론에 따라 기계적으로 정의하여서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선거운동의 자유의 참된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없고, 헌법상 기본권
의 개념이 실정법의 규정에 따라 정의될 경우 실정법의 개정

•

폐지 및

해석의 기준이 되는 지도이념으로서의 헌법상 기본권의 본래적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다.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인 선거운동의 자유의 개념은 실정법상
선거운동의 정의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그 헌법적 근거에 기초하여 정의
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일
환으로 파악하면서 ‘널리 선거과정에서 자유로이 의사를 표현할 자유’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10)
10) 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2헌마28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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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
가. 학설
(1) 표현의 자유, 피선거권에 근거한다는 견해
이 견해는 선거운동의 자유가 정치적 언론표현의 자유라고 보면서 주
권자인 국민이 그 의사를 정치에 반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유에 해
당한다고 한다.11) 나아가 이 견해는 선거운동의 자유가 표현의 자유인
동시에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공무담임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피선거권
행사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12)
(2) 표현의 자유, 자유선거의 원칙에 근거한다는 견해
이 견해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자유로 정의
하면서, 선거운동의 자유가 그 내용 중의 하나로 포함된다고 보고 있
다.13) 또한 이 견해는 선거법의 두 가지 기본이념이 자유선거 및 공정성
이라고 보면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선거법의 두 가지 기본이념 중 자유선
거의 원칙의 내용 중의 하나로 이해하고 있다.14)
(3) 국민주권주의, 선거권, 표현의 자유에 근거한다는 견해
이 견해는 선거란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주의에 기초한 국민의 주권적
의사의 표현이므로 그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국민의 국민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향유한다고 한다.15) 또한 이 견해는 선거운동의 자유가 헌법 제
21조에서 정한 표현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
11)
12)
13)
14)
15)

김철수, 헌법학신론 , 박영사, 2010, 848쪽.
위의 책, 849쪽.
양건, 헌법강의Ⅰ , 법문사, 2007, 496쪽.
위의 책, 497쪽.
성낙인, 헌법학 , 법문사, 2015, 2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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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헌법 제24조에서 정한 선거권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고 한다.16)
(4) 선거제도 보장과 헌법 제116조 제1항에 근거한다는 견해
이 견해는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조직적
으로 표명하는 가장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에 유권자의 판단에 호소하는
선거운동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헌법상 보장되는 선거
제도의 내용 중 하나인 선거운동자유의 원칙이라고 설명하고 있다.17) 또
한 이 견해는 헌법 제116조 제1항이 ‘투표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
을 할 권리’를 보장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을 정치적 기본권으로
서의 선거운동의 자유의 근거규정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8)
(5) 대의제, 알 권리, 표현의 자유, 헌법 제116조에 근거한다는
견해
이 견해는 선거운동의 자유는 대의제에 기초하여 인정되고,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릴 자유는 대의민주주의의 본질, 유권자의 알 권리,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인정된다고 한다.19) 또한 이 견해는 후
보자가 유권자에게 자기를 당선시켜 달라고 하는 행위는 정치적 자유 또
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 인정되어 헌법 제21조 제1항 및 헌법 제116조
가 그 근거가 된다고 보고 있다.20)
(6) 헌법상 선거운동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
이 견해는 우리 헌법이 제116조 제1항에서 선거운동을 자유방임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두어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함으
16)
17)
18)
19)
20)

위의 책,
권영성,
위의 책,
정종섭,
위의 책,

207쪽.
헌법학원론 , 법문사, 2010, 219쪽.
591쪽.
헌법학원론 , 박영사, 2015, 1376쪽.
13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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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민주적인 선거가 되도록 선거운동관리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고
한다.21) 이 견해는 선거운동자유의 원칙을 채택할 경우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이 지켜질 수 없어 평등선거의 원칙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우리
헌법이 선거운동자유의 원칙을 배척하고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22)
나. 헌법재판소 판례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대의민주제를 채택하고 있는 민주국가에 있어서 공직자의 선거
는 주권자인 국민이 그 주권을 행사하는 행위이므로 국민이 선거
에 참여하여 그 의사를 표현할 기회와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자유선거의 원칙은 비록 우리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지는
아니하였지만 민주국가의 선거제도에 내재하는 법 원리로서, 국민
주권의 원리, 의회민주주의의 원리 및 참정권에 관한 규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자유선거의 원칙은 선거의 전 과정에
요구되는 선거권자의 의사형성의 자유와 의사실현의 자유를 말하
고, 구체적으로는 투표의 자유, 입후보의 자유 나아가 선거운동의
자유를 뜻한다. 선거운동의 자유는 널리 선거과정에서 자유로이 의
사를 표현할 자유의 일환이므로 표현의 자유의 한 태양이기도 하
다. 표현의 자유, 특히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선거과정에서의 선

거운동을 통하여 국민이 정치적 의견을 자유로이 발표 • 교환함으
로써 비로소 그 기능을 다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선거운동의 자유
는 헌법에 정한 언론 • 출판 • 집회 • 결사의 자유 보장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23)
21) 허영, 한국헌법론 , 박영사, 2016, 1050쪽.
22) 위의 책, 1050쪽.
23) 헌법재판소 2001. 8. 30. 선고 99헌바92, 2000헌바39(병합), 2000헌마167(병합),
168(병합), 199(병합), 205(병합), 280(병합) 결정.

- 11 -

다. 검토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에 관하여 학설은 대체로 헌법 제21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들고 있고, 이에 더하여 공무담임권
의 한 내용인 피선거권, 자유선거의 원칙, 국민주권주의, 대의제, 알 권
리, 헌법 제116조 제1항 및 선거제도의 보장 등을 각각 제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선거운동의 자유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자유선거
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선거운동의 자유의 가지는 중요한 기능이 대의민주주의에서 유권자에
게 공직후보자에 대한 풍부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의
활발한 전달과 유통을 보장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선거운동의 자
유의 헌법적 근거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대의제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우리 헌법상 선거운동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는 아
래에서 살펴보는 선거운동의 자유가 대의민주주의에서 가지는 의미와 중
요성에 비추어 볼 때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장으로 보인다.
Ⅱ.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운동의 자유가 가지는 의미
1. 공직후보자에 관한 풍부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
우리 헌법은 국가권력 중 입법권과 행정권을 행사할 자를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의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헌법 제40조, 제41조 제1항, 제66
조 제4항, 제67조 제1항 등). 이처럼 입법권과 행정권을 행사하는 공직자
를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의민주주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질과 능력이 뛰어난 후보자가 공직자로 선출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는 선거인이 후보자에 관하여 풍부하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
다. 선거인에게 후보자에 관한 풍부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면 먼저
후보자가 선거인들에게 자신의 정치적 식견과 정책, 인격과 품성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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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알리는 활동이 자유롭고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래야
만 선거인이 후보자에 대한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를 토대로 정확한 판단
을 하여 가장 훌륭한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24)
2. 선거결과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 부여
선거의 결과가 민주적 정당성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과정이
공정하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25) 이때 다수의 의사가 풍부하고 정확한 정보에 근거하여 합리적으
로 표출되기 위해서는 공직후보자가 선거인에게 자신에 대하여 알리는
활동과 국민의 공직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포함하여 국민의 정치
적 의사표현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도
선거운동은 대의민주주의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3. 대의제의 단점 보완 및 국민의 정치의식 고양
대의제 민주주의는 국민의 간접적 참여에 기초한 것으로 현대사회에서
는 대의제만으로는 국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고, 선거운동과
같은 보다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그러한 한계를 보완하여야 한다.26) 선
거운동의 자유는 선거과정에서 유권자가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후보에 대
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후보자가 당선 이후에도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민의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도록 이끌어준다.
나아가 선거운동의 자유가 보장되면 선거인들 사이에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이 이루어져 국민의 정치의식을 고양하고 이로써 민주주의가 한 걸
음 더 진전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27)

24)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도 같은 취지이다.
25) 김래영, 앞의 글(주7), 11쪽.
26) 양건, “선거과정에서의 국민참여의 확대”, 사법행정 제386호, 한국사법행정학
회, 1991, 6쪽.
27) 김래영, 앞의 글(주7),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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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헌법재판소 판례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에서 선거운동의 자유가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민주정치는 주권자인 국민이 되도록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기회
가 폭 넓게 보장될 것을 요구한다. 이는 국민주권의 원리로부터 나
오는 당연한 요청이다. 특히 대의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오늘날
의 민주정치 아래에서의 선거는 국민의 참여가 필수적이고, 주권자
인 국민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표명하여 선
거에 참여함으로써 민주사회를 구성하고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따
라서 국민의 주권행사 내지 참정권 행사의 의미를 지니는 선거과
정에의 참여행위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행하여질 수 있도록 최대
한 보장하여야 한다. …(중략)… 우리 헌법은 참정권의 내용으로서
모든 국민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데, 선거권이 제대로 행사되기 위해서는 후보자에 대한 정보의 자
유교환이 필연적으로 요청된다 할 것이므로, 선거운동의 자유는 선
거권행사의 전제 내지 선거권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므로 선거운동의 제한은 선거권, 곧 참정권의 제한으로 귀
결된다.”28)
Ⅲ.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원리로서의 선거의 공정
1.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의 관계에 대한 학계의 논의
가. 선거운동의 자유가 선거의 공정보다 우선한다는 견해
선거운동의 자유가 선거의 공정성보다 우선적인 가치라고 보고 있는
28)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3헌가4, 6(병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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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로는 ① 우리나라의 선거법제가 권위주의적 통치자와 그 주변의 관
료들이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은 단지 부차적인
지위에 있던 관헌국가적 모델의 잔재라고 비판하면서 공명선거가 물론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기는 하나 선거의 본질을 이루는 원리는 아니라는
견해,29) ② 자유와 공정의 본질상 선거운동의 자유는 ‘민주적 선거과정의
목적적 가치’이고, 공정은 ‘자유 보장을 위한 수단적 가치’라고 주장하는
견해,30) ③ 헌법재판소가 선거운동제한규정을 합헌으로 판시하면서 제시
하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운동의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논리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하는 견해,31) ④ 투표를 통해 드러나는 국
민의 의사를 그대로 반영하여 대의기관을 구성하는 것이야말로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선거에 주어지는 핵심적 과제이므로, 선거에서 자유는 공
정의 전제조건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견해,32) ⑤ 선거에 관한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지 아니하면 기존의 지명도, 선거가 아닌 다른 통로를 통
한 홍보효과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여 선거에 관한 기회균등도 훼손될 수
있으므로, 선거의 공정성은 선거에 관한 자유보장과 대립적이라기보다는
보완적인 위치에 있다고 보는 견해 33)가 있다.
나. 선거운동의 자유가 선거의 공정보다 우선하지 않는다는 견해
선거운동의 자유가 선거의 공정성보다 우선적인 가치가 아니라고 보는
학설로는 ① 대의제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유권자의 국민대표
결정권이 올바로 행사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선거가 평온하고 공정하
게 치러져야 하므로, 대의제에서 선거제도가 가지는 본래의 기능 및 선
거권 행사의 평온과 공정이라는 가치보다 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활동의
29) 송석윤, 앞의 글, 50쪽.
30) 김재선, 앞의 글, 78쪽.
31) 정만희, “선거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평가”, 공법학연구 제7권 제1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6, 192쪽.
32) 김일환 • 홍석한, 앞의 글, 57쪽, 58쪽.
33) 윤영미, “선거규제의 불명확성에 대한 검토 -공직선거법의 공무원에 대한 중립
의무규정들을 중심으로-”, 안암법학 제29호, 안암법학회, 2009, 1쪽,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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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를 우선시할 수 없다는 견해,34) ②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의 정도는
그 나라의 선거문화, 정치풍토 및 국민의 준법의식 등과 관련해서 생각
하여야 하므로, 아직도 선거 때마다 금권선거, 관권선거, 선거과열이 문
제가 되고 선거사범이 속출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면 선거운동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규제는 불가피하다는 견해 35)가 있다.
2. 헌법재판소 판례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선거의 공정을 위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
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기본권 제한
의 요건과 한계를 따라야 하며, 나아가 헌법 제116조 제1항의 취지에 비
추어 선거운동 제한입법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만, 선거의 공정을 크게 해하지 아니하는 선에서 선거
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거나,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라는
두 이념이 슬기롭게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설시내용에 비추어 헌법
재판소는 선거의 공정을 선거운동의 자유 보장을 위한 수단적 가치로 이
해하기보다는 양자를 상호 대등한 가치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적 의회정치의 기초인 선거는 본래 자유로워야 하는 것이
지만 그것은 동시에 공정하게 행하여지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금
권, 관권, 폭력 등에 의한 타락선거를 방지하고, 무제한적이고 과열
된 선거운동으로 말미암아 발생할 사회경제적 손실과 부작용을 방
지하고, 실질적인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선거
의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어
느 정도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가 행하여지지 아니할 수 없고, 이는
곧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셈이 되므로 기본권 제한의 요건
34) 정종섭, “단체의 선거운동 제한의 위헌 여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7
조를 중심으로-”, 헌법판례연구 제2권, 한국헌법판례연구회, 2000, 277쪽.
35) 임종훈, “선거운동의 자유와 현행 선거법상 규제의 문제점”, 공법연구 제29집
제4호, 한국공법학회, 2001, 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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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한계에 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헌법상 선거운동의 자유도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
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
한할 수 있되, 그 경우에도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헌법 제116조 제1항은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
어야 한다”라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 규정은 선거운동의
허용범위를 아무런 제약 없이 입법자의 재량에 맡기는 것으로 해
석하기보다는, 선거운동이 국민주권 행사의 일환일 뿐 아니라 정치
적 표현의 자유의 한 형태로서 민주사회를 구성하고 움직이게 하
는 요소인 점을 고려하여 그 제한입법에 있어서도 엄격한 심사기
준을 적용할 것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민주정치는 선거를 바탕으로 유지, 발전되는 것이고, 선거는 국
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후보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훌륭
한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을 그 이상으로 한다. 따라서 입법자는 선
거에 관한 입법을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선거의 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지 아니하는 한 국민의 선거
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고, 그 시대에 있어서의 국민
총체의 정치, 사회발전단계, 민주시민의식의 성숙도, 종래에 있어
왔던 선거풍토 기타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자유, 공정의 두 이념이
슬기롭게 조화되도록 정하여야 한다.”36)
3. 검토
가.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위한 선거운동의 자유 제한

36) 헌법재판소 1999. 9. 16. 선고 99헌바5 결정. 이 밖에 헌법재판소 1995. 4. 20. 선
고 92헌바29 결정,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3헌가4, 6(병합) 결정도 같은 취
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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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주권원리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활발한 정치적 의사표현과 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선거인들
에게 공직후보자들에 대한 풍부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훌륭한 대
표자가 선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선거운동의 자유를 무제한으로 허용하여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를 전혀 하지 않을 경우, 선거운동이 과열되어 선거인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금품으로 선거인들을 매수하거나 심지어 폭력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써서 경쟁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등 심각한 문제
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극단적으로 무질서한 상황으로 흐르
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공직후보자가 선거인들을 만나 자신의 정견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통상적인 선거운동의 과정에서도 인력을 고용
하고 선거사무실을 운영하는 등으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공직후
보자들 사이에 재력이나 인지도 등에 의한 선거자금 모금능력의 차이에
따라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현재 공직
에 있는 후보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후보자에 비해 공직자의 지위에서
합법적으로 자신의 공적과 정책을 선거인들에게 알릴 기회가 더 많이 주
어지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위험이 적지 않다. 헌
법 제116조 제1항도 선거운동에 관하여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공직후보자들 사이에 기회의 불균형이 심화될 경우 상대적
으로 불리한 여건에 있는 공직후보자의 입장에서는 선거운동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그 결과 선거인들에게도 공직후
보자들에 대한 풍부하고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할 가
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선거운동의 자유는 대의민주주의
에서 가지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공직후보자들 사이에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선거의 공정성 원리에 의해 그 한계
가 설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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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거운동의 자유의 제한의 한계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입법은
구체적으로 뒤에서 보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내용과 같이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고, 일정한 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며, 선거운동의 태양 중 허위사
실유포나 기부행위, 호별방문 등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선거비용에 대
해서도 상한선을 두는 등의 형태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두는 목적은 어디
까지나 모든 공직후보자들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여 선거운동의 자
유가 가지는 헌법적 의미와 기능을 충분히 구현하는 데 있으므로, 자칫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함으로써 국민에게 공직후보자에 관한
풍부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미와
기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게 될 정도에 이르러서는 아니 된다.
특히 현재 공직자의 지위에 있는 후보자나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후보
자의 경우에는 공직자의 지위에 의한 일반적 • 통상적 활동(예컨대 지방
자치단체장의 지역 내 각종 행사 참석이나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 등)
또는 소속 정당의 통상적인 정치활동 등으로 인하여 공직자의 지위에 있
지 않거나 소속정당이 없는 후보자에 비해 지역에서의 인지도는 물론이
고 선거자금의 모금능력 등에 관하여 월등하게 앞서 있는 경우가 많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모든 후보자들에게 똑같이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범
위와 행위태양에 관하여 과도한 규제를 할 경우 오로지 그러한 방법에만
의존해야 하는 이른바 정치신인들과 그와 같은 방법 외에도 앞에서 본
통상적인 직무수행이나 정당활동 등으로 자신을 알릴 기회가 더 많이 주
어지는 기성정치인들 사이에 기회가 불공평하게 제공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선거운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경우 오히려 실질적인 기회의 균등을 저해하여 선거운
동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
으므로, 그와 같은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한도에서만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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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선거운동의 자유는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게 하고 국민주
권원리를 실현하는 중요한 헌법적 의미를 가지므로 그 자체가 목적인 가
치에 해당하고, 선거의 공정성은 선거운동의 자유라는 목적적 가치가 보
장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운동의 자유
가 지니는 헌법적 의미와 중요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결과를 발생시
켜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선거의 공정성을 명분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는 없다.

제 2 절

선거운동에 대한 법적 규율

Ⅰ. 과거의 입법연혁
1. 최초의 선거법과 선거운동의 자유 보장
1947. 3. 17. 미군정법령 제175호로 제정된 국회의원선거법은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강조하였을 뿐, 선거운동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규정을 두지
않았다.37) 제헌국회에서 1948. 12. 23. 제정된 국회의원선거법에서도 선
거운동에 관한 규제를 거의 두지 않았다.38) 1950. 4. 12. 새로이 제정된
국회의원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운동과 관변단체 명의의 선거운동을 제
한하는 규정(제36조)과, 20세 미만의 소년 등에 대한 특수관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규정(제42조)을 도입하였고, 1951. 6. 2. 개정된 국
회의원선거법은 호별방문을 금지하는 규정(제42조의2)과 선거인에 대한
답례를 목적으로 하는 축하연 또는 위로연을 금지하는 규정(제42조의3)
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이들 법률의 기본취지는 어디까지나 자유선거의
37) 한국선거학회,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방법의 실효성 및 제도개선방안 학술연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2012, 6쪽.
38) 서복경, “제한적 경쟁의 제도화 -1958년 선거법 체제-”, 선거연구 제3권 제1
호, 한국선거학회, 2013, 1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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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을 강조하고, 이를 제한하는 규정을 예외적으로 둔다는 것이었다.39)
2. 1958년 민의원의원선거법과 선거운동의 포괄적 규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가 대폭 확대된 것은 1958. 1. 25. 민의원의원선
거법이 제정되면서였다.40) 위 법률은 최초로 ‘당선을 얻거나 얻게 하거나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라고 선거운동의 개념을 정의하였고(제43
조), 선거운동의 기간을 규정하여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였으며(제44조),
선거사무장 • 선거운동원이 아닌 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였고(제45조),
기탁금제도를 도입하였다(제38조). 또한 위 법률은 제46조 내지 제88조
에서 선거운동의 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금지

•

제한규정을 두었고, 제89

조 내지 제100조에서 선거비용의 상한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로 선거비
용의 지출 등을 규제하는 조항을 두었다.
위와 같은 1958년 민의원의원선거법은 뒤에서 살펴보는 일본의 1925년
보통선거법의 핵심적인 규제조항이 1934년에 개정된 형태로 전면적으로
도입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41)
1958. 5. 치러진 민의원의원선거는 공명선거의 실현을 위한 선거운동의
규제가 현실적인 관권의 개입과 금권

•

동원선거 앞에서 별 효과를 거두

지 못함을 보여주었다.42) 이기붕을 비롯하여 무투표로 당선된 9인의 자
유당 간부들 중 2인이 타인의 후보등록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선거무효판결을 받았고, 수많은 선거구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하였으며, 릴
레이식 투표, 피아노식 개표, 무더기 사전투표, 대리투표 등이 자행되어
부정선거가 극에 달하였다.43) 반면, 위 선거에서 민주당은 79석을 얻어
126석을 얻은 자유당에 이어 명실상부한 제1야당이 되었고,44) 자유당과
민주당이 전체의석의 88%를 차지함으로써 우리나라 선거사상 처음으로
39)
40)
41)
42)
43)
44)

송석윤, 앞의 글, 44쪽.
서복경, 앞의 글, 123-125쪽.
송석윤, 앞의 글, 45쪽.
위의 글, 47쪽.
대한민국국회, 대한민국국회 50년사 , 1998, 239쪽, 240쪽.
서복경, 앞의 글, 1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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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제 구도가 형성되었다.45)
1958년 민의원의원선거법이 여야의 합의로 제정될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는 1956년의 대통령선거에서의 조봉암 후보의 선전이었다.46) 조봉암
이 이끄는 진보당의 등장은 여당인 자유당뿐만 아니라 야당인 민주당에
게도 위협이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자유당 정권과의 협조를
선택한 결과 1958. 1. 1. 민의원의원선거법이 통과될 수 있었다.47) 당시
보수 세력은 진보 세력의 정치적 성장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의 변화를
모색하였고, 이것이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의 강화로 나타난 것이다.48)
위 법률 통과 직후에 발생한 이른바 ‘진보당 사건’과 이에 대한 민주당의
방관적 자세는 당시의 반진보당 보수연합의 분위기를 보여준다.49)
이후 수십 년간 우리나라의 정당체제를 이루고 있는 양당구조가 처음
형성된 배경에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진입을 막으려는 여야의 공통된 의
도가 있었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선거법의 제정은
이러한 의도와 무관하지 않았다.50) 자유당과 민주당은 1958년 민의원의
원선거법을 통하여 경쟁 제한 체제를 제도화함으로써 정당체제 내에서
자신들의 지위를 지키는 선택을 하였다.51) 신진 정치세력의 약진가능성
앞에서 기성정당들은 선거법을 배제와 순치의 도구로 사용했던 일본의
사례에 주목했던 것이다.52)
3. 1963년 국회의원선거법과 선거운동의 전면적 규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경향은 5 • 16 군사쿠데타 이후 점점
45) 송석윤, 앞의 글, 47쪽.
46) 유현종, “선거운동 규제의 제도적 변화의 지속성 : 국회의원 선거운동관련 제도
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45집 제1호, 한국정치학회, 2011, 95쪽.
47) 서복경, 앞의 글, 124쪽.
48) 유현종, 앞의 글, 95쪽.
49) 송석윤, 앞의 글, 48쪽.
50) 송석윤, 앞의 글, 48쪽.
51) 서복경, 앞의 글, 127쪽.
52) 송석윤, 앞의 글, 48쪽. 일본의 1925년 보통선거법의 제정 및 개정 연혁과 그 내
용 등에 관하여는 제3장 제2절 Ⅱ. 1. 부분을 참조.

- 22 -

더 심해졌는데,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의해 1963. 1. 16. 제정된 국회의원선
거법은 기존의 선거운동 규제조항을 이어받으면서 제33조에서 ‘선거운동
은 이 법에 규정된 이외의 방법으로 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모든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제중심의
선거법 체계를 강화하였다.53) 이 조문은 1994년에 기존의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등을 통합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존속하였다.54)
1970년대에 선거공영제가 실시됨에 따라 선거운동에서의 국민의 정치
적 자유에 대한 제한은 더욱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55) 유신이 선포된
이후인 1972. 12. 30. 개정된 국회의원선거법은 선거운동방법으로 선전벽
보, 선거공보 및 합동연설회만을 인정하여 사실상 선거운동을 전면적으
로 금지한 것이나 다름없었다.56) 제5공화국 때인 1981. 1. 29. 개정된 국
회의원선거법은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에서 선거벽보, 선거공보 및 합동
연설회 이외에 현수막을 추가하였을 뿐이다.57)
4. 1994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과 포괄적 규제의 잔존
문민정부 출범 이후인 1994. 3. 16.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
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존재하던 각각의
선거법들을 통합하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제정하면서 제58조
제2항에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
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명시함으로써 선거운동에 대한 기존의 전면적인 규제를 개별적인 규
제로 전환하였다.58) 그러나 위 법률의 선거운동에 관한 나머지 조문들은
이러한 변화가 명목상에 불과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선거운
53)
54)
55)
56)
57)
58)

위의 글, 48쪽.
위의 글, 48쪽.
김재선, 앞의 글, 86쪽.
김일환 • 홍석환, 앞의 글, 38쪽; 유현종, 앞의 글, 97쪽.
유현종, 앞의 글, 97쪽.
송석윤, 앞의 글, 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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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간 이전의 정치활동을 사전선거운동이라는 개념으로 포괄적으로 금
지하였으며, 구체적인 선거운동의 방법 등에 대하여 수많은 규제조항을
두고 이에 대한 벌칙조항만도 30여개에 이르고 있어 선거운동규제법 또
는 선거형법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규제 중심의 사고방식에
기초하고 있었다.59)
이러한 경향은 ‘공직선거법’으로 법률의 명칭이 변경된 2005. 8. 4. 개
정 이후는 물론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60) 공직선거법의 개정 과정에
서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나 명확성의 원칙 및 평등원칙
의 관점에서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경우에 따라 특정한 조문의 내용이
추가되거나 기존의 제한에 대한 예외규정이 부가되는 등 다소간의 변화
는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과 선거운동의 방법 등
에 대한 상세한 금지

•

제한규정을 통하여 사실상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허용이라는 틀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선거운동의 자유를 실질적
으로 확대

•

보장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61)

Ⅱ. 현행 공직선거법
1. 선거운동의 정의규정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은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정의하면서, ①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②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③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 반대의 의사개진 및 의사표시, ④ 통상적인
정당활동, ⑤ 설날 • 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 • 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를 각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선거운
59) 위의 글, 49쪽.
60) 김일환 • 홍선환, 앞의 글, 38쪽.
61) 위의 글, 38쪽. 이 밖에 김래영, 앞의 글(주7), 27쪽; 성낙인, 앞의 글, 22쪽; 김재
선, 앞의 글, 87쪽도 비슷한 입장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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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자유를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에
는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종전에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단서 제5호에서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예외로 규정되었던 투표참여 권
유활동은 2014. 5. 14. 개정으로 공직선거법 제58조의2에 의하여 호별방
문, 특정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지지 등의 의사를 포함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2. 선거운동기간의 제한과 예외
공직선거법 제59조 본문은 선거운동을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
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위와 같은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다. 같은 법 제254조는 제1항은 선거일에 투표마
감시각전까지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같은 조 제2항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같은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 용구 또는 각
종 인쇄물, 방송 • 신문
좌담회 • 토론회

•

•

뉴스통신 • 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

향우회 • 동창회 • 반상회

•

•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

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62)
한편, 공직선거법 제59조 단서는 위와 같은 선거운동기간 제한의 예외
로, ① 예비후보자 63) 등이 같은 법 제60조의3 제1항64) 및 제2항 65)의 규
62) 공직선거법 제33조 제1항은 대통령선거의 선거기간을 23일, 국회의원과 지방자
치단체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선거기간을 14일로 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대통령선거의 경우 후보자등록마감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를, 국회의원
과 지방자치단체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경우 후보자등록마감 6일 후부터 선거
일까지를 각 선거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로
부터 23일 전에,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원 및 장의 선거의 경우 선거일로부
터 20일 전에 각 후보자등록을 마감하여야 한다.
63)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1항은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선거의 경우 선
거일로부터 전 240일, 지역구국회의원 및 광역자치단체장의 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120일, 지역구 광역자치단체의원선거, 기초자치단체 중 자치구와 시의 의원 및
장 선거의 경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 기초자치단체 중 군의 의원 및 장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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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②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음성 • 동영상
등을 제외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66)
③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세 가지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은 선
거운동기간 전에도 할 수 있다.
3. 선거운동 방법 등의 제한
공직선거법은 제61조부터 제118조까지 선거운동기간 동안 특별히 금지
되거나 제한되는 선거운동의 방법에 관하여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고,
제230조 이하에서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한
편, 공직선거법의 위 각 조항들 중 일부 조항은 같은 법 제59조에서 정
한 선거운동기간과 관계없이 선거일 전 180일, 90일, 60일부터 선거일까
의 경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이때 선거기탁금의
20%와 피선거권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
3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탁금과 서류 등을 제출한 예비
후보자 등록신청을 지체 없이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규정에
의하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하고, 그
신청이 수리되면 예비후보자가 되어 같은 법 제60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선거운
동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64)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은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으로 ①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및 제6항 단서에서 정한 선거사무소 설치와 선거사무소에 간
판 • 현수막 등을 설치하는 행위, ② 자신의 성명 • 사진 • 학력 • 경력, 그 밖에 홍
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9cm×5cm 이내 크기의 명함을 지하철역구내 등 다수
인왕래공개장소 외의 장소에서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③ 선거구내
세대수 10% 이내로 선거공약과 재원조달방안 등을 기재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선거기간개시일 3일 전까지 우편
발송하는 행위, ④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
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⑤ 전화를 이용하여 송 • 수화자간 직접통화로 지지를 호
소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65)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2항은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 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 등이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66) 컴퓨터 등을 이용한 자동전송의 경우 일정한 제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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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기간을 구분하여 각각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행위유형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67)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법 등의 제한규정을 개괄적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공직선거법 제61조는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정당의 선거대책기구
등 선거운동기구의 개수와 장소 등을, 제62조는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
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등 선거사무관계자의 인원과 근무 장소 등
을, 제63조는 선거운동기구와 선거사무관계자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신고 등을 각 규정하고 있다.
② 같은 법 제64조는 선거벽보의 기재사항, 수량, 신고 및 첩부절차 등
을, 제65조는 선거공보의 기재사항, 수량, 분량, 제출 및 발송절차 등을,
제66조는 선거공약서의 작성과 기재사항, 분량과 수량, 배포권자 및 배포
방법 등을, 제67조는 현수막의 설치장소와 개수 등을, 제69조는 신문광고
의 허용기간과 횟수 및 기재내용, 광고계약의 내용과 절차 등을, 제70조
는 방송광고의 허용기간과 횟수, 시간, 광고계약의 내용과 절차 등을, 제
71조는 방송연설을 할 수 있는 자와 횟수, 시간, 중계방송 방법 등을, 제
72조는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의 절차와 방법을, 제79조는 공
개 장소에서의 연설

•

대담의 방식과 확성기의 사용방법 및 수량 등을,

제80조는 연설이 금지되는 장소를 각 규정하고 있다.
③ 같은 법 제81조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 등이 아닌 단체가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이나 토론회를 개최하는 경우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신
고 등을, 제82조는 언론기관이 후보자 등을 초청하여 대담이나 토론회를
개최하는 경우 허용기간과 무편집원칙 등 준수사항을, 제82조의2와 제82
조의3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

•

토론회 • 정책토론회의 개

최횟수와 초청대상후보자, 질서유지, 중계방송 등을 각 규정하고 있다.
④ 같은 법 제82조의4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하여 허위
사실유포금지, 삭제요청 등을, 제82조의5는 선거운동정보의 수신제한을,
제82조의6은 인터넷언론사의 게시판 • 대화방 등에 게시하는 후보자 지
지 • 반대글의 실명확인조치를, 제84조는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제한을
67) 위와 같은 행위유형의 예시는 아래 4. 나. ‘각 기간별 허용되거나 금지되는 선거
운동 예시’ 표의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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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규정하고 있다.
⑤ 같은 법 제85조와 제86조는 공무원 등이 직무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여하거나 교육

•

종교 등 특수한 지위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의 금지, 지방자치단체장 및 그 소속 공무원이 직무상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정한 행위의 금지 등을, 제87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일정한 단체가 그 명의로 하는 선거운동의 금지 등을 각 규정하고 있다.
⑥ 같은 법 제89조는 선거사무소 등 유사기관의 설치 금지 등을, 제90
조는 화환, 풍선, 간판 등이 허용되는 기간과 그 예외를, 제91조는 확성
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이 허용되는 장소와 허용대수 등을, 제92조는
영화 • 저술 • 사진 등에 의한 선거운동금지 및 그 기간을, 제93조는 문
서 • 도화의 배부

•

게시 등이 허용되는 기간과 방법 등을, 제94조는 앞서

규정한 방법 이외의 신문 • 방송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를, 제96조는 여
론조사결과 왜곡 공표 및 허위사실 보도 • 논평 금지 등을, 제97조는 방
송 • 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을, 제98조는 선거운동을 위
한 방송이용의 제한을, 제102조는 앞에서 규정한 연설 • 대담 • 토론회 등
이 허용되는 시간대를, 제103조는 선거기간 중 일정한 단체의 집회의 제
한과 출판기념회의 개최가 허용되는 기간 등을, 제105조는 선거운동을
위한 다수인의 행진의 허용인원과 방법 등을, 제106조와 제107조는 호별
방문과 서명운동의 금지를 각 규정하고 있다.
⑦ 같은 법 제108조는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자와 허용되는 기간 및
방법,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등을, 제110조는 후보자 등에 대한 비
방의 금지를, 제111조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의
방법과 시기 등을, 제112조는 선거구민 등에 대한 기부행위의 금지와 예
외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등을, 제113조, 제114조, 제115조는 후보자 등,
정당, 후보자 가족, 제3자의 기부행위 금지를, 제117조는 기부받는 행위
의 금지를 각 규정하고 있다.
⑧ 같은 법 제230조 내지 제233조는 선거인, 후보자 등에게 투표 또는
당선 등의 목적이나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 등으로 금품이나 공사(公
私)의 직 등을 제공하는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행위를 상세하게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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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처벌하고 있고, 제250조는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4. 각급 선거별 선거운동기간과 각 기간별 선거운동 방법 등의 제
한규정 정리
가. 각급 선거별 선거운동기간
공직선거법 제33조, 제59조, 제60조의2 등에서 규정한 후보자와 예비후
보자의 선거운동기간을 각급 선거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선거운동기간
선거의 종류
예비후보자

후보자

대통령

선거일 전 240일부터
선거일 전 24일까지

선거일 전 23일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지역구 국회의원 및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 전 14일까지

선거일 전 13일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지역구 광역자치단체의원,
자치구 • 시의 지역구의원
및 장

선거일 전 103일68)부터
선거일 전 14일까지

선거일 전 13일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군의 지역구의원 및 장

선거일 전 73일69)부터
선거일 전 14일까지

선거일 전 13일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68)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1항 제3호는 지역구 광역자치단체의원, 자치구 • 시의
지역구의원 및 장의 예비후보자 등록신청기간의 초일을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
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선거의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인 선거일 전 103일(= 90일 + 13일)부터 가능하게 된다.
69)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1항 제3호는 군의 지역구의원 및 장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기간의 초일을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선거의 예
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인 선거일 전 73일(= 60일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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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기간별 허용되거나 금지되는 선거운동 예시
공직선거법상 선거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 기간별 허용되거나 금지되는
선거운동을 예시하면 아래 표와 같다.70)

기간

선거일 외
상시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 이용 선거운동 허용

제59조 단서
제2호, 제3호

정당 • 후보자가가 설립 • 운영하는 기관 등의
선전행위 금지

제89조 제2항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제90조 제1항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의 금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도화 등의 배부

•

게시

제93조 제1항

정당 •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 연
예 • 연극 • 영화 • 사진 기타 물품광고 금지 및
후보자의 광고출연 금지

제93조 제2항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
제한

제103조 제5항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 제한

제111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정책 등 홍보, 정당이
개최한 일정한 정치행사 참석, 일정한 행사
개최, 통 • 리 • 반장회의 참석 금지

제86조 제2항

국회의원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공직선거법
규정

허용되거나 금지되는 선거운동 예시

•

일)부터 가능하게 된다.
7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알기 쉬운 선거운동 길잡이 , 2012, 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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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공직선거법은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모든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이처럼 포괄적으로 정의된 선거운
동을 원칙적으로 선거기간 내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면서 예외적으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허용하며, 이와 더불어
문자메시지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일정한 조건 하에 상시
허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기간 중의 선
거운동이나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및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 이른바 허용되는 선거운동에 관하여도 그 주체 • 시기 • 방법 등의 제
한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금지 • 제한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가하고 그 중 일정한 경우에는 당선무효와 공무담임권
제한 등의 추가적인 제제를 가하고 있다.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 규율에 관하여 학설은 대체로 공직
선거법이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선거운동
의 정의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금지되는 선거운동의 범주를 막연
히 확대시키고 있고, 그 예외규정도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규정되어
소속정당이 없는 정치신인이나 시민단체 또는 노동조합의 통상적인 정치
활동이 사실상 금지되고 있다는 견해,71) ②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을 원
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는 과도한 선거운동 제한규정으로 인하여 수단이 목적을 앞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견해,72) ③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이 정치자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그 대신 선거운동 자체에 대해서는 폭넓은 자유를 허용
하고 있으므로 우리 공직선거법도 선거운동의 자유를 원칙으로 하고 규
제는 예외로 하는 기본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견해73) 등이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주체 • 시기
71) 김래영, 앞의 글(주7), 27쪽, 28쪽.
72) 김재선, 앞의 글, 97쪽.
73) 성낙인, 앞의 글, 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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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 등에

관하여 매우 세밀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직선거법의 입법태
도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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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선거운동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제 1 절 선거운동기간 규정이 없는 국가
Ⅰ. 미국
1. 표현의 자유에 기초한 선거운동의 자유의 폭넓은 보장
미국은 선거운동에 있어 자유경쟁의 원리가 가장 잘 적용되는 국가라
할 수 있고, 미국의 선거운동 제도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들
이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며, 자유주의
원칙하에 선거운동의 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이 자유롭게 선거
운동이 이루어진다.74) 미국에서는 선거운동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
로, 사전선거운동이라는 개념도 없다.75)
미국 연방대법원은 선거운동에 관하여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호를 가장 충실하게 적용하고 있다.76) 정치적 표현은 수정헌법 제1조
가 가장 강력하게 보호하려는 영역이며, 특히 정치적 표현행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가장 강력하게
보호하는 것이 미국의 전통이다.77)
따라서 미국에서는 선거에 관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원칙
적으로 금지되며, 단지 표현행위의 시간 • 장소 또는 방법을 규제하는 것
만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78)
74) 송봉섭 • 정기연 • 김재선 • 송우현 • 전상근 • 설태선 • 남상덕, “미국의 선거운동의 자
유와 규제에 관한 연구”, 선거연구 창간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0, 423쪽,
424쪽
7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연구 , 2015, 262쪽.
76) 송봉섭 • 정기연 • 김재선 • 송우현 • 전상근 • 설태선 • 남상덕, 앞의 글, 433쪽.
77) 위의 글, 433쪽.
78) 위의 글, 4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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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거운동에 관한 예외적인 규제조항
미국에서는 선거운동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연방선거운동법과 각 주의 법에 몇 가지의 단편적인 규
제조항이 존재할 뿐이다.
예를 들면, 미국 연방법은 공표 또는 배포책임자의 명의가 없는 정치
적 성명을 공표 또는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신문 • 잡지를 경
영하는 자가 선거에 관한 광고요금을 통상적인 가격 이상으로 요구할 수
없으며, 선전물에 배포책임자 명의를 기재할 경우 독자가 명확히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활자크기로 다른 내용과 구분되는 박스에 인쇄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79)
또한 미국에서 신문과 잡지 등 언론매체들은 정치적 표현과 선거보도
에 관하여 거의 완전한 언론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다.80) 방송의 경우에
도 미국에서는 선거운동비용의 총액만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유롭게 방송을 이용한 홍보가 가능하고, 방송광고의 횟수 • 시간 등도
정해진 선거자금의 지출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81)
한편, 미국의 선거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TV토론은 대체로 선
거가 있는 해의 9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2～4차례에 걸쳐 실시된다.82)
연방대법원은 방송국에 양대 정당인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를 제외한 나
머지 후보들에게 TV토론에 대한 참여기회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 재
량을 부여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83)
개인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선거법상
기부나 지출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이나 보고의무 등이 부과되지 아니하
나,84) 비용을 지불하고 다른 사람의 웹사이트에 광고를 실으면 기부, 지
출, 보고
79)
80)
81)
82)
83)
84)

등에

관한

제한을

받게

된다.85)

연방선거위원회(Federal

52 U.S.C. § 30120.
송봉섭 • 정기연 • 김재선 • 송우현 • 전상근 • 설태선 • 남상덕, 앞의 글, 429쪽, 430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의 책(주75), 265쪽.
송봉섭 • 정기연 • 김재선 • 송우현 • 전상근 • 설태선 • 남상덕, 앞의 글, 430쪽.
Arkansas Educational Television Commission v. Forbes, 523 U.S. 666 (1998).
11 C.F.R. § 10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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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ion

Commission,

FEC)에

등록된

정치위원회(Political

Action

Committees, PAC)86)의 웹사이트 및 정치위원회가 500통 이상의 비슷한
이메일을 보내는 경우 수권위원회(Authorized Committee)87) 에 의하여
비용이 지불된 사실 및 비용을 지불한 사람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공
고문(Disclaimer)을 붙이도록 하고 있다.88)
3. 선거자금에 대한 규제
선거운동의 기간이나 방법에 대한 제한이 없는 미국에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는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의 동력이 되는 선거자금에 대한 규제
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89) 미국의 선거자금 규제는 크게 기부
에 대한 규제, 지출에 대한 규제, 회계보고 제도로 나누어볼 수 있다.
가. 기부에 대한 규제
선거운동에 관한 연방법에 의하여 개인과 단체가 후보자나 그를 지지
하는 정치활동위원회에 대하여 기부할 수 있는 총액이 제한되고, 정치자
금을 기부할 수 있는 주체는 개인, 정당, 후보자, 수권위원회, 정치위원회
이다.90) 2017년부터 2018년까지의 미국 연방선거에 적용되는 각 주체별
선거자금의 기부 • 수령제한액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91)
85) Id. § 100.26.
86) 정치위원회(PAC)란 연방 • 주 • 지방의 각급 정당조직, 각종 선거운동위원회, 후
보자의 수권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정치적 결사체로서 일정한도 이상의 정치자금
을 조성하고 기부한 실적이 있는 조직의 총칭이다(김선화, 미국의 정치자금법제
연구 : 2002년 연방선거운동개혁법을 중심으로 , 한국법제연구원, 2002, 16쪽).
87) 수권위원회는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금을 받거나 지출을 하도록 후보자가 권한을
부여한 정치위원회를 말하며, 모든 연방공직선거의 후보자(부통령에 지명된 자는
제외)는 주된 선거운동위원회(Principal Campaign Committee)로 활동할 하나의
정치위원회를 후보자가 된 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송봉섭 • 정
기연 • 김재선 • 송우현 • 전상근 • 설태선 • 남상덕, 앞의 글, 427쪽).
88) 미국 연방 법규집 제11장 연방선거 제110.11조.
89) 송봉섭 • 정기연 • 김재선 • 송우현 • 전상근 • 설태선 • 남상덕, 앞의 글, 442쪽.
90) 위의 글, 443쪽, 444쪽.
91) 이 표와 주석은 미국 연방선거위원회(FEC)가 11 C.F.R. §§ 110.1-110.3, 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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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자

선거구
지역
정치위원회

전국정당위
원회

추가적인
전국정당위
2
원회 계좌

매년
5,000달러

통합한도액
매년
10,000달러

매년
33,900달러*

매 계좌마다
매년
101,700달러
*

매 선거마다
2,000달러

매년
5,000달러

무제한

무제한

매 선거마다
5,000달러

매년
5,000달러

통합한도액
매년
5,000달러

매년
15,000달러

매 계좌마다
매년
45,000달러

매년
33,900달러*

매 계좌마다
매년
101,700달러
*

후보자 또는
후보자
위원회

정치위원회

개인

매 선거마다
2,700달러*

후보자 또는
후보자위원
회

다수후보자
정치위원회

기부자

주
1

•

•

비다수후보
자
정치위원회

매 선거마다
2,700달러

매년
5,000달러

통합한도액
매년
10,000달러

선거구
지역
정치위원회

통합한도액
매 선거마다
5,000달러

통합한도액
매년
5,000달러

무제한

무제한

전국정당위
원회

매 선거마다
5,000달러3

매년
5,000달러

무제한

무제한

주

•

•

* 이 표시가 부가된 제한금액들은 홀수년도의 인플레이션을 반영한다.
1

여기에서 정치위원회는 다른 연방 정치위원회를 위하여 기부를 하는 정치위원회를 말

한다. 독립지출만 하는 정치위원회(Independent-expenditure-only political committees)는 기
업이나 노동조합으로부터 받는 것을 포함하여 제한 없이 기부를 받을 수 있다.
2

이 열의 제한금액들은 ⑴ 대통령선거 후보 지명 전당대회, ⑵ 선거 재검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법적 절차, ⑶ 중앙당사를 위한 전국정당의 계좌에 적용된다. 정당의 전국위
원회와 상 • 하원의원 선거운동 위원회는 각각 독립된 한도를 가진 전국정당위원회로 본

등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정리하여 홈페이지(www.fec.gov)에 게시한 것을 번
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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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당의 전국의회 선거운동위원회가 아닌 하나의 전국정당위원회만이 대통령선거 후
보 지명 전당대회를 위한 계좌를 가질 수 있다.
3

추가적으로, 하나의 전국정당위원회와 그에 소속된 상원의원 선거운동위원회는 각각의

상원의원 후보자에게 매 선거운동마다 최대 47,400달러까지 기부할 수 있다.

나. 지출에 대한 규제
대통령선거 국고보조금을 수령하는 후보자 외에 상 • 하원의원후보자에
대하여는 지출제한이 없으므로, 개인자금으로 선거운동비용을 충당하는
후보자들은 모금된 기부금의 지출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92) 그러나 정당
의 전국위원회 또는 주위원회는 상원의원선거 또는 주에서 1명의 하원의
원을 선출하는 경우 해당 주의 투표연령인구에 2센트를 곱하고 1974년
기준 물가상승률을 가산한 금액 또는 20,000달러에 1974년 기준 물가상
승률을 가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의 범위로, 주에서 2명 이상의 하원의원
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10,000달러의 범위로 각각 선거운동비용의 지출이
제한된다.93)
다. 회계보고 제도
각 정치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연방선거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수입과
지출 보고를 하여야 한다.94) 후보자의 주된 선거운동위원회는 관계되는
사무총장, 연방선거위원회 또는 국무장관에게 서면으로 후보자의 수권위
원회가 선거일 전 20일부터 선거일 전 48시간 이전까지 수령한 1,000달
러 이상의 기부금에 대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는 기부금 수령 후
48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95)
연간 총 250달러를 초과하여 독립지출을 하는 자(정치위원회 제외)는
자신이 수령한 모든 기부금에 관한 명세서를 연방선거위원회에 제출하여
92)
93)
94)
95)

52 U.S.C. § 30116(d)(3)(A).
Id. § 30116(d)(3)(B).
송봉섭 • 정기연 • 김재선 • 송우현 • 전상근 • 설태선 • 남상덕, 앞의 글, 447쪽.
2 U.S.C. § 434(a)(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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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96) 선거일 전 20일부터 선거일 전 24시간까지 총 1,000달러 이
상의 독립지출을 하거나 지출계약을 체결한 자(정치위원회 포함)는 24시
간 이내에 지출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97) 선거일 전 20일까
지 10,000달러 이상의 독립지출을 하거나 지출계약을 체결한 자(정치위
원회 포함)는 지출에 관한 보고서를 48시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98)
연방선거위원회는 전자적으로 제출되는 명세서 등의 문서를 접수 후 24
시간 내에 인터넷에 게시하여 공개하여야 한다.99)
4. 선거운동과 선거자금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주요 판례
가. 선거운동 규제에 관한 판례
(1) Mills v. Alabama (1966)
1962. 11. 6. 앨러배마주 버밍햄시에서 지방정부의 형태를 현행의 ‘시
위원회’ 방식에서 ‘시장-시의회’ 방식으로 변경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투
표가 실시되었는데, 투표 당일 Birmingham Post-Herald지는 새로운 지
방정부 형태의 채택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선거참여를 호소하는 편집인
James E. Mills의 논설을 게재하였다.100) Mills는 투표 당일의 선거운동
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앨러배마주 부
패방지법(Alabama Corrupt Practices Act)위반으로 기소되었다.101)
미국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조에서 정치과정에 대한 자유로운 토
론을 보장하고 있고, 신문은 정치과정에서 통합적인 역할을 하는 것인데,
앨러배마 주의 부패방지법은 언론의 목소리가 가장 강력한 시점에 그 목
96) Id. § 434(c)(1).
97) Id. § 434(g)(1).
98) Id. § 434(g)(2).
99) Id. § 434(d)(2).
100) 김래영, “개정 선거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사전선거운동금지규정을 중심으로
-”, 공법연구 제33집 제5호, 한국공법학회, 2005, 161쪽, 162쪽.
101) 위의 글, 1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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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를 침묵시켰으므로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시하였
다.102)
(2) McIntyre v. Ohio Elections Commission (1995)
McIntyre는 학교세 징수에 관한 주민투표에 앞서 공립학교회의에 참
석할

사람들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부모들과

납세자들(Concerned

Parents and Tax Payers)’이란 이름으로 학교세 징수에 반대하는 내용
의 서명 없는 전단지를 배포하였다.103) 오하이오 주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녀에게 1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였다.104)
미국 연방대법원은 개인들이 정치적 주제에 대해 익명의 전단지
(anonymous handbills)를 배포할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McIntyre에 대
한 벌금 부과의 근거가 된 오하이오 주법 규정은 단순히 선거과정의 기
술적인 부분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 그 자체를 규제하는 것에 해
당하므로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105)
(3) Republican Party of Minnesota v. White (2002)
미네소타 주는 모든 주법원 판사들을 선거로 뽑는데, 법관윤리에 관한
미네소타 주 대법원의 법규집은 법관선거에서 후보자들이 논란이 되는
정치적 • 법적 쟁점들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을 금지하고 있
었다.106) 한 판사 후보자가 위와 같은 이른바 공표조항(Announce
Clause)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다.107)
미국 연방대법원의 다수의견은 위와 같은 공표조항이 재판의 공정성을
102) Mills v. Alabama, 384 U.S. 214 (1966); 위의 글, 162쪽.
103) 임지봉, “미국헌법상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규제”, 미국헌법연구
제21권 제2호, 2010, 95쪽.
104) 위의 글, 96쪽.
105) McIntyre v. Ohio Elections Commission, 514 U.S. 334 (1995); 위의 글, 96쪽,
97쪽.
106) 임지봉, 앞의 글, 100쪽.
107) 위의 글, 100쪽, 1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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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사들은 개인적 입장과는 관계없이 합
헌적인 방식으로 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법관선거운동기간 중에 어떤
정치적 • 법적 견해들의 토론을 막는 것이 공정성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
고 보아 위 공표조항이 수정헌법 제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
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108)
이러한 연방대법원의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선거운동의 기준
들이 법관선거에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거나, 법관들이 특정한 유권자 지
지층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인들처럼 행동하여서는 안 되
된다는 이유로 위 공표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이 있
었다.109)
나. 선거자금 규제에 관한 판례
(1) Buckley v. Valeo (1976)
(가) 소송의 경과와 판결의 내용
연방의회는 1974년에 ① 한 후보자에 대한 개인적 기부액을 1,000달러
로, 정치적인 성격을 띠는 위원회들이 한 후보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을
5,000달러로, 개인의 선거기부금 총액을 25,000달러로 각각 제한하고, ②
개인이 특정할 수 있는 후보자에게 할 수 있는 독립지출(independent
expenditure)을 1,000달러로, 후보자의 개인자금이나 직계가족의 자금으
로부터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대통령이나 부통령 후보의 경우
50,000달러로, 상원의원 후보의 경우 35,000달러로, 하원의원 후보의 경우
25,000달러로 각각 제한하며. ③ 입후보자가 10달러 이상의 기부자들을
모두 공개하고, 총액이 1,000달러가 넘는 모든 기부와 지출에 대하여 개
108) Republican Party of Minnesota v. White, 536 U.S. 765 (2002); 위의 글, 101
쪽, 102쪽.
109) Republican Party of Minnesota v. White, 536 U.S. 765 (2002); 임지봉, 앞의
글, 102쪽, 1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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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연방선거운동법을 개정하였다.110)
연방 상원의원인 Buckley 등은 위와 같은 개정입법이 미국 수정헌법 제
1조에서 정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
하였다.111)
미국 연방대법원은 위 개정입법 중 ① 후보자들에 대한 기부를 제한하
는 부분은 정치부패를 막는 유효한 수단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나,
② 개인의 특정 후보자를 위한 독립지출을 제한하고 공직후보자의 선거
비용 지출액의 상한선을 규정하는 부분은 수정헌법 제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치게 광범위한 제한에 해당하므로
헌법에 위반되며, ③ 선거비용 지출에 대한 회계보고와 공개에 관한 규
정들은 비록 광범위하기는 하지만 투표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주고 법
집행을 위한 기록들을 제공함으로써 선거부정을 억제하는 ‘긴절한 정부
이익(compelling government interest)'에 의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
한다고 판시하였다.112)
(나) 판결에 대한 평가
Buckley v. Valeo (1976) 판결에서 제시한 위와 같은 기부와 지출의
이분법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선거의 공정성과 표현의 자유 양자를 충족
시키기 위해 고안해낸 일종의 전략적 타협이라고 평가된다.113) 위 판결
이후 미국 내에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이어졌는
데,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확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위 판결이 의회에
게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고 비판하였
고,114) 반대쪽에서는 선거비용 지출을 규제하려는 의회의 노력에 대하여
110) 최희경, “미국의 정치자금규제에 관한 헌법적 고찰”, 세계헌법연구 제18권 제
2호, 2012, 76쪽, 77쪽; 임지봉, 앞의 글, 90쪽, 91쪽; 임성희, “미국의 선거자금규
제 판례와 표현의 자유 -역사적 배경과 판례를 중심으로-”, 법조 제718호,
2016, 44쪽, 45쪽.
111) 임지봉, 앞의 글, 91쪽; 임성희, 앞의 글, 45쪽.
112) Buckley v. Valeo, 424 U.S. 1 (1976); 최희경, 앞의 글, 78쪽, 79쪽; 임지봉, 앞
의 글, 91쪽, 92쪽; 임성희, 앞의 글, 46쪽
113) 임성희, 앞의 글, 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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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제동을 걸었다고 비난하였다.115) 특정 쟁점을 지지하는 집단이
독립지출을 한 경우 그 쟁점을 표방하는 후보자와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현실이라는 비판도 있다.116)
그러나 위와 같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Buckley v. Valeo (1976) 판결의
기조는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으며, 이후 미국에서 선거자금을 규제하
는 입법은 선거자금규제에는 엄격한 심사기준을 동반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가 문제된다는 위 판결의 법리에 따라 위헌시비를 피하지
못하고 있다.117)
(2) McConnell v. Federal Election Commission (2003)
(가) 소송의 경과와 판결의 내용
2002년 시행된 초당적 선거운동개혁법(Bipartisan Campaign Reform
Act)은 전국적 규모의 정당이 소프트머니(Soft Money)118)를 모금하거나
지출하는 것을 금지하였다.119) 위 법률은 기업이나 노동조합 등이 선거
60일전부터는 특정 후보를 위한 쟁점지지(issue advocacy)를 하지 못하
도록 하고, 기업이나 노동조합 등이 일반 재정자금으로 독립지출 또는
대리지출의 형태로 지원한 선거운동방송(electioneering communications)
도 제한하였다.120) 이에 McConnell 상원의원 등은 위 규정들이 표현의
114) Lillian R. BeVier, “Money and Politics: A Perspective on the First
Amendment and Campaign Finance Reform”, 73 CAL. L. REV. 1045 (1985).
115) J. Skelly Wright, “Politics and the Constitution: Is Money Speech?”, 85
YALE L. J. 1001 (1976).
116) Bruce E. Cain, "Is Dependence Corruption the Solution to America's
Campaign Finance Problems?", 102 CAL. L. REV. 37 (2014).
117) 임성희, 앞의 글, 47쪽.
118) 연방 법률의 제한 • 금지 및 보고요건에 따르지 않고 모금되는 자금을 말한다.
이와 반대로 연방 법률에서 정한 요건과 제한에 따라 모금되고 지출되는 자금으
로 출처와 액수가 제한되고 정기적인 공개의무가 부과되는 자금을 하드머니
(Hard Money)라고 한다(송봉섭 • 정기연 • 김재선 • 송우현 • 전상근 • 설태선 • 남상
덕, 앞의 논문, 426쪽).
119) 임성희, 앞의 글, 49쪽.
120) 위의 글, 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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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하였다.121)
미국 연방대법원은 전국적 규모의 정당에 대한 대규모 소프트머니 기
부로 인하여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 소프트머니를 규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122) 또한 연방대법원은 위 규정
이 부유한 기업이나 노동조합이 거액의 기부를 통해 후보자 또는 공직자
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고, 정치위원회를 통해 그
러한 지지를 표현할 기회가 이미 충분히 보장되어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123)
(나) 판결에 대한 평가
이 판결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초당적 선거개혁법의 소프트머
니 규제, 기업이나 노동조합의 쟁점지지 제한, 기업이나 노동조합의 일반
재정자금을 독립지출 또는 대리지출 형태로 사용한 선거운동방송에 대한
제한 등을 합헌으로 판단함으로써 앞에서 본 Buckley v. Valeo (1976)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이 표현의 자유 보장을 이유로 선거비용 지출 규제
에 대하여 엄격한 태도를 보인 것과는 달리 표현의 자유 규제에 관하여
보다 유연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124) 이 판결은 선출직
공직자가 다수의 유권자들의 뜻이 아닌 몇몇 고액 기부자들의 뜻에 따라
국정을 수행할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유혹을 애초에 제거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된다.125)
(3) Citizens United v. Federal Election Commission (2010)

121) 위의 글, 50쪽, 51쪽.
122) McConnell v. Federal Election Commission, 540 U.S. 93 (2003); 위의 글, 51
쪽.
123) McConnell v. Federal Election Commission, 540 U.S. 93 (2003); 임성희, 앞의
글, 51쪽, 52쪽.
124) 임성희, 앞의 글, 49-53쪽.
125) 임지봉, 앞의 글, 107쪽.

- 43 -

(가) 소송의 경과와 판결의 내용
미국 대통령 선거운동이 실시되던 2007년 보수 성향의 비영리 시민단
체인 Citizens United는 Hillary Clinton 상원의원을 비판하는 내용의 다
큐멘터리인 “Hillary: The Movie"를 제작하여 방영하려고 하였다.126)
미국 연방선거위원회(Federal Election Commission)는 위와 같은 행위
가 초당적 선거운동개혁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방송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여 방영금지처분을 하였고, 이에 Citizens United는 위 법률규
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하였다.127)
연방대법관 5인의 다수의견은 위 사건의 쟁점인 기업 등이 후보자를
당선시키거나 낙선키기 위하여 기업 등의 일반 재정자금으로 독립지출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위 규정이 기업 등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
해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128) 또한 다수의견은 미디어기업의 경우
위와 같은 법률상 제한에 대한 예외가 허용되고 있는데, 이는 미디어기
업이 없는 집단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129)
나아가 다수의견은 수정헌법 제1조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과
단체의 능력을 균등화(equalizing)하려는 시도를 금지하고 있으며, 표현
의 주체가 가지는 부(富)를 이유로 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다.130) 이로써 연방대법원은 초당적 선
거운동개혁법의 해당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던
126) 김재선, “미국 연방선거법상 기업의 정치적 독립지출 허용의 의미와 시사점
-Citizens United v. FEC 판례를 중심으로-”, 외법논집 제36권 제1호, 한국외국
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법학연구소, 2012, 39쪽, 40쪽; 임성희, 앞의 글, 52
쪽; 정영철, “기업의 정치적 표현과 언론의 자유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언론과 법 제9권 제2호, 한국언론법학회, 2010, 211쪽.
127) 김재선, 앞의 글(주126), 39쪽, 40쪽; 임성희, 앞의 글, 52쪽, 53쪽; 정영철, 앞의
글, 211쪽.
128) Citizens United v. Federal Election Commission, 558 U.S. 310 (2010); 김재선,
앞의 글(주126), 42쪽; 임성희, 앞의 글, 53쪽; 정영철, 앞의 글, 211쪽.
129) Citizens United v. Federal Election Commission, 558 U.S. 310 (2010); 김재선,
앞의 글(주126), 42쪽; 정영철, 앞의 글, 211쪽, 212쪽.
130) Citizens United v. Federal Election Commission, 558 U.S. 310 (2010); 임성희,
앞의 글, 53쪽.

- 44 -

McConnell v. Federal Election Commission (2003) 판결을 폐기하였
다.131)
이에 대하여 연방대법관 4인은 기업에 의하여 미국의 선거가 부패하고
왜곡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고, 기업의 막강
한 자금력 및 다수의 주주들로 구성되는 특수한 구조 등을 감안할 때 정
치적 표현의 자유를 향유하는 주체라는 측면에서 기업은 개인과 엄연히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업의 과도한 정치자금 지출로 선거의 공정
성이 침해될 가능성, 자금력이 부족한 소수자들의 의견이 선거에 반영되
지 못할 위험, 선거절차에서의 진실성과 정당성 보장 등의 공익을 달성
하기 위하여 초당적 선거운동개혁법의 위 규정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여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개진하였다.132)
(나) 판결에 대한 평가
이 판결은 기업이 독립된 별도의 기금 등을 통하지 않고 일반 재정자
금으로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직접 자금지원을 하기 위한 지출을 할 수
있다고 허용함으로써 미국사회에서 엄청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133) 위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부터 미국에서는 기업이 사내자금을 선거용 통신에
사용할 수 있다면 그 기업이 지지하는 후보에 반대하는 주주의 이익에
반한다는 주장 134)과 경영진의 사회단체에 대한 기부행위는 대부분 그 기
업보다는 경영자의 개인적인 명예나 자기만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경
영진이 사업연도당 금액을 정하면 주주에게 구체적인 기부행위의 내역을
정할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주장135)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 판결이
131) Citizens United v. Federal Election Commission, 558 U.S. 310 (2010); 김재선,
앞의 글(주126), 39쪽, 40쪽; 임성희, 앞의 글, 53쪽.
132) Citizens United v. Federal Election Commission, 558 U.S. 310 (2010); 김재선,
앞의 글(주126), 42쪽, 43쪽; 임성희, 앞의 글, 53쪽, 54쪽.
133) 임성희, 앞의 글, 53쪽.
134) Martin H. Redish, “The Value of Free Speech”, 130 U. PA. L. REV. 591
(1982).
135) Victor Brudney & Allen Ferrell, “Corporate Charitable Giving”, 69 U. CHI.
L. REV. 119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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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된 직후인 2010. 2. 미국의 Obama 대통령과 민주당은 위 판결을 강
하게 비판하면서 기업이 선거관련 이슈 광고와 별도의 지출을 할 때 모
든 지출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공개법(Disclosure Act)의 입
법을 추진하였으나 상원에서 57대41로 부결되었다.136)
이 판결은 앞서 기업 등이 일반 재정자금으로 독립지출 또는 대리지출
의 형태로 지원한 선거운동방송을 제한하는 초당적 선거운동개혁법을 합
헌으로 판단하였던 McConnell v. Federal Election Commission (2003)
판결과 달리 위 법률규정이 기업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
아 위헌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에 대
하여

자유주의적이고

보수주의적인

관점에서

엄격한

태도를

보인

Buckley v. Valeo (1976) 판결의 기조로 되돌아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새로운 분기점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137)
5. 소결
지금까지 살펴본 미국의 선거운동 제도는 원칙적으로 수정헌법 제1조
에서 정한 표현의 자유에 기초하여 선거운동의 기간과 방법 등을 규제하
지 아니하고 있으며, 단지 예외적으로 선거운동의 방법과 주체에 관하여
몇몇 단편적인 규제조항이 존재할 뿐이다. 그러나 선거운동의 동력이 되
는 선거자금에 대하여는 기부와 지출과정에 관한 조건을 상세하게 규정
하고 있고, 나아가 그러한 규제가 실효성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엄격한
회계보고 제도를 둠으로써 선거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만들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한편,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는 선거운동의 시기와 방법 등을 제한하는
입법에 대하여는 엄격한 태도를 보여 이를 대부분 위헌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선거자금을 규제하는 입법에 대하여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판례의 태도가 변화를 겪었는데, 개인의 특정 후보자에 대한 독립지출과
후보자의 선거비용 지출의 상한선을 규정하려던 연방의회의 입법적 시도
136) 정영철, 앞의 글, 218쪽; 김재선, 앞의 글(주126), 43쪽.
137) 김재선, 앞의 글(주126), 44쪽; 임성희, 앞의 글, 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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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무력화한 Buckley v. Valeo (1976) 판결에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대하여 엄격한 태도를 취하였다. 그 후 McConnell v.
Federal Election Commission (2003) 판결에서는 소프트머니의 금지와
기업 등의 일반 재정자금을 사용하는 선거운동방송에 대한 제한이 합헌
이라고 선언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부패의 방지를 중시하는 태도를 보였
으나, Citizens United v. Federal Election Commission (2010) 판결에서
는 이를 뒤집고 기업 등의 일반 재정자금을 사용하는 선거운동방송에 대
한 제한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
다. 이러한 판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연방대법원은 선거의 공정성과
부패 방지를 위한 선거자금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선거자금에
대한 과도한 통제가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
어지는 위험성을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와 같은 미국의 선거법제에 대하여는 선거자금의 흐름에 대한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고비용의 선거구조가 형성되는 현상
을 막지 못하고 있어 선거운동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공정한 기회가 보장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하는 견해가 있다.138)
Ⅱ. 독일
1. 선거운동에 관한 독일 선거법의 기본적인 태도
독일의 연방선거법에는 선거운동의 개념정의나 선거운동에 관한 조항
이 존재하지 않는다.139) 독일 연방선거법은 투표시간 동안 투표소가 설
치된 건물 내와 건물의 입구에서 직접적으로 언어, 음향, 문서 등을 통해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와 서명운동이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고,140) 투표를 마친 투표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투표시간이 종료
138) 김일환 • 홍석환, 앞의 글, 48쪽.
13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의 책(주75), 262쪽.
140) 독일 연방선거법 제32조 제1항. 여기에서는 김문배 • 이형래 • 이재석 • 서준천 •
박문수 • 김웅선 • 최인옥, “독일의 선거운동의 자유와 규제에 관한 연구”, 선거연구
창간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0, 375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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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전에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41) 위 규정이 독
일 연방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유일한 규정이다.142)
2. 구체적인 내용과 예외적인 선거운동방법 제한규정
가. 일반적인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독일에서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공
직선거법과 같이 선거운동 전반에 관하여 규율하는 연방차원의 법률은
존재하지 않고, 다만 선거운동과정에서 방송시설을 이용하거나 도로 기
타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연방
법과 주법에서 규정하고 있다.143) 예를 들면, 선거벽보와 현수막 등은 각
주법에 위임된 도로법 내지 도로규칙에 따라 일반 광고와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고, 선거벽보의 크기 제한은 주나 시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선거벽보를 공공건물 및 사유건물에 붙일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144)
또한 공개된 장소에서의 연설이나 집회, 거리유세 등도 일반적인 집회법
에 따라 규율되는데, 거리유세의 경우 유세부스의 크기가 6～8㎡, 참여인
원은 최대 10인으로 제한되고, 허용시간은 최대 4시간이며, 거리유세 허
가신고는 늦어도 유세일 2주 전까지는 이루어져야 한다.145)
나. 신문

•

방송을 이용한 선거운동

독일에서 신문을 포함한 인쇄매체들은 정당으로부터 선거광고를 게재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경우 자유롭게 이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권리를
인정받고 있다.146) 이와 달리 방송매체들은 정당이 요청하는 선거광고를
141) 독일 연방선거법 제32조 제2항. 여기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의 책(주75),
358쪽에서 재인용.
142) 김문배 • 이형래 • 이재석 • 서준천 • 박문수 • 김웅선 • 최인옥, 앞의 글, 375쪽.
143) 위의 글, 376쪽.
14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의 책(주75), 267쪽.
145) 위의 책, 2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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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해줄 의무가 있고, 정당은 선거방송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고
있다.147) 이와 관련하여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방송국은 제출된 선거운
동(방송용 원고)이 단지 헌법에 적대적인 표현을 담고 있다는 이유만으
로 선거방송의 송출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고 판시하였고,148) ‘방송국은
공적인 책임을 지므로 방송국이 정당에 대하여 선거광고의 방송시간을
배정할 때에는 법적으로 허용된 형태로 하여야 하며, 일반적 형법에 대
한 위반 때문에 선거광고를 거절하기 위해서는 그 위반이 명백하고 가볍
지 않은 경우이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149)
3. 독일의 선진적인 정치문화에 따른 자율적 규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의 선거운동 제도는 기본법상의 표현의
자유 보장 원칙에 충실하도록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가급적 제한
하지 않고 최대한 보장하는 쪽으로 구현되어 있고, 몇몇의 제한 조항은
선거제도상의 제한이라기보다 시설의 관리나 공공의 평온을 위하여 최소
한도로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며, 독일의 선거운동에 대한 전체적인 제도
적 방향은 규제보다는 국민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150)
이러한 독일의 선거운동 제도의 모습은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여러모로 제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과는 매우
다른 것이다.151) 독일에서는 선거운동에 관한 법률상 규제가 거의 없는
대신에 선거운동의 개시 시기나 선거운동비용의 총액 등을 각 정당간의
협정으로 자율적으로 규제하여 그에 따라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각 정당은 선거일 전 약 3개월 전부터 선거사무소 등을 개설
146) 심영섭, “독일의 선거법과 언론보도”, 세계의 언론법제 제11호, 한국언론재단,
2002, 164쪽.
147) 김도협, “현행 독일선거법제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17집 제2호, 인하대학
교 법학연구소, 2014, 24쪽.
148) BVerfGE 47, 198(227). 여기에서는 위의 글, 24쪽에서 재인용.
149) BVerfGE 69, 257(268 f.). 여기에서는 김도협, 앞의 글, 24쪽에서 재인용.
150) 김문배 • 이형래 • 이재석 • 서준천 • 박문수 • 김웅선 • 최인옥, 앞의 글, 383쪽.
151) 위의 글, 3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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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선거운동체제로 들어간다.152)
4. 독일의 선진정치문화를 뒷받침하는 정치제도
위와 같은 독일의 선진적인 정치문화는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정치제도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독일의 선진적인 정치문화를 뒷받침하는 정치제도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
보기로 한다.
가. 온건다당제
독일은 보수진영의 기민당(CDU)과 진보진영의 사민당(SPD)을 중심으
로 다양한 정치성향을 지닌 6개의 정당이 10～25%의 비교적 고른 비율
로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온건다당제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위와 같은
온건다당제는 대결보다는 협력을 지향하는 정치문화의 토대이면서 독일
에서 선거운동이 과열되지 않고 질서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적

•

권력구조적 배경이 되고 있다.153)
나. 정당설립의 자유 보장
독일에서는 시 • 도당이나 지구당, 당원의 수 등을 정당설립의 요건으
로 요구하지 않고 일부 사항에 대한 신고제도만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체의 선거운동을 특별히 규제하지 않으면서 정치단체와 정당에 대한
제도적 차별도 거의 없으므로, 정치단체가 성장하여 정당으로 발전하는
것이 가능하다.154) 이러한 독일의 정당제도는 국민이 정당을 통하여 정
치에 참여하는 것을 보다 쉽게 하고, 다양한 정치적 가치관을 반영한 정
당이 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있다.155)
15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의 책(주75), 262쪽, 328쪽.
153) 김문배 • 이형래 • 이재석 • 서준천 • 박문수 • 김웅선 • 최인옥, 앞의 글, 385쪽.
154) 위의 글, 385쪽.

- 50 -

다. 비례성을 보장하는 선거제도
독일의 연방의회 구성은 법정 의원 정수가 598명이고, 그 중 절반인
299명은 전국의 299개의 지역선거구에서 실시하는 소선거구 상대다수대
표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며, 나머지 절반인 299명은 각 정당이 주 단위로
작성한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명단인 정당명부에서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선출된다.156) 독일의 유권자들은 연방의회선거에서 정당에 대한 투
표와 소선거구에서의 후보자에 대한 투표로 두 개의 투표권을 행사한
다.157) 이러한 독일의 선거제도는 ‘소선거구-비례대표 연동제’라고 불리
고 있다.158)
독일 연방선거법에 따른 연방의회의 의석배분방식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각 정당에 배분되는 총 의석수는 각 정당이 주 단위로 작성
한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에 대한 유권자의 투표수의 비율에 따라 결정된
다.159) 이때 소수정당의 난립을 막기 위해 5% 이상의 득표를 하거나 최
소 3개 이상 지역구에서 당선인을 배출한 정당에게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도록 하는 ‘봉쇄조항’을 두고 있다.160)
예를 들어 전체 배분의석이 600석이고, 정당투표에서 득표율이 5%를
넘지 못하고 지역구에서 2석밖에 확보하지 못하여 비례대표 의석배분에
참여할 수 없는 정당이 1개 있는 경우, 정당투표에서 5%가 넘은 정당들
에게 배분되는 총 의석수는 598석(= 600석 - 2석)이 된다.161) 이때 A정
당이 정당투표에서 15,000,000표를 얻었고, 당해 선거에서 전체 정당들의
총

투표수가

45,000,000표였다면,

A정당은

199개(=

15,000,000표

÷

45,000,000표 × 598석, 소수점 이하 버림)의 의석을 배정받게 된다.162) A
155) 위의 글, 386쪽.
15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의 책(주75), 629쪽.
157) 김도협, “독일 연방의회선거제도와 그 수용필요성에 관한 연구”, 세계헌법연구
제13권 제2호, 2007, 45쪽.
158) 김문배 • 이형래 • 이재석 • 서준천 • 박문수 • 김웅선 • 최인옥, 앞의 글, 386쪽.
15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의 책(주75), 629쪽.
160) 위의 책, 630쪽.
161) 위의 책, 630쪽, 631쪽; 김도협, 앞의 글(주157), 48쪽.
16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의 책(주75), 631쪽; 김도협, 앞의 글(주157), 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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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위와 같이 확보한 199개의 의석 중 소선거구다수대표제를 통하여
선출된 지역구의석수를 제외한 나머지 의석을 주(州)별 정당명부의 순위
에 따라 배정받는다.163) 만약 A정당이 L주(州)에서 정당투표로 1,500,000
표를

획득하였다면,

L주에서

배정되는

A정당의

의석수는

19석(=

1,500,000표 ÷ 15,000,000표 × 199석, 소수점 이하 버림)이 된다.164) A정
당이 L주에서 소선거구다수대표로 총 10명을 당선시켰다면 이 10명의
의회입성이 확정되고, A정당이 L주에서 확보한 나머지 9개의 의석에 대
하여 A정당의 정당명부 순위에 따라 비례대표 당선인이 확정되는 것이
다.165)
이때 정당이 소선거구에서 획득한 의석수가 정당명부 투표율에 따라
배분된 의석수를 초과할 때 이른바 초과의석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 그
초과하는 수만큼 의석총수가 법정 의원정수인 598명보다 많아지게 된
다.166) 2013. 5. 개정된 독일 연방선거법은 위와 같이 초과의석이 발생한
경우 각 정당의 정당명부 투표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정당에 보정
의석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67)
위와 같은 독일의 이중적 선거제도는 결과적으로 소선거구제가 가지는
맹점인 사표(死票) 문제를 보다 긍정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여지를 넓힘
과 동시에 전문성을 가진 인물들의 의회진출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
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특정 인물에 따른 이합집산의 가능
성을 최소화하는 제도라고 평가된다.168) 독일에서는 국민의 정당선호를
완벽하게 비례적으로 반영하는 동시에 지역대표성도 함께 보장하고 있는
이상적인 선거제도를 두고 있는 덕택에 소수의 지지를 받는 정당도 의회
에 입성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러한 독일의 선거제도는 온건다당제를 기
반으로 하는 합의제 정치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169)
163)
164)
165)
166)
167)
168)
16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의 책(주75), 631쪽
김도협, 앞의 글(주157), 48쪽.
위의 글, 48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의 책(주75), 631쪽.
독일 연방선거법 제6조 제5항. 여기에서는 위의 책, 632쪽에서 재인용.
김도협, 앞의 글(주157), 45쪽.
김문배 • 이형래 • 이재석 • 서준천 • 박문수 • 김웅선 • 최인옥, 앞의 글, 3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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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협력적 연방제도
독일에서는 주정부가 연방 상원을 통해 연방 차원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정책결정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고, 연방정부와 주정부
의 합동위원회가 제도화되어 있는 등 협력적 연방제가 정착되어 있는데,
이처럼 중앙과 지방 사이의 권력분점을 보장하는 연방제도는 독일의 합
의제 정치시스템의 성립과 운영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된다.170)
마. 독일의 시민정치교육
독일은 학교와 연방정치교육원 등에서 제도화된 시민정치교육을 통해
체계적으로 국민의 정치의식을 높여왔고, 이는 국가의 내적 통합과 수준
높은 정치문화의 유지 •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171)
5. 소결
지금까지 살펴본 독일의 선거법제는 선거운동의 기간이나 방법 등에
관하여 법률상 규제를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간의 합의를
통한 자율적인 규제로 선거운동이 질서 있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거의
공정성도 충분히 확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독일의 선진
적인 정치문화는 온건다당제, 정당설립의 자유 보장, 비례성을 보장하는
선거제도, 협력적 연방제도, 시민정치교육과 같은 여러 가지 정치제도를
통하여 뒷받침되고 있다.

Ⅲ. 영국
1. 선거운동에 관한 영국 선거법의 기본적인 태도
170) 위의 글, 387쪽, 388쪽.
171) 위의 글, 3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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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정당과 후보자에게 선거운동에 관한 자유가 폭넓게 주어지는
편이고,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은 사실상 선거자금 규제를 통해 이루어지
고 있으며,172) 선거운동에 관하여는 주로 위법한 목적을 위한 금전제
공,173) 뇌물,174) 향응175) 등과 같은 부정행위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2. 선거운동에 대한 법적 규율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관하여 영국과 우리나라의 주된 차이
점은 영국에서는 선거운동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것176)과 경찰 등
공무원을 제외하면 177) 선거운동의 주체에 대한 제한이 없어 단체나 개인
의 선거운동이 보다 자유롭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들 수 있다.178) 개별적
선거운동방법에 관하여 보면, 선거홍보물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선거공
보 및 벽보에 대해 정해진 규격이나 매수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고, 종류
나 제작 주체까지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음에 반하여179) 영국은 의뢰인의
주소 같은 사항을 홍보물에 기재하고180) 모양만 투표안내문과 다르게 제
작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181) 그 외에 선거홍보물의 형식적인
사항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지 않다.182)
또한 집회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연설장소나 녹음기 • 확성장치 등의
사용에 제한을 가하고 있고 183) 호별방문 또한 금지되어 있는 것184) 과 달
리 영국에서는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고, 다만, 집회를 통한 선거운동이
172) 김일동 • 강순후 • 류소명 • 문은영 • 김영준 • 손승연 • 김채은, “영국의 선거운동의
자유와 규제에 관한 연구”, 선거연구 창간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0, 394쪽.
173)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1983, c. 2, § 112.
174) 같은 법 제113조.
175) 같은 법 제114조.
17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의 책(주75), 262쪽.
177)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1983, c. 2, §§ 99-100.
178) 김일동 • 강순후 • 류소명 • 문은영 • 김영준 • 손승연 • 김채은, 앞의 글, 416쪽.
179) 공직선거법 제64조, 제65조.
180)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1983, c. 2, § 110.
181) Id. § 94.
182) 김일동 • 강순후 • 류소명 • 문은영 • 김영준 • 손승연 • 김채은, 앞의 글, 416쪽.
183) 공직선거법 제79조, 제91조, 제100조 등.
184) 같은 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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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 규제 없이 허용되고 있음에도 유권자들의 참여가 저조하여 많이
이용되지는 않고 있다.185) 그리고 영국에서는 신문 등을 이용한 선거운
동에 관하여도 선거법상 제한이 없는 것186)이 우리나라187)와 큰 차이점
이다. 방송의 경우 영국에서는 유료정치광고가 금지되고 있으나,188) 그
대신 방송사의 무료 정당정치방송이 실시되고 있다.189)
3. 선거자금에 대한 규제
선거자금에 관하여는 영국이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규제를 더 강하
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190) 영국의 2010년 총선거에서 가장 큰 선거
구인 Isle of Wight County의 선거운동비용 제한액은 14,845파운드(한화
약 2,690만 원)인데, 2008년 한국의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이 가장 높은 선거구인 전북 군산시 선거구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2억 3,000만 원이었으므로, 영국과 우리나라의 선거운동비용제한액의 비
율이 1:10 정도이고, 나아가 선거구민 1인당 선거비용제한액을 비교해보
아도 Isle of Wight County가 193원, 군산시가 891원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191)
영국에서는 선거운동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선거운동이
선거일에 임박한 시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으며,192) 선거일 공표 전에는
활발한 선거운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193)
4. 소결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김일동 • 강순후 • 류소명 • 문은영 • 김영준 • 손승연 • 김채은, 앞의 글, 416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의 책(주75), 277쪽.
공직선거법 제94조, 제95조 등.
Broadcasting Act 1990, c. 42, §§ 8, 92.
김일동 • 강순후 • 류소명 • 문은영 • 김영준 • 손승연 • 김채은, 앞의 글, 416쪽.
위의 글, 411쪽.
위의 글, 408쪽.
위의 글, 418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의 책(주75), 3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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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펴본 영국의 선거법제는 선거운동의 기간이나 방법, 주체
등에 관하여 별다른 규제를 하지 않고 있지만, 선거자금에 관하여 강력
하게 규제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하여 사실상의 제약을 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 2 절

선거운동기간 규정이 있는 국가

Ⅰ. 프랑스
1. 선거운동에 관한 프랑스 선거법의 기본적인 태도
프랑스는 다른 서구 국가들과는 달리 선거법에서 선거운동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고,194) 선거운동기간을 하원의원선거의 경우 20
일로 규정하고 있다.195)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선거운동기간을 위반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
다.196) 선거운동에 관한 프랑스 선거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자
유주의적인 태도를 기반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97)
2. 선거운동에 대한 법적 규율
프랑스 선거법은 후보자의 선전, 정견 청취를 목적으로 해당 선거구의
선거인, 후보자, 양원의원 및 후보자의 대리인이 참석하는 선거집회의 개

194) 이종수 • 안혜진 • 오지선 • 민병주 • 양관석 • 전정모 • 정의재, “프랑스의 선거운
동의 자유와 규제에 관한 연구”, 선거연구 창간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0,
460쪽.
19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의 책(주75), 328쪽.
196) 강태수,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세계헌법연구
제14권 제2호,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08, 25쪽.
197) 김일환 • 홍석한, 앞의 글, 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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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를 허용하고 있는데,198) 이는 선거기간 중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
하여 집회를 개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공직선거법199)과 다
른 점이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선거선전을 위한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200) 이것도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를 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우리나라
공직선거법201)과 다른 부분이다. 프랑스에서는 공무원이 후보자의 투표
용지, 정견발표문 및 경력소개문 등을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
이어서 202) 공무원의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가 약한 편인데,203) 이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204)
프랑스에서는 선거가 있는 달의 첫째일의 3개월 전부터 투표일까지 선
거운동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시청각 통신수단이나 출판을 통한 모든 상
업적 광고를 금지하고 있고, 총선거가 실시되는 달로부터 6개월 전 달의
첫째일부터 집단을 조직화하거나 운영하기 위한 모든 광고캠페인은 투표
가 실시되는 지역에서 금지된다.205) 그리고 프랑스에서 선거선전을 위한
홍보물의 인쇄 및 출판은 자유지만, 인쇄물에는 인쇄자의 주소와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선거벽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해준 게시판
외에 다른 후보자를 위하여 마련된 장소에서는 게시할 수 없다.206)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선거일 전 6일부터 여론조사결과의 공표가 금지
198) 프랑스 선거법 제47조, 제L306조. 여기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의 책(주
75), 295쪽, 352쪽에서 재인용.
199)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
200) 프랑스에서는 출판의 자유에 관한 법률(1881. 7. 29.)이 선거선전에도 적용되어
선거선전을 위한 출판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의 책(주
75), 266쪽].
201)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202) 프랑스 선거법 제50조. 여기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의 책(주75), 335쪽에
서 재인용.
203) 이종수 • 안혜진 • 오지선 • 민병주 • 양관석 • 전정모 • 정의재, 앞의 글, 465쪽.
204) 공직선거법 제85조, 제86조.
205) 프랑스 선거법 제52-1조. 여기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의 책(주75), 346
쪽에서 재인용.
20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의 책(주75), 2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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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데,207) 프랑스에서는 선거일 전날부터 여론조사결과의 공표가 금지
된다.208) 또한 프랑스에서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공표가 유권자의
투표행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기간 중 여론조사
를 규제하는 여론조사위원회를 설치

•

운영하고 있다.209) 여론조사위원회

는 사전에 신고하지 않거나 법령을 위반한 자가 선거에 관하여 여론조사
를 실시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210)
3. 선거자금에 대한 규제
프랑스 선거법은 선거비용의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는데,211) 대통령선
거의 경우 2007년 1차 선거에서는 16,166,000유로(한화 약 248억 원), 제2
차 선거에서는 21,594,000유로(한화 약 330억 원)로, 같은 해 우리나라의
대통령선거의 465억 9,300만 원보다는 적은 편이다.212) 우리나라의 제20
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전국 지역구 평균 1억 7,800만
원이었는데,213) 프랑스에서는 하원의원선거의 경우 기본금액 38,000유로
(한화 약 5,800만 원)에 선거구 주민 1인당 0.15유로(한화 약 230원)씩
증액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여 214) 평균 제한액은 54,000유로(한화 약 8,300
만 원) 정도이다.215) 한편, 프랑스 선거법은 1차 투표에서 5% 이상 득표
한 후보에게 선거비용제한액의 50%를 보전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216)
207)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
208) 프랑스 여론조사의 출판 및 방송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여기에서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앞의 책(주75), 357쪽에서 재인용.
209) 이종수 • 안혜진 • 오지선 • 민병주 • 양관석 • 전정모 • 정의재, 앞의 글, 466쪽.
210) 프랑스 여론조사의 출판 및 방송에 관한 법률 제7조. 여기에서는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앞의 책(주75), 357쪽에서 재인용.
211) 프랑스 선거법 제52-11조. 여기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의 책(주75) 399
쪽에서 재인용.
212) 이종수 • 안혜진 • 오지선 • 민병주 • 양관석 • 전정모 • 정의재, 앞의 글, 462쪽,
463쪽.
2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15. 12. 3.자 보도자료(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
이지 www.nec.go.kr).
214) 프랑스 선거법 제52-11조. 여기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의 책(주75), 399
쪽에서 재인용.
215) 이종수 • 안혜진 • 오지선 • 민병주 • 양관석 • 전정모 • 정의재, 앞의 글, 4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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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지금까지 살펴본 프랑스 선거법의 선거운동 관련 내용은 선거운동기간
을 20일로 제한하고, 선거광고를 금지하며, 여론조사를 규제하는 등 다른
서구 국가들에 비하여 상당히 많은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다
른 한편으로 집회 등에 의한 선거운동을 널리 허용하고 공무원의 선거운
동 제한이 상당 부분 완화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선거운동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선거비용의 상한액을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선거운
동을 규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인다.
Ⅱ. 일본
1. 일본 선거법상 선거운동 규제의 연혁
가. 1925년 보통선거법의 제정 과정
일본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성인 남성 중 일정액 이상의 세
금을 납부하는 사람에게만 선거권을 인정하여 참정권이 극히 제한되어
있었으나, 산업화에 따라 노동쟁의와 사회문제가 본격적으로 나타나 지
식인그룹에서부터 이른바 보통선거운동이 시작되었다.217) 1924. 1. 출범
한 제3차 관료내각에 반발한 정우회, 헌정회(憲政會), 혁신구락부가 호헌
3파를 구성하여 보통선거제를 포함한 정당내각을 요구하는 제2차 호헌운
동을 일으켰다.218) 여기에 당시 군주제가 혁명적으로 폐지되었던 유럽대
륙 국가들의 전철을 따르지 않기 위해 노동자들의 정치의식화를 봉쇄하
고 그 대신 영국에서처럼 보통선거의 도입을 통하여 의회다수당의 개량
216) 프랑스 선거법 제52-11-1조. 여기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의 책(주75),
426쪽에서 재인용.
217) 송석윤, 앞의 글, 30쪽, 31쪽.
218) 遠山茂樹 • 藤原彰 • 今井淸一, 박영주 역, 일본현대사 , 한울, 1988, 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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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적이고 안정적인 지배체제를 만들려는 관료집단의 입장과 보통선거
제 도입에 따른 급격한 사회변화를 두려워한 추밀원의 요구를 절충하여
마침내 1925. 5. 5. 보통선거법이 제정되었다.219)
나. 1925년 보통선거법의 주요 내용
1925년 보통선거법의 핵심 내용은 종전의 납세요건을 철폐하고 25세
이상의 모든 성인남성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었으나, 선거운동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다양한 장치도 함께 도입되었다.220) 예를 들어 선
거운동원의 숫자와 호별방문 등 선거운동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한하였
고, 선거비용을 규제하는 상세한 조항을 두었으며, 선거운동의 제한을 위
반한 자에 대하여 연좌제를 포함한 당선무효 규정을 두었다.221)
한편, 1925년 보통선거법은 선거일 25일 전에 선거일을 공포하고, 후보
자가 되려는 자는 선거일이 공포 또는 고시된 날부터 선거일 7일 전까지
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선거운동기간을 제한
하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나, 1927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들이 후보등록 전에 선거운동을 개시하자, 선거단속업무가 번잡해
진다는 이유로 내무성과 사법성 및 당시 최고법원인 대심원(大審院)이
후보등록 이전에는 누구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정부가 제한적으로 열
거한 입후보 준비행위만이 허용된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후보등록 이
전의 선거운동을 단속하였다.222)
다. 선거숙정운동과 1934년의 보통선거법 개정
1930년대에 이르러 일본정부와 관료세력은 공정한 선거의 실시를 명분
으로 이른바 선거숙정운동(選擧肅正運動)을 추진하였다.223) 선거숙정운동
219)
220)
221)
222)
223)

송석윤, 앞의 글, 34-36쪽.
위의 글, 30쪽.
위의 글, 37쪽, 39쪽, 40쪽.
위의 글, 38쪽.
김종식, “근대 일본 선거숙정운동의 인과적 이해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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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집,

은 지방 말단에서부터 무경쟁선거 및 후보단일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고, 이후 전쟁기에는 일본정부가 정부정책을 지지하는 후보자만
추천하는 익찬선거(翼贊選擧)를 수행하였다.224) 이처럼 파시즘적 분위기
가 만연한 상황에서 1934년 선거운동의 자유를 더욱 억제하는 방향으로
보통선거법이 개정되었고, 이때 입후보등록 후가 아니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사전선거운동 금지의 명문규정이 최초로 도입되었다.225)
라. 1945년 이후의 보통선거법 개정
제2차 세계대전 후 내각은 1945. 11. 13. 남녀의 구별 없이 보통선거권
을 부여하고, 선거권 연령을 20세, 피선거권 연령을 25세로 각각 낮추며,
선거운동에 대한 인적 • 시간적 제한,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각종 제한
등을 거의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226) 그러나 위
개정안은 1945. 12. 17. 공포되기 전까지 중의원 심의에서 대폭 수정되었
는데, 남녀보통선거와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연령의 하향조정, 선거운동원
제한 폐지는 관철되었지만,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포괄적인 금지규정을
비롯하여 선거사무소에 대한 제한, 호별방문의 금지, 문서 • 도화에 의한
선거운동의 제한 등과 같은 규제중심 선거법제의 기본 틀은 여전히 유지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227)
2. 일본 선거법상 선거운동 규제의 내용
가. 선거운동의 기간과 방법 등에 대한 규제
앞에서 본 서구 국가들에 비하여 일본의 현행 공직선거법은 규제가 중
심이 되는 선거운동제도를 특징으로 하는데, 선거운동기간을 짧게 규정
2016, 167쪽.
224) 위의 글, 189쪽.
225) 송석윤, 앞의 글, 39쪽, 42쪽.
226) 위의 글, 43쪽.
227) 위의 글, 43쪽, 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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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선거운동의 방법에 대해서도 매우 세밀한 규제를 하고 있어 사실상
선거운동 자유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228)
우선 일본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기간을 선거일 공시일부터 선거일 전
일까지(보통 12일)로 정도로 짧게 규정하면서(제129조) 입후보준비행위,
일반적 정치활동, 후원회 활동, 사교적

•

의례적 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사

전선거운동에 대하여 형벌을 가하고 있으며(제239조) 선거일 후에도 당
선 또는 낙선에 대해 선거인에게 인사할 목적으로 호별방문을 하거나 신
문 • 잡지 또는 집회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제178조).229)
나아가 일본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방법에 관하여도 문서 • 도화의
배포 또는 게시 금지(제143조, 제146조), 인사장의 금지(제142조), 선거운
동용 엽서와 전단에 대한 규격 및 매수의 제한(제142조), 포스터나 간판
등 매수의 제한(제144조), 선거운동용 엽서의 반환 및 양도금지(제177
조), 무료신문광고의 규격 및 횟수와 배포방법 등의 제한(제149조), 신문
과 잡지의 불법이용 등의 제한(제148조의2), 선거운동방송의 제한(제151
조의5), 인사목적의 유료광고 금지(제152조), 기세를 고조시키는 행위 등
집회와 관련된 제한(제140조 등), 인터넷을 이용한 문서 • 도화의 배포 등
의 제한(제142조의3 등), 호별방문의 금지(제138조), 기부행위 금지(제199
조 등), 음식물 제공의 금지(제139조) 등 매우 포괄적이고 세밀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230)
이처럼 일본의 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자유보다는 선거의 공정성을 우위
에 두고 선거운동의 기간과 방법 등에 대하여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다
는 점에서 우리나라 공직선거법과 유사성을 갖는다.231)
나. 선거자금에 대한 규제
일본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의 최고액은 각 선거
228)
229)
230)
231)

김일환 • 홍석환, 앞의 글, 56쪽, 57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의 책(주75), 328쪽, 329쪽.
위의 책, 269-273쪽, 279쪽, 302쪽, 304쪽, 340쪽, 347쪽, 352쪽, 373-375쪽.
김일환 • 홍석한, 앞의 글, 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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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마다 정해지고, 선거일의 공시 혹은 고시 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즉시
고시하게 되어 있다.232) 위와 같은 법정선거비용 제한액은 해당 선거구
내 유권자수에 따라 산출하는 인수할액과 유권자수와 관계없는 고정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데, 구체적으로 선거구내의 선거인명부 등재자수를 선
거구내 의원정수(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의 경우는 선거구내 의원정수의
1/2)로 나누고 각 선거별 인수할액을 곱한 다음 여기에 각 선거별 고정
액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산출한다.233)
공직후보자의 출납책임자가 법정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된다.234) 나아가 출납책임자가 법정선거비용 제한
액 위반의 죄를 범하여 형에 처해진 때에는 그 공직후보자의 당선이 무
효가 되며, 앞으로 5년간 그 선거에 관련된 선거구에서 실시하는 해당
공직에 대한 선거에서 후보자가 될 수 없다.235)
3. 소결
일본의 선거법은 서구 국가들과는 달리 선거운동에 관하여 원칙적 금
지와 예외적 허용이라는 규제중심의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그 연원은
선거권의 확대라는 대중적 요구에 직면하고서도 기존 사회질서 유지를
위하여 소극적인 개혁에 그쳤던 1925년 보통선거법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사전선거운동 금지는 애당초 1925년 보통선거법에서조차 존재하지
않았던 것인데, 당시 정부와 사법부가 자의적인 해석으로 후보등록 이전
의 선거운동을 금지해왔고, 이후 경제공황으로 일본이 군국주의로 돌아
선 1934년에 이루어진 보통선거법의 개정으로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이
명문화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군정하에서 전향적인 입법시
232) 조정환, “한 • 일간의 통합선거법 비교 -선거비용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경
상논집 제27권 제2호, 경북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1999, 55쪽.
233) 일본 공직선거법 제194조, 제19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7조. 여기에서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앞의 책(주75), 405쪽에서 재인용.
234) 일본 공직선거법 제247조. 여기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의 책(주75), 406
쪽에서 재인용.
235) 일본 공직선거법 제251조의2. 여기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의 책(주75),
406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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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을 포함한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한 포괄적인 제한규정들은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다.
일본 선거법의 강력한 선거운동 규제조항들은 통치의 주도권이 관료집
단에서 정당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방지책으로 기능하였고, 특히 사
전선거운동 금지규정은 정치신인들의 대두를 막아 기성정치인들의 기득
권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였다.236) 전후 내각이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의
폐지를 포함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대폭 확대하려는 시도를 하였을 때
중의원이 좌절시킨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인다.237)

제 3 절

요약 및 검토

지금까지 주요 5개국의 선거운동에 관한 입법례를 살펴본 결과를 종합
하면, 일본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규제를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미국과 영국
은 법률상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는 대신 선거의 공정성을 확
보하기 위해 선거자금의 모금과 지출 및 회계보고에 관하여 규제를 가하
고 있으며, 다만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대법원의 판례가 수정헌법 제1조
에서 규정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자금 통제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합리적인 정당제도 및 선거제도를 기
반으로 하여 형성된 선진적인 정치문화를 토대로 정당간의 자율적인 합
의에 의하여 질서 있고 공정하게 선거가 치러지는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프랑스는 위 3개국과 달리 선거운동에 대한 법적 규제가 어
느 정도 존재하는 편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공무원에 대한 선거운동 규제가 완화되어 있는 등 선거운동
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시대에 형성된 규제중심의 선거운동 법제가 근본적인 변화 없
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선거운동의 기간과 방법 등에 관하여
236) 송석윤, 앞의 글, 40쪽.
237) 위의 글, 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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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상세한 규제를 하고 있어 선거운동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일본의 선거법제는 연혁적으로 기성 정치세력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신진 정치세력의 성장을 억제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
졌고, 오늘날에서 그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앞으로 우리
나라 공직선거법 중 선거운동에 관한 부분의 개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입법례보다는 앞에서 본 서구 국가들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선거
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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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제 1 절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죄

사전선거운동죄의 구성요건

Ⅰ. 사전선거운동죄의 구성요건 개관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같은 법에 규정된 방
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 •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 • 신문 • 뉴스통
신 • 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 • 좌담회 • 토론회 • 향우회 • 동창
회 • 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
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규정에 의한 형사처벌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① 공직선거법 제
59조 본문에서 정한 선거운동기간 전에, ② 같은 법 제58조 제1항 본문
에서 규정한 선거운동을 하였어야 하고, ③ 나아가 문제의 행위가 같은
법 제59조 단서 각 호에서 허용하고 있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야 한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본문은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
므로, 같은 법 제254조 제2항에 의한 사전선거운동죄의 구성요건은 위와
같은 선거운동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해석에 따라 결정된다. 이하에서는
기존의 학설과 판례에 따른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죄의 구성요건을
개별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Ⅱ. 개별적 구성요건
1. 선거운동기간 개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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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59조 제1항이 같은 법 제33조에서 정한 각급 선거의 선
거기간개시일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를 선거운동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음
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제되는 행위가 앞서 본 각급 선거별 선거운동기간이 개시되
기 전에 행하여졌을 것을 요한다.
2. 선거운동
가. 의의
선거운동의 개념에 관하여 기존의 학설은 ① 특정한 선거에 관하여,
② 특정한 후보자를, ③ 당선 또는 낙선시킬 목적으로 하는, ④ 당선 또
는 낙선에 직접 • 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로서, ⑤ 선거인에게 하는 행위
로 정의하고 있다.238)
나. 선거운동의 구성요소에 대한 구체적 검토
(1) 특정한 선거
선거운동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선거가 특정되어야 한다. 즉, 문제되는
행위가 특정한 선거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선거일이 임박하다거나 선거
일 공고가 있으면 물론 선거가 특정되지만, 선거일이 임박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목표로 하는 선거의 종류와 시기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경
우에는 선거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239) 후보자등록 이전이라고 하
더라도 사회통념상 장래의 일정한 시기에 어떠한 선거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이면 선거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240)
238) 김래영, 앞의 글(주7), 15-19쪽; 황정근,
138-142쪽.
239) 황정근, 앞의 책, 1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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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부정방지법 , 법영사, 2005,

(2) 특정한 후보자
선거운동은 당선 또는 낙선시키려는 후보자가 특정되어야 한다. 특정
한 후보자는 반드시 입후보되어 있는 후보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장래에 입후보하려고 하는 자도 포함되며, 이때 입후보하려고 하는 자라
함은 입후보할 것을 예정하면 족하고 확정적 결의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
니다.241) 특정한 후보자라고 할 때 반드시 후보자가 1인에 한정되는 것
은 아니고, 후보자가 여러 사람이라도 특정의 후보자로 인정된다.242)
비례대표선거를 감안할 때 특정한 후보자는 물론 특정한 정당에 관한
행위도 선거운동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243) 그러나 헌
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선거운동은 특정
정당이 아니라 특정 후보자에 대한 행위이어야 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
이 판시하였다.
“선거운동의 개념은 ‘특정한’ 또는 적어도 ‘특정될 수 있는’ 후보
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행위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
다. 물론, 특정 정당의 득표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도 필연적으로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지역구 후보자의 당선을 목표로 하는 행위
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도 선거운동의
개념을 충족시킬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발
언을 통하여 당선시키고자 하는 정당 후보자가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발언이 이루어진 시기인 2004. 2. 18.과
2004. 2. 24.에는 아직 정당의 후보자가 결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후보자의 특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
지발언을 한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244)

240)
241)
242)
243)
244)

황정근, 앞의 책, 138쪽.
대법원 1975. 7. 22. 선고 75도1659 판결.
김래영, 앞의 글(주7), 17쪽.
정병욱, 공직선거법 , 박영사, 2006, 117쪽.
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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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선 또는 낙선의 목적
선거운동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주관적으로 자신이 후보자
인 경우 스스로 당선되겠다는 목적이 있어야 하고, 자신이 후보자가 아
닌 경우 그 후보자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겠다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은 시민단체의 이른바 낙선운동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
다.245)
한편, 뒤에서 보는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 대법원은 어떤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
는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정한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
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 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장래의 선거
운동을 위한 내부적 • 절차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과는 구별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
지는 시기 • 장소 •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
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246)
(4) 당선 또는 낙선에 직접

•

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

선거운동은 당선 또는 낙선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이어
245)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도315 판결.
246)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도15113 판결. 이 밖에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445 판결도 같은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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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이때 당선 또는 낙선에 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를 지나치게 넓
게 보면 사전선거운동죄의 처벌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므로 합리적인 한
계를 설정하여야 한다.247) 이때 ‘당선 또는 낙선에 간접적으로 필요한 행
위’의 의미에 관하여 학설은 ① 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선거인이 아니어
도 그 상대방이 선거인에 대하여 가지는 영향력에 의하여 후보자의 당선
에 유리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와 ② 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선거인인
때 그 행위의 외형이 직접적으로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간접적 • 반사적으로 후보자의 득표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로 나
눈 다음, 전자의 경우에는 선거인이 아닌 상대방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객관적으로 득표행위의 색채를 강하게 띠는 경우에만 선거운동에 포함되
고, 후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선거운동의 범위에 포함될 것이나 부수
적으로 득표에 유리한 효과를 가져 오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
는 선거운동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248)
(5) 선거인에 대한 행위
선거운동은 선거인에 대한 행위일 것을 요한다. 학설은 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선거인이 아닐지라도 그를 통해 선거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
는 경우도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으나, 후보자와 일심동체를 이루는
지지자들 사이의 내부적인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다.249)
다.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
(1) 법률상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

247) 황정근, 앞의 책, 141쪽.
248) 위의 책, 141쪽. 이 견해는 후자의 예로 정당의 공천자발표행위를 들고 있으나,
이는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단서 제4호가 정한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포함되
어 애당초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실익이 없다고 보인다.
249) 위의 책, 141쪽, 142쪽; 김래영, 앞의 글(주7), 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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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현실정치 한번 하러 ○○당에 놀러오세요’라는 내용은 선거에 관한 단순
한 의견개진 또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다고 보았다.250) 그러나 대법원은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이름을 알릴 목적으로 지역발전에 관한 설문서를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하는 행위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사표시가 아니라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았다.251)
(나)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
비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후보
등록에 필요한 추천자의 서명이 된 추천서용지를 찾아가면서 단지 ‘잘
부탁합니다’라고 인사를 한 경우 입후보 준비행위에 불과하여 선거운동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252) 또한 대법원은 경선에 관한 사무
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사무소에서 경선운동과 관련 없이 청소

•

다

과접대 • 차량운행 • 경선후보자 경호 등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그 역무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도 선거운동을 위한 준
비행위에 불과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253) 나아가
대법원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전략, 콘셉트, 기본공
약에 관한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하고,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준비하여 사
회를 보는 행위 등은 모두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
하였다.254)

250)
251)
252)
253)
254)

대법원
대법원
대법원
대법원
대법원

2003.
1992.
1996.
2007.
2014.

11. 28. 선고 2003수33 판결.
4. 28. 선고 92도344 판결.
11. 29. 선고 96도2421 판결.
7. 26. 선고 2007도3692 판결.
1. 23. 선고 2013도41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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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

반대의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단서 제3호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
순한 지지

•

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정당의 후보자추천에 관한 지지 • 반대를 하
는 경우에도 정당의 후보자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 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넘는 범위에서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시민단
체가 특정후보자를 낙선대상자로 선정 • 발표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도
록 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나, 특정후보자를 비방
하는 내용의 불법유인물 배포 및 가두행진 등의 방법으로 특정후보자의
낙선운동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255)
(라) 통상적인 정당활동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단서 제4호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선거운동
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통상적인 정당활동
은 정당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당원의 모집, 정책의 개
발 • 보급, 당원교육 등 선거시기에 관계없이 정당이 존속하는 한 지속적
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정당 본연의 활동으로서, 우리 헌법상의 정당제
민주주의 관련 조항과 정당의 중요한 공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법
에서 특히 따로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256)
대법원은 정당의 지구당위원장이 당원연수교육 명목으로 당원들을 자
기 당 대통령후보가 간척한 농장까지 태우고 가 관광시키면서 그의 경제
적 능력과 업적을 홍보하고 다시 출발지로 태우고 왔다면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았다.257) 그러나 대법원은 정당원이 아닌 자를 단
255)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수162 판결.
256) 헌법재판소 2001. 10. 25. 선고 2000헌마193 결정.
257)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도27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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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대회에 참석시키는 행위,258)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교육이라고
해도 행사의 실제 내용에 연수나 교육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형식
적인 것에 그치고 자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관광이나 의례적인 기념
품 정도를 넘어 벽시계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259)는 정당의 통상적인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나아가 대법원은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선거구민 100명이 모인 가운데 주민간담회를 하면서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를 막아주겠다고 발언한 것은 선거에서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가
수반된 행위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260)
(마) 명절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
하는 행위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단서 제6호는 설날 • 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
신일 • 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해석상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
학설은 해석상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로 직무상 또는 업무상의
행위와 의례적 • 사교적 행위를 들고 있다.261)
(가) 직무상

•

업무상 행위

먼저 해석상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직무상 또는 업무상의 행위에 관
하여 살펴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가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그 설립 및 활동목적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선
258) 대법원 2009.
259) 대법원 1994.
260) 대법원 2005.
261) 황정근, 앞의
24-26쪽.

6. 23. 선고 2009도2903 판결.
6. 14. 선고 94도903 판결.
9. 29. 선고 2005도2025 판결.
책, 150-153쪽; 정병욱, 앞의 책, 126-128쪽; 김래영, 앞의 글(주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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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를 초청하여 선거
와 무관하게 강연회를 개최하는 것은 직무상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
하지 아니하나, 해당 강연회에서 선거공약을 발표하거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

•

추천하는 등의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262) 대법원은 대통령후보로 출마할 것
으로 예상되는 자와 관계있는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통상적인 상품
판촉은 기업의 영업활동으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후보로 출마할 것이 확실시되는 자가 창업하여 사
장 등을 역임한 자동차회사의 임원들이 예년의 판촉 대상 인원보다 훨씬
다수의 직원가족 및 고객을 상대로 숙식, 교통편 및 기념품을 제공하고
후보예상자가 창업한 공장 등을 관광시키면서 판매상품에 대한 선전보다
후보예상자 개인의 업적을 선전하는데 주력한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에 해
당한다고 판시하였다.263)
(나) 의례적

•

사교적 행위

다음으로 해석상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의례적 • 사교적 행위에 관하
여 살펴보면, 대법원은 명예퇴직원을 제출한 지방공무원교육원 교관이
자신을 찾아온 고향후배 교육생(면장)들에게 반가운 마음에서 식사를 제
의하여 식사자리를 마련하였고, 당시 공직을 떠나는 서운함과 불안감에
서 퇴직 후 무슨 일을 하더라도 현직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호의를 가
지고 도와달라는 의미로 ‘명예퇴직원을 제출하였으니 도와달라’고 말한
것은 일상적 • 의례적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
였다.264) 반면 대법원은 농민의 날 행사에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새
긴 재떨이를 선거구민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신을 미담의 주인공으로 한
신문기사를 내게 하여 그 대가를 지불하고, 선거구 관내 지면이 없는 주
26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7. 5. 29. 회답(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Ⅱ , 2014, 18쪽, 19쪽).
263)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3도2126 판결.
264)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도1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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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규운용

민에게 연하장을 발송하고, 선거구 관내 경로잔치에 참석하여 인사와 찬
조를 한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265)
3.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전에 허용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공직선거법 제59조 단서 각 호는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① 같은 법 제
60조의2에 의하여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가 같은 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하는 선거운동(같은 법 제59조 단서 제1호),
②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음성 • 동영상이 아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
법으로 하는 선거운동(같은 조 단서 제2호 전단),266) ③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하는 선거운동(같은 조 단서
제3호 전단)267)은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2 절

선거운동의 인정범위에 관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

Ⅰ. 서설
앞에서 살펴본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죄의 구성요건 중 핵심은
‘선거운동’이다. 이하에서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가 선거운동의 범위를 구
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왔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공직선거 후보
265)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도1085 판결.
266) 이 경우 컴퓨터 등을 이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고 그 횟수도 5회를 넘을 수 없으며, 매회 전송시마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59조 단서 제2호 후단).
267) 이때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
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공직선거법 제59조 단서 제3호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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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되려는 자 또는 그를 위하여 활동하는 자가 당선을 위하여 선거운
동기간 전에 선거인들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접촉한 행위가 문제된 총
18개의 사례들을 유형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앞에서는 사전선거운동죄의
구성요건을 설명하면서 관련되는 각각의 대법원 판례를 간략히 살펴보는
데 그쳤는데, 여기에서는 각각의 하급심 판결을 참조하여 사실관계 또는
공소사실을 정리하고 그에 대한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을 차례로 살펴보
는 방법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18개의 대법원 판결들을 문제되는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로 분류하
고, 그 중 문제되는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들은 특정 선
거에 출마할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와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경우로 다시 분류하였다. 나아가 문제되는 행위
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들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공소장에 기재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행위
를 선거운동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들만 모았다.268)
이처럼 선거운동의 인정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결 18개를 그 사실관계
또는 공소사실에 따라 유형별로 살펴보는 것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가 사
전선거운동죄를 구체적으로 어떠한 국면에서 적용하여 왔는가를 알아보
고, 아울러 이를 토대로 뒤에서 보는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
11812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판례가 변경된 영역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함이다.
Ⅱ.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
가.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15689 판결

268) 증거 부족으로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 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
여 무죄가 선고된 경우는 논의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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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2011. 10. 26. 실시된 ○○군수 재선거에서 피고인 2가 당
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1. 9. 초순경 선거운동원 50여 명을 모았
고, 2011. 9. 17. 이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에서 피고인 2가 ‘이번
선거에 군수후보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선
거운동을 해주느냐에 따라 당락이 결정됩니다.’라고 부탁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1. 9. 23.경 소위 ‘○사모’(‘피고인 2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약칭)를 구성하여 선거운동원들을 교육하고 선거구 내를 돌아다
니며 후보자 홍보, 상대 후보자 단점 부각, 여론동향 파악, 상대후보자
비위 수집 등의 활동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원심은 ‘○사모’가 순수한 선거준비행위 차원에서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부적 행위로서 설립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 2의 당선을 위
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사기관이고, 피고인들의 위 행위가 사
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을 수긍하였다.
나.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407 판결
(1) 사실관계
피고인 2는 2008. 1. 14. 피고인 1이 2008. 4. 9. 실시될 제18대 국회의
원 선거에서 후보자로 출마할 예정인 선거구 주민들에게 피고인 1을 소
개시킬 목적으로 식사 모임을 주선하였고, 피고인 1도 피고인 2의 위와
같은 의도를 알고 그 모임에 참석하였다. 위 식사 모임에 참석하도록 연
락을 받은 사람들은 피고인 2를 통하지 않고는 서로 만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피고인 1은 식사 도중 참석한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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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나누어 주며 ○○군수를 역임하였던 사람으로 자신을 소개하였으
며, 피고인 2는 참석자들에게 피고인 1이 □□구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할
사람이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참석자들로 하여금 메모지에 이름과 전화
번호 등을 적게 한 뒤 그 메모지를 피고인 1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1
은 다음날 위 메모지를 이용하여 위 식사 모임에 참석하였던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부전화를 하였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 1이 위 식사 모임에서 선거와 관련된 발언을 직접적으
로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인지도를 높여 당선을 도모할 목적
으로 위 식사 모임에 참석하고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를 한 것이고, 피
고인 2도 피고인 1의 인지도를 높여 그 당선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 식사
모임을 만들어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이를
단순히 일상적 • 의례적 • 사교적인 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
아 피고인들의 위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
원은 원심판단을 수긍하였다.
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1604 판결
(1) 사실관계
피고인 1, 2는 공모하여 2006. 5. 31. 실시될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서 피고인 1이 ○○군수로 당선되도록 하기 위해 2006. 3. 14.경부터
2006. 5. 17.경까지 선거구내 군청 공무원 100여명에게 전화하여 공무원
들의 선거관련 분위기를 파악하면서 이번 선거에서 피고인 1을 도와 달
라는 취지로 지지를 부탁하였다. 또한 피고인 1은 2006. 4. 4. 선거구 내
파평윤씨 종친회 이사회에 참석하여 종친회원 20여명에게 ‘이번에 군수
후보로 출마할 예정인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친회에서 많이 도와주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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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오.’라고 지지를 부탁하였고, 2006. 4. 20. 위 종친회 총회에 참석하여
종친회원 300여명 앞에서 ‘이번에 군수후보로 출마할 윤 □□입니다. 열심
히 하겠습니다. 종친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라고 인사말을 하고 좌석을
돌며 개별적으로 종친들에게 ‘도와 달라’고 악수를 하였다. 나아가 피고
인 3은 2006. 5. 8. 선거구내 13개 경로당을 돌며 ‘이번 선거에서 피고인
1을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취지로 지지를 부탁하였고, 피고인 4는 2006.
5. 14. 선거구내 이장과 농민회 간부 등 225명에게 전화로 ‘피고인 1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서 격려해 달라’고 말하였다.
(2)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위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
단을 수긍하였다.
라.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2246 판결
(1) 사실관계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피고인은 2004. 4. 15. 실시될 제17대 국회의원선
거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 위해 2003. 4.경 선거구민들을 대
상으로 조직한 사조직인 ‘○○○산악회’ 발대식 행사에 참석하여 선거구
민들을 상대로 ‘국회의원 □□□입니다. 앞으로 국회의원에 출마할 테니
잘 도와주십시오.’라고 인사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04. 3. 4.까지
총 11회에 걸쳐 선거구 내 청년위원회, 차세대위원회, 여성위원회 등의
각 행사에 참석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인사를 하는 등으로 인지도 제고
및 지지 호소 발언을 하였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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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피고인의 위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
을 수긍하였다.
마.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7511 판결
(1)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2004. 4. 15. 실시될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고인 1이
당선되도록 하기 위하여 2003. 11. 30.경 각종 사무용 집기와 사무기기
등을 갖추어 ‘○○지역도시발전연구소’를 설립하였고, 피고인 2는 위 연
구소의 자금관리 및 총책임, 공소외 1은 기획실장, 피고인 3은 ○○고등
학교 동문 담당, 피고인 4는 조직 담당, 공소외 2는 홍보 담당, 피고인 5
는 종친회 담당, 공소외 3은 컴퓨터 작업 및 일반사무처리 담당 등 일정
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04. 1. 9.경부터 2004. 3. 14.경까지
위 연구소에서 매주 2회 회의를 열어 피고인 1의 인지도 상승 및 당선을
위한 방법 등에 대해 상의하였고, 피고인 2 내지 5 등은 위 기간 동안
선거구내 선거구민들을 직접 접촉하거나 전화를 걸어 피고인 1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거나 마을회의 및 계모임이 개최되는 사실을 알아내었으
며, 피고인 1이 그 모임에 참여하여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지지를
부탁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04. 1. 22.경 공소외 3으로 하여금 피고인
1 명의로 다수의 선거구민들의 휴대전화에 새해인사를 문자로 전송하게
하였고, 피고인 1, 2 및 공소외 2는 2004. 1. 24.경 윷놀이대회를 개최하
여 선거구민들을 모아 피고인 1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행위를 하
였다.
(2)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유사기관 설치 및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
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하였다.

- 80 -

바.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도6604 판결
(1)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4. 4. 15. 실시될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하
여 2003. 9. 2. 당원이 아닌 일반선거구민이 다수 참석한 수 개의 모임에
잇달아 참석하여 ‘○○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군에 와 보니 지역
이 낙후되어 있다. 내 별명이 추진력 있게 일을 한다는 뜻으로 불도저인
데, 국회의원에 출마하여 당선되면 ○○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
지 또는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라
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2)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위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원심판단을
수긍하였다.
2.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경우
가.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862 판결
(1) 사실관계
□구청장인 피고인 1은 2010. 6. 2. 실시될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서 □구청장으로 당선되기 위해 2009. 11. 25. ○○아트홀 내 골프연습장
회원들의 모임인 ‘○○골프회’의 회장인 피고인 5가 사적으로 개최한 대
회인 ‘○○골프회장배 골프대회’의 출발장소에서 참석자들에게 ‘안녕하십
니까. 구청장 ○○○(피고인 1의 이름)입니다. □구 발전을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원들을 위해 골프장을 넓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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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의 인사말을 하면서 회원들과 악수를 하고 명함을 배부하였다. 또한
피고인 1은 2009. 12. 8. 및 2009. 12. 10. 피고인 5가 위 골프대회의 연장
으로 개최한 경로당 식사대접 행사에 2회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고 악수
를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1은 2010. 1. 8. 및 2010. 1. 9. □구청 내지 ○
○아트홀에서 주관하는 공식적인 행사와는 무관한 공연인 뮤지컬 ‘△△’

의 무료공연 장소에 2회 참석하여 ‘구청장 ○○○입니다. 제설작업 하느
라 수고하셨습니다. □구는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겁니다. 여러분은 □구
에 거주하는 것이 복 받은 것입니다. 앞으로 집값도 많이 오를 겁니다.’
라는 내용의 인사말을 하였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 1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구청장의 업무활동의 일환이거
나 단순히 일상적 • 의례적 • 사교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차기 구청
장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자신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함으로써 당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2항 제4호가 선거일 전 60일부터 지방자치단체
장이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선거일에 가까워지면서 선거운동의 과열과 혼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일 전 60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
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한다는 취지이므로, 선거일
전 60일 그 전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위와 같은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허용한다는 의미로 반대해석을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선거일 전 60일 그 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직능
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등을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는 여전히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을 수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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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8도7546 판결
(1)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2008. 4. 9. 실시될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시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피고인 1이 당선되도록 하기 위
해 2006. 6. 초순경부터 약 10개의 동별 자원봉사모임을 결성하여 선거구
내에 거주하는 주부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후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사단
법인 ○○마을’에 가입시켰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06. 11. 3. 위 모임 회
원들을 비롯한 선거구내 주민 약 100여명을 모아 자연휴양림으로 데리고
가 위 사단법인의 워크샵 명목으로 식사와 숙박 등을 제공하였고, 피고
인 1은 위 워크샵 강연 및 뒤풀이 자리에서 청와대 □□비서관으로 소개
받은 뒤 참석자들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찍어야 한다. 당을 보고
선택할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보고 선택해야 한다. ○○구치소를 이전하
겠다.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07. 5.
21. 위와 같은 방식으로 선거구민 157명을 모아 ○○수련원으로 데리고
가 워크샵 명목으로 식사와 숙박 등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1이 참석하여
‘서울에 있어서 역할을 많이 못하고 있지만 공직생활을 마치고 내려오면
봉사활동을 같이 하겠다. 우리 ○○구 지역은 아직까지 힘든 사람들이
많다. 우리 봉사자들이 더욱 열심히 봉사활동을 해 주십시오. 저도 봉사
활동 하는데 많이 돕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나아가 피고
인들은 2007. 6. 23.경 선거구민 308명을 모아 관광버스와 식사 등을 제
공하면서 청와대 관광을 시켜주었고, 이때 피고인 1이 청와대 영빈관에
서 위 선거구민들에게 ‘○○구의 발전을 위하여 도서관 유치문제와 교도
소 이전 문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2번 국선에서 낙방하였으나 대통
령 곁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며 이를 바탕으로 차후 일선에 나가 주민
들 곁에서 배운 것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여러
분들이 많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는 인사말을 한 후 악수를 하고 기념
촬영 등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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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았
고, 대법원은 원심판단을 수긍하였다.
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940 판결
(1) 사실관계
변호사인 피고인 1은 2006. 5. 31. 실시될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장으로 당선되기 위하여 2005. 11. 26.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기로

계획하고, 2005. 11. 초순경 자신의 성명, 사진, 약력과 ‘□□□(피고인 1
의 이름) 변호사가 훌륭하고 능력 있는 자치단체장의 출현을 대망한다.
지방자치 발전을 함께 하자.’는 취지의 글을 포함시킨 50,000여장의 초청
장을 선거구민들에게 발송하였으며, 2006. 11. 중순경 자신의 성명, 사진,
경력과 ‘민선 지방차지 10년을 돌아보고 10년을 내다본다.’는 글이 기재
된 벽보 1,000장을 인쇄하여 그 중 300장을 선거구내에 다중밀집지역에
부착하였다. 또한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위 선거에서 당선되도록 하기
위해 2005. 11. 15.부터 2005. 11. 17.까지 지역방송에 피고인의 이름과 경
력 등을 포함시켜 위 출판기념회 자막광고가 나가게 하였다. 나아가 피
고인들은 2005. 11. 중순경부터 2005. 11. 26.까지 선거구민 약 36,000여명
에게 피고인 1의 이름과 위 출판기념회 안내문구가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2)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위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
단을 수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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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175 판결
(1) 사실관계
○○시의원인 피고인은 2006. 5. 31. 실시될 제4대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제☆선거구인 ○○시 △△구 ▽▽1동 등 4개동의 ◇◇도의원에 당선되기
위하여 2006. 2. 1.경 위 선거구내 노인정 3곳에서 40-55여 명의 노인들
에게 ‘○○시의원 □□□(피고인의 이름)입니다.’라고 인사하면서 ‘○○시
의회 의원 □□□’이라고 새겨진 명함을 배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6. 2. 14.경 위 선거구내 ☆☆중학교 졸업식장에서 선거구민 약 10여
명에게 ‘졸업 축하합니다. ○○시 시의원 □□□입니다.’라고 인사하면서
‘○○시의회 의원 □□□’라고 새겨진 명함을 배부하였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 “단순히 현역 시의원의 통상적인
의정활동의 범위나 일상적ㆍ의례적ㆍ사교적 행위로서 사회상규상 허용되
는 범위를 넘어서서 다가오는 도의원 선거의 후보예정자로서의 피고인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지지를 유도함으로써 당선을 도모하기 위한 목
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ㆍ계획적 행위로서 사전선거
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을 수긍하였다.
마.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303 판결
(1)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4. 4. 15. 실시될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였
으나 선거구 내에 연고가 없어 인지도 제고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봉사
단체를 설립하여 선거운동에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2003. 11. 말경 선거
구 내에 피고인 명의로 사무실을 임차하여 단체명을 ‘○○사랑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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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하였으며, ○○○당 ○○○지구당 당원인 공소외 1을 명목상의 회
장으로, 같은 지구당 당원인 공소외 2 내지 4를 각 운영이사로 선임하고,
피고인이 상임총괄이사로서 실질적인 운영을 책임지기로 역할을 정하였
다. 그 후 피고인은 2003. 12. 4. 위 사무실에서 선거구민 등 약 700명을
초청하여 ‘○○사랑운동본부’ 개소식을 개최하였고, 2004. 1. 14. 선거구
내 지하철역에서 출근하는 선거구민들에게 인사하면서 ‘경제를 살립시다.
□□□(피고인 이름)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였다.

(2) 판단
원심은 “‘○○사랑운동본부’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경선을 앞둔 시
점에 설립되었고, 그 인적, 물적 시설이 갖추어졌으며, 임원진이 모두 정
당원인 점, 위 단체의 설립자금 대부분을 피고인이 부담하였고, 실질적인
운영자도 피고인이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부분 피고인과 관련된
글과 사진이 게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피고인의 개인 홈페이지
에도 연결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단체의 설립 이전에는 ○○구에 거
주한 적이 없어 피고인에게 ○○구 지역 주민에 대한 봉사활동을 할 특
별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위 단체가 지역주민
에 대한 봉사활동 등을 설립목적으로 표방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설립목적은 피고인의 국회의원선거를 위한 경선준비 및 선거운동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단체는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의 2004. 1. 14. 인사발언도 선거운동의 목적 외에 위와 같은 행위
를 할 만한 다른 동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당선을 목적으로 자신을 소
개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을 수긍
하였다.
바.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2014 판결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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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인 피고인 1은 2004. 4. 15. 실시될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피고인 2, 3과 공모하여 2003. 12. 8. 및 2003. 12. 11. 선
거구 내 이장협의회 소속 이장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에 참석하여
이장들과 인사를 나누고 식사와 음주를 함께 하면서 지역의 현안에 관하
여 관심을 표명하고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고 현안 해결을 위하여 앞으로
도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공약을 언급하였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히 현역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의 범
위를 넘어서서 다가오는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로서의 피고인에 대한 인
지도를 더욱 제고하고 지지를 유도함으로써 피고인의 당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

계획적 행위로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원심판
단을 수긍하였다.
Ⅲ.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1.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6620 판결
가. 공소사실
검사는 “피고인들은 2012. 4. 11. 실시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
고인 1이 당선되도록 하기 위하여 2011. 12.경 피고인 1의 공식 선거사무
소 외에 ○○○아카데미 사무실에서 비선조직을 운영하면서 피고인들의
지인 30여 명으로 하여금 선거구민 중 알고 지내는 사람들에 대한 소위
‘지인명단’을 작성하여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피고인 1을 지지해달라고
부탁하도록 하였고, 아르바이트생 2명을 고용하여 위 사무실에서 지인명
단을 정리하거나 방문객을 응대하는 일을 맡겼으며, 위 지인 30여 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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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유권자들에게 피고인 1의 저서 120권을 나누어주는 등으로 2011.
12.경부터 2012. 4. 10.까지 유사기관을 설치 • 운영하고 2011. 12.경부터
2012. 3. 28.까지 사전선거운동으로 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피고인들
을 기소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소사실
에 적시된 구체적인 내용을 보더라도 2012. 3. 12. 실시된 당내경선을 위
한 경선운동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선거운동의 내용이 적시
되어 있지 아니하며, 위 지인명단도 선거운동이 아닌 경선운동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
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2.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도12172 판결
가. 공소사실
검사는 “피고인들은 2012. 4. 11. 실시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
고인 6이 ○○광역시 ○구 지역구에서 당선되도록 하기 위하여 현직 ○
구청장인 피고인 3의 조직을 이용하여 사조직 • 유사기관을 설치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1은 2012. 12. 말경 △△1동 꿈나무 도서
관 관장으로 근무하던 계약직 공무원 망 공소외 1에게 지시하여 조직원
들이 자신들이 속한 사조직 모임 약속을 잡은 후 그 일정을 피고인 6 측
에 알려주어 피고인 6 등이 모임에 참석하여 지지를 호소하도록 하고,
조직원들에게 모바일투표 경선인단 등록방법을 교육시킨 후 이들로 하여
금 모바일 경선인단을 모집하도록 하는 등의 피고인 6을 위한 선거운동
을 하기 위하여 12명으로 구성된 유사기관인 ‘△△1동 비상대책 추진위
원회’라는 조직을 결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 1은 2012. 2. 2.경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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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2에게 같은 내용의 지시를 하여 유사기관인 ‘▽▽2동 경선대책위원
회’라는 조직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2는 2012. 1. 31. 피고
인 3의 지시로 설립된 사조직인 ‘○구사랑여성회’의 회장, 총무 및 각 동
대표 14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피고인 6의 이름) 의원이 와야 하
는데 급한 일이 있어서 못 오셨다. 죄송합니다.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하
였고, 2012. 2. 21. 위 여성회 회장, 총무 및 각 동대표 14명이 참석한 자
리에서 ‘○○○ 의원을 잘 부탁합니다. 진실하게 마음속에 다섯 사람 생
각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다섯 사람을 두고 있으며
내가 좋아하는 다섯 사람이 다시 다섯 사람만 하면 숫자가 진실하게 늘
어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는 등의 공소사
실로 피고인들을 기소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고인 6을 ○○○○당 당내경선에서 국회
의원 후보자로 선출시키기 위한 경선운동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을 뿐이
지, 더 나아가 위와 같은 행위가 선거운동의 성격까지 가지는 것으로 보
기는 어렵다. 비록 피고인 6이 출마한 ○○광역시 ○구 선거구에서 ‘공천
은 곧 당선이다’라는 말이 통용될 정도로 정당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당내
경선에서의 승리를 이끌어내어 결과적으로 2012. 4. 11.자 국회의원선거
에서 피고인 6의 당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들과 경선대책위원회
구성원들이 당내경선에서의 피고인 6의 후보자선출을 도모한다는 목적의
사 외에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피고인 6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지까
지 가지고 모바일투표 경선인단을 모집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마찬가지
이다.“라는 등의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을 수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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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14810 판결
가. 공소사실
검사는 “피고인들은 2012. 4. 11. 실시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
고인 1이 당선되도록 하기 위해 2012. 2. 10. 워크숍을 개최하여 선거대
책기구를 설치하고, 월례회의에서 선거 관련 논의를 하였으며, 입당원서
등을 통해 선거운동방법을 교육하면서 당원을 모집하고, 피고인 1의 참
석을 위한 모임을 파악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는 등의 공소사
실로 피고인들을 기소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위 워크숍은 일부 비당원의 참석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당
원집회의 성격을 가지므로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
당활동에 해당하고, 위 월례회의도 마찬가지이며, 입당원서를 받는 과정
에서도 피고인 1에 대한 홍보나 지지 발언이 없었고, 피고인 1의 참석을
위한 모임 파악도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아 이 부
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을 수긍하
였다.
4.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4966 판결
가. 공소사실
검사는 “피고인은 2006. 5. 31. 실시될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
○광역시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자로서 2006. 2. 14. 자신의 ○○당 ○○

광역시당 위원장 취임식 및 2006. 5. 31. 당원전진대회를 각 개최하면서
비당원인 젊은이 154명을 동원하여 청중으로 참석하게 하였고, 그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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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광역시 구청장 후보로 출마할 당원들을 소개하면서 ‘○○당 단
결과 성원으로 지방선거를 포함한 각종 선거에서 승리를 거둬 정권을 재
창출하자’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위와 같이 동원한 젊은이들로 하여금 박
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게 하는 등 지방선거에 대비한 각종 행사를 진
행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피고인을 기소하였
다.
나. 판단
원심은 “위 취임식 및 당원전진대회는 일당지급을 전제로 비당원인 젊
은이들을 다수 동원하여 당원으로 비춰지게 하고 이를 통해 피고인이 ○
○광역시당 위원장의 위상과 그 당세를 포장 내지 과시하려고 하였던 것

에 불과하여 당시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광역시장 후보자
로의 출마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한편 피고인이 ‘○○당 단결
과 성원으로 지방선거를 포함한 각종 선거에서 승리를 거둬 정권을 재창
출하자’는 취지로 취임사를 한 것은 행사의 성격과 규모, 청중들의 참석
경위 등에 비추어 ○○당 ○○광역시당 위원장인 피고인이 정당의 대표
자로서 통상적으로 천명할 수 있는 정도의 의례적인 발언에 불과하며 이
를 두고 선거운동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내용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
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을 수긍하였다.
5.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도8921 판결
가. 공소사실
검사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4. 4. 15. 실시될 제17대 국회의원선
거에서 피고인 1이 당선되도록 하기 위하여 2003. 6. 5.경 선거구민 약
120명에게 1만 원의 저렴한 경비를 받고 관광버스 및 김밥, 술, 안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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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공하여 청와대, 국회, ○○○○○당 중앙당사, 국가정보원 등의 관
람을 주선

•

알선 및 후원하였다. 당시 피고인 1은 위 선거구민들에게 ‘잘

부탁드립니다. 저 □□□(피고인 1의 이름)입니다.’라고 말하는 등 위 선
거와 관련하여 피고인 1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
은 ○○예식장 구내식당에서 선거구민 약 100명에게 시가 5,000원 상당
의 갈비탕 100그릇 합계 50만 원 상당을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03. 6.경부터 2003. 10.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선거구민 약 960
명에게 무료로 또는 1인당 1만 원의 저렴한 경비를 받고 청와대, 국회의
사당, ○○○○○당 중앙당사, 국가정보원 등의 관람을 주선 • 알선 및 후
원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 1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으로 사전선거
운동을 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피고인들을 기소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위 8회의 청와대 관람행사 중 제4회 이후의 청와대 관람행사
의 경우에는 제1～3회 청와대 관람행사의 경우와 달리 종전의 관람행사
에 참여한 사람들을 통해 행사내용을 알게 된 노인회, 부녀회 등 단체가
○○○○○당 ○○시지구당에 먼저 관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여

참가인원이 모집되었고, 경비 및 간식 마련 등도 참가 단체의 주도로 이
루어졌다. 또한 제4회 이후의 청와대 관람행사에서는 피고인 3이 관람
일정의 안내를 위해 이동차량에 동승하였을 뿐, 피고인 1은 몇 차례 관
광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출발장소에 나가 인사를 한 것에 불과하고, 그
외에는 관람 일정에서 피고인 1의 인지도를 높일 만한 계기가 없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4회 이후의 청와대 관람행사까지 피고인
1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

계획적 행위라고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위 8회의
청와대 관람행사 중 제4회 내지 제8회의 청와대 관람행사에 관한 공소사
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을 수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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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도1792 판결
가. 공소사실
검사는 “○○구청장인 피고인은 2002. 6. 실시될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
거에서 ○○구청장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2000. 5. 초순경부터 2000. 11.
8.경까지 피고인 산하 각 동사무소의 전입담당자들로 하여금 전입신고자
들에게 배포하는 전입안내문에 전입환영글귀와 피고인의 직명, 성명, 사
진을 덧붙이도록 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피고
인을 기소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자신을 주민들에게 알릴 의도를 갖고
있었다기보다는 그 지역에 새로 전입한 주민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정보
를 제공하여 애향심과 정체성을 심어 주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그
발간사 형식으로 자신의 직명 등과 인사말을 게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
여 통상 허용되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직무상 행위에 포함되므로 사
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을 수긍하였다.
Ⅳ. 기존 대법원 판례에 대한 검토
1. 기존 대법원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과 사례별 유형화
지금까지 살펴본 기존 판례의 태도를 종합하면, 대법원은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 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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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위한 내부적 • 절차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의 준비행위
나 통상적인 정당활동과는 구별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
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 • 장소 • 방법 등
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
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기본 입장
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사전선거운동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인정해왔
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대법원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인들과 접촉하면서 특정 후보자
가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예정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경
우 269)는 물론이고,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예정임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채 단순히 후보자에 대한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한 경우270)에도 문제되는 행위가 행하여진 시기 • 장소 • 방법 등에 비추
어 행위자에게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있
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기존의 판례의 태도에 의하더라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
니한다고 본 사례를 살펴보면, 공소장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더
라도 당해 행위의 시기 • 장소 • 방법 등을 관찰하여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
동적 • 계획적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271)도 있었지만, 대부
분의 경우 당내 경선에서의 후보자 선출을 도모하는 목적의사만을 인정
할 수 있을 뿐이고 이를 넘어 본 선거에서의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
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거나,272) 통상적인 정당활동 또는 선거운동의 준
269) 앞에서 본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15689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
고 2008도9407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1604 판결,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2246 판결,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7511 판결,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도6604 판결이 여기에 해당한다.
270) 앞에서 본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862 판결,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8도7546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940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175 판결,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303 판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2014 판결이 여기에 해당한다.
271) 앞에서 본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도8921 판결이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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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위에 해당한다거나,273) 정당의 세 과시 또는 정당의 대표자로서 통
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의례적인 발언에 불과하다거나,274) 통상적으로 허
용되는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한다 275)는 등의 이유로 문제되는 행위가 사
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처럼 기존의 대법원 판례가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
운동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해석하면서 그 인정방법에 관하여도 문제되는
행위의 태양, 즉 시기와 장소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당선
또는 낙선의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에 해당
한다고 해석해온 결과, 증거 부족으로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 자
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법률상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다
섯 가지 경우(①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② 입후보
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③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
지 • 반대의 의사표시, ④ 통상적인 정당활동, ⑤ 명절 등에 문자메시지로
하는 의례적 인사말)276) 및 해석상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직무상

•

업

무상 행위와 의례적 • 사교적 행위 등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문제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개념표지를 충족하
지 아니한다는 전형적인 이유로 사전선거운동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가 선고되는 사례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277)
272) 앞에서 본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6620 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도12172 판결이 여기에 해당한다.
273) 앞에서 본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14810 판결이 여기에 해당한다.
274) 앞에서 본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4966 판결이 여기에 해당한다.
275) 앞에서 본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도1792 판결이 여기에 해당한다.
276)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단서 각 호.
277) 앞서 본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6620 판결과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도12172 판결은 피고인의 행위가 경선운동에 해당할 뿐 선거운동에는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사전선거운동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위 사례
들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단서 제3호, 제4호에 따라 허용
되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대한 지지 • 반대의 의사표시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
의 연장선상에서 인정되는 ‘당내 경선운동’이라는 또 하나의 유형화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이를 전제로 피고인의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들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위 사례들이 ‘당내 경선운동’
이라는 유형화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전제와 무관하게 단순히 기존 판례에 의
한 선거운동의 개념표지 중 하나인 ‘특정 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의 목적의사’
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사전선거운동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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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대법원 판례의 현실적 의의와 영향
위와 같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가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운동의 개념을 폭넓게 해석해온 것은 1차적으로 선거운동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위 법률조항의 문언 자체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
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에 기인한다
고 볼 수 있고, 나아가 과거 권위주의 시대는 물론이고 민주화 이후에도
한동안 우리나라의 선거과정에서 관권 • 금권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횡
행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해 선거운동에 관한 규제를 엄격하게 유지하여
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에서도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과거와 달리 선거과정에서의 부정행위가 상당 부분
줄어들고 공명선거의 풍토가 어느 정도 자리 잡기까지는 위와 같이 대법
원이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 규제에 관하여 엄격한 태도를
취해온 것이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위와 같은 대법원의 태도는 선거운동을 강하게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태도와 맞물려 선거에 출마하려는 자가 선거
운동기간 전에 할 수 있는 행위의 반경을 크게 좁혀놓았고, 그 결과 이
미 지역사회에 널리 이름이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의정보고회 등 합
법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알릴 기회가 많은 현직자들과 비교할 때 지역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른바 정치신인들이 선출직 공직에 진출할 수 있
는 기회를 상당 부분 제한해온 것도 사실이었다. 나아가 그로 인하여 유
권자에게 후보자에 관한 풍부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선거과정에
서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욕구를 반영하여 대의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등
선거운동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의미도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아직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78)
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분류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278) 학설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정의규정의 해석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비판하
기보다 주로 입법론의 관점에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직
선거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황정근, 앞의 책, 154-155쪽; 성낙인, 선거
법론 , 법문사, 1998, 282쪽; 김일환 • 홍석환, 앞의 글, 57-59쪽; 김래영, 앞의 글
(주7), 29-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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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선거운동의 인정범위에 관한 새로운 대법원
판결

Ⅰ. 서설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전선거운
동죄의 핵심적인 구성요건인 선거운동의 인정범위에 관하여 기존 판례와
다른 새로운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이하에서는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 관
하여 사안의 개요와 소송의 경과,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의 내용과 논거를
살펴보고 이에 대하여 검토하는 순서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Ⅱ. 사안의 개요와 소송의 경과
1. 사안의 개요
피고인 2 내지 4는 2012. 10. 10. 지역경제정책개발 등을 정관상 설립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인 ‘○○미래경제연구포럼’(이하 ‘이 사건 포럼’이
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이 사건 포럼에서 피고인 1은 행정실장, 피고인
2는 사무처장, 피고인 3은 고문, 피고인 4는 상임이사, 피고인 5는 행정
팀장의 직책을 각각 맡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3. 2. 6.부터 2014. 1.경까지 이 사건 포럼을 통해
○○광역시내를 돌며 전통시장 방문, 지역기업 탐방, 시민토론회, 농촌

일손 돕기, 헌혈운동 등의 활동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 1, 2, 4, 5와 이
사건 포럼 회원들은 2013. 11. 14. 개최된 피고인 3의 출판기념회를 준비
하고 진행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3은 2014. 1.경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역시장으로
출마할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고, 2014. 6. 4. 실시된 위 선거에서 ○○
광역시장에 당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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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의 경과
가. 검사의 공소제기
검사는 다음과 같은 공소사실 등으로 피고인들을 기소하였다.
① 피고인 2 내지 4는 2012. 6.경 피고인 3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에서 ○○광역시장으로 당선되도록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사단법인
형태의 조직을 만들기로 하고, 2012. 10. 10. 이 사건 포럼을 설립하였다.
② 피고인들은 2013. 2. 6.부터 2013. 9. 16.까지 6차례에 걸쳐 이 사건
포럼에서 진행한 전통시장 방문 행사에 참여하여 이 사건 포럼 회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포럼에서 미리 구입한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시장 상인들
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게 하였고, 이때 피고인 3은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
한 의지를 피력하면서 다수의 시장 상인들과 만나 인사를 하고 다녔다.
③ 피고인들은 2013. 3. 6.부터 2013. 6. 11.까지 8차례에 걸쳐 이 사건
포럼 명의로 ‘지역기업 탐방’ 행사를 개최하였고, 이때 피고인 3은 ○○
지역 기업 임직원들을 만나 경제발전 등을 약속하였다.
④ 피고인들은 2013. 6. 18.부터 2013. 12. 30.까지 5차례에 걸쳐 이 사
건 포럼에서 시민토론회를 열었고, 피고인 3이 패널로 참여하여 시민들
을 대상으로 자신의 정치적 입장 및 주장을 제시하였다.
⑤ 피고인들은 2013. 6. 12.과 2013. 6. 26. 이 사건 포럼 명의로 ‘농촌
일손돕기’ 및 ‘사랑의 헌혈운동’ 행사를 개최하였고, 피고인 3이 참여하여
친서민적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⑥ 피고인들은 2013. 8. 7.부터 2013. 11. 2.까지 26차례에 걸쳐 이 사건
포럼 명의로 ‘○○경제투어-시민속으로’ 행사를 진행하여 피고인 3이 ○
○지역 77개 행정동 전체를 순회하며 다수의 시민들과 만나 지역 경제발

전에 대한 약속을 하였다.
⑦ 피고인들은 피고인 3의 청년취업 및 창업 문제에 대한 관심을 보여
주기 위해 2013. 10. 24.부터 2013. 12. 19.까지 이 사건 포럼 명의로 대학
생 등을 상대로 토론회 및 특강을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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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피고인들은 2013. 10.경부터 이 사건 포럼에서 피고인 3의 출판기념
회를 준비하면서 약 17,000여 명에게 초청장을 발송하였고, 2013. 11. 14.
개최된 출판기념회에 약 5,000명의 사람들이 참석하게 하여 이 사건 포
럼 회원들과 함께 사진촬영, 책 판매, 배송접수 등 각종 진행업무를 하였
으며, 출판기념회 개최사실을 지역 언론과 SNS 등으로 시민들에게 홍보
하였다.
⑨ 이로써 피고인 2 내지 4는 공모하여 피고인 3의 선거운동을 위한
유사기관을 설립하였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피고인
3의 ○○광역시장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1심 판결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위와 같은 공소사실 기재 활동을 한 사실은 인정
하나, 이 사건 포럼이 그 자체의 목적을 가지고 ○○지역 경제와 관련한
활동을 수행하는 독립된 단체로 피고인 3과 관련이 없고, 설령 피고인 3
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사회적 또는 정치적 활동의 범주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사
건 포럼도 피고인 3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가 아니어서 선
거사무소 유사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1심 법원은 ① 이 사건 포럼이 ○○광역시내 77개 전체 행정동
을 순회하며 행사를 개최하였고, 피고인 3이 위 행사 전부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자신의 인지도와 우호적 이미지를 제고하는 효과를 누린 점,
② 위 행사의 내용이 이 사건 포럼의 정관상 목적과 무관하게 시민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 3의 출
판기념회는 이 사건 포럼의 목적사항과 무관한 사적 행사임에도 이 사건
포럼 회원 및 직원들이 그에 관한 업무를 도맡아 한 점, ④ 위 출판기념
회의 초청장을 행사장 좌석 수보다 10배나 많이 발송하였고, 그 대상도
피고인 3의 지인이 아닌 사람이 상당수인 점 등의 이유로 이 부분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1, 4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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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2, 3에게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5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하였다. 검사와 피고인들은 항소하였다.
다. 항소심 판결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이 인정한 사정에 더하여, ① 피고인 1이 2012.
11.경 이 사건 포럼 명의로 작성한 ‘SNS 운영방안 보고’, 피고인 2가
2013. 1.경 선거기획 전문가인 박□□로부터 받은 이메일, 이를 토대로
피고인 2가 이 사건 포럼 직원에게 작성하도록 지시한 ‘2014 TFT 기획
안’ 등에 2014년 지방선거에 대비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위 ‘2014 TFT 기획안’에 따른 각종 행사가 실제로 차질 없이
진행되었고 SNS와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된 사실, ③ 피고인
3이 2012년경 지역 내 인지도와 지지도가 경쟁후보에 비해 낮아 지속적
으로 인지도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 부분 공
소사실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다만, 항소심 법원은 다른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장 변경으로 1심 판결 중 피고인 2 내지 4에 대한
부분을 직권파기하고, 피고인 2, 3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4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하였으며, 피고인 1, 5에
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 1, 5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검사와 피고인
들은 상고하였다.
Ⅲ.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과 논거
대법원은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대
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이하 이 장에서
‘대상판결’이라 한다).
1. 다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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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수의견의 내용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
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①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
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
상으로 선거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문제된 행위
를 경험한 선거인이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목적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
로 보아 그와 같은 목적의사를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행
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결과적으로 행위가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
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② 위와 같은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사
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
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
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
여야 한다. 행위를 한 시기가 선거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명시적인
표현 없이도 객관적 사정으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선거에서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행위라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당해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③ 문제된 행위가 특정 선거를 위한 것임이 인정되어야만 선거운동에
해당하는데, 이를 인정하려면 단순히 어떤 사람이 향후 언젠가 어떤 선
거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를
전제로 선거에서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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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 정치인의 일상적인 사회활동과 통상적
인 정치활동에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려는 목적이 있다 해도 특
정한 선거를 목표로 하여 선거에서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이라고 볼 것은 아
니다. 문제된 행위가 단체 등을 통한 활동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에
는 단체 등의 목적 범위 내에서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한도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한 선거운동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④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위에서 본 법리를 적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이 사건 포럼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로부
터 약 1년 6개월 전에 설립되었고, 그 주요 활동도 선거일로부터 1년 4
개월 전에 시작되어 늦어도 선거일로부터 5개월 전에 끝난 점, ㉡ 이 사
건 포럼의 내부회의는 피고인 3의 핵심 지지자들 사이의 회합일 뿐 선거
인의 관점에서 피고인 3의 당선을 위한 목적의사를 인식할 수 없었고,
선거기획 문건이라는 것도 이 사건 포럼의 활동에 피고인 3이 참여하여
그 인지도와 우호적 이미지를 높이고자 하는 것일 뿐 선거에서의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인정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 이
사건 포럼의 활동이 그 정관상 설립목적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점,
㉣ 이 사건 포럼이 주최한 행사들을 피고인 3의 선거출마를 위한 행사로

삼거나 그 기회에 피고인 3이 ○○광역시장 출마계획을 밝히면서 ○○광
역시장선거에서의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 피고인 3이 개최한 출판기념회는 선거일로부터 7개월 전에 개최
되어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5항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피고인 4가 보낸
초대메일에 피고인 3의 출마에 관한 간략한 언급이 있다 해도 개인적 친
분이 있는 몇 사람에게 개인메일을 보낸 것에 불과하며, 출판기념회에서
피고인 3의 출마계획을 알리거나 선거에서 지지해줄 것을 부탁하는 등
명시적으로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인정될 수 있는 언동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포럼의 활동이 피고인 3의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선거인의 관점에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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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를 추단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다수의견의 논거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이 위와 같은 판시내용에 대하여 제시한 논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대의민주주의에서 유권자에게 공직후보자에 관한 풍부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선거는 국민주권과 주민자치의 원리 및 국민의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요체이다. 선거결과의 민주
적 정당성을 뒷받침하려면 선거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전제되어야 하므
로, 유권자는 공직후보자의 인격, 능력, 정책 등에 관하여 정확하고 충분
한 정보를 알 수 있어야 하고, 정치인은 유권자에게 자신의 정치철학, 공
직수행에 필요한 능력, 각종 정책의 수립과 집행능력 등을 제대로 알릴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선거인과 정치인 사이의 원활한 접촉과 소통을
통하여 공직후보자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알 수 있고 알릴 수 있는 기회
가 폭넓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
(2) 정치인의 통상적인 정치활동 보장
대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선거운동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것이
요청되지만 선거의 공정을 확보하려면 어느 정도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운동이나 정치활동에 대한 규제의 방법과 범
위는 그 시대의 정치문화, 선거풍토, 민주주의의 시민의식의 성숙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과거에는 관권선거와 금권선거의 폐해가 선거의 공
정성을 심히 해하여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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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지만, 최근에는 방송, 신문, 통신, 인터넷 등
을 통한 여론형성이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
었다. 또한 정당정치가 선거에 미치는 현실적 영향력이 점점 커졌고, 실
제 선거 과정에서도 대부분의 정당이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나 여론
수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공직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는
평소에 자신의 인지도를 높여 정치적 지지기반을 형성 • 확대 • 강화하는
행위가 절실히 필요하므로, 그에 관한 정치활동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
어야 한다.
(3) 선거에서의 기회균등
헌법 제116조 제1항은 선거운동에서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함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공직에 있는 정치인은 그 직위를 이용하
여 다양한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정치인의 정치활동을 선거운동
의 범위에 광범위하게 포함시켜 금지하게 되면 정계에 처음 입문하거나
공직에 있지 않은 정치인은 매우 제한적인 활동 외에는 사실상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된다. 또한 앞서 본 정치와 선거 문화
의 변화에 따라 정치신인은 여론조사, 정당공천, 선거운동 등 모든 과정
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선거에서 실질적 기회균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치인이 평소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행위를 폭넓
게 허용하여야 한다.
(4) 형벌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 및 명확성의 원칙
공직선거법은 사전선거운동만을 금지할 뿐 그에 해당하지 않는 통상적
인 정치활동까지 규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의 선
거운동 정의 규정은 정치활동의 한계를 설정함과 동시에 금지되는 사전
선거운동에 관한 처벌조항의 구성요건을 이룬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제2
항 본문에서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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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 제59조 본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선거기간은 대통령선거 이외에는
14일에 불과하다.279) 이러한 선거운동의 허용과 제한 방식 하에서 선거
운동의 정의규정인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을 엄격하게 해석하지 아니
한다면, 선거운동의 자유를 원칙으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2항
본문의 취지에도 반할뿐더러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
에도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5) 공직선거법의 전체 체계에서 선거운동이 차지하는 위치
공직선거법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제
89조 제2항 본문 전단 등), ‘선거에 관한 행위’(제114조 등), ‘선거의 공정
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는 행위’(제103조 제5항 등)에 대한 개별적인
금지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여 사전선거운동
으로 규제할 수 없는 행위라 하더라도 특별히 선거의 공정을 해할 가능
성이 있다고 보아 이를 정형화하여 개별적으로 규제하려는 취지이다. 이
러한 공직선거법의 체계 및 취지에다가 규제기간이 광범위하고 행위유형
마저 한정되어 있지 않은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의 특성을 보태어 보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해석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279) 공직선거법 제33조 제1항 제2호는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각 선거기간을 14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선거기간
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
은 법 제59조 본문은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전일까
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법률규정에 의하면, 대통
령선거를 제외한 나머지 선거들에 관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로 정의되는 선거기간인 14일에서 선거
일 당일을 제외한 나머지 13일이다. 대상판결의 이유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을 할 수 있는 선거기간은 대통령선거 이외에는 14일에 불과하다’고 설시한 부분
은 자칫 선거기간 전체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그 결과 대통령선거를 제외
한 나머지 선거들의 선거운동기간이 14일이라고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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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른 개별적 금지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본 공직선거법의
입법태도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제89조 제2항, 제90조
제1항, 제93조 제1항), 90일부터 선거일까지(제93조 제2항, 제103조 제5
항), 60일부터 선거일까지(제208조 제2항) 등으로 구분하여 금지되거나
허용되는 행위를 달리 정하고 있고,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공
무수행의 일환으로 할 수 있는 행위들도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
지(제86조 제5항, 제6항), 90일부터 선거일까지(제111조 제1항 단서), 60
일부터 선거일까지(제86조 제2항) 등으로 구분하여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동일한 행위라도 그 시기가 선거일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
느냐에 따라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은 선
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규제
가 가능한 시간적 간격의 기준을 최장 선거일 전 180일로 삼아, 선거일
에 근접할수록 의례적인 행위나 직무상 행위로 허용되던 행위를 추가로
금지하는 입법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선거일 전
180일보다 전에 이루어진 일상적인 사회활동이나 통상적인 정치활동은
선거와 관련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특별한 금지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처벌하지 않으려는 취지가 간접적으로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2. 반대의견
가. 반대의견의 내용
위와 같은 다수의견에 대하여 대법관 3인은 다음과 같은 반대의견을
개진하였다.
①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사전선거운동행위나 유사기관설치행
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체가 특정한 선거에 관하여 특정 후보자 또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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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자가 되려는 자를 위한 것임을 인식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행
위자에게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아
니하면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아니한다. ‘당선 또는 낙선의 목적’은 주관
적 구성요건요소이므로 당연히 행위자인 피고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목적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이 증명되는지에
따라 구성요건의 충족 여부를 가려야 한다. 그러한 목적의사는 행위의
능동성이나 계획성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파악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다수의견과 같이 반드시 선거인의 관점에서 행위자의 목적의사
를 명백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새길 수는 없다.
②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가 선거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행하여졌더라도 행위자가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에 해당하고 문제되는 행위가 선거에서
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고자 다수의 선거인
들을 접촉한 것이라면, 이는 이미 통상적인 정치활동의 범주를 벗어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
③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위에서 본 법리를 적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이 사건 포럼의 설립 자체가 피고인 3의 ○○
광역시장 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고, 피고인 3을 중심으로 가까운 사람들
이 주요 직책을 맡아 구성되었으며, 구성원 상당수도 이 사건 포럼이 피
고인 3의 ○○광역시장 선거를 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 이
사건 포럼의 관계자들이 설립 당시부터 선거일 무렵까지의 피고인 3의
당선을 위한 활동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하고 있었던 점, ㉢ 이 사건 포럼
설립 무렵 피고인 3은 ○○광역시장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으
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포럼의 기
획에 따라 실제 이루어진 행사들이 통상적인 사회적 • 정치적 활동의 범
주를 넘어 선거인과의 직접 접촉을 통해 피고인 3의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이고 지지세력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 피고
인 3의 선거캠프가 구성되면서 이 사건 포럼의 주요 구성원들이 선거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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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 옮겨가 이 사건 포럼의 활동이 급격히 쇠퇴하였으므로, 이 사건 포
럼은 정관상의 목적인 경제정책 개발활동이나 순수한 내부적 선거준비행
위 차원의 단체가 아니라 포럼의 활동을 빙자하여 피고인 3으로 하여금
다수의 선거인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도록 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포럼의 설립과
활동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피고인 3을 ○○광역시장 선거에서 당선시키
려는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포럼의 설립
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의 설립에 해당하고, 이 사건 포럼
의 활동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
나. 반대의견의 논거
반대의견이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제시한 논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선거의 공정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의 균형점은 그 나라의 역사와 정
치문화, 선거풍토와 선거문화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밖
에 없다. 국민의식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선거범죄 및 선거사범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더욱 지능화 • 음성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거운동 자유의 측면만을 강조하여 선거운
동의 의미를 법률의 취지와 달리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다면, 정치활동과
선거운동 자유의 확대를 명분으로 공정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장치를 무
력화시킴으로써 자칫 그 균형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될 수 있다.
(2) 실질적인 기회균등
다수의견에 의할 경우 선거에 임박한 시기가 아니라면 특정 정치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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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지지

•

후원단체의 선거인들에 대한 외부적 활동을 광범위하게 허용

하게 되는데, 이 사건과 같이 기성 정치인이 자신의 명망을 이용하여 대
규모 조직을 만들고 그 활동을 통해 인지도 제고 등의 명목으로 직접 선
거인들과 접촉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결국 조직력과 경제력이 부족
한 정치신인들에게서 실질적인 경쟁의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다수의견은 정치신인이 현직자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이유
로 인지도 확보를 위한 활동을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고 하나, 현역 국회
의원의 의정활동보고는 그 기간이 제한되어 있고, 공직선거법에 대한 기
존의 해석에 따르더라도 현직 정치인이 자신을 알리기 위해 선거인들과
접촉하는 행위가 무한정 허용되지 않는다.
(3) 방법론적 문제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거나, 종전의 해석에 의
할 때 선거운동의 범위에 포함되는 행위라 하더라도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다수의견의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입
법자의 의사는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다. 선거운동기간의 제한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이
상, 위와 같은 필요에 따른 개선은 법률의 개정으로 달성함이 옳고, 입법
적 방법이 아닌 해석에 의하여 선거운동의 의미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극히 신중해야 한다.
(4) 공직선거법의 입법태도에 관한 다수의견의 해석론에 대한
반박
공직선거법은 사전선거운동에 대하여 선거일로부터 일정 기한 범위 내
의 것만을 규율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를 판단하는 때에 행위의 시기와 선거일과의 시간적 간격이 중요한 고려
요소 중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선거운동의 판단기준을 변경해야 할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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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인 요소로 보기 어렵다. 선거일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노골적인
지지 호소의 태양을 취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한 일이고, 선거운동에는
노골적인 지지 호소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활동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선거일로부터 일정 기간 떨어져 있는 시기의 행위라는 사정을 특별히 중
시하여 선거인들을 상대로 특정한 선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명시적
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5) 공직선거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전체적인 규제 체계에 대
한 영향
선거운동의 개념은 공직선거법 규제 체계의 핵심으로서 다수의 규정에
서 선거운동을 구성요건으로 들고 있다. 선거운동의 의미를 변경하는 것
은 비단 사전선거운동, 유시기관에 관한 법리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공
직선거법 전반의 해석과 적용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나아가 지방교
육자치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등 다수의 법률의 선
거 관련 조항들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 개념을 토대로 하는데,
다수의견과 같이 선거운동의 범위를 제한할 경우 위 법률들에서 규제하
는 각종 선거가 조기에 과열되고 음성적인 선거운동이 이루어져 선거의
공정이라는 가치를 실현할 수 없게 될 개연성마저 있다.
(6) 기존 판례에 의하더라도 통상적인 정치활동이 전면적으로
금지되지 않음
대법원의 기존 해석에 의하더라도 정치인의 통상적인 정치활동이 전면
적으로 제한되지 아니하며, 정치인이 사회단체 등에 가입하여 활동하면
서 자신을 알리고 구성원들과 교류하는 과정을 통하여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은 얼마든지 허용되고, 인지도를 제고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치활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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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지도 제고 행위라 하더라도 행위의 시기 • 장소 • 방법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보았을 때 선거운동의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이는 선거운
동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만약 이를 방임한다면 오랜 시간 동안 어렵게
정착시킨 공명선거의 풍토를 허물게 될 수 있으므로, 표면적 • 대외적으
로 내세우는 명분이나 활동 외에도 그 배후의 실제 목적과 구체적인 활
동 내역 등의 실질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음이 마땅하다.
Ⅳ.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검토
1. 판결의 현실적 의의와 영향
대상판결은 기존 판례에 의한 선거운동의 개념표지인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인정되는지 여
부는 문제되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판단은 문제되
는 행위를 경험한 선거인의 관점에서 그러한 목적의사의 존재를 알 수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이때 문제되는 행위가
특정한 선거를 위한 것인지 여부는 단순히 어떤 사람이 향후 어떤 선거
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를
전제로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객관
적인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입장을 전제로, 문제되는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이를 경험한 선거인의 관점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특정 선거
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를 실현하려
는 행위로 인식되지 아니한다면,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
고 있었다거나, 결과적으로 위 행위가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
요하거나 유리하게 작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특히 정치인이 선거인들과 접촉하는 일상적인 사회활동과 통상적
인 정치활동에 자신의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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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을 다지려는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에 선거인의 관점에
서 특정한 선거를 목표를 하여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
적의사가 표시되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선거운동으로 볼 것은 아
니라고 하였다.
위와 같은 대상판결의 입장에 의할 경우, 기존 판례가 선거운동에 해
당한다고 보았던 행위유형들 중에서 특정 후보자가 특정 선거에 출마할
것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경우 280)에는 여전히 이를 선거
운동으로 보아 사전선거운동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이와 달리
명시적으로 특정 선거에 출마할 예정임을 밝히지 아니한 채 선거인들과
접촉하여 단순히 후보자에 대한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이는 행위를 한 경
우 281)에는, 특정 선거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더라도 행위 자체에 의
하여 특정 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고 있다는 목적의사를 선
거인들이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
거운동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사전선거운동죄로 처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상판결의 반대의견은 문제되는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방법에 관한 기존 판례의 태도를 고수하면서, 선거운동의 개
념표지 중 ‘특정 선거에 대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는 주
관적 구성요건요소이므로 행위의 상대방인 선거인이 아닌 행위자를 기준
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정치인이 선거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적 간격을 두
고 선거인들을 접촉하여 자신의 인지도와 호감도를 제고하는 행위를 하
였다고 하더라도 행위의 능동성이나 계획성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280) 앞에서 본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15689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
고 2008도9407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1604 판결,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2246 판결,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7511 판결,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도6604 판결이 여기에 해당한다.
281) 앞에서 본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862 판결,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8도7546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940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175 판결,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303 판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2014 판결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편, 대상판결은 변경대상인 기존
대법원 판결로 위 판결들 중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940 판결과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303 판결을 예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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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선거에 대한 당선 또는 낙선의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이미 통상적인 정치활동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선거운동에 해당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반대의견에 따르면, 기존 판례의 태도와 마찬가지
로 선거인들에게 특정 후보자가 특정 선거에 출마할 예정임을 명시적으
로 밝히고 지지를 호소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와 같은 명시적 언급이
없더라도 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행위자에게 특정 선거에 대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선거운동
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인다.
2.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에 대한 검토
가. 다수의견에 대하여
(1) 현실적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한 판결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첫 번째 논거로 선거결과의 민주적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선거인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풍부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야 하며, 반대로 정치인도 유권자에게 자신의 정치철학과 능력 등을 제
대로 알릴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는데, 이는 앞에서 본 선거운
동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의미와 대체로 같다. 다수의견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선거운동의 자유가 지니는 헌법적 의미를 최대한 살리고자
하는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
의하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그
와 같은 선거운동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규정 때문에 사전선거운동죄로
처벌되는 행위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고, 그 결과 실제 정치인들이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명시적으로 허용된 행위 외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자신의 지지기반을 다지기 위해 선거인들과 접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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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이 사실상 금지된 것과 마찬가지였다. 나아가 그와 같이 선거운동기
간 전에 선거인들과 접촉하여 지지기반을 확대하는 활동이 사실상 포괄
적으로 금지된 결과 이미 이름이 상당히 알려져 있고 또한 직무상 행위
를 통해 자신을 알릴 기회가 더 많이 부여되는 현직자 또는 기성정치인
들에 비해 정치신인들이 지역주민들에게 자신을 알리고 지지를 얻어 당
선까지 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제한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여 정치인들이 평소에 지역주민들과 접촉하고 자
신의 지지기반을 확대하는 활동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앞서 본 여러 선진국들의 입법례와 같이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기간
제한규정을 폐지하여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고, 허위사실 유포나 금품
살포 등 특별히 문제되는 행위만 개별적으로 처벌하는 방식으로 공직선
거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사법부의 권한을 넘는 일이다.
그리하여 다수의견은 위와 같은 정치인의 지지기반 확대를 위한 통상
적인 정치활동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려는 취지에서 사전선거운동죄의 처
벌범위를 좁히고자 그 핵심적인 구성요건인 선거운동의 인정여부 판단에
관하여 행위자가 아닌 행위의 상대방인 선거인들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
에 대한 당선 또는 낙선의 목적의사가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견이 제시한 기준에 의하면, 앞으로 정치인들은 특정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의사를 명백히 드러내지 않는 한 지역주민들과 폭
넓게 접촉하여 자신을 알리면서 지지기반을 확대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해당 정치인의 인격과 정치철학 및 업무능력 등에 관하여
보다 많은 정보가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제공될 것이며, 그 결과 유권
자들이 후보자들에 대하여 보다 풍부하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투표에
임함으로써 이른바 ‘깜깜이 선거’의 폐해가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을 것
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그동안 현직자들에 비해 위축되어 있었던 정치신
인들의 활동반경이 보다 확대되어 선거운동에서의 기회의 불균형 문제가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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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법론적 비판과 그에 대한 검토
다수의견이 위와 같이 선거운동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의미를 최대
한 살리고 실질적인 기회의 균등을 도모하고자 정치인들의 통상적인 정
치활동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개념을
좁게 인정하는 방법을 택한 것에 대하여는 반대의견이 지적하고 있는 바
와 같이 입법자가 할 일을 사법부가 해석론으로 하려고 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이 명문으로 선거운동의 개념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법률
에서 특별히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위와 같은 개념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처벌하고 있는 이상, 그와 같은 법률규정으로 인
하여 선거운동의 자유가 위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개선할 권한과 책임
은 입법자의 몫이고,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사법부는 일단
현행법대로 집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학설 중에도 대상판결의 다수의
견이 사법적 판단의 영역을 벗어나 사실상 입법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
를 판례변경을 통해 우회적으로 달성하고자 하였다고 비판하는 견해가
있다.282)
그러나 이미 다수의견이 지적한 바와 같이 현행 공직선거법의 선거운
동 규율체계는 현직 국회의원들에게 유리하고 비현직자 또는 정치신인들
에게 불리한 구조인데, 법률개정의 의결정족수에 해당하는 다수의 국회
의원들이 향후 선거에서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공직선거법의 규율체계
를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비현직자 또는 정치신인들에게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인지는
의문이다. 이처럼 입법을 통한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를 쉽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법부가 선거운동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의미를 최
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해석론을 전개하는 것이 반드시 부당하
다고 보기는 어렵다.

282) 차진아, 앞의 글, 2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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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직선거법의 규율체계에 대한 다수의견의 해석론
한편, 다수의견은 공직선거법이 정치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지기반을
다지기 위해 선거기간 전에 선거인들을 접촉하는 행위를 반드시 금지하
고 있지 않다고 보는 근거로, 공직선거법의 전체적인 체계가 선거일 전
180일, 90일, 60일로 시점을 나누어 해당 기간별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를 달리 규율하고 있고, 나아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행위의 유형을
‘선거운동’,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선거에 관한 행위’, ‘선거의 공
정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는 행위’로 구분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선거일에서 멀리 떨어진 시기일수록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를 폭넓게 인
정하고 있으므로, 선거일 전 180일 이전에는 보다 광범위하게 통상적인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취지라는 해석론을 제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이 선거일 전 180일, 90일, 60일로 시점을 나누어 각 기간별
로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고, 선거일에서 멀어
질수록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음은 앞에서 선거운동
에 관한 공직선거법의 규율내용을 검토하면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상 각 기간별로 허용되거나 금지 • 제한되는 행위들을 ‘선거운
동’과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선거에 관한
행위’, ‘선거의 공정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는 행위’로 분류하는 다수
의견의 해석론은, 위와 같은 행위유형들을 모두 넓은 의미에서 ‘선거운
동’의 범주로 파악하고 있는 기존의 학설과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283)
종래의 학설은 기존 판례와 같이 특정 선거에 대한 당선 또는 낙선의
목적으로 능동적 • 계획적으로 하는 모든 행위가 선거운동의 범위에 포함
됨을 전제로, 공직선거법의 체계가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이러한 의미의
283)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관한 규정의 예시로 든
공직선거법 제89조 제2항 본문 전단, ‘선거에 관한 행위’에 관한 규정의 예시로
든 같은 법 제114조, ‘선거의 공정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는 행위’에 관한 규
정의 예시로 든 같은 법 제103조 제5항에 관하여 학설은 대체로 이를 ‘선거운동’
에 관한 규정의 범주에서 파악하고 있다[성낙인, 앞의 책(주15), 214-216쪽; 정병
욱, 앞의 책, 188-189쪽, 202쪽, 217-231쪽; 황정근, 앞의 책, 136쪽, 428쪽,
451-4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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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일체의 행위를 사전선거운동죄로 처벌하고, 그 행
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전의 일정한 행위를 개별적으로 금지

•

제한하는 규정 위반에도 해당할 경우 사전선거운동죄와 함께 해당 벌칙
조항으로도 처벌하며, 선거운동기간이 개시되면 위와 같은 의미의 선거
운동을 허용하되, 이 경우에도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금지 • 제한규정을
위반하면 해당 벌칙규정으로 처벌하는 취지라고 이해하고 있다.284)
반면,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선거운동의 개념이 특정한 선거에 대한
당선 또는 낙선의 목적이 외부적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행위로 한정됨을
전제로, 공직선거법의 체계가 위와 같은 의미의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통상적인 정치활동은 원칙적으로 상시 허용하고 있고, 다만 그와 같이
허용되는 행위들 중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일정한 행위유형들을 선거
일 전 180일, 90일, 60일로 기간을 나누어 순차적으로 금지

•

제한하다가,

마지막으로 선거운동기간이 개시되면 선거운동의 방법에 관한 개별적인
금지 • 제한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외부적이고 직접적인 지지호소를 포
함한 모든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취지라고 해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공직선거법의 전체적인 규율체계에 관하여 기존의 학설과 대상
판결의 다수의견의 해석론이 서로 다른 것은 기본적으로 사전선거운동죄
의 핵심적인 구성요건인 선거운동의 개념을 넓게 파악할 것인지 아니면
좁게 파악할 것인지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생각된다.285)
나. 반대의견에 대하여
(1) 선거의 공정성과 조직력

•

경제력 차이에 따른 기회의 불균

형에 대한 지적
284) 황정근, 앞의 책, 371-380쪽, 428-468쪽, 451-452쪽, 514-519쪽 등; 정병욱, 앞
의 책, 535-544쪽, 633-635쪽, 728-733쪽 등.
285) 물론, 대상판결의 다수의견도 선거운동기간 전에 당선 또는 낙선의 목적이 외
부적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행위가 있었고, 나아가 그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선
거일 전 180일, 90일, 60일로 기간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 개별적인 금지 • 제한
규정에도 저촉되는 경우라면, 종래의 학설과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
운동죄와 해당 벌칙조항에서 정한 죄가 모두 성립한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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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견은 아직 우리나라의 선거문화가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보다 선
거의 공정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현실인식 하에,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는 입법자의 영역이라는 점, 선거인에 대한 접촉을 상시 허용할 경
우 조직력과 경제력 차이에 따른 또 다른 기회의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점, 공직선거법의 체계에 관한 다수의견과 다른 해석론 등을 이유로 선
거운동의 정의규정에 관한 기존의 해석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대의견의 논거 중 우리나라의 선거문화에 대한 우려와 조직력 • 경제
력 차이에 따른 또 다른 기회의 불균형 발생 위험성 부분은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보인다. 아직도 선거 때마다 금품살포나 흑색선전 등 비난가
능성이 높은 선거범죄로 처벌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자들
사이의 경제력이나 조직력의 차이가 선거과정에서 민의의 반영을 왜곡할
우려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에서 본 선거운동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의미와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문제를 선거운동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로 해결하기보
다는 선거자금의 투명화나 선거문화의 개선과 같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2) 공직선거법의 규율체계에 대한 반대의견의 해석론
한편, 반대의견은 공직선거법의 전체적인 체계에 대하여 다수의견과
견해를 달리하고, 기존의 학설과 같은 입장으로 보인다. 즉, 반대의견은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에 대하여 선거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범위 내의
것만을 규율하는 것이 아니고, 공직선거법이 선거일과의 시간적 간격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를 달리 규율하고 있는 것이 선거운동의 판단기준을
변경해야 할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반대의견의 입장은
공직선거법의 체계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 선거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능동적 • 계획적으로 하는 모든 행위를 사전선거운동죄로 처벌
하고, 그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전의 일정한 행위를 개별적
으로 금지

•

제한하는 규정 위반에도 해당할 경우 사전선거운동죄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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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벌칙조항으로도 처벌하는 취지라고 해석하는 기존의 학설과 궤를
같이한다. 이는 대상판결의 반대의견과 종래의 학설이 공히 사전선거운
동죄의 핵심적인 구성요건인 선거운동의 개념을 기존의 판례와 마찬가지
로 ‘특정한 선거에 대한 당선 또는 낙선의 목적으로 능동적 • 계획적으로
하는 모든 행위’로 넓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제 4 절

사전선거운동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

Ⅰ. 서설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죄가 실무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법원의 양형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의결한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의
죄 및 같은 조 제2항의 죄286)에 관한 양형기준의 내용을 알아보고, 나아
가 위 양형기준에 관한 공청회 자료를 토대로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
의 죄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죄로 처벌된 사례의 형량분포에 대한 통계
자료를 검토한다. 그런데 위 통계자료에 의한 형량분포는 선거일 당일에
선거운동을 하여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의 죄로 처벌된 경우와 선거
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여 같은 조 제2항의 사전선거운동죄로 처벌
된 경우가 서로 구별되지 아니한 채 혼재되어 있고, 각각의 사례에서 피
고인이 당해 선거에서 당선된 선출직 공무원인지 아니면 그를 위해 선거
운동을 한 다른 사람인지에 관하여도 알 수 없다. 따라서 위 통계자료를
살펴본 이후에는 사전선거운동죄에 관한 법원의 양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당해 선거에서 당선된 선출직 공무원이 사전선거운동죄
로 처벌된 140개의 확정판결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86) 이하에서 선거일 당일의 선거운동을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의 죄
와 선거운동기간 전의 선거운동을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의 죄를
포괄하여 지칭할 때에는 이를 ‘선거운동기간위반죄’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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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관한 양형기준과 통계자료
1. 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관한 양형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12. 8. 20. 의결한 287) 선거범죄 양형기준 중 공
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관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288)
가. 영역별 권고형의 범위

구분

선거운동기간
위반

감경영역

벌금 30만 원

기본영역

～

90만 원

벌금 70만 원
150만 원

가중영역

～

징역 1월 ～ 8월,
벌금 100만 원 ～
300만 원

나. 양형인자 289)

구분

특별
양형
인자

행위

감경요소

가중요소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
극적 범행 가담290)
○ 선거운동방법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
한 경우291)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 계획적 • 조직적 범행
○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
용하여 범행한 경우 292)(‘공
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
동’ 유형은 제외)(피지휘자
에 대한 교사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287) 양형위원회, 양형위원회 제43차 회의 안건집/자료집 , 2012, 213쪽, 215쪽.
288)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 2016, 311쪽.
289) 이 양형인자는 ‘선거운동기간 위반’ 유형뿐만 아니라, ‘선거운동방법 위반’, ‘공
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유형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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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
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
행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행위
일반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동종전과(벌금형 포함)293)

○ 소극 가담294)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한 경우
○ 비속어 등 저속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자진 사퇴, 불출마

○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 • 비속, 선거관계인
의 범행
○ 범행 후 도피하거나 증거은
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누범

다. 권고형의 결정방법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관이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결정할 때
290) 고용관계에 의하여 상사의 지시를 사실상 거절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에 이
르게 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양형위원회, 앞의 책(주288),
316쪽].
291)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위법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고 행위에 나
아갔는데도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경우, 법령해석을 잘못해 위법행위에 이른 경
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위의 책, 322쪽].
292) 교육적 • 종교적 • 직업적인 기관 • 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 • 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 통 •
리 • 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나 국민운동단
체의 임직원 또는 대표자 등이 선거운동을 한 경우,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한 경
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위의 책, 322쪽].
293)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 제45조, 제48조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
고받은 전과를 의미한다[위의 책, 322쪽].
294)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
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위의 책, 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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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고려되는 것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이다. 권고형의
범위를 결정짓는 요인은 권고영역인데, 어느 권고영역에 속하는가는 특
별양형인자의 개수에 따라 결정된다.
특별양형인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본영역에 속한다.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가 1개 존재하는 경우에는 가중영역에 속하게 되고, 반대로 감
경요소가 1개 존재하는 경우에는 감경영역에 속하게 된다.295) 특별양형
인자 중 가중요소와 감경요소가 각각 1개씩 존재하는 경우에는 기본영역
에 속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때에도 당해 특별양형인자가 행위인자인지
아니면 행위자/기타인자인지에 따라 권고영역이 달라질 수 있다. 같은
특별양형인자 상호간에는 행위인자가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
된다.296) 예컨대, 특별양형인자 중 행위요소에 해당하는 감경요소와 행위
자/기타인자에 해당하는 가중요소가 각각 1개씩 존재하는 경우, 행위인
자인 감경요소가 행위자/기타인자인 가중요소보다 우선하므로 권고영역
은 감경영역으로 결정되게 된다. 특별양형인자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
당하는 사건에서 가중요소가 감경요소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가중
영역의 형량범위의 상한을 1/2만큼 가중하고, 반대로 특별양형인자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감경요소가 가중요소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감경영역의 형량범위의 하한을 1/2만큼 감경한다.297)
한편, 일반양형인자는 권고영역의 결정과정에서는 고려되지 아니하며,
결정된 권고영역 내에서 선고형을 결정할 때 고려되는 요소이다.298)
2. 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관한 양형위원회의 통계자료
가. 통계자료의 내용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전문위원이 2012. 7. 16. 선거범죄 양형기준안에
295)
296)
297)
298)

위의
위의
위의
위의

책,
책,
책,
책,

324쪽.
324쪽.
325쪽.
324쪽, 568쪽, 5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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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공청회에서 발표한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의 죄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죄로 유죄가 선고된 총 94개의 확정판결의 선고형 분포에 관한
통계는 아래 표와 같다.299) 위 94개의 확정판결들이 선고된 기간에 관하
여는 위 통계자료의 해당 부분에 표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위 통계자료
중 다른 선거범죄들의 양형통계 및 양형인자 등에 대한 설명 부분300)을
참조하면, 위 통계자료는 2006.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선고된 확정판결들을 양형통계의 기초자료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동일 형종 내
비율

형종

선고형

수

징역형

3개월

0

0%

4개월

0

0%

5개월

0

0%

6개월

1

100%

8개월

0

0%

10개월

0

0%

12개월

0

0%

18개월

0

0%

24개월

0

0%

30개월

0

0%

36개월

0

0%

1

100%

30만 원

2

2.2%

40만 원

4

4.3%

50만 원

21

22.6%

60만 원

2

2.2%

징역형 합계
벌금형

비고

집행유예

299)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7차 공청회 결과 보고 -선거범죄 양형기준
안- , 2012, 65-67쪽.
300) 위의 책, 58쪽, 59쪽, 73쪽, 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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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만 원

15

16.1%

80만 원

22

23.7%

90만 원

2

2.2%

100만 원

9

9.7%

120만 원

0

0%

130만 원

0

0%

150만 원

7

7.5%

200만 원

9

9.7%

250만 원

0

0%

300만 원

0

0%

350만 원

0

0%

400만 원

0

0%

500만 원

0

0%

600만 원

0

0%

700만 원

0

0%

800만 원

0

0%

1,000만 원

0

0%

벌금형 합계

93

100%

징역형 및 벌금형 합계

94

나. 검토
위 통계자료에 의하면, 총 94건 중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가 26건으로 전체의 27.66%를 차지하고,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형의
선고된 경우가 68건으로 전체의 72.34%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 통계자료에는 피고인이 당해 선거에서 당선된 선출직 공직
자인지, 아니면 그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다른 사람인지 여부는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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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아니하므로, 단순히 이 통계자료만 보고 법원이 당선무효에 해당하
는 형을 선고한 비율이 위와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이 통계자료는 선거일 당일의 선거운동을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의 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된 경우와 선거운동기간 전의 선
거운동을 처벌하는 같은 조 제2항의 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된 경우가 혼
재되어 있으므로, 위 통계자료만으로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의 사전
선거운동죄에 관한 법원의 양형을 검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Ⅲ. 사전선거운동죄의 양형에 관한 개별 사례 검토
1. 검토의 대상과 범위
앞서 본 양형위원회의 통계자료만으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공직선거
법상 사전선거운동죄에 관하여 어느 정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사이에 선고된 총 140개의 판결들을 개별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 140개의 판결들은 모두 확정된 판결들이다.301)
이하에서 살펴보는 140개의 확정판결들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지방자치단체의원이 자신이 당선된 당해 선거에 관하여 스스로
당선될 목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들이다. 그 중에는 사전선거운동의 범죄사실로만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례도 있고, 사전선거운동 외에 다른 범죄사실로도 함께 유죄판결을 선
고한 사례도 있다.
그러므로 먼저 위 140개의 확정판결들을 사전선거운동의 범죄사실로만
301)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없었던 경우,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기각되고
상고가 없었던 경우, 상고가 있었어도 상고가 기각된 경우는 각각 1심 판결을 확
정판결로 기재하였다. 항소심 판결이 1심 판결을 파기 • 자판하고 상고가 없었던
경우, 상고가 있었어도 상고가 기각된 경우는 각각 항소심 판결을 확정판결로 기
재하였다. 상고심에서 파기 • 환송된 후 항소심 판결이 1심 판결을 파기 • 자판하
고 상고가 없거나 상고가 기각된 경우 환송 후 항소심 판결을 확정판결로 기재하
였고, 상고심에서 파기 • 환송된 후 항소심 판결에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
고하고 상고가 없거나 상고가 기각된 경우 1심 판결을 확정판결로 기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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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한 경우와 사전선거운동 외에 다른 범죄사실로도 함께 처벌한 경우
로 구분하고, 다음으로 판결 선고 당시 피고인의 지위에 따라 유형을 분
류하여 각각의 경우의 선고형량을 살펴보기로 한다(같은 유형 내에서는
최근에 선고된 순으로 정렬하였고,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된 경
우는 음영으로 표시하였으며, 선고형은 주형만 기재하였다).
2. 사전선거운동의 범죄사실로만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
가. 피고인이 국회의원인 경우

연번

판결의 표시

범죄사실 요지

선고형

1

부산지방법원 2016. 12. 2. 선고
2016고합690 판결

사전선거운동

벌금 800,000원

2

광주고등법원 2013. 8. 22. 선고
2013노236 판결

사전선거운동

벌금 800,000원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8. 12. 31.
선고 2008고합103 판결

사전선거운동

벌금 800,000원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13. 선고
2008고합1053 판결

사전선거운동

벌금 700,000원

5

대구지방법원 2005. 9. 14. 선고
2005고합420 판결

사전선거운동

벌금 700,000원

6

광주고등법원 2005. 6. 2. 선고
2005노100 판결

사전선거운동

선고유예
(벌금 500,000원)

7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 2. 3. 선고
2004고합356 판결

사전선거운동

벌금 700,000원

8

부산고등법원 2004. 11. 3. 선고
2004노593 판결

사전선거운동

선고유예
(벌금 700,000원)

9

청주지방법원 2004. 8. 31. 선고
2004고합149 판결

사전선거운동

벌금 500,000원

1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4. 8. 20.
선고 2004고합32 판결

사전선거운동

벌금 800,000원

11

창원지방법원 2004. 6. 9. 선고
2004고합142 판결

사전선거운동

벌금 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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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인 경우

연번

판결의 표시

범죄사실 요지

선고형

1

전주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4고합285 판결

사전선거운동

벌금 800,000원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4고합509 판결

사전선거운동

벌금 700,000원

3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 10. 27.
선고 2014고합4, 17(병합) 판결

사전선거운동

벌금 900,000원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12. 16.
선고 2010고합294 판결

사전선거운동

벌금 700,000원

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7. 13. 선고
2010고합136 판결

사전선거운동

선고유예
(벌금 800,000원)

6

대전고등법원 2007. 4. 20. 선고
2007노117 판결

사전선거운동

벌금 800,000원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6. 10. 30.
선고 2006고합79 판결

사전선거운동

벌금 800,000원

8

부산지방법원 2006. 10. 24. 선고
2006고합604 판결

사전선거운동

벌금 800,000원

9

울산지방법원 2006. 10. 13. 선고
2006고합155 판결

사전선거운동

벌금 900,000원

10

춘천지방법원 2006. 8. 11. 선고
2006고합52 판결

사전선거운동

벌금 900,000원

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06. 6. 30.
선고 2006고합10 판결

사전선거운동

벌금 800,000원

1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3. 6. 20.
선고 2002고합60 판결

사전선거운동

벌금 700,000원

13

서울고등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노1365 판결

사전선거운동

벌금 800,000원

14

수원지방법원 2002. 10. 4. 선고
2002고합630 판결

사전선거운동

벌금 700,000원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2. 10. 4.
선고 2002고합111 판결

사전선거운동

벌금 700,000원

16

전주지방법원 2001. 9. 28. 선고
2001고합169 판결

사전선거운동

벌금 7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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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의원인 경우

연번

판결의 표시

범죄사실 요지

선고형

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 2. 13.
선고 2014고합47 판결

사전선거운동

벌금 800,000원

2

전주지방법원 2014. 8. 28. 선고
2014고합158 판결

사전선거운동

벌금 800,000원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 11. 16.
선고 2012고합458 판결

사전선거운동

벌금 800,000원

4

인천지방법원 2010. 9. 17. 선고
2010고합506 판결

사전선거운동

벌금 800,000원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 7. 29.
선고 2010고합112 판결

사전선거운동

벌금 700,000원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 7. 29.
선고 2010고합113 판결

사전선거운동

벌금 700,000원

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7. 27. 선고
2010고합319 판결

사전선거운동

벌금 800,000원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8. 6. 19.
선고 2008고합68 판결

사전선거운동

벌금 1,000,000원

9

광주지방법원 2007. 2. 15. 선고
2006고합403 판결

사전선거운동

벌금 800,000원

10

서울고등법원 2007. 1. 25. 선고
2006노2495 판결

사전선거운동

벌금 800,000원

11

서울고등법원 2006. 12. 27. 선고
2006노2336, 2331(병합) 판결

사전선거운동

벌금 800,000원

12

수원지방법원 2006. 12. 13. 선고
2006고합396 판결

사전선거운동

벌금 1,000,000원

13

울산지방법원 2006. 12. 8. 선고
2006고합246 판결

사전선거운동

벌금 700,000원

14

서울고등법원 2006. 11. 22. 선고
2006노1831 판결

사전선거운동

선고유예
(벌금 500,000원)

15

부산고등법원 2006. 11. 22. 선고
2006노618 판결

사전선거운동

벌금 800,000원

16

대구지방법원 2006. 11. 15. 선고
2006고합730 판결

사전선거운동

선고유예
(벌금 700,000원)

17

대구지방법원 2006. 11. 1. 선고
2006고합623 판결

사전선거운동

벌금 8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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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춘천지방법원 2006. 10. 27. 선고
2006고합106 판결

사전선거운동

벌금 800,000원

19

부산지방법원 2006. 10. 24. 선고
2006고합604 판결

사전선거운동

벌금 800,000원

20

대구지방법원 2006. 10. 11. 선고
2006고합539 판결

사전선거운동

벌금 1,500,000원

21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9. 28. 선고
2006고합233 판결

사전선거운동

벌금 500,000원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9. 21. 선고
2006고합949 판결

사전선거운동

벌금 800,000원

23

부산지방법원 2006. 9. 19. 선고
2006고합477 판결

사전선거운동

벌금 500,000원

24

부산지방법원 2006. 9. 19. 선고
2006고합477 판결

사전선거운동

벌금 500,000원

25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 9. 1. 선고
2006고합192 판결

사전선거운동

선고유예
(벌금 400,000원)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6. 8. 28.
선고 2006고합49 판결

사전선거운동

벌금 500,000원

27

울산지방법원 2005. 8. 2. 선고
2005고합55 판결

사전선거운동

벌금 1,200,000원

28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 6. 17. 선고
2004고합149 판결

사전선거운동

벌금 600,000원

29

제주지방법원 2004. 3. 31. 선고
2003고합220 판결

사전선거운동

벌금 300,000원

30

광주고등법원 2004. 1. 15. 선고
2003노652 판결

사전선거운동

벌금 800,000원

31

부산고등법원 2003. 8. 27. 선고
2003노371 판결

사전선거운동

벌금 800,000원

32

서울지방법원 2003. 1. 17. 선고
2002고합1280 판결

사전선거운동

벌금 800,000원

33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2. 12. 26.
선고 2002고합385 판결

사전선거운동

벌금 900,000원

34

울산지방법원 2002. 9. 27. 선고
2002고합187 판결

사전선거운동

벌금 500,000원

3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2. 9. 13.
선고 2002고합128 판결

사전선거운동

벌금 500,000원

36

춘천지방법원 2002. 8. 30. 선고
2002고합84 판결

사전선거운동

벌금 7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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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전선거운동 및 다른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
가. 피고인이 국회의원인 경우

연번

판결의 표시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 10.
31. 선고 2012고합142 판결

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2. 9.
19. 선고 2012고합32 판결

범죄사실 요지

선고형

사전선거운동
유사기관설치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제한위반
탈법방법 문서 등 배부
유사기관설립

벌금 5,000,000원

시 • 도당 하부조직 운영을 위한
당원협의회 사무소 설치302)

벌금 2,000,000원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 7.
27. 선고 2012고합146 판결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제한위반

벌금 800,000원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 7.
16. 선고 2012고합110 판결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제한위반
탈법방법 문서 등 배부

벌금 800,000원

5

서울고등법원 2009. 2. 13. 선고
2008노3205 판결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제한위반
탈법방법 문서 등 배부

벌금 3,000,000원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 12.
30. 선고 2008고합214 판결

사전선거운동
허위사실공표
여론조사결과공표방법위반

벌금 5,000,000원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18.
선고 2008고합1016 판결

사전선거운동
탈법방법 문서 등 배부

8

전주지방법원 2008. 8. 1. 선고
2008고합95 판결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제한위반
방송 • 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
한 향응제공

벌금 5,000,000원

9

인천지방법원 2008. 8. 1. 선고
2008고합320 판결

사전선거운동
허위사실공표
기부행위제한위반

벌금 4,000,000원

10

서울고등법원 2006. 4. 27. 선고
2005노2142 판결

사전선거운동
사조직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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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800,000원

벌금 800,000원

11

대구고등법원 2005. 10. 31. 선고
2005노317 판결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제한위반
선거인에 대한 향응제공

벌금 800,000원

12

서울고등법원 2005. 4. 1. 선고
2004노3208 판결

사전선거운동
탈법방법 문서 등 게시

벌금 500,000원

13

서울고등법원 2005. 3. 22. 선고
2004노2924 판결

사전선거운동
각종 행사에 대한 금품제공
기부행위제한위반

14

광주고등법원 2005. 3. 17. 선고
2005노34 판결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제한위반

15

대구지방법원 2005. 1. 26. 선고
2004고합568 판결

사전선거운동
유사기관설치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6

대전고등법원 2005. 1. 7. 선고
2004노542 판결

사전선거운동
탈법방법 문서 등 배부

벌금 800,000원

17

울산지방법원 2004. 12. 30. 선고
2004고합292 판결

사전선거운동
탈법방법 문서 등 배부

벌금 1,500,000원

18

대전고등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노348 판결

사전선거운동
유사기관설치
탈법방법 문서 등 배부
기부행위제한위반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벌금 15,000,000원

19

대전고등법원 2004. 10. 22. 선고
2004노196, 368(병합) 판결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제한위반

20

서울고등법원 2004. 9. 21. 선고
2004노1669 판결

벌금 7,000,000원

벌금 800,000원

벌금 800,000원

사전선거운동
허위사실공표

징역 6월

위조공문서행사303)

징역 6월

21

수원지방법원 2002. 4. 22. 선고
2000고합714 판결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제한위반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선거비용초과지출

벌금 10,000,000원

22

서울고등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노1874 판결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제한위반
허위사실공표

벌금 3,500,000원

서울고등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노2141 판결

사전선거운동
사조직설립
탈법방법 문서 등 배부
방송 • 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
한 향응제공

벌금 3,000,000원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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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인 경우

연번

판결의 표시

범죄사실 요지

선고형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 10.
7. 선고 2016고합26 판결

사전선거운동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 약속

2

대전고등법원 2015. 11. 2. 선고
2015노485 판결

사전선거운동
호별방문
탈법방법 문서 등 배부
자동동보통신 문자메시지

벌금 1,500,000원

벌금 900,000원
전송

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 3.
4. 선고 2014고합45,
2015고합1(병합) 판결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제한위반

4

부산고등법원 2012. 11. 30. 선고
(창원)2012노197, 245(병합) 판결

사전선거운동
유사기관설치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약속

5

대전고등법원 2011. 2. 11. 선고
2010노562 판결

사전선거운동
공무원지위이용 선거운동

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1. 1.
27. 선고 2010고합68 판결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제한위반
허위사실공표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10.
선고 2010고합1414 판결

사전선거운동
허위사실공표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12.
2. 선고 2010고합276 판결

사전선거운동
탈법방법 문서 등 배부

벌금 500,000원

9

인천지방법원 2010. 9. 17. 선고
2010고합491 판결

사전선거운동
탈법방법 문서 등 배부

벌금 800,000원

10

대전고등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노385 판결

사전선거운동
당내경선운동방법위반

벌금 700,000원

벌금 900,000원

징역 1년

선고유예
(징역 10월)

벌금 700,000원

선고유예
(벌금 1,000,000원)

302) 위 판결의 범죄사실 중 시 • 도당 하부조직 운영을 위한 당원협의회 사무소 설
치 부분은 정당법 제59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3항에서 규정한 범죄이므로 구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3
호에서 열거한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분리 선고되었
다.
303) 위 판결의 범죄사실 중 위조공문서행사 부분은 형법 제229조, 제225조에서 규
정한 범죄이므로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3호에서 열거한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분리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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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06. 11.
21. 선고 2006고합39, 40(병합)
판결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제한위반
허위사실공표

벌금 5,000,000원

업무상횡령304)305)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2

서울고등법원 2006. 10. 25. 선고
2006노1711 판결

사전선거운동
공무원지위이용 선거운동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6. 8.
25. 선고 2006고합92 판결

사전선거운동
유사기관설치
시 • 도당 하부조직 운영을 위한
당원협의회 사무소 설치306)

벌금 800,000원

14

대구지방법원 2006. 8. 23. 선고
2006고합422 판결

사전선거운동
탈법방법 문서 등 배부

벌금 800,000원

15

춘천지방법원 2006. 8. 11. 선고
2006고합53 판결

사전선거운동
공무원지위이용 선거운동

16

춘천지방법원 2006. 7. 21. 선고
2006고합62 판결

사전선거운동
확성장치사용 선거운동

17

부산고등법원 2006. 5. 24. 선고
2005노783 판결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제한위반
법정방법 외 선거운동307)

18

대전고등법원 2006. 1. 27. 선고
2005노441 판결

사전선거운동
선거일선거운동
법정방법 외 선거운동

벌금 1,500,000원

19

대전고등법원 2005. 11. 21. 선고
2005노260 판결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제한위반
법정방법 외 선거운동

벌금 800,000원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4. 11.
25. 선고 2004고합74 판결

사전선거운동
탈법방법 문서 등 배부
기부행위제한위반

벌금 900,000원

21

창원지방법원 2003. 2. 5. 선고
2002고합431 판결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제한위반

벌금 2,000,000원

22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3. 1.
3. 선고 2002고합475 판결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제한위반

벌금 800,000원

23

대구지방법원 2002. 10. 16. 선고
2002고합458 판결

사전선거운동
선거운동 이외의 목적으로 설립
된 단체 등에 대한 금품제공

벌금 8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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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징역 6월)
벌금 600,000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304) 위 판결의 범죄사실 중 업무상횡령 부분은 피해자별 피해금액에 따라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에서 규정한 범죄 또는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범죄이므로,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3호
에서 열거한 범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분리 선고되었다.
305) 위 판결의 항소심 법원인 대구고등법원은 원심판결에서 분리 선고된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업무상횡령죄 부분을 파기하고, 그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업
무상횡령죄의 범죄사실 중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원심판결 중 사전선거운동, 기부행
위제한위반 및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대구고등법원 2007. 2. 8. 선고 2006노616 판결). 그 후 대법원
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1604 판결), 공직
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는 1심 법원의 판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죄 및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는 항소심 법원의 판결이 각 확정되었다.
여기에서는 사전선거운동을 비롯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을 검토
하고 있으므로, 판결의 표시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확정판결인 대구고등법원 2007. 2. 8. 선고 2006노616 판
결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확정판결인 대구지방법원 의
성지원 2006. 11. 21. 선고 2006고합39, 40(병합) 판결을 기재하였다.
306) 위 판결의 범죄사실 중 시 • 도당 하부조직 운영을 위한 당원협의회 사무소 설
치 부분은 정당법 제59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3항 단서에서 규정한 범죄이어
서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3호에서 열거한 범죄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시 • 도당 하부조직 운영을 위한 당
원협의회 사무실 설치로 인한 정당법위반죄가 유사기관설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
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형이 더 무거운 유사기관설치로 인한 공직선거
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분리
선고되지 아니하였다.
307)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6. 12. 20. 법률 제809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
의 것) 제78조는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교육위원 또는 교육감으로 당선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기간동안 관할선거구관리위원회에
서 주관하는 선거공보의 발행 • 배포와 소견발표회 개최,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언론기관 등 초청 대담 • 토론회 외의 일체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140조에서 이에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
었다. 이는 교육감 등의 선거에 관하여 모든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
외적인 몇 가지 경우에만 허용한다는 태도를 취한 것으로, 1994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제정되기 전 대통령선거법 및 국회의원선거법의 태도와 같다.
그 후 2006. 12. 2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어 제22조 제
3항에서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였고(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49조가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감 선거의 모든 선거운동을 원칙
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몇 가지 경우에만 허용한다고 규정하였던 제78조는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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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의원인 경우

연번

1

2

판결의 표시

대전고등법원 2015. 6. 1. 선고
2015노121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5. 6. 1. 선고
2015노200 판결

범죄사실 요지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제한위반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선거비용지출방법위반

선고형

벌금 900,000원

사전선거운동
탈법방법 문서 등 배부
선거비용 회계보고 허위기재
선거비용 증빙서류 허위기재
선거비용지출방법위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기미수
폭행308)309)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3

부산지방법원 2014. 8. 12. 선고
2014고합329, 433(병합) 판결

사전선거운동
확성장치사용 선거운동

벌금 700,000원

4

서울고등법원 2011. 2. 23. 선고
2011노99 판결

사전선거운동
탈법방법 문서 등 배부
투표소출입제한위반

벌금 1,000,000원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
7. 9. 선고 2010고합122 판결

사전선거운동
탈법방법 문서 등 게시

벌금 500,000원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6. 12.
21. 선고 2006고합82 판결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제한위반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

벌금 800,000원

7

서울고등법원 2006. 12. 20. 선고
2006노2117 판결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제한위반

벌금 800,000원

8

서울고등법원 2006. 11. 29. 선고
2006노1953 판결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제한위반

벌금 800,000원

9

서울고등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노1528 판결

사전선거운동
탈법방법 문서 등 배부

벌금 800,000원

10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9. 29.
선고 2006고합252 판결

사전선거운동
탈법방법 문서 등 게시

벌금 500,000원

11

대전고등법원 2006. 9. 22. 선고
2006노278 판결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제한위반

벌금 800,000원

12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8. 24.
선고 2006고합161 판결

사전선거운동
탈법방법 문서 등 배부

벌금 800,000원

13

대전지방법원 2006. 8. 9. 선고
2006고합223 판결

사전선거운동
허위사실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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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0,000원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6. 7.
28. 선고 2006고합44 판결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제한위반

벌금 800,000원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6. 7.
28. 선고 2006고합44 판결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제한위반

벌금 800,000원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6. 7.
28. 선고 2006고합44 판결310)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제한위반

벌금 700,000원

17

인천지방법원 2004. 4. 30. 선고
2004고합79 판결

사전선거운동
탈법방법 문서 등 배부

벌금 700,000원

18

서울고등법원 2003. 4. 29. 선고
2002노3377 판결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제한위반

19

서울고등법원 2003. 4. 29. 선고
2002노3142 판결

사전선거운동
호별방문
선거인에 대한 금품제공

벌금 800,000원

20

서울고등법원 2003. 3. 25. 선고
2002노3336 판결

사전선거운동
탈법방법 문서 등 배부

벌금 800,000원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3. 2.
14. 선고 2002고합104 판결

사전선거운동
탈법방법 문서 등 배부
기부행위제한위반

벌금 800,000원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3. 1.
29. 선고 2002고합78 판결

사전선거운동
탈법방법 문서 등 배부

벌금 800,000원

23

춘천지방법원 2003. 1. 10. 선고
2002고합94 판결

사전선거운동
탈법방법 문서 등 배부
기부행위제한위반

벌금 800,000원

24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2.
12. 26. 선고 2002고합388 판결

사전선거운동
정당표방311)
기부행위제한위반

벌금 900,000원

25

서울지방법원 2002. 11. 28. 선고
2002고합1212 판결

사전선거운동
탈법방법 문서 등 배부

벌금 800,000원

26

수원지방법원 2002. 11. 15. 선고
2002고합805 판결

사전선거운동
동일한 옷 착용 선거운동

벌금 800,000원

27

인천지방법원 2002. 11. 8. 선고
2002고합522 판결

사전선거운동
서명운동금지위반

벌금 800,000원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2. 10.
25. 선고 2002고합206 판결

사전선거운동
탈법방법 문서 등 배부

벌금 800,000원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2. 10.
21. 선고 2002고합145 판결

사전선거운동
탈법방법 문서 등 배부

벌금 800,000원

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2. 10.
17. 선고 2002고합58 판결

사전선거운동
탈법방법 문서 등 배부

벌금 700,000원

31

수원지방법원 2002. 9. 13. 선고
2002고합595 판결

사전선거운동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벌금 8,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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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 검토결과에 대한 정리
가. 피고인의 지위에 따른 정리

피고인의
지위

사전선거운동의
범죄사실로만 처벌된 경우

사전선거운동 및 다른
범죄사실로 처벌된 경우
합계

당선무효가
된 경우

당선무효는
아닌 경우

당선무효가
된 경우

당선무효는
아닌 경우

국회의원

0

11

14

9

34

지방자치
단체장 및
교육감

0

16

7

16

39

지방자치
단체의원

4

32

5

26

67

합계

4

59

26

51

140

308) 위 판결의 범죄사실 중 사기미수 부분은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에서 규
정한 범죄이고, 폭행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범죄이므로, 구 공직
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3호에
서 정한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분리 선고되었다.
309) 위 판결은 사기미수죄와 폭행죄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를 기각하였으므로 사기
미수죄와 폭행죄에 대한 확정판결은 원심판결인 대전지방법원 2015. 3. 11. 선고
2014고합250 판결이나, 여기에서는 공직선거법위반에 관한 법원의 양형을 검토하
고 있으므로 판결에 표시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한 확정판결인 대전고등법원
2015. 6. 1. 선고 2015노200 판결을 기재하였다.
310) 이 표의 연번 14, 15, 16은 동일한 판결에서 피고인이 다른 경우이다.
311)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는 기초자치단체의원선거 후보자가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 또는 추천
을 받은 사실을 표방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라
목에서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법률규정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
반된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03. 1. 30. 선고 2001헌가4 결정). 그리하여
2004. 3. 12.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되어 기초자치단체의원선거
후보자의 정당표방을 금지하는 규정이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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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고연도에 따른 정리

사전선거운동 및 다른

사전선거운동의
범죄사실로만 처벌된 경우

범죄사실로 처벌된

경우

선고연도

합계
당선무효가

당선무효는

당선무효가

당선무효는

된 경우

아닌 경우

된 경우

아닌 경우

2016년

0

1

1

0

2

2015년

0

3

1

3

7

2014년

0

2

0

1

3

2013년

0

1

0

0

1

2012년

0

1

3

2

6

2011년

0

0

1

2

3

2010년

0

6

0

4

10

2009년

0

0

1

0

1

2008년

1

2

3

1

7

2007년

0

3

0

0

3

2006년

2

19

5

16

42

2005년

1

3

2

5

11

2004년

0

7

3

3

13

2003년

0

3

2

6

11

2002년

0

7

2

8

17

2001년

0

1

2

0

3

합계

4

59

26

51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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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론
위와 같이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선고된 공직선거당선인에 대한 사전
선거운동죄의 확정판결 140개를 개별적으로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사전
선거운동의 범죄사실만으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사전선거운동과 다른 범
죄로 함께 유죄판결을 받은 140개의 사례 가운데 사전선거운동의 범죄사
실만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는 63건이었고, 그 중에서 당선무효에 해
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4건(6.3%)이었으며,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의원이었다. 반면, 사전선거운
동 외에 다른 범죄사실로도 함께 유죄판결을 받은 77건 가운데 당선무효
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26건(33.7%)으로, 사전선거운동의 범
죄사실만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와 비교해보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된 비율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피고인이
국회의원인 경우가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종합하면, 선출직 공직자가 자신이 당선된 당
해 선거에 관하여 스스로 당선될 목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는 범
죄사실만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들 중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된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
면, 법원은 민주적인 절차로 선출된 공직자에 대하여 사전선거운동죄의
가벌성을 비교적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생각된다.312)

제 5 절

사전선거운동죄에 대한 바람직한 해석론

Ⅰ. 사전선거운동 처벌규정 폐지입법의 기대가능성

312) 다만, 여기에서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선고된 140개의 확정판결들에 관하여
살펴본 결과가 위 기간 동안 사전선거운동의 범죄사실만으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사전선거운동 외에 다른 범죄사실로도 함께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사례들에 대한
전수조사는 아니므로, 위 조사결과만으로 사전선거운동죄에 대한 양형의 경향에
관하여 단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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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에 관하
여 살펴보면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처벌규정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는
다수의 기성정치인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정치에서 관철되기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역사적으로도 우리 선거법에 사전선거운동 처벌규정이 처음 도입된
1958년 민의원의원선거법은 신진정치세력의 대두에 위협을 느낀 기성정
치세력이 합의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정치신인들에게 불리하
게끔 제정한 법률이었다. 1958년 민의원의원선거법의 제정 당시 참고한
일본의 선거법도 1925년 제정된 보통선거법에서는 정부와 사법부의 자의
적인 해석에 의하여, 그 후 1934년 개정된 보통선거법에서부터는 명문의
규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여 왔고, 그 배경은 역시 신진정치세력
의 원내진입을 막고 기성정치세력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8년 민의원의원선거법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59년
동안, 일본에서는 1934년 보통선거법이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83년 동안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법률규정이 유지되어 왔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국회에서 스스로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처벌규정을 개정할 것
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 설령 일부 의원들이 사전선거운동
처벌규정을 폐지하는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하더라도, 법률안 통과에 필
요한 정족수만큼의 다수의 의원들이 다음 선거에서의 기득권 포기에 따
른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위 법률안에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은 현실적으
로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처벌규정을
폐지하는 법률안이 발의되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외부적인 압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우리
나라 시민사회에서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에 대한 공론화가 그리 많이
진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여전히 선거운동의 과열과 혼탁
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 침해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은 것
도 현실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시민의식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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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과 함께 정치문화의 발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민사회에서 공론화가
진행되어 어느 정도 국민적인 합의를 이루어야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Ⅱ. 현실적 대안으로서의 엄격한 해석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국회에서 사전선거운동 처
벌규정을 폐지하는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존재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운동의 자유가 가지는 헌
법적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게 하고, 기성정치인과 정치신인 사이의
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구성요건의 포괄성과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자의에 따른 처벌의 불균형 문제를 발생시키는 사전선거운동
처벌규정의 폐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처벌규정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진 일차적인 원인은 공직선거법이 명문으로 선거운동의 개
념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로 포괄적으로 정
의함으로써 사전선거운동죄로 처벌되는 대상의 범위를 크게 넓혀놓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규정의 문제에 못지않게 사법부에서 위 법
률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의 개념을 ‘행위의 시기 • 장소

•

방법 등을 종합

적으로 관찰하여 특정 선거에 대한 당선 또는 낙선의 목적의사가 객관적
으로 인정되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로 넓게 해석함으로써 선거운
동기간 전에 정치인들이 지역주민들을 접촉하는 거의 모든 통상적인 정
치활동을 사전선거운동죄의 처벌대상으로 포함시키는 실무관행이 정착되
어온 것에도 일정 부분 그 원인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에서 기존의 대법원 판례의 선거운동에 대한 해석론을 변경하여 ‘당선
또는 낙선의 목적의사가 행위자 내부가 아니라 문제되는 행위를 경험한
상대방인 선거인들의 관점에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행위’만이 선거
운동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은 대단히 전향적인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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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사전선거운동죄의 핵심적인 구성요건인 선거
운동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기존의 판례보다 좁게 해석함으
로써 허용되는 통상적인 정치활동의 반경을 넓혀준 결과, 정치인들이 평
소에 지역주민들과 접촉하여 자신의 정치적 식견과 정책, 인격과 소신
등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그러한 정보의 전달과 토론과정에
서 유권자들이 공직후보자에 관한 풍부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가
능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치신인들이 지역에서 자신의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여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여지
가 넓어져 기성정치인들과의 격차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사전선거운동죄로 처벌되는 대상의 범
위가 이전보다 상당 부분 줄어듦으로써 수사기관의 자의에 따라 처벌의
불균형이 발생할 위험성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실무에서 공직선거법상 사
전선거운동죄의 구성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위 법률규정으로 처벌되
는 대상의 범위를 점차 줄여나간다면, 입법을 통해 사전선거운동 처벌규
정을 폐지하는 것만큼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사전선거운동 처벌규정으로
발생하는 현실적인 폐해들을 어느 정도 완화하면서 선거운동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의미를 살려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법원의 양형
실무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하여 당해 선거에서의 사전선거운동의 범죄사
실만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한 경우에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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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사전선거운동죄에 대한 헌법적 검토

제 1 절

사전선거운동죄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평가

Ⅰ. 학설
1. 사전선거운동 처벌규정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견해
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기회의 불균형, 구성요건의 불명확
성을 이유로 사전선거운동 처벌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견해
이 견해는 우선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처벌규정이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에 해당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있다.313) 더욱이 선거운동과 일상적인 정치활동을 개념적으로 명확
하게 구분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 금지 및 처벌조
항이 정치신인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정당 소속 정치인이나 현역
의원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314) 특히 이 견해는 대통
령선거를 앞두고 아직 각 당의 후보자들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원
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주요 정당의 이른바 유력 대권주자들을 상대로
TV토론회를 개최하거나, 당내 경선 과정을 전국에 생중계해주는 것 등
은 결과적으로 그 정당에서 대통령후보로 선출된 사람들 또는 대통령으
로 당선된 사람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함을 부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
고, 위와 같은 TV토론회나 당내 경선과정의 생중계에 관여한 사람들이
사전선거운동죄로 처벌받은 사례는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315) 나
313) 김래영, 앞의 글(주100), 172쪽.
314) 위의 글, 172쪽.
315) 위의 글, 172쪽, 173쪽.

- 143 -

아가 이 견해는 선거운동의 개념 자체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어떠한 행위
가 법에 저촉되는 사전선거운동인지, 혹은 법률상 허용되는 단순한 의견
개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는지를 구별하기가 어려워 선거운
동 자체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공직선
거법상 사전선거운동의 금지 및 처벌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
다.316)
나. 사전선거운동 처벌규정이 도입된 역사적 과정에 주목하여 위
규정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
이 견해는 우리 선거법에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을 포함한 포괄적인
선거운동 규제체계가 도입된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면서 일본의 1925년
보통선거법에 주목하고 있다.317) 이 견해는 일본에서 선거운동기간이 제
한되기 시작한 것은 1925년 제정된 보통선거법을 정부와 사법부가 자의
적으로 해석하여 입후보등록 이전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때부터이고, 그
후 파시즘적 분위기가 만연한 1934년 개정된 보통선거법에서 사전선거운
동 금지규정이 명문화되어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일
본의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은 신진정치세력의 대두를 막고 기성정치세
력의 기득권을 지키는 기능을 하였음을 밝히고 있다.318) 나아가 이 견해
는 우리 선거법에서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이 처음 도입된 때가 1958년
민의원의원선거법부터이고, 이때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을 포함하여 선
거운동의 자유를 사실상 부정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될
수 있었던 배경은 1956년 대통령선거에서 진보당의 조봉암 후보가 현직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후보의 절반에 육박하는 득표율을 기록하여 돌풍을
일으키자 위기감을 느낀 기득권 정당인 자유당과 민주당이 신진정치세력
의 성장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야합하였기 때문이었음을 역사적 자료를
근거로 설명하면서, 1958년의 민의원의원선거법을 통해 일본의 선거법체
316) 김래영, 앞의 글(주6), 210쪽.
317) 송석윤, 앞의 글, 30쪽.
318) 위의 글, 36-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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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우리나라에 유입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319) 그러면서 이 견해는
위와 같은 도입과정에 비추어 볼 때 사전선거운동 처벌규정은 과거 관헌
국가적 모델의 잔재로서 폐지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320)
다. 외국의 입법례에 비추어 후진적 제도인 사전선거운동 처벌규
정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견해
이 견해는 선거운동 규제에 관한 미국, 독일, 영국, 캐나다, 호주, 프랑
스, 일본 등 7개국의 입법례를 개관하고, 그 중 미국과 독일을 선거운동
의 규제가 없는 나라, 영국과 캐나다 및 호주를 선거비용에 대한 규제가
중심이 되는 나라, 프랑스와 일본을 선거운동의 규제가 강한 나라로 분
류하고 있다.321) 나아가 이 견해는 위 7개국 중 미국, 독일, 영국, 캐나
다, 호주는 선거운동기간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프랑스와 일본만이 선
거운동기간 규정을 두고 있는데, 프랑스의 경우 공무원의 선거운동에 대
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있는 등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고 있다고 한다.322) 그러면서 이 견해는 우리나라의 공직선거법은
비교법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선거운동의 주체

•

기

간 • 방법 등을 매우 포괄적이고 세밀하게 제한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실질
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채 규제중심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선거운동기간의 제한을 폐지하고 선거운동의
방법에 대한 규제를 대폭 축소함과 동시에 선거운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
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323)

319) 위의 글, 44-48쪽.
320) 위의 글, 49-51쪽.
321) 김일환 • 홍석한, 앞의 글, 47-57쪽.
322) 위의 글, 47쪽, 49쪽, 51쪽, 53-57쪽. 한편, 프랑스는 선거운동기간 규정이 있지
만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강태
수, 앞의 글, 25쪽).
323) 김일환 • 홍석한, 앞의 글, 58쪽, 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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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선거운동 처벌규정의 폐지를 주장하지 않지만 선거운동의
자유를 옹호하면서 위 규정의 문제점에 공감하는 견해
가. 선거운동기간 제한이 불가피하다면 처벌되는 행위의 유형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견해
이 견해는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죄의 핵심적인 구성요건인 선거
운동의 개념에 대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의하더라도 그 개념이 매우
모호하여 어떠한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죄의 처벌대상이 되는지 판단하기
가 매우 어려워 처벌대상이 부당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324) 또한 이 견해는 사전선거운동의 제한을 엄격하게 관철시킬 경
우 정치신인이 자신을 유권자들에게 알릴 기회가 없어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한다.325) 다만, 이 견해는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의 폐지를
주장하기보다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각 기간별로 행위유형을 보다 구체화하여 제시하되, 이 경
우에도 각 기간별 행위유형의 차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326)
나. 정치적 위축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선거운동 처벌규정이
행위규범으로서의 최소한의 명확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견해
이 견해는 공직선거법 제58조의 선거운동 정의규정을 포함한 선거에
관한 규제조항들이 불명확하여 선거운동과 통상적인 정치활동 및 공적
사안에 관한 자유롭고 공개적인 의사소통과의 경계설정이 어렵다고 비판
한다.327) 이 견해는 그 결과 통상적인 정치활동의 위축효과를 초래하거
나 반대로 법경시 풍조를 초래할 여지가 많다고 지적한다.328) 나아가 이
견해는 통상적인 정치활동과 구별이 어려운 행위에 대한 제한, 특히 표
324)
325)
326)
327)
328)

성낙인, 앞의 글, 24쪽.
위의 글, 25쪽.
위의 글, 25쪽.
윤영미, 앞의 글, 33쪽, 34쪽.
위의 글, 34쪽.

- 146 -

현의 자유 제한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규제를 완화해나갈 필요가 있고,
아울러 정치적 위축효과를 줄이기 위해 규제조항은 행위규범으로서 적합
한 최소한의 명확성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329)
다.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심사의 일관성과 기본권 이론의 엄밀성의 관점에서 비판하는
견해
이 견해는 헌법재판소가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입법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과잉금지원칙의 4가지 요건에 따라 심사하겠다고
판시하면서도 구체적인 판단에서는 사실상 위 4가지 요건에 따른 심사가
엄격한 심사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330) 즉, 헌법재판소는 목
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판단을 대체로 무리 없이 인정하고, 피해
의 최소성은 입법자가 특히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의 선거운동
방법만을 국한하여 제한하고 있을 뿐 그 밖에 다른 선거운동방법을 허용
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상당히 완
화된 기준으로 심사하고 있으며, 법익의 균형성 역시 역사적 경험과 선
거의 공정성을 명분으로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331) 이 견해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의 경우 예비후보자등록제도를 두지 않아 선거기간
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332) 등 일부 결정에서는 헌법재판소가 과잉금지
원칙의 4가지 요건에 대한 판단 없이 종합적으로 필요하고 합리적인 제
한인지 여부만을 심사하여 합헌으로 결정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333) 나
아가 이 견해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규정에 대한 다수의 결
정례에서 헌법재판소가 일반원칙과 구체적인 판단 부분에서의 판시내용
329)
330)
331)
332)
333)

위의 글, 34쪽.
전종익, 앞의 글, 264쪽, 265쪽.
위의 글, 264쪽, 265쪽.
헌법재판소 2007. 7. 27. 선고 2004헌마217 결정.
전종익, 앞의 글, 263쪽, 2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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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심사기준을 완화하여 일단 선거의 공정을 위한
합리적인 수단인지 여부에 따라 위헌여부를 심사하고 있다고 평가한
다.334) 그러면서 이 견해는 결국 입법자의 선택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
나 자의적인 것이 아닌 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완화된 심사기준이 헌법재
판소의 실질적인 기준이라면, 헌법재판소가 전면에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한 것은
단지 수사적인 표현에 불과하여 심사의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이고,
이처럼 헌법재판소가 이론적인 엄밀성을 유지하지 않고 적당히 절충적인
판시로 혼선을 가져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한다.335)
3. 사전선거운동 처벌규정의 폐지에 반대하는 견해
이 견해는 공직선거에서 상시선거운동을 허용하면 부당하고 무용한 경
쟁을 초래하고, 이를 규제하기 어려워 선거의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비나 노력이 많이 들어 경제력의 차이에 따른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하며, 선거의 부패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이 견해는 선거운동의 기간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336) 다만, 이 견해도 선거운동기간을 지나치
게 짧게 규정하면 정치적 자유에 대한 제한이 될 수 있다고 한다.337)
Ⅱ. 헌법재판소 판례
1.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 여부
가.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3헌가4, 6(병합) 결정

334)
335)
336)
337)

위의 글, 265쪽.
위의 글, 265쪽, 266쪽.
김철수, 앞의 책, 858쪽.
위의 책, 8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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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위 결정에서 사전선거운동 처벌규정이 선거운동의 자유
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기간의 제한 없이 선거운동을 무한정 허용할 경우에는 후보자
간의 지나친 경쟁으로 선거관리의 곤란으로 이어져 부정행위의 발
생을 막기 어렵게 된다. …(중략)… 우리나라는 반세기 가까이 수
많은 선거를 치러 왔으면서도 아직껏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선
거풍토를 이루지 못하고 금권 • 관권 및 폭력에 의한 선거, 과열선
거가 항상 문제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 아래 위와 같은 폐해를 방
지하고 공정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기간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것만으로 위헌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중략)… 28
일 내지 23일이라는 선거운동기간은 우리나라의 영토넓이와 유권
자의 수, 특히 오늘날 신문 • 방송 등 대중정보매체가 광범위하게
보급되어 있고, 선거운동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대중정보매체의 활
용이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는 점, 전국이 1일 교통권에 들어간 현
재의 교통수단 등에 미루어 볼 때 유권자인 국민으로서 각 후보자
의 인물, 정견, 신념 등을 파악하기에 결코 부족한 기간이라 할 수
없다. 그렇다면 구 대통령선거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폐지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에서 정하는 선거운동의 기간제한
은 제한의 입법목적, 제한의 내용, 우리나라에서의 선거의 태양, 현
실적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제한이며, 선거
운동의 자유를 형해화할 정도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338)
나.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5헌바32 결정의 반대의견

338) 이 밖에 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4헌마97 결정, 헌법재판소 2001. 8. 30.
선고 2000헌마121, 202(병합) 결정,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5헌바32 결
정, 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11헌바153 결정, 헌법재판소 2015. 4. 30. 선
고 2011헌바163 결정도 같은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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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5헌바32 결정에서 다수의견은 앞서
본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3헌가4, 6(병합) 결정을 인용하여 사전
선거운동 처벌규정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지
만, 재판관 1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사전선거운동 처벌규정이 정치
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반대의견을 개진하였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민주적 정치질서를 구현하기 위하여 필
수적이고 불가결한 것이다. 모든 국민이 언제든지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공직자의 공무수행을 비판할 수 있어야 민
주정치가 제대로 기능하고 발전할 수 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유권자가 대표자를 올바로 선택하기 위하여 필
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고, 주권자로서 국민의 대표를 선발
하여 국가권력의 행사를 위임하는 선거의 기능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게 된다. …(중략)…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라 하여 선거운동에
해당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사실상 정치적 표현행위의 대부분
을 금지하는 결과로 된다. …(중략)… 선거의 공정성은 민주적 정
치질서를 올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것이므로, 선거의 공정을 도모하
기 위하여 민주적 정치질서를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선거운동의 과열은 선거의 공정을 해칠지도 모르지만, 민주
적 정치질서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다.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지도
모른다는 염려를 내세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유명무실하게 할
정도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정당화되기 어렵다. 정치적 표현활동
을 충분히 보장하여 민주적 정치질서를 활성화시키고 선거의 기능
이 제대로 구현되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중
략)…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선법’이라 한다) 제254조 제3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정당한 사유도 없이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
이어서 헌법 제21조 제1항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하지 않
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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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확성의 원칙 위반 여부
가.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3헌가4, 6(병합) 결정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에서 사전선거운동 처벌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
하였다.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이를 위한 득표에
필요한 모든 행위 또는 특정 후보자의 낙선에 필요한 모든 행위
중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
될 수 있는 능동적

•

계획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즉, 단순한 의견개진 등과 구별되는 가벌적 행위로서의 선거운동의
표지로 당선 내지 득표(반대후보자의 낙선)에의 목적성, 그 목적성
의 객관적 인식가능성, 능동성 및 계획성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선거운동을 위와 같이 풀이한다면 법률적용자의 자의를 허용할 소
지를 제거할 수 있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
이면 누구나 그러한 표지를 갖춘 선거운동과 단순한 의견개진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른바 공정한 고지의 기능도 다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구 대통령선거법 제34조, 제36조 제1항 본문
및 그 벌칙조항인 제162조 제1항 제1호 중 각 해당부분은 통상의
일반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들이 금지되고 있는가를 미리
알려주고 그들이 불이익한 처분을 받는 일을 하지 아니하도록 상
당한 주의 • 경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헌법 제12조
제1항이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339)

339) 이 밖에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5헌바32 결정, 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11헌바153 결정, 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4헌바253 결정도 같
은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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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5헌바32 결정의 반대의견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5헌바32 결정에서 다수의견은 앞서
본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3헌가4, 6(병합) 결정을 인용하여 사전
선거운동 처벌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지만,
재판관 3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사전선거운동 처벌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반대의견을 개진하였다.
“구 공선법 제58조 제1항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
게 하기 위한 행위’라는 정의만으로는 선거운동이 구체적으로 무엇
인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 재판소의 선례는 이를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이를 위한 득표에 필요한 모든 행위 또는 특
정 후보자의 낙선에 필요한 모든 행위 중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ㆍ계획적
행위’라고 판시하였고, 대법원도 이와 유사한 입장이나, 과연 구 공
선법 제58조 제1항의 문언과 위와 같은 해석만으로 금지될 선거운
동의 외연과 내포가 어떤 것이 되는지, 이에 대하여 형평성이 저해
되지 않을 정도로 합리적인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의 구체적 법해석
이 가능할 것인지는 매우 불분명하다. …(중략)… 구 공선법상 금
지되는 ‘선거운동’ 부분은 추상적이고 다의적이며 다양한 해석가능
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법률조항의 수범자인 일반 국민 또는 공직
선거후보자가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졌더라도 법률이 금지 또는 처
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거나 예견할 수 없게 할
뿐 아니라, 법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과 집행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그렇다면 구 공선법 제254조 제3항 중 ‘선거운동’ 부분은 불
명확한 개념을 사용하여 일률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처벌하는 것
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따라서 헌법에 위
반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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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소결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처벌규정에 대한 학설의 대체적인 견해는
위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폐지되어야 한다거나 위 규정이 적지 않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그 논거로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기성정치인과 정치신인 사이의 기회의 불평등 및 정
치권력과 인지도에 따른 처벌의 불균형, 구성요건의 불명확성에 따른 정
치적 위축효과,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이 도입된 역사적 과정과 외국의
입법례 등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구 대통령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금지 및 처벌규
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3헌가4, 6(병합) 결정 이후부터
일관되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할
경우 선거운동의 과열로 선거의 공정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
고 있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의 개념을 당선 또는 낙선을 위
한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 계획적 행위로 해석
할 경우 모호하지 않다고 보아 이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사전선거운동 처
벌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고 판시하고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5헌바32 결정
의 반대의견은 사전선거운동 처벌규정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명확성의 원칙에도 어긋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한편,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
한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들이 전면에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
는 입법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겠다고 설시하고도 구체적인
판단에 들어가서는 입법자의 재량을 존중하여 실질적으로 완화된 심사기
준을 적용하고 있어 심사기준의 일관성이나 기본권 이론의 엄밀성 측면
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학설의 비판을 받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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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사전선거운동 처벌규정에 대한 검토

Ⅰ.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 여부
1. 적용할 심사기준의 결정
가. 심사기준의 종류와 내용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른 기본권제한입법의 위헌심사기준은 크게 ① 과
잉금지원칙에 의한 엄격한 심사기준과 ②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는 영역에
서의 완화된 심사기준으로 구분된다.340)
엄격한 심사기준은 과잉금지원칙의 4가지 요건을 그 내용으로 하는데,
구체적으로 ① 입법목적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목적의 정당성), ② 해당
법률이 그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수단의
적합성), ③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들 가운데 해당 법률에서 사용
하고 있는 수단 외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적게 침해하는 수단이 존재
하는지 여부(침해의 최소성), ④ 해당 법률의 입법목적 달성을 통하여 추
구하려는 법익과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다른 법익과 적절한 균형관계를
이루고 있는지 여부(법익의 균형성)를 심사하여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충
족되지 못하면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원리이다. 헌법
재판소는 “과잉금지의 원칙은 국가작용의 한계를 명시하는 것인데 목적
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의미하는 것
으로서 그 어느 하나에라도 저촉되면 위헌이 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이
다.”라고 판시하고 있다.341)
한편, 완화된 심사기준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라고 하더라도 입
법자의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에서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른 엄격한 심
사기준에 의하여 위헌여부를 심사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합리적인 근거
340) 전종익, 앞의 글, 255쪽.
341) 헌법재판소 1988. 12. 22. 선고 88헌가1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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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현저히 자의적인지 여부만을 심사한다는 원칙이다.342) 헌법재판소
는 “입법자는 일정한 전문분야에 관한 자격제도를 마련함에 있어서 그
제도를 마련한 목적을 고려하여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그 내용을 구성할
수 있고, 마련한 자격제도의 내용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지 않은 한 입
법자의 정책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며, 자격제도에서 입법자에게는 그 자
격요건을 정함에 있어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는 만큼, 자격요건에
관한 법률조항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현저히 자의적인 경우에만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343)
나.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에 대하여 적용할 심사기준
결정에 관한 학설
(1)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
학설은 대체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에 대하여 엄격한 심
사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선거운동이 일종의 정치적 의사표현행위이므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
적 원리가 적용되고,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이 후보자들 사이에 기회의
불평등을 야기하므로 엄격한 심사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344)
② 선거운동에 관한 기회균등원칙은 일반적인 평등권에 대한 특별규정이
므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만을 금지하는 자의금지의 원칙이 아니라 엄
격한 심사기준인 비례성심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345) ③ 헌법재판
소는 선거운동의 자유가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의 일환이고 국민이 주
권자로서 국정에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는
입법의 위헌심사에 있어서는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면
서도 실제로는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한 사례가 드물다고 비판하는 견
342)
343)
344)
345)

전종익, 앞의 글, 253쪽.
헌법재판소 2007. 5. 31. 선고 2003헌마422 결정.
양건, 앞의 글, 11쪽, 12쪽.
강태수, 앞의 글, 14쪽,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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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346) ④ 대의제도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에 관하여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된다고 보는 입장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선거운동의 자유
라는 기본권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제한하는 입법의 위헌심사는
엄격한 심사기준을 따르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보면서, 헌법재판소
가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에 대하여 심사기준의 일관성을 유
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견해347) 등이 있다.
(2)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
선거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하여 모든 선거운동이 인
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나라의 정치문화, 국민들의 의식과 행동의 수준,
민주주의 수준, 사회의 각종 여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견해348)가 있다. 이 견해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입법자가 선거운동
에 관하여 자유주의와 제한주의 사이에서 다양한 수준의 형태를 선택할
것인데, 절대적으로 어느 것이 더 좋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상황에서 가
장 적합한 형태를 선택하였는가에 따라 적합성과 타당성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것이며, 헌법 제116조 제1항에서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
회의 관리 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
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라고 한다.349) 이 견
해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에 관하여 과잉금지원칙이 아닌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다. 헌법재판소 판례
헌법재판소는 ① 선거운동은 국민주권 행사의 일환일 뿐 아니라 정치
적 표현의 자유의 한 형태로서 민주사회를 구성하고 움직이게 하는 요소
346)
347)
348)
349)

김래영, 앞의 글(주7), 59쪽.
전종익, 앞의 글, 256쪽, 264쪽.
정종섭, 앞의 글, 285쪽.
위의 글, 2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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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그 제한입법의 위헌여부에 대하여는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되어
야 한다고 하면서도, ② 구체적으로 사전선거운동 처벌규정이 선거운동
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 들어가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과잉금지원칙의 4가지 요건 충족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지 아니
하였고, ③ 그 대신 과거 우리나라에서 관권 • 금권선거가 횡행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여 전국이 1일 생활권이
된 오늘날에는 법률에서 정한 제한된 기간만 선거운동을 허용하더라도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후보자의 입후보 및 선거운동 준비행위는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어 허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사전선거운동 처벌규
정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350)
위와 같은 판시내용에 비추어 보면, 헌법재판소는 사전선거운동 처벌
규정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완화된 합리성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인다.
라. 검토
선거운동의 자유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자유권의 영역에 해당한다. 또한 선거운동
의 자유는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인들에게 공직후보자에 대한 풍부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최량의 대표자가 선출되도록 하고, 선거결과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며, 실재하는 국민의 의사와 유리될 수 있는 대
의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등의 중요한 헌법적 의미를 지닌다. 공직후보자
가 되려는 사람들 사이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경제력 • 조직력의 차이에
따른 기회의 불평등이나 허위사실 유포 및 금품살포와 같은 불법행위를
방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제한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선거운동의
자유의 실질적인 보장에 있는 만큼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이유로 선거운
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 비
350)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3헌가4, 6(병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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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어 보면,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명분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유래하는 기본권 제한입법의 정당화 요건
인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중대
하게 제한하는 입법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처벌규정에
대한 위헌심사는 과잉금지원칙의 4가지 요건을 내용으로 하는 엄격한 심
사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이하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하여 공직선거법상 사전선
거운동 처벌규정이 과잉금지원칙의 4가지 요건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2.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가. 목적의 정당성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처벌규정의 공식적인 입법목적은 후보자들
사이에 경쟁이 격화되어 선거운동이 조기에 과열됨에 따라 조직력과 경
제력의 차이로 인한 기회의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여 선거의 공정성이 침
해되는 결과를 막기 위해 국가가 선거운동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입법목적 자체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수단의 적합성
(1) 사전선거운동 처벌규정을 도입한 연혁적 동기
역사적으로 우리 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처음 도입된 것은 바로 신진정치세력의 대
두에 위협을 느낀 기성정치세력의 야합에 따른 결과였음은 앞에서 본 바
와 같다. 당시 우리나라의 기성정치세력이 참고한 입법례가 바로 군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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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대부터 기성정치세력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신진정치세력의 원내진
입을 방해해온 일본의 보통선거법이었다.
(2) 정치신인들의 성장 억제를 통한 기득권 보호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면서 그 기간 전에 이루어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를 원칙적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정치인들이 일상적으로 지역주민들과 접촉하면서 자신의 인지도와 호감
도를 높여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행위들까지도 사전선거운동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위축되게 된다. 사실 평소에 지역주민들과 접
촉하여 자신의 인지도와 호감도롤 높여 정치적 기반을 다져 나갈 필요성
은 이미 지역이 널리 이름이 알려져 있는 기성정치인들보다 그렇지 않은
정치신인들에게 더욱 절실하다. 이미 지역사회에 이름이 알려진 기성정
치인과 그러한 인지도가 거의 없는 정치신인들에게 똑같이 평소에 지역
주민들과 접촉하여 자신의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이는 행위를 하지 못하
도록 금지한다면 이는 그 자체로 기성정치인들에게 유리하고 정치신인들
에게 불리한 결과가 된다.
게다가 기성정치인이 현직자인 경우에는 기회의 불균형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선출직 공직자인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의
회의원들은 이미 평소에 지역민심을 듣고 지역의 현안을 해결한다는 등
의 명목으로 입법이나 행정의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직무를 수행하고,
그 과정이나 결과를 언론이나 의정보고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알릴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을 이미 가지고 있다. 이들은 굳이 일부러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지역주민들과 접촉하려고 하지 않아도 위와
같은 직무수행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다수의 지역주민들을 만나 자신의
정치적 견해와 정책을 알릴 기회가 상당히 많이 제공된다. 반대로 선출
직 공직에 있지 않은 정치신인들은 그와 같이 직무수행을 통해 자연스럽
게 지역주민들과 접촉할 기회가 없으므로, 별도의 조직을 만들고 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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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하는 등으로 인위적으로라도 지역주민들과 접촉하는 기회를 늘려나
가는 방법밖에 없다. 이처럼 현직자들이 비현직자들보다 자신의 인지도
와 호감도를 높일 수 있는 수단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현직
자인 정치신인들이 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지역주민들과의 접촉수단을
사전선거운동이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금지해버리는 것은 이미 인지도
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는 기성정치인들과 정치신인들 사이의 이른바 ‘기
울어진 운동장’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3) 소결
이처럼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처벌규정은 정치인들이 평소에 지
역주민들을 접촉하여 자신을 알리고 정치적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수단을
사실상 박탈함으로써, 이미 지역사회에 널리 이름이 알려진 기성정치인
들과 그렇지 못한 정치신인들 사이에, 그리고 직무수행의 과정에서 자연
스럽게 자신의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일 기회가 주어져 있는 현직자들과
그렇지 못한 비현직자들 사이에 심각한 기회의 불균형 현상을 초래한다.
결국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처벌규정은 기성정치인들과 정치신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기회의 불평등 문제를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으므로, 공
직후보자들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입법목적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침해의 최소성
(1) 선거운동의 방법 등에 관한 다양한 규제조항의 존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현행 공직선거법은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 이외
에도 허위사실 유포,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과 같이 선거의 공정
성을 해치는 심각한 불법행위들에 대하여 상세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주체와 방법 등에 관하여 선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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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180일, 90일, 60일 및 선거운동기간으로 각각 기간을 나누어 다양한
행위유형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나아가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법원의 양형실무도 민주적인 절차로
선출된 공직자에 대하여 사전선거운동의 범죄사실만으로 당선무효에 해
당하는 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실제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
거운동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선출직 공직자가 처벌되는 경우에 당선무
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선거운동의 방법에 관한 제한규정
위반이나 허위사실공표, 기부행위, 매수 및 이해유도 등의 다른 범죄사실
과 함께 처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을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에 관한 상세한 규제조항이 현행대로 집행되는 한 당장 선거운
동이 과열되거나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입법자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이미 존재하는
선거운동의 방법 등에 관한 다양한 금지 • 제한규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선거운동의 과열을 막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포괄적인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을 둠으로써 정치인들의 통상적인
정치활동까지 불필요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2) 대안으로서의 선거자금통제
다만, 선거운동의 방법에 관한 공직선거법의 상세한 규제조항이 선거
운동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에 해당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선거운동에 관한 그와 같은 상세한 규제조항도 장기적으로는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대안으로는 영국과 미국의 입법례와
같이 선거자금에 대한 통제를 중심으로 하는 선거법체계의 도입을 고려
할 수 있다 즉, 선거운동비용의 총액을 현행보다 낮게 설정하고, 그 모금
과 지출에 관한 요건과 절차규정을 강화하며, 나아가 사후의 회계보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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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엄격하게 감독하고 규제한다면, 굳이 현행 공직선거법처럼 선거
운동의 기간이나 방법에 관하여 강력한 규제를 가하지 않더라도 간접적
으로 선거운동의 과열양상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때에도 선거자금에 대한 통제가 지나치게 엄격하여 사실
상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단계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는 미국 연방
대법원 판례의 문제의식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351)
(3) 소결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방법 등에 관한 다양한 금지 • 제한규정들이
이미 존재하고, 법원의 양형실무도 사전선거운동의 범죄사실만으로 선출
직 공직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
로, 포괄적인 사전선거운동 처벌규정을 폐지하더라도 당장 선거의 공정
성이 침해되는 결과는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선거운동
자체에 대한 규제 대신 선거자금통제를 중심으로 하는 규제체계를 도입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상 사전선
거운동 처벌규정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
라. 법익의 균형성
(1) 선거운동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의미와 기능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운동의 자유는 유권자
들에게 공직후보자에 대한 풍부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최량의 대
표자가 선출되도록 하여 대의제를 성공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고, 나아가
선거결과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실재하는 국민의 의사와
351) 나아가 보다 장기적으로는 독일의 사례처럼 국가의 강제력이 아니라 정당간의
합의에 따른 자율적인 규제로 선거운동이 질서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가
장 바람직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치문화의 발전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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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될 수 있는 대의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등의 중요한 헌법적 의미를
가진다. 후보자들 사이의 조직력이나 경제력의 차이에 따른 기회의 불평
등 문제를 해결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로써 선거운동
의 자유에 일정 부분 제한을 가하는 것은 허용되나, 이 경우에도 제한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선거의 공정성을 통해 궁극적으로 각자의 선거운동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므로, 선거의 공정성을 명분으
로 선거운동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의미와 기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
는 결과를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공직후보자에 대한 풍부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공
받을 기회 차단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면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루어지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모든 행
위를 원칙적으로 처벌함으로써 공직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정치
적 식견과 정책, 인격과 소신 등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크게 제
한하였고,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도 공직후보자에 대한 다양한 의사표현과
의견교환을 통해 공직후보자에 대한 의미 있는 정보를 풍부하게 수집하
여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 부분 차단되고 있다.
비록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을 허용
하고 있어 이 기간에는 공직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리는 행위가
폭넓게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법률에서 정한 선거운동기간 자체가 너무
짧아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공직선거법이 각급 선거
별로 선거일 전 240일, 120일, 90일, 60일부터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예
비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예비후보로 등록한 경우 일정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기는 하나,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방법이 현수막 설치, 다수인왕래공개장소 외에서의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 등으로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마저도 유권자에게 공
직후보자에 대한 풍부하고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어 유권자들 사이에 폭

- 163 -

넓은 의견교환이 이루어지기에 충분한 기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와 같은 예비후보자 제도만으로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
만큼 유권자들이 공직후보자에 대한 풍부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3)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운동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의미
와 기능을 살리지 못하는 결과 초래
이처럼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처벌규정은 유권자들에게 공직후보
자에 관한 풍부하고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어 유권자들 사이에 충분한 의
견교환이 이루어질 기회를 시간적으로 크게 제약함으로써 유권자들이 공
직후보자들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여 최량의 대표자를
선출할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유권자들이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단순히 이미지에 따라
투표하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의 결과가 과연 민주적인 정당성을 가진다
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나아가 자신의 공약과 정책에 관한 풍부하
고 정확한 정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유권자들의 판단이 아니라 단순히
이미지나 조직력 등에 힘입어 당선된 대표자들이 지역주민들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직무를 수행하리라고 기대하기도 어려우므로,
이러한 점에서 대표자의 직무수행이 유권자들의 실재하는 의사와 유리되
는 대의제의 단점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
(4) 소결
따라서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처벌규정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
한다는 명분으로 그보다 상위의 법익인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미
와 기능을 살리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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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토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처벌규정
은 ① 후보자들 사이의 기회의 균등을 통한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입
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② 실제로는 기성정치인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정치신인들의 성장을 억제하여 실질적으로 기회의 불평등을 심
화시키고 있어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고, ③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포괄적인 금지규정이 없어도 이미 공
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주체와 방법 등에 관한 다양한 금지 • 제한규정이
존재하여 당장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할 염려가 없을 뿐
만 아니라, 나아가 선거운동 자체에 대한 규제 대신 선거자금통제 중심
의 규제체계를 도입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침해의 최
소성에도 위반되며, ④ 선거의 공정성을 명분으로 그보다 상위의 법익인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미와 기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법익의 균형성마저 상실하였다. 결국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
동 처벌규정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
다.
Ⅱ. 명확성의 원칙 위반 여부
1. 명확성의 원칙의 내용과 판단기준
헌법재판소는 명확성의 원칙의 내용과 판단기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원칙이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고,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
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수범자에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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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당해 법규범이 법을
해석ㆍ집행하는 기관에게 충분한 의미 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에 따라 그 위반 여부를 판
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형벌규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
나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 • 체계적
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고, 그것도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
체적 • 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일반적이거나 불확정된 개념이
사용된 경우에는 당해 법률의 입법목적과 당해 법률의 다른 규정
들을 원용하거나 다른 규정과의 상호관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가려야 한다.”352)
2. 사전선거운동 처벌규정의 예측가능성 유무
가.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따른 선거운동 개념에 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죄의 핵심적인 구성요
건인 ‘선거운동’의 개념은 법문상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로 정의되고(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본문), 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선거운동의 개념을 ‘행위의 시기

•

장소 • 태양을 종합적으로 관찰

하여 당선 또는 낙선의 목적이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로 해석하였다.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따른 선거운동의 개념은 문제되는 행위가 행하
여진 시기와 장소나 방법 그 밖에 여러 가지 행위태양에 따라 객관적으
로 당선 또는 낙선의 목적이 인정되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인지 여
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기존 대법원 판례에서
352) 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0헌바83 결정. 이 밖에 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2헌바83 결정, 헌법재판소 2004. 11. 25. 선고 2004헌바35 결정, 헌법
재판소 2001. 6. 28. 선고 99헌바34 결정, 헌법재판소 1996. 2. 29. 선고 94헌마13
결정도 같은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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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죄로 처벌된 행위유형의 다양성과 일반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해석기준은 결국 법원이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사전선거운동 처벌규정의 수범자인 공직후보자가 될 사
람들에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결여하고 있다.
위와 같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른 선거운동의 정의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정치인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정치활동의 대부분이 그에 해당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의 활동은 어느 것이든 선출직 공직에 당
선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법원이 고려하는 요소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명확하게 숙지할 것을 기대하
기는 어렵다.
나. 새로운 대법원 판결에 따른 선거운동 개념에 대하여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은 기존의 대법
원 판례에 따른 선거운동 개념의 핵심요소인 ‘당선 또는 낙선의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행위의 시기 • 장소

•

방법 등

과 같은 요소들뿐만 아니라 문제되는 행위를 직접 경험한 선거인들의 관
점에서 행위자가 당선 또는 낙선의 목적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수범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지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요소를 제시해주었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의 해석에
따른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처벌규정이 정치인들의 통상적인 정치
활동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효과를 가져와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운
동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
식에 기초하여 정치인들의 통상적인 정치활동의 반경을 넓혀주기 위해
사전선거운동죄의 처벌범위를 좁히는 새로운 해석론을 전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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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정치신인들을 포함한 잠재적 공직후보자들이 평소에 지역주민과
접촉하여 자신의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여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여지가 그 전과 비교할 때 상당 부분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의하더라도 무엇이 당해 행위를
경험한 선거인들의 관점에서 당선 또는 낙선의 목적을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여전히 법원의 판단을 필요로 한
다. 선거인들이 당선 또는 낙선의 목적을 명백하게 인식하는 것은 명시
적인 언어표현 이외에도 묵시적인 행동이나 그 당시의 상황 등을 토대로
이를 유추하는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후보자
가 되려는 자가 구체적으로 특정 선거에 출마할 뜻을 밝히면서 지지를
호소한 경우에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물론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
더라도 사전선거운동죄의 처벌대상이 될 것이지만, 그와 같은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연 어느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그
행위를 경험한 선거인들의 관점에서 당선 또는 낙선의 목적의사를 명백
하게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 결국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제시한 새로운 해석론에 따르더라도 선거운동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은 수범자의
입장에서 일정 부분의 예측불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것이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3. 구성요건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현실적인 문제
가. 광범위한 처벌대상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처벌규정이 안고 있는 또 하나의 중대한
문제점은 바로 포괄적인 구성요건 때문에 수사기관의 인지 여부와 자의
적인 판단에 따라 실제로 처벌되는 대상이 달라져서 발생하는 처벌의 불
균형과 그로 인한 법집행의 형평성 문제이다. 앞에서 살펴본 사전선거운
동죄의 처벌 범위에 관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들을 보면, 과거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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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였던 사람
들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지역주민들에게 인사를 하거나 지역현안에 대한
자신의 포부를 밝히면서 지지를 호소하였다는 이유로 사전선거운동죄로
처벌된 사례들을 다수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 중 특정 선거에
대한 출마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거나 선거인들의 관점에서 그와 같은
의사를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선거운동의 개념을 엄격하
게 해석한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
하더라도 사전선거운동죄의 처벌대상에 해당할 것이다.
나. 수사기관의 자의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되는 현실
서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안을 의결한 2016. 12. 9.부터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하기 전날인 2017. 3. 9.까지의 기간 동안 다수의 이른바 ‘대권주자’
들은 전국을 다니면서 잠재적 유권자들인 시민들을 만나거나 언론과의
인터뷰 또는 방송 출연 등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식견과 정책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하였고, 심지어 그 중 일부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기까지 하였다. 위 기간 동안은
대통령선거일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누구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할 수 없었다.353) 위와 같은 대권주자들의 행위는 제
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겠다는 목적의사에 따른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대권주자들이 그러한 목적의사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그 행위를 경험한 일반 시민들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명백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대권주자들의 행위는 선거운동의 개념을 엄격하게 해석한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르더라도 공직선거
법상 사전선거운동죄의 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53) 제19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예비후보자등록이 시작된 날은 헌법재판소의 탄핵결
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된 2017. 3. 10.부터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17.
3. 10.자 보도자료(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www.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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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대권주자들 중 아무도 공직선
거법상 사전선거운동죄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지 아니하였다. 검찰에서
대권주자들을 사전선거운동죄로 수사 또는 기소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명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아마도 위 대권주자들이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로부터 이미 적지 않은
지지를 받고 있고, 아울러 그 중 일부는 국회에서 상당수의 의석을 보유
하고 있는 소속정당들의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검찰에서 이들 중 누군
가를 수사하거나 기소하였을 경우에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특정한
정치세력을 탄압하였다는 강력한 비난여론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의회의원선거에서는 단순히 지역주민들을 만나 인사하고 자신을 알리는
과정에서 우연히 특정선거에서의 출마의사가 외부에 드러나는 행위를 한
사실만으로도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죄로 처벌해왔으면서 대통령선
거의 경우에는 그보다 더 명백하게 자신의 출마의사를 밝히고 지지를 호
소한 경우에도 사전선거운동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집행의 형평
성의 측면에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다. 똑같이 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
였는데 권력이 있는 자는 처벌되지 않고 권력이 없는 자는 처벌된다는
사실을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다. 처벌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방향
이러한 처벌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를 예외 없이 처벌
하여야 한다는 입장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살펴보면, 대권주자들이 위와 같이 평소에 시민들과 접촉하고 언론과 방
송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식견과 소신을 널리 알리는 행위는 그 자체로
유권자들에게 공직후보자가 될 자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이고, 나아가 유권자들이 그러한 방법으로 제공된 후보자에 대한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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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서로 교류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인지 여부가 가려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유권자가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대의민주주
의에서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미와 기능이 제대로 발현되는 형태
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대권주자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형식적으로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죄에 해당함에도 이를 처벌하지 않는 것을 비
난하기보다는, 그와 같이 자연스러운 민주사회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불
법이라고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
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에 관하여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결국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처벌규정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직
후보자들이 자신의 식견과 소신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들이 그에 관
하여 토론하고 판단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인위적으로 특정 시점 이내
로 제한하여 그에 벗어난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대단히 불합리한 구
조를 만들어내었고, 그러한 불합리한 구조에서 수사기관의 자의에 따라
처벌대상이 달라지는 결과가 발생하여 법집행의 형평성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였다. 따라서 애당초 그와 같은 불합리한 구조를 만들어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처벌규정을 폐지함으
로써 수사기관의 자의에 따른 처벌의 불균형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4. 검토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죄는 그 핵심적인 구성요건인 선거운동의
개념을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행위의 태양을 종합적으로 살펴 당선
또는 낙선의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로
해석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
의체 판결에 따라 그와 같은 당선 또는 낙선의 목적을 문제되는 행위를
경험한 선거인들의 관점에서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행위로 한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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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하더라도 여전히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수범자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이와 같은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죄의 구성요건의 포괄성과 불명확성으로 인하
여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진 결과 수사기관의 자
의에 따라 처벌여부가 달라지는 처벌의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여 법집행
의 형평성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처벌규정은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Ⅲ. 소결론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처벌규정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
는 명확성의 원칙에도 저촉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은 사전선거운동 처벌규정 이외에도
선거운동의 주체나 방법 등에 관하여 다양한 금지 • 제한규정들을 두고
있고, 법원의 양형실무에서도 선출직 공직자가 사전선거운동죄의 범죄사
실만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선거운동의 주체나 방법 등에 관한 금지 • 제한규정들이 현행
대로 집행되는 한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처벌규정을 폐지한다고 하
더라도 당장 선거의 공정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는 발생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주체나 방법 등에 대한 각종 금지

•

제

한규정도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앞으
로 국민의 정치의식과 선거문화의 발전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를 폐지하
거나 완화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
안으로는 앞에서 미국과 영국의 입법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거자금
통제 중심의 규제체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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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지금까지 선거운동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의미, 선거운동에 관한 과
거의 입법연혁과 현행 공직선거법에서의 규율내용, 선거운동에 관한 외
국의 입법례,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죄의 구성요건과 그 중 핵심인
선거운동의 인정범위에 관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 및 최근에 선고된 대법
원 전원합의체 판결, 사전선거운동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에 관하여 차례
로 검토하였고, 이를 토대로 사전선거운동 처벌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
지 여부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요약함으로써
결론에 갈음하고자 한다.
선거운동의 자유는 헌법재판소 판례상 ‘널리 선거과정에서 자유로이
의사를 표현할 자유’로 정의되고, 표현의 자유와 자유선거의 원칙에 그
헌법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
운동의 자유는 유권자에게 공직후보자에 관한 풍부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최량의 대표자가 선출되도록 하고, 선거결과에 민주적 정당성
을 부여하며, 대의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한편, 선거운동의 자유를 무제한 허용할 경우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경제력이나 조직력 차
이에 따른 기회의 불균형 현상을 심화시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도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해 법률로써 적절히 그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가
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제한의 범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특히 기성정치인과 정치신인 사이의
실질적인 기회의 균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선거운동에 관한 우리 선거법의 규율 연혁을 살펴보면, 정부 수립 후
최초의 국회의원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널리 보장하였으나, 1958년
제정된 민의원의원선거법에서부터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을 포함하여 선
거운동의 자유를 전면적 • 포괄적으로 규제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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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배경은 신진정치세력의 원내진입을 막기 위한 양대 기성정당의 야합
이었으며, 그 원류는 군국주의 일본의 보통선거법이었다. 그 후 군사독재
시대를 거치면서 원칙적 금지 • 예외적 허용이라는 규제중심의 선거법이
점점 강화되었으며, 민주화 이후인 1994년 개별적 금지 체제로 전환하였
으나,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포괄적인 금지 및 처벌규정을 비롯하여 선거
운동방법에 관한 세밀한 규제조항은 유지되었다. 현행 공직선거법도 선
거운동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한 다음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에 해당
하는 모든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그와 별도로 선거일로부터 일정
한 기간을 정하여 몇몇 행위유형을 개별적으로 금지 • 제한하고 있으며,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선거운동 방법에 관하여 상세한 금지 •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공직선거법의 입법태도에 관하여 학설은 대체로 비판
적이다.
외국의 입법례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선거운동의 자유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법률상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는 대신 선거자금의 모금과 지출 및 회계보고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연방대법원은 지나치게 엄격한 선거자금 규제는 헌
법에 위반된다는 입장이다. 독일도 선거운동에 대한 법적 규제가 거의
없고, 정당간의 합의에 의한 자율적 규제와 선진적인 정치문화에 의하여
선거운동이 공정하고 질서 있게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의 경우 선거운동
에 대한 규제는 거의 없으나, 선거운동비용에 관하여는 그 총액을 낮게
설정하는 등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선거운동기간에
대한 제한이 존재하지만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처벌하는 규정은 없고,
나아가 공무원의 선거운동 제한이 완화되어 있는 등 선거운동의 주체와
방법 등에 관하여 폭넓은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일본은 서구 국가들과
달리 선거운동기간의 제한과 함께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허용이라는 규
제 중심의 선거법제가 정착되어 있고, 이는 1925년 보통선거법에서 시작
하여 군국주의 시대에 완성된 선거운동 규제체계가 제2차 세계대전이 끝
난 이후 오늘날까지 유지되어온 결과이다.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선거운동기간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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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선거운동을 하되, 법률상 선거운동기간 전에 허용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을 요한다. 그 중 핵심적인 구성요건은 바로 선거운
동인데, 종래의 학설에 의할 때 선거운동의 개념은 ① 특정한 후보자를
② 특정한 선거에서 ③ 당선 또는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하는 ④ 당선
또는 낙선에 직접 • 간접으로 필요하거나 유리한 행위로서 ⑤ 선거인에
대한 행위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대한 단순한 의견개진, 입후
보와 선거운동의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

반

대의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활동, 명절 등에 문자메시지로 하는 의례적
인사말을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학설과 판
례는 일정한 직무상 • 업무상 행위와 의례적 • 사교적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사전선거운동죄의 핵심적 구성요건인 선거운동의 인정범위에 관하여
기존의 판례는 명시적으로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며 지지를 호
소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명시적인 의사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행위의 시기 • 장소

•

방법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특정 선거에 대한 당선

또는 낙선의 목적으로 가지고 능동적 • 계획적으로 한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모두 사전선거운동죄로 처벌하였다. 이와 달리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서 사전선거운동죄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는 당내경선운동,
선거운동 준비행위, 의례적 행위, 직무상 행위 등 법률상 • 해석상 특별히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보는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와 같
은 예외적인 사유와 무관하게 기존 대법원 판례에 의한 선거운동의 개념
표지인 당선 또는 낙선의 목적의사를 가지고 능동적 • 계획적으로 한 행
위임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전형적인
경우는 많지 않았다.
한편,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
견은 기존의 판례와 달리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행위자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행위를 경험한 선거인들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 대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를 인식할 수 있었다는
명백한 사정의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보면서, 선거인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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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특정 선거에 대한 출마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선거인들을 접촉하여 해당 정치인에 대한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임으로써
정치적 지지기반을 다지는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사전선거운동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였다. 다수의견은 그 논거로 ①
공직후보자에 관한 풍부하고 정확한 정보제공, ② 통상적인 정치활동 보
장, ③ 선거에서의 기회균등, ④ 형벌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 ⑤ 공직선
거법의 전체적인 입법태도가 선거일에서 멀리 떨어진 시점의 행위일수록
폭넓게 허용하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하여 반대의견은 명시적으로 특정 선거의 당락을 위한 목적의
사가 드러난 경우는 물론이고 행위의 태양을 관찰하여 행위자에게 그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기
존 판례의 해석론을 고수하면서 그 논거로 ① 선거의 공정성과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해할 우려, ②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가 입법자의 역할인 점,
③ 공직선거법의 전체적인 입법태도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루어진 당선
또는 낙선의 목적의사가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원칙적으로 사전선거운동
죄로 처벌하면서 그와 별도로 선거일 전 각 기간에 따른 개별적인 처벌
규정도 적용하는 취지라고 해석해야 하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의 규제를 통
해 통상적인 정치활동까지 과도하게 제약하고 현직자와 정치신인 사이에
기회의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사전선거운동죄의 처벌
범위를 좁게 해석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의미를 살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반대의견은 선거운
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은 입법자의 역할이라고 비판하지만, 기득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에 의하여 실제로 그와 같은 개정입법이 이루어지리라고
쉽게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단 현실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
어낸 다수의견이 입장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조치가 자칫 오랫동안 정착시켜온 선거의
공정성을 흔들 수 있고, 조직력과 경제력의 차이에 따른 또 다른 기회의
불균형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반대의견의 문제의식에는 충분히 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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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전선거운동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에 관하여 살펴보면, 선출직 공직
자가 자신이 당선된 선거에 관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만
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들 중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된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법원의 양형실무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하여 사전선거운동죄의 가벌성을 비교적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처벌규정에 관하여 학설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기회의 불균형, 구성요건의 불명확성, 입법연혁과 외국의 입
법례 등을 이유로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보거나, 최소한 위 규정이 선
거운동의 자유 보장의 관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이다. 이와 달리 헌법재판소는 사전선거운동 처벌규정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
을 견지하고 있다.
사전선거운동 처벌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적
용할 심사기준에 관하여 학설은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로 나뉘고, 헌법재판
소는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설시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완화된 합리성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거운동의 자
유가 가지는 헌법적 의미와 중요성 및 사전선거운동 처벌규정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입법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사전선거운동 처벌규정에 대한 위헌심사는 과잉금지원칙을 내용으로
하는 엄격한 심사기준에 따라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처벌규정은 ① 후보자들 사이의 기회의 균
등을 통한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②
실제로는 기성정치인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정치신인들의 성장을 억제
하여 실질적으로 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어 위와 같은 입법목적
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③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포괄적인 금지규정이
없어도 이미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주체와 방법 등에 관한 다양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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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 제한규정이 존재하여 당장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할
염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선거운동 자체에 대한 규제 대신 선거
자금통제 중심의 규제체계를 도입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
므로 침해의 최소성에도 위반되며, ④ 선거의 공정성을 명분으로 그보다
상위의 법익인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미와 기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법익의 균형성마저 상실하였다. 결국 공직선거
법상 사전선거운동 처벌규정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의 자
유를 침해하고 있다.
나아가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죄는 그 핵심적인 구성요건인 선거
운동의 개념을 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물론이고,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석하더라도 여전히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
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수범자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예측하기가 쉽지
않고, 이와 같은 구성요건의 포괄성과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진 결과 수사기관의 자의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처벌의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여 법집행의 형평성 차원
에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사전선거운동 처벌규정은 죄
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위와 같이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처벌규정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를 폐지하고, 그 대신 영국과 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선거비용에
대한 통제를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독일에서처럼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치문화를 토
대로 정당간의 합의에 의한 자율적인 규제로 선거가 치러지도록 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러한 개혁입법은 우리나라의 정치문화와 시민의식이 발전함에
따라 그 수준에 맞추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특히 기성정치인들의
중대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쉽게 그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일단 현행 공직선거
법의 체제하에서도 사전선거운동죄의 처벌범위를 좁게 인정하여 선거운
동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의미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해석론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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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러한 이유에서 앞서 본 대법원 2016. 8. 26. 선
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단히 전향적인 의미가 있는 판결
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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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Restriction on
the Election Campaign Period
Kim Yu-shin
Department of Law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freedom of election campaigns carry an important constitutional
meaning because it provides the voters abundant and accurate
information about the candidates thereby enabling the best candidate
to be elected, it also give the election result democratic legitimacy, it
remedies the weakness of the representative system and it promotes
the political awareness of the people. Although the freedom of
election campaigns can be restricted for a fair election and equal
opportunity, excessive restriction can't be allowed because of the
constitutional significance of the freedom of election campaigns.
Nevertheless present Public Officials Election Act of Korea, which is
affected by the reflections on the past elections of authority and
plutocracy, defines the concept of 'election campaign' and prohibits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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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s that are included in the concept before the statutory election
campaign period. Scholars are generally critical of this legal provision.
Foreign legislations, except Japan, seems to have broadly allowed
freedom of election campaigns in general. In the United States,
election campaigns are almost unrestricted. Instead, they regulate the
raising and expending of election campaigns fund in detail. But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declared

that

excessive

restriction on election campaigns fund is unconstitutional. In Germany,
there are few regulations on election campaigns, but the elections are
held fairly and orderly by means of the autonomous agreements
among the political parties. In United Kingdom, there are also few
regulations on election campaigns, but they control the election
campaign fund very hard and strictly. In France, they restrict the
period of election campaigns, but permit broad freedom about the
subject and method of campaigns. In Japan, unlike Western countries,
a regulation-based election act has been settled.
To constitute the violation of campaign period limits in Public
Officials Election Act of Korea, the violator is needed to do election
campaigns before the election campaign period, but the allowed
campaigns by law.
Supreme Court of Korea had punished not only those who appealed
for support expressing their intention to run for a particular election
explicitly, but also those who are recognized as having performed
active and planned acts with a purpose of election in a particular
election by observing the timing and method of the behavior for the
violation of campaign period limits.
Meanwhile,
precedents

on

Supreme
August

Court
26,

of

2016.

Korea

changed

Supreme

Court

its

existing

acquitted

the

defendants who contacted the local people to establish a political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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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revealing the purpose to run for a particular election explicitly,
but were prosecuted for the violation of campaign period limits,
saying that a judge has to judge whether a certain behavior
corresponds to an election campaign by considering whether the
electors who experienced the behavior were able to recognize the
actor's intention to be elected, not whether the actor really intended
to be elected in his mind.
This judgment has resulted in substantial saving the constitutional
significance of the freedom of election campaigns narrowing the range
of penalties for violations of campaign period limits with a critical
perspective that Public Officials Election Act is constraining ordinary
political activity excessively under the pretext of regulating election
campaigns and causing an imbalance between established politicians
and political newcomers. Against this judgment, 3 Justices expressed
their opinion that expanding the freedom of election campaigns is up
to lawmakers, not the judiciary.
The article limiting the period of election campaigns in Public
Officials Election Act violates the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results the imbalance of opportunities between those who have power
and those who do not. Also its introduction process in Korean history
was not justified, and it is hard to find the analogy in politically
advanced countries.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abolish the limit of
the period of election campaign and the other complex regulations on
election campaigns and move on to a fund control system. Once
under current law,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theory narrowing the
range of penalties for violations of campaign period limits, according
to the recent judgment of Supreme Court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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