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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정당해산결정과 의원의 지위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을 구분하여 논하고 있지 않다는 점,

논의의 단계적․층위적 구분 없이 의원직의 유지․상실 여부

로만 논의 지점을 일원화하고 있다는 점, 파생되는 여러 후속

논점들에 대한 고찰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대상을 지방의회

의원으로만 국한하여 정당해산결정과 지방의회의원의 지위의

관계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먼저 국회의원과 구별되는 지방

의회의원에 고유한 논의를 위하여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차이점을 살펴본다. 지방의회의원은, 입법 기관이 아니라 행정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 직무․역할․권한이 영역적

으로나 권력적으로나 제한된다는 점, 직무․역할이 미시적인

성격을 띤다는 점, 그리고 지위․행위․활동의 규범적 층위가

법률 단계에 위치한다는 점 등에서 국회의원과 차이가 있다.

위와 같은 차이점에 주안을 두면, 지방의회의원이 행사하는

힘이나 추구하는 가치․지향하는 이념은 이미 형성되어 있는

국가의 구체적인 질서를 뛰어넘을 수 없고 그 질서의 형성에

반영될 수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방어적 민주주의의

실현이나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정당해산결정

으로 해산되는 정당 소속 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킬

필요는 없다. 오히려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운용에도 적용되어야

할 ‘비례성의 원칙’을 따른다면 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정당해산결정의 본질로부터 유래하는 효력이라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위와 같은 차이점에 주안을 두면, 정당해산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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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에 미치는 영향은 체계적으로 법률적

층위에 위치하는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즉 이는 헌법이 직접

규율할 필요가 없고 법률로써 정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

결국 정당해산결정이 내려지더라도 해산되는 정당 소속 지방

의회의원들이 정당해산결정의 본질적 효력에 따라 의원직을

당연히 상실하는 것은 아니며, 그 의원직의 상실 여부는 법률

로써 정할 수 있는 문제이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

문제이다.

그런데 현행 법체계 내에는 ‘정당해산결정이 내려지면 해산

되는 정당 소속 지방의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취지의

법률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의

‘해산’을 자진해산만으로 축소해석 함으로써 위 조항을 그러한

법률 규정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는 위 조항의 문언적

해석상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현행 법체계를 전제로 하여

서는,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이 있더라도 해산되는 정당

소속 지방의회의원들의 의원직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

하며, 지역구 / 비례대표를 불문하고 해당 정당 소속 지방의회

의원들은 의원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논지에 따른다면,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해산된 정당 소속 비례대표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를 놓고 벌인 일련의 행위는 모두 위법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들이 각

지방의회의 의정 활동에서 상당 기간 배제됨으로써 지방자치

단체의 결정에 지방의회의원으로써 대표되는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고자 한 헌법의 의사나 요청이 훼손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실재적(實在的)으로도, 위와 같이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들이 의정 활동에서 배제된 기간에 이루어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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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의결들은 그 지방의회의원들의 심의권․표결권을

침해한 하자가 있으나, 적어도 현행 법체계와 법원 또는 헌법

재판소의 판례에 따를 경우 이를 이유로 그 의결들의 효력을

다투거나 부정하기는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또한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위와 같은 일련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나아가 위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들은

의정 활동에서 배제된 기간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였고 지금까지도 이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보이는

바, 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마땅히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이 역시 그 지방의회의원들의 주관적 권리를 만족시키는 데

그칠 뿐 앞서 본 바와 같은 헌법 훼손을 해소하는 것은 아니

라는 한계가 있다.

결국 정당해산결정 이후 지방의회의원의 지위를 둘러싸고

발생한 실재적 문제들은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채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하겠다. 향후 다시 발생할지도 모를 유사한 일에

대비하여 입법적으로라도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정당해산결정, 지방의회의원, 행정 기관으로서의 성격,

비례성의 원칙,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 의원의 지위

학 번 : 2012-2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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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처음으로 정당해산결정이 내려진 지도

어느덧 5년을 훌쩍 넘는 시간이 지났다. 5년이라는 긴 시간의 흐름

에도 불구하고 정당해산결정이 불러온 몇 가지 혼란은 아직도 해결

되지 않은 채로 진행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결정과 함께

선고한 해산되는 정당에 속한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을 둘러싼

문제는 2016년 5월로 해당 국회의원들의 원래 임기가 만료하고 그

다음 대 국회의원들의 임기마저 끝난 현재까지도 법원에서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에 뒤이어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등이 일정한 사실행위를 함으로써 촉발된 해산된 정당

소속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퇴직 처리를 둘러싼

문제 역시 2018년 6월로 해당 지방의회의원들의 임기가 만료하고

그 다음 대 지방의회의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현재까지도 확정적인

해결 없이 법원에서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후자의 문제, 즉 해산된 정당 소속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들의 의원직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의 차원뿐만 아니라 학계

에서도 시간의 흐름만큼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우선

정당해산결정이 내려지기 전후를 불문하고 지방의회의원만을 독자

적인 대상으로 삼아 정당해산결정과 지방의회의원의 지위의 관계를

논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이 있고 난

후에 지방의회의원을 본격적인 논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연구가

비로소 상당수 나타났지만, 이러한 연구들도 국회의원과 묶어 지방

의회의원을 논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국회의원에 관한 논의를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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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원에게로 확장하는 데 그칠 뿐, 지방의회의원에 특유한 논의

로는 전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다는

점만 공통적일 뿐, 이를 제외한 여러 가지 면에서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즉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동일선 상에서 같이 논하여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의 지위와 지방의회

의원의 지위는 구분해서 별도로 논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의 논의를

다른 하나를 논하는 데에 참고할 수는 있을지언정 이를 원용하거나

확장하는 수준에 머무를 수는 없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정당해산

결정과 지방의회의원의 지위의 관계를 논한 기존의 연구들은 분명

한계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방

의회의원에 특유한 논의로서 정당해산결정과 의원의 지위의 관계를

논하고자 한다. 즉 정당해산결정이 지방의회의원의 지위에 미치는

영향의 문제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특수성과 차별성을 반영하여

국회의원의 경우와는 다른 지방의회의원에 고유한 논의를 정립함이

본 논문에서 하고자 하는 연구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의 과정에서 기존의 연구들이 정당해산결정과 의원의

지위의 관계를 놓고 여러 가지 쟁점들을 혼재하여 진행하던 논의를

질적으로 체계화하는 작업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 밖에도 위와 같이

정립한 정당해산결정과 지방의회의원의 지위에 관한 고유한 논의를

바탕으로, 정당해산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 소속 비례대표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를 둘러싸고 현실에서 실제로 발생하거나 진행 중인

문제들에 대하여 나아가 평가나 검토를 하여 보는 것도 본 논문이

목적하고자 하는 바 중의 하나이다.

물론 앞서 본 것처럼 정당해산결정이 내려진 지 이미 5년 넘는

긴 시간이 흘렀고 논의와 직접 관련이 있는 해산된 정당 소속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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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지방의회의원들의 임기도 만료한 상황에서, 이러한 연구가 헌법

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 이후 위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들의 지위를

둘러싸고 현실에서 발생한 문제들 중 이미 해결이 되었거나 해결될

여지가 없어져 버린 문제들에 대해서까지 시사점을 줄 수 없음은

자명하다. 그러나 위 문제들 가운데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로

진행 중인 문제들이 남아 있을 뿐 아니라, 정당해산결정과 지방의회

의원의 지위의 관계에 대한 명백한 입법적 해결이 있을 때까지는

본 논문에서 논하고자 하는 문제들은 언제든 다시금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도 본 논문이 논하고자 하는 바는

여전히 연구의 필요성이나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제2절 연구의 순서와 방법

이상에서 언급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정당해산

결정과 의원의 지위에 관한 선행 연구들과 판례, 즉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2장에서는 이를 검토

하여 보기로 한다. 검토 방법으로는 당연하게도 단행본과 논문 등

연구 문헌들과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살펴보고 분석하는 방법을

활용할 것이다. 특기할 점은 선행 연구들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결정이 있기 전과 후를 시간적 순서에 따라 대비하여 살펴봄이

연구의 경향성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므로, 위

정당해산결정을 기준으로 놓고 통시적인 관점에서 검토하는 방법을

취한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제2장의 검토 결과, 특히 선행 연구들과

판례의 한계점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의 근본적인 주제인

지방의회의원에 특유한 정당해산결정과 의원의 지위의 관계에 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정당해산결정이 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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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의 지위에 미치는 영향의 문제를 이론적으로 고찰하는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지방의회의원의 특수성과 차별성을 반영하겠다는 본

논문의 기본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로서 먼저 국회의원과 지방

의회의원의 차이점을 살펴본다. 그런 다음 현행 법체계 하에서 정당

해산결정과 지방의회의원의 지위의 관계를 검토하는데, 여러 쟁점이

하나로 혼재되어 이루어지던 기존의 논의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몇

가지로 논점을 나누어서 살펴본다.

나아가 위와 같은 이론적 고찰이 끝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4장에서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에 뒤이어 해산된 정당 소속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들의 지위를 둘러싸고 현실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간추려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위 정당

해산결정 이후의 경과를 살펴보고, 그 경과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몇 가지 문제를 검토할 것인데, 그중에서 특히 위 비례대표지방의회

의원들이 의정 활동에서 배제된 기간에 이루어진 의결들의 효력이

주된 검토 대상으로 등장할 것이다. 제4장의 논의는 현실적인 문제

들에 대한 검토이므로 실증적 방법, 즉 법원의 판결․결정이나 헌법

재판소의 결정 등 실무의 태도에 입각하여 살펴보는 방법을 주로

취하게 될 것이다.

한편 본 논문의 작성과 관련하여 일러둘 사항은 다음과 같다.

본 논문에서 ‘정당해산결정과 의원의 지위’ 또는 ‘의원직 유지․상실’

이라는 표현은 관계적인 의미임을 전제로 한다. 즉 ‘정당해산결정과

의원의 지위’라고 표현한 경우 달리 말이 없어도 정당해산결정이 그

결정으로 해산되는 정당 소속 의원의 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한

양자의 관계를 뜻하는 의미로 이해하여야 하고, ‘의원직 유지․상실’

이라고 표현한 경우 역시 달리 말이 없어도 정당해산결정으로 해산

되는 정당 소속 의원의 의원직 유지․상실을 뜻하는 관계적 의미로

이해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술적(記述的)인 차원의 사항으로서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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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서 참고 문헌을 거시할 때 앞서 본 통시적 방법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일 년에 여러 차례 간행되는 정기간행물 내의 문헌의 경우

발표 연도뿐만 아니라 발표 월까지 특정하여 기재하기로 하고, 또한

헌법이나 법률을 거시할 때 ‘현행’이라는 말은 달리 표시가 없어도

본 논문의 작성을 완료할 무렵인 2020년 6월 20일 현재 시행 중인

것을 가리킨다고 이해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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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선행 연구들과 판례에 대한 검토

제1절 검토 방향

1960년 헌법에서 정당해산심판제도를 도입한 이래로 정당해산

결정과 의원의 지위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다. 따라서

지방의회의원의 지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본 논문에서 그 연구

들의 내용을 다시 자세히 언급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므로,

여기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의 지위를 논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그

연구들을 큰 갈래로 묶어 소개하는 것으로 검토의 방향을 정하고자

한다. 그런데 정당해산결정과 의원의 지위에 관한 연구들의 양상은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헌정 역사에서 처음으로 정당해산결정(헌법

재판소 2014. 12. 19. 선고 2013헌다1 전원재판부 결정, 이하에서는

‘2013헌다1 결정’이라고만 한다)을 한 이후로 다소 달라졌다고 본다.

즉 2013헌다1 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한 해산되는 정당 소속 국회

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 선고와 그에 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위 정당 소속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들에 대한 일련의 행위로

말미암아 정당해산결정이 의원의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문제가

주된 쟁점으로 부각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논의의 폭이나

내용이 보다 구체화되고 심화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양상의 변화에

착안하여 본 장에서는 2013헌다1 결정이 있기 전까지의 연구들을

먼저 살펴본 다음 헌법재판소의 2013헌다1 결정을 살피고 그 결정

이후의 연구들을 나아가 살펴보는 통시적인 방법으로 검토를 진행

하기로 한다. 그리고 본 장의 말미에서는 위와 같이 살펴본 그간의

연구들이 가지는 한계점을 논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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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2013헌다1 결정 전의 연구들

1. 개관

정당해산결정과 의원의 지위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정당해산결정으로 해산되는 정당에 속한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유지

하는지 여부’라는 단일한 쟁점으로 문제를 단순화하여 논의를 진행

하였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2013헌다1 결정을 하기 전까지 정당해산

결정이 의원의 지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을 나누어 살핀 연구들은 많지 않았다. 즉 2013헌다1 결정 전에

정당해산심판제도를 연구한 문헌들은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에

따라 정당이 해산될 경우 해산되는 정당에 속해 있는 국회의원의

자격이 유지되는지를 논하거나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채로 해산되는 정당에 속한 의원이 그 직위를 유지

하는지 상실하는지를 논하였다. 한 예로 정당해산심판제도에 관한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단행본으로 보이는 �정당해산심판제도에

관한 연구�는 “정당해산심판결정의 효력”을 설명하면서 “국회의원의

자격상실 문제”로 제목을 한정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1). 논문들도

마찬가지인데, 예컨대 2013헌다1 결정 직전에 발표된 논문인 ｢통합

진보당 문제를 통해 본 위헌정당해산심판과 의원의 자격｣은 “의원의

자격”이라는 그 제목에도 불구하고 ‘위헌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이

1) 이성환․정태호․송석윤․성선제, 정당해산심판제도에 관한 연구(헌법재판연구

제15권), 헌법재판소, 2004년, 264-267쪽. 다만 위 문헌은 해당 제목의 지면에서

대부분 국회의원의 자격 유지 여부에 관하여 논하면서도 마지막에 “국회의원

외의 다른 선거직 의원인 광역자치단체의회나 기초자치단체의회의 의원이나

이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도 주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되었으므로 국회

의원에 준하여 그 직위를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라고

함으로써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도 별도로 간략한 언급을 하고 있기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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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을 유지하는지’로만 한정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2).

2013헌다1 결정이 있기 전까지 진행된 연구들을 큰 갈래로

묶으면, ① 정당해산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되더라도 그 정당에 속한

(국회)의원은 직위를 유지한다는 견해, ② 정당해산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되면 그 정당에 속한 (국회)의원은 직위를 상실한다는 견해, ③

정당해산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되면 그 정당에 속한 (국회)의원 중

지역구의원은 직위를 유지하고 비례대표의원은 직위를 상실한다는

견해, ④ 정당해산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되는 경우 그 정당에 속한

(국회)의원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직위 상실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을 각각 의원직 유지설, 의원직

상실설, 지역구 / 비례대표 구분설, 개별적 판단설로 명명하여 아래

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2. 의원직 유지설

2) 양삼석․장병연, “통합진보당 문제를 통해 본 위헌정당해산심판과 의원의 자격”,

대한정치학회보 제22집 제4호, 대한정치학회, 2014년 11월, 328-330쪽. 그 밖에

김철용․김문현․정재황, 헌법재판 절차의 개선을 위한 입법론적 연구(헌법재판

연구 제4권), 헌법재판소, 1993년, 331-335쪽; 장명봉,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심판”, 헌법재판의 이론과 실제(금랑 김철수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1993년, 596-597쪽; 김문현, “정당해산심판에 관한 소고”, 성균관법학 제19권

제2호,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07년 8월, 12-13쪽; 정만희, “정당해산심판

의 헌법적 쟁점 — 정당해산심판의 요건과 효과를 중심으로 —”, 공법연구 제42

집 제3호, 한국공법학회, 2014년 2월, 130-135쪽; 전민형, “정당해산심판 결정의

유형과 법적 효과”, 안암법학 제44호, 안암법학회, 2014년 5월, 501-509쪽;

이한태, “위헌정당해산제도에 관한 소고 — 통합진보당 사건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제25권 제2호,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년 9월, 132-137쪽도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의 신분 유지 여부로만 한정하여 문제를 논의하였다. 한편

최희수, “위헌정당해산제도에 관한 연구”, 정당과 헌법질서(심천 계희열 박사

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1995년, 471-473쪽; 이성환, “현행 정당해산심판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세계헌법연구 제10호,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04년 12월,

204-205쪽은 명확한 구분 없이 “의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국회의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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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견해는 이론적으로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과 자유위임을

강조하고 있고, 체계적으로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 형식을 언급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형사처벌이나 국회를 통한 해결 가능성을 제시

하고 있다.

먼저 이론적인 면에서는, 정당국가라는 측면보다 국민주권의

이념에 충실하여 국회의원은 일차적으로는 국민의 대표이지 정당의

대표가 아니고 국민 대표로서의 지위가 정당 대표로서의 지위보다

더욱 우월하다고 해석하여야 하기 때문에, 주권자인 국민에 의하여

선임된 국회의원은 소속한 정당의 해산만으로는 국민의 대표성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한다3). 그리고 국회의원의 활동에 관해서는 자유

위임의 원리가 정당 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정당해산결정이 독자적 정당성을 가지고 자유위임 관계에

있는 의원의 신분 상실까지 가져온다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한다4).

또한 체계적인 면에서, 1962년 헌법이 제38조로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이 해산된 때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는 규정을 두었던

반면 현행 1987년 헌법이나 법률에는 자격 상실에 관하여 아무런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입법자의 의사가 위 1962년 헌법의 규정과는

반대로 바뀐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공직선거법5) 제192조 제4항

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3) 이성환․정태호․송석윤․성선제, 앞의 책, 266쪽. 비슷한 취지로 전광석, 한국헌

법론(제8판), 집현재, 2013년, 130쪽

4) 김철용․김문현․정재황, 앞의 책, 333쪽(다만 이 책에서는 현행 헌법의 해석상

위와 같이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도, 입법론적으로는 헌법에 명문 규정을 두어

정당해산결정 시에는 해산되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신분을 상실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같은 책 334-335쪽 참조). 본문에 관하여 비슷한 취지로

이준일, 헌법학강의(제5판), 홍문사, 2013년, 215쪽; 양건, 헌법강의(제5판), 법문

사, 2014년, 185쪽

5) 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에는 법률명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

방지법”이었으나, 위 개정 전후로 현재까지 제192조 제4항 중 아래에서 인용하는

부분의 문언이나 내용에는 변경된 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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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

에는 국회법 제1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으

므로 그 해석상 지역구국회의원은 퇴직간주 되는 경우가 없고 비례

대표국회의원도 소속 정당이 해산된 때에는 퇴직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6).

한편 현실적인 면에서도, 만약 개별 국회의원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형사처벌로 인하여 피선거권

을 상실함으로써 국회의원직을 당연히 상실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형사처벌과 관계없이 국회의 자격심사나 징계를 통하여 그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실제상 어려운 문제가 없다고 한다7)8).

3. 의원직 상실설

이 견해는 이론적으로 방어적 민주주의와 정당제 민주주의9)

를 강조하고 있고, 실증적으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6) 이성환․정태호․송석윤․성선제, 앞의 책, 265-266쪽. 비슷한 취지로 김철수, 헌

법학신론(제21전정신판), 박영사, 2013년, 1803-1804쪽; 이성환, 앞의 글, 204쪽;

김문현, 앞의 글, 13쪽; 정만희, 앞의 글, 135쪽(이 글은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

결정을 하더라도 법률 규정이 없는 한 의원직 상실을 명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

하며 해산되는 정당 소속 의원의 자격 상실 여부는 별도로 국회의 자격심사와

징계 절차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해결함이 옳다’고 하여 적어도 현행 법체계를

전제로는 의원직을 유지한다는 견해를 취한다고 평할 수 있다. 다만 그러면서도

이 글은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원직 상실을

결정하더라도 당해 의원들은 그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원직의 상실을 인정하는 다소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민형, 앞의 글,

505-509쪽

7) 이성환․정태호․송석윤․성선제, 위의 책, 266쪽

8) 이외에도 이성환, 위의 글, 204쪽은 ‘공무담임권의 보장’이라는 측면도 의원직을

유지한다는 논거의 하나로 들고 있다.

9) 독일 법학의 “parteienstaatliche Demokratie”를 번역한 말이다. ‘정당국가적 민주

주의’ 또는 ‘정당국가론’으로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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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인 면에서는, 정당해산심판제도가 방어적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에서 입안되었기 때문에 해산되는 정당의 활동

주체인 소속 국회의원의 신분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 해산의 실효성

확보와 헌법 보호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한다10). 또한 오늘날 정당제

민주주의 하에서는 유권자가 후보자 개인의 인물보다는 그가 소속

하는 정당을 투표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헌정당임

을 이유로 해산된 정당에 소속하는 의원들로 하여금 계속 의원직을

보유하게 하는 것은 정당제 민주주의의 원리와 모순된다고 한다11).

한편 실증적인 면에서도,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1952년 10월

23일 사회주의제국당(SRP)에 대한 위헌판결에서 ‘정당의 위헌성이

확인되면 당해 정당 소속 의원의 연방의회․주의회 의원직은 상실

된다’고 하였고, 그 판결의 취지가 1956년 8월 17일 독일공산당

(KPD)에 대한 위헌판결에서도 확인되었으며, 이후 독일에서는 연방

선거법에 ‘위헌정당해산 시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명문 규정을 두어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한다12).

4. 지역구 / 비례대표 구분설

이 견해는 민주적 정당성을 놓고 보았을 때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의 직위를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의하여 전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의원의 제명을 통치행위의 한

유형으로 보아 사법적 판단을 지양하도록 한 헌법 제64조 제4항의

10) 양삼석․장병연, 앞의 글, 329쪽. 비슷한 취지로 권영성, 개정판 헌법학원론(2010

년판), 법문사, 2010년, 197쪽; 홍성방, 헌법학(상)[제2판], 박영사, 2013년, 149쪽;

정종섭, 헌법학원론(제9판), 박영사, 2014년, 1537쪽

11) 권영성, 위의 책, 197쪽

12) 장명봉, 앞의 글, 596-597쪽. 비슷한 취지로 권영성, 위의 책, 197쪽; 양삼석․장

병연, 위의 글, 3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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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에 비추어 볼 때에도 그러하다고 한다.

이러한 전제에서 지역구의원의 경우 국민의 대표성과 그에

대한 자유위임 관계를 보았을 때 헌법재판소의 판단만으로 그 직을

상실시키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비례대표의원은 국민의

대표성도 있고 자유위임 관계에도 있으나 특히 정당의 대표성 역시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비례대표의원에 대한 지지는 곧

정당에 대한 지지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당이 정당해산결정을 받았

다면 그들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은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들

에 대한 자유위임 관계보다는 헌법 보호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비례

대표의원은 그 대표성이 박탈되어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한다13).

5. 개별적 판단설

이 견해는 정당해산결정과 의원직 상실을 연계시키는 것은

일응 정당하며 의원직 상실에 관한 헌법이나 법률 규정이 없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의원직 상실을 선고할 수 있고 입법자가 의원직 상실

여부에 관하여 법률 규정을 둘 수 있음도 물론이지만, 방어적 민주

주의의 결과로 의원직 상실 효과가 나타난다면 방어적 민주주의의

적용상의 한계가 준수되어야 하므로 비례성의 원칙에 따른 방어의

필요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의원직 상실 여부는

정당해산심판절차의 개시 시(정부의 제소 시)에 헌법적대적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과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있었던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그것은 의원 각 개인에 대한 개별적 판단에 따라야 하며, 법

정책적으로 볼 때 법률이 입법을 통하여 의원직 상실 규정을 두는

경우에도 획일적인 규정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14).

13) 이한태, 앞의 글, 137쪽. 비슷한 취지로 구병삭, 신헌법원론(제2전정판), 박영사,

1995년, 11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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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헌법재판소의 2013헌다1 결정

1. 정당해산심판의 청구와 정당해산결정

정부는 2013년 11월 5일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헌법

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였다. 당시 정부는 정당의 해산을

구하면서, 청구 대상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15)의 의원직 상실도 함께

구하였으나, 해당 정당에 속한 지방의회의원들16)에 대해서는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않았다(문서 1 정당해산심판청구서17) 참조).

헌법재판소는 위 청구에 대하여 2014년 12월 19일 정당해산

결정(2013헌다1 결정)을 하면서, 결정 시를 기준으로 해당 정당에

속하여 있던 국회의원 5명(지역구 3명, 비례대표 2명)18)이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선고도 함께 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로

위 결정의 주문과 이유에서 해산되는 정당에 속한 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아래에서는 의원직

상실에 관한 부분으로만 한정하여 2013헌다1 결정의 내용을 살펴본

다음 그에 대한 간략한 평가를 해보기로 한다.

14) 최희수, 앞의 글, 473쪽

15) 정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 시를 기준으로 보면 청구 대상 정당에 속하여 있던

국회의원들은 모두 6명(지역구 4명, 비례대표 2명)이었다.

16) 정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 후인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가 실시됨으로써 그

청구 시와 헌법재판소의 2013헌다1 결정 시까지 사이에 전국 지방의회의 인적

구성이 변경되었다. 2013헌다1 결정 시를 기준으로 보면 청구 대상 정당에 속

하여 있던 지방의회의원들은 모두 37명(지역구 31명, 비례대표 6명)이었다.

17) 본 논문의 말미에 [문서 1]로 첨부한 것을 가리킨다. 이 문서는 헌법재판소에

직접 심판기록복사신청을 하여 제공받은 정당해산심판청구서 중 청구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18) 정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 시와 헌법재판소의 2013헌다1 결정 시까지 사이에

지역구국회의원 중 1명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되어 해당 국회의원이 퇴직함

으로써 결정 시에는 5명의 국회의원만이 남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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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3헌다1 결정의 내용

헌법재판소는 2013헌다1 결정에서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라는 별도 항목으로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으로

위헌정당이 해산되는 경우에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그 의원직을

유지하는지 상실하는지에 대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지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 소속 국회

의원은 모두 그 의원직이 상실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논거를 제시하였다.

“정당해산심판제도의 본질은 그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을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과정에서

미리 배제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

어떠한 정당을 엄격한 요건 아래 위헌정당으로 판단하여 해산을

명하는 것은 헌법을 수호한다는 방어적 민주주의 관점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이러한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 …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으로서

정당기속과 무관하게 국민의 자유위임에 따라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고 실현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지,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위헌적인 정치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활동을 계속하는 것까지

보호받을 수는 없다. … 만일 해산되는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의원직을 유지한다면 그 정당의 위헌적인 정치이념을

정치적 의사 형성과정에서 대변하고 또 이를 실현하려는 활동을

계속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그 정당이 계속

존속하여 활동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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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해산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지 않는 것은

결국 위헌정당해산제도가 가지는 헌법수호의 기능이나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과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고, 나아가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을 제대로 확보할 수 없게 된다.”

3. 결정 내용에 대한 평가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제도의 본질을 방어적 민주주의로

보아 위헌적인 정당에 대하여 정당해산결정을 하는 비상적인 상황

에서는 방어적 민주주의가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과 자유위임 원리

보다 우선하며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하기 때문에

정당해산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되는 경우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모두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입장이 앞서 제2절에서 살펴본 견해들

중 의원직 상실설과 같이 해산되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면 일률적

으로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입장인지, 아니면 개별적 판단설과 같이

해산되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마다 개별적으로 의원직 상실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되 2013헌다1 결정의 사안에서는 개별적 판단을 해본

결과 해산되는 정당에 속한 모든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여야

한다는 입장인지는 명확하지가 않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

으로 해산되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정당해산심판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있는지 여부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하고, 그 국회의원이 지역구에서 당선되었는지, 비례대표로 당선되

었는지에 따라 아무런 차이가 없이, 정당해산결정으로 인하여 신분

유지의 헌법적인 정당성을 잃으므로 그 의원직은 상실되어야 한다.”

라는 판시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헌법재판소는 의원직 상실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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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입장, 즉 해산되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면 일률적으로 의원

직을 상실한다는 입장을 취한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상과 같이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관하여 판단하면서도, 해산되는 정당 소속 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

유지․상실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태도는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을 시도해 볼 수 있다. 하나는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되고 그 정당에 속한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더라도 해당 정당 소속 지방의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한다고 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해산되는 정당 소속 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 유지․상실에

관한 언급이 없는 이유는 정부가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위 문제에 관한

입장을 밝힌 바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19). 위 두 가지 해석 방향 중

어느 것이 헌법재판소의 진의에 부합하는지는 규명할 방법이 없다.

다만 어느 것이 되었든 헌법재판소가 위 문제에 관한 재판관들의

논의 내용을 2013헌다1 결정의 주문이나 이유에서 밝혀 놓지 않은

점은 무척 아쉽다고 할 수밖에 없다. 물론 청구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분쟁의 주된 쟁점으로 등장하지도 않았던 문제에 관하여

구태여 주문이나 이유에 내용을 설시함으로써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우려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의 다섯 가지 심판 유형 가운데 지금까지 가장

빈도가 낮았던 정당해산심판인 만큼 이와 관련하여 아직 정립되지

19) 다만 이러한 해석에 대해서는 직권주의에 근거한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가령

헌법재판은 직권주의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가 국회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만 구하였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대해

서도 판단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임지봉,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에 대한 분석과 평가”, 법학논총 제33집,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년 1월,

381쪽. 비슷한 취지로는 정연주,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한 검토”, 입법과

정책 제7권 제1호, 국회입법조사처, 2015년 6월, 2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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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논점들이 많이 있고, 이러한 논점들에 대하여 실무적인 정립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또다시 주어질지도 확언할 수 없으

므로, 헌법재판소는 2013헌다1 결정을 하는 기회에 ‘정당해산결정에

따라 해산되는 정당 소속 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 유지․상실 여부’

등 정부의 청구와 관련한 범위에서 다룰 수 있는 논점들에 대하여

최대한 명확하게 실무적인 정립을 시도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논쟁을 줄이고 법적 안정성을 꾀했어야 한다고 본다. 단적인 대비로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주의제국당(SRP)에 대한 정당위헌성확인

판결에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방의회의원의 의원직 상실뿐만

아니라 주의회의원의 의원직 상실도 선고하면서(BVerfGE 2, 1, 2),

우리 헌법재판소와는 달리 그 판단의 이유에서 직위 상실의 범위를

명확하게 밝혔다20). 실제로 헌법재판소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비워 둔 이 부분 때문에 2013헌다1 결정 이후로 아래 제3, 4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많은 사실적․법적 혼란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그

혼란은 아직까지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회적 공력과 비용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20)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의석 상실은 연방의회 및 주의회(시의회) 의원에 대해

서만으로 제한된다. 왜냐하면 고유한 의미에서의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은

오직 여기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지역 단체, 특히 게마인데에서는 대의

기관이나 선출되는 공직으로부터 위헌적인 정당의 구성원을 제거하는 것은

기본법 제21조로부터 직접적인 결과로서 도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역 단체

차원에서는 고유한 정치적인 결정이 일어나지 않으며, 오히려 지역 단체는

애당초 행정 업무의 담당자이기 때문이다.”라고 판시하였다[BVerfGE 2, 1, 76.

원문: “Der Mandatsverlust beschränkt sich auf die Abgeordneten im

Bundestag und in den Landtagen (Bürgerschaften), da die politische

Willensbildung des Volkes im eigentlichen Sinne sich nur hier vollzieht. Bei

den Gebietskörperschaften, insbesondere den Gemeinden, kann das

Ausscheiden der Mitglieder einer verfassungswidrigen Partei aus

Vertretungskörpern und Wahlämtern als unmittelbare Folge aus Art. 21 GG

nicht hergeleitet werden, weil auf der Ebene der Gebietskörperschaften nicht

eigentlich politische Entscheidungen fallen, die Gebietskörperschaften

vielmehr in erster Linie Träger von Verwaltungsaufgaben s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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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2013헌다1 결정 이후의 연구들

1. 개관

앞서 제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의 2013헌다1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정당해산결정과 의원의 지위의 문제를 국회

의원과 지방의회의원으로 구분하여 고찰하려는 노력이 크게 이루어

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가 2013헌다1 결정에서 해산되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선고를 하고, 뒤이어 중앙선거관

리위원회 등이 해산된 정당에 속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들에 대한

일정한 사실행위를 하여 사회적으로 이슈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야

비로소 위 문제를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으로 나누어 살펴보려는

시도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역시 이전의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의원직 유지․상실 여부’라는 단일한 논점으로 문제를

바라봄으로써 국회의원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지방의회의원에게로

확장시키는 데에 그쳤을 뿐, 위 문제가 내포한 다양한 차원의 논점

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 심도 있게 논의하는 연구로는 전개되지

않고 있다.

시간적으로 볼 때, 2013헌다1 결정이 내려진 직후21)에는 주로

해산되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하여 의원직 상실을 선고한 헌법

재판소의 결정이 타당한지 부당한지를 논하는 데에 연구의 초점이

맞춰졌다. 국회의원의 의원직 유지․상실을 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연구들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 시기의 연구

들은 그동안 정당해산심판제도를 논하는 과정에서 주로 소주제나

부차적인 논점으로만 다루어지던 해산되는 정당 소속 의원의 직위

21) 본 논문에서는 논의의 구분을 위해서 2013헌다1 결정이 있은 시점으로부터 1년

가량, 즉 2015년 12월경까지를 ‘직후’라고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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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상실 문제를 독자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하나의 주된 주제로

삼아 연구를 진행하는 경향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하였다는

특징적․발전적 변화를 보인다22).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국회의원을 넘어서서 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 유지․상실로까지 논의 범위를 확장하는 연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2013헌다1 결정 직후에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가 해산된 정당 소속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6명)이 그 직에서

퇴직된다는 결정을 한 것23)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위와 같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위로 말미암아 6명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당장 각 지방의회에서 기존처럼 활동할 수 있는지를 두고 사회적인

혼란이 일어나자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 것이다. 다만

그 연구들 역시 ‘의원직을 유지하는지 상실하는지’의 문제에만 천착

함으로써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음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2. 2013헌다1 결정 직후의 연구 경향

2013헌다1 결정 직후의 연구들은 대체로 정당의 해산을 명한

결정 그 자체의 당부에 관한 입장과 대응하여 해산되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을 선고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부당

하다고 보는 쪽과 타당하다고 보는 쪽으로 나뉜다.

22) 예컨대 장영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과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상실 문제”, 고려

법학 제76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년 3월, 111-148쪽; 박진영, “정당해산

심판과 해산정당 소속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상실 여부 — 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결정을 중심으로 —”, 입법&정책 제9호, 서울특별시의회, 2015

년 3월, 149-165쪽; 김종세, “위헌정당해산과 의원직 상실여부에 대한 입법정책적

소고”, 법학연구 제58집, 한국법학회, 2015년 6월, 1-20쪽 등은 아예 의원직 유지

․상실의 문제를 하나의 독립된 주제로 삼아 그 문제에 대해서만 논하고 있다.

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 “중앙선관위,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 소속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퇴직 결정”, 공보과 (2014. 12.

22.),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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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의원직 상실 결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입장24)에서는

현행 헌법과 법률의 규정 체계25) 및 비례의 원칙26), 평등 원칙27)을

근거로 들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판하고 있다28). 이는 다시 앞서

제2절에서 살펴본 네 가지 견해 중 의원직 유지설을 취하는 결과

그 당연한 귀결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부당하다고 평하는 입장29)

과 이론적․당위적으로는 의원직을 상실시켜야 하나 실제로 의원의

자격을 상실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므로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근거 없이 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린

것은 월권행위로서 부당하다고 평하는 입장30)으로 나눌 수 있다.

한편 의원직 상실 결정의 타당성을 강조하는 입장31)에서는

24) 임지봉, 앞의 글, 379-381쪽; 정연주, 앞의 글, 240-244쪽; 김종현,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의 몇 가지 쟁점에 대한 연구 — 결정서에 대한 비판적 독해를 중심

으로 —”, 헌법학연구 제21권 제3호, 한국헌법학회, 2015년 9월, 381-383쪽

25) 법치주의 원리(법률유보 원칙) 위반, 국회의 입법권 침해에 따른 권력분립(삼권

분립) 원리 위반을 주장하는 것(임지봉, 위의 글, 380쪽; 정연주, 위의 글

241-244쪽)도 결국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26) 해산되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률에 위헌성이 있으면 위헌법률심판

제도를 통하여 그 위헌성을 제거하면 족하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침해의

최소성’에 어긋나는 과잉한 조치라고 한다(임지봉, 위의 글, 379-380쪽).

27) 해산되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리고 그 정당

소속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취급이라고 한다(임지봉, 위의 글, 381쪽; 정연주, 위의 글, 244쪽).

28) 이외에도 임지봉, 위의 글, 380쪽은 ‘국회의 자율권 침해에 따른 권력분립 원리

위반’도, 정연주, 위의 글, 241쪽은 ‘공무담임권의 침해’도 근거의 하나로 들고

있다.

29) 임지봉, 위의 글, 379-381쪽. 비슷한 입장으로 박진영, 앞의 글, 161-163쪽(다만

이 글은 정당해산결정 자체의 당부에 관한 의견은 밝히지 않고 있다)

30) 정연주, 위의 글, 240-244쪽. 비슷한 입장으로 정만희, “국회의원의 정당기속과

자유위임”, 헌법재판연구 제2권 제1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5년 3월,

152-157쪽(다만 이 글은 정당해산결정 자체의 당부에 관한 의견은 밝히지 않고

있다)

31) 허영, 한국헌법론(전정11판), 박영사, 2015년, 91-92쪽과 894쪽; 장영수, “통합

진보당 해산결정의 주요 쟁점 — 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결정에 대한

평석 —”, 법조 제64권 제3호, 법조협회, 2015년 3월, 170-1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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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산심판제도의 본질(방어적 민주주의),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

확보, 헌법재판소의 헌법 구체화(해석) 권한32)을 근거로 들어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 찬동하고 있다. 이는 다시 앞서 제2절에서 살펴본

네 가지 견해 중 의원직 상실설을 취하는 결과 그 당연한 귀결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타당하다고 평하는 입장33)과 네 가지 견해 중

개별적 판단설을 취하면서 해산되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 대

하여 의원직 상실을 선고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결론적으로 타당

하다고 평하는 입장34)으로 나눌 수 있다.

3. 지방의회의원으로의 논의 범위 확장

2013헌다1 결정 직후의 연구들에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일정한 관심35)을 보이기 시작한 이래로, 차츰 지방의회의원의 직위

유지․상실 문제를 독자적으로 논하는 연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2013헌다1 결정 직후에 발표된 논문인 ｢정당해산심판과 해산정당

소속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상실 여부 — 헌재 2014. 12.

32) 헌법재판소는 헌법 해석 기관으로서 법률상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들

에 대하여 해석을 통해 보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법률 규정에 대해

위헌으로 판단함으로써 명문의 규정에 반하는 해석까지도 가능하므로, 현행법

에서 의원직 상실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재

판소의 헌법 해석을 통해 보충될 수 있다고 한다[장영수, 앞의 글(각주 31),

175-177쪽].

33) 허영, 앞의 책, 91-92쪽과 329쪽 및 894쪽. 비슷한 입장으로 김종세, 앞의 글,

14-17쪽(다만 이 글은 정당해산결정 자체의 당부에 관한 의견은 밝히지 않고

있다). 나아가 2013헌다1 결정 직후의 연구는 아니지만 한수웅, “자유민주주의

에서 정당해산심판의 헌법적 문제점”, 헌법재판연구 제3권 제2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6년 12월, 213-217쪽(이 글도 역시 정당해산결정 자체의

당부에 관한 의견은 밝히지 않고 있다)도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34) 장영수, 앞의 글(각주 31), 170-180쪽; 장영수, 앞의 글(각주 22), 139-141쪽

35) 예컨대 임지봉, 앞의 글, 381쪽; 장영수, 위의 글(각주 31), 179-180쪽; 장영수,

위의 글(각주 22), 133-136쪽; 정연주, 앞의 글, 244-249쪽; 김종세, 위의 글, 15

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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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13헌다1 결정을 중심으로 —｣는 그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에 따라 해산되는 정당에 속한 지방의회

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하는지를 국회의원의 경우와 병렬적인 항목

으로 놓고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대등한 범위에서 별도로 서술하고

있다36). 그리고 그 이후로 발표된 ｢위헌해산정당 소속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의 자격상실 여부에 대한 헌법적 고찰｣37), ｢위헌정당

소속 의원의 자격상실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38) 등의 논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방의회의원의 직위 상실 문제는 국회의원의 경우와

구분되어 병렬적인 대등한 주제로서 다루어지고 있다.

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 유지․상실 문제를 국회의원과 구분

하여 논하고 있는 이 시기의 연구들은 대체로 앞에서 본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의 행위, 즉 해산된 정당 소속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그 직에서 퇴직된다고 한 결정을 비판하는 입장을 취한다39). 그리고

그 비판의 근거로, 국회의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당해산결정 시

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관하여도 명문의 법적 근거가 존재

하지 않고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을 역사적․문리적․체계적․

목적적으로 해석하여 보더라도 정당해산결정은 의원직을 상실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40)고 하거나, 이론적으로는 정당해산결정 시 해산

36) 박진영, 앞의 글, 149-165쪽

37) 이상경, “위헌해산정당 소속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의 자격상실 여부에 대한

헌법적 고찰”, 서울법학 제24권 제1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년 5월,

35-66쪽

38) 한명진, “위헌정당 소속 의원의 자격상실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공법학연구

제19권 제3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18년 8월, 109-140쪽

39)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위를 옹호하는 전제에서 더 나아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사이에 차별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지역구지방

의회의원의 의원직까지 모두 상실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기는 하다

(이희훈, “위헌정당해산심판제도에 대한 헌법적 연구”, 유럽헌법연구 제28호,

유럽헌법학회, 2019년 1월, 489쪽).

40) 이재희, “정당해산과 해산정당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 헌법연구 제3권 제1

호, 헌법이론실무학회, 2016년 3월, 244-260쪽. 같은 취지로 이상경,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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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모두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것이 타당하나 그 의원직 상실 여부는 입법 형성의 자유 영역에 속

하여 반드시 입법자의 결단에 따른 법률 규정에 근거해서만 이루어

져야 하므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행정처분으로 그 직위를

상실시켜서는 안 된다41)고 하고 있다.

앞서 제2절에서 살펴본 내용과 언뜻 대비하여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지방의회의원을 국회의원과 구분하여 독자적으로 논하고

있다는 이 시기의 연구들도 그 실질적인 내용은 국회의원의 직위

유지․상실 여부와 관련하여 기존에 논해져 왔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즉 위 연구들이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을 구분하여 논하고

있는 점은 특기할 만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도

국회의원과 동일한 논리 체계가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의원직

유지․상실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논거를 밝힘에 있어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을 묶어서 설시하거나 국회의원에 대한 설시 내용을

지방의회의원에게 원용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결국

위 연구들은 기존에 국회의원에 관하여 이루어지던 논의를 단순히

지방의회의원에게로 확장시키는 수준에 머물렀다고 할 수 있다.

제5절 한계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2013헌다1 결정을 기준점으로 하여 그

전과 이후에 진행된 정당해산결정과 의원의 지위에 관한 연구들의

양상과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위 연구들은, 2013헌다1 결정에

56-59쪽(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은 법치주의 위반, 권력분립 원칙

위반의 위헌성이 있다고 한다). 한편 박진영, 앞의 글, 163-164쪽도 명확하지는

않으나 전후 맥락상 이와 비슷한 견해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41) 한명진, 앞의 글, 133-1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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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인 시사점을 주었거나 의원직 유지․상실 문제를 독자적인

연구 주제로 고양하였거나 그 문제를 논함에 있어 국회의원과 지방

의회의원을 구분하는 관점을 개시하였다는 분명한 성과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정당해산결정과 의원의 지위에 관한 논의로서는 몇

가지 근본적인 한계점을 노정하고 있다.

첫째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을 구분하지 않거나 그 구분이

형식적인 차원에 그친다는 한계를 보인다. 앞서 제2절과 제4절에서

보았듯이, 2013헌다1 결정 전에는 국회의원의 자격 유지․상실만을

논하거나 아무런 구분 없이 의원직의 유지․상실을 논하였고, 2013

헌다1 결정 이후에는 형식적으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을 구분

하여 논하기 시작하였지만 내용적․실질적으로는 이전 국회의원에

관한 논의를 지방의회의원에게 원용하거나 확장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런데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헌법적 근거, 직무의 내용,

그 밖의 여러 가지 점에서 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같은 선상에서

동일한 논리 체계로써 논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42). 따라서 정당

해산결정과 의원의 지위를 논할 때에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을

반드시 구분해서 논하여야 하고, 그중 지방의회의원을 논함에 있어

서는 단순히 국회의원에 대한 논의를 원용․확장하여서는 안 되며,

지방의회의원의 특수성과 차별성을 고려하여 국회의원과는 별도의

사고 과정과 논리 체계를 거쳐 논증을 하여야 한다. 선행 연구들은

이러한 면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둘째로, 논의의 지점을 ‘해산되는 정당에 속한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는지 상실하는지’, 즉 의원직의 유지․상실 여부 그 자체로만

42) 각주 20에서 보았듯이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여 게마인데

등 지역 단체의 대의기관에서는 해산되는 정당 소속 의원이더라도 직위를 상실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와 독일의 연방제

사이에 차이가 있어 직접 원용할 수는 없겠지만, 위와 같은 판시 내용은 우리

나라에서 정당해산결정과 지방의회의원의 지위를 논하는 데에도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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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원화하고 있다는 한계를 보인다. 정당해산결정과 의원의 지위라는

문제는 의원직 유지 / 의원직 상실과 같이 일도양단으로 논하기는

어려운 다양한 차원의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예컨대 의원직 유지․

상실 여부를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당해산결정에 따른 의원직

상실의 본질성 여부’부터 살펴야 하고, 그 다음으로 ‘정당해산결정이

의원직에 미치는 영향의 법체계적인 위치’까지 살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정당해산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본질적인 효력으로서 해산

되는 정당에 속한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지를 먼저 논하고, 위

쟁점에서 긍정적인 결론, 즉 의원직 상실은 정당해산결정의 본질적

효력이라는 결론에 이른다면,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이 있는지 또는

헌법재판소가 의원직 상실의 선고를 하였는지 등을 불문하고 해산

되는 정당 소속 의원은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나아가

문제를 논할 필요가 없다. 위 쟁점에서 부정적인 결론이 도출되면,

다음으로 정당해산결정의 의원직에 대한 영향이 체계적으로 헌법적

층위에 위치하는지 법률적 층위에 위치하는지를 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체계적인 위치에 관한 논의가 바탕이 되어야만 비로소

해산되는 정당 소속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한다 / 상실한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헌법적 층위의 문제로, 즉 정당해산결정이

의원직에 미치는 영향은 헌법이 직접 규율하여야 하는 이른바 헌법

유보사항으로 본다면, 이를 둘러싼 법률적 층위의 논의들은 모두 불

필요한 것이 되고 오로지 헌법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만을 따져

의원직의 유지․상실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반대로 이를 법률적

층위의 문제로, 즉 헌법이 직접 규율할 필요가 없고 법률로써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본다면, 그제야 비로소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

등의 법률 조항을 둘러싼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선행 연구들은 이러한 단계적․층위적 구분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의원직의 유지․상실 여부라는 하나의 주제에 모든 것을 혼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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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하고 있다43). 그리고 이 때문에 논의 내용에 다소간 모순이 생기

기도 한다44). 한편 정당해산결정과 의원의 지위의 문제가 내포하는

다양한 차원의 쟁점 중 또 하나를 예로 들면, 바로 ‘정당해산결정에

따른 의원직 상실의 시적 범위’가 있다. 즉 정당해산결정으로 해산

되는 정당 소속 의원들이 직위를 상실한다고 볼 경우 과연 그 ‘소속’

여부를 가르는 기준 시점은 어떻게 설정할지가 논점으로 대두된다.

정당해산결정 당시 해산되는 정당에 속해 있는 의원들만 그 직위를

상실한다고 볼 것인지, 시점을 불문하고 해산되는 정당에 적을 둔

적이 있는 의원들은 모두 그 직위를 상실한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43) 다만 선행 연구들 중 박찬주, “정당해산결정에 부수하는 의원지위상실결정의

허용성”, 헌법논총 제27집, 헌법재판소, 2016년 11월, 284-322쪽과 이재희, 앞의

글, 244-274쪽은 이러한 단계적․층위적 구분에 관한 의식을 비교적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다. 즉 박찬주, 위의 글은 나름대로의 충실한 논증을 거쳐 의원직

상실이 정당해산결정의 본질적 효력임을 이끌어 낸 다음, 이를 바탕으로 정당

해산결정이 내려지면 헌법이나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지를 불문하고 해산

되는 정당 소속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며, 이러한 결론에 반하는 법률 조항을

입법자가 만든다면 오히려 그러한 법률 조항은 위헌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본다. 한편 이재희, 위의 글은 의원직 상실 결정이 정당

해산심판제도의 본질적 효력으로서 정당화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정당해산결정 시 해산되는 정당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것에 대하여 헌법 또는 법률의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이때에도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므로

의원직 상실 결정은 법적 근거의 결여를 넘어서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반하여 헌법의 기본 원리 및 기본권 보장을 위반한 것이라고 본다.

44) 예컨대 김종세, 앞의 글, 14-17쪽은 ‘해산되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정당해산심판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라고 보면서도,

‘헌법재판소법의 정당해산심판 조항에 의원직 상실 판단 권한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여 논리적인 부정합성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최희수, 앞의 글,

473쪽 역시 ‘의원직 상실에 대해 헌법이나 법률 규정이 없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의원직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입법자가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해 법률 규정을 둘 수도 있다’고 함으로써 정합하지 않은 논리 전개를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에는 ‘해산되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정당해산심판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으로 봄이 상당

하므로 명문의 규정이 있는지 여부, 지역구에서 당선되었는지 비례대표로 당선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의원직은 상실되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2013

헌다1 결정이 오히려 논리적으로는 정합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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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다른 시적 기준을 제시할지를 논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선행 연구들은 이를 간과하고 있다45).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이다.

2013헌다1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그 결정 당시에 해산되는 정당에

속해 있던 국회의원 5명에 대하여 의원직 상실을 선고하였는데, 위

5명 외에도 해당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여럿이

있었으나46), 헌법재판소는 이들이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침묵하였다. 즉 헌법재판소는 의원직 상실의 전제인 ‘소속’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에 관하여 별다른 논증을 거치지 않은

채로 정당해산결정 시에 해당 정당에 소속되어 있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만 의원직 상실을 선고한 것이다. 앞서 본 사회주의제국당

(SRP)에 대한 정당위헌성확인판결에서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위와

같은 시적 범위의 문제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47)과 대비하여 보면

45) 다만 몇몇 연구들은 이에 관하여 문제의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컨대 최희수,

앞의 글, 473쪽은 “의원직상실 여부는 정당해산절차의 개시시(정부의 제소시)에

헌법적대적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과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있었던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 정만희, 앞의 글(각주 2), 134쪽도 “의원직

상실의 여부는 정당해산절차 개시 시점에 의원의 정치활동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과 객관적으로 관련되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의원 개인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으며, 박찬주, 앞의 글, 310쪽 또한 “소속의원의 탈당이

의원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는 논의가 가능한 시적 범위는 적어도 정부에 의한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가 이루어지기 전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즉

이들은 모두 비록 간략한 언급이기는 하지만 정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 시를

의원직 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시적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46) 물론 이들은 정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 전에 해당 정당을 탈당하거나 그 정당

에서 제명된 상태였다.

47)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위 판결의 주문에서 “사회주의제국당의 공천을 바탕으로

하여 선출되거나 판결 선고 현재 사회주의제국당에 속한 연방의회 및 주의회

(시의회) 의원들의 의석은 보충됨이 없이 상실된다.”라고 선고하였다[BVerfGE

2, 1, 2. 원문: “Die Bundestags- und Landtags- (Bürgerschafts-) Mandate

der Abgeordneten, die auf Grund von Wahlvorschlägen der Sozialistischen

Reichspartei gewählt sind oder zur Zeit der Urteilsverkündung der

Sozialistischen Reichspartei angehören, fallen ersatzlos fort.”]. 그리고 판결의

이유에서 “이 사건에서는 나아가 의석 상실이 연방의회 및 주의회(시의회)의

어느 사회주의제국당 의원들에게 미치는지 - 이러한 법적 효과를 받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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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간과는 확연하게 드러난다. 더욱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위 판결 이후 독일에서는 정당위헌성확인 시의

의원직 상실 여부에 관하여 연방선거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었는데,

그 규정은 특히 위와 같은 시적 범위의 문제까지도 직접 명백하게

규율하고 있다48). 요컨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롯하여 선행 연구

하기 위해서는 어느 시점에 의원과 정당의 연결이 존재하였어야 하는지 -

라는 질문이 더 정확하게 답해져야 한다. 증거 조사 결과 … 에 따르면 사회

주의제국당의 위헌성은 처음부터 존재하였기 때문에, 이 당의 공천으로 당선

되었던 모든 의원들은, 설령 그들이 사회주의제국당에 대한 그들의 연결을 그

사이에 끊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의석을 상실하여야 한다. 동일한 것이

사회주의제국당의 공천으로 당선되지는 않았으나 나중에 그 정당에 가입하였고

판결 선고 시점에 그 정당에 속한 의원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 전자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 의석에 치유 불가능한 결점이 달라붙어 있다; 그 의원은

실체적으로 불법하게 의회에 도달하였던 것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그 의원은

본래 그 의석을 - 형식적으로 그리고 실체적으로 - 적법하게 취득하였으나,

나중에 그것을 위헌적인 정당을 위하여 행사하였다; 그런 까닭에 그는 오직

그가 판결 선고 현재 해당 정당에 속한 경우에만 그의 의석을 잃을 수 있다;

그가 사전에 탈퇴하였다면, 의석의 행사는 그것의 위헌적인 성격을 상실

한다.”라고 판시하였다[BVerfGE 2, 1, 76f. 원문: “Im vorliegenden Fall ist

ferner die Frage zu entscheiden, auf welche Abgeordneten der SRP im

Bundestag und in den Landtagen (Bürgerschaften) sich der Mandatsverlust

erstreckt, genauer: in welchem Zeitpunkt die Verbindung eines Abgeordneten

mit der Partei bestanden haben muß, damit er von dieser Rechtsfolge

betroffen werde. Da nach dem Ergebnis der Beweisaufnahme … die

Verfassungswidrigkeit der SRP von Anfang an bestanden hat, müssen alle

Abgeordneten ihr Mandat verlieren, die auf einen Wahlvorschlag dieser

Partei gewählt worden sind, auch wenn sie inzwischen ihre Verbindung zur

SRP gelöst haben. Das gleiche muß auch für Abgeordnete gelten, die nicht

auf einen Wahlvorschlag der SRP gewählt worden, ihr aber später

beigetreten sind und im Zeitpunkt der Verkündung des Urteils angehören. …

Dort haftet dem Mandat von Anfang an ein unheilbarer Makel an; der

Abgeordnete ist materiell zu Unrecht in das Parlament gelangt. Hier hat der

Abgeordnete das Mandat an sich - formell und materiell - zu Recht

erworben, es aber später für eine verfassungswidrige Partei ausgeübt; daher

kann er nur dann seines Mandats verlustig gehen, wenn er der Partei zur

Zeit der Urteilsverkündung angehört; ist er vorher ausgeschieden, so verliert

die Ausübung des Mandats ihren verfassungswidrigen Charakter.”].

48) 현행 독일 연방선거법(BWahlG) 제46조 제4항에서는 “정당 또는 정당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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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정당해산결정과 의원의 지위를 둘러싸고 필수적으로 논하여야

하는 다양한 차원의 쟁점들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셋째로, 정당해산결정과 의원의 지위의 문제로부터 파생이 되어

나오는 여러 가지 후속적인 논점에 대한 고찰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보인다. 예를 들어 앞서 제2절에서 살펴본 네 가지 견해 중 의원직

상실설 등을 취한 결과 정당해산결정에 따라 해산되는 정당 소속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볼 경우 해당 의원이 이후에 치러지는

보궐 선거나 차기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지가 후속 논점으로 대두

된다49). 그런데 위와 같은 견해를 취한 연구들 중에서 이에 대해서

조직이 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문에 따라 연방헌법재판소를 통하여 위헌으로

선언되면, 그들이 청구 제기(연방헌법재판소법 제43조)와 재판의 선고(연방헌법

재판소법 제46조) 사이 기간에 이 정당 또는 부분 조직에 소속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의원들은 독일 연방의회에서 그들의 구성원 자격을 상실하고 후보자

명부의 다음 순위자는 그들의 승계권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원문:

“Wird eine Partei oder die Teilorganisation einer Partei durch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nach Artikel 21 Abs. 2 Satz 2 des Grundgesetzes

für verfassungswidrig erklärt, verlieren die Abgeordneten ihre Mitgliedschaft

im Deutschen Bundestag und die Listennachfolger ihre Anwartschaft, sofern

sie dieser Partei oder Teilorganisation in der Zeit zwischen der

Antragstellung (§ 43 des Gesetzes über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und

der Verkündung der Entscheidung (§ 46 des Gesetzes über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angehört haben.”].

49) 실제로 2013헌다1 결정이 있고 난 이후 2015년 4월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

선거와 2016년 4월 치러진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비록 당선은 되지

않았지만 위 결정에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는 선고를 받았던 의원들 몇몇이

출마하였다. 참고로 현행 독일 연방선거법(BWahlG) 제46조 제4항은 각주

48에서 살펴본 내용에 뒤이어 “제1문에 따라 그들의 구성원 자격을 상실한

의원들이 지역구에서 선출되었던 경우에는 이 지역구들에서 지역구의원 1인을

뽑는 선거가 제44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여 다시 치러진다. 이 경우

제1문에 따라 그들의 구성원 자격을 상실한 의원들은 후보자로 출마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여 정당위헌성확인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의 보궐 선거

출마를 금지하고 있다[원문: “Soweit Abgeordnete, die nach Satz 1 ihre

Mitgliedschaft verloren haben, in Wahlkreisen gewählt waren, wird die

Wahl eines Wahlkreisabgeordneten in diesen Wahlkreisen bei entsprech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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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검토에 나아간 것은 그리 많지 않다50). 반대로 앞서 살펴본 네

가지 견해 중 의원직 유지설 등을 취한 결과 정당해산결정에 따라

정당이 해산되더라도 그 정당 소속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다고 볼

경우 현실에서 발생한 몇 가지 실재적(實在的) 문제들에 대해서 더

나아가 고찰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검토한 연구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이러한 검토는 지방의회의원의 지위를 둘러싸고 더욱

필요한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의 2013헌다1 결정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산된 정당 소속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들이

그 직에서 퇴직된다는 결정을 함으로써 위 지방의회의원들이 소속

지방의회의 의정 활동에서 배제되는 현실에 처하였는바, 이론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 결정이 위법․부당함을 지적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위와 같이 지방의회의원의 의정 활동이 위법․부당하게

배제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지방의회의 의결은 과연 효력이 있는지,

위법․부당하게 의정 활동에서 배제됨으로써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의정 활동을 하지 못한 의원에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등을 지급

Anwendung des § 44 Abs. 2 bis 4 wiederholt; hierbei dürfen die

Abgeordneten, die nach Satz 1 ihre Mitgliedschaft verloren haben, nicht als

Bewerber auftreten.”].

50) 장영수, 앞의 글(각주 31), 176쪽 정도만이 “의원직을 상실한 … 의원들이 보궐

선거 내지 차기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개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9조에 근거하여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금지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여 이를 논하고 있다. 한편

반대 입장, 즉 정당해산결정이 있더라도 해산되는 정당 소속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다는 입장에서 오히려 이 논점을 더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예컨대 이

성환, 앞의 글, 205쪽은 보궐 선거와 관련하여 “강제해산된 정당소속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후 개인자격으로 무소속후보로서 다시 출마하는 것은 거대한

조직을 배경으로 하는 집단적 행동이 아니고 그 영향력도 미미하여 헌법에

대한 심대한 위협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적 예방적 수호차원에서도 이를

구태여 막을 필요는 없다. 특히 개인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률에

근거가 없는 현재 해석론으로 그 출마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라고 하고 있고, 전민형, 앞의 글, 507쪽과 정연주, 앞의 글, 249-250쪽도 같은

취지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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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하는지 등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당장에 현실적

으로 대두하는 질문들에 답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선행 연구들

중에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까지 고찰에 나아간 것은 찾아볼 수

없다51). 이처럼 선행 연구들은 정당해산결정과 의원의 지위와 관련

하여 그 유지․상실의 어느 한 쪽을 선택한 이후에 대두되는 후속

논점, 특히 실재적 문제들에 대한 고찰을 충분히 하지 않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51) 이재희, 앞의 글, 235-236쪽과 한명진, 앞의 글, 126쪽 등이 해당 비례대표지방

의회의원들의 의원 지위 유지 여부를 둘러싸고 진행된 소송에서 하급심 법원이

선고한 판결들의 내용을 소개한 정도가 후속적인 논점의 전부인데, 이 역시도

의원직의 유지․상실에 관한 이론적인 고찰에 그치는 것이다.



- 32 -

제3장 정당해산결정과 지방의회의원의 지위

제1절 논의 방향

제2장에서 정당해산결정과 의원의 지위에 관한 선행 연구들과

판례를 시간적 순서에 따라 살펴보고 그 한계점에 관해서도 논하여

보았다. 이 장에서는 위와 같은 한계점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의 주제인 정당해산결정과 지방의회의원의 지위에 관하여 본격

적인 논의를 하고자 한다. 즉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첫 번째 한계점에 유념하여, 논의의 대상을 지방의회의원

으로만 국한하는 한편, 국회의원과 대비한 지방의회의원의 특수성과

차별성을 논의 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차이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으로 논점의 단계적․층위적 구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의원직의 유지․상실 여부만을 일원적으로

논하였다는 두 번째 한계점에 유념하여, 정당해산결정으로 해산되는

정당 소속 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 유지․상실을 논하기 위한 전제

로서 정당해산결정에 따른 의원직 상실의 본질성 여부를 먼저 살펴

보고, 나아가 정당해산결정이 의원직에 미치는 영향의 법체계적인

위치까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상과 같은 검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행 법체계 하에서의 정당해산결정과 지방의회의원의 지위에 관한

고찰의 결론이 자연스럽게 도출될 것이다.

제2절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차이점

1. 차이점 인식의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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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52)

국회의원의 사전적 정의는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를 이루는

구성원”이다. 그리고 여기서 국회의 사전적 정의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한 입법 기관. 민의(民意)를 받들어 법치 정치의 기초인 법률을

제정하며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하고 그 책임을 추궁하는 따위의

여러 가지 국가의 중요 사항을 의결하는 권한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다. 결국 국회의원이란 사전적으로 ‘국민의 대표이자 국가의 중요

사항을 의결하는 권한을 가진 입법 기관의 구성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지방의회의원은 사전적으로 “지방 의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그 정의는 “시(市), 도(道), 군(郡), 구(區) 의회의 구성원”이다.

그리고 여기서 시 의회는 “지방 자치 단체인 시(市)의 의결 기관”,

도 의회는 “지방 자치 단체인 도(道)의 의결 기관”, 군 의회는 “지방

자치 단체인 군(郡)의 의결 기관”, 구 의회는 “지방 자치 단체인 구

(區)의 의결 기관”이라고 각각 사전적 정의가 되어 있다. 결국 지방

의회의원이란 사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결 기관의 구성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 헌법의 규율

현행 헌법은 제3장에서 26개 조로써 국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일부 조항들은 국회의원에 대하여 직접 규율을 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2) 이하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사전적 정의는 모두 인터넷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

사전(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에 수록된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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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회

제41조

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6조

①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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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64조

②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8장 지방자치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한편 현행 헌법은 제8장에서 2개 조로써 지방자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법률의 규율

위에서 본 헌법의 조항들에 따르면 현행 헌법은 비록 위임

범위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지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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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지방의회

제2절 지방의회의원

제32조(의원의 임기)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35조(겸직 등 금지)

관한 세세한 내용을 형성하는 역할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위임에 따라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회법이,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이 그 지위 등을 둘러싼 사항을 정하고 있다.

다만 선거에 관해서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53)에 대해서 공히

공직선거법이 일괄하여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회법을 보면, 현행 국회법은 제4장에서 “의원”

이라는 제목으로 별도의 장을 두어 국회의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제12장 “사직․퇴직․궐원과 자격

심사”, 제14장 “징계”에서 그 지위의 유지와 관련한 사항을 추가로

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법을 보면, 현행 지방자치법은 별도의

장을 마련하여 지방의회의원을 규율하고 있지는 않고, 제5장 “지방

의회”를 구성하는 12개 절 중 하나로 제2절 “지방의회의원”을 두어

지방의회의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같은 장 제9절 “의원의 사직․퇴직과 자격심사”, 제11절 “징계”에서

그 지위의 유지와 관련한 사항을 추가로 정하고 있다. 여기서 위 각

장이나 절의 구체적인 조문을 일일이 나열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

가운데 논의에 필요한 범위에서 현행 지방자치법 제5장의 조항들

중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3) 현행 지방자치법은 “선거”라는 제목의 제4장을 별도로 두고 있으나, 해당 장의

유일한 조항인 제29조에서 “지방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선거에 관한 내용

형성을 모두 공직선거법에 맡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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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

(중략)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제36조(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절 의원의 사직․퇴직과 자격심사

제79조(의원의 자격심사)

① 지방의회의 의원은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피심의원(被審議員)은 자기의 자격심사에 관한 회의에

출석하여 변명은 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80조(자격상실의결)

① 제79조제1항의 피심의원에 대한 자격상실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피심의원은 제1항에 따라 자격상실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38 -

제11절 징계

제86조(징계의 사유)

지방의회는 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제88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중략)

4. 제명

②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 밖에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법률에서의 규율로서 특별히

언급할 또 한 가지는 지방자치법이 ‘주민소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현행 지방자치법 제20조는 제1항에서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

한다)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청구요건․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함에 따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비록 지역구지방의회의원에 한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주민소환이 도입되어 있다.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지역구지방의회의원의 경우 당해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구 안의 주민

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민의 서명

으로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고(제7조 제1항 제3호),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

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되며(제22조 제1항), 주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 즉 당해 지역구지방의회의원은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하도록(제23조 제1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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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2. 인식한 차이점의 내용: 지방의회의원을 기준으로

1) 행정 기관으로서의 성격

먼저 앞서 본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개념적 차이에서

주목할 부분은 국회의원을 사전적으로 정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입법 기관’이라는 말이다.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국회는 전통적인

삼권분립론 또는 권력분립론에서 일컫는 입법 기관이다. 그렇다면

지방의회의원으로 구성되는 지방의회 역시 입법 기관인가? 그렇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즉 지방자치단체 자체가 일정한 행정 사무를

자신의 사무로 하는 자치행정단체54)인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중 하나인 지방의회 역시 그 행정 권능을 나누어 갖는 하나의 행정

기관으로 봄이 타당하다.

행정법학에서는 “전체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집행부의 한 구성

부분인데, 지방의회는 바로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한 구성부분”인

점, “지방의회에 주어지는 실질적인 입법권능은 시원적인 입법권이

아니라 명시적으로 법령에 의한 자치권의 승인에 근거하여 나오는

것”인 점 등을 들어 지방의회는 행정 기관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 있다55). 또한 헌법학에서도 역시 “지방의회도 ‘권력분립

원리의 의미에서 입법기능’을 담당하는 의회가 아니다. 지방의회의

입법활동은 국가의 권력분립제도 내에서 행정의 영역에 귀속된다.”

라고 파악하는 견해가 존재한다56). 물론 이와 달리 지방의회가 입법

54) 홍정선, 신지방자치법(제4판), 박영사, 2018년, 103쪽

55) 홍정선, 위의 책, 251-252쪽. 그 밖에 김동희, 행정법Ⅱ(제24판), 박영사, 2018년,

100쪽; 류지태․박종수, 행정법 신론(제17판), 박영사, 2019년, 955-956쪽; 박균

성, 행정법론(하)[제17판], 박영사, 2019년, 120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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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으로서의 지위 내지 성격을 가진다고 하는 견해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국회의 입법 독점과 입법권 남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헌법 제117조 제1항이 지방의회에 입법권을 부여함으로써 입법권의

분권화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는 입법 기관에 속한다57)고

하거나, 독일에서는 조례제정권 같은 자치입법권을 행정권의 일부로

보는 경향이 유력하지만 아직도 주민 100인 내외의 기초자치단체가

있는 독일의 지방의회의 법적 성격 내지 지위에 관한 논의를 주민

1,000만 명이 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는 우리나라에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으므로 지방의회의 입법기관성을 긍정하여야 한다58)고 한다.

그러나 현행 헌법 제117조 제1항이 지방의회에 부여한 규정 제정

권한, 즉 조례제정권은 위 조항이 명시하고 있다시피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실현 가능하다. 즉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은 국회가 만든

법률을 위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심지어 행정부가 만든 법규명령

조차 위반할 수 없는바59), 이러한 한계가 있는 조례제정권을 단순히

규범 정립 권한이라는 이유만으로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권과 같이

취급하여 지방의회를 입법 기관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그와 같은 논리라면 조례보다 효력상 우위에 있는 법규명령을 제정

하는 행정부 역시 규범을 정립하므로 입법 기관으로 보아야 한다는

모순에 이르기 때문이다. 한편 조례제정권 내지 지방의회의 성격은

규범적 효력 또는 규범 질서의 문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규모라는

56) 한수웅, 헌법학(제5판), 법문사, 2015년, 1296쪽

57) 이기우․하승수, 지방자치법, 대영문화사, 2007년, 233쪽

58) 김남진․김연태, 행정법Ⅱ(제23판), 법문사, 2019년, 150-151쪽

59) 대법원은 법규명령인 시행령에 위반되는 조례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추13 판결 등 참조). 헌법재판소 역시 “헌법 제

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법률 이외에 헌법 제75조 및 제95조

등에 의거한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과 같은 법규명령이 포함되는 것은

물론 …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는 행정규칙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1헌라1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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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 요소에 따라 달라질 이유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규모

차이를 근거로 들어 지방의회가 입법 기관임을 긍정하는 것 역시

타당하지 못하다. 결국 국회의원은 삼권 중 입법권의 한 부분으로서

입법 권능의 일부를 나누어 행사하는 주체인 반면, 지방의회의원은

삼권 중 행정권의 한 부분으로서 행정 권능의 일부를 나누어 행사

하는 주체라는 점에서 양자는 차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차이점은 앞에서 살펴본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을

규율하는 법체계와 각 법률의 구성 체재 및 각 법률 조항들의 문언

으로부터도 파악할 수 있다. 즉 국회의원은 국회라는 입법 기관60)을

독자적으로 규율하는 단일한 법률인 국회법에서 독립된 장으로써

다루어지고 있고, 이로부터 국회의원은 입법 기관을 구성하는 부분

이고 국회의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입법 권능의 일부라는 해석을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지방의회의원은 그 소속 기관인 지방의회를

독자적으로 규율하는 단일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으며, 행정 주체인

지방자치단체61)를 규율하는 지방자치법에서 그 기관인 지방의회를

형성하는 요소의 일부로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의원은

행정 주체의 기관, 다시 말해 행정 기관을 구성하는 부분이고 지방

60) 현행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가

입법 기관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61) 앞서 본 바와 같이 현행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는 것, 재산을 관리한다는 것,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는 것은 모두 행정 사무를 뜻하는 것이다(홍정선, 앞의 책, 103쪽). 위

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능을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

재정권으로 나누는 견해(권영성, 앞의 책, 247쪽)도 있으나, ‘자치행정권’은 전권

능성과 자기책임성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고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은

자기책임성에 속하는 하위 개념일 뿐만 아니라, 자치입법권도 입법 기능이

아니라 행정 기능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권의 한 부분이고 자치재정권도

자치행정권의 한 유형이라는 견해(한수웅, 앞의 책, 1320쪽)가 보다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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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행정 권능의 일부라는 해석을 할 수

있다.

이 문제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명시적으로 어떠한 견해를

밝힌 바는 없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판시 내용 중에는 위와 같은

취지로 읽힐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존재한다. 즉 헌법재판소는 “지방

자치제도라 함은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그

지방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재산관리에 관한 사무․기타 법령이

정하는 사무(헌법 제117조 제1항)를 그들 자신의 책임하에서 자신들

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직접 처리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지방의 균형있는 발전과 아울러 국가

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이다.”라고 판시하였는데62), 이는

지방자치제도를 기본적으로 ‘행정’의 영역에 있는 것으로 보는 관점

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더욱이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인 핵심영역은 입법 기타 중앙정부의 침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함은 헌법상의 요청인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권력

을 수직적으로 분배하는 문제는 서로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

조화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입법 또는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자치의

본질의 훼손은 어떠한 경우라도 허용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여63) 지방자치를 ‘입법’과 대립되는 항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지방자치를 적어도 전통적인 삼권분립론에서 말하는 ‘입법’

과는 구분되는 영역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지방의회의원은 입법 기관이 아닌 행정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국회의원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62) 헌법재판소 1991. 3. 11. 선고 91헌마21 결정, 헌법재판소 2009. 3. 26. 선고

2006헌마240, 371(병합) 결정 등 참조

63) 헌법재판소 1999. 11. 25. 선고 99헌바28 결정, 헌법재판소 2014. 1. 28. 선고

2012헌바216 결정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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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역할․권한의 영역적․권력적 제한성

앞서 본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각 사전적 정의의

문면에서 일견 드러나 보이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차이점은

국회의원은 ‘국가’의 의결 기관의 구성원이고 지방의회의원은 ‘지방

자치단체’의 의결 기관의 구성원이라는 점이다. 그러면 ‘국가’는 무엇

이고 ‘지방자치단체’는 무엇인지가 문제로 대두하는데, 국가가 무엇

인지에 관해서는 고대로부터 끊임없이 논의되어 왔고 헌법학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이나 인문학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각도로 고찰

되어 왔기 때문에 이를 일률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다만 다시금

사전의 힘을 빌리면, 국가는 “일정한 영토와 거기에 사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주권(主權)에 의한 하나의 통치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회

집단. 국민․영토․주권의 삼요소를 필요로 한다.”라는 사전적 정의

를 가진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광역시․도․시․군과

같이, 국가 영토의 일부를 구역으로 하여 그 구역 내에서 법이 인정

하는 한도의 지배권을 소유하는 단체.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는 사전적 정의를 가진다. 이러한 각각의 사전적

정의에 따른다면, 결국 ‘국가’란 일정한 ‘영토’에서 시원적(始原的)인

‘주권’을 가지고 구성원인 ‘국민’의 삶을 형성하는 단일한 집단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란 위 영토의 ‘일부’에 한하여

법에서 비로소 유래하고 법으로 제한되는 ‘지배권’을 가지고 구성원

인 ‘주민’의 삶을 형성하는 집단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국가와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영역적으로나 권력적으로나

제한을 받는다는 특징이 있으며, 이에 따른 당연한 귀결로 국가의

의결 기관의 구성원인 국회의원과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결

기관의 구성원인 지방의회의원은 직무․역할이나 권한에서 영역적



- 44 -

으로나 권력적으로나 제한을 받는다.

헌법재판소 역시 위와 같은 지방의회의원의 영역적․권력적

제한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헌법재판소는 특별시․광역

시․도의회의원(이하 ‘시․도의원’이라 한다)을 두고 “국회의 구성원

인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국정 전반에 걸쳐 국민의 추정적

의사를 대변할 책임을 지는 데에 반해 시․도의원은 국가의 영토의

일부를 기초로 하는 시․도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 그 활동범위는

해당 시․도의 지역사무에 국한된다. … 따라서 같은 정치활동이라

하더라도 그 수행하는 정치활동의 질과 양에서 국회의원과 시․도

의원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라고 판시하고64), 자치구의회

의원을 두고 “국회의원은 비록 일정한 지역구를 단위로 선출되더라

도 국민 전체를 대표하여 국정 전반에 걸쳐 국민의 추정적 의사를

대변할 책임을 지는 대의기관으로서 본질적으로 전문정치인이며 …

반면 자치구의회의원은 국가의 영토의 일부를 기초로 하는 자치구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활동범위는 해당 자치구의 지역 사무에 국

한된다. 같은 정치활동이라 하더라도 그 수행하는 정치활동의 질과

양에서 국회의원과 자치구의회의원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라고 판시함으로써65),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역할 등이 영역적으로

제한되고 그로 인하여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사이에는 근본적․

본질적 차이가 있음을 긍정하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도

국가적 법질서의 테두리 안에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지방행정도 중

앙행정과 마찬가지로 국가행정의 일부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국가적 감독, 통제를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 즉, 지방자치단체

64) 헌법재판소 2000. 6. 1. 선고 99헌마576 결정 참조

65) 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8헌마301, 430(병합) 결정 참조.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판시에서 더 나아가 “이와 같이 자치구의회의원은 …

국회의원과는 그 지위나 성격, 기능, 활동범위, 정치적 역할 등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므로”라고까지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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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거나 각종 권한을 말살하는 것과 같이 그 본

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법률에 의한 통제는 가능하다.”라고

판시하였고66), “헌법 제117조 제1항은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규정하고 있다. … 다만, 이러한 헌법상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에

의하여 형성되고 제한된다.”라고 판시하였는바67), 이러한 판시들은

결국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지방의회의원의 권한 등이 권력적으로

제한됨을 뜻하는 것이라 하겠다.

3) 직무․역할의 미시적 성격

한편 앞서 본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개념적 차이에서

또 하나 눈여겨 살필 점은 국회의원의 사전적 정의에 있는 “국민의

대표”라는 표현이다. 즉 국회의원은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을 대표

하는 지위를 가지는데, 여기서 국민은 국적법에 따라 정해진다68).

따라서 국적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국민이 아닌

사람, 다시 말해 외국인이 되고, 국회의원은 이러한 외국인이 아닌

국민들만의 대표성을 가진다. 이에 반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영역적

기초인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주민’은 국적법에 따라 정해지는

국민의 개념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즉 주민은 국적법이 아닌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해지는데69), 현행 지방자치법 제12조는 “지방

66) 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2000헌바78 결정, 헌법재판소 2014. 6. 26. 선고

2013헌바122 결정 참조

67)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1헌라1 결정, 헌법재판소 2005. 10. 27. 선고

2003헌바50․62, 2004헌바96, 2005헌바49(병합) 결정 참조

68) 현행 헌법 제2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국적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선언하면서, 이하에서 국민이

되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69) 현행 헌법은 앞서 본 ‘국민’과는 달리 ‘주민’이 되는 요건의 설정을 법률에 위임

하는 명시적인 조항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현행 헌법 제118조 제2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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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 주소, 즉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면70)

누구나 그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주민이 된다. 따라서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71). 그러므로

국회의원은 국가의 영토 내에 실제 거주하는지와 상관없이 관념적

정체성을 기초로 규범적으로 형성되는 국민들의 공동체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는 반면에, 지방의회의원은 현실적 거주성, 즉 지방자치

단체의 영역 내에서 실제로 거주함을 전제로 생활적으로 형성되는

주민들의 공동체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점으로부터, 국회의원의 직무 내용이나 역할은 관념적

정체성의 발현으로서 국가라는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이나 추구할

가치를 결정짓는 거시적인 차원에 방점을 둘 필요가 있음에 비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직무 내용이나 역할은 현실적 거주성의 반영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생활인들의 일상과 복리를

다루는 미시적인 차원에 방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는 국가적 차원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구체적인 정치적 참여가능성을 지역주민에게 부여한다. … 기초자치

단체는 주민의 일상적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공동체 단위로서, 그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

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이 되는 요건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에 관한

사항이라 봄이 타당하므로, 위 조항이 그 요건의 설정을 법률에 위임한 근거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70) 다만 현행 주민등록법 제23조 제1항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 따른 주민등록지를 공법(公法) 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식적으로 주민등록이 필요할 수 있다.

71) 김동희, 앞의 책, 60쪽; 홍정선, 앞의 책, 151쪽; 박균성, 앞의 책, 88쪽. 현행 지방

자치법도 역시 외국인이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주민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제15조 제1항 제3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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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는 공동사회의 지역적 범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의 가장 기본

적인 단위가 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72). 이러한 판시는 지방자치

단체의 생활직결성을 인정한 것으로서73),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지방

의회의원의 직무․역할이 가지는 미시적 성격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4) 지위․행위․활동의 규범적 층위: 법률 단계

앞에서 인용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헌법의 규율

내용을 살펴보면,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원도 헌법이 직접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는 공히 헌법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에 의한 규율의 직접성이나 밀도 측면

에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큰 차이가 있다. 즉 현행 헌법은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의 조문을 할애하여 그 지위의 발생

(제41조)과 유지(제42조, 제64조)․보호(제44조, 제45조) 및 수반하는

의무(제43조, 제46조)와 권한(제52조)의 중심적 내용을 법률에 위임

함이 없이 직접 규율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현행 헌법이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의원선거”라는 말

하나뿐이며, 그마저도 아무런 내용을 정하지 않은 채 내용 형성의

전권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현행 헌법은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비례대표제”를 명시적으로 언급함으로써 국회의원 선거

72) 헌법재판소 2019. 8. 29. 선고 2018헌마129 결정 참조

73) 위 판시는 기초자치단체를 두고 한 것이지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를 나누어 법적으로 달리 취급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은, 광역과 기초의

차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의 차이에 불과할 뿐, 지방분권이라는 자치기능에

있어서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헌법재판소의 다른 판시 내용

[헌법재판소 2003. 1. 30. 선고 2001헌가4 결정, 헌법재판소 2003. 5. 15. 선고

2003헌가9, 10(병합) 결정 참조]에 비추어 보면, 이를 광역자치단체에 대해서도

확장할 수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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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형성에서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도록 강제하거나 적어도 채택을

위하여 노력할 헌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74) 반면, 지방의회의원

에 대해서는 아무런 부가 언급 없이 “의원선거 … 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만 함으로써 비례대표제 채택 여부를 비롯하여

지방의회의원 선거 제도를 어떻게 형성할지에 관하여 입법자에게

일임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헌법이 직접

규율하는 범위나 정도에서 상당히 다르다. 즉 국회의원은 헌법이 그

지위의 발생과 유지․보호 등의 주요 내용을 특별히 직접 규율하는

만큼 헌법 기관으로서의 추상적 존재뿐만 아니라 개개 국회의원의

개별적․구체적 지위까지도 헌법상 보장된다고 해석할 수 있음에

반하여, 지방의회의원은 헌법이 그 존재 외에는 아무런 직접 규율을

하지 않으므로 그 존재 자체, 다시 말해 우리 공동체의 구성에 지방

의회의원이 반드시 존재하여야 한다는 점만이 헌법적으로 요구될

뿐 그 지위를 둘러싼 사항이 헌법상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

하여야 하는 차이가 있다.

74) 한국헌법학회, 헌법주석[국회, 정부], 경인문화사, 2018년, 45쪽은 헌법 제41조와

관련하여 “다만 헌법이 이 조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 선거구와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입법자에게 하등의 형성의 자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오로지 그러한 제도를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의 문제에 대해서만

형성의 자유를 가질 뿐이다.”라고 하고 있다. 반면에 “헌법이 제41조 제3항에서

… ‘선거구와 비례대표제’를 언급한 것은 … 선거제도의 두 가지 유형을 단지

예시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헌법 제41조 제3항은 입법자를

구속하는 특정한 내용의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입법형성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반대 견해도 존재한다(한수웅,

앞의 책, 169쪽). 그러나 헌법 제41조 제3항의 “비례대표제”와 병렬적으로 나열

되어 있는 “선거구”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헌법재판소 2016. 4. 28. 선고 2015

헌마1177, 1220, 2016헌마6, 17, 25, 64(병합) 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조항의 “비례대표제” 역시 본문에서 살핀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해석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헌법재판소는 위 결정에서 “헌법 제41조 제3항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선거구에 관하여 직접 법률로 정하

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대한민국 국회)에게는 국회의원의 선거구를

입법할 명시적인 헌법상 입법의무가 존재한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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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위와 같은 헌법의 규율 차이에다 앞에서 인용한 국회

의원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법률의 규율 내용을 더하여 살펴보면,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지위나 그 행위․활동이 가지는 규범적

성격의 차이를 보다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먼저 지위와 관련

하여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앞서 보았듯이 현행 헌법 제42조가 “국회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지위의 유지 기간을

직접 보장하고 있는 반면에,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는 헌법이 아닌

현행 지방자치법 제32조가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그 지위의 유지가 법률 차원에서 보장을 받음에

그친다. 따라서 예컨대 국회가 국회의원의 임기를 4년보다 축소하는

내용으로 입법을 한다면 이는 ‘위헌’적인 행위가 됨에 반하여, 지방

의회의원의 임기를 4년보다 축소하는 내용으로 별개의 입법을 하는

경우 이에는 별다른 ‘위헌’ 또는 ‘위법’의 문제가 없으며75) 단지 신법

우선의 원칙이나 특별법 우선의 원칙 등에 따라 해석을 통하여 그

임기를 도출해내면 될 일에 그친다. 또한 국회의 국회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와 징계는 헌법에 직접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반면에(현행

헌법 제64조), 지방의회의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와 징계는

헌법에 직접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므로

(현행 지방자치법 제79조, 제80조, 제86조), 국회의원의 지위를 상실

시키기 위해서는 헌법적인 힘이 필요함에 비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위를 상실시키는 데에는 법률적인 힘으로도 충분하다는 해석을

할 수 있다. 한편 행위․활동과 관련하여서도 마찬가지 논의가 가능

한데, 현행 헌법은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제43조, 제46조에서 직접적

75) 다만 예를 들어 합리적 이유 없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의 임기와 달리 정하여 평등 원칙에 반하는

경우 등 다른 헌법 규범 위반으로 인한 위헌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존재할

수가 있으나, 이는 지방의회의원의 임기 축소 자체에서 발생하는 ‘위헌’ 또는

‘위법’의 문제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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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겸직 금지 의무, 청렴 의무, 국가 이익 우선 의무, 지위 남용

금지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으나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무를 직접 부과하고 있지 않으며, 헌법이 아닌 현행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6조가 지방의회의원에게 같은 내용의 각 의무(단 국가

이익 우선 의무는 공공 이익 우선 의무 형태로) 등을 부과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예컨대 국회의원이 지위 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하면

그 국회의원은 ‘위헌’적인 행위․활동을 한 것임에 반하여, 지방의회

의원이 지위 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하면 그 지방의회의원은 위헌적

이지는 않은 ‘위법’한 행위․활동을 한 것에 그친다.

요약하면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위의 유지․보장

이나 그 행위․활동의 효과가 귀속되는 국면에서 헌법 단계에 위치

하여 있느냐 법률 단계에 위치하여 있느냐의 차이가 있다. 즉 지방

의회의원은 그 지위나 행위․활동의 규범적 층위가 법률 단계라는

점에서 국회의원과 대별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점을 가진다.

5) 법률에 근거한 주민의 직접 통제 가능성

마지막으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법률의 규율과

관련하여 또 하나 살필 점은 국민 또는 주민에 의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직접 통제의 가능성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현행 지방자치법 제20조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정한 요건 하에 지방자치단체를 구성

하는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의원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반면에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이러한 직접적인 통제 장치로서 국민소환이

도입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법률로써 이를 도입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논란이 있다76). 따라서 지방의회의원과 달리 국회의원에

76) 예컨대 장영수, “국민소환제도의 의의와 기능 및 문제점”, 고려법학 제45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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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차기 선거를 통한 간접적인 통제 외에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이 직접 국회의원을 통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이처럼 지방

의회의원은 그 선출 권력인 주민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통제받을 수

있으며 이로써 주민 의사에의 기속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국회의원과 차이가 있다.

제3절 의원직 상실의 본질성 여부

1. 일반론

1) 의원직 상실의 본질성에 대한 긍정론과 부정론

정당해산결정에 따른 의원직 상실의 본질성 여부란 정당해산

결정으로 해산되는 정당에 속한 의원이 그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이

정당해산결정의 본질로부터 유래하는 효력인지의 문제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헌법재판소는 2013헌다1 결정에서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으로 해산되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정당해산

심판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라고 판시함으로써 정당해산결정에 따른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의

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5년 11월, 40쪽은 국민소환제도는 대의제, 특히 자유

위임의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하며 현행 헌법 제72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도입

자체의 합헌성이 문제 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나아가 박경철,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직접민주제적 제도의 헌법적 의미”, 토지공법연구 제29집, 한국토지공

법학회, 2005년 12월, 506쪽은 “국민소환제도를 규정하는 입법형식에 있어서도

헌법에서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여 무기속위임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등 국가공직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를 法律에 규정하는

경우 이는 헌법의 무기속위임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의 법률이 될 것이다. 따라

서 국민소환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며 그 요건을

헌법에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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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성을 긍정하였고, 그 근거로 방어적 민주주의와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 확보를 들고 있다. 한편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앞서 본 사회

주의제국당(SRP)에 대한 정당위헌성확인판결에서 “의원직 상실은,

연방헌법재판소법 제46조 제3항에서 정당의 해산을 위하여 행해진

것과 같은, 상응하는 법형성적 판결을 위한 입법자의 명시적인 권한

수여를 필요로 함이 없이, 그것이 정당의 위헌성 확인의 직접적인

법적 결과로 평가되어야 할 정도로 그 위헌성 확인으로부터 강제적

으로 발생한다.”라고 판시하였고, 이러한 판시 역시 정당위헌성확인

판결에 따른 연방의회의원과 주의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의 본질성을

긍정하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77).

77) 전후 맥락을 포함하여 보면, “정당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들과 모순되는 그

정당의 정치적인 관념 세계의 내용 때문에 처음부터 또는 판결에서 적시된

시점부터 국민의 정치적인 의사 형성에의 참여를 위한 전제들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절차에서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로써 확정된다. 그런데 만약 이와 같은 경우라면, 판결의 효력이 이러한

관념들의 관철을 위하여 만들어진 조직적인 기관의 해산에 국한될 수 없다;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판결의 취지는, 이러한 이념들 그 자체를 정치적인 의사

형성의 절차로부터 제거하는 것이다. 정당의 가장 핵심적인 대표자들, 즉

의원들에게 진정한 정치적인 결정들이 내려지는 곳에서 그들의 정당의

이념들을 대표하고 표결을 통해서 관철하는 것이 변함없이 가능하게 남아

있다면, 이러한 목적은 달성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기본법 제21조의 올바로

이해된 의미는 필연적으로 위헌적인 정당의 의원들의 의원직은 판결의 선고와

함께 뒤에서 논하는 범위에서 상실된다는 결론으로 이끈다. 의원직 상실은,

연방헌법재판소법 제46조 제3항에서 정당의 해산을 위하여 행해진 것과 같은,

상응하는 법형성적 판결을 위한 입법자의 명시적인 권한 수여를 필요로 함이

없이, 그것이 정당의 위헌성 확인의 직접적인 법적 결과로 평가되어야 할

정도로 그 위헌성 확인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발생한다. … (이에 반하여) 이

사건에서와 같이 정당의 위헌성 확인을 위한 절차가 문제 된다면, 의원직

상실은 본질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는 법적

결과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BVerfGE 2, 1, 73ff. 원문: “Mit dem Urteil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in einem Verfahren nach Art. 21 II GG steht

fest, daß die Partei von Anfang an oder von dem im Urteil bezeichneten

Zeitpunkt ab wegen des mit den demokratischen Grundprinzipien in

Widerspruch stehenden Inhalts ihrer politischen Vorstellungswelt die

Voraussetzungen für die Mitwirkung bei der politischen Willensbildung des

Volkes nicht erfüllt hat. Ist dem aber so, dann kann sich die Wirkung 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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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선행 연구들의 한계를 살피는 과정에서 논한 바와 같이

선행 연구들 중 이 문제, 즉 의원직 상실의 본질성 여부를 독자적인

주제로서 명료하게 논한 연구는 드물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각주

43에서 보았듯 두 건의 연구는 이를 비교적 명료하게 논하고 있다.

먼저 박찬주의 논문 ｢정당해산결정에 부수하는 의원지위상실결정의

허용성｣은 정당해산결정에 따른 의원직 상실의 본질성을 긍정하는

태도78)를 취한다. 그 이유로는 ① 독일 기본법 제18조79)가 기본권의

Urteils nicht in der Auflösung des organisatorischen Apparates erschöpfen,

der zur Durchsetzung dieser Vorstellungen geschaffen worden ist; vielmehr

ist es der Sinn des verfassungsgerichtlichen Spruches, diese Ideen selbst aus

dem Prozeß der politischen Willensbildung auszuscheiden. Dieses Ziel würde

nicht erreicht werden, wenn es den wesentlichsten Exponenten der Partei,

den Abgeordneten, weiterhin möglich bliebe, die Ideen ihrer Partei an der

Stätte, wo die echten politischen Entscheidungen fallen, zu vertreten und bei

Abstimmungen zur Geltung zu bringen. Der recht verstandene Sinn des Art.

21 GG führt also notwendig zu dem Schluß, daß die Mandate der

Abgeordneten einer verfassungswidrigen Partei mit der Verkündung des

Urteils in dem später zu behandelnden Umfang erlöschen. Der

Mandatsverlust ergibt sich derart zwingend aus der Feststellung der

Verfassungswidrigkeit der Partei, daß er als deren unmittelbare gesetzliche

Folge angesehen werden muß, ohne daß es, wie in §46 III BVerfGG für die

Auflösung einer Partei geschehen, einer ausdrücklichen Ermächtigung des

Gesetzgebers zu einem entsprechenden rechtsgestaltenden Ausspruch

bedurfte. … Handelt es sich dagegen, wie hier, um ein Verfahren auf

Feststellung der Verfassungswidrigkeit einer Partei, so ist der

Mandatsverlust eine gesetzliche Folge, die ihrem Wesen nach einer

parlamentarischen Genehmigung nicht bedürftig sein kann.”]. 그리고 이 역시

방어적 민주주의와 유사한 관점이나 정당위헌성확인판결의 실효성 확보의

관점을 바탕으로 의원직 상실의 본질성을 긍정하는 태도라고 해석할 수 있다.

78) 박찬주, 앞의 글, 290-307쪽

79) 현행 독일 기본법 제18조는 “자유로운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투쟁을 위하여

의사 표현의 자유, 특히 언론․출판의 자유(제5조 제1항), 강의의 자유(제5조

제3항), 집회의 자유(제8조), 결사의 자유(제9조), 서신․우편 및 통신의 비밀(제

10조), 재산권(제14조) 또는 망명권(제16a조)을 남용한 사람은 이 기본권들을

상실한다. 상실과 그 범위는 연방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선고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원문: “Wer die Freiheit der Meinungsäußerung, insbesondere die

Pressefreiheit (Artikel 5 Abs. 1), die Lehrfreiheit (Artikel 5 Abs. 3), 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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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자연인이 결사의 자유를 남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연인으로부터 결사의 자유를 실효시키는데, 정당이

정당 제도를 남용하는 경우에는 위 기본권 상실 조항이 규정하는

기본권 중에서 단순히 결사의 자유뿐 아니라 출판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의 남용도 이루어지고 그 밖에 위 조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기본권까지 남용하거나 국회의원의 특권까지 이용하게 됨으로써 그

남용의 범위와 정도가 결사의 자유의 남용에 비해 훨씬 광범하고

심각할 수 있으므로, 정당 제도를 남용하면서 민주적 기본 질서의

침해 또는 폐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기본권의 상실 규정에서 예정하는 상실의 범위를 뛰어 넘어

위헌정당을 남용할 수 있는 여지를 봉쇄하고 남용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효력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자연인으로서 위헌

정당의 주도 세력인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필요하다는 점, ②

정당은 위헌정당해산과 관련하여서는 헌법상 국가 기관 내지 헌법

기관이기 때문에 주도 세력에 해당하는 소속 의원이 정당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기관 담당자 또는 구성원으로서 정당 당권의 대부분

또는 주요 부분을 장악하고 정당 제도를 남용하여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정당과 소속 국회의원 사이에

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반면 이재희의 논문

｢정당해산과 해산정당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정당해산결정에

따른 의원직 상실의 본질성을 부정하는 태도80)를 취한다. 그 이유로

는 ① 전체주의 독재가 상당 부분 극복된 오늘날 정당해산제도의

Versammlungsfreiheit (Artikel 8), die Vereinigungsfreiheit (Artikel 9), das

Brief-, Post- und Fernmeldegeheimnis (Artikel 10), das Eigentum (Artikel

14) oder das Asylrecht (Artikel 16a) zum Kampfe gegen die 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 mißbraucht, verwirkt diese Grundrechte. Die

Verwirkung und ihr Ausmaß werden durch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ausgesprochen.”].

80) 이재희, 앞의 글, 260-2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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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기능은 방어적 민주주의보다는 부당한 탄압에 대한 정당의

존속 보호에 있으므로 정당해산의 효력을 법적 근거 없이 확대하여

자의적 정당 탄압이 행해지는 계기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점, ② 정당의 자유 보장과 관련하여 단체로서의 정당과 개인으로서

당원, 정당 소속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지위 및 활동 내용은

각각 구별되므로, 정당해산결정으로 해산 정당이 단체의 자유로서

정당의 자유, 즉 정당으로서의 지위와 특권․활동의 자유를 누릴 수

없고 더 이상 그 정당의 이름으로 정당의 목적을 추구할 수 없으며,

개인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해산 정당과의 관계에서 가지는 개인의

자유로서 정당의 자유(개인의 ‘해산 정당에 대한’ 정당의 자유), 즉

해산 정당의 설립 및 가입, 해산 정당의 정당원으로서의 지위 유지,

해산 정당의 당원으로서의 활동 및 해산 정당의 이름 하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받는 외에, 해산 정당에 속해 있던 개인의 다른

정당에 대한 정당의 자유나 정당의 자유 이외의 다른 기본권에까지

제한이 미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별도의 근거가 없는 한 원칙적

으로 해산 정당 소속이었던 개인들 중에서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등 선출된 국민 대표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

자 역시 정당해산결정으로 인하여 해산 정당의 소속을 유지하거나

해산 정당의 목적을 위한 정치 활동을 하는 등 해산 정당에 대한

정당의 자유 향유를 제약받는 외에 다른 정당에 대한 정당의 자유,

그 밖에 다양한 정치적 자유나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제약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 ③ 일부 당원의 비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당을

해산하고 다음으로 그 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의원에 대해서까지

의원직을 상실시킨다는 것은 과도한 인과관계 확장의 오류를 범한

것이고, 정당해산결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해산정당에 대한’ 정당의

자유 이상의 기본권 제한이 허용된다고 하면 도대체 어떠한 기본권

제한이 가해지고 어떠한 불이익 처분이 부과될 수 있는지 예측할



- 56 -

수 없게 된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2) 긍정론의 논거들에 대한 비판

ⅰ) 기본권실효제도와 국가기관설․헌법기관설

먼저 정당해산결정에 따른 의원직 상실의 본질성을 긍정하는

논거들 중 독일 기본법 제18조와의 대비를 내세우는 주장은 우리

헌법이 독일 기본법의 위 조항과 같은 기본권실효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의 헌법 질서 내에서 의원직 상실이 정당

해산결정의 본질로부터 유래하는 효력임을 뒷받침하는 근거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다음으로 정당의 국가 기관 내지 헌법 기관

으로서의 성격을 내세우는 주장 역시 오늘날 정당의 헌법상 지위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국가기관설․헌법기관설을 취하는 견해는 거의

없으며 대다수의 견해가 정당을 국민과 국가 사이에서 국민 의사와

국가 의사를 연결시키는 기구로 보는 매개체설81)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 시대에서 정당해산결정에 따른 의원직 상실의 본질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서는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ⅱ) 방어적 민주주의의 관점

위 두 가지 논거를 제외한다면 정당해산결정에 따른 의원직

81) 권영성, 앞의 책, 190-191쪽; 김철수, 앞의 책, 195-196쪽; 한수웅, 앞의 책, 202

-203쪽; 성낙인, 헌법학(제19판), 법문사, 2019년, 226-227쪽 등. 헌법재판소도

역시 “정당은 국민과 국가의 중개자로서 정치적 도관(導管)의 기능을 수행하여

주체적․능동적으로 국민의 다원적 정치의사를 유도․통합함으로써 국가정책의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모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판시하여(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2헌라1 결정 참조) 매개체설을 취한

다고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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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의 본질성을 긍정하는 논거로서 남는 것은 우리 헌법재판소나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내세운 방어적 민주주의의 관점과 정당해산

결정의 실효성 확보의 관점이다. 그중에서 먼저 방어적 민주주의의

관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우선 고전적인 의미에서 방어적 민주주의란 “민주적인 제도나

절차를 이용하여 민주주의를 전복하거나 파괴하기를 원하는 자들에

대항하여 예방적인 조처를 취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보호할 기회를

가지는 법적․정치적 구조”라고 정의할 수 있다82). 그런데 오늘날

우리 헌법 질서에서 방어적 민주주의의 수용을 부인하거나83) 우리

헌정 질서가 이를 채택하기는 하였으나 그 규범적인 위상은 제한적

이라고 보는84) 견해가 상당수 등장한 상황에서 방어적 민주주의의

관점을 근거로 삼는 것은 설득력의 기반이 약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또한 설령 우리 헌법 질서가 방어적 민주주의를 전면적으로

채택하고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방어적 민주주의의 관점이 의원직

상실의 본질성으로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어 정당해산결정의 요건(현행 헌법 제8조

제4항)을 충족하는 상황에서는 해당 정당에 속한 의원들 역시 모두

82) Svetlana Tyulkina, “MILITANT DEMOCRACY”, In partial fulfi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Juridical Science, Central European

University Department of Legal Studies, 2011년, 347쪽[원문: “For the

purpose of this project militant democracy was defined as legal and political

structure possessing opportunities to preserve democracy by taking

preventive actions against those who want to overturn or destroy it through

utilizing democratic institutions or procedures.”]

83) 김선택, “정당해산의 실체적 요건의 규범적합적 해석”, 헌법연구 제1권 제1호,

헌법이론실무학회, 2014년 9월, 145-152쪽; 이종수, “우리 헌법상 ‘방어적 민주

주의’의 수용 부인론 :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과 관련하여”, 법과사회

제48호, 법과사회이론학회, 2015년 4월, 233-240쪽

84) 김종현, “방어적 민주주의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17년,

200-231쪽



- 58 -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활동을 하고

있음이 예외 없이 인정된다는 명제가 시대․사회적 상황이나 개별

정당의 구체적 사정을 불문하고 보편적으로 성립하여야 한다. 왜냐

하면 정당해산결정의 근저를 방어적 민주주의로 본다면 결국 정당

해산결정은 어떤 세력이 민주주의를 전복하거나 파괴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를 제거함에 본질이 있는 것이 되고, 따라서 그 제거는

‘민주주의를 전복하거나 파괴하기를 원하는’ 세력에 대하여 이루어

지는 한도에서만 본질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의원직 상실을

위와 같은 본질의 발현으로 보기 위해서는 해산되는 정당 자신이

목적이나 활동에서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전복하거나 파괴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인정됨에서 더 나아가 해당

정당 소속 의원들 개개인도 모두 목적이나 활동에서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전복하거나 파괴하기를 원하고’

있음이 필연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는 정당해산결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해당 정당 소속 의원들 개개인의

목적이나 활동도 모두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는 논리가 성립

하는 것이 아니라면, 즉 그 가운데 한 명이라도 목적이나 활동에서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의원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 정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은 ‘민주주의를 전복하거나

파괴하기를 원하는’ 세력에 대한 제거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정당

해산결정의 본질의 발현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명제나 논리가 보편적으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의원이 한두 명에 그치는 정당이라면 모르겠으나, 수십 또는 수백

명의 의원을 보유하고 있는 정당에서는 그중 일부 의원들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목적을 가지거나 활동을 하였고 이를 징표로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는 판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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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졌다 하더라도 다른 의원들은 그들과 달리 민주적 기본 질서에

합치하는 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하였을 수 있으며, 이러한 가능성은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는 ‘자유투표’가 허용되는 제도적인

상황85) 등을 고려하면 부인할 수 없다고 하겠다. 실례(實例)로 터키

헌법재판소는 터키의 한 정당(Refah Partisi)에 대한 해산을 결정한

사건에서 해산 당시 그 정당에 속한 의원 157명 가운데 오직 5명에

대해서만 의원직을 박탈한 적이 있는데86), 이는 위와 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실증적인 근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2013헌다1 결정의

사안 역시 좋은 예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헌다1 결정의 사안

에서도 해산되는 정당의 공천을 받아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헌법

재판소가 의원직 상실을 선고한 5명 외에도 여럿이 있었는데, 헌법

재판소는 이들을 제외하고 위 5명에 대해서만 의원직 상실을 선고

하였다. 물론 이들이 정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 전에 해당 정당을

탈당하였거나 그 정당에서 제명되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이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을 선고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각주

47에서 살펴보았듯이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주의제국당(SRP)에

대한 정당위헌성확인판결에서 판결 선고 당시 사회주의제국당 소속

인지를 불문하고 해당 정당의 공천을 받아서 선출된 의원들은 모두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판시하였는데, 우리 헌법재판소가 2013헌다1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위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결을 당연히 검토

하였을 것인데도 독일연방헌법재판소와는 달리 위 5명에 대해서만

85) 현행 국회법 제114조의2는 “자유투표”라는 표제로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86) 위 사건은 후에 유럽인권법원에서 다루어졌는데[CASE OF REFAH PARTISI

(THE WELFARE PARTY) AND OTHERS v. TURKEY (Applications nos.

41340/98, 41342/98, 41343/98 and 41344/98)], 유럽인권법원의 소재판부에서는

2001년 7월 31일에, 대재판부에서는 2003년 2월 13일에 각각 판결을 내렸다.

그중 소재판부 판결의 단락 번호 82 등을 참조하면, 의원직 박탈에 관한 위와

같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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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상실을 선고하였다는 점을 눈여겨보면, 우리 헌법재판소는

2013헌다1 결정 당시까지도 여전히 해산되는 정당 소속으로 있던

위 5명의 의원들은 그 목적이나 활동에서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반면 위 결정의 선고 전에 해당 정당에서

탈당하였거나 제명되었던 나머지 의원들은 그 목적이나 활동에서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하였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전제적인

판단을 했을 개연성이 크다. 그렇다면 우리 헌법재판소는 해산되는

정당 소속이라 하더라도 의원들마다 그 개개인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지 합치하는지 여부가 다를 수 있다는

전제에 서 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결국 이상과 같은

제도적 상황이나 실증적 사례를 바탕으로 볼 때, 방어적 민주주의의

관점을 근거로 정당해산결정에 따른 의원직 상실의 본질성을 긍정

하기에는 부족함이나 한계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ⅲ)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 확보의 관점

다음으로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 확보의 관점에 관하여 살펴

본다. 이 관점은 우리 헌법재판소의 표현을 빌려서 말하자면 “해산

되는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의원직을 유지한다면 그 정당의

위헌적인 정치이념을 정치적 의사 형성과정에서 대변하고 또 이를

실현하려는 활동을 계속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그

정당이 계속 존속하여 활동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므로 “해산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지 않는

것은 … 나아가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을 제대로 확보할 수 없게

된다.”라는 관점이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의

취지는, 이러한 이념들 그 자체를 정치적인 의사 형성의 절차로부터

제거하는 것이다. 정당의 가장 핵심적인 대표자들, 즉 의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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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정치적인 결정들이 내려지는 곳에서 그들의 정당의 이념들

을 대표하고 표결을 통해서 관철하는 것이 변함없이 가능하게 남아

있다면, 이러한 목적은 달성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여(각주 77

참조) 유사한 관점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개개인의 산발적․파편적 활동을 집단화․조직화함으

로써 정치적인 의사 형성의 장에서 단순한 개개인의 총합을 뛰어

넘는 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끔 하려는 정당 제도의 목적87)을

고려하면, 정당이 해산된 상태에서 유리된 채 이루어지는 소속 의원

들의 개별적 활동을 존속하는 정당의 활동과 결과 면에서 동일하게

파악하는 것은 규범적으로든 현실적으로든 타당하지 않고 오히려

정당 제도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거나 무의미하게 만드는 해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앞서 보았듯이 해산되는 정당 소속 의원들

중 민주적 기본 질서에 합치하는 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일부

의원들의 존재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는 점까지 더하여 살피면,

정당과 단절되어 이루어지는 일부 의원들의 활동을 과연 그 효과나

결과에서 해당 정당이 존속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 이처럼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 확보의 관점은 그 전제 자체에

대하여 충분히 논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약하다.

그뿐 아니라 ‘본질’은 사전적으로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사물

자체의 성질이나 모습”을 뜻하므로 정당해산결정의 본질로부터 유래

하는 효력이려면 정당해산결정 자체가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성질,

87) 이러한 목적에서 현행 헌법은 제8조 제2항에서 “정당은 …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정당에 조직을

구비할 의무를 헌법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 역시

“우리 헌법 및 정당법상 정당의 개념적 징표로서는 ① 국가와 자유민주주의 또

는 헌법질서를 긍정할 것, ② 공익의 실현에 노력할 것, ③ 선거에 참여할 것,

④ 정강이나 정책을 가질 것, ⑤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할 것, ⑥ 계속

적이고 공고한 조직을 구비할 것, ⑦ 구성원들이 당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구

비할 것 등을 들 수 있다.”라고 하여(헌법재판소 2006. 3. 30. 선고 2004헌마246

결정 참조) 조직의 구비를 정당의 중요한 개념 요소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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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어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이를 해산한다’는 것(현행 헌법 제8조

제4항 참조)으로부터 그 효력이 바로 도출되어야 하며, 이러한 성질

이외의 다른 관점이 효력의 도출에 개재한다면 그 자체로 이는 더

이상 본질로부터 유래하는 효력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정당해산

결정의 ‘실효성 확보’라는 관점은 위와 같은 정당해산결정 자체의

성질, 즉 정당해산결정의 본지 내부에서 찾아내는 사정이 아니라 그

외부에서, 다시 말해 이미 전제된 정당해산결정을 놓고 그것이 사회

내에서 실제로 효력을 가지도록 만들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을 고민

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사정이다88). 그렇다면 의원직 상실이라는

효력의 발생을 논하는 데에 이러한 외부적 사정을 끌어들인다는 것

자체가 정당해산결정의 본질 이외의 다른 관점이 개재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도출할 수 없다는 뜻에 지나지 않으므로 오히려 의원직

상실이 정당해산결정의 본질로부터 유래하는 효력이 아니라는 점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 확보의 관점을

근거로 정당해산결정에 따른 의원직 상실의 본질성을 긍정하는 것

역시 부족함이나 한계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비례성의 원칙 적용: 의원직 상실의 본질성 부정

정리하자면 정당해산결정으로 해산되는 정당에 속한 의원이

88) 어떠한 제도의 ‘본질’과 그 제도의 ‘실효성 확보’는 분리되는 별개의 관점으로서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내포하거나 필연적으로 연결되는 관계에 있지 않다.

예컨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본질이 위헌법률심판이지만

(헌법재판소도 위 헌법소원은 ‘실질상 헌법소원심판이라기보다는 위헌법률심판’

이라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1996. 4. 25. 선고 92헌바47 결정 참조)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한다는 관점에서 헌법소원으로서의 성격과 효력 등을 부여받고 있다.

그러므로 ‘실효성 확보’의 관점이 반드시 ‘본질’과 일치하거나 ‘본질’로부터 유래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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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이 정당해산결정의 본질로부터 유래하는

효력임을 긍정하기 위하여 우리 헌법재판소나 독일연방헌법재판소

또는 학계의 연구가 내세우는 논거들은 적절하지 않거나 설득력이

없거나 부족함이나 한계가 있다. 오히려 오늘날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운용에 적용되어야 할 기준으로 널리 수용되어 가고 있는 ‘비례성의

원칙’ 및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당해산결정으로 해산되는 정당 소속

의원들 중에서 민주적 기본 질서에 합치하는 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일부 의원들의 존재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는 점을 합하여

살핀다면, 정당해산결정에 따른 의원직 상실의 본질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바라봄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즉 우리 헌법재판소는

2013헌다1 결정에서 정당해산심판에 비례성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고89),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산하 기구인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90)도 2009년 발표한 규약91)을 통하여

89)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에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권력의 행사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되고 국가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달성하고자 하는 이익이 클 때에만 허용될 수 있다 … 정당해산심판제도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이 정당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국가권력에 해당

하므로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 해산결정이 비례원칙

에 부합하는지를 숙고해야 하는바, 이 경우의 비례원칙 준수 여부는 그것이

통상적으로 기능하는 위헌심사의 척도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이

충족해야 할 일종의 헌법적 요건 혹은 헌법적 정당화 사유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강제적 정당해산은 우리 헌법상 핵심적인 정치적 기본권인 정당 활동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제한이므로 헌법재판소는 이에 관한 결정을 할 때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례원칙을 준수해야만 하는 것이다.”라고 판시

하였다.

90) ‘베니스위원회’라고도 불리며, 우리나라도 2006년부터 정회원국의 지위에 있다.

헌법, 헌법재판, 그리고 선거, 국민투표 및 정당과 관련되어 유럽 차원의 기준

을 제시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송석윤, “정당해산심판의 실체적 요건 —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좌표와 관련하여 —”, 서울대학교 법학 제51권 제1호, 서울

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년 3월, 38-39쪽).

91) CODE OF GOOD PRACTICE IN THE FIELD OF POLITICAL PARTIES

AND EXPLANATORY REPORT [CDL-AD(2009)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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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예방적 금지와 강제해산에 대한 세 가지 원칙으로서 합법성

(legality), 예외성(exceptionality)과 함께 비례성(proportionality)을

제시하였으며92), 유럽인권법원(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역시 해산된 터키 정당(Refah Partisi)에 관한 사건93)에서 정당해산

결정의 정당성을 심사하는 기준으로 엄격한 비례성의 원칙을 제시

하고 있다94)95). 따라서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는 해산 결정의 여부뿐

아니라 그 결정의 범위, 효력 등을 살피는 심판의 전 과정에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관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정당해산결정으로 해산되는 정당 소속

이라 하더라도 의원들마다 개개인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다를 수 있고, 그중 민주적 기본 질서에

합치하는 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일부 의원들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당해산결정에 따른 의원직 상실을 그 결정의

92) 송석윤, 앞의 글, 39-41쪽

93) 각주 86 참조

94) 유럽인권법원이 제시한 엄격한 비례성의 원칙은 ‘정당해산이 그 정당한 목적을

추구하는데 불가피(necessary)할 뿐 아니라 긴절한 사회적 필요(a pressing

social need)가 있는 적절한 정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것이다(송석윤, “정당해

산제도의 딜레마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독일 민족민주당 사건을 중심으로

—”, 세계헌법연구 제16권 제3호,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10년 8월, 75-76쪽).

95) 한편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2017. 1. 17. 독일민족민주당(NPD)에 대한 정당의

위헌성 확인을 위한 절차에서 선고한 판결의 내용 중에서 “정당금지절차에서는

비례성의 원칙의 분리된 적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함으로써[BVerfGE

144, 20, 230. 원문: “Einer gesonderten Anwendung des Grundsatzes der

Verhältnismäßigkeit im Parteiverbotsverfahren bedarf es nicht."], 유럽인권

법원과 달리 정당해산심판에 비례성의 원칙이 적용됨을 부정하는 듯한 판시를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시가 반드시 유럽인권법원의

입장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당해 정당이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의 구성

요소에 감지할 수 있을 정도의 위태로움을 초래하여야만 해산 요건을 충족

한다는 것이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입장인바, 위험성을 판단하여 해산 여부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이미 예방적 수단으로서의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 비례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가 있다[김종현, 앞의 글(각주

84), 94-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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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로부터 유래하는 효력으로 봄으로써 이들 합헌적 의원들마저도

남김없이 제거해 버리는 것은 분명 ‘필요한 최소한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비례성의 원칙에 반한다.

요컨대 정당해산결정으로 해산되는 정당에 속한 의원이 그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은 정당해산결정의 본질로부터 유래하는 효력

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일반론으로서 이 문제에 관하여 어떠한

견해에 서든 간에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는 그 특수성과 차별성을

고려한 논의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설령 이와 달리 정당해산

결정에 따른 의원직 상실의 본질성을 긍정하는 태도를 취한다 하더

라도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까지 이를 곧바로 확장하여 그 의원직

상실의 본질성을 긍정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범위를 좁혀 그 의원직 상실의 본질성 여부를 더 나아가

살펴보기로 한다.

2.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1) 의원직 상실에 관한 본질성 긍정론의 모순

정당해산결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의 본질성

여부란 정당해산결정으로 해산되는 정당에 속한 지방의회의원이 그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이 정당해산결정의 본질로부터 유래하는 효력

인지의 문제이다. 앞에서 살펴본 일반론의 차원에서 정당해산결정에

따른 의원직 상실의 본질성을 부정하는 태도를 취하면 그 당연한

논리적 귀결로 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의 본질성 여부도 부정

하게 될 터이므로, 이 논의는 위 일반론의 차원에서 의원직 상실의

본질성을 긍정하는 태도를 취한 경우에 특히 더 의미가 있다.

위 일반론에서 살펴본 박찬주의 논문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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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역시 정당해산결정의 본질로부터 유래

하는 효력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위 논문은 위헌정당이

강제해산 되는 경우에 의원직 상실이 정당해산심판제도의 본질적

효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사이에는 그

효력에 차이가 있다고 하면서, 국회의원은 그 특권이 정당 제도의

남용의 도관으로 이용됨으로써 파괴력이 크다는 점 등 때문에 위헌

정당의 해산과 동시에 의원직을 상실함이 당연하나, 지방의회의원은

국회의원과 실질적으로 등가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의원직

상실이 본질적 효력이라는 법리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평가 이후에야 비로소 헌법재판소의 선별적 상실 결정에 의하여 그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다고 한다96).

그런데 이미 언급한 바 있듯이 ‘본질’은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사물 자체의 성질이나 모습이므로 ‘본질적 효력’이란 사물 자체가

가지는 본래의 성질이나 모습에서 나타나는 효력을 뜻하는데, 사물

자체가 존재하면 그 본래의 성질이나 모습은 당연히 내포된다는 점

에서 어떤 효력이 ‘본질적 효력’이라면 그 효력은 사물이 존재하는

이상 그 본래의 성질이나 모습으로부터 필연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다시 말해 ‘본질적 효력’이란 그 개념 자체로 어떤 사물의 존재에서

당연히 예외 없이 발현되는 효력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정당

해산결정의 ‘본질적 효력’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효력이 정당해산

결정이 존재하는 한 당연히 예외 없이 발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정당해산결정의 ‘본질적 효력’으로

본다고 하면, 정당해산결정이 내려지는 한 해산되는 정당 소속 지방

의회의원들도 예외 없이 모두 다 그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져야 한다. 따라서 정당해산결정에 따른 의원직 상실이 ‘본질적

효력’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사이에 그 효력

96) 박찬주, 앞의 글, 3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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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에 차이가 있다고 하거나 정당해산결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본질적 효력’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개개의 지방의회

의원마다 그 효력의 적용 여부를 달리하여 선별적으로 그 의원직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위 논문의 논리는 ‘본질적 효력’의 개념

자체와 모순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이처럼 ‘본질적 효력’을 사물, 즉 정당해산결정의 존재

로부터 당연히 예외 없이 발현되는 것으로 본다면 그 효력은 다른

판단을 거침이 없이 ‘정당해산결정의 존재’로부터 곧바로 도출되기

때문에 범위가 명백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위 논문의 논리와 같이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국회의원과 실질적으로 등가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라는 별개의 요소에 대한 판단을 거쳐 의원직 상실이라는

본질적 효력의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본질적 효력’의

성격에 맞지 않는 것이자 효력의 범위를 불분명하게 하여 판단자의

자의를 허용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97).

2) 지방의회의원의 특수성과 차별성 도출

오히려 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의 본질성 여부를 논하는

데에서는 앞서 살펴본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차이점에 주안을

두어야 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지방의회의원의 행정 기관으로서의

성격에 주목하여야 하고, 그 논의 과정에서 지방의회의원의 직무․

97) 앞서 일반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떠한 효력이 정당해산결정의 본질로부터

유래하는 효력이려면 그 효력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어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이를 해산한다’는 것(현행 헌법 제8조

제4항 참조)으로부터 다른 관점이 개재함이 없이 바로 도출되어야 한다. 그러

므로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이라는 효력 발생에 ‘국회의원과 실질적

으로 등가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라는 다른 관점이 개재한다는 것 자체가

그 효력이 정당해산결정의 본질로부터 유래하는 효력이 아님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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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권한의 영역적․권력적 제한성, 지방의회의원의 직무 내용․

역할의 미시적인 성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ⅰ) 행정 기관으로서의 성격 주목

국회의원은 전통적인 삼권 중 입법권의 한 부분으로서 입법

권능의 일부를 나누어 행사하는 주체임에 비하여 지방의회의원은

행정권의 한 부분으로서 행정 권능의 일부를 나누어 행사하는 주체

임은 앞에서 언급하였다. 즉 국회의원은 입법의 영역에 위치한 반면

지방의회의원은 행정의 영역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입법이란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고, 법률이란 헌법의

바로 아래 단계에 위치하면서 국가의 강제력을 통하여 뒷받침되는

사회 규범이므로, 입법 권능은 결국 헌법이 선언한 정체성과 가치를

바탕으로 국가를 조직화하고 국가 전체에 통용되는 제도나 체계를

만듦으로써 국가의 구체적인 질서를 형성하는 힘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입법의 영역에 위치하여 있다는 것은 위와 같은

국가의 구체적인 질서를 형성하는 힘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고,

이것은 국회의원이 추구하는 가치나 지향하는 이념이 국가의 구체

적인 질서 형성에 반영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반하여 행정은

법률을 집행하는 것, 즉 사전적으로 “법 아래에서 법의 규제를 받으

면서 국가 목적 또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 작용”을 말하므로, 행정 권능은 결국 입법자가 이미

형성하여 놓은 국가의 구체적인 질서 내에서 그 질서를 작동하고

운용하는 힘에 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원이 행정의

영역에 위치하여 있다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이 행사하는 힘은 이미

형성되어 있는 국가의 구체적인 질서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뜻이고,

이것은 지방의회의원이 추구하는 가치나 지향하는 이념은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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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질서 형성에는 반영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단적으로 지방

의회의원이 헌법 또는 법률에 반하는 가치나 이념을 담은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그 조례는 법령의 범위 밖에서 제정된 것으

로서 무효이므로(현행 헌법 제117조 제1항 후단 참조)98), 위와 같은

가치나 이념은 아무런 규범적․현실적 효력을 발하지 못하여 헌법

을 바탕으로 법률이 형성하여 놓은 국가의 구체적인 질서에 변화나

훼손을 가져오지 못한다.

ⅱ) 직무․역할․권한의 영역적․권력적 제한성 고려

지방의회의원의 행정 기관으로서의 성격에서 추론할 수 있는

위와 같은 논리는 앞서 언급한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역할․권한의

영역적․권력적 제한성과도 일맥상통하거나 이를 통해서도 뒷받침

된다. 즉 지방의회의원은 국회의원과 대비하여 직무․역할이나 권한

에서 영역적으로나 권력적으로나 제한을 받는데, 그 제한은 영역적

으로는 ‘국가 영토의 일부에 한한다’는 것이고 권력적으로는 ‘법에서

비로소 유래하고 법으로 제한되는 지배권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러

므로 설령 지방의회의원이 그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나 이념을

사회에 투영하려고 해도 이는 영역적으로 국가 영토의 일부에 그치

므로 국가 전체의 질서에 변동을 가져오지는 못하며, 권력이 법, 즉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어 지방의회의원은 헌법이나 법률에

반하는 가치나 이념의 실현을 의도하는 범위에서는 더 이상 권력을

가지지 못하므로 헌법과 법률이 형성한 국가 질서에 변화나 훼손을

가하지도 못한다. 결국 지방의회의원이 추구하는 가치나 지향하는

이념은 국가 전체의 질서를 뛰어넘을 수 없으며 그 질서의 형성에

98) 실제로도 대법원은 다수의 판결에서 법령에 위배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무효로 선언하고 있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추16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추103 판결,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추9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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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될 수도 없다.

ⅲ) 직무․역할의 미시적 성격 고려

나아가 지방의회의원의 직무 내용․역할의 미시적인 성격도

마찬가지로 지방의회의원의 행정 기관으로서의 성격에서 추론할 수

있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논리를 뒷받침하는 하나의 근거를 이룬다.

즉 국회의원의 직무 내용과 역할은 국가라는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

이나 추구할 가치를 결정짓는 거시적 차원에 방점이 있는 반면에,

지방의회의원의 직무 내용과 역할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생활인들의 일상과 복리를 다루는 미시적 차원에 방점이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원의 활동은 그것이 가치나 이념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즉 주민

들의 생활이나 이익에 대해서나 영향을 미칠 뿐, 국가라는 공동체의

방향이나 가치를 설정하는 일과 같은 국가의 질서를 형성하는 국면

에는 달리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 역시도 결국은 지방의회의원이

추구하는 가치나 지향하는 이념은 국가의 질서 형성에는 반영될 수

없다는 뜻으로 귀결된다.

3) 특수성과 차별성의 반영: 의원직 상실의 본질성 부정

요컨대 지방의회의원의 행정 기관으로서의 성격에 주목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역할․권한의 영역적․권력적 제한성과 지방

의회의원의 직무 내용․역할의 미시적인 성격까지 더하여 살피면,

지방의회의원이 행사하는 힘이나 추구하는 가치․지향하는 이념은

이미 형성되어 있는 국가의 구체적인 질서를 뛰어넘을 수 없으며

그 질서의 형성에 반영될 수도 없다고 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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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론에서 살펴본 정당해산결정에 따른 의원직 상실의 본질성을

긍정하는 논거들 가운데 오늘날 우리 헌법 질서에서 그나마 입론이

가능한 방어적 민주주의의 관점이나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 확보의

관점을 끌어오더라도, 정당해산결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의 본질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기는 어렵다.

구체적으로 우선 ‘민주주의를 전복하거나 파괴하기를 원하는

자들’에 대하여 예방적인 조처를 취하고자 하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지방의회의원은 민주주의와 같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이미 형성되어 있는 국가의 기본 질서를 뛰어넘을 수 없고

그 질서에 변화나 훼손을 가져오지도 못하기 때문에, 애초에 ‘민주

주의를 전복하거나 파괴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아 그에 대하여

방어적 민주주의가 가동될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 확보의 관점을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 적용한다면 ‘해산되는

정당 소속 지방의회의원들이 의원직을 유지한다면 그 정당의 위헌

적인 정치 이념을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서 대변하고 이를 실현

하려는 활동을 계속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그 정당이

계속 존속하여 활동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그 의원직을 상실시키지 않으면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을 제대로

확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될 터인데, 지방의회의원이 추구하는

가치나 지향하는 이념은 국가의 구체적인 질서를 뛰어넘을 수 없고

그 질서의 형성에 반영될 수도 없으므로 해산되는 정당 소속 지방

의회의원들이 계속 남아 활동한다고 하여도 위헌적인 정치 이념이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 투영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적어도

해당 정당이 계속 존속하여 활동하는 것과 동일한 범위와 정도로

위헌적인 정치 이념이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 투영될 리는 만무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실효성 확보의 관점을 지방의회의원에 대해

서까지 확장하여 적용할 수도 없다. 오히려 앞서 일반론에서 언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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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성의 원칙’을 다시 상기하여 본다면, 행사하는 힘이나 추구하는

가치․지향하는 이념의 반영 가능성 측면에서 이미 논한 바와 같은

한계를 갖는 지방의회의원99)에 대해서까지 의원직 상실의 본질성을

긍정하여 정당해산결정이 있으면 해산되는 정당 소속 지방의회의원

들도 모두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보는 것은 명백히 ‘필요한

최소한도’를 넘는 것으로서 비례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보았듯이 2013헌다1 결정의 사건에서 정부는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면서 청구 대상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그

의원직 상실을 함께 구하였지만, 해당 정당 소속 지방의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이를 구하지 않았다(각주 17 및 그와 연결된 본문 참조).

이러한 정부의 청구는 누락이 아닌 의도된 것으로서, 정부는 2014년

1월 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의원(자치단체장 포함)의 경우, 기본적으로 정치

적 결정을 하는 영역이 아니라 행정영역에 속하므로 의원직은 상실

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독일의 경우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주의제국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 선언을 하면서 …

지방자치단체 의원에게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본질적으로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 행정적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소속

의원들에 대해서까지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

에 맞지 아니한다는 취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국

회의원에 한하여 의원직이 상실된다고 합리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합

99) 헌법재판소 역시 지방의회의원의 영향력이 지니는 한계성을 인정하고 있다. 즉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대비하여 “지방의회의원은 … 기본적으로는

회의체인 지방의회의 구성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방의회의원은 개인의 권한

만으로는 지방자치행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라고 판시하고 있다(헌법

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5헌마403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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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라고 함으로써 “의원직 상실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속

의원의 경우는 제외”됨을 명시하고 있다(문서 2 준비서면100) 참조).

즉 위 사건에서 청구인인 정부조차 지방의회의원의 행정 기관으로

서의 성격에 주목하여 정당해산결정이 내려지더라도 해산되는 정당

소속 지방의회의원들은 그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위에서 견지한 본 논문의 논지를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근거라고도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지방의회의원의 행정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비롯

하여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차이점을 반영하여 살핀다면, 정당

해산결정으로 해산되는 정당에 속한 지방의회의원이 그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은 정당해산결정의 본질로부터 유래하는 효력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결론은 설령 일반론으로서 정당해산결정에

따른 의원직 상실의 본질성을 긍정하는 태도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여야 한다101).

100) 본 논문의 말미에 [문서 2]로 첨부한 것을 가리킨다. 이 문서는 헌법재판소에

직접 심판기록복사신청을 하여 제공받은 정부 제출 2014. 1. 7. 자 준비서면

중 관련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101) 이러한 결론은 2013헌다1 결정의 전후를 불문하고 선행 연구들 가운데 ‘정당

해산결정이 내려진 경우 해산되는 정당에 속한 행정 기관이 그 지위를 상실

하는지’의 문제를 논하고 있는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점으로부터도

뒷받침된다. 방어적 민주주의의 관점이나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 확보의 관점

을 일관한다면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행정 기관(예컨대 각 부 장관, 지방자치

단체의 장 등)도 논의 대상으로 삼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선행 연구

들이 위 문제를 논하고 있지 않다는 것 자체가 정당해산결정이 내려지더라도

해산되는 정당에 속한 행정 기관은 그 지위를 상실하지 않음을 의미하거나,

적어도 이 문제를 따로 논할 필요성이 있을 만큼 정당해산결정에 따른 행정

기관의 지위 상실이 본질적인 성격을 지니지 않음을 방증한다고 하겠다. 선행

연구들 중 그나마 장영수, 앞의 글(각주 22), 133-136쪽 정도만이 위 문제에

관하여 쟁점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그 쟁점화의 결론은 ‘입법을 통하여 명문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다만 위 글은 지방

자치단체의 장 등 다른 공직자까지 논의 대상으로 적시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관해서만 논하고 있고, 위 결론 역시 지방의회

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두고 내린 것이다), 이는 결국 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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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의원직에 미치는 영향의 법체계적 위치

1. 일반론

1) 헌법적 층위와 법률적 층위

정당해산결정이 의원직에 미치는 영향의 법체계적인 위치란

정당해산결정의 의원직에 대한 영향이 체계적으로 헌법적 층위에

위치하는지 법률적 층위에 위치하는지의 문제이다. 헌법적 층위에

위치한다는 것은 헌법이 직접 규율하여야 하는 헌법유보사항으로

본다는 것이고, 법률적 층위에 위치한다는 것은 헌법이 직접 규율할

필요가 없고 법률로써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본다는 것이다.

앞서 선행 연구들의 한계를 살피는 과정에서 논한 바와 같이

선행 연구들 중에 이 문제를 분리하여 독자적인 논점으로서 다루고

있는 연구는 드물다. 다만 전후 맥락을 보아 이 문제에 대한 태도를

추론할 수는 있는데, 예컨대 전민형의 논문 ｢정당해산심판 결정의

유형과 법적 효과｣에서는 “법률로 정당해산심판 인용결정시 국회의

원직을 상실하도록 입법한다고 하더라도 위헌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헌법기관인 국회의 부분기관인 국회의원이라는 국가기관

의 지위를 박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법에 규정이 있거나, 헌법에

규정된 제명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라

하고 있는바102) 이는 정당해산결정이 국회의원의 의원직에 미치는

영향은 체계적으로 헌법적 층위에 위치한다는 관점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정만희의 논문 ｢정당해산심판의 헌법적 쟁점 — 정당해산심

상실을 포함하여 행정 기관이 그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정당해산결정의 본질

로부터 유래하는 효력이 아님을 전제로 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102) 전민형, 앞의 글, 506-5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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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의 요건과 효과를 중심으로 —｣에서는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논하면서 “법률로써 정당해산의 효과로서 의원직상실을 원칙

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입법형성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문제

될 것이 없다. 다만 정당소속의원 전원에 대해 일률적으로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은 곤란하며 의원 개인별 활동이 정당의 위헌적 활동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원직상실에서 제외시키도록 하는 입법도 가능할 것이다.”라 하고

있는바103) 이는 정당해산결정이 국회의원의 의원직에 미치는 영향은

체계적으로 법률적 층위에 위치한다는 관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선행 연구들의 태도를 추론하면 정당해산결정의 의원직에

대한 영향을 헌법적 층위의 문제로 보는 태도104)와 법률적 층위의

문제로 보는 태도105)로 나누어 파악할 수 있는데, 이들은 주로 국회

의원에 대하여 또는 국회의원을 전제로 논하고 있다106).

2) 국회의원의 경우: 헌법적 층위의 문제

그런데 이 문제, 즉 정당해산결정이 의원직에 미치는 영향의

법체계적인 위치는 그 영향이 미치는 대상에 해당하는 의원이 사회

규범 체계 내에서 어떠한 지위에 자리매김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답을 내리기 위해서는 국회의원과

103) 정만희, 앞의 글(각주 2), 134-135쪽

104) 각주 102 및 김철용․김문현․정재황, 앞의 책, 334-335쪽; 이준일, 앞의 책, 215

쪽; 장명봉, 앞의 글, 597쪽; 김문현, 앞의 글, 13쪽; 박진영, 앞의 글, 162-163쪽

105) 각주 103 및 양건, 앞의 책, 185쪽; 정연주, 앞의 글, 241쪽과 244-245쪽; 한명진,

앞의 글, 132-134쪽

106) 다만 정연주, 위의 글, 244-245쪽과 한명진, 위의 글, 134쪽은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도 국회의원과 별도로 논하고 있다(두 글은 공히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모두에 대해서 정당해산결정이 의원직에 미치는 영향을 법률적 층위의

문제로 파악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외에는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

따로 논하고 있는 연구를 찾아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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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을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우선 국회의원에

대하여 정당해산결정이 의원직에 미치는 영향의 법체계적인 위치가

어떠한지를 살펴본다.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앞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차이

점을 논하는 과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헌법이 그 지위의 발생과

유지․보호 등의 주요 내용을 특별히 직접 규율한 만큼 헌법 기관

으로서의 추상적 존재뿐만 아니라 개개 국회의원의 개별적․구체적

지위도 헌법상 보장된다고 해석할 수 있고, 또한 국회의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헌법적인 힘이 필요하며 그 지위의 유지․

보장이나 그 행위․활동의 효과가 귀속되는 국면에서 헌법 단계에

위치한다는 해석도 할 수 있다. 이처럼 국회의원의 개별적․구체적

지위가 헌법상 보장되고 그 지위 또는 행위․활동의 국면이 헌법

단계에 위치하여 있다면,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 즉 그

지위의 상실 여부 역시 헌법상 보장되고 헌법 단계에 위치하여야

하는 논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정당해산결정이 국회의원의

의원직에 미치는 영향이란 그것이 국회의원의 지위를 유지․상실케

하는 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묻는 것으로서 결국은 정당해산

결정이 국회의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로

치환될 문제이므로, 이는 궁극적으로 헌법상 보장되고 헌법 단계에

위치하여야 하는 논의를 다루는 것, 즉 헌법적 층위의 문제에 해당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덧붙여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국회

의원의 제명에 관한 우리 헌법의 조항이다. 즉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현행 헌법 제64조 제3항은 국회의원에 관하여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국회가 스스로 소속 국회의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하려면 국회의원 전수의 3분의 2에 달하는 표가 필요하고, 이는 곧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이 가지는 지위를 국회의원 전체의 3분의 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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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민주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하여서만 제거될 수 있는 힘을

지닌 것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앞에서 논증한 바와 달리

정당해산결정이 국회의원의 의원직에 미치는 영향을 법률적 층위의

문제로 파악하여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소속 국회의원의 지위를

상실케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국회의원 전체의 4분의 1 남짓107)에

불과한 민주적 정당성만으로도 국회의원이 가지는 지위를 제거할

수 있다는 뜻으로서, 위에서 본 헌법의 관점이나 의사에 어긋나는

것이자 헌법제․개정권력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을 뛰어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법률적 층위의 문제로 보는 태도는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요컨대 국회의원에 대해서만큼은 정당해산결정이 의원직에

미치는 영향의 법체계적인 위치는 헌법적 층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 이 문제가 어떠한 층위에 속하여

있는지는 별도로 따져보아야 하는데, 이에 관해서는 항을 나누어서

살펴보기로 한다.

2.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법률적 층위의 문제

정당해산결정이 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에 미치는 영향의 법

체계적인 위치란 지방의회의원에 관해서 정당해산결정의 의원직에

대한 영향이 체계적으로 헌법적 층위에 위치하는지 법률적 층위에

위치하는지의 문제, 다시 말해 이를 헌법이 직접 규율하여야 하는

헌법유보사항으로 볼 것인지 또는 헌법이 직접 규율할 필요가 없고

법률로써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볼 것인지를 논하는 문제이다.

107) 현행 헌법 제49조는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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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논하는 데에서도 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의

본질성 여부를 논할 때에 그러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앞서 살펴본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차이점에 주안을 두어야 한다. 이미 몇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개별적․구체적 지위가 헌법상 보장되고 그

지위나 행위․활동의 국면이 헌법 단계에 위치하여 있다고 볼 수

있는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헌법이 그 존재 외에는

아무런 직접 규율을 하지 않으므로 우리 공동체의 구성에 지방의회

의원이 반드시 존재하여야 한다는 점만이 헌법적으로 요구될 뿐 그

지위를 둘러싼 사항이 헌법상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여야

하며, 지방의회의원의 지위를 상실시키는 데에는 법률적인 힘으로도

충분하고 그 지위의 유지․보장이나 그 행위․활동의 효과가 귀속

되는 국면에서 법률 단계에 위치하여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지방의회의원의 지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헌법으로 보장

되지 않고 그 지위나 행위․활동의 국면이 법률 단계에 위치하여

있다면, 지방의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 즉 그 지위의 상실

여부 역시 헌법으로 보장되거나 헌법 단계에 위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 법률 단계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논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정당해산결정이 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에 미치는 영향,

다시 말해 그 결정이 지방의회의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의 문제는 법률 단계에 위치하는 논의를 다루는

법률적 층위의 문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덧붙여 말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현행 헌법 제64조 제3항이

국회의원의 제명에 관하여 직접 규율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지방

의회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나 징계로서의 제명 등 그 지위의 상실에

관하여 헌법이 직접 규율하는 바는 없으며, 지방자치법, 공직선거법

등 법률이 비로소 이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자격심사, 제명 등

지방의회의원의 지위를 상실시키는 다른 사유들을 법률이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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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면 그 지위의 상실 사유로서 정당해산결정을 추가로 규정하는

것 역시 법률의 형식으로써 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특히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20조 등에서 ‘주민소환’을

도입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데, 이 역시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로서 그 지위의

상실 사유를 법률로써 정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주민소환의 도입

형식 자체에 대해서 위헌 여부를 문제 삼는 논의는 찾아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도 위와 같이 주민소환을 법률의 형식으로

도입한 것 자체는 위헌이 아님을 전제로 판단에 나아가고 있다108).

한편 앞서 각주 106에서 살핀 바와 같이 선행 연구들 중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 국회의원과 별도로 논하고 있는 연구들도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에도 - 지역구의원이건 비례대표의원이건 마찬가지로 -

법률의 근거 없이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것은 …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하여 당사자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당해

산결정에 따라 의원자격이 자동적으로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헌법

재판소나 선관위도 법률의 근거 없이 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할 것이다.”라거나109), “다만 이는 관련 법률에 근거할 경우

에만 그 정당성이 인정될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도 없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없는 상태에서

행정처분으로 그 직위를 상실시켜서는 안 될 것이므로 추후 입법적

보완이 요청되며 그 방법으로서 독일 연방선거법 규정처럼 공직선

거법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한 가지 대안일 수 있겠다.”라고110) 하여,

정당해산결정이 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에 미치는 영향을 법률로써

정할 수 있는 사항, 즉 법률적 층위의 문제로 보고 있다111).

108) 헌법재판소 2009. 3. 26. 선고 2007헌마843 결정 등 참조

109) 정연주, 앞의 글, 244-245쪽

110) 한명진, 앞의 글, 134쪽

111) 다만 이들은 정당해산결정이 국회의원의 의원직에 미치는 영향도 역시 법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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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차이점, 특히 헌법과

법률의 규율을 비롯한 사회 규범 체계 내에서 차지하는 지위 차를

반영하여 살핀다면, 정당해산결정이 의원직에 미치는 영향의 법체계

적인 위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만큼은 헌법적 층위에 속하는 문제

라고 보아야 하나,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는 법률적 층위에 속하는

문제라고 보아야 한다.

제5절 현행 법체계 하에서의 지방의회의원의 지위

1. 논의의 종합

본 장의 논의를 종합하면,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차이점

을 반영하여 살폈을 때, 정당해산결정으로 해산되는 정당 소속 지방

의회의원이 그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은 정당해산결정의 본질로부터

유래하는 효력이라고 볼 수 없고, 정당해산결정이 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에 미치는 영향은 체계적으로 법률적 층위에 위치하는 문제

이다. 다시 말해 어떠한 정당에 대하여 정당해산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해산되는 정당에 속한 지방의회의원들이 정당해산결정의

본질적인 효력으로 인하여 그 의원직을 당연히 상실하지는 않으며,

해산되는 정당 소속 지방의회의원들이 정당해산결정으로 인하여 그

의원직을 상실하는지 여부는 헌법이 아닌 법률로써 정할 수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만약 현행 법체계 내에 ‘정당해산결정이 내려지면

해산되는 정당에 속한 지방의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취지의

법률 규정이 존재한다면,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이 있는 경우

층위에 위치하는 문제로 본다는 점에서, 정당해산결정이 국회의원의 의원직에

미치는 영향은 헌법적 층위의 문제로, 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에 미치는 영향

은 법률적 층위의 문제로 나누어 보는 본 논문의 관점과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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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법률 규정에 따라서 해산되는 정당 소속 지방의회의원들도 그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하겠지만, 현행 법체계 내에 위와 같은 법률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이 있더라도

해산되는 정당 소속 지방의회의원들의 의원직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그 지방의회의원들은 여전히 의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할 수 있다.

2. 법률 규정의 부재와 이에 대한 반론

그런데 적어도 현행 법체계 내에는 ‘정당해산결정이 내려지면

해산되는 정당에 속한 지방의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취지의

법률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현행 법체계 내에 위와

같은 취지의 법률 규정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반론들이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이 바로 그 법률 규정이라는 것이다. 즉

현행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

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국회법

제136조(退職) 또는 지방자치법 제78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 불구

하고 퇴직된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어

국회법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112), 여기의 ‘해산’에는 ‘자진해산’만 포함되고

112) 현행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비례대표국회의원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모두를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중 비례대표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을 퇴직, 즉 그 의원직의 상실 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자유위임의

원칙(헌법 제46조 제2항) 등에 반하여 위헌성이 있다는 지적도 다수 존재한다

[전광석, 앞의 책, 89-90쪽; 한수웅, 앞의 책, 1191-1194쪽; 김병록, “당적변동과

의원직”, 법학논총 제4집,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소, 1998년, 179-183쪽; 유명철,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의 문제점: 비례대표국회의원과 관련한 문제점”,

국제정치연구 제17집 제1호,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14년 6월, 49-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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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해산’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강제해산의 경우, 즉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에 따라 정당이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정당 소속 국회

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위 조항 본문의 적용을 받아 퇴직된다는

논리이다. 나아가 위 반론들은 이러한 논리를 뒷받침하는 논거로서,

정당해산결정에 따라 해산되는 정당 소속 의원이 그 의원직을 상실

하는 것은 정당해산심판제도의 본질적 효력임을 들거나113), 동 조항

에서 합당과 해산을 같이 취급하고 있다는 점과 강제해산의 경우에

인정되는 여러 특수한 효과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점을 들거나114),

입법 취지를 들고 있다115). 그 밖에 아무런 논거도 제시하지 않고

위 공직선거법 조항의 ‘해산’은 강제해산이 아니라 정당의 자진해산

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116). 헌법재판소

정만희, 앞의 글(각주 30), 141-144쪽]. 다만 본 논문에서는 지방의회의원만

으로 범위를 좁혀 논하고 있고, 앞서와 같이 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관해서는 법률로써 정할 수 있다고 보는 이상 위 공직선거법 조항 중 적어도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에 대한 부분만큼은 위헌성이 있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위 공직선거법 조항 자체의 위헌성에 관한 논의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113) 박찬주, 앞의 글, 321-322쪽. 그리고 박경철, “당적이탈․변경시 의원직상실의

법리”, 헌법학연구 제7권 제4호, 한국헌법학회, 2001년 12월, 113-114쪽은

“여기서의 해산은 자진해산만을 의미한다고 이해된다. 왜냐하면 특정 정당의

정강․정책 등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헌법보호원리

내지 방어적 민주주의원리의 정신상 위헌정당소속 의원의 의원직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본 장 제3절에서 살핀 바와

같이 방어적 민주주의는 결국 정당해산결정에 따른 의원직 상실의 본질성을

긍정하는 논거로서 제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 논의 역시 위 공직선거법

조항을 제한하여 해석하는 논거로서 정당해산결정에 따른 의원직 상실이

본질적 효력임을 드는 주장에 포섭될 수 있다.

114) 장영수, 앞의 글(각주 31), 177-178쪽. 이 글은 동 조항이 고려하지 않았다는

‘특수한 효과’로 정당법 제40조에 의한 대체정당의 금지, 제41조에 의한 유사

명칭의 금지, 제48조에 의한 잔여재산의 국고귀속 등을 들고 있다.

115) 법제처, 헌법주석서Ⅰ(제2판), 2010년, 253쪽. 그러나 이 책에서는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의 정당의 해산은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정당의 자진해산

의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강제해산의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

석하기 어렵기 때문에”라고만 하고 있을 뿐, 위 조항의 입법 취지가 무엇인지,

그 입법 취지에 따르면 왜 강제해산의 경우는 제외하여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논증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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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2013헌다1 결정에서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하여 소속 정당의 ‘해산’ 등 이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

탈하는 경우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의미는 정당이

스스로 해산하는 경우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퇴직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과 정당기속성 사이의 긴장관계를

적절하게 조화시켜 규율하고 있다.”라고 하여 위 공직선거법 조항의

‘해산’은 자진해산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듯한 판시를 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논거를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3. 현행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의 의미

현행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을 위 반론들처럼 해석하는

것은 법률 해석의 기본을 넘어선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우리

헌법이 민주주의와 함께 헌법적 가치이자 원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은 객관적으로 명확하여야 하고

예측이 가능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 일반이 법률에 의한 허용과

금지의 여부를 파악할 수 있고, 그것을 기초로 자신의 자유의사에

기하여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으며, 이처럼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판단과 행동이 전제되어야만 그 개인에게 법률의 강제력으로써 뒷

받침되는 책임을 지우는 일이 가능하다. 위와 같은 순환적 과정을

통해 법률의 통용력이 확보되고 법질서가 안정됨으로써 법치주의의

목표인 법에 의한 지배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역시

“명확성의 원칙은 법치국가원리의 한 표현으로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범의 내용은 명확하여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이다. 법규범의

의미내용이 불확실하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

고, 법집행 당국의 자의적인 법해석과 집행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116) 정만희, 앞의 글(각주 2), 134쪽; 정만희, 앞의 글(각주 30), 1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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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근거로 한다.”라고 판시하여117) 같은 취지를 피력하고 있다. 물론

위 헌법재판소의 판시 내용은 입법, 즉 법률을 제정하는 데에 적용

되는 원칙을 선언한 것이지만, 그 취지는 사법, 즉 법률을 해석하는

데에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 법치주의는 입법 작용뿐만 아니라

사법 작용을 포함한 국가 권력 행사의 모든 분야에 걸쳐 적용되는

헌법적 원리이기 때문이다. 예측 가능성을 일탈한 법률 해석은 국민

일반의 법률에 의한 허용․금지 여부 파악에 왜곡을 가져옴으로써

위에서 본 순환적 과정을 통한 법적 안정성의 확보와 법치주의의

실현을 방해한다. 따라서 법률의 해석도 역시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예측이 가능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법률 해석

과정에서는 최대한 문언에 충실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 말은 단순히 문언으로만 법률을 해석하라는 뜻이 아니다. 원칙적

으로 문언에 따른 해석을 하되, 법률의 체계, 입법자의 의사, 입법

목적 등에서 법적 안정성의 저해를 감수하고도 문언적 해석을 뛰어

넘을 만한 특별한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문언을

제한하거나 축소하는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률 해석의 관점으로 보면, 현행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서 말하는 ‘해산’은 자진해산과 강제해산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자진해산과 강제해산은

해산의 하위 개념으로서 해산을 그 성격에 따라 종류별로 나눈 각

항에 불과하여 ‘해산’이라는 문언 속에는 위 각 항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 말의 체계상 명백하며, 그 밖에 달리 위 공직선거법 조항에서

‘해산’이라는 문언을 수식하거나 한정하는 말을 찾을 수 없는 이상

위 ‘해산’은 그 문언 그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물론 이러한 문언적

해석을 뛰어넘어야 할 만큼 특별한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면 달리

117) 헌법재판소 2002. 7. 18. 선고 2000헌바57 결정, 헌법재판소 2005. 4. 28. 선고

2002헌가25 결정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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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할 수 있겠으나, 위 공직선거법 조항과 관련하여서는 그러한 예외

적인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위 공직선거법 조항의 ‘해산’을 자진해산

으로만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론들이 들고 있는

앞서 본 사정들 역시 문언적 해석을 제한하거나 축소할 만한 예외

적인 사정으로 보기에는 설득력이 없거나 부족하다. 먼저 정당해산

결정에 따라 해산되는 정당 소속 의원이 그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

은 정당해산심판제도의 본질적 효력임을 예외적인 사정으로 드는

반론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적어도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만큼은

그 의원직 상실이 정당해산결정의 본질로부터 유래하는 효력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118). 그리고 위 공직선거법 조항

에서 합당과 해산을 같이 취급하고 있다는 점과 강제해산의 경우에

인정되는 여러 특수한 효과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점을 예외적인

사정으로 드는 반론은 위 두 가지 점이 어찌하여 그 조항의 ‘해산’을

제한적으로 해석하게 하는 이유가 되는지 그 논리를 잘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거나 부족하다. 합당과 해산은 정당에

속한 의원 개개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니라는 점

에서 공통성을 가지고, 이러한 공통성에 근거하여 현행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이 이들을 같이 취급하는 것일 수 있으므로119), 위와

같은 사정은 오히려 위 공직선거법 조항이 의원 개개인의 의사에

기하여 당적을 이탈․변경한 것이 아닌 경우(강제해산 역시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에는 그 의원직을 상실케 하지 않을 의도를 가지고

규정되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볼 수도 있다. 또한 강제해산의

경우에 인정되는 특수한 효과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사정은 오히려

118) 각주 113에서 보았듯이 이 주장에 포섭될 수 있는 “헌법보호원리 내지 방어적

민주주의원리”를 예외적인 사정으로서 내세우는 주장 역시 본 장의 제3절에서

살핀 것처럼 적어도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만큼은 방어적 민주주의가 가동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다.

119) 위 공직선거법 조항이 합당, 해산과 함께 ‘제명’을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점까지 더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해석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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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을 규정하는 과정에서 강제해산을

그 조항의 규율 대상이나 적용 범위로 생각하지 않았거나 예정하지

못하였다는 것의 방증으로서, 애초 입법자는 위 공직선거법 조항을

강제해산의 경우에 적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해석을 뒷

받침하는 근거라고 볼 수도 있다120). 다시 말해 위 반론이 제시하는

두 가지 점은 모두 현행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의 ‘해산’을 제한

하여 해석하는 것과는 논리적으로 필연의 관계에 있지 않다. 마지막

으로 입법 취지를 예외적인 사정으로 드는 반론은 각주 115에서 본

것처럼 그 입법 취지가 무엇인지조차 밝히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 설령 입법 취지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현행 공직

선거법 제192조 제4항의 입법 취지는 개인의 이해득실에 따라 소속

정당을 수시로 변경하는 의원들의 출현을 막고 그러한 의원들에게

제재를 가함에 있으므로121), 오히려 위 공직선거법 조항은 국민이나

120) 한편 각주 114에서 본 것처럼 위 반론이 현행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서

고려하지 않고 있는 특수한 효과라고 적시하는 정당법 제40조, 제41조, 제48조

등을 살펴보면, 오히려 현행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의 ‘해산’에는 자진해산

뿐만 아니라 강제해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즉

현행 정당법 제40조는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8조는 제1항에서 “정당이 제44조(등록의 취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제45조(자진해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해산한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당헌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정당의 잔여재산 및 헌법

재판소의 해산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현행 정당법의 위 각 조항이 “자진해산”과

강제해산(“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아무런 구분 없이 ‘해산’이라고만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의 해산은 자진해산과 강제해산 모두를 포함

하는 의미로 받아들임이 체계적 해석에 부합한다.

121) 정종섭, “전국구 국회의원의 당적 이탈․변경과 의원직 상실의 여부”, 공법연구

제24집 제2호, 한국공법학회, 1996년 6월, 61쪽; 조홍석,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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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이익이 아닌 사익을 좇아서 스스로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

하는 의원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는 해석을 할 수 있을 뿐 타의로

당적이 이탈되거나 변경되는(강제해산 역시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의원에 대해서까지 위 조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결국

현행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의 ‘해산’은 자진해산과 강제해산을

모두 포함한다는 앞서 본 문언적 해석을 뛰어넘을 만한 예외적인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공직선거법 조항은 그 문언 그대로,

즉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에 따른 해산 등 일체의 해산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122). 설득력을 갖지 못한 논거로써,

또는 심지어 아무런 논거를 제시하지도 않고 이러한 문언적 해석을

뛰어넘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당적변경시 의원직 상실규정의 위헌성(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92조 제4

항)”, 공법학연구 제3권 제1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1년 4월, 118쪽

122) 같은 취지로 양건, 앞의 책, 185쪽; 정연주, 앞의 글, 242-243쪽; 이재희, 앞의

글, 244-260쪽. 한편 이상에서 살펴본 현행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의 입법

취지(목적)나 그에 관한 입법자의 의도(의사) 및 “소속정당의 합당ㆍ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 퇴직된다.”라고 규정한 위 조항의 체재(체계)를 종합하여 보면,

강제해산을 포함한 합당, 해산, 제명의 경우는 애당초 위 조항의 규율

영역이나 적용 국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입법자는 위 세 가지 경우에

해당 정당 소속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공백의 상태로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을 뿐이다. 즉 입법자는 합당, 해산, 제명의 경우 해당

정당 소속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규율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규율하지도 않았으며, 그저 아무런 규율을 하지

않았음에 그친다. 아무런 규율이 없으므로 이 공백의 부분은 위 조항의 해석이

아니라 다른 법리 또는 다른 법률로써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공백에 마치 무슨 큰 의도가 담긴 것처럼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정당해산결정으로 해산되는 정당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에 관한

논의에 끌어들이는 것 자체가 위 조항의 입법 목적이나 입법자의 의사를

초탈하는 해석으로서 타당하지 않다. 다시 말해 현행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정당해산결정에 따라 해산되는 정당 소속 의원이 그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견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은 물론, 반대로 그 의원직을

유지한다는 견해를 뒷받침하는 근거도 될 수 없다. 요컨대 위 공직선거법

조항은 애초 정당해산결정과 의원의 지위를 논하는 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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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하급심이기는 하나 법원은 2013헌다1 결정 이후에 해산

되는 정당 소속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지위를 둘러싸고 진행된

소송에서 현행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의 ‘해산’이 자진해산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123). 그리고 그 근거로서

① ‘해산’의 사전적 의미는 자진하여 해체하여 없어진다는 의미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타인이 없어지게 한다는 의미를 모두 포함

한다는 점, ② 정당법이 제41조 제2항, 제47조, 제48조 제1항, 제2항

등에서 정당이 자진해산 한 경우와 강제해산 된 경우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공직선거법은 이와 달리 자진해산과 강제해산

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③ 위 공직선거법 조항은

1992년 제14대 국회 출범 이후 전국구국회의원들의 탈당과 당적변

경이 잇따르자 소위 ‘철새정치인’을 규제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 강제해산의 실효성 확보나 방어적 민주주의의 이념

실현을 위하여 퇴직의 예외 사유로서의 해산에 제한을 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 ④ 침익적 행정법규인 위 공직선거법 조항의

퇴직 사유를 해석함에 있어 확대 혹은 유추 해석을 할 수 없고, 위

조항은 조문의 체계나 내용상 정당해산결정의 효과 내지 그 후속

집행에 관한 규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4. 지방의회의원의 지위 유지

결국 현행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을 ‘정당해산결정이 내려

지면 해산되는 정당에 속한 지방의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취지의 법률 규정으로 볼 수 없고, 그 밖에 현행 법체계 내에 위와

같은 취지의 법률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산되는 정당 소속 지방의회의원

123) 광주고등법원 전주원외재판부 2016. 4. 25. 선고 (전주)2015누1125 판결 참조



- 89 -

들의 의원직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인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인지를 불문하고 그 정당 소속 지방의회

의원들은 여전히 의원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현행 법체계를 전제로 위와 같은 결론을 내리는 것과는

별개로, 입법론적으로 정당해산결정이 내려지면 해산되는 정당 소속

지방의회의원들의 지위 역시 상실하게끔 하여야 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해산되는 정당에 속한 지방의회

의원들이 정당해산결정으로 인하여 그 의원직을 상실하는지 여부는

헌법이 아닌 법률로써 충분히 정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당

해산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해산되는 정당 소속 지방의회의원들도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입법이 시도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여러 차례 언급하였듯이 지방의회의원이 행사하는 힘

이나 추구하는 가치․지향하는 이념은 이미 형성되어 있는 국가의

구체적인 질서를 뛰어넘을 수 없고 그 질서의 형성에 반영될 수도

없다는 점, 이 때문에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는 방어적 민주주의가

가동될 이유가 없으며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원직을 박탈할 필요성도 크지 않다는 점, 한계를 지니는 지방

의회의원의 의원직까지 상실시키는 것은 필요한 최소한도를 넘는

것으로서 비례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입법은 바람직하지 않거나 불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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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지방의회의원에 관한 실재적 문제들

제1절 2013헌다1 결정 이후 경과와 그에 대한 평가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위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정당해산결정인 2013헌다1 결정을 하였다. 그리고 주지하다시피 위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결정 시를 기준으로 해산되는 정당에 속해

있던 국회의원 5명이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선고도 함께 하였지만,

그 정당에 속한 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2013헌다1 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해산되는 정당 소속

지방의회의원은 모두 37명이 있었는데, 그중 31명은 지역구지방의회

의원(모두 기초의회의원)이었고, 6명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3명은

광역의회의원, 3명은 기초의회의원)이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2013헌다1 결정을 선고한 지 불과 3일

만인 2014년 12월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 결정으로 해산된

정당 소속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6명이 그 직에서 퇴직된다고 결정

하였다. 그 결정의 내용은, 현행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비례

대표지방의회의원은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78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해산은 자진해산을

의미하므로,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 소속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은 그 정당해산결정이 선고된 때부터 위 공직

선거법 조항에 따라 그 직에서 퇴직된다는 것이었다124). 위 6명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은 당시 광주광역시의회, 전라남도의회, 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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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도의회와 순천시의회, 여수시의회, 해남군의회에 각각 1명씩 소속

되어 있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와 같은 결정을 한 당일 위 6명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된 각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라고만 한다)125)에 각각

공문으로 ‘2014. 12. 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위 결정을

통지하니 업무에 참고하라’는 취지를 통지하였다(문서 3 위헌정당해

산결정에 따른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퇴직에 관한 결정 통지126)

참조).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날 위 6명의 비례대표지방

의회의원이 소속된 각 지방의회(이하 ‘각 지방의회’라고만 한다)의

사무처, 사무국 또는 사무과에 각각 공문으로 ‘2014. 12. 22. 중앙선

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위 결정을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라’는

취지를 통보하였다(문서 4 위헌정당해산결정에 따른 비례대표지방의

회의원의 퇴직에 관한 결정 통보127) 참조).

2.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위 및 각 지방의회의 행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위와 같은 통지를 받은 각급 선거

관리위원회는 2014년 12월 22일부터 2015년 1월 6일까지에 걸쳐 위

6명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에게 각각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을

124) 각주 23의 보도자료 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알림의 ‘보도자료’란

[https://www.nec.go.kr/portal/bbs/view/B0000342/24914.do?menuNo=200035

(2020. 6. 20. 확인)]에서 위 보도자료의 원문을 찾아볼 수 있다.

125) 구체적으로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라북도선거

관리위원회 및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 해남군선거관리

위원회이다.

126) 본 논문의 말미에 [문서 3]으로 첨부한 것을 가리킨다. 이 문서는 중앙선거관

리위원회에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제공받은 것이다.

127) 본 논문의 말미에 [문서 4]로 첨부한 것을 가리킨다. 이 문서 역시 중앙선거관

리위원회에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제공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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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로 하여 2014. 12. 19. 퇴직됨을 안내한다’고 통보하였다128).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위와 같은 통보를 받은 각

지방의회의 의장은 2014년 12월 22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에

걸쳐 위 6명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에게 각각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따라 각 지방의회의 의원직에서 퇴직 처리 되었다’고 통보

하였다129). 그 이후로 각 지방의회의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아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은 법원의 판결․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위 6명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의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전제에서 각

지방의회의 의정 활동을 이어 나갔고, 이에 따라 위 6명의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그 기간에 의정 활동을 하지 못하였다.

3. 행정소송의 제기와 법원의 판결․결정

각 지방의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 위 6명의 비례

대표지방의회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퇴직 처분을 취소

한다’는 청구취지로 항고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4년 12월 22일에 한 결정과 같은 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한 각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2014년 12월 22일부터 2015년 1월

128) 서울행정법원 2015. 9. 10. 선고 2015구합52937 판결 참조. 구체적으로 전라남

도선거관리위원회와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 해남군선거

관리위원회는 각각 2014년 12월 22일에,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각각 2015년 1월 6일에 통보하였다.

129) 광주고등법원 전주원외재판부 2016. 4. 25. 선고 (전주)2015누1125 판결, 광주

지방법원 2016. 5. 19. 선고 2015구합10766 판결 참조. 구체적으로 광주광역시

의회의장, 전라북도의회의장은 각각 2014년 12월 22일에, 여수시의회의장은

2014년 12월 23일에, 전라남도의회의장과 순천시의회의장은 각각 2014년 12월

26일에, 해남군의회의장은 2014년 12월 31일에 통보하였다.



- 93 -

6일까지에 걸쳐 위 6명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에게 한 각 통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 것이 아니므로, 결국 위 항고소송은 존재

하지 않는 처분 또는 처분이 아닌 행위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이

거나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아닌 기관을 상대로 한 취소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를 모두 각하한다고 판결하였다130). 그리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위 6명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중 전라북도의회 소속

의원 1명은 전주지방법원에 별도로 두 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중 하나는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한 비례대표전라북도의회의원 퇴직 처분을 취소

한다’, ‘예비적으로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원고가 비례대표전라

북도의회의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청구취지로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라북도의회의

장을 상대로 한 ‘전라북도의회의장이 한 비례대표전라북도의회의원

퇴직 처분을 취소한다’는 청구취지의 항고소송과 전라북도를 상대로

한 ‘전라북도는 원고가 비례대표전라북도의회의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청구취지의 당사자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한 것이다. 두

건의 소송에서 위 법원은 2015년 11월 25일에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중 전자의 소송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한 통보는

구체적 사건에서 특정한 개별적 법률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전라

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가 아니어서 당사자

소송의 피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다고 판결하였다131).

후자의 소송에서는, 먼저 전라북도의회의장에 대한 소에 관해서는

전라북도의회의장이 한 통보는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130) 서울행정법원 2015. 9. 10. 선고 2015구합52937 판결 참조

131) 전주지방법원 2015. 11. 25. 선고 2015구합6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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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가 아니라는 점 등 때문에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부분 소를 각하한다고

판결하면서, 전라북도에 대한 청구에 관해서는 정당해산결정에 따른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규정하는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이 없고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의 ‘해산’에는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에 따른 해산도 포함되므로 원고에게는 위 조항에서

정한 퇴직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전라북도가 원고의 지위를

부정하며 다툰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받아들여 ‘전라북도는 원고가

비례대표전라북도의회의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주문으로

판결을 선고하였다132). 위 두 건의 판결 중 전자의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후자의 판결에 대해서는 전라북도가 항소하였는데, 그

항소심을 맡은 광주고등법원 전주원외재판부 역시 2016년 4월 25일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의 ‘해산’이 자진

해산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원고가 위 공직

선거법 조항에 의하여 퇴직됨으로써 의원직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전라북도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하였다133). 이에

대하여 전라북도가 다시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이 대법원에 계류 중

이다134).

또한 위 전라북도의회 소속 의원은 위 본안 소송들과 별개로

전주지방법원에 전라북도와 전라북도의회의장을 상대로 ‘채권자가

비례대표전라북도의회의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채권자

에 대하여 비례대표전라북도의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신청취지(단 전자의 신청취지는 전라북도만을 상대로

한 것이다)로 각 가처분 신청을 병합하여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132) 전주지방법원 2015. 11. 25. 선고 2015구합407 판결 참조

133) 각주 123의 판결 참조

134) 대법원 2016두39825호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퇴직처분 취소 등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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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법원은 앞서 본 본안 소송들의 제1심 판결 선고일과 같은 날인

2015년 11월 25일에 ‘전라북도에 대하여 채권자가 비례대표전라북도

의회의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는 주문의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135). 그리고 이에 대하여 전라북도가 이의 신청을 하였는데,

그 사건에서도 위 법원은 2016년 1월 20일 위 가처분 결정이 정당

하다고 보아 이를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136). 그러자 전라북도는

위 인가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였고, 그 항고심을 맡은 광주고등

법원 전주원외재판부는 앞서 본 본안 소송의 항소심 판결 선고일과

같은 날인 2016년 4월 25일 위 가처분 결정과 위 인가 결정이 모두

정당하다고 보아 그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137). 전라북도는

위 항고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다시 재항고를 하였고, 현재 재항고

심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138).

한편 남은 5명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역시 광주지방법원에

별도로 두 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중 하나로서 이들은 각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139)를 상대로 ‘소속 지방자치단체는 원고가 해당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청구취지의 각

당사자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년 5월 19일

앞서 본 광주고등법원 전주원외재판부 판결과 유사한 이유를 들어

위 5명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각 소속

지방자치단체는 각 원고가 각 해당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지위에

있음을 각각 확인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140). 그 판결에

135) 전주지방법원 2015. 11. 25. 자 2015아27 결정 참조. 다만 법원은 후자의 신청

취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채권자가 비례대표전라북도의회의원으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는 외에 이를 명할 만큼 급박한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136) 전주지방법원 2016. 1. 20. 자 2015아143 결정 참조

137) 광주고등법원 전주원외재판부 2016. 4. 25. 자 (전주)2016루1012 결정 참조

138) 대법원 2016무626호 가처분이의 사건

139) 구체적으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여수시, 순천시, 해남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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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광주고등

법원에 계류 중이다141). 또한 위 5명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역시

마찬가지로 위 본안 소송과는 별개로 광주지방법원에 각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각 지방의회의장을 상대로 ‘채권자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

한다’, ‘채권자에 대하여 해당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신청취지(단 전자의 신청취지는 각 지방

자치단체만을 상대로 한 것이다)의 각 가처분 신청을 병합하여 제기

하였다. 이에 대해서도 위 법원은 본안 소송의 제1심 판결 선고일과

같은 날인 2016년 5월 19일에 ‘각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각

채권자가 각 해당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는 주문의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142). 그리고 이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이의 신청을 하였는데, 그 사건에서도 위 법원

은 2016년 12월 16일 위 가처분 결정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가

하는 결정을 하였다143). 각 지방자치단체는 위 인가 결정에 대하여

모두 항고를 하였는데, 그 항고심144) 계속 중인 2019년 5월 1일 위

5명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각 가처분 신청을 모두 취하하여 위

사건은 종결되었다.

4. 경과에 대한 평가

140) 광주지방법원 2016. 5. 19. 선고 2015구합10766 판결 참조. 한편 나머지 한 건의

소송인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0025호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퇴직처분 취소 등

사건은 원고들이 2015년 11년 30일 소를 모두 취하함으로써 종결되었다.

141) 광주고등법원 2016누3917호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퇴직처분 취소 등 사건

142) 광주지방법원 2016. 5. 19. 자 2015아546 결정 참조. 위 법원은 전주지방법원과

동일하게 후자의 신청취지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각주 135 참조).

143) 광주지방법원 2016. 12. 16. 자 2016아729 결정 참조

144) 광주고등법원 2017루300호 가처분이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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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의 제5절에서 충분히 검토하였다시피 현행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의 ‘해산’은 자진해산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없고

자진해산과 강제해산, 즉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에 따른 해산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공직선거법 조항은

정당해산결정이 내려졌을 때 해산되는 정당 소속 지방의회의원이

그 의원직을 상실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나아가 달리 현행 법체계

내에 ‘정당해산결정이 내려지면 해산되는 정당 소속 지방의회의원은

그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취지의 법률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정당해산결정과 무관하게 해산되는 정당에 속한 지방의회의원들은

여전히 그 의원의 지위를 유지한다. 그런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와 달리 현행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의 ‘해산’은 자진해산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 해산된 정당 소속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6명

이 퇴직된다고 결정한 것은 위법한 행위이다. 그리고 이러한 위법한

해석과 행위에 터 잡아 이루어진 앞서 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위와 각 지방의회의 행위 역시 모두 위법하다.

이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각 지방

의회의 일련의 위법한 행위로 말미암아 위 6명의 비례대표지방의회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와 같은 결정을 한 무렵부터 앞서

본 법원의 판결․결정이 있을 때까지 짧게는 11개월 남짓, 길게는

17개월 남짓 의정 활동을 하지 못하였다. 이는 헌법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상당히 중대한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록 지방의회의원의 직무 내용이나 역할이 지방자치단체 내

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생활인들의 일상과 복리를 다루는 미시적

차원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이 지방의회의원의 존재

자체만큼은 직접 규율하고 있는 이상 그 일상과 복리에 관한 지방

자치단체의 결정에 지방의회의원으로써 대표되는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겠다는 것이 헌법의 의사이자 요청이다. 그런데 이상에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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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이 위 6명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임기의 4분의 1 남짓

또는 그보다 더 오랜 기간 의정 활동을 하지 못함으로써 해당 비례

대표지방의회의원을 통하여 주민들이 반영하고자 한 일상과 복리에

관한 의사는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과정에서 차단되거나 왜곡되었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일련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지방

자치단체의 결정에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거나 올바로 반영

되지 못하였다는 것으로서, 결국은 위에서 본 헌법의 의사나 요청을

훼손하였다는 것이 된다.

위와 같은 이론적 차원 외에도 이러한 결과로부터 여러 가지

실재적 문제들이 파생된다. 우선 위 6명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의정 활동을 하지 못한 기간에 있었던 각 지방의회의 의결들은 위

각 의원이 위법한 사실적 힘에 의하여 의결권, 즉 심의권․표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의결들에는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자 있는 의결들의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당장 현실의 문제로서 등장한다. 나아가 이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각 지방의회 등의 위법한 행위로 말미암아

심의권․표결권, 그 밖에 의원으로서 가지는 여러 권한을 침해받은

위 6명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속한

국가나 각 지방의회가 속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그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위 6명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3조에 따라 받게

되어 있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의정 활동을 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받았는지, 만약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이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도 문제 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절을 나누어 위

각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피기로 한다. 그리고 이는 앞서 선행 연구

들의 한계를 논하는 과정에서 지적하였던 세 번째 한계점에 대한

보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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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의정 활동 배제 기간 중의 의결들의 효력

1. 각 지방의회의 의정 활동에서 배제된 구체적 양태

앞서 살펴보았듯이 2013헌다1 결정으로 해산된 정당에 속한

6명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2014년 12월 22일 무렵부터 법원의 판결․결정이 있은 2015년 11월

25일 또는 2016년 5월 19일까지 각 지방의회의 의정 활동에서 배제

되었다. 위와 같은 의정 활동에서의 배제는 본회와 위원회 모두에서

이루어졌는데, 그중에서 본회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양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라북도의회 소속 의원은 2014년 12월 15일 제316회

회기(정례회)의 마지막 본회의인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한 이후145), 그

다음 본회의로서 2015년 1월 12일 개최된 제317회 회기(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부터 의사에 참여하지 못하였다146). 그러다가 앞서 본

145) 제10대 전라북도의회 제316회 제5차, “본회의회의록”, 2014년 12월 15일, 28쪽

참조

146) 제10대 전라북도의회 제317회 개회식, “본회의회의록”, 2015년 1월 12일, 3쪽

및 제10대 전라북도의회 제317회 제1차, “본회의회의록”, 2015년 1월 12일, 2

쪽과 25쪽 참조. 위 개회식 회의록을 보면 전라북도의회 의장은 “지난해 말

헌정사상 초유의 통합진보당 해산이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서

전라북도의회 의원직을 박탈당한 이◌◌ 전 의원에 대해서 안타깝고 섭섭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라고 하고 있으며, 위 제1차 본회의 회의록을 보면

전라북도의회 의사담당관이 “다음은 의원 퇴직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의원 정당 해산결정과 관련

하여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퇴직을 통보해 옴에

따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이◌◌ 의원님께서 공직선거법 제192조제4항 규정

에 의해 퇴직처리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하고 있고, 회의록 말미 출석

의원 명단과 불출석 의원 명단 어디에서도 위 이◌◌ 의원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는바, 이로써 위 제1차 본회의부터 위 이◌◌ 의원이 의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재적 의원으로도 인정받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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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처럼 전주지방법원의 제1심 판결들과 가처분 결정이 있은 2015년

11월 25일 후의 첫 본회의로서 2015년 12월 14일 개최된 제326회

회기(정례회)의 제3차 본회의부터 다시 의사에 참여하였다147).

광주광역시의회 소속 의원은 2014년 12월 18일 제234회 회기

(정례회)의 마지막 본회의인 제4차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으로 인정

받은 이후148), 그 다음 본회의로서 2015년 2월 3일 개최된 제235회

회기(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부터 의사에 참여하지 못하였다149). 그

러다가 앞서 본 것처럼 광주지방법원의 제1심 판결과 가처분 결정

이 있은 2016년 5월 19일 후의 첫 본회의로서 2016년 6월 1일 개최

된 제249회 회기(정례회)의 제1차 본회의부터 다시 의사에 참여하였

다150).

147) 제10대 전라북도의회 제326회 제2차, “본회의회의록”, 2015년 11월 23일 및 제

10대 전라북도의회 제326회 제3차, “본회의회의록”, 2015년 12월 14일 참조.

위 제2차 본회의 회의록 말미의 출석 의원 명단과 불출석 의원 명단 어디에도

위 이◌◌ 의원의 이름이 없는 반면에, 위 제3차 본회의 회의록 말미의 출석

의원 명단에서 위 이◌◌ 의원의 이름을 찾아볼 수 있고, 그 의사 내용 중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0대전라북도의회전반기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

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이◌◌ 의원을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라고 하여 위 이◌◌

의원을 새로이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위

제3차 본회의부터 위 이◌◌ 의원이 다시 의사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148) 제7대 광주광역시의회 제234회 제4차, “본회의회의록”, 2014년 12월 18일, 19쪽

참조. 위 회의록 말미 불출석 의원 명단에 해당 의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149) 제7대 광주광역시의회 제235회 제1차, “본회의회의록”, 2015년 2월 3일, 17-18

쪽 참조. 위 회의록 말미 출석 의원 명단과 불출석 의원 명단 어디에서도 해당

의원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다.

150) 제7대 광주광역시의회 제248회 제2차, “본회의회의록”, 2016년 5월 11일, 23쪽,

제7대 광주광역시의회 제249회 개회식, “본회의회의록”, 2016년 6월 1일, 2쪽

및 제7대 광주광역시의회 제249회 제1차, “본회의회의록”, 2016년 6월 1일,

3-5쪽과 8쪽 참조. 위 제2차 본회의 회의록 말미의 출석 의원 명단과 불출석

의원 명단 어디에도 해당 의원의 이름이 없는 반면에, 위 개회식 회의록에서

“먼저 제7대 의회의 일원인 우리 이□□ 의원께서 지방의원의 지위를

인정받아 17개월 만에 등원하셨습니다.”라는 의장 직무대리의 발언을 확인할

수 있고, 위 제1차 본회의 회의록에서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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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소속 의원은 2014년 12월 22일 제291회 회기(정

례회)의 마지막 본회의인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한 이후151), 그 다음

본회의로서 2015년 1월 28일 개최된 제292회 회기(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부터 의사에 참여하지 못하였다152). 그러다가 앞서 본 것처럼

광주지방법원의 제1심 판결과 가처분 결정이 있은 2016년 5월 19일

후의 첫 본회의로서 2016년 5월 26일 개최된 제305회 회기(임시회)

의 제2차 본회의부터 다시 의사에 참여하였다153).

순천시의회 소속 의원은 2014년 12월 19일 제190회 회기(정례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이□□ 의원께서 지난 5월 19일 광주지법

행정1부 판결로 의원 지위가 인정되었기에 행정자치위원회로 변경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라는

대목으로부터 위 이□□ 의원을 새로이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밖에 위 이□□ 의원이 자유 발언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위 제1차 회의록 말미의 출석 의원 명단에서 해당 의원의

이름을 찾아볼 수 있으므로, 위 제1차 본회의부터 위 이□□ 의원이 다시

의사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151) 제10대 전라남도의회 제291회 제3차, “본회의회의록”, 2014년 12월 22일, 19-

20쪽과 27쪽 등 참조. 위 제3차 회의록에 따르면 해당 의원이 그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에 관하여 자유 발언을 하였음도 알 수 있다.

152) 제10대 전라남도의회 제292회 제1차, “본회의회의록”, 2015년 1월 28일, 21쪽

참조. 위 회의록 말미의 출석 의원 명단과 청가 의원 명단 어디에서도 해당

의원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다.

153) 제10대 전라남도의회 제305회 제1차, “본회의회의록”, 2016년 5월 17일, 9쪽

및 제10대 전라남도의회 제305회 제2차, “본회의회의록”, 2016년 5월 26일, 2

쪽, 14-16쪽과 22쪽 참조. 위 제1차 본회의 회의록 말미의 출석 의원 명단과

청가 의원 명단 어디에도 해당 의원의 이름이 없는 반면, 위 제2차 회의록에서

“지난 12월에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판결에 의해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인 오◌◌ 의원께서 지난 19일 법원으로부터 지방의원의 지위를 인정

받아서 17개월 만에 의정활동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상임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모니터 내용과 같이 오◌◌ 의원은 기획

사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라는 대목으로부터 위 오◌◌ 의원을 새로이 상임위

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밖에 위 오◌◌

의원이 자유 발언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위 제2차 회의록 말미의 출석

의원 명단에서 해당 의원의 이름을 찾아볼 수 있으므로, 위 제2차 본회의부터

위 오◌◌ 의원이 다시 의사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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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마지막 본회의인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한 이후154), 그 다음 본

회의로서 2015년 2월 2일 개최된 제191회 회기(임시회)의 제1차 본

회의부터 의사에 참여하지 못하였다155). 그러다가 앞서 본 것처럼

광주지방법원의 제1심 판결과 가처분 결정이 있은 2016년 5월 19일

당일 개최된 제202회 회기(임시회)의 제3차 본회의부터 다시 의사에

참여하였다156).

여수시의회 소속 의원은 2014년 12월 5일, 19일, 26일 각각

개최된 제159회 회기(정례회)의 제3차, 제4차, 제5차 본회의 중 어느

하나에 마지막으로 참석하였고157), 그 다음 제160회 회기(임시회)의

154) 제7대 순천시의회 제190회 제3차, “본회의회의록”, 2014년 12월 19일, 3쪽과

11쪽 참조. 위 제3차 회의록에 따르면 해당 의원이 그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의 정당해산결정에 관하여 자유 발언을 하였음도 알 수 있다.

155) 제7대 순천시의회 제191회 제1차, “본회의회의록”, 2015년 2월 2일, 1쪽과 11

쪽 참조. 위 회의록을 보면 순천시의회 사무국장이 “먼저 의원 퇴직사항입니

다. 지난 2014년 12월 22일 제18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회의에서 의결한

위원 정당해산 결정에 따른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퇴직에 관한 결정사항

이 통보되어 해당의원을 퇴직처리하였습니다.”라고 보고하였다고 되어 있고,

나아가 회의록 말미의 출석 의원 명단과 불출석 의원 명단 어디에서도 해당

의원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다.

156) 제7대 순천시의회 제202회 제2차, “본회의회의록”, 2016년 5월 18일, 67쪽 및

제7대 순천시의회 제202회 제3차, “본회의회의록”, 2016년 5월 19일, 95쪽 참

조. 위 제2차 본회의 회의록 말미의 출석 의원 명단과 불출석 의원 명단 어디

에도 해당 의원의 이름이 없는 반면에, 위 제3차 본회의 회의록 말미의 출석

의원 명단에서는 해당 의원의 이름을 찾을 수 있으므로, 위 제3차 본회의부터

해당 의원이 다시 의사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회의 진행 도중 판결과 가

처분 결정이 나자 뒤늦게 출석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의원의 복귀와 관련한

실질적인 발언이나 의사 진행 등은 그 다음 날인 2016년 5월 20일 개최된 제

202회 회기의 제4차 본회의에서 이루어졌다(제7대 순천시의회 제202회 제4차,

“본회의회의록”, 2016년 5월 20일, 2-4쪽 참조).

157) 제6대 여수시의회 제159회 제3차, “본회의회의록”, 2014년 12월 5일, 60쪽의

출석 의원 명단에는 해당 의원의 이름이 있으나, 제6대 여수시의회 제159회

제4차, “본회의회의록”, 2014년 12월 19일, 48쪽에서는 출석 의원 명단과 청가

의원 명단 어디에서도 해당 의원의 이름을 찾을 수 없다가, 제6대 여수시의회

제159회 제5차, “본회의회의록”, 2014년 12월 26일, 19쪽의 출석 의원 명단에

다시 해당 의원의 이름이 등장한다. 그런데 2014년 12월 19일은 헌법재판소가

2013헌다1 결정을 한 당일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직 해산된 정당 소속



- 103 -

첫 본회의로서 2015년 2월 27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부터 의사에

참여하지 못하였다158). 그러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광주지방법원의

제1심 판결과 가처분 결정이 있은 2016년 5월 19일 후의 첫 본회의

로서 2016년 5월 20일 개최된 제168회 회기(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

부터 다시 의사에 참여하였다159).

끝으로 해남군의회 소속 의원은 2014년 12월 17일, 19일 각각

개최된 제248회 회기(임시회)의 제1차, 제2차 본회의 중 어느 하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퇴직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이므로 그날 바로 해당

의원에 대한 제적 처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2014년 12월 26

일은 각주 129에서 본 바와 같이 여수시의회의장이 이미 해당 의원에게 퇴직

처리 되었다는 통보를 하고 난 이후이므로 그날 여수시의회가 해당 의원을

여전히 재적 의원으로 인정하였다는 것도 모순이다. 따라서 위 제4차, 제5차

각 회의록의 출석 여부에 관한 기재 내용은 오류가 있다고 보이므로, 위 각

회의록만으로는 해당 의원이 마지막으로 참석한 회의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다.

158) 제6대 여수시의회 제160회 제1차, “본회의회의록”, 2015년 2월 27일, 11쪽 참조.

위 회의록 말미의 출석 의원 명단과 청가 의원 명단 어디에서도 해당 의원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다.

159) 제6대 여수시의회 제168회 제1차, “본회의회의록”, 2016년 5월 10일, 21쪽 및

제6대 여수시의회 제168회 제2차, “본회의회의록”, 2016년 5월 20일, 3-5쪽과

62-63쪽 참조. 위 제1차 본회의 회의록 말미의 출석 의원 명단에 해당 의원의

이름이 없는 반면에(불출석 의원 명단이나 청가 의원 명단은 없다), 위 제2차

회의록에서 “지난 2014년 12월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의원 정당 해

산 결정에 따라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의 퇴직에 관한 결정 통보가 있어 김

◌◌의원님이 의원직을 상실하였으나 작년 3월 17일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퇴직 처분 취소 등 소를 제기하여 어제 광주지법에서 의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승소 판결이 있었습니다.”라는 의장의 발언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상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 퇴직 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의원직 지위를 회복한 김◌◌ 의원님을 원

활한 상임위 활동이 되도록 1명 궐원상태인 경제건설위원회로 보임하는 내용

입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라는 대목으로부터 위

김◌◌ 의원을 새로이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밖에 위 김◌◌ 의원이 신상 발언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위 제2차 회의록 말미의 출석 의원 명단에서 해당 의원의 이름을 찾아볼 수

있으므로, 위 제2차 본회의부터 위 김◌◌ 의원이 다시 의사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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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마지막으로 재적 의원으로 인정받았고160), 그 다음 제249회 회

기(임시회)의 첫 본회의로서 2015년 2월 2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부

터 의사에 참여하지 못하였다161). 그러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광주

지방법원의 제1심 판결과 가처분 결정이 있은 2016년 5월 19일 후

의 첫 본회의로서 2016년 6월 8일 개최된 제260회 회기(정례회)의

제1차 본회의부터 다시 의사에 참여하였다162).

이처럼 해산된 정당 소속 위 6명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은

11개월 남짓 또는 17개월 남짓이라는 상당히 긴 기간 동안 각 지방

의회의 의정 활동에서 배제되었고 그 의사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위

기간에 각 지방의회에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비롯하여 수많은

의결들이 이루어졌는데, 이 의결들은 위 각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위법하게 의사에서 배제된 채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자체로 하자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하자를 들어 그

160) 제7대 해남군의회 제248회 제1차, “본회의회의록”, 2014년 12월 17일의 출석

의원 명단에서는 해당 의원의 이름을 찾을 수 있는데, 제7대 해남군의회 제

248회 제2차, “본회의회의록”, 2014년 12월 19일의 출석 의원 명단에서는 해당

의원의 이름을 찾을 수 없다. 그런데 해남군의회는 다른 의회와 달리 본회의

회의록에 출석 의원 명단만을 기재하고 불출석 의원 또는 청가 의원 명단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출석 의원 명단에 해당 의원의 이름이

없는 것이 해당 의원이 재적 의원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그러한 것인지 재적

의원으로는 인정되었으나 개인 사정 등으로 실제 출석을 하지 않아서 그러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위 각 회의록만으로는 해당 의원이 재적 의원

으로 인정된 마지막 회의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다.

161) 제7대 해남군의회 제249회 제1차, “본회의회의록”, 2015년 2월 2일부터 아래

각주 162에서 보는 제7대 해남군의회 제259회 제2차, “본회의회의록”, 2016년

5월 13일에 이르기까지 출석 의원 명단에서 해당 의원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다.

162) 제7대 해남군의회 제259회 제2차, “본회의회의록”, 2016년 5월 13일 및 제7대

해남군의회 제260회 제1차, “본회의회의록”, 2016년 6월 8일 참조. 위 제2차

본회의 회의록 말미의 출석 의원 명단에 해당 의원의 이름이 없는 반면에, 위

제1차 본회의 회의록에서 “금번 복귀하신 김□□ 의원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라는 다른 의원의 발언을 확인할 수 있고 그 회의록 말미의 출석

의원 명단에서 해당 의원의 이름을 찾아볼 수 있으므로, 위 제1차 본회의부터

위 김□□ 의원이 다시 의사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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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들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만약 다툴 수 있다면 그 의결들의

효력은 어떠한지를 나아가 살필 필요가 있다.

2. 의결들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쟁송 방법 측면

1) 하자의 내용

앞의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지방의회가 조례안에 대한

의결이나 그 밖의 여러 의결을 하는 과정에서 해산된 정당 소속 위

6명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을 위법하게 의사에서 배제하였다면, 그

하자는 위 각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심의권․표결권이 침해되었

다는 내용으로 구체화된다. 즉 지방의회의 의원은 의회의 본회의 및

위원회의 의결과 안건의 심사․처리에 있어서 발의권, 질문권, 토론

권 및 표결권을 가지는데163), 위 6명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각

지방의회의 의결 과정에서 전적으로 배제됨으로써 위 각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의결에 관하여 위와 같은 심의권․표결권164)을

전혀 행사하지 못한 것이 된다. 그렇다면 그 의결의 과정에는 위 각

의원의 심의권․표결권을 침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잘못은 해당 의결의 하자로 귀결된다. 그러므로 위 6명의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이 각 지방의회의 의정 활동에서 배제된 기간에 이루

어진 의결들의 효력 문제는 결국 위 각 의원의 심의권․표결권을

침해한 하자 있는 의결의 효력이 어떠한지의 문제로 치환하여 볼

163)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추31 판결,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추175 판결,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추15 판결 참조. 한편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원의 발의권(제66조)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밖에도 지방의회의원의

질의․질문권, 표결권 등을 전제로 한 규정들(예컨대 제15조의2 제2항, 제42조

제1항, 제64조의2 등)을 두고 있다.

164) 엄밀히 말하면 발의권을 제외한 나머지 질문권․토론권 및 표결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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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하겠다.

2) 행정소송의 제기 가능 여부

현행 행정소송법은 제3조에서 행정소송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즉 위 조항에 따르면 행정소송은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

소송, 기관소송의 네 가지로 구분된다.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

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고,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며, 민중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기관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

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인데, 다만 “헌법

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위와 같은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의 형태가 열거적․한정적

이라는 전제165)에서 살펴보면, 우선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비롯하여

165) 행정소송법의 소송 형태에 관한 규정을 열거적․한정적 의미, 즉 규정된 형태

이외 형태의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할지, 예시적 의미, 즉 위

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은 형태의 소송도 제기가 가능하다고 이해할지에

관해서는 행정법 학계에서 견해의 대립이 있다. 그러나 적어도 대법원은 이를

열거적․한정적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예컨대 대법원은 “우리 행정소송법이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 인정하고 있을 뿐 작위의무

이행소송이나 작위의무확인소송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바, … 행정청의 부작위

에 대한 작위의무의 이행이나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이 허용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고(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1629 판결 참조),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그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부적법한 소송이라 할 것”이라 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

11988 판결 참조). 그 밖에도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320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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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의결은 대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166)167). 또한 지방의회는

공공단체인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권리주체가

아니므로 지방의회를 상대로 하여 당사자소송을 제기하는 것 역시

166) 현행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처분’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

하는 행정작용’으로 규정하고 있고(위 처분과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합하여

‘처분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2호에서도 이러한 처분 개념을 전제로 하여

‘부작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결을 제외하고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또는 그 거부나 부작위가 아니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67) 다만 지방의회의 의결 중에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 일부 존재한다. 예컨대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

(현행 지방자치법 제55조 참조)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에 대한 징계로서 제명

의결(현행 지방자치법 제86조, 제88조 참조)은 대상 의원이 현실에서 의장, 부

의장 또는 의원의 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법으로써 강제할 수

있는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행위이므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대법원은 위와 같은 불신임 의결이나 제명 의결의 처분성을

긍정하여 그 의결에 대한 항고소송의 제기를 허용하고 있다(대법원 1994. 10.

11. 자 94두23 결정,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40616 판결 등 참조. 그

밖에 의장 선임 의결에 관한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2602 판결도 참조).

그러나 이러한 의결은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며, 대개의 의결, 특히 조례안에

대한 의결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판례들의 취지를 확장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항고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불신임 의결, 제명 의결

등은 그 의결의 효력이 대상 의원을 직접 겨냥한다는 점에서 항고소송의 또

다른 요건인 원고적격의 구비가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본 논문에서 논하고자

하는 문제는 해산된 정당 소속 위 6명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을 직접 대상

으로 겨냥하는 의결이 아닌 조례안에 대한 의결과 같은 통상적인 의결을 위

각 의원이 다툴 수 있는지 여부인바, 이러한 통상적인 의결에 대해서는 위 각

의원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률상 이익(현행 행정소송법

제12조, 제35조, 제36조 참조)을 찾기 어려울 여지가 있다. 즉 위와 같은 통상

적인 의결에서 위 각 의원은 그 의결의 효력을 직접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의결의 과정에서 심의권․표결권을 침해받은 것에 불과한데, 이처럼

의결의 목적이나 의도 외적으로 발생하는 부수적인 권한의 침해를 항고소송

에서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기 위한 ‘법률상 이익’으로 볼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그 처분성을 긍정할 수 있는 의결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위 6명의 비례

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원고적격을 구비하지 못하여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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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하다168)169). 그렇다면 남는 것은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인데, 위

두 소송 형태는 모두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라는 제한을 받는다(현행 행정소송법 제45조 참조).

그런데 현행 법체계 내에는 지방의회의원이 주체가 되어 지방의회

의결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을 허용하는

법률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170). 따라서 적어도 현행 법체계 내에

168) 현행 행정소송법 제39조는 “피고적격”이라는 제목으로 “당사자소송은 국가․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권리

주체가 아니면 당사자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다.

169) 한편 지방의회가 아니라 지방의회의 의결이 귀속되는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이 무효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택한다면, 적어도 위에서

본 피고적격은 구비되므로 문제 되지 않고, 당사자에 관한 그 밖의 다른 소송

요건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므로(현행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에서

법인의 기관인 이사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을 때 그 이사 또는

사원이 그 법인을 상대로 결의가 무효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26187 판결 등 참조)과 마찬가지로

공법인인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에 하자가 있을 때 그 지방

의회의원이 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의결이 무효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대법원

에서도 행정 주체인 공법인의 기관인 총회의 구성원이 해당 공법인을 상대로

위 총회의 결의가 무효임에 대한 확인을 구한 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인정한

예가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에 관한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위와 같이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지방의회 의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이론적으로 구성하는 데에는 소송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의

구비(즉 지방의회의원의 심의권․표결권을 확인의 이익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로 볼 수 있는지 등) 또는 판결의 효력 범위(즉 의결

무효 확인 판결이 대세적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지) 등과 관련하여 해결

하여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학계에서도 이러한 이론 구성을 시도

하는 견해는 잘 찾아볼 수 없고, 실무에서도 위와 같은 형태의 당사자소송을

제기한 예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기관소송 법정

주의로 인하여 법치의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적극적인

이론 구성을 시도하는 것은 그 자체로 충분한 의미가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검토하고 해결하는 것은 본 논문의 주된 주제를 넘어서는 일이므로

여기서는 단지 가능성을 제시하는 차원에만 그치기로 한다.

170)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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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지방의회의원이 그 심의권․표결권을 침해한 지방의회 의결의

효력을 다투는 쟁송을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제기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비록 하급심이기는 하나, 법원 역시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그 의결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고 있다171). 특히 법원은 명시적으로

표결권의 침해를 하자 사유로서 내세우는 지방의회의원들의 주장에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그 의결의 내용이 의원 개개인의 권리와

직결되는 것이 아닌 이상 소속 의원이 의결절차의 하자를 내세워

항고소송으로서 다툴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하였고,

나아가 “ … 이른바 기관소송 법정주의를 취하고 있는바, 현행법상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예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 이 사건 각 의결의 효

력을 다투는 소는 현행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판시하였다172). 또한 법원은 “지방의회 의원의 표결권은

개개의 의원에게 개별적으로 부여된 독자적인 권한이 아니라 지방

의회의 의결권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여 의원들은 지방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참여할 뿐

이라는 점에서 그 표결권의 침해를 두고 바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도 없다.”라고 판시하기도 하였다173).

지방의회의 의결을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주체로서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제107조, 제172조 참조).

171) 대전지방법원 2002. 11. 27. 선고 2002구합47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7. 1. 24.

선고 2006구합974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9. 11. 19. 선고 2009구합7289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3. 9. 3. 선고 2013구합1278 판결 참조. 이상의 판결들은 모두

항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172) 대전지방법원 2002. 11. 27. 선고 2002구합471 판결 참조. 수원지방법원 2007.

1. 24. 선고 2006구합9741 판결도 같은 취지이다.

173) 창원지방법원 2013. 9. 3. 선고 2013구합127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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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한쟁의심판의 제기 가능 여부

현행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는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

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의 관장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2호는 그중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구체화하여 “가. 정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

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간의 권한쟁의심판”, “나. 정부와 시

ㆍ군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 간의 권한쟁의

심판”의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는 그중 “지방자치

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구체화하여 “가. 특별시ㆍ광역시ㆍ

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나. 시ㆍ

군 또는 자치구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

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와 시ㆍ군 또는 자치구 간의 권한쟁의

심판”의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현행 헌법과 헌법재판소

법은 지방자치단체 자체를 권한쟁의심판의 주체 또는 객체로 규정

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지방의회나 그 대표자인 지방

의회의장 또는 그 구성원인 지방의회의원을 권한쟁의심판의 주체

또는 객체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과연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의회나 그 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로 대두한다.

헌법재판소는 안산시의회의 의원들이 안산시의회의 의장을

상대로 그 의장이 안산시의회의 본회의에서 의안의 가결을 선포한

행위가 해당 의원들의 의안 심의․표결권 등을 침해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서 심판 청구를 각하

하는 결정을 하였다174). 즉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심판 청구는 헌법

174) 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9헌라11 결정 참조. 참고로 안산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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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법 제62조 제1항의 권한쟁의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하였는데, 그 이유로 ①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심판의 종류는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 규정에서 ‘상호 간’은

‘서로 상이한 권리주체 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② 헌법 자체에

의하여 국가기관의 종류나 그 범위를 확정할 수 없고 달리 헌법이

이를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지도 않아 해석의 필요가 있었던 ‘국가

기관’과는 달리,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그 종류를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은 헌법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

치단체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법은 이러한 지방자치

단체의 종류를 감안하여 권한쟁의심판의 종류를 정하고 있어 헌법

재판소가 헌법해석을 통하여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지방자치

단체의 범위를 새로이 확정하여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국가기관에

관한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를 예시적으로 해석하였던

것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같은 항의 제3호를 예시적으로

해석할 필요성과 법적 근거가 없음을 들고 있다.

그러나 위 결정에서는 반대의견이 있었는데, 그 반대의견은

지방의회의 의결 절차가 위법한 경우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에

의하여 바로잡지 않으면 이를 시정할 방도가 없다는 이유에서, 지방

의회의원도 지방의회의 위법한 의결 절차로 인하여 심의․표결권이

침해된 때에는 지방의회나 그 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

할 수 있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위 반대의견은 ① 행정소송법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 상호 간에 권한의 존부나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관소송을 제기할 수

들은 동일한 의결을 두고 각주 171에서 본 수원지방법원 2009. 11. 19. 선고

2009구합7289 판결의 행정소송과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권한쟁의심판을 함께

제기하였는데, 두 사건 모두에서 소 또는 심판 청구를 각하하는 판결․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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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의회의 의결 절차가 위법한 경우 기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 규정이 없으므로 법원의

기관소송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결 절차의 위법을 시정할 수 없다는

점,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의 권한 행사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으로써 바로

잡아야 하고,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3호가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을 한정적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부정하면 헌법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게 되며, 국회나 지방의회의 의결 절차가 법률에 위반

됨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에 의하여 바로잡을 수

없다면 헌법의 취지를 몰각하게 되므로,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를 예시적인 조항이라고 해석하여 국회의원도

자신의 심의․표결권 침해를 내세워 국회나 그 기관을 상대로 권한

쟁의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듯이, 같은 항의 제3호가 지방의

회의원과 지방의회 또는 그 기관 사이의 권한쟁의를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논거로 들고 있다.

지방의회의 의결 절차에 대한 통제를 통해 적법성을 확보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위 반대의견의 태도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적어도 헌법재판소가 앞에서 본 법정의견의 태도를 견지

하는 이상 현 시점에서 지방의회의원의 심의권․표결권을 침해한

지방의회의 의결의 효력을 다투는 쟁송을 권한쟁의심판의 방법으로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3. 의결들의 효력이 있는지: 쟁송 내용 측면

이상에서 살폈듯이 현재의 법체계 또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판례를 전제로는 부정적이지만, 지방의회의원의 심의권․표결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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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한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행정소송 또는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 앞서 본 해산된 정당 소속 6명의 비례

대표지방의회의원이 각 지방의회의 의정 활동에서 배제된 기간에

이루어진 의결들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보더라도, 그 의결들의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별도로 다시 검토할 문제이다. 즉 지방의회

의원의 심의권․표결권을 침해한 지방의회의 의결은 그러한 하자로

말미암아 당연히 무효인지, 아니면 그 의결을 무효로 보기 위해서

그러한 하자의 존재 외에 다른 요건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적어도 지금까지는 절차의

하자가 있는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일부 예외175)를 제외하고는

행정소송이든 권한쟁의심판이든 쟁송 자체가 허용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문제에 관하여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직접 판시한 예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의 경우와 달리 국회의원은

국회의장을 상대로 법률안 가결 선포 행위에 대하여 권한쟁의심판

을 제기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국회의 법률안에 대한 의결의 효력 유무에 관해서는 상당수의 헌법

재판소 판례가 존재하는바, 이 판례들을 위와 같은 문제의 해결에

참고할 수는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이 제기한 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의 적법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결정176)에서, 비록 어느 견해도

175) 각주 167에서 본 처분성이 인정되는 의결을 말한다. 이러한 의결은 처분성이

인정되므로 그 의결 절차의 하자는 행정처분의 절차적 하자에 관한 논의로써

해결된다[대전고등법원 2014. 3. 27. 선고 2013누1841 판결, 부산고등법원 창원

원외재판부 2017. 9. 6. 선고 (창원)2017누10664 판결 참조. 위 판결들은 지방

의회 본회 또는 위원회의 의결 절차의 하자에 관하여 하자의 치유나 하자의

중대․명백성 등 행정처분의 절차적 하자에 적용되는 논의를 설시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예외적인 의결에 관한 판례를 본 논문에서 논하고자 하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 조례안에 대한 의결과 같은 통상적인 의결의 절차

하자에 관한 논의에 반영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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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에 달하지 않아 법정의견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국회의 법률안에 대한 의결의 효력에 관한

견해들177)을 밝혔다. 먼저 3인의 헌법재판관은 “국회 입법절차의 특

성상 …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는 잘못이

있을 수 있다. … 그로 인하여 일부 국회의원들의 입법에 관한 각종

의 권한이 침해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법률안의

가결선포행위를 무효로 한다면 이는 곧 그 법률의 소급적 무효로

되어 국법질서의 안정에 위해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국회의 입법

과 관련하여 일부 국회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되었다 하더라도 그것

이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법률안의 가결선포행위를 무효로 볼 것은 아니라

고 할 것인바, 우리 헌법은 국회의 의사절차에 관한 기본원칙으로

제49조에서 ‘다수결의 원칙’을, 제50조에서 ‘회의공개의 원칙’을 각

선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안의 가결선포행위의 효력 유무는

결국 그 절차상에 위 헌법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지 여부

에 의하여 가려져야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법률안이 재적의원 과반수인 국회의원 155인이 출석한 가운데 출석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되었고 그 본회의에 관하여 일반 국민의

방청이나 언론의 취재를 금지하는 조치가 취하여지지도 않았으므로

그 의결 절차에 헌법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다고 볼 수는

없어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에 다른 3인의 헌법

재판관은 “입법과정에서 소수파에게 출석할 기회를 주지 않고 토론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다수파만으로 단독 처리하는 것은 다수결

176) 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6헌라2 결정

177) 엄밀하게는 국회의장의 법률안 가결 선포 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논하였지만,

그 논의 내용이 국회의 의결 절차의 하자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법률안

가결 선포 행위의 효력이 없으면 결국 법률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이 효력이

없다는 것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국회의 법률안에 대한 의결의

효력을 논한 것과 같이 볼 수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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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에 의한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 … 헌법 제49조는 국회의

의결은 통지가 가능한 국회의원 모두에게 회의에 출석할 기회가 부

여된 바탕위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헌법 제49조를

형식적으로 풀이하여 재적의원 과반수를 충족하는 다수파에게만 출

석의 가능성을 준 다음 그들만의 회의로 국가의사를 결정하여도 헌

법위반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공개

와 토론의 원리 및 다수결원리의 정당성의 근거를 외면한 것이고,

복수정당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헌법의 정신에 정면배치될 뿐만 아

니라 결과적으로 국민의 다원적 의사를 대표하는 국민대표기관으로

서의 국회의 본질적 기능을 무너뜨리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출석 가능성을 배제한

채 특정 정당 소속 의원들만 출석하여 그들만의 표결로써 법률안의

가결을 선포하였으므로 그 가결 선포 행위는 위 일부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한 것임과 아울러 다수결 원리를 규정한 헌법 제49조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헌법재판관들의 견해 차이는 그 이후로 보다 세분화

되었다가178), 헌법재판소가 2011년 선고한 결정에서 앞서 본 96헌라

178) 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9헌라8, 9, 10(병합) 결정 참조. 법률안 가결

선포 행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청구에 관하여, 위 결정에서는 앞서 본 96헌

라2 결정의 각 3인의 헌법재판관이 밝힌 견해들 중 전자의 견해가 취한 판단

방식에 따른 기각 의견 외에도 ①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국회의 입법

절차의 하자로 말미암아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유형의 권한

쟁의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특히 국회의 입법에 관한 자율권을 존중하는 의미

에서 원칙적으로 처분의 권한 침해만을 확인하고 권한 침해로 인하여 야기된

위헌․위법 상태의 시정은 국회의장에게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함을 이유로 한

기각 의견, ② 법률 제정 과정에서 비롯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사이의 입법

절차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권은 국회의장

이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그치고

법률안 가결 선포 행위의 효력에 대한 사후의 조치는 오로지 국회의 자율적

의사 결정에 의하여 해결할 영역에 속함을 이유로 한 기각 의견, ③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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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정의 각 3인의 헌법재판관 견해들 중 전자의 견해가 취한 판단

방식을 법정의견으로 채택하면서179),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그 판단

방식이 헌법재판소가 설정한 기준으로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다.

즉 국회의 입법 절차의 하자로 국회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입법 절차에 관한 헌법의 규정인 현행 헌법 제

49조의 ‘다수결의 원칙’이나 제50조의 ‘회의 공개의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률안의 가결 선포 행위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현재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국회의 법률안에 대한 의결의 효력에 관한 판단 기준이라

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원의 심의권․표결권을 침해한 지방의회의 의결의

효력을 이러한 판단 기준에 빗대어 보면, 설령 의결 절차의 하자로

지방의회의원들의 심의권․표결권이 침해되었다 하여도, 그 하자가

다수결의 원칙이나 회의 공개의 원칙180)을 명백히 위반한 흠에 해당

예외적인 경우, 즉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음이 인정되더라도

그 침해의 방법이 사소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그 권한 침해의 정도가 경미

하다고 인정된다거나 행정소송법상 사정판결의 법리를 원용하여 다른 중요한

헌법적 가치의 훼손을 막기 위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아닌 이상,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침해를 확인하면서도 그 위헌성․위법성을 시정하는

문제는 국회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함 등을 들어 가결 선포 행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 선언을 회피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며

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2항의 취지에도 맞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인용 의견,

④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적 권한 질서에 관한 객관적 확인이라는 객관적 쟁송

의 성격과 직접 침해된 청구인의 권한을 구제하도록 한 주관적 쟁송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므로 법률안의 가결을 선포한 국회의장의 행위가 헌법과

국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인정한 이상 무효 확인 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상당

함을 이유로 한 인용 의견 등이 있었다.

179)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9헌라7 결정 참조. 이 결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법률안 가결 선포 행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청구에 관하여 위 법정의견으로

서의 기각 의견 외에 위 각주 178에서 본 ①의 기각 의견, ②의 기각 의견과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각 기각 의견(다만 그 내용이나 근거가 보다 구체화

되었다)이 있었다.

180) 현행 지방자치법은 제64조 등에서 다수결의 원칙을, 제65조에서 회의 공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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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다면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즉 해당 의결이 심의권․표결권을 침해받은 지방의회의원을

재적 의원으로 포함하는 경우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다거나

그 의결이 적법한 사유 없이 비공개로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지방의회의원의 심의권․표결권 침해에도 불구하고 그 의결은

유효하다. 물론 제3장에서 논한 바와 같이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사이에는 그 지위의 유지․보장이나 그 행위․활동의 효과가 귀속

되는 국면에서 헌법 단계에 위치하여 있느냐 법률 단계에 위치하여

있느냐를 비롯하여 차이점이 여럿 있으므로, 국회의원의 법률안에

대한 심의․표결권 침해에 관한 위 헌법재판소 판례의 취지를 지방

의회의원의 조례안 그 밖의 의안에 대한 심의권․표결권을 침해한

지방의회의 의결의 효력 문제에까지 일반적으로 확장할 수는 없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헌법재판소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 절차에 관한 심사 기준을 엄격하게 세워 놓고

이를 잣대로 하여 사실상 절차의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결의

효력이 유지됨을 용인하여 온181) 기본적인 태도는 지방의회의원의

심의권․표결권을 침해한 지방의회의 의결의 효력 문제에 대해서도

여전히 견지될 가능성이 높다182). 그렇다면 본 논문에서 논하고자

하는 문제로 돌아와 앞서 본 해산된 정당 소속 6명의 비례대표지방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181) 지금까지 국회의원의 법률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의 침해가 인정된 권한쟁의

심판 사건 중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안 가결 선포 행위의 효력까지 부인하여

해당 법률을 무효로 돌리기까지 한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182) 실제로 앞서 살펴본 지방의회의원의 지방의회의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

제기 가능성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각주 174 참조)에서 이를 긍정하여 본안

판단에 나간 반대의견도 “안산시의회가 이 사건 의안을 표결 없이 가결․선포

한 것은 위법하고 그로 인하여 안산시의회 의원인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확인․선언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권한 침해

확인의 취지만을 밝히고 있을 뿐 그 의안의 가결 선포 행위, 즉 의결 자체의

효력까지는 부인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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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원이 각 지방의회의 의정 활동에서 배제된 기간에 이루어진

의결들의 효력 유무를 살피면, 심의권․표결권의 침해 외에 해당 각

의결에 위 각 의원을 재적 의원으로 포함하면 의결 정족수를 충족

하지 못하거나 그 의결이 적법한 사유 없이 비공개로 이루어졌다는

사정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지 않은

이상, 그 의결들은 유효하게 통용될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위 기간에 이루어진 의결들에 관하여 이와 같은 사정

또는 하자가 존재하기는 어렵다183).

결국 설령 위 6명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각 지방의회의

의정 활동에서 배제된 기간에 이루어진 의결들에 대하여 행정소송

또는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손 치더라도,

실제로 이러한 쟁송이 받아들여져 위 각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심의권․표결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의결들의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하겠다.

4. 한계의 인식과 입법의 필요성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적어도 현행 법체계 및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를 때 앞서 본 해산된 정당 소속 6명의 비례

대표지방의회의원이 위법하게 각 지방의회의 의정 활동에서 배제된

기간에 이루어진 의결들의 효력을 행정소송이나 권한쟁의심판으로

다투기는 어렵거나 불가능하고, 그 밖에 달리 마땅한 쟁송 방법을

183) 특히 위 6명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속한 각 지방의회는 특정한 한 정당

소속 의원이 과반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거나(광주광역시의회, 전라남도의회,

전라북도의회, 순천시의회, 해남군의회의 경우) 정견이 유사한 정당들 소속 의

원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므로(여수시의회의 경우), 위 6명의 비례

대표지방의회의원을 재적 의원으로 포함하더라도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

하는 의결이 존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 119 -

찾기가 힘들다. 그리고 설령 마땅한 쟁송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체로 들어가 그 의결들의 효력이 위 각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권한 침해를 이유로 하여 부정되기는 마찬가지로 쉽지가 않다. 그

밖에 주민들이 직접 이러한 의결들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하지 않는다184). 즉 위 각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11개월 또는

17개월 남짓 의정 활동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주민들의 의사

왜곡이나 차단은 해소될 길이 없이 남아 있게 되고, 각 지방의회의

의결은 절차의 위법이 있는데도 그것이 보정되지 않은 채 여전히

유효하게 통용된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겠다는 헌법의 의사나 요청에 대한 훼손을

용인하는 것이자, 행정 작용은 모든 국면에서 법에 따라야 한다는

법치의 공백 상태를 방치하는 것으로서, 분명한 한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결국 입법에 기댈 수밖에

없다. 즉 앞서 보았듯이 민중소송․기관소송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 하에서, 특히 행정 주체가 아닌 그 부분 기관의

쟁송 제기 가능성의 인정에 아직은 소극적인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태도를 감안한다면, 입법 없이 해석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분쟁의 여지를 남길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원의 심의권․표결권을 침해하거나 그 밖의 절차

하자가 존재하는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이 주체가

되어 직접 다툴 수 있는 쟁송 방법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도입함으로써 주민들의 의사 왜곡이나 차단에 따른 헌법의 훼손을

해소하고 법치의 공백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도모함이 타당하다. 보다

184) 앞서 본 바와 같이 현행 행정소송법 제45조는 민중소송을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현행 지방자치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는 주민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대상으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120 -

더 구체적으로 제언한다면, 이미 몇 차례 언급하였듯이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위의 유지․보장이나 그 행위․활동의

효과가 귀속되는 국면에서 헌법 단계가 아닌 법률 단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쟁송은 권한쟁의심판이 아닌 행정소송 중

기관소송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그 쟁송 내용의 측면에서도 일정한 중대한 절차 하자가 있는

경우, 예컨대 의결권 없는 의원이 의결에 참여하거나 반대로 의결권

있는 의원이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등에는 그 의결의 효력을

부인하여야 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해석상 혼란으로 말미암아

침해된 권한의 회복이 지체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지방의회의

의결의 효력이 부인되거나 부인될 수 있음으로 인한 법적 안정성의

저해는 제소 기간을 단기로 정하거나 제소 가능 사유 또는 의무적

효력 부인 사유를 중대한 것으로만 한정함으로써 보완할 수 있다고

하겠다.

제3절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

1. 책임을 묻는 소송의 제기

앞서 2013헌다1 결정 이후의 경과를 살피는 과정에서 본 바

있듯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각 지방의회의

일련의 위법한 행위로 말미암아 각 지방의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 6명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은 소속 각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의원의 지위가 있음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각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처럼 비록

하급심이기는 하지만 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일련의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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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지 않다는 점이 확인되자, 위 6명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은

국가와 소속 각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185). 위 소송에서는 아직 제1심 판결도 선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청구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위 소송 제기 당시의 언론 보도 자료를 참조하면 청구

내용이 대략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있다.

위 6명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은 2017년 7월 21일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주장을 정리하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주도로 위법한

퇴직 조치가 이루어졌고, 각 지방의회 의장은 의원 명단에서 이름을

삭제하고 회의장 내 좌석을 빼 버렸으며 상임위원회에서도 배제시

키는 등 의정 활동을 원천적으로 저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인 지방의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방해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대한민국과 지방자치

단체는 정당해산결정일부터 위 각 행정소송의 제1심 판결 선고와

가처분 인용 결정 때까지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월정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또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고 강조

하였다186). 이와 같은 내용으로 미루어 보면, 위 6명의 비례대표지방

의회의원은 결국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청구하였다고 판단된다187).

18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0198호 손해배상(기) 사건. 현재 제1심에 계류 중

이다.

186) “옛 통진당 소속 지방의원, 국가상대 '의정활동 중단' 손배소송”, 뉴스1, 2017년

7월 21일 11시 3분, https://www.news1.kr/articles/?3054535 (2020. 6. 20. 확인)

187) 이와 함께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에 관해서는 다음 절

에서 따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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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책임 추궁의 가능성

현행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

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등이, ② 직무 집행

과정에서, ③ 고의 또는 과실로, ④ 법령을 위반하여, ⑤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다는 요건들을 충족하여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각 지방의회의

일련의 행위로 말미암아 위 6명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각 지방

의회의 의정 활동에서 배제되어 의사에 참여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위법함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위 각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속한 국가나 각 지방

의회가 속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들 가운데 ①, ②, ④의 요건은 충분히 인정

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③의 요건, 즉 고의․과실의 유무나

⑤의 요건, 즉 타인의 손해 발생에 관해서는 그 요건의 충족을 쉽게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

먼저 ③의 요건, 즉 고의․과실의 유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관계 법규를 알지 못

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여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잘못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라고

하여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나, 법령에 대한 해석이 그 문언 자

체만으로는 명백하지 아니하여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는 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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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선례나 학설, 판례 등도 귀일된 바 없어 의의가 없을 수

없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이 그 나름대로 신중을 다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그 중 어느 한 견해를 따라 내린 해석이 후에 대법원

이 내린 입장과 같지 않아 결과적으로 잘못된 해석에 돌아가고, 이

에 따른 처리가 역시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집

행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처리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까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188). 그리고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따른다면, 현행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의 ‘해산’에 자진해산만이

포함되는지 자진해산과 강제해산 모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법원의 판례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헌법재판소가 2013헌다1

결정의 방론에서 위 조항의 ‘해산’은 자진해산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듯한 판시를 하였으며, 이에 관한 학계의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

지지 않고 견해도 나뉘는 상황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그중

어느 한 견해를 따라 위 조항의 ‘해산’에는 자진해산만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에서 본 일련의 행위를 한 것에 공무원

등의 고의․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음으로 ⑤의 요건, 즉 타인의 손해 발생과 관련하여서는,

행정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부분 기관인 지방의회의원의 심의권․

표결권 등 권한이 침해된 것을 손해배상 이론에서 말하는 ‘손해’로

볼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심의권․표결권 등은 자연인인 개인에게

주어지는 주관적 권리나 개인으로서 취득하는 이익이 아니라 행정

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원에게 주어지는 권한이므로, 이러한 권한의

침해를 손해배상 이론에서 말하는 ‘손해’의 일반적인 개념인 권리

188)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32747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

8329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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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법익의 침해로 포섭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낸 위 각 비례대표지방의회

의원이 자연인인 개인의 자격에서 소를 제기한 것인지 아니면 지방

의회의원이라는 기관의 자격에서 소를 제기한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만약 자연인인 개인의 자격에서 소를 제기하였다면 자연인으로서의

지방의회의원 개인이 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의원의 권한 침해를 그

개인 자신의 손해로서 주장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되며, 지방의회의원

이라는 기관의 자격에서 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기관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권리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등이 또한 문제가 된다. 이처럼

⑤의 요건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법리적 문제들이 다수

존재한다.

결국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6명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

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그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쉽게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리고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마땅한 법적인 수단을 찾기도

힘들다. 주민들이 직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또한 동일한 이유로 배척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한계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제4절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처리

1.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지급 여부

현행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은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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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비용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의정 자료를 수

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

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제2호에서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

하는 여비”를, 제3호에서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

하는 월정수당”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은

그 임기 동안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를 보장

받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해산된 정당 소속 6명의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있었던 2014년 12월

22일 무렵부터 법원의 판결․결정이 있었던 2015년 11월 25일 또는

2016년 5월 19일까지 11개월 남짓 또는 17개월 남짓 위법한 사실적

힘에 의하여 의정 활동을 하지 못하였던 기간 동안 위 각 의원에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 지급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189).

먼저 이들이 2017년 7월 21일 소속 각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위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또한

그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인 광주광역시의 의회사무처는 위에서 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5년 1월

6일 위 6명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중 광주광역시의회 소속이었던

1명의 의원에게 공문을 보냈는데, 그 공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이 통보됨에 따라 해당 의원은 2014. 12.

19.부터 의원직이 상실되었으므로 이미 지급된 2014년 12월분 의정

189) 여비는 의정활동비나 월정수당과는 달리 의정 활동 과정에서 실제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실비 변상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의정 활동에서의 배제가

위법한지를 불문하고 실제로 의정 활동을 하지 않아 비용을 지출하지 않은

이상 이를 지급받을 수는 없으므로, 그 지급 여부를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고

하겠다.



- 126 -

활동비 및 월정수당 중 일할 계산된 금액을 2015. 1. 20.까지 반납해

달라’는 것이었다(문서 5 의원 퇴직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반납 협조190) 참조). 이와 같은 사정들로부터 추론하여 보면, 위 각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은 위법하게 의정 활동에서 배제된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은 2018년 6월로 그 임기가 끝난 이후에도 위

지급받지 못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여전히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다음의 공문들을 살펴보면 그러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즉 전라북도 의회사무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주

지방법원이 2015년 11월 25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지위를 인정

하는 취지의 제1심 판결과 가처분 결정을 내리자, 2015년 12월 1일

당시 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에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관련 질의’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질의를 하였다(문서 6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관련 질의191) 참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위 제1심 판결에 따라 해당 지방의회의원이 의정 활동을 재개하는

경우, ① 의정 활동이 중단된 기간(2014년 12월 22일부터 현재까지)

동안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모두 소급 지급하여야 하는지, ②

현재도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의정 활동 재개 시 향후의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 모두 지급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었다. 위

질의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는 2016년 1월 8일 회신을 하였는데, 그

내용 중 ①의 질의에 관한 답변은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으므로

최종심에서의 판단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를 확정해야 한다고 판단

된다’는 것이었고, ②의 질의에 관한 답변은 ‘가처분의 효력에 따라

190) 본 논문의 말미에 [문서 5]로 첨부한 것을 가리킨다. 이 문서는 광주광역시에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제공받은 것이다. 문서 중 ‘붙임 1, 2’는 이미 첨부한

[문서 4]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므로 첨부를 생략하였다.

191) 본 논문의 말미에 [문서 6]으로 첨부한 것을 가리킨다. 이 문서는 전라북도에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제공받은 것이다. 문서 중 ‘붙임 2, 3, 4’는 따로 제공

받지 못하여 첨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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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의 지위가 임시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지급이 가능

하다고 판단된다’는 것이었다(문서 7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관련 질의 회신192) 참조). 이러한 행정자치부의 회신 내용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행정자치부가 같은 내용의 회신을 하였을

것이라는 점으로부터 추론하면, 위 각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속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위 각 의원이 의정 활동을 재개한 이후의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만(②의 답변), 의정

활동에서 배제된 기간에 지급하지 않았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앞서 본 것처럼 위 각 의원의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 등이 아직

대법원과 고등법원에 계속되고 있어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은 이상

지금까지도 여전히 지급하지 않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①의 답변).

2. 지급되지 않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처리

앞에서 보았듯이 현행 지방자치법 제33조는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비(제1호)와 월정수당(제3호)을 지급받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각 호의 문언과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면 이는 자연인인

개인으로서의 지방의회의원이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급부, 즉 ‘의정

활동’을 제공함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지급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

하다. 그렇다면 지방의회의원은 자연인인 개인의 자격에서 주관적

권리로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라는 반대급부를 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반대급부 청구권이

실현되지 않았을 때, 즉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을

때 해당 지방의회의원이 소송으로써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다고 하겠다.

192) 본 논문의 말미에 [문서 7]로 첨부한 것을 가리킨다. 이 문서는 행정안전부에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제공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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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38조 제1항 참조). 그러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해산된 정당 소속 6명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각 지방의회

등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11개월 또는 17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의정 활동을 하지 못했다면, 위 각 의원의 ‘의정 활동’이라는 급부는

그 채권자인 소속 각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각 의원은 반대급부인 위 기간 동안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지급을 소속 각 지방자치단체에 여전히

청구할 수 있다고 하겠다.

대법원 역시 비록 동일하지는 않으나 유사한 사안에서, 지방

의회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정 활동을 하지 못한 지방의회의원은 그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 의정 활동을 하지 못한 기간의 월

정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전제로 판시한 예가 있다. 즉 지방

의회의 의원 제명 의결에 대하여 그 의결의 대상인 지방의회의원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지방자치법 … 은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의정활동비(제1호)와 여비(제2호) 외에 월정수당

(제3호)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입법연혁과 함께 특히 월정

수당(제3호)은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되는

것으로서, 지방의회 의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비용 중 적어도 월

정수당(제3호)은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제명의결

취소소송 계속중 임기가 만료되어 제명의결의 취소로 지방의회 의

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취소로 인하여

최소한 제명의결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월정수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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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을 구할 수 있는 등 여전히 그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193).

결국 위 6명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각 지방의회의 의정

활동에서 위법하게 배제된 기간 동안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위

각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

단체가 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마땅히 지급하는 방향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주관적

권리로서 위 각 의원에게 주어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청구권을

만족시키는 데 그칠 뿐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일련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주민들의 의사 왜곡이나

차단을 해소하거나 치유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193)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두13487 판결 참조. 이 판결에서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한 대상은 월정수당만이지만, 의정활동비 역시 명목상

으로는 비용의 보전이라고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여비와 달리 실비 변상

으로서가 아니라 의정 활동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매월 고정된 액수로 지급이

되므로 기본적으로 월정수당과 성격이 같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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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대한민국 헌정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정당해산결정으로서

헌법재판소의 2013헌다1 결정은 그동안 이론적인 차원에만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던 정당해산결정에 관한 여러 가지 논의를 현실의

세계로 끌고 나왔다는 점만으로도 크나큰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위

결정을 비롯하여 그 전후로 이루어졌던 선행 연구들은 적어도 정당

해산결정과 의원의 지위의 관계를 논하는 데에서는 몇 가지 한계를

노출한다. 첫째로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논의를 생략한 경우를 포함

하여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을 구분하여 별도로 논하지 않거나

양자를 구분하여 논하더라도 그 구분이 형식적인 차원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로 논의의 단계적․층위적 구분을 고려하지 않은

채 논의 지점을 의원직의 유지․상실 여부 그 자체로만 일원화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셋째로 몇 가지 실재적인 문제들을 비롯하여

정당해산결정과 의원의 지위에 관한 논의로부터 파생이 되는 여러

후속적인 논점들에 대한 고찰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려면 우선 논의 대상을 지방의회의원으로만

국한하는 한편, 지방의회의원의 특수성과 차별성을 반영하기 위한

전제로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차이점을 살펴야 한다. 개념적

차이 및 헌법과 법률의 규율 차이를 종합하면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지방

의회의원은 행정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 즉 국회의원은

삼권 중 입법권의 한 부분으로서 입법 권능의 일부를 나누어 행사

하는 주체인 반면, 지방의회의원은 삼권 중 행정권의 한 부분으로서

행정 권능의 일부를 나누어 행사하는 주체라는 점이 가장 결정적인

차이이다. 그리고 국회의원과 대비하여 지방의회의원은 직무․역할

이나 권한에서 영역적․권력적으로 제한을 받는다는 차이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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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직무 내용이나 역할은 국가라는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

이나 추구할 가치를 결정짓는 거시적인 차원에 방점을 둘 필요가

있음에 비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직무 내용이나 역할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생활인들의 일상과 복리를 다루는 미시

적인 차원에 방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한 차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개개 국회의원의 개별적․구체적 지위는 헌법상

보장된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지방의회의원의 지위를 둘러싼 사항은

헌법상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 새겨야 하며, 지위의 유지․보장이나

행위․활동의 효과가 귀속되는 국면에서 국회의원은 헌법 단계에

위치하여 있으나 지방의회의원은 법률 단계에 위치하여 있다는 것

역시 중요한 차이점이다.

이러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차이점에 주안을 둔다면, 정당

해산결정으로 해산되는 정당에 속한 지방의회의원이 그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은 정당해산결정의 본질로부터 유래하는 효력이라고 볼

수 없다. 즉 지방의회의원의 행정 기관으로서의 성격에 주목하고,

그 직무․역할․권한의 영역적․권력적 제한성이나 그 직무 내용․

역할의 미시적인 성격을 더하여 보면, 지방의회의원이 행사하는 힘

이나 추구하는 가치․지향하는 이념은 이미 형성되어 있는 국가의

구체적인 질서를 뛰어넘을 수 없고 그 질서의 형성에 반영될 수도

없다. 따라서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는 방어적 민주주의가 가동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해산되는 정당 소속 지방의회의원이 계속

남아 활동한다고 하더라도 위헌적인 정치 이념이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 투영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그 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킬 필요도 없다. 오히려

오늘날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운용에 적용될 기준으로 널리 수용되어

가는 ‘비례성의 원칙’을 상기한다면 정당해산결정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의 의원직 상실의 본질성을 긍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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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마찬가지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차이점에 주안을

두고 보면, 정당해산결정이 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에 미치는 영향은

체계적으로 법률적 층위에 위치하는 문제, 다시 말해 헌법이 이를

직접 규율할 필요가 없고 법률로써 정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

즉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위를 둘러싼 사항이 헌법상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그 지위의 유지․보장이나 행위․활동의 효과가 귀속되는

국면에서 법률 단계에 위치하여 있으므로, 그 의원직(지위)의 상실

여부 역시 헌법으로 보장되거나 헌법 단계에 위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 법률 단계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논의이다.

그렇다면 정당해산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해산되는 정당에

속한 지방의회의원들이 정당해산결정의 본질적 효력으로 인하여 그

의원직을 당연히 상실하지는 않으며, 그 의원직의 상실 여부는 법률

로써 정할 수 있는 문제이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 문제

이다. 그런데 적어도 현행 법체계 내에는 ‘정당해산결정이 내려지면

해산되는 정당 소속 지방의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취지의

법률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의

‘해산’이 자진해산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 위 조항을 그와 같은

취지의 법률 규정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위 조항의 ‘해산’은 그

문언적 의미에 따라 자진해산과 강제해산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현행 법체계 내에

위와 같은 취지의 법률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산되는 정당 소속 지방의회의원

들의 의원직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인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인지를 불문하고 그 정당 소속 지방의회

의원들은 의원의 지위를 유지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2013헌다1 결정이 있은 직후 중앙선거관리

위원회는 위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 소속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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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이 그 직에서 퇴직된다고 결정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위 6명의

각 의원이 속해 있던 각 지방의회의 의장은 위 각 의원에게 의원직

에서 퇴직 처리 되었다고 통보하였다. 그 이후로 위 각 지방의회의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위 6명의 각 의원이 지방의회의원의 지위

에 있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제1심 판결들과 가처분 결정들이 있을

때까지 이들이 의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전제에서 각 지방의회의

의정 활동을 이어 나갔다. 이로써 위 6명의 각 의원은 11개월 또는

17개월 남짓 위 각 지방의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지 못하였다. 다시

말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일련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지방

자치단체의 결정에 지방의회의원으로써 대표되는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고자 한 헌법의 의사나 요청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던

것이다.

나아가 위와 같은 2013헌다1 결정 이후의 경과로부터 여러 가지

실재적 문제들이 파생된다. 먼저 위 6명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각 지방의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지 못했던 기간에 있었던 각 지방

의회의 의결들은 위 각 의원이 위법하게 의사에서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 각 의원의 심의권․표결권 등 권한을 침해한

하자가 있다. 그런데 적어도 현행 법체계와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그 의결들의 효력을 행정소송이나 권한쟁의심판으로

다투기는 어렵거나 불가능하고 그 밖에 마땅한 쟁송 방법을 찾기가

어려우며, 설령 이를 다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의결들의 효력이

위 각 의원의 권한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부정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원의 심의권․

표결권을 침해하거나 그 밖의 절차 하자가 있는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직접 다툴 수 있는 쟁송 방법을 법률로써 명시적으로 도입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위에서 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각 지방의회 등의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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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지는지도 문제 된다. 그러나 이 역시 적어도 현행 법체계와

법원의 판례를 전제로 할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그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이고, 그 밖에 달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마땅한 법적인 수단을 찾기도 힘들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 또한 한계가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위 6명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각

지방의회의 의정 활동에서 배제된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했던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위 각 의원에게 지급되어야 하고, 만약 소속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마땅히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것 또한 위 각 의원의 주관적 권리를 만족시키는

데에 그칠 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일련의 위법한 행위로 말미

암아 발생한 앞서 본 바와 같은 헌법 훼손, 즉 주민들의 의사 왜곡

이나 차단을 해소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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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1] 정당해산심판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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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2] 준비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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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3] 위헌정당해산결정에 따른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퇴직에

관한 결정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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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4] 위헌정당해산결정에 따른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퇴직에

관한 결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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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5] 의원 퇴직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반납 협조



- 143 -



- 144 -

[문서 6]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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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7]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관련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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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Die Entscheidung zum Verbot der

politischen Partei und der Status der

Abgeordneten des Regionalparlaments

Bumwook Seo

Fachbereich Rechtswissenschaft

Graduiertenschule

Seoul Nationaluniversität

Bisherige Forschungen über die Beziehung zwischen der

Entscheidung zum Verbot der politischen Partei und dem Status

der Abgeordneten zeigen folgende Probleme. Erstens

unterscheiden sie die Abgeordneten des Regionalparlaments nicht

von den Abgeordneten des Nationalparlaments. Zweitens

behandeln sie nur die Frage, ob die Abgeordneten das Mandat

beibehalten oder verlieren sollen, ohne die Diskussionsgegenstände

nach den Stufen der Normen zu erörtern. Drittens diskutieren sie

nicht genug die verschiedenen Fragen, die sich aus dem

Parteiverbot und dem Mandatsverlust ergeben.

Mit diesem Problembewusstsein sollte die Beziehung zwischen

der Entscheidung zum Verbot der politischen Partei und dem

Status der Abgeordneten des Regionalparlaments diskuti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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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den. Fokussiert wird also auf die Abgeordneten des

Regionalparlaments. Zuerst sollten die Unterschiede zwischen der

Abgeordneten des Nationalparlaments und der Abgeordneten des

Regionalparlaments betrachtet werden, um die Basis eigener

Diskussion über die Abgeordneten des Regionalparlaments zu

schaffen. Die Abgeordneten des Regionalparlaments haben die

folgenden Unterschiede im Vergleich mit den Abgeordneten des

Nationalparlaments. Nach dem Wesen haben die Abgeordneten

des Regionalparlaments den Status nicht als gesetzgebendes

Organ, sondern als Verwaltungsorgan. Ihre Aufgaben, Rollen und

Befugnisse sind gebietsmäßig und machtpolitisch begrenzt. Ihre

Aufgaben und Rollen sind mikroskopisch regionalbezogen. Der

normative Rang ihres Status, ihrer Handlungen und Aktivitäten

liegt auf der Stufe des Gesetzes.

Wenn die oben genannten Unterschiede beachtet werden, sollte

man davon ausgehen, dass die Befugnisse und Aktivitäten der

Abgeordneten des Regionalparlaments weder über die bereits

geformte konkrete Ordnung des gesamten Staates hinausgehen,

noch die Bildung dieser Ordnung direkt bewirken können. Es

scheint daher nicht notwendig, dass die Abgeordneten des

Regionalparlaments, die zur durch die Entscheidung des

Verfassungsgerichts aufzulösenden Partei gehören, ihr Mandat

verlieren, um die wehrhafte Demokratie zu vollenden oder die

Effektivität der Entscheidung zum Verbot der Partei zu sichern.

Nach dem Grundsatz der Verhältnismäßigkeit kann man vielmehr

nicht sagen, dass der Mandatsverlust der Abgeordneten des

Regionalparlaments die sich aus dem Wesen des Parteiverbot

ergebende Wirkung ist.

Aus den oben genannten Unterschiede resultiert sich a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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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s die Auswirkung der Entscheidung zum Verbot der Partei

auf das Mandat der Abgeordneten des Regionalparlaments

systematisch ein Problem auf der gesetzlichen Ebene darstellt.

Die Problemlage muss nämlich nicht durch die Verfassung direkt

geregelt, sondern kann gesetzlich festgelegt werden. Es ist auf

keinem Fall selbstverständlich, dass die zur verbotenen Partei

gehörenden Abgeordneten des Regionalparlaments nach der

wesentlichen Wirkung der Entscheidung zum Parteiverbot ihr

Mandat verlieren. Die Frage, ob sie ihr Mandat verlieren sollten

oder nicht, hängt vielmehr von dem Inhalt des Gesetzes ab.

Im derzeitigen Rechtssystem gibt es jedoch keine gesetzliche

Bestimmung, die besagt: "Wird die Entscheidung zum Verbot der

Partei getroffen, so verlieren die Abgeordneten des

Regionalparlaments, die zur verbotenen Partei gehören, ihr

Mandat." Einerseits wird behauptet, dass § 192 Abs. 4 des

Wahlgesetzes eine gesetzliche Bestimmung mit der oben

genannten Absicht sei, da die "Auflösung" im § 192 Abs. 4 des

Wahlgesetzes lediglich auf freiwillige Auflösung begrenzt gedeutet

werden sollte. Diese Meinung ist aber nicht anzunehmen, solange

kein Grund gegen den Wortlaut dieses Absatzes gezeigt wird.

Daher sollte man unter der Voraussetzung des derzeitigen

Rechtssystems davon ausgehen, dass die Entscheidung vom

Verfassungsgericht zum Verbot der Partei keine Auswirkung auf

das Mandat der Abgeordneten des Regionalparlaments hat. Das

heißt, dass die Abgeordneten trotz der Entscheidung ihren Status

beibehalten.

Aus dieser Schlussfolgerung resultiert sich, dass die Aktionen

der Zentralen Wahlkommission und anderer Organe infolge der

Entscheidung des Verfassungsgerichts zum Parteiverbot in Bez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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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f den Status der Abgeordneten des Regionalparlaments

rechtswidrig sind. Wegen der rechtswidrigen Aktionen wurden die

Abgeordneten für lange Zeit von der Arbeit des

Regionalparlaments ausgeschlossen. Hierdurch wurde die

Forderung der Verfassung beschädigt, die Interessen der

Einwohner in der Kommunalverwaltung zu fördern. Ferner haben

die Beschlüsse des Regionalparlaments während der oben

genannten Ausschlusszeit das Recht der Abgeordneten auf

Beratung und Abstimmung verletzt. Es scheint aber unter der

Voraussetzung des derzeitigen Rechtssystems oder der

Präzedenzfälle nicht leicht, die Gültigkeit der Beschlüsse zu

leugnen. Es gibt übrigens Probleme über die Gebühr für

Aktivitäten und die monatliche Vergütung, die die Abgeordneten

nicht erhielten.

Infolge der Entscheidung zum Verbot der Partei sind

verschiedene Probleme um den Status der Abgeordneten des

Regionalparlaments entstanden, und viele davon bleiben immer

noch ungelöst. Es ist gefragt, mit der Gesetzgebung auf ähnliche

Fälle vorzubereiten.

Schlüsselwörter : Entscheidung zum Verbot der politischen

Partei, Abgeordnete des Regionalparlaments, Wesen als

Verwaltungsorgan, Grundsatz der Verhältnismäßigkeit, § 192

Abs. 4 des Wahlgesetzes, Status der Abgeordne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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