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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에서는 현행 공직선거법제에 존재하고 있는 주권자로서의 유권

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입법 가운데, 유권자의 선거 관련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주요 선거

운동 방법규제에 주목하여 해당 규제들이 자유롭고 민주적인 헌정질서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국가공동체 대표자의 정치권력이 정당화

되는 원천이자 국민이 공동체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게 하는 기제

로서 의미를 가진다. 특히 후자의 측면에 주목할 경우, 선거와 관련된 정

치적 의사표현행위로서의 선거운동은 비단 후보자 뿐 아니라 주권자로서

선거에 임하는 유권자에게도 최대한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도출된다. 이는 헌법상 국민주권원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함과 동시에 대표자

선출 과정에서의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주권자인 국민과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설정하는 입법자 사이에 발생할 여지가 있는 이익

충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제에서는 선거운동의 의미를 법률에 규정하고, 관련

유사 개념들을 다양하게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명확하게 구분하

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이와 같은 세분화된 구별이 야기할 수 있는 유권

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위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헌법적

차원에서 볼 때 선거 관련 제반 정치적 의사표현행위와 선거운동을 구별

해야 할 당위적 근거는 없으며, 오히려 이들은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본질상 일치한다. 그렇다면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의사표현행위 일체를 선거운동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때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입법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에

해당하고, 이 연구의 주된 검토 대상인 선거운동 방법규제는 표현 내용에

근거한 것이 아닌 표현 중립적 규제에 해당하여 보다 폭넓은 제한이 가능

하다는 입론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표현 중립적 규제로서의

방법규제 또한 개별 방법의 특수성과 표현과의 밀접성 내지는 관련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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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표지를 통해 표현행위 그 자체에 대한 규제(행위규제)와 표현 방법

으로서의 행위에 수반하는 도구나 비용에 대한 규제(비용규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전자와 비교할 때 후자가 정치적 의사표현행위를 제한

하는 강도가 약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규제입법은

원칙적으로 행위규제 대신 비용규제를 채택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대체로 이와 같은 유권자 선거운동 방법규제의 바람직한 방향에 입각한

규제입법이 성안되어 있었다. 구체적으로 특정한 선거운동행위 그 자체를

금지하는 행위규제보다는 비용지출을 금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그에 대한 보고의무를 규정하는 등의 비용규제 위주로

선거에서의 제3자(third party)로서의 유권자에 대한 규제가 마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국가들에서는 일반 유권자가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대체로 선거 관련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유권자의 선거운동을

규제함에 있어 표현방법으로서의 행위 자체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형태의

입법을 채택하고 있었다. 이는 일본이 선거운동 규제입법을 처음 입안할

당시 주로 참고한 것으로 알려진 영국에서는 논쟁 끝에 주요 행위규제가

채택되지 못하고 비용규제를 위주로 한 규제가 도입된 경우와는 상이한 것

이다. 이는 유권자가 선거운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주체에 해당하는 것

인지, 아니면 후보자가 하는 선거운동을 수동적으로 접하는 대상에 불과한

것인지를 둘러싼 양국 입법자의 인식 차이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8·15 해방 이후 미군정기 때 도입된 선거운동 관련 법률

에서는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 행위에 대한 규제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다. 1950년대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이와 같은 자유로운 선거운동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다만 당시 입법자들은 대체로 유권자를 후보

자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통해 계몽해야 할 이들로 인식하고 있었다.

결국 그들이 생각한 선거운동의 자유는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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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었던 셈이다. 이는 입법자 자신들의 재선을 위해 관권(官權)이나

신진 정치세력의 선동에 이용당할 소지가 큰 ‘민도가 낮은’ 일반 유권자의

선거 참여를 막는 방향으로 선거운동 규제를 도입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다수의 행위규제를 도입한 1958년 민의원의원선거법 과

일반 유권자를 선거운동의 주체에서 배제시킨 1963년 국회의원선거법 아래

에서 유권자는 사실상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의사무능력자’에 머물렀다.

1987년 헌법 이후 실질적으로 국민주권을 회복한 유권자의 선거 관련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대두되었다. 이에 1994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이 새롭게 제정되었다. 그러나 유권자를 선거운동

주체로 인정하는 새로운 법제에서도 그들에게 적용되는 선거운동 방법규제

중 주요 행위규제는 그대로 유지되거나 선거부정 방지를 명목으로 오히려

강화되었다. 결국 유권자는 현행 공직선거법 에 이르기까지 선거와 관련

해서는 계속하여 ‘정치적 행위무능력자’로 남게 되었다.

유권자의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주요 행위규제들은 과도한 불명확성,

행위규제 이외의 대안에 대한 고려의 부재, 주권자인 유권자가 오히려

후보자보다 광의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받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

취급의 비합리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제된다. 이와 같은 문제는 결국 ‘정치적

의사무능력자’로부터는 벗어났으나 여전히 ‘정치적 행위무능력자’의 지위에

머무르고 있는 유권자에 대한 입법자의 인식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상 명확하지 않게 규정되어

있는 각종 선거운동 관련 개념들을 재검토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방법

규제 중 행위규제의 축소를 도모하고, 장기적으로는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적은 비용규제로 선거운동 방법규제의 방향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입법부와 구별되는 위치에서 유권자의 주권자로서의 실질적

지위 회복을 위한 사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주요어 : 유권자 선거운동, 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 규제,

표현중립적 규제, 행위규제, 비용규제

학 번 : 2014-3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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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러 두 기

1. 본문과 각주, 참고문헌 등의 작성과 관련하여 우리말로 된 내용인 경우,

비록 고유명사라든지 원문에 한자어로 표기된 내용이라 할지라도 일부 예

외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한자(漢字)로 기재된 것도 한글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였고,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띄어쓰기나 그 밖의

어문규범 또한 현행 표준어규정에 따라 작성하였다.

2. 참고문헌 가운데 신문, 잡지 등의 경우에는, 해당 자료가 언론종합포털

(빅카인즈)에서 검색 가능할 경우에는 별도로 참고문헌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3. 온라인을 통해 확보한 각종 자료와 관련하여, 해당 자료의 명확한 서지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반 문헌의 예에 따라 기재하였다.

4. 한국 국회 회의록의 경우, PDF 파일 이미지 형태로 제공되는 문건이

아니라 해당 문건을 국회에서 컴퓨터 판독이 가능한 HWP 파일 형태로

변환한 회의록의 쪽수를 기준으로 인용하였다.

5. 한국 헌법 교과서의 경우, 매년 다수의 신판이 출간되고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판수의 변경으로 인해 내용의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도로 판수를 기재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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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현행 대한민국헌법은 제1조 제1항에서 국민주권주의를 천명하고, 이를

자유롭고 민주적인 방식을 통해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거를 채택하고

있다. 그리하여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선거권을 구체화하는 선거원칙

으로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원칙을 특히 국회의원선거(헌법 제41조 제

1항)와 대통령선거(헌법 제67조 제1항)의 경우에 명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

어 투표의 자유와 입후보의 자유, 그리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내용으로 하는

자유선거의 원칙 또한 위에서 명시된 4가지 선거원칙과 마찬가지로 널리

수용되고 있다.1) 유권자는 이상의 선거원칙에 근거하여 구체화된 선거권을

행사함으로써 주권자로서의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으로 나아가게 된다.2)

1) 자유롭고 민주적인 헌법 체제 하에서, 강제선거원칙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자유선거

원칙은 비록 현행 헌법상 명문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헌법 내재적으로 당연히 요청되는

선거원칙이라는 취지를 지적하는 견해로 이를테면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7
(이하 김철수(2007)로 약칭함), 241쪽;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21(이하 성낙인

(2021)로 약칭함), 166쪽; 이헌환(편저), 대한민국헌법사전, 박영사, 2020(이하 이헌환

(2020)으로 약칭함), 452쪽(‘선거의 기본원칙’ 항목);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8
(이하 정종섭(2018)로 약칭함), 944쪽;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8(이하 한수웅

(2018)로 약칭함), 169-170쪽;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9(이하 허영(2019)와 같이
약칭함), 820쪽 등 참조.

2) 헌법재판소 또한 “선거권을 가진 일반국민이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국민주권의 원칙상 당연한 요청”임을 전제하고 있고(헌재 1994. 7. 29. 93헌가4 등,

판례집 6-2, 15, 38),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또한 일찍이 1957년 판결을 통해 선거의 자유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별 유권자들이 강제나 그 밖의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고

선거권을 자유롭게 행사하는 데 있고, 이를 통해 무엇보다 자유로운 선거활동(Wahlbetätigung)이

보호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BVerfGE 7, 63 (69f., Rn. 19) 참조, 해당 판결문의

내용은 https://www.wahlrecht.de/wahlpruefung/19570703.htm에서 확인한 것이다(최종검색일

: 2021.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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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전(全) 과정은 헌법 제21조 제1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언론·출판의 자유

가운데 특히 (선거 관련)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실현되는 한 태양이기도

하다.3)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민주정치의 생명이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

으로서, 다른 모든 형식의 자유의 모체이자 불가결한 전제로서 우월적인

지위를 갖는다고 알려져 있다.4)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정치적 표현의 자

유를 다른 표현의 자유와 구별하여 헌법상 보다 특별한 보호를 받는 자

유로 구별하고,5)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

를 가장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다.6) 우리 헌법재판소의 기본 입장 또한 원

칙적으로는 이와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7)

그런데 현행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은 선거를 전후로 한 제반 과정에서

유권자로서의 일반 국민의 선거 관련 정치적 의사표현을 광범위하게 제한

하는 여러 규정들을 두고 있다. 이들 규정들에 의해 주권자로서의 국민은

이를테면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공직선거법 상 규정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금지되고(동법 제59조 및 제254조 제2항), 선거일 전 특정 시점부터

선거일까지 법정된 수단 이외의 방식으로 문서나 그림, 상징물 등을 활용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표현을 할 수 없으며(동법 제90조 및 제93

3) 이 연구에서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 관련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보고 논의를 전개하였다.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 글의 제2장 제2절 Ⅰ. 항목 참조.
4) 박용상, 언론의 자유, 박영사, 2013(이하 박용상(2013)으로 약칭), 877쪽; 이헌환

(2020), 640쪽(‘정치적 표현의 자유’ 1. 의의 항목).
5)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규정한 표현의 자유의 유일한

(exclusive)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최소한 주요한 문제로서

해당 조문과 관련한 해석론의 전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지적으로

Rodney A. Smolla, Smolla and Nimmer on Freedom of Speech(Vol. 2), Clark

Boardmaqn Callaghan, 1996, §16:1, p. 16-2.
6) 박용상(2013), 877-878쪽. 공직선거에서의 선거운동에서 발언되는 표현에 관하여 수정

헌법 제1조가 규정한 표현의 자유가 “가장 충실하고 가장 긴절하게 적용(has its

fullest and most urgent application)”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명시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로는 예컨대 489. U.S. 214, 222-223 참조(위 직접인용은 같은 판례, 223에서 한 것임).
7) 예컨대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주권행사 내지 참정권행사의 의미를 지니는 공직선거과

정에서의 참여행위와 특히 선거운동은 자유롭게 행하여질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하여

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주권행사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는 핵심이 되는 기본권이므로

선거운동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헌

재 1996. 3. 28. 96헌마9 등, 판례집 8-1, 289, 305).



- 3 -

조 등),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행진 등

을 할 수 없고(동법 제103조, 제105조), 선거운동을 위해 주거나 사무실 등

에 방문한다거나 서명·날인을 받는 등으로 유권자간 면대면 접촉을 하는

데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된다(동법 제106조 및 제107조).

이와 같은 내용의 규제들이 헌법상 인정되는 선거권 및 자유선거원칙

이 보호하는 선거의 자유를 온전히 구체화한 것인지, 나아가 (선거 관련)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준수한 것인지에 대해

서는 지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8) 이러한 다양하고 포괄적인 규

제들로 인해 주권자로서의 일반 국민이 선거를 전후로 한 제반 과정에서

스스로의 의사를 오롯이 형성하고 표현하지 못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

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기제로서의 선거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줄곧 개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비

롯한 각급 법원에서 심사했던, 또는 심사하고 있는 다수의 사건들은 이

러한 논쟁이 과거에 존재했고, 현재에도 또한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9)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2021년 4월 실시된 서울

시장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이와 같은 논쟁이 반복되었다. 예컨대

특정 드라마의 홍보 차원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 보내면

도시 시내버스에 해당 이름을 기재하여 ‘OO아 좋아해!’라는 광고 플래카

8) 이를테면 현행 공직선거법 이 선거운동 자유가 원칙임을 선언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선거운동규제법이나 선거형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규제 중심적 사고에 기반하고

있다는 견해로 대표적으로 송석윤, 헌법과 정치, 경인문화사, 2007(이하 ‘송석윤

(2007b)’와 같이 약칭), 186-187쪽. 다음으로 현행 공직선거법 은 자유가 원칙이고 규

제가 예외라는 문언상 표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원칙과 예외가 전도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입장으로는 한수웅(2018), 184쪽. 이상의 내용은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입법

전반에 대한 것임과 동시에 유권자에 대한 선거운동 규제입법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9) 이상 이 연구 제1장 제1절의 현재 문단까지의 총 네 문단의 서술 내용은 필자가 기존에

공간한 논문(배정훈, “일본과 영국에서 일반 유권자가 하는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도입의

입법사적 고찰 - 1950년대 초반까지의 논의를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제26권 제1호,
한국헌법학회, 2020, 이하 배정훈(2020)과 같이 약칭함), 79-80쪽의 내용을 중심으로 일부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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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를 게시하는 이벤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플래카드 이름 부분에 특정

정당의 약칭이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논란이 되었던 사례,10) “서울시장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현수막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이라는 이

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11)에 의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석된 사

례,12) ‘투표가 위선을 이깁니다’, ‘투표가 무능을 이깁니다’, ‘투표가 내로

남불을 이깁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투표를 독려하려고 했던 한 정당

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해당 문구들은 특정 정당을 쉽게 유추할 수 있

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표현이므로 일반투표 독려용으로는 사용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아 논란이 되었던 사례13) 등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유권자의 선거 관련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로 인

한 문제 발생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14)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논문의 구성

Ⅰ. 연구의 목적

이 연구에서는 위와 같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 에

존재하는 일반 유권자의 선거 관련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또는 선거

10) “[단독]서울시장 선거 앞두고 ‘민주야 좋아해’ 버스 광고 논란”, 중앙일보 2021. 3. 26.

자 기사, https://news.joins.com/article/24021071(최종검색일 : 2021. 5. 6.)
11) 이하 이 연구 전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선관위’와 같이

약칭하였다.
12) ““서울시장 보궐선거 왜 하죠” 이게 선거법 어겼다는 선관위”, 중앙일보 2021. 3. 23.자

기사, https://news.joins.com/article/24018825(최종검색일 : 2021. 5. 6.)
13) “선관위 “내로남불, 특정정당 유추”…野 “말이냐 막걸리냐””, 뉴스1 2021. 4. 3.자 기사,

https://www.news1.kr/articles/?4263087(최종검색일 : 2021. 5. 6.)
14) 한편 위와 같은 논란이 제기되는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관위 관련 직원 총 3

170명을 대상으로 한 직원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목을 끌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야당 측에서는 선거 관련 공정성 논란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계속 이어질 소송을 우려해 보험을 가입하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였다고 한다(“[단독]

선관위 3170명 보험 든다…“공정성 논란 줄소송 대비””, 중앙일보 2021. 4. 3.자 기사,

https://news.joins.com/article/24026956, 최종검색일 : 2021.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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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주요 방법규제들에 관한 헌법이론을 중심으로,

비교법적, 헌정사적 논의를 검토하고, 그로부터 주요 규제 현황 및 개선방안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결국 헌법현실과 헌법이 추구하는 당위의

차이를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규범으로서의 헌법(및 그 구체화 법)15)의

역할이 보다 충실히 수행되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기초를 마련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기도 하다.

Ⅱ. 논문의 구성

이 논문은 서론(제1장)과 결론(제5장)을 제외하면 본론 총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2장에서는 일반 유권자16)의 선거운동에 관한 일

반이론을 검토한다. 이때 선거의 의의와 기능, 선거운동의 의의와 그에

대한 규제가 추구하는 가치 및 그 규제유형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현행

헌법의 내용에 부합함과 동시에 특히 선거 및 선거운동에서의 유권자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유권자의 선거운동 규제입법의

15) 현실(존재)과 당위의 불일치의 해소라는 법의 역할에 관해서는 이효원,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21세기북스, 2020(이하 이효원(2020)으로 약칭), 20쪽 참조.

16) 유권자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입법을 별도로 두고 있는 국가들은 유권자를 통칭할 때

종종 ‘제3자(third party)’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이 연구에서는 두 용어를 특별히 구별

하지 않고 사용하였다(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제2장 제3절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은 동법 제6조 제5항에 규정된 ‘유권자의 날’과 관련한 항목을 제외하

면 유권자라는 표현보다 ‘선거권자’라는 표현을 보다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된다. 다만 이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선행 문헌들을 살펴보면, 선거권자라는 표현보다

는 유권자라는 표현의 사용을 보다 빈번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예컨대 강태수, “선거

운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세계헌법연구 제14권 제2호, 세계

헌법학회 한국학회, 2008(이하 강태수(2008)로 약칭), 10쪽의 “선거권과 관련된 선거의

기본원칙에서는 특히 유권자의 선거자유와 평등보장이 주된 내용을 이룬다.”라는 표

현이라든지, 송석윤(2007b), 262쪽의 “기본권적으로 보장되는 유권자와 공직선거후보

자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참조. 더 나아가 고민수, “유권자의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

한 제한과 문제점”, 언론과 법 제8권 제2호, 2009(이하 고민수(2009)로 약칭)는 논문

의 제목에 ‘유권자의 선거운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용례를 감안하

여, 이하에서는 공직선거법 상 문언인 ‘선거권자’라는 표현 대신 ‘유권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음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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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방향을 특히 선거운동 방법규제라는 유형에 주목하여 검토한다.

다음으로는 제3장에서는 앞서 제2장에서 제시한 내용을 검증하기 위한

근거로서 유권자 선거운동과 관련한 다른 나라들의 논의를 살핀다. 이 과

정에서 유권자의 선거운동 방법을 비용 측면에서 주로 규제하는 국가들과

이와 상반되게 선거운동의 방법으로서의 특정 행위 그 자체를 규제하는 일

본의 경우를 중점적으로 비교한다. 그리고 이처럼 사뭇 구별되는 선거운동

방법규제 수단이 도입되게 된 원인에는 다른 나라들과 일본의 입법자가

유권자를 바라보는 인식이 서로 달랐던 부분에 있었음을 살핌으로써 이후

논의의 기반을 확보한다.

다음으로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유권자 선거운동 규제 도입과

전개, 현황과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8·15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미군정기

에 선거 관계 법률이 입안되었고, 이때 영미식 선거의 자유에 중점을 둔

제도가 도입되었다. 따라서 일반 유권자를 포함한 모든 주체의 선거운동

방법에 특기할만한 제한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입법자

다수 또한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권자를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통한

계몽의 대상으로 보고 있었을 뿐 선거의 주체로 인식하는 경우는 소수였기

때문에, 국회의원 자신들의 재선 여부가 관권선거와 원외 정치세력의 형성

으로 불투명한 상황에 직면하자 1958년 선거운동 주체 규제를 포함한 입법을

통과시켰다. 이후 1987년 헌법으로 국민주권이 실질화 됨에 따라 선거법

또한 개정이 논의되었으나, 이때에도 선거부패의 방지라는 점이 강조되면서

원내 여당과 제1야당의 합의 하에 1994년 기존의 선거법들을 통합한 공직

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이 통과되었다. 이로 인해 일반 유권자는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의사무능력자’17)에서는 벗어났으나 여전히 일본과 마찬

가지로 선거운동과 관련한 주요 방법을 제한받는 선거 관련 ‘정치적 행위

무능력자’로 남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해당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시론으로서 선거운동 방법규제를 행위규제

17) 이 표현은 이계수, “권두언: 사악(私惡)의 굿판을 걷어차고 대동세상의 한마당으로!”,

민주법학 제63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7, 9쪽에서 사용된 것이다. 위 연구의 필자

는 같은 쪽에서 현재 한국과 일본의 선거제도가 일반 유권자의 정치적 역량과 상상력

을 제한하고 있는 관헌국가적 선거법제에 해당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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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주로부터 비용규제 위주로 점진적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제안한다.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기존에 선거 및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서는 다수의 선행연구들이 국내·

외를 막론하고 집적되어 있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먼저 선거운동을 하는

주체를 후보자가 아닌 제3자로서의 선거권을 가진 유권자(有權者)에 한

정하여 검토를 진행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선거운동은 후보자 내지는

정당과 같은 후보자 측에서만 하는 것으로 인식되기 쉽지만, 이하에서

검토하는 바와 같이 선거의 기능 가운데 주권자의 정치적 의사형성과정

내지는 절차라는 측면에 주목한다면, 오히려 주권자로서의 유권자가 선거

운동의 주요한 주체에 해당한다는 평가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18) 이

어지는 제4절의 주요 선행연구의 개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유권자가 하는 선거운동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분석이 적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이 부분에 집중하여 검토할 가치가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이 글의 부제(副題)가 지칭하는 바와 같이, 이 연구에서는 선

거운동과 관련된 다양한 소재들 가운데 선거운동 규제, 특히 선거운동의

방법을 규제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범위를 설정하였다. 후술하

는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선거운동이 무엇인지를 둘러싸고도 다양한 논

의가 개진되고 있고, 그 규제수단 또한 시대별·국가별로 상이하게 선택

되어 왔다. 현행 공직선거법 만 하더라도 동법 제7장에서 ‘선거운동’이

라는 표제 하에 70개가 넘는 조문을 통해 선거운동과 관련한 다양한 규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19) 이들 규제들 가운데 1987년 헌법 수립

이후로 꾸준히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에도 앞서 연구의 배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30여 년간 본질적인 부분에서 달라지지 않음으로써 여전히 사

회적 논란을 초래하고 있는 유권자의 선거운동 방법규제에 대한 부분에

18) 유사한 취지의 견해로 이를테면 김현태, 한국의 선거운동제도와 정치 발전 -자유, 공정,
그리고 민주주의 -, 도서출판 오름, 2007(이하 김현태(2007)로 약칭), 21쪽.

19)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 및 처벌규정은 비단 제7장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제8장 선거

비용, 제16장 벌칙 등에도 산재해 있어, 실질적으로는 그 수가 더욱 많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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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집중하고자 한다.

다만 표현 내용에 중립적인 규제로서의 선거운동의 방법규제라는 범주에

해당하는 규제 수단도 모두 합하여 30개가 넘는다는 분석이 있는 만큼,20)

연구 대상에 대한 선택과 집중은 어느 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록 엄밀한 구별이 어려울 수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본격적인 논의 대상을

방법규제 중 행위규제가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집중하고자 한다. 행위

규제는 그 자체로서 정치적 의사표현을 담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표현과의 관

련성이 높아 다른 형태의 방법규제인 도구규제·비용규제와는 달리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21)

한편 연구방법과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는 전반적으로 유권자 선거운동,

그 중에서도 방법규제 및 그 하위범주로서의 행위규제를 중심으로 한 헌

법이론적 검토를 다룬 논의들과 각국의 유권자 선거운동 규제 현황, 그

리고 유권자 선거운동 규제입법을 둘러싸고 논의되었던 국회 내지 의회와

관련된 자료 등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한 문헌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현행 유권자 선거운동 주요 행위규제에 대한 비판적 접근이라는 헌법

이론적 검토를 중심으로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개별 부분에서 헌정사

및 비교법적인 접근을 일부 병행하여 유권자에 대한 선거운동 규제라는

당위가 구체적인 시간·공간이라는 각국의 현실의 맥락에서 어떠한 인간의

의지에 따라 형성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토대 위에서는 어떠한

측면에서 문제되는지에 대한 보다 명확한 상(像)을 얻음으로써 헌법당위와

헌법현실의 유기적인 상호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22)

제4절 주요 선행연구의 개관

20) 개별 규제의 자세한 내용은 오윤식, 후보자와 정당을 위한 공직선거법 해설, 피앤씨
미디어, 2016(이하 오윤식(2016)으로 약칭), 238쪽 참조.

21) 이 점에 관하여는 이 연구의 제2장 제3절 Ⅳ. 항목에서 선거운동 규제유형을 검토하

면서 보다 상세하게 논의하고자 한다.
22) 관련하여 존재로서의 현실과 규범으로서의 당위, 그리고 양자와의 관련성 속에서 의

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의지의 3가지 요소의 관계를 서술한 문헌으로 이헌환, 법과
정치, 박영사, 2007(이하 ‘이헌환(2007)’과 같이 약칭), 1-6쪽 참조.



- 9 -

이하에서는 이 연구의 논의 대상인 유권자 선거운동의 자유 및 그에

대한 방법규제에 관한 국내 및 해외의 주요 선행 연구를 개관하고자 한다.

유권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는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일반을 다루는 과정

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아래에서는 선거운동 규제입법

전반에 대한 분석을 위주로 한 앞선 연구들의 내용을 확인한 후, 여기에

덧붙여 이 연구가 선행연구들과 다소 구별되는 부분을 밝히고자 한다.

먼저 선거운동(election campaign)과 그에 대한 규제를 주제로 한 논

의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상당수 존재한다. 이들 가운데 국내연구 중 유

권자의 측면에서 하는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에 주목한 2000년대 이전의

연구로는 아래와 같은 문헌들이 발견된다. 먼저 1980년대 중반의 우리나라

선거법제는 일제 다이쇼(大正) 시기의 규제 일변도의 선거관계법을 답습한

일본의 선거법제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사전선거운동, 호별방문, 문서

도화에 의한 선거운동 등을 금지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본전제인 국민의

일상적인 정치활동 및 선거활동이 정치적 표현활동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가 있다.23) 다음으로 선거운동은 유권자가 투표하기 전에 후

보자의 정견이나 정당의 정책 등 선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함

으로써 후보자 선택을 위해 유력한 판단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후보

자 뿐 아니라 유권자에게도 최대한 그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연구가

있다.24) 선거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선거에서의 의사표

현의 자유, 특히 선거운동의 자유를 포함하는 자유선거의 이념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취지의 연구도 존재한다.25)

다음으로 비단 유권자에 한정하지 않고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전반의

도입사를 헌정사적인 관점을 중심으로 접근한 기존의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문헌들이 존재한다. 먼저 우리나라의 선거운동 규제의 경우를 연구

한 것으로, 현행 공직선거법 상 규제중심의 선거법제의 원형이 된 1958

23) 문광삼, “정치적 자유권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5(이하

문광삼(1985)과 같이 약칭), 218-243쪽.
24) 정만희, “선거에 관한 헌법상의 원칙”, 동아법학 제6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1988, 150쪽.
25) 양건, “선거과정에서의 국민참여의 확대 - 선거운동의 자유와 그 한계를 중심으로”,

공법연구 제20집, 한국공법학회, 1992(이하 양건(1992)와 같이 약칭), 18-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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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민의원의원선거법 제정 과정을 자세히 분석하면서, 해당 입법이 1925

년 일제의 중의원의원선거법 (이른바 ‘보통선거법’)26)의 내용을 대체로 유

지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본의 선거법제로부터 기원한 것임을 밝힌

문헌이 있다.27) 그에 따르면 1925년 일제의 보통선거법 은 다이쇼(大正)

데모크라시 시대에 보통선거권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맞서 기존의

천황제 관료세력을 중심으로 한 관헌국가적 모델을 유지하려고 했던 이

들이 선거운동에 대한 관료적 통제수단을 확보하려고 했던 산물이었다.

이 연구는 여당과 (보수)야당을 막론하고, 1958년 민의원의원선거법을 제

정한 입법자들은 기존에 기성정치에서 소외되었던 신진 정치세력이 정치

권력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선거법을 배제와 순치의 도구로 사용

했던 일본의 예에 주목했던 것”28)이라고 분석한다.

위 헌정사적 연구와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1987년 헌법 이후 제정된

1994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정 당시의 논의를 추가로 반영하여

선거와 관련한 경쟁을 제한하고자 했던 입법자의 인식이 결국은 “유권자를

아직 미숙하고 위험한 존재로 믿거나 믿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

하려는 행태”라고 비판한 문헌도 있다.29) 아울러 특히 현행 공직선거법 상

의 호별방문금지조항의 입법 및 정착 과정 전반을 검토하여 당해 규정의 근

원이 메이지헌법 하에서 천황의 절대적인 통치권에 복종하는 “국가구성의

분자(分子)”로서의 신민(臣民)을 상정하고 입안된 1925년 일제의 보통선거

법에 있었음을 확인하고, 관련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결정30)을 분석하면서

26) 당해 법률의 정식명칭은 중의원의원선거법(衆議院議員選擧法) 에 해당한다. 하지만

남성 보통선거권 도입 등으로 이전의 법률과 구별되는 면모를 가지고 있어, 일반적으로

‘보통선거법’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용례에 따라, 보통선거법이라는 용례를 활용하기로 한다(같은 취지로 보통선거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문헌으로, 송석윤(2007b), 234쪽; 길용원, “일본에서의 선거운동의 규제에

관한 고찰”, 비교법연구 제19권 제2호,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2019(이하 길

용원(2019)과 같이 약칭), 12쪽).
27) 송석윤(2007b), 231-263쪽. 이하 이 문단의 내용은 위 문헌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28) 송석윤(2007b), 259쪽.
29) 서복경, “제한적 경쟁의 제도화”, 최장집·박찬표·박상훈·서복경·박수형, 논쟁으로서의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13(이하 서복경(2013)과 같이 약칭), 287-317쪽(본문에 서술

된 직접인용은 해당 문헌의 312쪽에서 한 것임).
30) 헌재 2016. 12. 29. 2015헌마509 등, 판례집 28-2하, 684, 719-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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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결정의 법정의견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1987년 헌법이 수립된 이

후로 3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유권자는 정치과정의 주체로서

지위나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연구도 존재한다.31)

한편 각국의 선거운동 규제입법의 도입사와 관련한 해외 문헌으로는,

영국의 선거운동을 포함한 선거법제 전반에 관하여 1918년 국민대표법

(The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1918)으로부터 1948년 동법이

개정되는 시점까지의 선거 관련 법제의 전개 과정 전반을 검토하고 있는

문헌,32) 일본의 1925년 보통선거법 성립 전후로부터 1952년 공직선거법

개정까지의 입법사 전반을 추적하고 있는 문헌,33) 유권자와 후보자를 모두

포함한 선거운동 규제입법의 변동 과정에 집중하여 일본의 선거운동 규제

입법 및 일본의 당해 규제 도입에 영향을 준 영국의 선거운동 규제입법의

도입 및 전개과정 전반을 정리한 연구,34) 캐나다의 경우의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 비용 관련 규제의 도입 및 전개 과정을 정리한 연구35) 등이 존재

한다.

더하여 유권자가 하는 선거운동을 포함한 선거운동 규제입법 전반을

입안하는 데 검토되는 가치로 국내에서는 이른바 선거의 자유와 선거의

31) 김학진, “호별방문금지규정의 정착 과정과 문제점에 관한 소고”, 민주법학, 제63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7(이하 김학진(2017)과 같이 약칭), 167-204쪽(본문 내 직접

인용은 해당 문헌, 177쪽).
32) David E. Butler, The Electoral System in Britain Since 1918, Oxford: Clarendon

Press, 1963(Second Edition, 이하 Butler(1963)으로 약칭). pp. 1-13( 1918년 국민대표법

의 경우) 및 pp. 102-139( 1948년 국민대표법 의 경우).
33) 杣正夫, 『日本選挙制度史─-普通選挙法から公職選挙法まで』, 九州大学出版会, 1986

(이하 杣正夫(1986)로 약칭), 13쪽 이하.
34) 三枝昌幸, “選挙運動の自由と公正 ― 立法過程の議論に着目して ― ”, 明治大学大学

院法学研究科 2015年度 博士学位請求論文, 2016(앞으로 이 연구에서는 三枝昌幸(2016)

과 같이 약칭함), 21쪽 이하.
35) Andrea Lawlor, Erin Crandall, “Understanding third-party advertising: An

analysis of the 2004, 2006, and 2008 Canadian elections”, Canadian Public

Administration Vol. 54, No. 4, 2011(이하 Lawlor 외(2011)로 약칭), pp. 511-513;

Andrea Lawlor, Erin Crandall, “Policy versus practice: Third party behaviour in

Canadian elections”, Canadian Public Administration Vol. 61, No. 2, 2018, The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of Canada, 2018(이하 Lawlor 외(2018)과 같이 약칭),

pp. 248-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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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간의 대립이 주로 검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자유와 공정

가운데 어느 하나의 가치가 우선한다고 본다거나, 양자를 조화롭게 해석

해야 한다는 견해 등으로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36)

해외에서의 논의도 큰 틀에서는 위 두 가지 내지는 이와 유사한 두 가지

가치 사이의 형량이 검토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선거(운동)의 자유는

열린 민주주의(open democracy)를 추구하는 일반 유권자의 입장에서, 선거

(운동)의 공정은 주로 정당 민주주의(party democracy) 체제에서의 후보자

나 정당의 입장에서 각각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37) 이는

별도로 등록하여 규제를 받지 않는 제3자로서의 유권자 또는 유권자 단체

의 활동은 기본적인 정치조직으로서의 정당과 유사하고,38) 이로 인해 때로

36)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이 연구 제2장 제2절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다만 먼저

관련된 주요 입장들을 정리한 문헌으로 배정훈, “탈법행위에 의한 선거 관련 표현행

위 금지규정에 관한 연구 -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입법연혁, 관련 판례의 동향

및 심사기준의 문제를 중심으로 -”, 헌법재판연구 제3권 제1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

연구원, 2016(이하 배정훈(2016)으로 약칭함), 279-280쪽과 각주 107번 내지 114번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 참조.
37) Herman Bakvis, Jeniffer Smith, “Third-party advertising and electoral democracy:

The political theory of the Alberta court of appeal in Somerville v. Canada

(attorney general)”, Canadian Public Policy, Vol. 23, No. 2, 1997(이하 Bakvis(1997)로

약칭), p. 173. 다만 선거운동은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그들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자유에 대한 강한 규제가 가능

하다는 이른바 선거예외주의(electoral exceptionalism)의 입장에서도 일반 유권자의

목소리를 통해 정보를 제공받고 의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고, 나아가 현실

적으로 오늘날 제3자는 자신들의 입장을 끊임없이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제3자의

선거운동 가운데 선거비용 지출제한을 낮추는 형태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향상시켜도

두 가지 민주주의 모델 어느 편에도 부합한다는 지적으로는 Anika Gauja, Graeme

D. Orr, “Regulating ‘third parties’ as electoral actors: Comparative insights and

questions for democracy”, Interest Groups & Advocacy Vol. 4, No. 3, 2015(이하

Gauja 외(2015)로 약칭), p. 263.
38) Gauja 외(2015), p. 267; Keith D. Ewing, “Promoting Political Equality: Spending

Limits in British Electoral Law”, Election Law Journal Vol. 2, No. 4, 2003(이하

Ewing(2003)과 같이 약칭), p. 513; Colin Feasby, “Continuing Questions in

Canadian Political Finance Law: Third Parties and Small Political Partiers”,

Alberta Law Review, Vol. 47. No. 4, 2010(이하 Feasby(2010)으로 약칭), pp.

994-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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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당의 지위를 위협할 개연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일응 생각된다.39)

아울러 이를테면 선거에서의 유권자의 의사형성의 자유는 선거에서의

기회균등과 부분적으로 중첩된다고 보는 입장이라든지,40) 선거운동 비용

규제의 배후에는 모든 유권자들이 정치과정에 참여할 동등한 기회를 누

려야 한다는 점에서 사적인 부(富)의 영향력 행사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평등주의(egalitarian)와, 정부에 대한 불신 및 선거에서 현재 선출된 현직자

엘리트들에 의한 정치영역으로의 봉쇄 현상 발생을 우려하여 선거비용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정부로부터 간섭받지 않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정치적

사상의 자유시장(marketplace of ideas)을 형성할 것이라는 자유지상주의

(libertarian)라는 이념이 대립하고 있다고 분석하는 입장도 눈에 띈다.41)

39) Colin Feasby, “Issue Advocacy and Third Parties in the United Kingdom

and Canada”, McGill Law Journal, Vol. 48, 2003(이하 Feasby(2003)으로 약칭), pp.

19-20. 관련하여 특히 제3자로서의 유권자가 선거운동에 대한 비용규제를 받지 않을

경우, 이른바 ‘물침대 효과(waterbed effect)’로 인해 선거자금의 흐름이 우회함으로써

정당에 대한 선거자금 규제의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으로 Gauja 외(2015), p.

254 및 유사한 취지를 서술한 문헌으로 OSCE Office for Democratic Institutions

and Human Rights, Note on Third Party Regulations in the OSCE Region, 2020, pp.

2-3(12번 항목)(OSCE는 유럽안보협력기구(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의 약자로, 유럽 50여 개 국가와 한국, 일본 등의 동반자국 11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기구이다. 위 자료는 https://www.osce.org/odihr/452731에서 다운

로드하였고(최종검색일 : 2021. 11. 30). 이하 해당 자료는 OSCE(2020)과 같이 약

칭한다).
40) Code of Good P ractice in Electoral Matters: Guidelines and Explanatory Report

- Adopted by the Venice Commission at its 51st and 52nd sessions, Venice: Venice

Commission, 2002, p. 18(https://www.venice.coe.int/webforms/documents/default.aspx?

pdf=CDL-AD(2002)023rev2-cor-e&lang=EN, 최종검색일 : 2021. 6. 6.).
41) Lawlor 외(2011), pp. 513-514. 유사한 분석틀을 사용한 연구로, 선거는 자기발전

(self-development)의 장(場)이 되어야 하는데, 사상의 자유시장 모델은 사회적 강자의 힘에

취약하므로, 선거에서 일정한 참가자들의 표현의 자유에는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조건

모델(conditional model)과 사상의 자유시장 모델에 충실함으로써 정치적 의사의 총합을 모

아야 함을 강조하는 총합 모델(aggregative model)을 대비시키는 견해로 Andrew C.

Geddis, “Democratic Visions and Third-Party Independent Expenditure - A

Comparative View”, Tulane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Vol. 9,

2001(이하 Geddis(2001)과 같이 약칭), pp. 9-21; 선거를 세력경쟁(contests for power)으

로 보는 관점과 자유권 또는 숙의민주주의적 측면을 강조하는 관점이 대립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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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공정과 관련되는 개념으로서의 선거에서의 평등(equality) 개념을

사회에서의 부(wealth)의 적절한(proper) 분배, 정부가 동등하게 존중과

배려를 함으로써 증명되는 시민의 정치적 균등, 보다 나은 공익을 찾는

숙의 과정으로서의 대표제 정부의 관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informed) 자치라는 4가지 원칙에 입각하여 주요정당간 및 주요정당과

소수정당간의 무기(Arms)의 평등, 시민들 사이의 영향력 행사의 평등,

이른바 사상의 자유시장으로의 접근에 있어서의 평등이라는 3가지 개념

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문헌이 존재한다.42) 다른 한편으로 선거의 자유를

강조하여, 선거운동자금을 제한하는 것은 정치 영역을 현재 상황(status

quo)에 머무르게 하고, 입법자의 책임성(Accountability)을 약화시키며,

선거와 관련한 각종 전문가 집단을 활용할 수 있는 기존 엘리트나 부유한

후보자들에게 유리하게 작동함으로써 풀뿌리 활동(Grassroots Activity)을

약화시킨다는 입장도 개진된 바 있다.43)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특유한 유권자 선거운동 규제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주요 연구는 다음과 같다. 먼저 총론적으로 선거운동은 후보자 측

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라는 점에

서 유권자가 핵심적인 주체에 해당함에도 우리나라의 공직선거법제는 후

보자를 중심으로 규제를 성안함으로써 유권자를 선거의 대상으로 전락시

키고 선거에 자유로이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는 취지의 문헌들이

있다.44) 이와 유사하게 현행 공직선거법 이 일반 시민들이 자유로이 정치

적 의사를 형성하고 스스로를 조직화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민주적 정

치활동의 기초 형성이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을

보는 견해로 Gauja 외(2015), p. 257.
42) Lori A. Ringhand, “Concepts of Equality in British Election Financing Reform

Proposals”,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 22, No. 2, 2002(이하 Lori(2002)로

약칭). pp. 256-273.
43) Bradley A. Smith, “Faulty Assumptions and Undemocratic Consequences of

Campaign Finance Reform”, The Yale Law Journal, Vol. 105, No. 4, 1996, pp.

1071-1084.
44) 김현태(2007), 21쪽; 송기춘, “선거과정에의 유권자의 참여”, 공법연구 제34집 제4호

제1권, 한국공법학회, 2006, 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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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하는 문헌도 존재한다.45) 비단 유권자의 선거운동에 한정하여 논의를

전개하지는 않았지만 선거운동기간의 문제에 주목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선거공영제가 보다 근원적인 문제인 비용문제의 해결보다는 일본과 마찬가

지로 일정한 선거운동 행위를 규제하는 데 치중하고 있음을 분석한 문헌도

있다.46)

다음으로 각론적인 입장에서 유권자에 대한 공직선거법 상의 개별 방

법규제에 주목하여 그 위헌성을 지적하는 문헌들도 발견된다.47) 유권자

의 경우를 포함한 현행 우리나라의 선거운동 규제를 비판하는 입장에서

는 일반적으로 선거비용 규제를 입법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보인

다.48) 다만 앞서의 논의와는 대조되는 방향으로 특히 일반 유권자로 구성

45) 이헌환(2020), 49쪽(‘공직선거법’ 항목).
46) 권영설, 헌법이론과 헌법담론, 법문사, 2006(이하 권영설(2006)과 같이 약칭함),

443-447쪽. 유사하게 선거공영제가 비용규제가 아니라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제한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는 견해로 정만희,

헌법과 통치구조, 법문사, 2003(이하 정만희(2003)와 같이 약칭), 435쪽.
47) 예컨대 유권자의 관점에 주목하여 탈법행위에 의한 문서·도화 등의 배부·게시 등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문헌으로 고민수, “유권자

의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문제점 -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2007헌마718)에 대한 헌법적 고찰 -”, 언론과 법, 제8권 제2호, 한국언론법학

회, 2009(이하 고민수(2009)로 약칭함), 39-40쪽; 배정훈(2016), 276-288쪽; 음선필, “선

거의 평온 및 공정성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한 검토”, 헌법재판연구 제6권 제2

호, 헌법재판연구원, 2019(이하 ‘음선필(2019)’로 약칭), 27-31쪽. 아울러 유권자의 선

거운동의 자유를 언급하면서 이른바 ‘호별방문’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

항이 헌법합치적이지 않음을 주장하는 문헌으로 강태수,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한 제

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세계헌법연구 제14권 제2호,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08(이하 강태수(2008)로 약칭함), 24쪽; 김학진(2017), 187-198쪽(반면 호별방문금지가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의 연구로는 음선필(2019), 31-36쪽). 더하여 유권자에

게만 한정된 논의는 아니지만 주로 유권자의 선거운동 방법규제 가운데 행위규제 차

원에서 문제되는 호별방문금지, 문서·도화 등의 반포 제한, 사전선거운동금지와 관련한

일본에서의 헌법 논의를 소개하는 문헌으로 정만희(2003), 382-388쪽.
48) 예컨대 김현태(2007), 289-292쪽; 오봉진, “선거운동의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 방법

규제에서 비용규제로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공공경영학과 석사학위논문,

2013, 86-125쪽; 채진원, “숙의민주주의 지향의 선거법규제의 전환: 선거운동방식규제에서

비용중심규제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35권 제3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9

(이하 채진원(2019)로 약칭), 145-149쪽. 다만 선거법에서 선거자금의 출처와 용도, 액



- 16 -

된 단체들에 의한 이른바 ‘낙천·낙선운동’의 위헌 여부에 주목하여,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을 제한할 것인지 여부는 개별 국가의 상태에 따라 입법

자가 적절히 판단하여 결정할 성질이라는 일반론을 개진하는 견해도 존

재한다.49)

이상과 같이 선거운동의 자유와 그 규제에 대한 다수의 선행연구들이

존재한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유권자’라는 주체의 측면에 한정하여 논

의가 진행된 경우는 상대적으로 소수이고, 이 경우에도 주로 현존하는

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 방법규제의 위헌성을 논의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먼저 헌법이론적·비교헌법적 분석을 통해 유권자가 하는 선거운동이 어

떠한 모습을 띄고 있고, 그에 대한 규제는 어떠한 측면을 고려하여 설계

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분석하는 한편, 입법과정을 기록한 의사록 등

자료를 활용하여 유권자 선거운동의 규제 도입 및 전개에 관한 입법사

(史)를 분석함으로써 어떠한 경과를 통해 입법자가 현재의 형태와 같은

유권자 선거운동 규제를 도입하였게 되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라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배경에서 규정된 당위로서의 유권자

선거운동 규제입법이 현행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보다 명확하게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규제를 만들어 낸 입법자의 의사의 배경에 자리하고

있는 헌법이론 내지는 헌법적 가치가 무엇이었는지 살피는 작업을 일정

부분 병행하여 위와 같은 결론을 보다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 또한 시론적으로나마 시도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행 유권자

선거운동의 주요 방법규제가 함의하고 있는 헌법적 의미가 한결 분명해

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수를 규제하는 것만으로 금권선거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견해로는

박동천, 선거제도와 정치적 상상력, 책세상, 2000, 38-39쪽.
49) 정종섭, “단체의 선거운동 제한의 위헌 여부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를

중심으로”, 헌법판례연구 2권,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2000(이하 정종섭(2000)과 같이
약칭), 283-2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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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유권자 선거운동에 관한 이론적 검토

제1절 선거의 의의와 기능

Ⅰ. 자유롭고 민주적인 국가에서의 선거

선거의 의의는 각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이념에 따라 상이하게 판단될

수 있다. 이를테면 자유롭고 민주적인 국가, 환언하여 자유민주주의 국가

에서 선거는 민주주의에 입각한 정치권력이 정당화되는 원천이자 민주적

참여의 핵심요소라는 의미를 가진다. 반면 이른바 ‘민주집중제’가 지지되

는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선거는 일종의 정치권력 행사의 도구일 뿐 그에

대한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는다. 선거

는 당과 국가기관의 절대적 통제 하에 놓여 있어, 이미 정해진 공직자를

승인하는 정도의 의미만을 가지기 때문이다.50)

특히 현행 헌법이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를 천명하고 있음을 감안

할 때, 선거는 민주적으로 형성된 정치권력을 정당화함과 동시에 주권자인

유권자를 민주정치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를 구현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51) 그렇다면 선거에서의 유권자의 참여는 원칙적으로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

여기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선거는 과연 어떠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제(mechanism)인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한 판단이 결국 유권자의 선거와 관련한 의사표현행위,

즉 선거운동 전반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과 범위, 강도를 결정하는 데 주

요한 고려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50) 이상 이 문단의 내용은 Dieter Nohlen, Wahlrecht und Parteiensystem, Opladen:
Verlag Barbara Budrich, 2014(7. Auflage), pp. 27-30; 김문현, “현대 민주국가에 있어

서의 선거의 의미와 과제”, 공법연구 제28집 제4호 제1권, 한국공법학회, 2000, 57쪽;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공저, 정치학의 이해, 박영사, 2002, 283-284쪽의 내용을 정리
한 것이다.

51) 이헌환(2020), 669쪽(‘국민주권주의의 구현형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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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거가 추구하는 가치에 관한 두 가지 입장

현행 헌법과 같이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

들을 전제하더라도 선거의 기능 내지 역할이 무엇인지와 관련해서는 다

양한 논의들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큰 틀에서는 종래 공동체를

운영하는 데 적합한 능력을 가진 대표자를 선출하는 기능과 선거에 참여

하는 공동체 구성원인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형성의 장(場)을 마련하는

기능의 두 가지 측면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52)

선거의 가치에 대한 두 가지 구별되는 입장은 선거라는 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귀족주의적 측면과 민주주의적 측면이라는 양자의 존재53)

에서부터 연원하는 서양 고대 이래의 오래된 논쟁의 대상으로 판단된다.

대표제 민주주의에서 위와 같은 선거의 두 가지 기능에 대한 논의는 과

거로부터 현재까지 대체로 계속하여 유지되고 있다.54)

다만 선거의 가치와 관련하여 양자와 같은 구별되는 입장이 성립하게 된

배경에는 민주주의의 정당화 근거(Justification of Democracy)에 대한

견해 대립, 환언하면 민주주의가 정당화되는 근거가 어떠한 가치를 추구

하기 때문이라고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일정 부분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종 제도와 규칙의 복합적 체계로서 이해되는 공고화된 민주주의

(consolidated democracy)는 유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the only game in

town) 정치체제로서 인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55) 이와 같은 민주

52) 정종섭, 헌법연구 1, 박영사, 2004(이하 정종섭(2004)로 약칭), 255-257쪽. 관련하여 버나
드 마넹은 전자를 선거의 귀족주의적 특성에서 비롯하는 “선택의 상황에서 요구되는 후보

의 탁월성(버나드 마넹, 곽준혁 옮김, 선거는 민주적인가, 후마니타스, 2004(이하 버

나드 마넹(2004)와 같이 약칭), 176쪽)”으로, 후자를 선거의 평등주의적 특성에서 도출되

는 대표 선출 과정에서 모든 유권자들에게 동일한 발언권 부여라는 측면(버나드 마넹

(2004), 188쪽)에서 각각 언급하고 있다.
53) 선거의 이와 같은 두 측면을 명시적으로 지적하는 견해로 이황희, “선거의 정치적 의

미에 관한 사상사적 고찰”, 헌법학연구 제23권 제1호, 한국헌법학회, 2017(이하 이황

희(2017)과 같이 약칭), 188-189쪽; 하야카와 마코토, 김찬현 옮김, 대표민주주의 가이드
, 도서출판 이김, 2020(이하 하야카와 마코토(2020)과 같이 약칭), 224쪽.

54) 정종섭(2004), 2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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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가 구체적으로 정당성을 획득하게 되는 근거로 비교적 근래에는 크게

민주주의의 도구적 가치(instrumental value)에 주목하는 견해와 절차적

가치(procedural value)를 강조하는 견해가 등장하고 있다.56)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민주주의의 정당화 근거라는 측면을 감안하여 선거가 추구하는

두 가지 다소 결이 다른 가치들의 내용을 확인하고자 한다.

1. 능력을 가진 대표자 선출

공동체를 운영할만한 능력이나 인격, 자질 등을 가진 후보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자를 선출하는 행위로 선거를 정의하는 것은 서양 고대 정치

철학이 시작된 이래로 이어져 온 선거의 기능 가운데 하나였다.57) 이러한

모습은 선거(election)와 엘리트(elite)가 동일한 라틴어인 eligere(뽑다)에서

나온 것으로, 어원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에서도 발견된다.58) 영어의 select

(선택된; 뛰어난)라든지 독일어의 gewählt(선택된; 세련된, 고상한) 등의

경우와 같이, 몇몇 언어에서 동일한 형용사가 ‘선택된’과 같은 의미와 ‘탁

월한’ 정도로 통칭하여 해석될 수 있는 의미를 함께 나타내고 있는 점도

55) Juan J. Linz, Alfred Stepan, “Toward Consolidated Democracies”, Journal of

Democracy, Vol. 7, No. 2, 1996, p. 15.
56) Chiara Destri, “Extrinsic Democratic Proceduralism: A Modest Defence”, Res Publica

Volume 27, issue 1, Springer, 2021(이하 Destri(2021)로 약칭), pp. 43-44; Jason Brennan,

Against Democrac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6(이하 Brennan(2016)

으로 약칭), pp. 10-14. 아울러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에 기술된 Tom Christi

ano, Edward N. Zalta ed., “Democracy”,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2018

(https://plato.stanford.edu/archives/fall2018/entries/democracy)(최종검색일 : 2021. 6.

3.)(이하 Tom Christiano(2018)로 약칭)의 경우에는 민주주의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도

구적 가치와 비(非)도구적 가치(non-instrumental values)를 설명한 후, 비도구적 가

치의 예시로 절차를 통한 공적 정당화(Public Justification)를 들고 있다.
57) 이황희(2017), 169쪽 및 정종섭(2004), 255-256쪽. 이와 같은 선거의 기능은 과두정이

나 귀족주의와 친연성이 있다고 인식되었고, 특히 서양의 고대에서 민주주의의 전형으

로 인식된 선출 방법은 추첨이었음을 지적하는 문헌으로 버나드 마넹(2004), 44-45쪽.
58) 버나드 마넹(2004), 177쪽; 이황희(2017), 169쪽 및 같은 문헌 각주 22번. 후자에 따르면

eligere는 “‘밖(out)’을 의미하는 ‘ex’와 ‘고르다, 모으다(choose, collect)’를 의미하는

‘legere’의 결합(이황희(2017), 각주 22번)”으로 이루어진 어휘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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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방증한다.59) 한편 선거의 기능 가운데 위와 같은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에 따르면, 선거(election)는 대표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이를 선발

(selection)하는 것을 의미하는 데 가까워 질 것으로 생각된다.60)

이와 같은 선거가 추구하는 가치를 민주주의의 정당화 근거에 관한 도구

주의적 입장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구주의적 입장에 따르면 민

주주의 그 자체에 내재하는(intrinsic) 가치라든지 목적은 존재하지 않고,

다만 다른 대안들과 비교했을 때 원칙적으로 불확정적인 민주적 의사결

정에 따랐을 경우에 권력의 분배를 정당화하는 데 가치있는 결과

(valuable outcomes)가 도출될 경우 비로소 민주주의가 정당화될 수 있

다.61) 민주주의는 이와 같은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점에서, 가치있는 결과를 도출해 내지 못하는 민주주의는 정당성을 획득하

기 어렵다.62) 그렇다면 이와 같은 입장에 의할 경우에는 선거의 기능 내지

역할 가운데 능력을 가진 대표자 선출이 보다 정당화될 뿐 아니라 강조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 경우 도구주의적 가치에 따라 보다 탁월한 자를

선출하는 수단이라는 선거의 기능적 측면이 더욱 부각될 것이기 때문이다.

2.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형성

선거가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위한 기제라는 관점은 특히 19세

기 이후 영국을 비롯한 서구에서의 선거권 확대 운동과 연관되어 대두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63) 선거의 기능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민주주의 정치

59) 버나드 마넹(2004), 177쪽.
60) 정종섭(2004), 256쪽.
61) 이상은 Destri(2021), p. 55; Brennan(2016), pp. 12-13; Tom Christiano(2018), 2.1.1.

Instrumental Arguments in Favor of Democracy 항목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62) 이를테면 Richard J. Arneson, “Democracy is not intrinsically just”, Keith

Dowding, Robert E. Goodwin, Carole Pateman eds., Justice and Democrac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p. 49.에서는 특히 기본적 인권을 극

대화할 수 있는 정치체제의 중요성을 거론하면서 이와 같은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아울러 이를 지지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민주주의보다 정치적으로 지식을 가진 이들에

의해 정치가 이루어지는 정치체계(epistocracy)가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도구적 가치를

보다 잘 실현할 수 있음을 주장하는 문헌으로는 Brennan(2016), pp.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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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고정된 의사는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의사를 만들어 내는

논의 과정 그 자체를 강조하는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적인

입장에서 주로 강조할 것으로 생각된다.64) 숙의 과정을 통해 각자의 개

인적인 의사만을 추구하던 개별 유권자들이 비로소 다른 사람들의 의사를

인지하게 되고, 이를 통해 단지 개개인의 의사의 총합으로서가 아닌 공

공의 의사를 형성하게 된다.65) 이 과정에서 유권자들은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이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66) 이와 같은 공적 숙의 과정을

통해 유권자들은 각자의 의사가 아닌 공공의 관심사(common concerns)를

온전히 인식하게 된다.67)

이와 같은 내용을 민주주의의 정당화 근거를 절차적 가치에서 찾는 입

장에서 바라보면 다음과 같은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민주주의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추구하는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민주주의에는 권력의

분배나 의사결정과 관련한 다른 대안들과 비교했을 때 그 자체로 정당화

되기에 충분한 가치가 존재한다.68) 자유롭고 평등한 공동체 구성원들이

63) 정종섭(2004), 257쪽. 관련하여 서양에서 선거제도를 귀족주의적인 입장에서 바라보

던 고대의 관점으로부터 근대의 민주주의적인 입장으로 선회하게 된 배경에는 고대의

혼합정체에서의 민주정의 의미를 인민의 역할을 통치자에 대한 선출행위로 재해석하여

선거를 민주적 가치와 연결시키려 했던 토마스 아퀴나스를 비롯한 서양 중세의 정치

사상가들의 작업이 있었다는 지적으로 이황희(2017), 171-184쪽.
64) 위 본문과 같이 숙의민주주의의 주요 주장을 정리하는 입장으로 데이비드 헬드, 박찬표

옮김, 민주주의의 모델들, 후마니타스, 2010(이하 데이비드 헬드(2010)으로 약칭함),

442쪽. 아울러 숙의민주주의 일반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으로는 데이비드 헬드(2010),

438-484쪽; 장동진, 심의민주주의, 박영사, 2012(이하 장동진(2012)와 같이 약칭), 9-19
쪽 참조.

65) Bernard Manin, translated by Elly Stein and Jane Mansbridge, “On Legitimacy

and Political Deliberation”, Political Theory, Vol. 15, No. 3, 1987(이하 Bernard

Manin(1987)로 약칭), p. 345.
66) Bernard Manin(1987), p. 356.
67) Seyla Benhabib, Deliberative Rationality and Models of Democratic Legitimacy,

Constellations Volume 1, Issue 1, John Wiley & Sons Ltd, 1994, p. 26. 더하여

Benhabib에 따르면 이와 같은 공적 숙의를 거쳐서 도출된 의사결정만이 진정한 의미

의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게 된다(같은 문헌, p. 26). 즉, Benhabib에게 있어 숙의란 결국

유권자가 공공선을 알게 되는 과정인 것이다(같은 문헌, p. 32).
68) 이상은 Destri(2021), p. 55; Brennan(2016), pp. 11-12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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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여 이루어지는 합리적인 토론(debate) 과정에서 도출된 결과는 그

러한 절차의 존재만으로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69) 따라서 민주주의

의 정당성을 절차적 가치로부터 찾는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구성원들의 참여에 따른 논의가 보장된다면, 민주주의는 단지 수단으로

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정당성을

획득하게 된다고 볼 것이다.70) 그렇다면 선거의 기능 내지 역할 가운데

후자의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볼 때, 선거가 합리적 유권자들의 참여라는 민주주의의

절차주의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이해될 가

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연유한다.

3. 검토

민주주의가 정당화되는 근거와 관련하여 벌어지고 있는 논쟁은 과거로

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71) 그렇다면 위 근거와 결부지어 논의될

수 있는 대표제 민주주의에서의 선거의 기능 내지는 선거가 추구해야 할

가치에 관한 논의 또한 어느 한 편의 입장만을 지지하는 형태로 쉽사리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이 연구의 제1장 서론

69) Tom Christiano(2018), 2.2.2 “Democracy as Public Justification” 항목 참조. 아울러

Jürgen Habermas의 논변을 예시로 거론하면서 절차적 가치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이상화된 숙의 과정(idealized deliberative process)’을 통해 내려진 결정은 그 자체로

정당화된다고 본다고 설명하는 문헌으로 Brennan(2016), p. 12.
70) “민주적 절차는 정치권력을 평등하게 분배하고, 그럼으로써 기본적인 사회적 지위에

대한 공적 확인이라는 개인의 이익을 만족시켜준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정당한 절차

(Christopher G. Griffin, “Debate: Democracy as a Non-Instrumentally Just

Procedure”, The Journal of Political Philosophy, Vol. 11, No. 1, 2003(이하

Christopher(2003)과 같이 약칭), p. 120.)”라는 점에서 결론적으로 민주주의 정당성을

절차적 가치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Christopher(2003), pp. 111-121. 한편

Destri(2021)의 경우에는 민주주의에서 절차적 가치를 추구하는 입장을 내재적 절차주의

(intrinsic proceduralism)와 외재적 절차주의(extrinsic proceduralism)로 구별하여, 양자 가

운데 후자가 보다 타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Destri(2021), pp. 55-56).
71) Destri(2021), p.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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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살펴본 것처럼,72) 시간과 공간의 변화에 따라 인간의 의지는 지속적으로

형성되고, 그에 따라 지금 현실의 시점과 장소에서 통용되는 당위가 형성

될 것이라는 점을 함께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다만 앞서 논의한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측면 뿐 아니라 특히 1987년

헌법 이후로 선거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한 정치적 기본

권의 의의를 살리는 접근 또한 추가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일반 유권자는 선거와 관련된 정보에 관하여 접근할 수 있는

알 권리 및 자신의 정치적 의사표현에 따라 주권자의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한 선거 관련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민주주의의 정당화 논거를

현행 헌법의 내용과 결부지어 고려했을 때, 민주주의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고 단지 도구적 가치를 지닐 뿐이라는 견해보다는 참여에 입각한

절차적 가치를 중시하는 견해에 보다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결론과 연결

된다. 특히 제헌헌법 이래로 지속적으로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하고 있는 헌

법의 문언을 감안할 때, 이러한 측면은 보다 분명해 진다.

이와 같은 입장을 전적으로 수용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어느 하나

의 가치 달성을 위해 다른 하나의 가치를 완전히 배제하는 방식은 어려

울 것임은 물론이다.73) 그렇다면 결국 선거에서의 유권자 참여를 통한

정치적 의사형성을 제한하는 입법, 즉 유권자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입법

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를 통해 주장되는 ‘공익’과 이로 인해 제한되는

민주적 정당성의 근거와 알 권리를 포함한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사이에 정교한 형량이 필요하고, 이를 제한할 때에는 가급적이면 이를

보장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점은 특히 뒤에서 살펴볼 주권자인 유권자와 현실적으로 그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입법자의 이익충돌 문제를 감안할 때 그 필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72) 이 연구의 제1장 제3절 참조.
73) 관련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후보자나 정당의 입장이나 일반

유권자로서의 제3자의 입장 가운데 어느 한 편의 입장만을 선택하여 그에게만 유리하

도록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으로 Geddis(2001),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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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보다 통시적인 관점에서, 시간과 공간, 그리고 인간이 마주한

현실에 맞추어 당위로서의 규제는 변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정한 규범의 성립은 특정한 시간과 공간이라는

환경 속에서 상대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74) 그렇다면 사회·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권위주의 정권이 집권하는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이루어

지는 선거에 대한 경험이 없는 일반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정견을 듣기

위해 넓은 장소에 모이는 풍경이 일반적이었던 시대에 적용되는 유권자

선거운동에 관한 규제와, 관권(官權)과 같은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외적인

요소가 개입되지 않은 선거를 지속적으로 경험해 오면서 선거의 공정과

관련한 인식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온라인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규정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한정위헌으로 판단된다거나75)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게시판 실명확인제도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되어

효력을 상실하는 등76) 2010년 이후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선거운동의 폭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을 생생하게 경험한 현재의 유권자들에게 인식

되는 유권자 선거운동에 관한 규제는 보다 유권자의 선거 과정으로의

참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제2절 선거운동의 의의와 선거운동 규제

Ⅰ. 선거운동의 의의

1. 선거에서의 선거운동 규제입법의 의미

자유롭고 민주적인 국가의 선거가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데 있음에 주목한다면, 선거와 관계된

법률 내지 규제들은 이를 현실적으로 실현해 낼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다음 [표 1]은 선거 관계 법률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는 과정을

74) 이헌환(2007), 5쪽.
75) 헌재 2011. 12. 29. 2007헌마1001 등, 판례집 23-2하, 739.
76) 헌재 2021. 1. 28. 2018헌마456 등, 공보 제292호,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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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화한 것으로,77) 이에 따르면 선거운동 규제입법은 미시적인 측면에서

유권자의 의사가 득표수(Vote Share)로 나타나는 데 영향을 주게 된다.78)

[표 1] 선거과정과 선거관계법의 영향

2. 선거운동의 개념과 다의성

다만 이 지점에서 이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선거운동

의 개념의 의의 및 그것이 함의하는 여러 가지 의미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선거운동이라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분명해져야

그에 관한 법적 성질 내지는 근거 및 그에 대한 규제를 논의하는 데 보다

용이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79)

우선 선거운동(election campaign)의 의미를 그 표현만을 놓고 생각한

다면 선거(election)와 관련된 운동(campaign)을 뜻할 것이다. 이때의 운동

(campaign)은 “특정한 사회적 내지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

77) 이하 [표 1]은 Kenneth Mori McElwain, “Manipulating Electoral Rules to Manufacture

Single-Party Dominanc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52, No. 1, 2008(이하

McElwain(2008)로 약칭), p. 38에 제시된 표의 내용을 번역한 후 일부 수정한 것이다.
78) 다만 서구의 연구에서 선거운동 규제에 대한 제도적 연구가 많지 않은데

(McElwain(2008), pp. 45-46; Jong-sung You, Jiun-Da Lin, “Liberal Taiwan Versus

Illiberal South Korea: The Divergent Paths of Election Campaign Regulation”,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Vol. 20, 2020(이하 Jong-sung You 외(2020)으로 약칭),

p. 439), 이는 선거자금(비용, 기부)을 규제함으로써 정치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것과는

별개로 선거운동 그 자체에 대한 규제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으로는

Jong-sung You 외(2020), p. 439.
79) 정종섭(2000), 270쪽.

주권자의

여론
득표수 의석수<미시적 입법>

선거운동 규제

선거비용 규제

선거기부 규제

<거시적 입법>

선거 제도(formula)

의석수 규모

저지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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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에 의해 일정 기간 동안 행해지는 계획된 일련의 행위(a planned

set of activities that people carry out over a period of time in order

to achieve something such as social or political change)”80)를 지칭하

므로, 결국 선거운동의 사전적 의미는 “선거에서의 목적 달성을 위해 사

람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 계획하에 행하는 일련의 활동” 정도를 의미한

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학술적으로 선거운동 개념을 논의할 때에는 대체로 이와 같은 선거운

동의 사전적 의미를 넓게 파악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예컨대 유

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유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신뢰 형성과 정

치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임을 전제로 “득표 내지 당선을 위해 선

거권자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제반 행위”로 선거운동을 정의하는 견해,81)

후보자 측으로부터, 동시에 그들이 반응(feedback)을 요구하는 대상 집단

(targeted audiences)으로서의 유권자 측으로부터 이루어지는 “복합적 정

치적 의사소통 과정”으로 선거운동을 정의하는 견해,82) 위 견해를 보강

하여 후보자의 유권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후보자와 유권자의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후보자나 정당의 입장에서는 “선거에서 승리를 목적으로 유

권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설득하며 동원하는 조직화된 활동”으로, 유권

자의 입장에서는 “후보자나 정당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고 분석하여 지지

할 후보자나 정당을 선택하기 위한 정보 습득과정”으로 선거운동을 정의

하는 견해,83) “후보자·정당 및 그 지지자들이 그들의 장점인 정견이나

80) Collins Online Dictionary, “campaign” 항목. (https://www.collinsdictionary.com에서

확인, 최종검색일 : 2019. 10. 24.)
81) 음선필 외, 정치관계법상 주요 규제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 선거운동과 정치자금을

중심으로 -, 20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용역과제, 2018, 18-19쪽(직접인용 부분은

18쪽).
82) David M. Farrell, R. Schmitt-Beck. “Studying political campaigns and their

effects”, Farrell, David M. and Rüdiger Schmitt-Beck ed, Do Political Campaigns

Matter Campaign Effects in Elections and Referendums, London: Routledge, 2002,

p. 5.(직접인용 부분도 같은 쪽).
83) 유현종, “선거운동 규제의 제도적 변화와 지속성 - 국회의원 선거운동 관련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45권 제1호, 한국정치학회, 2011(이하 유현종(2011)과

같이 약칭), 88쪽(직접인용 부분은 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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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등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여 지지(표)를 구하는 행위이면서, 국민

이 국민적 관심 사안에 대하여 자신의 의사를 형성하고 이를 표명․전달

하는 정치적 의사형성과정”84)으로 선거운동을 정의하는 견해, “유권자들

이 투표장에게 나가서 자신에게 투표하도록 설득하는 후보자 또는 그의

지지자들의 활동을 총칭”85)하는 것으로 선거운동을 정의하는 견해들로부

터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같은 다양한 견해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처럼, 선거운동을 일반적으로 정의하기란 쉽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선거운동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실무에서는 해당 개념을 실정법 및

기존의 판례에 근거하여 일반적인 선거 관련 정치적 의사표현행위와는

구별하여 다소 좁은 의미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향후 논의 전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 상정하는 선거운동의 개

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하에서는 먼저 현행 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 및 선거운동 관련 개념과 이를 파악하는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의 판례를 살펴본 후, 이와 같은 내용이 가지는 의미 내지 한계를 확인

하여 이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선거운동 개념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처럼 제시된 선거운동 개념이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서의 정치적 의

사표현의 자유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3. 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 및 선거운동과 관련된 개념

가. 공직선거법 규정

공직선거법 은 제58조 제1항에서 법률상 선거운동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

는 행위”로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

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

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활동,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

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

84) 김현태(2007), 20쪽.
85) 김광수, 선거와 선거제도, 박영사, 1997, 277쪽(‘투표장에게’는 ‘투표장에’의 오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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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행위”를 제외한 일체의 행위86)를 의미한다. 선거에서의 목적 달성을

위해 사람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 계획적으로 행하는 행위 일체를 지칭하

는 학술적 의미로서의 선거운동 가운데 일부만을 협의의 “선거운동”이라

고 정의한 것이다.87)

한편 광의의 선거운동 개념 가운데 법률로 정의된 협의의 선거운동 이

외의 행위들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은 이와 관련한 다양한 행위태양을

개별 금지행위에 대한 구성요건에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공직선거법 제89조 제2항 본문 전단 등),88) 선거에 관한

(행위)( 공직선거법 제114조 제1항 등) 및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한 행

위)(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등) 등이 여기에 속한다. 앞서 공직선

거법 제58조 제1항에서 협의의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정의한 행위들도

이 범주에 속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 판례의 해석론

앞서 살펴본 실정법상 개념들은 법조문상의 표현만으로는 그 의미가

명확하게 다가오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로 인해 그 동안 대법원과 헌법

재판소는 이를 해석하기 위해 다수의 판례를 통한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86)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에 관한 실무에서는 이 개념을 ‘1. 특정한 선거에 관한 행위일

것, 2.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를 위해서 하는 행위일 것, 3. 당선 또는 낙선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필요하거나 유

리한 행위로서, 자신이 당선되거나 다른 사람이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

는 행위일 것, 4. 행위주체는 제한이 없음’ 정도로 분설하여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각각에 대하여 자세히는 대검찰청, 공직선거법벌칙해설, 대검찰청, 2018(이하 대검
찰청(2018)과 같이 약칭), 68-78쪽.

87) 한편 위 공직선거법 조항이 ‘후보자’라는 목적어를 일부러 생략하여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데, 이는 사전선거운동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단된다는 분석으로는 송석윤

(2007b), 231-232쪽.
88) 한편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를 금지하

고 있다. 표현의 문언만을 놓고 볼 경우에는 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구

별되나,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생각할 때 양자를 구별하여 취급할만한 차이를 발견하

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양자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전제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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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의된 법률상 선거운동 개념에

대하여, 과거 대법원은 선거운동을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

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

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89)라

고 정의해 왔다. 다만 비교적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선거운동

을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

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라고 정의한 후, 이에 해당하는지

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해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

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선거 관련 국가기관이나 법

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사후적·회고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반인, 특히 선거

인의 관점에서 그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때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의사”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는 당해 행위와 “선거일과의 시간적 간격”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판시

했다.90)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특히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목적의사를 판단함

에 있어 행위자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선거와 관련된 일반인의 관점에서

당해 행위 당시의 시점에서 외부적으로 드러난 요소를 통해 판단할 것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 개념을 보다 엄격하게 해석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91) 다만 이는 목적의사의 구체적 판단 기준에

89)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9043 판결
90)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에서는 한 광역지방

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이를 차기 선거에서 다시 당선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포럼을 설립하여 해당 포럼을 통해 선거가 실시되기 약 1년 4개월 전부터 선

거일 약 5개월 전까지 전통시장 방문, 지역기업 탐방, 시민토론회 등을 한 것이 선거

운동을 한 것인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는데, 대법원에서는 본문과 같은 논거로 하여

해당 포럼의 행위가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91) 유사한 취지로 조동은, “선거운동의 개념과 민주적 정치과정 -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논집, 제21권 제4호, 이화

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이하 조동은(2017)과 같이 약칭), 356-358쪽; 김경호,

“선거운동의 정의와 그 범위의 결정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언론과 법, 제16권 제1호, 한국언론법학회, 2017, 198-199쪽; 손인

혁,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6. 8. 26.선고 201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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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변경을 주로 의도한 것이어서 개별 사례에서의 선거운동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92) 기존에 대법원이 설정한 선거운동의

개념 정의 자체를 변경했다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93) 아울러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거운동의 목적을 판단할 때에는 행위자가 아닌

외부자의 입장에서 판단하도록 판시한 것은 형사법 영역에서의 목적범

성립 여부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벗어난 것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대법원

에게 허용되지 않는 위헌법률심판권한을 행사한 결과라는 취지의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94)

한편 헌법재판소 또한 1990년대부터 대법원과 유사한 차원에서 선거운

동 개념을 정의해 왔다. 이에 따르면,95)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 후보자

의 당선 내지 이를 위한 득표에 필요한 모든 행위 또는 특정 후보자의

낙선에 필요한 모든 행위 중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것이라는 목적의사

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계획적 행위”로서, “당선 내지 득

표(반대후보자의 낙선)에의 목적성, 그 목적성의 객관적 인식가능성, 능

동성 및 계획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단순한 의견개진 등과 구별”된

다. 이는 대법원이 제시한 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의 개념 정의 그 자

체와 대체로 의미가 통하는 설시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1181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 헌법학연구, 제24권 제2호, 한국헌법학회,

2018(이하 손인혁(2018)과 같이 약칭). 155-160쪽; 김유신, “선거운동기간의 제한에 관한

연구 - 사전선거운동죄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

석사학위논문, 2017, 113-114쪽.
92) 위 전원합의체 판례의 판시사항을 적용하여 선거운동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후속 사

례로는 가령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13103 판결.
93) 결론에 있어서 유사한 입장으로 문재완, “선거운동의 자유와 헌법 제116조 제1항”, 
외법논집, 제42권 제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이하 문재완(2018)로 약

칭), 291쪽.
94) 차진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개념 등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권한의 범위와 한계”,

법조, 통권 720호, 법조협회, 2016, 249-263쪽 및 김정연,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개념으로서 목적의사와 목적범의 판단기준”, 형사법연구, 제31권 제2호, 한국형사법

학회, 2019, 119-125쪽.
95) 이하 직접인용 및 간접인용의 내용은 헌재 1994. 7. 29. 93헌가4 등, 판례집 6-2, 15,

33-34에서 발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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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대법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선거운동에까지 이

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

정을 해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96)라고 판시했

다. 아울러 ‘선거에 관한 행위’는 선거운동이 되지 않더라도 선거를 동기

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의 선거와의 관련이 있는 행위 정도로 판단했

다.97) 나아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한 행위’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보다 광범위하며,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

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98)로 규정하였다. 이상을 살펴볼 때, 대체로 대법원은 선거운

동을 위한 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선거에 관한 행위로 갈수록

넓은 개념으로 판단한 것으로 생각된다.99)

4. 현행 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 개념 적용의 문제점

가. 선거운동 개념의 불명확성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학술적인 차원에서 광의로 설정된 선거운동

개념은 실정법과 이를 해석한 판례에 의해 선거운동 내지는 선거운동을

위한 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선거에 관한 행위 등으로 세분된다.

더하여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각호에 의해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로 의제되기는 했지만 선거 내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등도 “선거에서의 목적 달성을 위해 사람들이 일

정한 기간 동안 계획하에 행하는 일련의 활동”으로서의 광의의 선거운동

개념에는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현실에서 유권자가 선거 전후로 표현하는 각종 행위들이 이러

96)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303 판결.
97)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13103 판결.
98)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13103 판결.
99) 서울고등법원 2017. 8. 9. 선고 2017노4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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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실정법이 정한 범주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특정 행위가 선거운동으로서 판명될 정도로 목적의사가 분명한 행

위였는지, 아니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머물렀는지, 그것도 아니

라면 단지 선거에 관한 행위였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법문은 추가로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을 제시해 주지 않는다.100) 여기에 선거에는 관련이

되어 있더라도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것일 뿐이어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단서의 각호에 의해 애초에 선거운동이 아니

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경

우에까지 이른다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어느 정도의 표현이 단순한

지, 아닌지를 수범자 모두가 동의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판별해 내

고, 법집행 내지는 법적용자가 일관된 기준에 따라 법문을 집행·적용하

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101)

몇 가지 구체적인 사안을 통해 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 개념의 불명

확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사례102)에서는 중학교 교사가

100) 특히 사전선거운동과 관련한 문제에 주목하여, 어린이가 “나는 초등학교시절부터

대통령이 꿈이다.”라는 행위도 특정한 시점에서 사전선거운동이 될 수 있고, ‘능동적-

계획적 행위’와 ‘일상적-의례적-사교적 행위’의 구별이 현실에서 쉽지 않음을 들어 사전

선거운동금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견해로 성낙인, “선거제도와 선거운동”, 저스티스
통권 제130호, 한국법학원, 2012, 24쪽.

101) 이상 이 문단에서 논의한 내용과 전반적으로 유사한 취지를 지적하는 문헌으로 문재완

(2018), 291쪽; 송석윤(2007b), 225-226쪽; 손인혁(2018), 150쪽; 조동은(2017), 340-341쪽;

한수웅(2018), 183쪽; 황성기, “인터넷과 선거운동”, 언론과 법, 제9권 제1호, 한국언론법
학회, 2010(이하 황성기(2010)으로 약칭), 186쪽. 헌법재판소에서도 비록 반대의견이기는

했지만 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 개념이 A. 선거운동과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의 구별이 불명확해 일반 유권자로서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발언과 행동

의 한계를 알기 어렵고, B. 선거운동과 선거운동 준비행위의 구별 또한 쉽지 않으며, C.

선거운동과 정당활동 또한 양자가 모두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라는 점에서 준별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당해

문언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3인의 견해가 개진되기도 했다(헌재 2008. 10.

30. 2005헌바32, 판례집 20-2상, 750, 768-771(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의 반대의견) 참조).
10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93. 2. 17. 선고 93고합282 판결(해당 판결은 약 30년 전

사안으로,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아 2021. 5. 4. 현재 법원 내부에서도 원문을 조회할

수 없음을 확인하여 판결문 자료임에도 부득이하게 이용복, 선거법강의,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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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을 상대로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어야 할 것인지를 설문하여 지지

율을 확인한 후,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행

위는 자신의 입장을 표시한 단순한 의견개진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반면

에 두 번째 사례103)에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가 총선을 앞두

고 시국선언문 및 서명운동을 기획하여 실시한 행위가 비록 특정 정당을

지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하여 이 부분에 대한 무죄 취지의 원심이 파기되었

다. 일반 유권자로서 동일한 집단에 속한 교사가,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한 의사를 표현한 행위였음에도 전자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으

로 판단되었던 반면, 후자는 반대의 결과가 도출된 것이다.

후자의 사례에서 대법원은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진 시기·

장소·동기·방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위 조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

기 위한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밝

혔다. 그러나 일반 수범자 입장에서 이와 같은 일반론이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데 예측 가능한 지침으로 기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104)

선거법 적용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검찰과 각급 법원에서 특정한

선거에 관한 표현을 둘러싸고 판단이 나뉘었던 비교적 최근 사례105)도

이러한 현행법상 분설된 개념을 적용하는 법집행 내지는 법적용 과정에

서의 어려움을 보여준다. 사안에서 일반 유권자인 피고인은 제20대 국회

의원 선거(2016. 4. 13. 실시)로부터 180일이 남지 않은 시점부터 선거기

2021, 256쪽에 기재된 내용을 재인용한 것임을 밝혀 둔다).
103)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2209 판결.
104) 일반 유권자보다 해당 조문을 실제로 해석·적용해 온 선거관리위원회 담당자들 또한

이를 판단하는 데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로 헌법실무연구회 편, 헌법
실무연구 제15권, 헌법재판소, 2015(이하 헌법실무연구회(2015)로 약칭), 279-281쪽(장재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장 발언) 참조. 한편 애초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제시한

공직선거법 상 규정된 협의의 선거운동 개념 그 자체가 구체적인 사안에서 간접적으로

연관된 행위까지 포함된다면 모호하게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점 등을 들어 헌법재판소가

명확성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한 내용에 반대하는 견해로는 강태수(2008), 15-17쪽.
105)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131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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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개시되기 전 사이의 시점이었던 2016. 2. 16. 현직 국회의원으로 차

기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 예정이었던 이의 공천을 반대하기 위

해 당해 출마예정자의 성명과 사진, 그리고 그에 대한 공천을 반대한다

는 문구로 구성된 피켓을 들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였다.

사안에서는 이와 같은 1인 시위로서의 피고인의 선거 관련 정치적 의사

표현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여 사전선거운동금지규정 위반이 성립하

는지, 그리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여 그와 관련한 광고

물 게시 금지규정 위반이 성립하는지의 두 가지 쟁점이 문제되었다.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해

당 행위를 선거운동이라고 판단한 이상에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임은 명확했으므로 검찰은 피고인이 두 가지 죄를 모두 범했다고 보고

피고인을 기소했다. 하지만 1심106)과 2심107)은 모두 피고인의 행위가 선

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양자는 - 결론으로 나

아가는 논거는 상이했지만108) -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 게시행위도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

고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반대의견 개진이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선거운동은 아니나, 선

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광고물 게시행위 금

지규정 위반은 성립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109)

위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선거를 전후로 일반 유권자가 한 정치적

의사표현행위가 현행 공직선거법 상 특정한 구성요건에 정확하게 들어

10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 24. 선고 2016고합449 판결. 당해 판결문은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아 대한민국 법원

판결서사본 제공신청 서비스를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하였다.
107) 서울고등법원 2017. 8. 9. 선고 2017노453 판결.
108) 1심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게시’가 아니라고 보았고, 2심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도 아니라고 보았다.

특히 2심법원의 설시는 선거운동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를 개념적으로 구

별하기 곤란하다는 취지를 일정 부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09)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13103 판결. 이후 해당 사안은 서울고등법원 2018.

5. 31. 선고 2018노792 판결을 거쳐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도9299 판결로 확정

되었다.



- 35 -

맞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법률 전문가들에게도 쉽지 않다. 그렇다면 일반

유권자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여 선거운동 기간 전에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인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선

거일 전 특정 시점부터는 당해 수단을 사용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

인지, 아니면 선거와 관련한 ‘단순한’ 의견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직

선거법 상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인지 더욱 알기 어려울 것이다.

나. 광의의 선거운동 개념 사용 필요성

명확하지 아니한 표현을 사용한 표현의 자유의 제한이 야기한다고 알

려진 위축효과(chilling effect)110)를 감안할 때, 특히 형사제재와 결부된

현행 공직선거법 상 유권자의 선거 관련 표현행위에 대한 규제는 헌법

적으로 정당화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적지 않은 문제를 야기할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선거와 관련한 유권자의 제반 표현행위를 종합적으로 검토

하기 위해서는 - 적어도 현실적인 법적용의 문제에 주목한다면 - 학술적

의미에서의 광의의 선거운동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논지 전개에 있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선거운동 개념을 ‘선거를

전후로 그와 관련한 일체의 정치적 의사표현행위’ 정도로 넓게 전제하고자

한다.

이같은 연구자의 입장과 관련하여 현행 공직선거법 상으로도 이미 선

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가능하다는 차원에서 반론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라

는 개념의 불명확성은 이미 반 세기 이전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지

하고 있던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 선거운동의 개념이 법정된 것은 1958

년 이른바 협상선거법 에서부터였다. 그런데 해당 법률이 효력을 발생

한지 불과 5년이 경과한 1963. 8. 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선거

110)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 불명확한 경우에,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표현이 규제 대상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수범자로서는 대체로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표현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되는 효과를 은유하는 표현이다(헌재 1998. 4. 30.

95헌가16, 판례집 10-1, 327, 342; 박용상(2013), 44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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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과 구별되는 단순한 의견의 개진과 의사표시의 구체적 범위를 명시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111)

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의사표시가 아닌 의견의 진술 또는 의사의 표시를 말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이냐 단순한 의견의 개진이냐 또는 의

사의 표시냐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시기·

장소·방법·대상 등의 태양에 따라 종합적으로 실태를 관찰하여 그 행위가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얻거나 얻게 하거나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의

식에 의한 행위인가 또는 특정 후보자의 득표를 위하여 직접 간접적으로

필요·유리한 행위에 해당되는가 하는 실질적 판단에 의할 수밖에 없음

결국 선거 관련 표현행위 이전에 이들을 온전히 구별할 수 있을만한

지표는 해당 개념규정의 초기부터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112) 이는 넓은 의미의 선거운동 개념의 활용이 필

요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유권자”의 선거운동과 직접적인 관련은 낮을 수 있으나, 공직

선거법 상 협의의 선거운동 개념 정의가 야기하는 또다른 문제 상황으로

공직선거법 상 ‘경선운동’과 ‘선거운동’의 관계 또한 거론되고 있다. 대

법원은 관련 규정의 내용, 체계, 입법취지 등을 종합할 때, 정당의 당내

경선은 원칙적으로 공직선거법 상의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

시했다.113) 하지만 이에 대해 경험칙과 정당국가적 민주주의에 있어서 공

천은 단지 정당 내부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경선운동은 사실상

1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집, 1985, 139쪽(밑줄은 연구자가 가함).
112) 관련하여 현행 공직선거법 의 기원이 되었던 1994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

정 당시에도 특히 선거운동과 정당활동 사이의 구별에 주목하여 선거운동 기간 중에

구체적인 금지사항 간의 구별의 어려워 제대로 규율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아예 선거법상 관련 개념 모두를 ‘선거운동’으로 일원화하자는 주장이 개진되기도

했다(이영희 인하대 교수 발언, 박상철, 김창규, 배승희, 정치관계법제의 개선방향,
한국법제연구원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호, 1993(이하 박상철 외(1993)으로 약칭), 25쪽

에서 확인한 내용임).
113)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도121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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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로 반대하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114) 양자 가운데 어떤 입장이 보다 타당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

라도, 이러한 논쟁이 있다는 사실 자체 또한 현행 공직선거법 이 규정한

‘협의의’ 선거운동 개념이 함의하는 불명확성을 노정하고 있는 경우라고

평가할 수 있는 사례로 보인다.

5. 광의의 선거운동과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의 관계

가. 문제의 소재

앞서와 같이 선거운동 개념을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의사표현행위 일

체와 동일한 것으로 정의할 경우, 선거운동과 정치적 의사표현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추가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의의 개념설정에

따를 경우, 두 개념이 구별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론으로 볼 때 선거운동과 정치적 의사표현은 서로 다른 헌법적 가치

로부터 기원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115) 선거운동은 개념상 선거를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만약 특정 국가의 헌법에서 선거제도와 이를 뒷받침하는

선거권 내지 선거원칙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면 선거운동 개념도 인정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선거제도가 구비되지 않은 국가에 사는 사람일

지라도 인간으로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정치과정에 대한 의사를 형성

하고 실현할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일환으로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선거운동과 정치적 의사표현이 구별됨을 전제로, 전

자는 후보자나 정당이, 후자는 일반 유권자가 누리는 기본권으로 보아

양자의 구별을 달리 해야 한다는 입장116)도 개진되고 있다.117)

114) 임현, “당내경선시 경선운동과 선거운동의 확정적 구별론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

-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도12172 판결”, 형사법의 신동향, 제45호, 대검찰청,
2014, 226-231쪽.

115) 이하 이 문단의 전반적인 내용은 박용상(2013), 879쪽; 정종섭(2018), 1396-1397쪽의

논의를 요약한 것이다.
116) 박용상(2013), 878-880쪽; 황성기(2010), 185-187쪽. 관련하여 공익을 위한 활동으로

서의 ‘유권자운동’을 ‘당선운동’과 구별하는 형태로 ‘선거운동’ 개념을 나누어, 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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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토

(1) 개념 구별의 어려움

(가) 개념요소의 분설

이와 관련하여 먼저 현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정립한 선거운동의

개념요소와 그 밖의 선거 관련 정치적 의사표현행위의 개념요소를 구체적

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자는 특정 선거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로서, 능동적·계획적으로 실시된 행위를 의미한다.

후자는 선거와 관련한 목적 달성을 위해 실시된 행위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118) 이와 같이 분석할 경우, 위 두 가지 개념은 아래 [표

2]와 같이 상이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119)

경우에는 선거운동 방법 제한규정은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으로 이부하,

민주적 선거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 피앤씨미디어, 2015(이하 이부하(2015)로 약칭),

74-75쪽.
117) 한편 이와는 다소 상이한 측면에서 ‘시간’이라는 개념 요소를 활용하여 사상의 자유

시장 이론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넓은 의미의 선거운동’은 헌법 제21조에서,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사상의 자유시장이 제대로 기능하기 어려워 선거관리와 기회

균등이 요구되는 ‘좁은 의미의 선거운동’은 헌법 제116조 제1항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구별론을 전개하는 입장으로는 문재완(2018), 277-279쪽 참조. 다만

이에 대해서는 선거일과의 근접성이라는 구별 기준이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고, 시간

이라는 요소를 제외하고는 결국 동일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선거운동 개념의 근거

를 서로 다른 헌법 조항에서 찾는 것이 어색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반론도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18)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와 유사한 접근법을 취한 견해로,

임효준, “공직선거법 제59조와 제93조 제1항의 관계 고찰 - ‘매체를 이용한 정치적 의사

표현’의 충분한 시기 보장을 위하여 -”, 민주법학, 제51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3(이하 임효준(2013)과 같이 약칭), 57-58쪽; 배정훈(2016), 270-272쪽.

119) 이하 [표 2]은 배정훈(2016), 271쪽의 도표를 참고하여 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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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선거운동과 선거 관련 정치적 의사표현행위의 관계

다만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헌법에서 선거를

통한 대표제 민주주의를 채택하여, 정치적 의사형성의 기제로서 선거의

존재를 상정하고 있다. 특히 어떠한 유형의 민주주의라 할지라도 기본적

으로는 선거를 통해서만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작동을 현실적으로 담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대체로 ‘선거민주주의(electoral

democracy)’120)로 이해된다. 선거는 경쟁하는 후보자들 사이에서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임을 감안할 때, 그와 관련된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특정

후보자나 정당의 당선·낙선 여부와 결부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기 어렵다.121)

120) 선거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가 대규모의 유권자가 참여하는 정기적인 선거

에서 유권자의 지지를 얻고자 하는 정치지도자 그룹 간의 경쟁을 통해 실현된다고 보는

입장을 가리킨다.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거론되는 선거, 자유, 다수, 합의, 참여, 숙의,

평등의 7가지 원리 가운데 선거를 민주주의의 최소한으로 상정하는 입장으로서,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경쟁적 다당제, 보통선거,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비밀투표, 언론 및

선거운동을 통한 정당과 유권자의 소통 확보가 요구된다(이상의 내용은 음선필 외

(2018), 15-16쪽의 논의를 정리한 것이다). 이는 (추가적인 논의의 여지는 있지만) 대

체로 이론적으로는 민주주의를 경쟁적 엘리트주의로서 이해한 Joseph Schumpeter의

논의를 경쟁적 다당제와 같은 Robert Dahl의 다원주의적 관점을 통해 보완한 것으로

평가된다(관련하여 음선필, “선거의 완전성”, 홍익법학 제15권 제3호, 홍익대학교 법

학연구소, 2014, 111-112쪽). Schumpeter와 Dahl의 논의에 관한 개론적인 설명으로는

데이비드 헬드(2010), 274-333쪽 참조.
121) 가령 특정 선거나 선거제도 전반에 관한 논의라 할지라도 그 발언으로 특정 후보자 측의

유·불리가 가려질 수 있다면 이를 당선 내지는 낙선 목적과 연관하여 논의될 여지가

있을 것이다. 유사한 취지에서 정치적 표현(political speech)은 통상 선거에서의 공직

(초과)주관적 구성요건
객관적으로

당선·낙선 목적(A)

객관적·주관적 불문 당선·낙선 외의

선거와 관련된 목적(A’)

객관적 구성요건
능동적·계획적

행위(B)

능동적이지않거나계획적이지않은

행위(B’)

* 선거운동 : A+B

*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의사표현행위 : (A+B)+(A’+B’)

- 위 두 가지 개념의 구별 가능성은 (A’+B’) 영역의 존재 가능성과 연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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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객관적 행위인지 여부를 둘러싼 앞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의

논의가 시사하는 것처럼 선거와 관련된 특정한 표현행위가 객관적인지

주관적인지 판단할 수 있는 일관된 지표를 상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

된다.122) 그렇다면 위 [표 2]에서 A’ 영역은 실질적으로 상정하기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위 [표 2]에서의 B’ 영역에 관하여 살필 때, 공적 제도로서의

선거에 관하여 표현행위를 외부로 한 것 자체가 (해당 표현행위가 외압을

받아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한) 능동적이지 않은 행위라고 판단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하여 계획성 여부 또한 특정한 행위가 계획

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일률적인 잣대가 존재한

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이 또한 실제에서 검토되기 어려운 영역인

것으로 생각된다.123)

물론 이에 대해 현행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제1호의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의 존재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사람들은 다른 이들이 그의 의견에

일정한 영향을 받도록 하는 기대를 가지면서 표현행위를 한다.124) 그렇다면

선거 관련 표현행위는 결국 선거에 관한 표현하는 이의 선택에 다른 사람

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기를 바라며 하는 행위일 것이므로, 이를 ‘단순한’

표현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설사 관념적으로 구별을 상정

자 선출에 관한 것을 다룬다는 점에서 선거와 관련된 표현(Election-related speech)과

이론적·실천적으로 구별이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는 견해로는 Richard Briffault,

“Issue Advocacy: Redrawing the Elections/Politics Line”, Texas Law Review, Vol. 77,

1999(이하 Briffault(1999)와 같이 약칭), p. 1753; Feasby(2003), p. 23.
122) 앞서 논의된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의 반대의견 및

위 판결의 법정의견이 제시한 판시사항에 반대하는 견해들의 존재가 이러한 측면을

은연중에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
123) 다만 이 문단에서 서술한 능동성 및 계획성이라는 지표와 관련하여 추가로 논의될

수 있는 측면에 관해서는 아래 (나) 항목에서의 논의 참조.
124) 독일연방헌법재판소도 유사하게 “표현행위의 의미는 개인적인 생각이나 전달사항을

알리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보통 타인을 상대로 의견을 형성하게 하거나

행동에 동기를 부여하는 방식(meinungsbildend oder handlungsmotivierend)으로 그들

에게 영향을 준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BVerfGE 97, 391 (398, Fn.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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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선거운동인지 단순한 선거 관련 (정치적) 표현행위

인지 예측할 수 있는 명확한 표지를 설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된다.125)

(나) 해외 논의와의 구별

다만 여기서의 ‘선거운동’과 ‘선거 관련 정치적 표현행위’의 관계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영미권에서 이른바 ‘선거예외주의(electoral exceptionalism)’에

입각해 선거운동(electoral campaign)과 일반적인 정치적 표현행위(political

expression)를 구별하려는 입론이 존재한다. 이에 따르면, 선거예외주의는

선거는 헌법적으로 의사소통행위(communicative activity)라는 제한된(bounded)

영역에 한정하여 이해되어야 하는 제도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의미한다.126)

따라서 선거운동은 이와 같은 제도로서의 선거의 영역에 국한되어 보호받는

125) 배정훈(2016), 271쪽. 관련하여 대검찰청(2018), 78-79쪽에 의하면 입후보 예상자가

A. 지역구 내 유권자를 방문하여 입후보 의사를 표시한 경우와 B. 시국강연회를 개최

한 경우를 구별하여, 전자는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이고 후자는 선거운동에 해

당한다는 취지로 판단된다고 한다. 그러나 입후보 의사를 표시한 행위와 시국강연회

개최 행위 중 보다 직접적으로 선거에 관한 행위는 오히려 전자라고 볼 여지도 충분

할뿐더러, 근본적으로 ‘입후보 의사표시’는 결국 자신의 출마를 시사하여 유권자의 의사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이를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선거운동과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 및 의사표시가 어떻게 구분되

는지 불명확함을 지적하면서 현행 공직선거법 상 사전선거운동금지가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는 입장으로 앞서 각주 101번에서 언급한 헌재 2008. 10. 30. 2005헌바32, 판례

집 20-2상, 750, 770(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의 반대의견) 참조.

이는 뒤의 (2) 항목 서술과 관련하여 해당 규제의 오용 가능성과도 연결된다.
126) 처음으로 해당 개념을 명확히 제시한 문헌으로는 Frederick Schauer, Richard H.

Pildes, “Electoral Exceptionalism and the First Amendment”, Texas Law Review,

Vol. 77(이하 Schauer 외(1999)로 약칭), pp. 1805-1806; 아울러 위 연구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후속연구들로는 이를테면 Colin Feasby,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Law of the Democratic Process”, The Supreme Court Law Review: Osgoode’s

Annual Constitutional Cases Conference, Vol. 29, 2005(이하 Feasby(2005)로 약칭),

pp. 267-269; David Bullock, “Electoral Expression with Institutional Bounds:

Framing Judicial Treatment of Elections in New Zealand”, 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 Law Review, Vol. 42, 2011(이하 Bullock(2011)으로 약칭), p.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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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정치적) 표현행위를 보호하는 것과는 구별되어

보다 강한 규제가 가능하다고 한다.127) 그리고 이때 A. 표현행위에서 명확

하게 후보자 측이 언급되었는지 아니면 정치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

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B. 표현행위가 선거(운동)기간 동안

진행된 것인지, C. 표현행위에 과대한 지출이 수반되었는지 등이 제도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선거운동과 일반적인 정치적 표현행위를 구별하는 일종의

지표로 제시될 수 있다고 한다.128)

이와 같은 입장을 수용하여 표현행위의 목적과 기간, 그리고 지출이라는

세부지표를 활용하여 선거운동과 선거 관련 정치적 의사표현행위 사이에

놓여 있는 능동성 및 계획성을 구별할 수 있다는 입론이 개진될 여지가

있다. 다만 ① 애초에 선거 관련 정치적 표현행위가 동등한 시간과 공정한

경쟁이라는 요건 하에서 보장되어야 함에 주목한다면 선거예외주의라는

별도의 관념 자체를 인정할 실익이 적다는 점,129) ② 결국 선거와 연관된

정치적 표현행위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행위를 나누어

접근하는 것은 어색할뿐더러,130) 양자를 구별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 또한

그 자체로 명확한 규범(rule)으로 기능하기 보다는 별도의 형량이 필요한 원칙

127) 이와 같은 주장을 취지의 개진하는 문헌으로 C. Edwin Baker, “Campaign

Expenditures and Free Speech”, Harvard Civil Rights-Civil Liberties Law Review

Vol. 33, No. 1, 1998(이하 Baker(1998)로 약칭), pp. 2-3; Schauer 외(1999), p. 1805;

Briffault(1999), p. 1753; 특히 선거운동을 Jürgen Habermas의 민주주의에 대한 절차적

이해 및 숙의민주주의(discursive theory of democracy) 이론과 연결시켜 이를 일반적

정치적 표현행위와 구별하는 이론적 전개로 Baker(1998), pp. 23-45.
128) 이상 본문에서 제시한 3가지 지표에 관한 언급은 Briffault(1999), pp. 1777-1791의

논의를 중심으로 Feasby(2005), pp. 267-269; Bullock(2011), pp. 466-472의 내용을 추가

하여 정리한 것이다.
129) Geoffrey R. Stone, “Electoral Exceptionalism and the First Amendment: A Road

Paved with Good Intentions”, New York University Review of Law and Social

Change, Vol. 35, 2011(이하 Stone(2011)로 약칭), pp. 665-680(특히 pp. 678-680).
130) 선거는 역사적으로 일반 공중의 숙의와 대체로 구별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었음을

명시적으로 지적하는 견해로 예컨대 Stone(2011), pp. 673-674. 양자의 구별론을 지지

하는 입장에서도 선거운동과 정치적 표현행위 사이의 경계를 확정하는 것은 어떤 의미

에서는(in some sense) 논리적·현실적으로 불가능할지도 모른다고 밝힌 견해로

Briffault(1999), p. 1753; Feasby(2005), p.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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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le)으로 보인다는 점,131) ③ 위 ②와 같은 이유 등으로 인하여 양자

의 구별에 대한 해석·적용권한을 가진 (준)사법기관의 권한이 과도하게 행

사될 여지가 있는 점,132) ④ 양자의 구별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도 이를 나

누는 데 불확정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아니 됨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133)

⑤ 나아가 이상의 논의는 선거비용을 규제하는 것이 문제되는 영미권의

시각에서 주로 문제되는 것으로서, 애초에 선거와 관련한 일정한 정치적

표현행위까지 선거운동이나 선거 관련 정치적 의사표현행위라는 범주로

묶어서 금지하는 우리나라의 사례와 동일한 층위에서 판단되기 용이하지

않다는 점134)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상황에 그대로 수용

하기에는 논의의 측면에서 구별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정리

이상의 논의에 입각한다면 결국 선거운동과 선거 관련 정치적 표현행위를

구별하는 영역인 (A’+B’)라는 영역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거나, 설사 존재

131) 이를테면 A. 현직 공직자의 특정 정책에 대한 비판이 선거운동인 것인지, 아니면

공적 토론을 촉진하기 위한 정치적 표현행위인지 구별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Stone(2011), p. 673), B. 선거행정의 목적으로 설정되는 선거운동

기간이라는 표지(송석윤(2007b), 221쪽)로 동일한 표현에 대해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어색할뿐더러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선거운동기간 동안의 정치적 의사소통행위가

더욱 비중있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을 수 있다는 점(관련하여 지나치게 짧은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후보자가 제시하고자 하는 정견이나 신념 등을 충분히 표현할 수 없도

록 한다는 점(최희경, ”정치적 표현에 관한 헌법적 고찰 - 선거운동의 자유를 중심

으로 -“, 법학논집 제15권 제1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270쪽)”을 지

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C. ‘과대한’ 지출이라는 개념은 - 마치 현재 선거 후보자

가 되기 위한 기탁금의 다과(多寡)에 대한 논쟁과 같이 - 이를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끊

임없이 위헌의 논란이 제기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명확한 판단의 규범으로 작동하

기에는 다소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132) 이를 지적하는 견해로 Stone(2011), pp. 675-678.
133) Briffault(1999), p. 1777.
134) 관련하여 선거과정에서 민주주의의 특성으로서의 개방성, 공정성, 효율성(effectiveness)을

제한하는 규제들의 철폐와 더불어,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라고 알려져 있으나 실질적

으로는 기존의 공적 영역에서의 정치적 논의를 제한하는 규제 또한 동일하게 철폐의

대상임을 지적한 견해로 Baker(1998), p.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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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일관되게 상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구체적 현실

에서 선거운동과 선거 관련 정치적 표현행위를 구별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135) 선거는 본질적으로 정치적일 수밖에 없고, 반대로 대다수의

정치적 표현행위는 선거의 결과에 일정 정도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두 개념을 구별하는 것은 어려운 도전일 것으로 보인다.136)

특히 지금은 ‘선거운동이 영구적으로 이루어지는’ 시대(The era of ‘permanent

campaigning’)로서, 선거에서의 제3자인 유권자들이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하고자 시도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양자는 상당한 정도로 중첩

된다고(significant overlap) 할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137)

(2) 개념 구별의 실효성 및 오용 가능성

선거운동과 선거 관련 정치적 표현행위를 구별하여 접근하고자 하는

학설들 가운데 일부는 양자의 개념을 구별하여 전자는 후보자나 정당이

하는 것으로, 후자는 일반 유권자가 하는 것으로 보아 후자의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138)

그런데 이와 같은 입장이 추구하는 목적은 반드시 양자를 나누기 보다

는 ‘후보자 측’의 선거운동과 ‘유권자’의 선거운동을 구별하여 접근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앞서 [표 2]에서 확인할 수

135)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한 논의로 한정되지만 같은 취지의 견해로 배정훈

(2016), 271-272쪽. 유사하게 선거운동을 선거 관련 정치적 표현행위 일반으로 넓게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는 관점으로는 홍석한, “선거운동의 자유와 규제에 관한 헌법적

고찰”, 헌법학연구 제19권 제4호, 한국헌법학회, 2013(이하 홍석한(2013)로 약칭),

127-128쪽 및 조영승, “선거운동의 자유의 보장체계에 관한 소고 - 헌법적 근거와 보

호영역을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제19권 제2호, 비교공법학회, 2018(이하 조영승

(2018)로 약칭), 169-173쪽.
136) Briffault(1999), p. 1753; Feasby(2003), pp. 22-23.
137) 유사한 취지로 Gauja 외(2015), p. 259.
138) 앞서 살펴본 박용상(2013), 878-880쪽; 황성기(2010), 185-187쪽의 논지가 대표적이다.

유사한 취지에서, 유권자 단체에 의한 낙천·낙선운동은 공익을 위한 활동이기 때문에

후보자나 정당의 당선을 목적으로 한 선거운동과 구별하여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장으

로는 이부하(2015), 74-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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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던 것처럼, 선거운동 또한 선거 관련 정치적 표현행위와 동일하거나,

사실상 구별이 어렵다. 그렇다면 굳이 두 개념을 나눌 필요성은 크지 않

다고 생각된다.139)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을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표현행위와 구별하는

입장에서는 위 [표 2]에서의 A’ 영역과 B’ 영역이 상정 가능함을 강조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1) 항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두 영역은 실질적

으로 존재하지 않거나 그 존재를 명확하게 설정하기 어렵다. 만약 후자와

같은 입장을 선택한다고 할지라도, 해당 영역이 가진 불명확성은 선거운동

또는 선거 관련 정치적 표현이라는 사실적·정치적 행위를 검찰 및 법원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규범적·사법(司法)적 행위로 거듭나게 한다.

이는 선거운동 개념의 불명확성과 연결되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

서 오용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먼저 후보자 측과 관련하여, 선거운동

개념이 명확하게 사용되지 않음에 따라 현직 의원들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여지가 생긴다. 관련하여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을 구별하고 있는 일본140)의

공직선거법 적용 현황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141) 현직 의원들은 자신

들의 행위가 불법 선거운동이 아니라 적법한 정치활동에 해당한다고 주장

하면서 공직선거법 상 선거규제를 우회하는 사례142)가 빈번하게 발생하

고 있다고 한다. 이는 정부와 정당들 사이에서 불법 선거운동으로 금지

되는 행위를 엄격하게 판단하지 않기로 한 암묵적인 합의에 기한 것으로,143)

139) 관련하여 앞서 [표 2]에서의 A’ 영역과 B’ 영역, 환언하면 선거 관련 표현행위 중

주관적이거나 수동적, 또는 비(非)계획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를 설사 상정하는 것이 가능

하다고 할지라도, 위 개념표지들이 가지고 있는 불명확성으로 인해 그 충족 여부를 판단

할 때에는 사실상 해당 표현행위가 얼마나 빈번하게 이루어졌는지, 어떤 장소에서 한

것인지, 표현행위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수반되었는지와 같은 요소들이 주된 고려요소가

될 것이라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위 개념표지들이 독자적인

영역을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와 일정 부분 연결된다.
140) Gerald L. Curtis, The Japanese Way of Polit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p. 165(이하 Curtis(1988)로 약칭).
141) 이하 이 문단에서 일본의 사례에 관한 내용은 Curtis(1988), pp. 172-175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142) 예컨대 선거운동 기간 동안 금지되는 호별방문을 대신하여, 정당 지지자들의 “롤러

작전(roller strategy)”과 “인해전술(human wave tactics)”을 통해 유권자와 조우한다고

한다(Curtis(1988), pp. 17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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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라 선거법 위반 행위를 단속해야 하는 경찰 또한 현직 의원 측의

위법한 선거운동에 대해 단지 경고만을 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단 현직 의원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검찰에 의한 공소제기가 여당 후보자와 경쟁하는 후보자

또는 여당에 비판적인 비평가들을 상대로 정치적으로 편향되게(politically

biased) 선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비판144) 또한 어느 정도 이와 맥락을 같

이 하는 분석이라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선거운동 개념의 불명확성은 유권자들이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요소로 기능한다.145) 유권자로서는 어느

행위까지가 적법한 선거 관련 정치적 의사표현행위이고, 어느 행위에서

부터 위법한 선거운동이 되는 것인지 예측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수사나 기소, 재판과 같은 (준)사법기능이 정치적으로 편향되게 행사되는

현실이라면 더욱 선거와 관련한 표현행위를 자제하게 될 여지가 크다.146)

(3) 헌법적 차원에서의 선거운동 개념에 대한 접근

143) 이로 인하여 정치인들이 선거운동 규제를 무시하고 회피하는 경향을 갖게 되었음을

지적하는 문헌으로 Ronald J. Hrebenar, Japan's New Party System, Colorado:

Westview Press, 2000(이하 Hrebenar(2000)으로 약칭), pp. 51-53.
144) Jong-sung You 외(2020), p. 443 참조. 해당 문헌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대표 사례로

동일하게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의 불법 사기 사건을 비판하였음에도 정봉주 당시 국

회의원은 기소된 반면,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는 수사나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다(같은 문헌, 같은 쪽).
145) 우리나라와 관련 규제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를 예시로 이와 같은 측면을 지적하는

견해로 Curtis(1988), p. 175; Hrebenar(2000), pp. 52-53.
146) 앞서 살펴보았던 헌재 2008. 10. 30. 2005헌바32, 판례집 20-2상, 750에서 재판관 3

인의 반대의견이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선거운동 개념의 불명확

성이 집행기관에 판단을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원칙

에도 반한다는 견해로는 강경근, “선거법 개정과 헌법재판소 결정 이론의 검토”, 
저스티스 제33권 제1호, 한국법학원, 2000, 19-20쪽; 이금옥, “선거법상 낙천·낙선

운동의 위법성 문제”, 공법연구 제29집 제4호, 한국공법학회, 2001(이하 이금옥

(2001)로 약칭), 234-235쪽; 이부하, “공직선거시 낙선운동에 대한 헌법적 평가”, 
세계헌법연구 제15권 제1호,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09(이하 이부하(2009)로 약칭),
1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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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앞서의 (1)과 (2)의 논의에서 전제되고 있는 ‘선거운동’에

관한 개념은 원칙적으로 공직선거법 에 규정된 선거운동 개념 및 그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해석에 기인한 것임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

다. 선거운동의 개념이 반드시 특정한 법률의 문언 및 그에 대한 해석론

에 한정되어야 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 오히려 우리 헌법에서는 선거운

동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개념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그렇다면 공직선거법 존재하는 법률상 선거운동 개

념에 대한 다양한 규제로 인해 선거운동 개념을 좁게 해석해야만 할 당

위적 근거를 찾기는 어렵고, 오히려 선거제도를 명시하고 있고, 그에 따라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하여 국가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함을 자연스럽게 전

제하고 있다는 현행 헌법에서 선거제도가 가지는 중요성에 입각한다면,

선거운동의 자유가 보호하는 행위태양은 넓게 파악되는 것이 선거를 통

한 민주주의 실현을 전제한 현행 헌법의 해석론에 보다 부합한다고 판단

된다.147)

이상의 측면을 고려하여, 이하에서는 선거운동과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의사표현의 개념을 동일하게 취급하여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또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조항의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에

대한 결정들에서 제한되는 기본권으로 선거운동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병렬적으로 설시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된다는 점에서148) 이와 같은

입장을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 단지 표현상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애초에 현행 공직선거법

147) 유사한 취지로 조영승(2018), 169-173쪽. 아울러 홍석한(2013), 127-128쪽에서는 비

슷하게 “후보자의 특정, 당선 또는 낙선의 목적과 이를 위한 능동성과 계획성은 선거

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징표라고 할 수 있을 뿐, 정치참여의 의지를 발휘하여 후보자,

정당, 시민단체, 일반 국민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 역시 궁극적으로는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선거와 관련될 수밖에 없으며” (중략), “다만,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선거운동에 포섭시킴으로써 강한 헌법적 보호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선거운동

을 가능한 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
148) 이를테면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헌재 2014. 4. 24. 2011헌바17 등, 판례집

26-1상, 628, 645)” 또는 “선거운동 내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헌재 2019. 5. 30. 2017

헌바458, 판례집 31-1, 606, 610”)라는 표현 등 참조. 더하여 이는 선거운동이 결국 기본권

으로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는 행위임을 시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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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7장의 표제를 선거운동이라고 명명한 후, 해당 장에서 협의의 선거

운동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선거에 관한 행위, 선거운동과 관련

하여 한 행위를 모두 규율하고 있다는 사정 자체가 협의의 선거운동 개

념이 가지는 한계를 방증함과 동시에, 공직선거법 이 상정한 선거운동

개념이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의사표현 일체와 사실상 동일하다는 사실

을 은연중에 전제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149)

Ⅱ. 선거운동이 추구하는 가치와 선거운동 규제

1.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에 관한 일반론

선거운동은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매수나 위력행사 등으로부터

선거 결과가 도출된다면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서 선거운동에서의 공정성 확보의 필요성과 관련된 지적이 제기된다.150)

양자가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충돌하거나 보완하는 관계인지, 아니면

양자 가운데 어느 가치가 주된 가치이고, 어느 가치가 다른 가치를 보완하는

성격을 지닌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 등을 두고, 그동안 다양한 차원의 논의

들이 전개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먼저 이에 관한 일반론을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학계의 논의를 나누어 소개하고자 한다.

149) “선거운동은 일종의 정치적 의사표현행위”라고 명시적으로 선언한 문헌으로 예컨대

양건, “선거과정에서의 국민참여의 확대 - 선거운동의 자유와 그 한계를 중심으로”, 
공법연구 제20집, 한국공법학회, 1992, 25쪽. 더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정치적

의견과 정치사상을 자유로이 외부로 표현하는 자유”로서, “민주정치에서 필수불가결한

자유”로 정의한 후, 그 내용 중 하나로 “국민이 선거에서 자유로이 자신의 의사를 표명

하고 홍보할 자유”로서의 ‘선거홍보의 자유’를 예시하는 방식으로 접근한 견해로는 이헌환

(2020), 640쪽(‘정치적 표현의 자유’ 항목, 직접인용도 같은 쪽임). 이에 따르면 일반 유

권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는 일반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일환인 선거홍보의 자

유와 궤(軌)를 같이 할 것으로 보인다.
150)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1950년대 당시부터 선거의 자유와 공정 사이의 관계

설정은 선거 제도와 관련한 주요한 쟁점으로 다루고 있었다. 민문기, 국회(민의원)
의원선거법개론, 선문사, 1954(이하 민문기(1954)로 약칭), 37-38쪽; 신현경, 선거제
도론, 청구출판사, 1957(이하 신현경(1957)로 약칭), 2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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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재판소의 입장

먼저 헌법재판소는 이를테면 헌재 1994. 7. 29. 93헌가4 등 결정에서는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지 아니하는 한 국민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고, 그 시대에 있어서의 국민총체의 정치·사회발전

단계, 민주시민의식의 성숙도, 종래에 있어왔던 선거풍토 기타 제반상황을

종합하여 자유·공정의 두 이념이 슬기롭게 조화되도록 정하여야 한다.”151)

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설시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음을

전제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 및 선거의 자유와 공정

두 이념을 대등한 무게로 두되, 상대적으로 공정을 우위에 놓고 판단하였

다는 취지로 느껴진다.152)

헌법재판소는 비교적 최근 결정에서도, “선거의 공정성 없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거의 자유도 선거운동 등의 기회균등도 보장되지 아니한

다... (중략)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할 것이다.”153)

라고 판시함으로써, 양자가 상충될 수 있고, 이 경우 상대적으로 선거의

자유보다 선거의 공정을 우위에 두는 듯한 판시를 대체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54)

다만 양자를 대등한 위치에서 판단할 수 없음을 전제로 선거운동의 자

유가 보다 본질적인 가치이고, 선거운동의 공정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151) 헌재 1994. 7. 29. 93헌가4 등, 판례집 6-2, 15, 30.
152) 해당 결정의 다른 부분에 주목하기는 하였으나 결론에 있어서는 동일한 분석으로 송

석윤(2007b), 223쪽 참조. 다만 본문에 소개한 위 결정에서는 “선거에 있어 자유와 공정은

반드시 상충관계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헌재

1994. 7. 29. 93헌가4 등, 판례집 6-2, 15, 38)”다는 점 또한 지적하고 있다.
153) 헌재 2014. 4. 24. 2011헌바17 등, 판례집 26-1상, 628, 646.
154) 이와 같은 결론과 유사하게, “헌법재판소가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요청을 서로 대립하는 법익으로 이해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선거운동의 자유의 한정원리로

기능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는 견해로는 전종익, “선거제도의 입법과 선거운동의

자유 - 국회의원의 이익충돌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연구, 제4권 제1호, 헌법재판

연구원, 2017(이하 전종익(2017(a))와 같이 약칭), 1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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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적인 가치 정도로 판단하는 견해도 유력하게 개진되고 있다. 헌법재

판소 결정에서도 2014년에 있었던 2011헌바17 결정의 반대의견에서 이와

유사한 취지가 나타났다.155) 해당 반대의견은 “선거의 공정성은 국민의 정

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과 같은 가치

이지, 그 자체가 헌법적 목표는 아니다.”156)라고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2018년에는 재판관 5인이 위헌의견의 이러한 반대의견의 취지를 지지한

다고 밝힌 상황이다.157)

(2) 학계의 논의

한편 관련하여 국내 학계에서는 “선거는 본래 자유로워야 하지만 동시에

공정하게 행하여져야 한다”158)라는 입장, 선거운동의 자유는 최대한 보

장되어야 하되,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그에 대한 적절한 규제도 불

가피하다는 입장,159) 선거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이라는 가치를 동등하게

두고 균형을 요구하는 입장,160) 더 나아가서 선거의 자유보다 선거의 공

정을 보다 강조하는 듯한 입장으로 “국민으로 하여금 대표자를 올바로

선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선거에서의 평온과 공정이 요구되는데,

선거제도의 본래의 기능과 선거권 행사의 평온 및 공정이라는 가치보다

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활동의 자유가 우선할 수는 없다”161)라고 보는 입장

등이 나타나고 있다.162) 반면 앞서 살펴 본 헌재 2014. 4. 24. 2011헌바17

155) 헌재 2014. 4. 24. 2011헌바17 등, 판례집 26-1상, 628, 657-658, 재판관 김이수, 재

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
156) 헌재 2014. 4. 24. 2011헌바17 등, 판례집 26-1상, 628, 657(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
157) 헌재 2018. 7. 26. 2017헌가11, 판례집 30-2, 12, 20-21,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유남석의 위헌의견.
158) 김하열, 헌법강의, 박영사, 2021(이하 김하열(2021)로 약칭), 83쪽.
159)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이하 권영성(2010)으로 약칭), 219쪽.
160) 성낙인(2021), 211쪽. 다만 이 견해는 현행 공직선거법 은 지나치게 선거부정방지

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개진하고 있다.
161) 정종섭(2018), 1398-1399쪽.
162) 관련하여 다소 상이한 논의 층위에서,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 사이의 우월관계를

전제하지는 않으나, 양자의 보완성을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동일 차원의 대립적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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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결정의 반대의견의 취지와 유사하게, 선거운동의 자유가 선거운동의

공정보다 우월한 가치로서, 공정한 선거운동은 자유로운 선거운동의 전

제가 된다는 취지의 견해도 유력하게 개진되고 있다.163)

한편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와 관련된 해외의 논의로서, 이와 같은 선거는

오직 국민의 의사표현이 진정으로 가능한 곳에서만 가능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위해서는 각종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을 지적하는 견해,164)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a. 개인의 완전성(integrity)에 대한 존중, b. 선거의

모든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을 것, c. 시민이 충분한 표현의 자유를 누릴

것, d. 투표 행정이 적절히 관리될 것이 요구된다는 입장165) 등이 개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연구자는 과거 선거운동에 있어서 선거운동의 자유가 선거운동의 공정

보다 주된 가치에 해당하고, 후자는 전자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가진다고 판단한 바 있다.166)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자의 판

념이라기 보다는 차원이 다른 보완적 개념”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개진한 견해도 존재

한다(음선필, “선거의 평온 및 공정성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한 검토”, 헌법재판
연구 제6권 제2호, 헌법재판연구원, 2019(이하 음선필(2019)로 약칭), 11쪽). 한편 각

국의 정치적·문화적 환경 차이 등으로 인해 선거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으로는 W. Michael Reisman, “International

Election Observation”, Pace International Law Review, Vol. 4, Issue 1, 1992(이하

Reisman(1992)로 약칭), p. 22.
163) 예컨대 김학진(2017), 192-193쪽(다만 이 견해는 애초에 선거에서 발생하는 기회불

균등 문제에 ‘공정’이라는 개념을 끌어들이는 것 자체가 문제이며, 선거에서의 불균형

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선거의 자유 보장을 더욱 중시해야 한다는 견해로까지

나아가고 있다); 손인혁(2018), 134-137쪽; 송석윤(2007b), 260-263쪽; 윤영미,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검토 -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문서 등 배부 금지규정에 대한 과도한

광범성 법리에 따른 위헌성 검토를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제16권 제3호, 한국헌법

학회 587-594쪽; 채진원(2019), 138-139쪽; 한수웅(2018), 184-185쪽; 황성기(2010),

179쪽.
164) David Padilla, and Elizabeth Houppert. “International Election Observing: Enhancing

the Principle of Free and Fair Elections”, Emory International Law Review, Vol. 7,

No. 1, 1993(이하 Padilla 외(1993)로 약칭), p. 76.
165) Padilla 외(1993), pp. 86-87. 해당 문헌에 의하면, 이는 국제인권법그룹(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Group)이라는 시민단체가 제시한 기준이라고 한다.
166) 배정훈(2016), 279-280쪽.



- 52 -

단을 보다 구체화한다는 점에서,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 각각의 배후에

놓인 세부가치들을 이하에서 보다 세밀하게 검토한 후, 판단으로 나아가

고자 한다.

2. 선거운동 자유 추구의 이론적 근거

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내지 선거운동의 자유의 기저에 위치한 세부

적인 가치로는 먼저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실현이라는 요

소가 거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현의 자유는 그 자체로 개인의 자

기실현(Individual Self-Fulfillment), 진리 획득(Attainment of Truth), 의사

결정에의 참여(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사회 변화 과정에서)

안정과 조화 사이의 균형 유지(Balance Between Stability and Change)

라는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67)

한편 이와 같은 가치를 실현하는 기제로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인정할

경우, 그 규제입법에 대한 위헌심사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입각한 과잉

금지원칙에 따른 엄격한 심사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헌법은 제116조 제1항에서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

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후략)”라고 선언하면서

선거운동의 자유방임을 방지하는 명문의 조항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근거

하여, 우리 헌법은 선거운동 자유의 원칙을 배척하고 이른바 선거운동

관리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는 취지의 지적이 있다.168) 이와 같은 입장

167) Thomas I. Emerson, “Toward a General Thoery of the First Amendment”, Yale

Law Journal, Vol. 72, No. 5, 1963, pp. 878-886. 이외에도 표현의 자유는 공직자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는 가치와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련한 관용의 가치와 연결된다는

논의도 지적되고 있다(김윤홍, “미 연방헌법 수정 제1조의 해석과 자기통치의 원리 -

민주주의적 언론의 자유이론과 우리 헌법의 해석”, 법학연구 제29권 제4호, 충남대

학교 법학연구소, 2018, 164-165쪽).
168) 예컨대 1994년 개정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원칙으로

하면서 선거운동 제한을 예외로 하는 형태로 변화시켰으나, “헌법에서 선거운동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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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모두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보호가치를 기본권보다 낮게

설정하여 선거운동 규제입법에 대해서는 입법자의 넓은 재량이 인정될

수 있다는 논의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오늘날 헌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민주주의

는 선거와 분리하여 관념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169) 그렇다면 선거

운동은 선거라는 장(場)에서 정치에 관한 일반 유권자들의 견해 표명 및

그에 대한 활발한 의사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기제로 작동한다는 점에

서, 민주주의 실현 과정에서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행사의

일환이라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인다.170) 그렇다면 헌법 제

116조 제1항의 문언 등을 근거로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 관련 정치적

의사표현을 구별하여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이나 관리가 원칙적으로 가능

하다는 취지의 입론에는 전적으로 찬성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171) 선

거운동은 주권자로서의 일반 유권자가 선거 과정에 참여하는 행위로서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주권을 오롯이 행사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헌법 제1조 제1항의 국민주권을 실현한다는 의미 또한 가지게 된

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172)

주의를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선거법제에서는 법정 선거운동과 제한 내지 금지되는

행위를 방대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주장으로는 이종우, 한국선거발전론, 박영사,
2015, 59쪽(직접인용도 같은 쪽에서 한 것임). 또한 헌법 제116조 제1항의 문언을 강조

하면서, 선거운동의 자유는 입법자가 법률을 통하여 보호영역을 설정할 때 비로소 검토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반적인 기본권 제한입법과 다른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논의를 전개한 문헌으로 김경제, “선거운동의 자유”, 공법연구
제32집 제5호, 한국공법학회, 2004, 567-571쪽.

169) ‘선거민주주의’와 같은 특정한 민주주의 형태를 전제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가령

독일연방헌법재판소 또한 국민으로부터 연유하는 국가권력은 선거(Wahlen)와 투표

(Abstimmungen)를 통해 행사된다는 것이 모든 민주주의의 본질(Wesen)이라고 밝히

고 있다(BVerfGE 2, 1, (11)).
170) 김하열(2021), 82쪽; 성낙인(2021), 211쪽; 전종익(2010), 255-256쪽; 한수웅(2018),

183-184쪽; 헌재 1994. 7. 29. 93헌가4 등, 판례집 6-2, 15, 28-30 .
171) 유사한 취지로 박종보, “헌법 제116조”, 한국헌법학회 편, 헌법주석[법원, 경제질서 등],
2018, 1356쪽; 한수웅(2018), 193-194쪽.

172) 김하열(2021), 82쪽; 이헌환(2020), 450쪽(‘선거운동’ 항목). 나아가 민주주의와의 연관성

이라는 관점 아래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인 지위를 일찍이 지적한 견해로는

문광삼(1985), 228쪽이 있고, 이와 같은 취지가 현행 헌법재판소의 판시에도 일정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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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선거운동 내지는 선거 관련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때는 이른바 입법재량을 넓게 인정하는 방식

의 접근이 아닌, 헌법 제37조 제2항 등이 정하고 있는 넓은 의미의 과잉

금지원칙을 비롯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제한입법의 일반적인

위헌심사기준173)(이른바 과잉금지원칙 등)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보인다.174)175) 이는 입법자로서는 가급적이면 유권자의 기본권 제

한이 적은 형태의 선거운동 규제수단을 채택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

기도 하다.

나. 선거권과 선거원칙

그 밖에 선거권의 온전한 실현176)과 국민주권원리의 구현177) 또한 선

반영되어 있음을 지적한 문헌으로는 이우영, “표현의 자유 법리와 헌법재판소의 위헌

법률심사기준”, 서울대학교 법학 제53권 제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302-303쪽이 있다.
173) 개념 설정에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일단 심사기준을 심사척도

(과잉금지원칙, 합리성원칙 내지는 입법재량원칙, 과소보호금지원칙)와 심사강도(각

심사척도(특히 과잉금지원칙) 내에서의 엄격한 심사 또는 완화된 심사 등)로 나누어

접근하고자 한다. 유사한 취지로 심사척도는 법적 판단의 대상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

는 데 활용되는 기준이고, 심사강도는 개별 사안에서 심사척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취해지는 엄격함의 정도이며, 양자를 묶어 심사기준이라고 보는

견해로는 이재홍, “과잉금지원칙의 논증구조 -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통권 제163호, 한국법학원, 2017, 78-80쪽.

174) 유사한 취지로 양건(1992), 25쪽; 송석윤(2007b), 224쪽; 한수웅(2018), 193-194쪽.
175) 헌법실무에서 헌법재판소가 선거운동의 자유 위반 여부를 심사하는 데 있어서는 미리

정책적 고려에 따라 결론을 내린 후, 그에 맞는 기준을 택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는

취지의 서술로는 송석윤(2007b), 224쪽.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건에서 이와 같은 위헌

심사기준을 설정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 헌법재판소가 선거운동 규제입법의 위헌성을

심사한 사례들을 분석해 보면, 명목상으로는 엄격한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한다고 판시

하면서도 실제로는 이른바 합리성 심사에 따른 결론을 내린 것과 유사한 결론으로 귀결

되었다는 취지의 분석으로는 전종익, “위헌심판의 심사기준 - 선거운동과 표현의 자유

를 중심으로 -”, 서울법학 제18권 제1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이하 전

종익(2010)과 같이 약칭), 258-264쪽(한편 전종익(2017a), 110-111쪽에서는 이와 같은

결론이 선거운동의 자유의 제한입법에 대한 위헌판단은 두 가지 상반된 기준에 근거

한 심사가 가능하다는 데에서 비롯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 55 -

거운동의 자유 보장 안에 내재되어 있는 가치들로 생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자와 관련하여,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선거권 그 자체의 내용이라고 하기는 어렵

고, 선거권의 성질을 공무·권리 가운데 어느 쪽에 중점을 두어 본다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바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도출하는 것은 논리 비약에

해당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178) 다만 정치적 표현의 자유 행사의 일환

으로서 선거권을 파악한다면, 선거권을 실현하는 데 있어 선거운동을 통

한 자유로운 정보의 교환이 선거권 행사의 전제조건이 된다고 파악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된다.179)

한편 후자인 국민주권원리의 구현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또한 명시

적으로 국민주권원리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직접 연결시키지는 않지만

“민주정치는 주권자인 국민이 되도록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기회가 폭 넓

게 보장될 것을 요구한다. 이는 국민주권의 원리로부터 나오는 당연한

요청이다. 특히 대의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오늘날의 민주정치 아래

에서의 선거는 국민의 참여가 필수적이고,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정치

적 의사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표명하여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민주사회를

구성하고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180)라고 판시함으로써 이를 일정 부분

긍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선거운동 공정 도모의 이론적 근거

가. 선거 관련 부패방지와 기회균등

이와 대조적으로 선거운동의 공정이라는 가치의 기저에 놓인 세부적인

176) 헌재 1994. 7. 29. 93헌가4 등, 판례집 6-2, 15, 28-29.
177) 김하열(2021), 92쪽; 이헌환(2020), 450쪽(‘선거운동 중 2. 선거운동의 자유 1) 선거운

동의 자유의 중요성 항목’).
178) 정종섭(2000), 272-276쪽.
179) 유사한 견해로 “선거권을 의미 있게 행사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선거운동의 자

유를 바라보는 견해로 한수웅(2018), 183-184쪽(직접인용은 183쪽임).
180) 헌재 1994. 7. 29. 93헌가4 등, 판례집 6-2, 1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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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가치들의 내용으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선거와 관련하

여 발생할 수 있는 관권 내지는 금권의 개입으로 인한 부패방지와 선거

당사자간의 기회균등이라는 개념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후자는 헌법 제

116조 제1항181)에서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다. 관련하여 헌법 제116조 제

2항에서는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선거공영제182)를

선언하고 있다.

다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후보자가 하는 선거운동이나

선거 관련 정치적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보다 바람

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헌법재판소가 취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상 선거

운동 개념은 일정한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183)

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에 미루어 볼 때, 특정 후보자가 하는 선거운

동의 기회균등을 담보하는 데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수단은 다른 후보

자(들)의 선거운동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차별적 취급의 존재일 것이고,

일반 유권자의 선거 관련 정치적 의사표현이 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는 - 특정 후보자가 유권자와 통모하는 정도를 제외하면 - 상정하

기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184) 만약 이를 근거로 일반 유권자의 선

181) 헌법 제116조 ①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

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182) 선거공영제는 선거비용 최소화 및 낭비 억제라는 경제적 목적과 공직 참여기회의

공정한 보장이라는 규범적 목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제도로 평가된다. 선거공영제는

위 두 가지 목적 가운데 전자에 주목하여 선거운동 과정에서 사용되는 선거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부담하거나 보조하는 비용공영과, 후자를 강조하여 선거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이 선거운동을 직접 관리하여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관리공영으로 세분된다고 한다(이재철·박명호, “선거공영제의 평가 :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분석”, 의정논총 제6권 제2호, 한국의정연구회, 2011, 8-10쪽 참조). 관
련하여 관리공영은 선거운동방법을 국가가 직접 설정한다는 점에서, 비용공영에 비해

일반 유권자의 선거 관련 정치적 의사표현의 제한의 정도가 일반적으로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183) 헌재 1994. 7. 29. 93헌가4 등, 판례집 6-2, 15, 33-34; 헌재 2001. 8. 30. 2000헌마

121 등, 판례집 13-2, 263, 269 참조.
184) 앞서 제2장 제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공직선거법 상 이 경우에 일반 유

권자라 할지라도 후보자 측으로 간주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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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관련 정치적 의사표현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후보자의 선거운동 제

한보다는 (상대적으로 관련성이 낮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약한 규제가 채

택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185)

나. 선거의 평온과 사생활 보호

한편 헌법재판소는 초기 결정에서 선거운동의 공정성이 필요한 근거로

후보자간 기회균등 외에 “금권, 관권, 폭력 등에 의한 타락선거 방지” 및

“무제한적이고 과열된 선거운동으로 말미암아 발생할 사회경제적 손실과

부작용 방지”를 들고 있다.186) 그 밖에도 헌법재판소는 선거의 평온 또

한 공정성과 병렬하여 사용하기도 한다는 점에서,187) 이 또한 일응 선거운

동의 공정성의 배후에 놓여 있는 가치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

다. 이때의 선거의 평온은 “선거과정에서 나타나기 쉬운 지나친 정치적

경쟁을 방지함으로써 사회질서가 혼란하게 되지 않고 개인의 자유·권리

가 침해되지 않는 상태”188)정도로 개념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선거과정은 국민주권주의의 실현과정, 국

민의 가치결단의 표현과정, 국정수행 대표자에 대한 검증과정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관심과 열정의

표출을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189)라는 점에서, 선거의 과열

방지나 선거의 평온 도모라는 목적이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이라든지 금권

선거·관권선거로 인한 선거부패의 방지와 동등한 지위에 놓일 수 있을지

185) 다만 헌법 제116조 제1항이 일반 유권자를 포함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모든

주체들의 기회균등을 선언한 조항으로 이해할 경우, 유권자 간의 차별취급을 헌법적

으로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

해 영국이나 캐나다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비용규제

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86) 헌재 1994. 7. 29. 93헌가4 등, 판례집 6-2, 15, 29.
187) 비교적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가운데 ‘평온과 공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례로는

헌재 2016. 6. 30. 2014헌바253, 판례집 28-1하, 500, 509.
188) 음선필(2019), 9쪽. 이 견해에 따르면 선거의 평온은 “지나친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확

보되는 ‘사회적 평온’과 ‘사생활의 평온’으로 이해할 수 있다(같은 논문, 9쪽)”라고 한다.
189) 헌재 2011. 12. 29. 2007헌마1001 등, 판례집 23-2하, 739, 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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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있다. 선거과정에서의 정보유통과 의견의 발표

및 공유와 같은 소통을 실종시키는 것은 선거의 주체인 국민이 국민주권

을 오롯이 행사한다는 선거운동의 자유의 의의를 자칫 퇴색시킬 우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인다.190)

4. 검토

일반적으로 자유는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 또는 그러한 상태”191)를 일컫는다. 이와 같은 자유

의 개념정의를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의 자유의 경우에 적용하면, 이는

일정한 외부적 요소의 관여 없이 스스로 선거와 관련한 자신의 정치적

의사에 따라 행동하는 일 또는 상태 정도로 새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192)

이렇게 볼 경우, 선거에서의 기회의 불균등 내지는 선거부패의 문제는 결국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당사자에게 작용하는 외부적 요소라고 할 수 있고,193)

이는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온전히

구현하는 방법을 통해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특히 유권자의 선거운동이라는 관점에서는 선거운동의 공정성

이라는 목적은 그 자체로 독자적인 목적으로서 선거운동의 자유라는 가치와

190) 배정훈, 이나현, 임효준, “인터넷 매체 선거운동의 활성화를 통한 소수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고: 헌법재판소 2011. 12.29. 선고 2007헌마1001 등 결정 및 2012. 2. 29. 개정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공익과 인권, 통권 제12호,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

센터, 2012(이하 배정훈 외(2012)), 329-330쪽.
191) 이헌환(2020), 577쪽(‘자유’ 항목).
192) 유사한 취지로 김학진(2017), 192쪽.
193) 선거부패, 특히 금권선거와 관련하여 비단 일반 유권자에게 침익적 위하력을 가하는 것 뿐

아니라, 수익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 또한 일반 유권자의 선거 관련 정치적 의사형성 및

의사실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일정한 외부적 요소’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해외 문헌들에서 선거운동에서의 공정과 기회균등을 언급할 때 주로 ‘후보자나 정당’의 입장

에서 이들 가치를 옹호할 필요성을 근거로 유권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취

하는 점(관련하여 Bakvis(1997), p. 173; Andrea Lawlor, Erin Crandall, “Third Party

Election Spending in Canada and the United Kingdom: A Comparative Analysis”,

Election Law Journal, Vol. 13 No.4, 2014(이하 Lawlor 외(2014)로 약칭), p. 30;

Feasby(2003), p. 19)은 일정 부분 이러한 측면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59 -

동위에 놓고 판단할 수 없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수단적 개념

이라고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194) 이는 애초에 일반 국민이

보유하는 선거운동의 자유는 민주주의에 있어서 필수적인 지위를 차지한다는

점195)을 감안할 때 더욱 분명해 진다. 결국 기회균등에 입각하여, 선거 관련

정치적 의사표현 과정에서의 실질적 자유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196)

관련하여 이른바 ‘선거공영제’ 또한, 선거운동방법 일체를 국가가 관장

하는 이른바 ‘관리공영’의 측면보다는 선거운동 비용에 관한 규제를 통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실현하는 ‘비용공영’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197)

Ⅲ. 선거운동 규제 유형

1. 관련 주요 선행 연구 검토

유권자의 선거운동 내지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각국은

다양한 형태의 규제를 하고 있다.198) 이와 같은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그리고 유권자의 선거운

동과 관련하여 각국이 마주했던 역사적 경험에 의해 다양하게 나타난다.

다만 논의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규제를 일정 정도 유형화하여

접근하는 과정이 어느 정도 불가피해 보인다. 이러한 유형 분석을 통해,

유권자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각국이 주로 취하고 있는 규제 방식과 그

194) 같은 취지로 김학진(2017), 192-193쪽; 한수웅(2018), 184-185쪽.
195) 김철수(2007) 912쪽 각주 3번.
196) 유사하게 자유는 선택할 기회(opportunity to choose), 공정은 불편부당성(impartiality)을

의미한다는 전제 하에, 형식적인 정치적 자유를 부여하는 규범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

는다면 그러한 규범의 불편부당한 적용은 무의미하다는 점을 들어 민주주의와 선거에

있어서 자유의 가치가 공정의 가치보다 우선한다는 입장으로 Jørgen Elklit, Palle

Svensson, “The Rise of Election Monitoring What Makes Elections Free and

Fair?”, Journal of Democracy, Vol. 8, No. 3, 1997, p. 35.
197) 유사한 취지로 권영설(2006), 446-447쪽; 정만희(2003), 435쪽.
198) 예컨대 OSCE(2020), pp. 21-23에서는 등록의무, 보고의무, 기부제한, 지출제한, 유료

광고 제한 등의 사례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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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방식을 채택하게 된 이론적, 역사적 배경을 확인함으로써 보다 바

람직한 방향의 규제를 구상하는 데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되기 때문이다.199)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한국의 선거운동 규제를 주체, 기간

및 장소, (협의의) 방법, 미디어, 내용규제로서의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

자비방죄 등으로 유형화한 연구,200) 주체, 방법, 기간, 정치자금이라는 크

게 4가지 범주를 통해 한국의 헌법재판소 결정 사례들을 분석한 연구,201)

기간, 주체, 방법, 비용,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이라는 유형을 사용하

여 현행 공직선거법 상의 선거운동 규제의 내용을 분설한 연구,202) 시기

와 주체, 그리고 방법이라는 틀을 사용하여 현행 공직선거법 을 바라본

연구203) 등이 존재한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각국 선거제도를 비교법

적으로 연구하여 그 결과를 선거운동의 제한 내지 금지사항과 관련하여

방법, 시기(사전선거운동 및 투표일 선거운동), 주체(공무원), 내용(비방),

기부행위, 그리고 선거비용이라는 목차를 통해 유형화하기도 했다.204)

2. 내용 근거 규제와 내용 중립적 규제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를 살펴볼 때, 복수의 연구에서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 양태로 대체로 주체, 내용, 방법, 기간, 비용규제라는 유형들이 발견

된다. 기간규제 및 비용규제는 넓은 의미의 방법규제의 개별 양태 중 하

나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입법의 양태는 크게 주체

(여부)에 대한 규제,205) 내용에 대한 규제와 (넓은 의미의) 방법에 대한

199) 다만 현실에서 유권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각국은 특정한 규제 유형만을 사용하기

보다는 다양한 유형을 혼용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200) 박용상(2013), 882-959쪽.
201) 송석윤 외,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 헌법재판소 정책개발연구 제3권,

2011, 158-230쪽. 한편 이 연구에서는 ‘비방’ 표현을 규제하는 내용을 방법규제로

분류하고 있다.
202) 정병욱, 선거법, 박영사, 2002, 84-225쪽.
203) 오윤식(2016), 237-458쪽.
20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각 국의 선거제도 비교연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2015, 257-4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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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일응 범주화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 연구에서는 선거운동 규제의 적용 주체를 ‘유권자’에 한정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점과, 유권자 일반이 어떠한 경우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형태의 포괄적인 선거운동 규제입법은 적어도 현행 우리나라 또

는 주요 국가들의 선거 관련 법제에서는 발견하기 쉽지 않은 점을 감안

하면,206) 결국 유권자의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입법의 양태는 크게 내용

에 대한 규제와 (넓은 의미의) 방법에 대한 규제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일응 범주화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주화는 대체로 미국 판례이론에서 표현의 자유 제한의 심사

기준으로 소개되고 있는 내용 근거 규제(content-based regulation)와 내용

중립적 규제(content-neutral regulation)의 구별과 어느 정도 상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르면 전자는 표현의 내용이 담고 있는 정보 그

자체를 규제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엄격한 심사(strict scrutiny)가

이루어지고, 후자는 표현행위의 시간, 장소, (협의의) 방법과 같은 단지

표현행위의 수단을 제한하는 것일 뿐 표현의 내용과는 무관한 규제라는

점에서 합리적 근거(rational basis)가 있으면 합헌성을 용이하게 인정받

을 수 있다.207) 우리나라 헌법재판소208)와 대법원209)의 일련의 판례들에

205) 특정한 주체에게는 그 내용과 방법을 불문하고 모든 선거운동을 금지한다는 점에서

가장 포괄적인 규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6) 보통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한 ‘주체’ 측면에서의 제한은 공무원 등 특수신분관계에

있는 자들과 법인 등 단체의 경우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세히

는 이 장의 제3절 참조.
207) 보다 상세한 논의는 박용상(2013), 352-363쪽 참조. 아울러 우리나라에서도 표현 내용

근거 규제와 표현 내용 중립적 규제인지 여부에 따라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

진다는 법리가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다는 지적으로 조재현,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표현내용에 근거한 제한 -, 내용 중립적 제한과 내용에 근거한 제한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제19권 제4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09, 4쪽; 최희경, “표현내용규제와

표현중립적 규제의 구별과 적용”, 법학논집 제26권 제1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193쪽.

208) 예컨대 헌법재판소는 법이 정한 방법 이외로 인쇄물 등을 제작하거나 배부하는 방

식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조항에 대한 결정에서 “위 조항들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은 의사표현의 내용 그 자체가 아니라 표현의 특정한 수단 방법에

한정되어 있다. 즉 모든 선거운동방법의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제한이 아니라 특히



- 62 -

서도 이와 같은 구별은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입법의 위헌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일본의 경우에도 최고재판소

판례210)에서 유사한 취지의 판시가 발견된다.

앞서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선거운동 개념은 넓은 의미로서,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의사표현 일반을 가리킨다고 전제한 바 있다. 그렇다면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의 유형 분류에 표현의 자유에서 사용되는 유형 분

류를 사용하는 것은 일정 부분 자연스러운 귀결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일단은 이와 같은 유형론의 큰 틀을 수용해서 선거운동과 관

련한 제반 규제를 분류하는 작업에 접근하고자 한다.211)

폐해의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인쇄물, 광고 등의 제작·배부라고 하는 특정한 선거

운동방법에만 국한되는 부분적인 제한에 불과하여 이러한 방법 이외의 방법은 자유롭

게 선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으므로 이로써 선거운동의 자유 내지 이를 한

태양으로 하는 의사표현의 자유가 전혀 무의미해지거나 형해화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헌재 1995. 4. 20. 92헌바29, 공보 제10호, 304, 309)”라고 설시한 이래, 유사한 취지의

판시를 반복하고 있다(헌재 2001. 12. 20. 2000헌바96등, 판례집 13-2, 830, 850; 헌재

2015. 4. 30. 2011헌바163, 판례집 27-1상, 407 등 참조).
209) 이를테면 대법원은 이른바 ‘낙선운동’을 한 피고인이 사전선거운동 등의 당시 선거

관련 규제들을 위반한 것인지를 다툰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의

각 행위에 적용되는 공직선거법의 각 조항들에 의한 선거운동의 제한은 의사표현의

내용 그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제한이 아니라 선거운동 과정에서 예상되는 다양한 선거

운동의 방법 중에서 특히 중대한 폐해를 초래함으로써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의사표현의 특수한 수단방법에 국한하고 있고, 또 필요·최소한의 정

도를 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제한으로 인하여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도315 판결)”이라고 밝힌 바 있다.
210) 예컨대 일본최고재판소는 1981년 호별방문금지를 내용으로 한 일본 공직선거법 의

위헌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호별방문금지는 의견표명 자체의 제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표명의 수단방법이 가져오는 (중략) 폐해를 방지하고 아울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확보할 목적[(戸別訪問の禁止は、意見表明そのものの制約を目

的とするものではなく、意見表明の手段方法のもたらす.. (중략).... 弊害を防止し、もつ

て選挙の自由と公正を確保することを目的), (昭和55(あ)874, 昭和 56年 6月 15日, 最高

裁判所第二小法廷 判決 刑集 제35권 제4호 205, 205-206)]”을 가지고 입법된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211) 선거운동 규제입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분석하면서, 이와 같은 구별을 통한 유형론을 활용하여 일반적 판단에서 일관성을 유

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견해로는 전종익(2010), 2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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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유권자의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유형은 크게 선거운동 내용에

대한 제한과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제한으로 나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때 선거운동 시간에 대한 규제와 선거운동 비용에 대한 규제는 선거운

동에 대한 협의의 방법에 대한 규제(가령 시설물 등의 설치, 문서·도화

등의 배포, 호별방문 등 면대면 접촉, 집회 및 행진, 서명·날인운동 등)와

함께 후자의 방법규제의 하위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내용 중립적 규제(방법규제)의 세분화 : 행위규제와 비용규제

가. 표현에 사용하는 방법의 개별적 특수성

다만 이와 같은 유형화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따르면 선거운동의 방법규제는 선거운동 내용에 대한 제한이 아니므로

손쉽게 합헌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입론으로 나아가기 쉽지만,212) 수십

가지에 달하는 다수의 방법규제들이 모두 이와 같은 하나의 잣대로 판단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213)

가령 선거운동 시간에 대한 규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현행 사전선

거운동금지 규정은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행해지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함으로써 내용과 방법의 구별이라는 유형론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선거

운동의 가능 여부 자체를 법률에서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으로 읽힐 소지가

212) 앞서 살펴본 우리나라와 일본의 판례도 대체로 이와 같은 입장을 전제로 사안에서

위헌 여부가 문제된 규제에 대해 접근했다.
213) 이 연구의 논지의 흐름상 현행 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 방법규제의 범주 구별에

대한 주요한 선행연구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장의 제4절 Ⅰ. 2. 항목에서 상세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다만 이 부분에서는 위 선행연구들에서 시설물 설치 금지(동법 제

90조 제1항 등), 영화 상영 등 금지(동법 제92조), 인쇄물 등 문서·도화의 배부 및 게

시 등 금지(동법 제93조 제1항 등), 언론매체 등 활용의 제한(동법 제95조 등), 서명

및 날인운동 금지(동법 제107조)라든지 호별방문제한(동법 제106조)과 같은 면대면

접촉의 금지, 여론조사를 포함한 정책 및 공약에 대한 비교평가 공표 제한(동법 제

108조3), 집회 제한(동법 제103조 제2항) 및 행렬 등 금지(동법 제105조 제1항)와 같

은 다양한 유형을 제시하면서 선거운동 방법규제를 분류하고 있다는 사정 정도만을

언급하고자 한다.



- 64 -

있다.214) 이처럼 특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표현과 특수하게 결부될

경우, 이를 단지 내용중립적 규제에 해당하므로 합헌성을 인정받기 용이하

다고 곧바로 결론을 내리는 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다.215) 이는 표현에

사용되는 방법들이 가지고 있는 방법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특징에 주목

할 필요가 있음을 환기한다.216)

나. 표현과의 밀접성 내지는 관련성

다음으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표현하는 내용과 표현 방법이 어느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방법규제는 그 내부에서 세분화

될 가능성이 있음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217) 표현 내용과 표현 방법은

실제에서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때 양자 가운데

어떠한 요소가 보다 우세한지(predominant)를 검토하면 개개의 사안에서

보호의 필요성이 상이하게 검토될 수 있기 때문이다.218) 나아가 이러한

관점에서 보다 나아갈 경우, 개별적인 표현 내용과 표현 방법 사이의 관

련성을 검토하여 우세한 정도를 형량하여 표현의 방법규제를 범주화 할

수 있다는 입론도 가능해 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와 관련한 선거운동, 즉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의사표현행위라

는 관점에서 앞 문단의 내용을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이때 표현 내

용은 발화자의 정치적 의사이고, 표현 방법은 일정한 행위(action)이다.

이때 표현행위는 일종의 표현의 매개체(media)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14) 송석윤(2007b), 221-222쪽.
215) 같은 취지를 지적하는 문헌으로 김학진(2017), 196-197쪽.
216) 배정훈(2020), 87쪽.
217) 김학진(2017), 196-197쪽; 배정훈(2020), 87-88쪽.
218) 유사한 취지를 개진한 문헌으로 Thomas I. Emerson, The System of Freedom of

Expression, Random House: New York, 1970(이하 Emerson(1970)으로 약칭), p. 80.

다만 이와 같은 Emerson의 입장이 표현의 자유에 따라 보호될 필요가 있는 행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이를 비판하는 견해도 지적되고 있다(John Hart

Ely, “Flag Desecration: A Case Study in the Roles of Categorization and Balancing

in First Amendment Analysis”, Harvard Law Review, Vol. 88, No. 7, 1975(이하

Ely(1975)로 약칭), p. 1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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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매개체가 의미하는 바를 보다 세분화하여 검토할 때,219) 크게

표현 그 자체와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표현 내용과 분리하여 관념하기 어려

운 매개체와 단지 표현의 도구로서의 기능만을 수행하는 매개체를 나누

어 생각할 수 있다.220) 이를 선거운동과 연결하여 검토하면, ① 특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표현하는 행위가 그 자체로서 직접적으로 표현 내용과

연관된 경우(예컨대 선거를 위한 인쇄물 등의 발행, 선거 관련 정치적

의사표현을 위한 인적 회합을 통한 활동, 유권자 상호간의 면대면 접촉

을 통한 소통 등)와, ② 특정한 표현 방법이 이후의 표현행위를 위한 일

종의 도구 내지는 수단의 역할만을 담당함으로써 하나 이상의 단계를 거쳐

간접적으로 표현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예컨대 확성장치나 방송시설의

활용, 선거비용을 후보자에게 기부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스스로 지출

하는 행위 등)는 구별하여 검토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자

체로서 표현을 (사실상) 담지하고 있는 행위로서의 표현방법과, 그러한

표현행위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표현 방법과는 표현 내용과의 밀접

성 내지는 관련성이라는 측면에서 서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221)

위와 같은 분석에 입각할 경우, 선거운동 내지는 선거 관련 정치적 의사

표현행위에 대한 내용중립적 방법규제는 크게 ①과 같은 규제(이하 ‘행위

규제’라고 약칭)와 ②와 같은 규제(이하 ‘도구·비용규제’ 또는 ‘비용규제’

라고 약칭222))로 나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때 전자와 후자는 표현

219) 매개체의 의미를 크게 A. 표현의 단순한 회로(conduit), B. 표현과 결부된 일종의 문법

으로서의 언어(language), C. 표현의 맥락(context)으로서의 환경(environment)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견해로는 Joshua Meyrowitz, “Images of Media: Hidden

Ferment—and Harmony—in the Field”, Journal of Communication, Vol. 43, No. 3,

1993, pp. 56-63. 유사하게 매개체를 A. 표현물을 담고 있는 도구 장치로서의 컨테이너,

B. 표현 그 자체로서의 콘텐츠, C. 표현을 둘러싼 환경으로서의 컨텍스트의 3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는 견해로 윤지영, 오가닉 미디어(Organic Media), 오가닉미디어랩,
2016, 59-69쪽.

220) 위 각주에서 언급된 매개체의 분류에 따르면 전자는 B. 또는 C.와, 후자는 A.와 각각

대응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21) 배정훈(2020), 87쪽.
222) 비용은 넓게 보면 표현을 위한 도구 가운데 하나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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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표현 방법의 밀접성 내지는 관련성과 표현 내용과 표현 방법

가운데 어떠한 요소가 보다 우위에 있는지를 둘러싸고 차이가 발생한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같은 방법규제에 속하지만 행위규제는 보다

표현내용에 대한 규제와 유사하고, 비용규제는 보다 순수하게 표현 중립적

방법규제와 가까운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 표현방법의 수단으로서의 비용규제의 특수성

관련하여 특히 선거운동 비용규제의 특수성을 지적할 수 있다.223) 유

권자가 선거 관련 비용을 자신이 직접 지출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지불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해당 행위가 선거와 관

련한 정치적 표현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큰 틀에서 표현 중

립적인 방법규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선거비용과 관련한

행동에 대한 규제는 다른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규제와는 달리, 비용을

기부하는 행위 자체로서 일종의 ‘상징적 표현(symbolic speech)’224)으로서

지불함으로써 다양한 도구를 마련할 수 있고, 특히 제3장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비

교법적으로 다수의 국가들에서는 유권자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와 관련하여 주로 선거

비용에 대한 규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단순한 전달매체로서의 도구와 비용을 구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양자를 한데 지칭하는 개념으로 ‘비용규제’라는 표현을 사용하

였다.
223) 선거비용의 기부행위 또는 지출행위가 순수한 정치적 표현에 해당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표현과 관련된 행동의 한 형태인 것인지를 둘러싸고는 특히 미국에서는

과거에서부터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예컨대 J. Skelly Wright, “Politics and

the Constitution: Is Money Speech?”, The Yale Law Journal, Vol. 85, No. 8,

1976(이하 Wright(1976)으로 약칭). pp. 1005-1006 참조). 이를테면 미국 연방대

법원이 전자의 입장을 취하여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엄격한 심사를 단행하

여 선거비용에 대한 지출제한을 규정한 선거운동규제입법은 위헌이라고 논증한

Buckley v. Valeo 판결(424 U.S. 1 (1976))을 비판하면서, 후자의 입장에 따라 해

당 규제의 합헌성을 주장한 견해로는 위 Wright(1976), pp. 1001-1021. 다만 캐나다

에서는 표현이라는 개념의 보호영역이 넓어서 선거비용 지출이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쟁이 그다지 발생하지 않는다는 지적으로는 Feasby(2003), p. 22(각주

32번).
224) 상징적 표현은 특정한 행동을 통해 자신의 사상이나 의사를 전달하고, 제3자가 이를

사상이나 의사의 전달이라고 인식하는 경우로서, 이 또한 표현의 자유 행사의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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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러한 비용 지출을 통해 그 금원을 사용하는 이로

하여금 더욱 많은 선거 관련 정치적 표현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결국 선거비용을 기부 또는

지출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는 자기 또는 제3자가 또다른 표현행위를 하기

위한 간접적인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제한함을 주된 목표로 한다는 점

에서, 일반적인 방법규제로서의 표현행위 규제와 한 단계 더 표현과 거리를

둔 이른바 ‘(표현) 방법의 방법에 대한 규제’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일반적인 선거운동 방법규제와 선거비용규제는 선거 관련

정치적 의사표현과의 거리 단계라는 측면에서 구별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225)

유형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보인다(계희열, 헌법학(중)(신정2판), 박영사, 2007,
434-435쪽; 권영성(2010), 495-496쪽; 김철수(2007), 905쪽 각각 참조). 이는 통상적으로

현대사회에서 소수파가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역할을 한다고 분석

되기도 한다(성낙인(2021), 1271쪽). 상징적 표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로는

Emerson(1970), pp. 79-80; 박용상(2002), 130-150쪽; 윤진희, “선거자금 규제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선거자금제도의 개선방안을 중심

으로 -”,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27-31쪽 참조).

다만 표현을 위해 금전을 기부하는 행위는 ‘표현과 관련된 행위(conduct related

to speech)’일 수는 있지만, 그러한 행위 자체가 곧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

으로는 전상현, “미국헌법상 법인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소고”, 아주법학 제10권
제4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이하 전상현(2017)과 같이 약칭, 192쪽. 그러나

이러한 입장에 따라 금전기부행위가 곧 표현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예컨대

돈을 사용함으로써 정치적 맥락에서의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금지

하는 것은 사실상 의사표현 자체를 억압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여전히 정치적 의사

표현의 보호영역에 해당한다고 보는 취지의 견해도 개진되고 있다(마크 터쉬넷, 한

상희 옮김, 헌법은 왜 중요한가, 아포리아, 2016, 84-85쪽; 스티븐 브라이어, 이

국운·장철준 옮김, 역동적 자유, 사회평론, 2016(이하 브라이어(2016)으로 약칭,

81쪽).
225) 배정훈(2020), 87-88쪽. 한편 이와 같은 논의는 자동차나 확성기와 같은 기기나 설비

등 그 자체로 표현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는 선거운동을 위한 도구를 규제하는 경우

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도구규제 또한 일종의 표현에

직접 결부되는 방법을 보다 용이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규제한다는 차원에서

동일하게 ‘(표현) 방법의 방법에 대한 규제’로서 평가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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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내용 중립적 규제로서의 방법규제의 세분화

앞서의 논의 내용을 종합하여 내용 중립적 규제로서의 방법규제를 보다

세밀화하면 대체적으로 다음 [표 3]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226)

[표 3] 선거운동 또는 선거 관련 정치적 의사표현 규제 유형 분류

(← 정치적 의사표현과의 밀접성 내지 연관성)

[표 3]에 의할 경우, 상대적으로 왼쪽에 위치한 규제수단일수록 정치적

의사표현과 강하게 연관되므로, 상대적으로 강한 규제에 해당한다고 평가

될 여지가 크다. 특히 유권자로서의 국민이 주권자가 되는 국민주권주의

국가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경우일수록 - 여

타의 다른 헌법적 가치와의 충돌 가능성을 논외로 한다면227) - 선거운동

규제수단으로는 가급적 [표 3]의 오른쪽에 위치한 수단이 활용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유권자의 시민의식이 성숙되고 다른 주

226) 이하 [표 3]은 배정훈(2020), 89쪽의 표를 이 연구의 내용에 맞추어 일부 수정하여

인용한 것이다.
227) 이 점과 관련하여 이른바 형사범적 선거운동 규제입법과 행정범적 선거운동 규제입법의

차이를 검토할 수 있다. 전자는 (선거와 관련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반사회성을 가

지는 규제에 해당하고, 후자는 그 자체가 반사회성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으나 선거

행정의 편의를 위해 성안된 규제에 해당한다. 만약 특정한 선거 관련 정치적 의사표

현행위가 전자에 해당할 경우(이를테면 형법 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응하

는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에는 당해 행위의 반사회성을 제거하기 위해

보다 강한 형태의 규제 사용이 정당화될 개연성이 높을 것이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

세한 내용은 유권자 선거운동 방법규제의 개선 방향을 다룬 제4장 제4절 Ⅱ. 항목에서

다루고자 한다.

주체규제 내용규제

방법규제(표현 중립적 규제)

행위규제
도구규제·비용규제

(비용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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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 의한 ‘동원’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주체적인 판단에 의해 정치적 표

현의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경우라면 더욱 그러하다.

제3절 유권자의 선거운동과 선거운동 규제

Ⅰ. 유권자의 의미 구체화

1. 후보자가 아닌 일반 시민으로서의 유권자

가. 유권자 개념에 대한 형식적 논의

이 절에서의 논의를 위해 먼저 유권자(有權者)228)라는 개념부터 살펴보

기로 한다. 문언 그대로 보면 유권자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의미하고, 관

련하여 이 연구에서 다루어지는 권리는 헌법 제24조에서 선언하고 있는

선거권229)이다. 헌법 제24조를 구체화한 현행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과

동법 제17조에 따르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 모두는 국민의 대

표기관에 대한 선거권을 갖게 된다.

한편 피선거권을 획득하는 요건이 선거권 획득 요건보다 대체로 엄격

하다는 것을 감안하면,230) 선거의 ‘후보자’ 또한 선거권을 보유한 유권자

228) 이때 유권자는 선거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본권주체능력 내지는 기본권향유능력

(Grundrechtsfähigkeit, Grundrechtsträgerschaft)을 가진 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공직

선거법 에 의해 현실에서 참정권이라는 기본권을 주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서의 기본권행사능력(Grundrechtsmündigkeit)을 갖추게 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논의

의 대상을 한정하고자 한다(기본권주체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에 관한 일반론으로는

한수웅(2018), 390-394쪽 참조).
229)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

하여 선거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형성할 권한을 입법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

와 같은 규정 형식이 입법자에게 선거권을 형성하는 데 있어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했

다고 보기는 어렵다. 입법자는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를 보장하는 헌법 제41조 및 제67조를 준수하는 방식으로 선거권을 형성해야

하기 때문이다(헌재 2007. 6. 28. 2004헌마644 등, 판례집 19-1, 859, 873-875; 한수웅

(2018), 1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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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한다. 후보자 또한 선거 당일 유권자 중 한 사람으로서 투표하는

것을 생각해도 이는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논의하

고자 하는 유권자는 선거에 후보자로 직접 출마하지 않은 일반 시민(lay

person)으로 논의 주체를 한정하고자 한다. 후보자는 본인이 직접 선거

결과로 인해 대표자로 선출되는지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일반 시민

들과 명확히 구별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231) 나아가 대표제 민주주의에

서는 대표자와 주권자의 역할 분리가 핵심적인 요소로 전제되어 있는 만큼

양자는 서로 상이한 헌법적 지위를 갖는다고 볼 여지232)가 크기 때문이다.

환언하면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 내지 정당의 당선 내지 낙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선거권자로서 ‘일반’ 유권자라는 개념을 상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반 유권자의 의미를 현행 공직선거법 상의 용어를 원용하

여 정리할 경우, 동법 제115조에서 규정한 ‘제삼자’와 상당 부분 일치한

다.233) 이를 활용하여 제삼자의 개념을 다시 정리하면 “기존 선거로 당선

230) 예컨대 (국회의원에 대한 피선거권에 관한 규정은 아니나) 공직선거법 제16조 제

1항은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3항은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전 60일후에 귀국한 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피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선거권 획득에 필요한 요건에 더하여 연령 또는 거주에 대한 추가적인 요소를 부가하고

있다.
231) 선거에서 후보자와 그 외의 일반 시민들의 이해관계의 상이함에 대해서는 아래의

Ⅱ. 항목에서 본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관련하여 대표제 민주주의와 신인의무에

대한 일반적 논의 및 이를 바탕으로 국회의원의 지위에서 비롯되는 이익충돌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로는 전종익, “국회의원의 헌법상 의무와 이익충돌”, 『저스티스』, 통권

제159호, 한국법학원, 2017(이하 전종익(2017(b)와 같이 약칭), 102-119쪽 참조.
232) 배정훈(2016), 277쪽 참조.
233) 공직선거법 제115조의 제목(‘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과 조항의 내용에 따라 기

부행위가 제한되는 주체의 내용을 한데 연결하여 해석하면, 동 조항에서의 ‘제삼자’란

“(누구든지)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고 해석할 수 있다. 같은

방법으로 동법 제113조의 ‘후보자 등’이라는 개념과 동법 제114조의 ‘정당 및 후보자

의 가족 등’이라는 개념을 검토한 후 제삼자의 개념 규정을 명확히 하면,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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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자와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및 그 가족과 그들과 관계있는 법인 등

단체(해당 단체의 임·직원까지 포함), 후보자의 선거를 지원하는 선거사

무관계자234), 그리고 선거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된 정당과 그 대

표자”235) 및 이들과 통모한 사람236)을 제외한 사람이 결국 이 연구에서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일반 유권자’로서의 제삼자에 해당한다고 일응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연구의 제목 또한 ‘유권자’의 선거운동으로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제삼자’의 선거운동으로 기재하는 것이 보다 실정법에 부합함과

아울러 용어에 대해 엄밀하게 정의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237)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 유권자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제삼자라는 표현

만으로는 어떠한 일 내지 대상과 관계가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지

불분명238)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일반 유권자를 선거 국면의 당사자가

아니라 국외자로 전제하는 듯한 어의(語義)를 담고 있어 이 연구에서 규명

하고자 하는 선거 과정에서의 일반 유권자의 지위 내지 역할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일반 유권자’라는 표현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이상 ‘후보자 등’), 정당(정당법 제37조 제3항에 따른 당원협의

회와 창당준비위원회 포함),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

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 공직선거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후보자의 배우자와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나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과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 또는 그 임·직원을 제외한 모든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234)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62조는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이라는 제목 하에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다양한 지원 인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235) 이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공직선거법 제115조가 규정하고자 한 제삼자에 해당한다.
236) 통모를 통해 앞서 규정한 후보자 내지 그와 관계된 사람들과 이해관계를 공유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 군(群) 또한 제삼자 개념에서 제외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237) 이 연구의 뒷 부분에서 살펴볼 예정이지만, 이를테면 일본에서도 관련 논의를 할

때 제삼자(第三者)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영미권 국가에서도 제3자(third parties)라는

표현이 대체로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38) 제삼자라는 표현의 문언상 의미가 “일정한 일에 직접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네이버

국어사전, “제삼자” 항목, https://ko.dict.naver.com에서 검색, 최종검색일 : 2019. 10.

24.).



- 72 -

원칙적으로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동의어로서 ‘제삼자(이하

에서는 ‘제3자’로 표시함)’라는 표현 또한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나. 일반 유권자 개념에 관한 국제기구 등의 논의

이 항목에서는 위와 같이 형식적으로 유권자의 의의를 확정하는 데에서

나아가 국제기구 등의 논의를 추가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일반

유권자’라는 다소 불확정적인 개념이 실제로 담지하고 있는 의의를 보다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먼저 국제 민주주의·선거지원 기구(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 IDEA)에서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239) 제3자로서의 유권자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로서, 특정한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이슈에 관하여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을 하는 이들을 일컫는다.240)

다른 한편으로 유럽안보협력기구(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

operation in Europe)의 자료에서는 위 개념을 유료 광고를 하거나 포스터

등 선거 정보를 담은 문건을 출력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선거운동에 재정

적으로 관여하는(engaging financially) 주체로서, 후보자나 정당 등이 아닌

이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241)

그런데 개별 국가 차원에서 살펴보면, 제3자 개념에 대한 서로 상이한

정의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42) 이는 본질적으로 제3자의

239) Elin Falguera, Samuel Jones, Magnus Ohman eds., Funding of Political Parties and

Election Campaigns, International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

2014(이하 당해 편저를 Election Campaigns(2014)와 같이 약칭함), 해당 자료는 https://

www.idea.int/es/publications/catalogue/funding-political-parties-and-election-campaigns

-handbook-political-finance에서 다운로드하였다(최종검색일 : 2021. 12. 1.).
240) Election Campaigns(2014), p. 395(부록 2. 용어 해설(Glossary) 항목).
241) OSCE(2020), pp. 5-6.
242) OSCE(2020), p. 5. 이로 인해 당해 자료에서는 해당 문건에서 사용된 제3자 개념의

정의는 특정한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차용한 것은 아님을 밝히고 있다

(OSCE(2020), p. 6. 참조). Gauja 외(2015), p. 254에 따르면, 제3자 개념은 매우 넓은

유형을 포괄함으로써, 이를테면 개인으로부터 기업, 노동조합, 이익단체, 자선단체, 종교

단체(faith group) 등까지 확장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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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은 선거운동의 참여자 가운데 정당이나 특정 선거의 후보자와 관련된

이들을 제외하고 남은 대상을 전제로 범주화되기(residual category) 때문

으로 생각된다.243) 이와 같은 속성으로 인해 선거법제에서 제3자 개념은

‘제3자가 아닌 것’을 참조하여 정의된다고 한다.244) 여기에 더하여 구체

적으로 제3자에게 가하는 선거운동 규제의 내용이 무엇인지 여부245)에

따라 규제 대상인 제3자 개념은 다양하게 변주될 여지가 크다.246) 다만

위 서술 및 이 연구의 제3장에서의 논의를 종합할 때, 대체로 ‘후보자나

정당이 아닌 이들’이라는 표지 정도는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결국 선거에서의 유권자는 스스로의 당선을 위해 참여하는

행위자(player)는 아니지만, 국민주권원리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

된 민주주의 헌정국가에서 자연스럽게 선거에 참여(participate)하는 이들

모두를 가리킬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참여’의 구체적인 내용이 각국의

사정에 따라 변화될 수 있기에 제3자로서의 유권자 개념이 하나로 정의

되기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추가 논의

이어서 유권자 개념과 관련하여 다소 논쟁의 소지가 있는 일종의 회색

지대(gray zone)에 속한 주체들에 대해 미리 간단하게 언급해 두고자 한다.

가. 선거권행사능력이 없는 사람

243) Gauja 외(2015), pp. 253-254.
244) Gauja 외(2015), p. 254.
245) 제3자의 선거운동 규제를 크게 등록의무, 지출내역 보고의무, 기부(Donation)나 지출

(Spending)의 제한, 유료광고 제한 등으로 분류하는 문건으로 OSCE(2020), pp. 21-23.

해당 문건에서는 제3자의 기부나 지출 등을 금지하는 비용규제 뿐 아니라 정당 이외의

주체의 선거운동(canvass for votes) 자체를 제한하는 나이지리아 헌법 제221조를 언급

하면서, 이를 예외적인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같은 문건, p. 18. 참조. 나이지리아 헌법

제221조의 문언은 http://www.nigeria-law.org/ConstitutionOfTheFederalRepublicOfNi

geria.htm에서 검색하여 확인하였다(최종검색일 : 2021. 12. 1)).
246) OSCE(2020), pp. 5-6.



- 74 -

먼저 제3자 중에 공직선거법 에 의해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대로 공직선거법 은

원칙적으로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렇다면 선거일 현재 18세 미만인 미성년자, 그리고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이 아닌 외국인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동법 제15조).247)

물론 이들 또한 모든 인간에게 인정되는 표현의 자유의 행사의 일환으

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됨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

러나 국민의 대표인 입법자가 특정한 정도의 정치적 판단능력이 갖추어

져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국정 참여를 제한한 미성년자248)와 법률상 한

국가의 구성원이 아니어서 공동체의 정치적 의사결정의 결과를 미래에

대하여 책임지는 것을 담보할 수 없는 외국인249)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247) 한편 일정한 연령에 이르지 못한 이들에게는 선거운동 뿐 아니라 예컨대 정당원이

될 자격도 제한된다( 정당법 제22조 제1항 참조). 이에 대해서는 애초에 정당이 국가

와 사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온전히 발휘할 수 없게 할 뿐 아니라, 공직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와 정당원 자격 부여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별개의 문제라는 취지의 비

판이 제기되고 있다(송석윤(2007b), 217-218쪽). 관련하여 연령이라는 요건과 선거운동,

정당가입 등의 정치활동을 할 자격을 갖는 주체를 반드시 연관하여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연구 대상을 한정한다는 차원에서

당해 쟁점은 이 연구의 주된 논의대상으로 다루지는 않았음을 밝혀 둔다.
248) 헌재 2013. 7. 25. 2012헌마174, 판례집 25-2상, 306, 311. 미성년자 또한 정치 참여

의 주체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들어 이를 비판한 논의로는 예컨대 김효연, 시민의 탄

생, 스리체어스, 2017, 58-110쪽.
249) 외국인은 주권자로서의 지위를 갖지 않으므로 선거권을 비롯한 참정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분석으로는 예컨대 권영성(2010), 318쪽; 허영(2019), 261쪽. 반면에 기본권주체

성의 문제를 개별 기본권의 인적 보호영역에 관한 것으로 파악하는 대신 기본권 일반

에 대한 보호 가능성으로서의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지는 법적 자격이나 지위에 관

한 것으로 보는 ‘일반적지위론’에 입각하여 개별 기본권마다 보호영역을 구별하여 파

악해야 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방의회의원선거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

우에는 선거권 부여를 긍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는 전상현, “외국인의 기본권보장 방안

- 헌법상 근거, 기본권주체성, 기본권제한에 관하여 -”, 법조 제68권 제6호, 법조협회,
2019(이하 전상현(2019)로 약칭), 73-76쪽, 85쪽; 국제인권규범이나 다양한 비교법적

사례를 제시하면서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의 보장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문헌으로는

이우영, “외국인 참정권과 공직선거법제의 입법적 과제”, 입법학연구 제18집 제2호,

한국입법학회, 2021, 17-39쪽;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비추어 외국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거권 행사를 배제할 수는 없고, 특히 지방자치제도와 관련한 선거권은 지방자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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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의를 일반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 내지 선거운동이 갖는 그것과 동일

하게 취급하는 것은 다소 논쟁적일 수 있다. 특히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부여되는 기본적 인권과 구별되는 요소로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된

자에게 구체적으로 형성되는 시민권(citizenship)으로서의 선거권 개념의

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더욱 그러하다.250) 따라서 이하 이 연구에서는

원칙적으로 ‘선거권을 가지는’ 일반 유권자에 한정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자 한다.

나. 공무원

다음으로 공무원인 유권자에 대하여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른바 전통

적인 ‘특별권력관계론’이 더 이상 헌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음을 감안한다

면 공무원인 유권자 또한 국가영역으로의 편입을 통해 기본권을 포기한

주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251) 하지만 19세기 독일 공법이론으

본질을 감안할 때 부여되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로는 이를테면 이윤환, “공직선거법상

외국인선거권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32권, 한국법학회, 2008, 27-29쪽.
250) 선거권은 공동체의 의사결정방식과 관련되므로 자연권이 아니라 국민에게 부여된

실정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는 분석으로는 예컨대 정종섭(2018), 756쪽. 관련한 해외

의 이론적 논의로, 이를테면 국가가 특정한 권리에 대해서는 제한하거나 규제할 권한

이 있음을 근거로 시민권 개념을 설정할 수 있고, 그 중 특히 투표할 권리는 시민권

을 부여한 이들에게만 부여될 수 있다는 논리로는 Joseph H. Carens, “Immigration,

Democracy, and Citizenship”, in Oliver Schmidtke, Saime Ozcurumez eds., Of

States, Rights, and Social Closure - Governing Migration and Citizenship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7, pp. 27-29. 반면에 특정 공동체로부터 영향받는 이

해관계가 있거나 특정 공동체에 의해 강제를 받는 자의 경우 그에 대한 의사결정에 민

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관철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선거를 위해

부여되는 개념’으로서의 시민권 개념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으로는 예컨대 Sarah

Song, “Democracy and noncitizen voting rights”, Citizenship Studies, Vol. 13, No.

6, 2009, pp. 613-617.
251) 특별권력관계에 놓인 공무원 등은 기본권의 주체임을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의 전

통적인 특별권력관계론이 우리 헌법상 정당화될 수 없고, 단지 특수한 신분관계에서

오는 기본권의 제한이나 기본권의 효력의 문제를 고려할 수는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

는 입장으로는 성낙인(2021), 1057-1060쪽, 허영(2019), 313-318쪽. 아울러 각각의 국

가와 관련된 신분관계에서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이론이 존재하기는 어렵다는



- 76 -

로서의 특별권력관계론이 폐기되었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공무원에게 부

여되는 특수신분관계 내지는 공법상 특수한 구속관계의 본질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고, 이에 근거해 공무원인 유권자에게는 일반적인 제한을 넘

어선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는 입론이 제기되고 있다.252)

비록 이와 같은 견해에 전적으로 근거하지는 않더라도, 현행 헌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제7조 제2항)을 헌법적 가치로 명시하여 공무원

인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있어 추가로 형량해야 할 요소를 제시하고 있

고, 법률 차원에서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선거와 관련된 기본권에 대한

경우의 예를 살펴보면,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정당법

상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을 제외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은 원칙적으로 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고, 더

하여 국가공무원 제65조에서는 정치운동의 금지라는 제목 하에 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등의 행

위, 그리고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

한 일정한 행위253)의 금지를 명문화하였다.

공무원인 일반 유권자에게 가해지는 이와 같은 기본권 제한의 구체적

내용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254) 헌법에

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요청한 이상, 특히 정치적 의사형성

및 의사표현의 일환으로서의 선거운동의 제반 양태와 관련하여 공무원인

측면 등을 지적하면서 특별권력관계이론이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논의로는

최대권, 헌법학강의, 박영사, 2001, 200-203쪽; 허영(2019), 313-316쪽. 헌법재판소 또
한 아직 명시적인 법정의견으로 인용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특별권력관계론이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다는 취지의 보충의견 내지 반대의견은 꾸준히 개진되고 있다

(비교적 최근 사례로는 헌재 2016. 11. 24. 2012헌마854, 판례집 28-2하, 273, 289-290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 참조).
252) 예컨대 한수웅, “공무원의 기본권 제한 -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헌법적

문제점을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 통권 제434호, 대한변호사협회, 2013, 85-87쪽.
253) 구체적으로 동조 제2항 각목에서는 투표나 투표 권유, 서명운동의 주재 내지 권유,

문서나 도서의 게시, 기부금 모집, 공공자금 이용, 타인을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

하지 않게 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됨을 규정하고 있다.
254) 이와 관련된 내용이 직접적으로 문제된 사례로는 교원의 선거운동 금지, 공무원의

투표권유운동 및 기부금 모집 금지 등의 쟁점이 문제되었던 헌재 2012. 7. 26. 2009헌바

298, 판례집 24-2상, 3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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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와 일반 유권자를 다르게 취급하여 상이한 강도의 규제가 필요할

가능성을 전적으로 부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결국 공무원의 선거

운동이나 선거 관련 정치적 의사표현행위의 위헌 여부는 이와 같은 공무

원 신분의 특수성 및 구체적인 선거운동 내지는 선거 관련 정치적 의사

표현행위의 태양을 통해 개별 사안에서 형량하여 살펴볼 필요가 발생한

다. 이하 이 연구에서는 ‘공무원 내지 공무원과 유사한 지위255)를 보유

한’ 유권자 유형의 특성과 관련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데까지 이

르지는 않았음을 밝혀 둔다.256)

다. 일반 유권자로 구성된 단체

마지막으로 일반 유권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구성된 법인 등 단체의 문

제에 관하여 검토해 보기로 한다. 선거운동 내지는 선거 관련 정치적 의

사표현과 관련하여, 법인 및 단체도 일반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기여한다는 의미에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257) 다만 법인

내지 단체는 그 스스로가 선거권을 행사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적

인 유권자와 구별된다. 다음으로 법인 내지 단체는 설립목적과 영리성

추구 여부 등258)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결성된다는 점에서 일률적으로

255) 가령 공직선거법 제53조는 ‘공무원 등의 입후보’라는 제목 하에 동조 제1항 각호

에서 공무원 및 그와 유사한 신분을 가지는 자들로 교육위원(제2호), 일정한 공공기관의

상근임원(제4호), 농수산 협동조합 상근임원과 중앙회장(제5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임원(제6호),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제7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제8호),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일부 국민운동단체의 대표자

(제9호)를 예시하고 있다.
256) 관련하여 비교적 최근에는 공무원 내지 교원이 자신의 SNS(Social Network

Service) 상에 게재한 정치적 의사표현이 선거운동으로 의율되는지 문제가 빈번히 쟁

점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를 검토한 선행연구로는 조동은(2017), 358-370

쪽.
257) 헌재 1995. 5. 25. 95헌마105, 판례집 7-1, 826, 837.
258) 특히 미국의 경우, 2010년 Citizens United 판결[558 U.S. 310 (2010)] 이전에는 이들

두 가지 요소를 감안해 법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의 위헌성을 판단

하기도 했다(전상현, “미국헌법상 법인의 기본권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학위논문, 2017, 109-1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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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유권자와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나아가 법인

내지 단체는 조직을 갖추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언론 매체의 경우에는 공공의 신뢰라는 무형(無形)의 사회적 자

본259)까지 보유하고 있어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에 비해 공동체에 미치

는 영향력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측면을 감안할 때, 법인 등 단체의 경우에도 일반 유권자와는

구별되는 상이한 강도의 규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특히 법인

내지 단체에게 인정되는 표현의 자유란 그 법인과 관련된 자들의 이익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서 인정되는 파생적 권리(derivative right)로서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일반 유권자의 그것과 구별된다는 점으로부터도

정당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260)

다만 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구성 형태가 매우

다양할 것이므로 일률적인 규제 강도를 설정하는 데에는 곤란한 측면이

있다. 논의의 초점을 분명하게 하는 차원에서 이 연구에서는 법인 내지

단체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논의할 경우에는 특히 일반 유권자 개인의 선거

운동과 직접 결부되는 단체, 환언하면 일반 유권자인 구성원들의 선거운

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정 선거와 관련하여

일시적·잠정적으로 만들어지고, 단체 내부의 규약상 그 구성원들의 만장일치261)를

전제로 정치적 의사표현이 이루어지는 인적 결사체의 선거운동이 문제가

되는 경우를 위주로 검토하고자 한다.262)

259) 선거운동과 직접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이른바 ‘가짜뉴스(fake news)’라는 개념

을 논의할 때 ‘뉴스’라는 형식이 요구되는 이유도 이 점에 있음을 분석한 연구로 이를

테면 김종현, “가짜뉴스의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미국의 논의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법학, 제60권 제3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71쪽.
260) 파생적 권리와 관련한 논의로는 전상현(2017), 183-184쪽.
261) 해당 요소는 특정 법인 내지 단체의 소수 운영자들과는 견해에 반대하는 개인들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임의로 설정된 개념임을 밝혀둔다. 관련하여

법인의 표현에 반대하는 구성원의 보호에 대한 논의를 다룬 문헌으로 전상현(2017),

188-191쪽.
262) 예컨대 일반 유권자들을 구성원으로, 선거 관련 정치적 의사형성을 위해 비영리로

구성된 소규모 단체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단체는 이를테면 지속성을 갖춘 대기업이나 노동조합,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력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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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유권자 선거운동 규제의 특수성

선거운동 개념이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의사표현행위와 사실상 동일하

다고 볼 경우,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의 구체적인 모습은 결국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는 행위 전반이라고 보아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헌법 제21조 제1항의 문언에서

예시하고 있는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중심으로 큰 틀에서

유권자 선거운동의 행위태양을 관념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263) 이하

에서는 이러한 유권자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설정하는 데 있어, 후보

자의 선거운동과는 달리 구별하여 고려할 요소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1. 국민주권원리의 실질적 구현

유권자는 헌법 제1조 제2항에서 선언하고 있는 주권자로서의 국민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들의 의사를 형성함으로써 공동체가 나아갈 길을

결정하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운동은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보장하

고 있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의 실현이라는 의미 뿐 아니라 국민

주권원리를 정치현실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한다는 의미를 가진다.264) 유

권자는 비단 선거에서의 투표행위에 참여하는 것 뿐 아니라 선거운동 내

지는 선거 관련 정치적 의사표현의 전(全) 과정을 통해, 스스로가 공동체

의 구성원으로서의 정치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믿음 내지는 자신

유한 언론사 등과는, 선거와 관련하여, 구성원의 성격과 법인 내지 단체의 설립 목적,

영리성 추구, 현실에서의 자금력 내지는 사회적 자본의 유무 내지 정도라는 측면에서

일응 구별된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263) 유권자 선거운동 행위태양에 대한 논의로는 제4장 제3절 Ⅰ. 항목에서의 논의 참조.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현행 공직선거법 에서 쟁점이 되는 유권자의 선거운동 내지 선거

관련 정치적 의사표현행위 제한 내용에 관하여는 제4장 제3절 Ⅱ. 항목에서 후술하고자

한다.
264) 유사한 취지에서 선거가 “국민주권의 행사방법”임을 명시한 문헌으로 이헌환(2020),

450쪽(‘선거운동’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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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으로서의 정치 효능감(political efficacy)265)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

다.266) 이는 선거운동을 통해 유권자들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

으로 누리는 한편,267) 헌법 제1조 제2항의 문언의 의미를 체감하게 된다

는 취지로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

앞서 언급되었던 일반적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 사이의 일반론에서 한

걸음 나아가, ‘일반 유권자’에 초점을 맞추어 추가로 검토되어야 할 가치로

일반 유권자 상호간의 알 권리를 보장이라는 측면도 지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268) 헌법상 기본원리 중 하나인 민주주의 원리의 구현을 위해

서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계몽된 이해(Enlightened Understanding)가 필요

하다.269) 그렇다면 일반 유권자와 그들을 구성원으로 한 단체의 표현의 자

유 보장은, 정치과정에서 일반 유권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서로에게 제공

함으로써 토론과 의사결정에 이르게 함으로써 유권자의 알 권리를 실현케

265) 해당 개념의 본문에서와 같은 개념 정의 및 그 구체적인 의의에 관한 기존 논의를

요약하여 정리한 문헌으로 정한울, 이곤수, “정치효능감과 정치신뢰의 조합이 정치 참

여에 미치는 영향”, 의정연구 제38권,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3(이하 정한울 외

(2013)와 같이 약칭함), 218-220쪽.
266) 직접적으로 선거운동과 결부된 논의를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관련하여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투표권유, 시민간 접촉, 온라인에서의 정치집회 참여 등이 - 정치에

대한 신뢰감은 별론으로 하고 - 사람들의 정치 효능감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함을 사

회과학적 방법론을 활용해 검증한 문헌으로 정한울 외(2013), 234-237쪽.
267) 한편으로 생각할 경우, 선거를 통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선거운동’은 금기시되면

서 비(非)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정치적 의사표현은 자유로운 현실은 주권자인 국민이

그들의 공복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행위임에도 상이하

게 취급된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68) 이와 같은 취지에 주목하는 견해로 강태수(2008), 6쪽; 음선필, “소수정당과 선거운동

- 입법론적 검토 -”, 입법학연구 제13집 제1호, 한국입법학회, 2016(이하 음선필

(2016)과 같이 약칭), 94-95쪽; 조소영, “정치적 표현행위에 대한 공직선거법상의 한계에

대한 헌법적 검토”, 공법연구 제44집 제1호, 한국공법학회, 2015, 154-156쪽.
269) 민주주의원리의 개념요소로서의 계몽된 이해의 의미에 관한 보다 상세한 서술로는

로버트 달, 김왕식·장동진·정상화·이기호 옮김, 민주주의, 동명사, 1999, 58-6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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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공익을 달성하는 데 기능한다는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을 경시할 수

없다.270) 짧은 선거기간 동안이라도 선거운동에서 어떠한 쟁점이 가장 고

려되느냐에 따라 선거 결과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이

를 뒷받침한다.271) 일반 유권자들은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여 견해의 유사

성을 깨달을수록 스스로가 고립되지 않았음을 느끼게 되어, 자신들의 견해

를 행동화할 역량 내지는 추진력을 갖게 되는 경향을 갖게 된다.272)

아울러 민주주의의 자기통치(Self-Government)와 결부하여 정치적 표

현의 자유의 가치를 주장한 Meikeljohn과 같은 경우에는273) 더 나아가

“본질적인 것은 모든 사람들이 발언해야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치있는 담화들이 발언되어야 한다는 데 있다.”274)라고 주장하며 일반

유권자들의 알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예컨대 마을회의(town

meeting)와 같은 공적인 장(場)에서 문제된 사안과 관련된 모든 사실(facts)

및 이익(interests)이 완전히, 그리고 정당하게 표현됨으로써 해당 사안을

다루는 유권자들이 가능한 한 최대로 현명해 질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275)

이 또한 일반 유권자들의 알 권리의 중요성을 뒷받침하는 입장으로 설명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현의 자유를 시민들이 선거 과정에서 충분

한 정보를 제공받아 민주주의 국가의 통치의 바탕이 되는 공론의 형성에

필요한 조건인 정보와 생각의 교환을 촉진하는 기제로 이해하는 견해276)

270) 특히 낙선운동에 관하여 이러한 면모에 주목하는 견해로 이금옥(2001), 231쪽.
271) 버나드 마넹(2004), 269쪽.
272) 버나드 마넹(2004), 212-213쪽.
273) 민주주의와 결부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한 Meikeljohn의 이론을

소개하는 국내문헌으로는 예컨대 박용상(2003), 37-41쪽; 김윤홍, “미 연방헌법 수정

제1조의 해석과 자기통치의 원리 - 민주주의적 언론의 자유이론과 우리 헌법의 해석”,

법학연구 제29권 제4호,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165-179쪽; 김윤홍, “언론의

자유와 자기통치론 - 마이클존의 자기통치 이론과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을

중심으로”, 서울법학 제26권 제3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5-13쪽.
274) Alexander Meiklejohn, FREE SPEECH And Its Relation to Self-Government,

New Work: Harper & Brothers Publishers, 1948(이하 Meiklejohn(1948)과 같이 약칭),

p. 25.
275) Meiklejohn(1948), pp. 24-25.
276) 브라이어(2016), 81-83쪽. 다만 이와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규제되지 않은 발언을 보장한 것은 아니므로, 모든 시민이 반드시 논의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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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든지, 국민주권원리의 구현 차원에서 주권자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

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등이 보장되어야 함을 개

진한 견해277) 또한 유사한 차원의 논의라고 생각된다.278)

3. 주권자인 국민과 입법자 사이의 이익충돌

또한 유권자는 선거운동 규제입법을 형성하는 입법자와 이익충돌

(conflict of interest) 관계에 놓인다는 점에서 특수한 상황에 처할 개연

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표제 민주주의의 기본적 요소

로 자유위임원칙을 거론하면서, “자유위임원칙 하에서 국회의원은 일단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후에는 개별 유권자 혹은 집단으로서의 국민의 의

사를 그대로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양심에 기초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국가 전체이익을 추구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279)

그러나 현행 헌법상 단원제 국회의 국회의원은 법리상 국가 내지 국민

전체의 대표이면서 지역구 주민들의 의사 또는 이익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고, 또한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하는 정당의 영향력

으로부터 자유롭기도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재선(再選)을 추구하는 국회

의원으로서는 구조적으로 지역구와 정당의 개별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

으며, 이로 인해 전체국민의 이익과의 관계에서 이익충돌 상황에 직면하

게 된다.280)

특히 선거 관련 법제, 그 중에서도 국회의원의 선출과 직결되는 선거

운동에 관한 규제 법제에서는, 재선을 위해 유리한 선거운동규제를 입안

하려고 하는 입법자와 소수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자와 같이 기성 정치권

여해서 입장을 개진해야 한다거나 개진할 기회를 보장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으

로는 Alexander Meiklejohn, Political Freedom, New York: Harper & Row, 1972, p.

26.
277) 이효원(2020), 81쪽.
278)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또한 선거운동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강조하면서,

“선거권자의 입장에서는 후보자에 관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헌재 1996. 3. 28. 96헌마9 등, 판례집 8-1, 289, 305).”라고 판시한 바 있다.
279) 헌재 2020. 5. 27. 2019헌라1, 판례집 32-1하, 1, 21(직접인용도 같은 쪽).
280) 이상 이 문단의 내용은 전종익(2017a), 103-106쪽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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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대표되지 않았던 이들의 목소리가 국가의사결정에서 대변되기를 원

하는 국민 사이의 이해관계가 구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281) 국회

의원들이 자신들은 정치영역 내부에 계속 남고 외부자들은 배제하기 위

해 정치변화의 통로를 막고 있는 경우, 대표제 민주주의에는 일종의 기

능장애가 발생한다는 통찰 또한 이와 유사하다.282)

구체적으로 현행 공직선거법 에는 후보자의 경우에는 광의의 선거운

동의 일환으로 허용됨에도 일반 유권자의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 다수

의 선거 관련 정치적 의사표현을 규제하는 수단들이 발견된다. 예컨대

사전선거운동금지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은 예비후보자 제도를 마련

하여 후보자 내지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는 기간 제한을 일

정 부분 완화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59조 제1호 참조), 후보자 등은 중

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어깨띠나 표찰, 마스코트 등의 소품

을 붙이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68조 제1항 참조),

공직선거법 이 정하는 범위에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면서 자

동차나 확성장치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79조 참조).

그러나 앞서 살펴본 대로 일반 유권자들은 이와 같은 방법제한에 대한

허용 내지 완화의 효과를 누릴 수 없다. 이들은 모두 후보자 등에게만

허용된 선거운동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 볼 때에는 일반 유권자

의 선거 관련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후보자의 그것보다 더욱 강하게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283) 현행 공직선

거법 의 규제 강도는 이와는 다소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설사 우리나라의 선거운동 방법규제가 도입 당시에는284) 선거운동원을

제외한 후보자 측과 유권자 측 모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려는 취지가 있

었다고 하더라도 1987년 헌법 이후 헌법상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효력을

281) 전종익(2017a), 112-113쪽.
282) 존 하트 일리, 전원열 옮김, 민주주의와 법원의 위헌심사, 나남출판, 2006, 246쪽.
283) 일반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는 주권자로서의 유권자가 선거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위해 필수적인 계몽된 이해(enlightened understanding)를 담보하기 위한 알

권리의 전제조건이라는 속성도 갖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어 이를 지적하는 연구로는

배정훈(2016), 287쪽.
284) 이 과정에 대해서는 이 연구의 제4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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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휘하기 시작했음에도 일부 선거운동 방법규제에 대한 완화로 인한 정치

적 표현의 자유의 정상화에 따른 혜택은 주로 후보자 측만 누렸을 뿐,

유권자들은 이를 실질적으로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일정

부분 주권자인 일반 유권자와 그의 대리인(agent)이라고 할 수 있는 과거와

미래의 후보자로서의 정치적 대표 사이에 이익충돌(conflict of interest)

상황이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Ⅲ. 바람직한 유권자 선거운동 방법규제의 방향

앞서 제2절에서 선거운동의 의의 및 그에 대한 규제에 대해 살펴본 바

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접근이 주로 후보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방식으

로 선거운동을 정의하는 입장에서 바라보는 선거운동의 의미였다면, 반

대로 유권자의 입장에서 선거운동을 구성해 보는 작업 또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와 관련한 유권자의 활동은 다양할 것이라

는 점에서 이를 특정한 기준만으로 유형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285) 다만

논의의 시작점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더하여 이하에서 언급하는 것과

같이 선거운동과 선거 관련 정치적 표현행위가 - 개념적으로는 상이할지

라도 - 실제로는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할 경우, 유권자

의 입장에서 선거운동은 크게 A.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을 대상으로 지

지, 추천, 반대 등의 활동을 하는지 여부와 B. 위와 같은 활동을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과 협력하여 하는지를 둘러싸고 일응 다음 [표 4]과 같은

4개의 범주의 설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286)

285) OSCE(2020), p. 12.
286) 위 4가지 범주 설정은 OSCE(2020), pp. 12-17의 내용을 옮긴 것이고, [표 4]는

OSCE(2020), p. 12의 도표를 일부 수정한 후 번역한 것이다. 위 내용은 주로 선거비용

규제를 다루는 서구의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지만, 행위규제를

포함한 유권자 선거운동 방법규제 전반에도 유사한 분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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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유형

그러나 유권자의 선거운동을 위 [표 4]과 같이 개념적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상황에서 유권자가 선거와 관련하여 정치적

표현을 담아 활동(activity)한 것이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 여부를 가려내는

것은 그다지 용이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테면 위 [표 4]의

1번 항목의 ‘이슈 옹호’의 경우,287) 특정한 유권자의 선거 관련 정치적

표현행위가 진정한 이슈옹호(pure issue advocacy)인지, 아니면 실질적으

로는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것이지만 단지 선거운동 관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이를 숨기고 있는 거짓 이슈옹호(sham issue

advocacy)인지를 구별하는 작업은 그다지 용이하지 않다.288) 아울러 후

보자 내지는 정당과의 ‘협력’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데에도 일반적인 기준을 세우기 쉽지 않다.289) 나아가 설사 위와 같은

범주 구별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어느 유형까지를 ‘유권자의 선거운동’

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도 각국은 다양한 태도를 취하고 있

287) 이하의 ‘진정한 이슈옹호’와 ‘거짓 이슈옹호’를 구별하여 설명한 문헌으로 Feasby(2003),

pp. 13-14; OSCE(2020), p. 13.
288) 같은 취지로 OSCE(2020), p. 13.
289) 예컨대 영국에서는 ‘일반적인 계획에 의해 활동하였는지(done pursuant to a

common plan)’라는 기준을,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별도의 법인체(legal entity)를 결성

하여 후보자나 정당을 위해 활동하였는지’라는 기준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OSCE(2020), p. 15).

1.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그들과 협력하지도 않은 채

단지 특정한 선거 이슈에 대해서만 활동함(‘이슈 옹호’)

2.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을 대상으로 활동하되, 그들과 별도로 협력하지 않고

활동함

3.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후보자와는 협력하여 활동하

지만 후보자가 속한 정당과 직접 협력하지는 않음

4.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후보자 및 정당과 직접적으로

협력하여 활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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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90) 이 또한 ‘선거운동’의 개념을 - 후보자 뿐 아니라 유권자의 관점

에서 바라보더라도 - 일의적(一義的)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사정을

방증하는 대목으로 생각된다.

다만 선거의 의의 내지는 기능, 선거운동에 내재한 두 가지 가치 사이의

관계, 그리고 특히 ‘유권자’가 하는 선거운동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이 연

구의 주요 대상인 유권자의 선거운동 방법규제 가운데 행위규제는 - 해당

행위가 그 자체로서 반(反)사회성 내지는 선거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

아닌 한 - 유권자 선거운동 방법규제 가운데 비용규제를 최대한 활용해

본 후에도 선거의 기능과 선거운동의 가치가 온전히 발휘되지 못하는 경우

에 비로소 사용이 검토되어야 하는 규제수단에 해당할 것이다. 이는 특히

이 연구의 주요 대상인 선거에서의 기회균등 내지 공정을 통한 자유의

실현을 방해하지 않는 행정범으로서의 선거규제의 경우에는 더욱 명확하

게 적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제4절 연구대상 유권자 선거운동 규제

Ⅰ. 선거운동 방법규제 중 행위규제

1. 유권자의 선거 관련 표현행위 방법에 대한 규제

앞서 제2절 Ⅰ. 항목과 Ⅲ. 항목에서의 논의, 그리고 제3절 Ⅰ. Ⅱ. Ⅲ.

항목에서의 논의를 종합하여, 이 부분에서는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고 다룰

선거운동 내지는 선거 관련 정치적 의사표현행위에 대한 규제의 범위를

확정하고자 한다. 이는 선거운동 개념이 선거 관련 정치적 의사표현행위와

사실상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앞선 제2절 Ⅰ. 항목에서의 입론에 비추어

290) 가령 영국과 아일랜드의 경우, 1번 항목의 이슈 옹호 또한 제3자의 선거운동 유형

으로 간주하여 선거비용규제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고(OSCE(2020), p. 13 참조),

스웨덴의 경우에는 4번 항목의 활동을 정당의 한 조직(side organization)의 활동으로

보아 그 수입을 보고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OSCE(2020), p.

16).



- 87 -

볼 때,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일반을 모두 검토하는 것은 논의의 초점을

분산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291) 이때 위 제2절 Ⅲ. 항목에서 살펴 본

선거운동 규제유형의 분류가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선거운동 또는 선거 관련 정치적 의사표현 행위를 하는 주체로는

후보자 측이 아닌 유권자를 상정하고, 유권자의 표현행위를 제한하는 규

제유형으로 논의대상을 한정한다. 다음으로 제2절 Ⅲ. 2. 항목에서 살펴본

것처럼 선거운동의 내용에 대한 규제292)는 선거운동의 방법규제(표현 중

립적 규제)와는 기본권 제한의 양상 및 그에 대한 심사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별도로 검토하지 아니한다. 현실적으로도

이를테면 정무적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하는 형태의

‘관권선거’라든지293) 선거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선

거범죄로 규정하지 않는 경우는 드물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

연구에서의 논의대상 초점은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 규제

입법 가운데 방법규제(표현 중립적 규제)로 일차적으로 한정된다.

2. 현행 「공직선거법」상 방법규제 중 주요 행위규제

다만 선거운동에 대한 표현 중립적 규제의 종류와 구체적인 내용은 매우

다양할 수있다. 예컨대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방법규제라는 범주에

해당하는 규제 수단만도 모두 합쳐 30개가 넘는다는 분석이 있는 만큼,294)

연구 대상에 대한 선택과 집중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관련하여 일련의

선행연구들에서는 동법상 선거운동 방법규제에 대한 유형화 내지는 대표

291) 앞서 제1장 서론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현행 「공직선거법」은 제7장에서 ‘선거운동’

이라는 표제 하에 70개가 넘는 조문을 통해 선거운동과 관련한 다양한 규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 및 처벌규정은 비단 제7장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제8장 선거비용, 제16장 벌칙 등에도 산재해 있어, 실질적으로는 그 수가 더욱

많다고 볼 수 있다.
292) 예컨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동법 제250조)와 후보자비방죄(동법 제251조)를

들 수 있다.
293) 제4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금권선거 내지는 선거

부패도 관권선거와 결부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생각된다.
294) 오윤식(2016), 23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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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방법규제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앞서 제2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인쇄물, 시설물, 언론매체, 면대면, 정보통신이라는 5개의 범주를

사용한 연구,295) 인쇄물, 집회, 매체, 정보통신이라는 4개의 범주를 사용

한 연구.296) 인쇄물, 시설물, 언론매체, 면대면, 정보통신매체라는 5개의

범주를 사용한 연구,297) 대표적인 선거운동 방법 제한 유형으로 시설물, 문

서·도화, 여론조사를 포함한 정책 및 공약에 대한 비교평가, 캠페인(집회,

행렬, 서명 및 날인운동 금지) 등을 들고 있는 연구,298) 선거운동 시설에

대한 제한, 영화·문서·도화에 대한 제한, 서명·날인운동의 금지, 여론조사

의 결과 공표금지, 서신·전보 등의 금지, 후보자 비방금지, 행렬 등의 금

지, 기부행위의 금지·제한299)을 선거운동의 방법규제의 내용으로 거론하

고 있는 연구300) 등을 들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주요 선거운동 방법

규제로는 대체로 인쇄물·시설물 등 관련 제한, 집회·결사 등 인적 회합 관련

제한, 면대면 접촉 관련 제한, 언론매체나 정보통신매체 등의 활용 제한, 여론

조사 관련 제한, 기부행위 제한 금지 정도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 또한 표현행위를 위한 일종의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활용된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한 제한 규정 또한 방법규제의

한 유형으로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매체 등의 활용이나 여론조사, 기부행위에 관한 제한, 시간·공간에

대한 제한은 앞서 제2절 Ⅲ. 3. 나. 항목에서 검토한 바에 따르면 특정한

295) 김현태(2007), 151-173쪽 참조.
296) 박용상(2013), 902-910쪽 참조.
297) 박명호 외,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방법의 실효성 및 제도개선 방안 학술연구,
2012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2012, 23-31쪽 참조.

298) 김형철 외(2018), 13-16쪽 참조.
299) 강태수(2008), 21-22쪽 참조.
300)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비교법적 관점에서 선거운동의 내용과 제한을 소개

한 내용 가운데 앞서 제시한 ‘선거운동 방법규제’라는 범주에 맞는 유형만을 간추려

보면 대체로 인쇄물·시설물, 신문·방송광고 등 언론매체, 집회, 여론조사 및 출구조사,

기부행위, 인터넷, 호별방문, 매니페스토(Manifesto) 등의 범주를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각각에 유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2015),

257-38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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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방법이 이후의 표현행위를 위한 일종의 도구 내지는 수단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자체로서 직접 표현 내용과 연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

된다.301) 관련하여 특히 인터넷 공간 등에서의 온라인 선거운동 제한이

거론될 수 있고, 현재 이른바 ‘메타버스(Metaverse)’ 공간에서의 선거운동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는 등을 미루어 볼 때 관련한

세부적인 규제 수단의 설정과 관련된 논의가 앞으로 활발해질 개연성이

높다.302) 다만 헌법재판소가 2007헌마1001등 사건에서 한정위헌 결정을

선고한 이후 공직선거법 이 개정되었고, 그로 인해 현행 공직선거법

제59조 제3호에서 인터넷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과 관계없

이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적어도 2021년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온라인이라는 방법을 활용한 선거운동 제한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등장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를 감안하여 이 연구에서는 해당 내용을

상세히 논의하지는 않았음을 밝혀 둔다.

위의 논의를 종합하여 이하에서는 그 자체로서 직접 선거운동으로 표현

되는 내용을 제한하는 인쇄물·시설물 등 관련 제한, 집회·결사 등 인적 회

합 관련 제한, 면대면 접촉 관련 제한의 경우로 이 연구의 논의 대상을 한

정하고자 한다. 여기에 선거운동 기간 외의 모든 시간 동안의 선거운동을

금지함으로써 사실상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의사표현행위 그 자체를 광범위

하게 금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어303) 유권자의 선거운동행위를 사

실상 봉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사전선거운동금지를 논의대상에 포함시

키고자 한다. 이상의 제한 내용을 공직선거법 조항을 인용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 5]와 같다.304)

301) 이들 가운데 여론조사 공표행위가 별도로 논의될 여지가 있으나, 여론조사결과 공표는

조사한 사실(fact)에 대한 정리로서, 그 자체로서 가지는 표현행위라는 측면 보다는 이후

유권자가 자신의 선거 관련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과정에서 자료로서 활용되는 측면이

보다 강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체 등 활용이나 기부행위 등과 같은 범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02) 가령 메타버스 공간에서 호별방문금지가 동일하게 유효한지,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인쇄물’이나 ‘시설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전자조치로 인해 각종 메시지에 대해

On-Off 차단이 가능한 상황에서 인터넷 공간에서의 평온이라는 이념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이 추가로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03) 이 점을 지적하는 견해로 문재완(2016), 288쪽; 송석윤(2007(b)), 220-22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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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연구대상 유권자 선거운동 규제 조항( 공직선거법 )

304) 구체적인 각 조문의 현황 및 쟁점에 관해서는 이 연구의 제4장 제3절 Ⅱ. 항목의

논의 참조.

* 인쇄물·시설물 등 관련 제한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

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이하 생략)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

(補闕選擧 등에 있어서는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創黨準備委員會

와 政黨의 政綱·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候補者가 되고

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

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

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 이하 생략)

* 집회·결사 등 인적 회합 관련 제한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

① ∼ ② (※ 생략)

③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④선거기간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없다.

제105조(행렬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5명(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

우에는 후보자를 포함하여 10명)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이하 생략)

* 면대면 접촉 관련 제한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 ①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제107조(서명·날인운동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

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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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른 표현행위 규제와의 구별

앞서 Ⅰ. 항목에서의 논의는 선거운동의 자유 내지는 선거 관련 정치적

표현행위의 자유라는 특정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 내에서

이를 제한하는 유권자 선거운동 표현행위 규제의 특수성을 검토한 것이

었다. 이어서 이 항목에서는 큰 틀에서 ‘표현의 자유 및 그에 대한 규제’라는

유형으로 분류되는 여타 표현행위 규제들 - 예컨대 종교, 학문, 예술 등과

연관된 정신적 자유 행사의 일환으로서의 표현행위라든지 상업광고와 같은

경제적 목적을 위주로 한 표현행위 등 - 과 비교했을 때, 연구 대상 유권자

선거운동 행위규제가 따로 구분되는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표현행위의 주체와 객체

이 연구에서 규정한 유권자 선거운동의 주체로서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의사표현행위를 하는 이들은 (후보자 측을 제외하면) 공직선거법 에 의

해 형성된 선거권으로서 기본권행사능력을 보유한 자들 일반을 지칭한

다. 공직선거법 이 원칙적으로 일정한 연령 이상에 도달한 모든 국민들

에게 선거권을 부여함은 앞서 제3절 Ⅰ. 항목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국

민주권원리에 입각하여 볼 때 이들의 표현행위에 의한 정치적 의사형성

* 사전선거운동금지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하 생략).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① (※ 생략)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

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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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국가라는 공동체에 소속된 모든 이들이 나아가야 할 지향에 대한

주권자의 의사가 표출된다.

그렇다면 특정한 종교에 관한 표현행위라든지 일정한 분야에 관한 연구

행위와 교수행위, 그리고 사고와 감정을 창조적으로 제시하여 심미적 또는

초월적 세계를 지향하는305) 예술 관련 표현행위, 그리고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도를 가진 표현행위의 주체들의 경우에는, 스스로의 표현

행위를 통해 민주적 의사형성보다는 해당 기본권이 보호하려는 행위 그

자체의 달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선거 관련 정치적 의사표현

행위의 주체들과 구별됨을 확인할 수 있다.306) 이는 외부로 표출되는 표

현행위를 규제하는 데에는 전자보다 후자의 제한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

야 할 필요가 있음을 함축한다.

더하여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표현행위를 하는 화자(話者) 중심이

아니라 표현행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인 청자(聽者)들을 중심으로 검토

하여, 청자가 자유로운 표현을 통해 얻게 된 가치에 기초해 민주주의가

달성되는지에 초점을 두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이른바 ‘청자 중심의 표현의

자유 이론’에 입각해307) 표현행위의 객체를 살필 때, 정치적 표현의 자유

행사로서의 선거 관련 정치적 의사표현행위와 그 밖의 정신적·경제적 표현

행위와의 구별은 더욱 명확해진다. 유권자들이 선거와 관련하여 정치적

표현행위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선거를 할 수 있는 국가공동체 전(全)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 반면, 종교·학문·예술 등 정신적 영역에서의

표현행위와 상업적 목적의 표현행위는 일반적으로 개별 기본권의 보호영

305) 표현의 자유로서의 예술의 자유가 이와 같은 특수성을 가진다는 입장으로 박용상

(2002), 477쪽.
306)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는 전제에는 근본적으로 민주적 질서 형성을 위한 국가의 존

립과 발전이라는 가치가 있음을 지적하는 견해로 문재완,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

청자 중심의 표현의 자유 이론을 위한 시론 -” 세계헌법연구 제17권 제2호, 세계헌

법학회 한국학회, 2011(이하 문재완(2011)로 약칭), 102쪽.
307) 청자 중심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개략적인 소개로는 문재완(2011), 96-97쪽 참조.

아울러 당해 이론과 관련하여 특히 상업광고를 규제하는 데에는 화자와 청자의 관계

속에서 청자가 보호되는지 여부가 주된 고려사항이 된다는 견해로 조소영, “광고규제에

대한 헌법적 검토 - 상업광고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제18권 제3호, 한
국비교공법학회, 2017, 246-2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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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속한 이들이 해당 표현행위의 주된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2. 표현행위의 목적과 결과

다음으로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의사표현행위는 주권자인 국민이 후보자에

관한 각종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을 지닌다.308) 이는 원칙적으로 현실의 정치영역과 분리되어 행사된다는

점에서 각각 독자적인 보호영역을 형성하는 종교·학문·예술 등 정신적 자유

의 표현행위309)라든지 이익추구에 주안점을 두는 경제적 표현행위310)와는

일정 부분 구별되는 특성을 나타낸다.

나아가 선거 관련 정치적 의사표현행위는 그 자체로서 민주주의를 뒷받

침하는 토대로서 기능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주권행사의 결과와 직결되는

반면,311) 그 밖의 정신적·경제적 표현행위들은 이와 같은 표현행위가 직접

적으로 국가공동체의 민주적 의사형성의 기초를 형성하는 결과로 나아간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이와 같은 면모 또한 선거 관련

정치적 의사표현행위가 그 밖의 정신적·경제적 표현행위보다 두텁게 보호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308) 최희경(2010), 260쪽.
309) 박용상(2002), 460쪽, 470-471쪽.
310) 박용상(2002), 491-492쪽.
311) 최희경(2010), 2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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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유권자 선거운동과 관련된 다른 나라의 논의

제1절 비교 대상 및 범위의 확정

각국에서 선거가 가지는 의의는 해당 공동체 내지는 구성체가 지향하는

바에 따라 상이하다. 더하여 연방국가의 경우에는 국가 전체 차원의 선거

(general election)인 것인지, 아니면 연방의 구성부분에 대한 선거인 것

인지에 따른 구별이 추가로 검토될 수 있고,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에는 주권자의 대표기관으로서 상이한 경로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는(dual legitimacy) 의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의 경우가

다르게 취급될 여지가 있다.312) 또한 의회가 양원제(bicameralism)로 구성

되고 있는 경우에는, 상원과 하원의 선거 또한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될 개연성이 있다.

선거운동 또한 각국이 놓여 있는 정치적·사회적·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더하여 선거운동은 큰 틀에서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행사의 일환으로 평가되고, 특히 유권자가

하는 선거운동 내지 선거 관련 정치적 표현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 측

면이 있음은 앞서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전반을 살피기 위해서는 선거 관련 입법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표현의 자유 제한에 관한 규정들313)을 한데 모아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

312)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94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정 이전에는 대체로 국

회의원을 선출하는 법률과 대통령을 선출하는 법률,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

원을 선출하는 법률을 각각 별개로 입법화하였던 바 있다. 관련하여 1994년 이후의

‘통합’선거법이 헌법 제41조 제3항과 동법 제67조 제5항이 나누어져 규정되어 있다는

헌법의 맥락에 어긋나고 기관의 성격 및 지위가 다름에도 인위적으로 통합을 단행하

여 각 선거의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권영설(2006),

441-443쪽.
313) 다양한 인쇄물·광고에 관한 법률, 집회와 관련된 법률, 인터넷 공간과 관련된 법률,

그 밖의 제반 언론관계법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 95 -

그런데 이와 같은 비교대상의 확대는 초점을 분산시킬 우려가 있다.

이상의 측면을 감안하여 이하 이 장에서는 먼저 유권자의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가운데 특히 방법규제에 대한 부분, 그리고 방법규제 중에서

도 도구규제의 경우를 제외한 비용규제와 행위규제에 대한 비교를 중심

으로 검토의 대상을 한정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접근은 앞서 제2장에

서 검토한 바와 같이 선거운동의 규제유형 가운데 주체규제와 내용규제

는 방법규제와는 논의의 결이 상이한 측면이 있다는 점으로부터 출발한

다. 그리고 방법규제 가운데에서도 선거 관련 정치적 표현을 담지하지 않

거나 그와 직접 결부된다고 보기 어려운 형태의 도구규제(예컨대 자동차

나 확성기 등 특정한 장치 활용에 대한 규제 등)라든지, 행위규제 중에

서도 이 연구의 대상이 된 주요 행위규제와는 달리 선거운동의 목적 실

현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방법에 대한 규제(예컨대 투표 장소에서의

소요행위나 유권자에 대한 유형력 내지는 위하력 행사 등)의 경우에는

규제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희소할 것이라는 점에서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논의의 초점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비교대상 선거운동 규제는

국가를 대표하는 합의기관으로서의 대표자(의회의원)를 선출하는 선거에서의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위주로 하였다. 더하여 각국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전반을 다룬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들을 모두 검토하는 것은 지양하였

다. 이는 A. 논의대상을 한정할 필요성 및 B. 이들 규제들은 ‘선거운동’이라는

특수한 정치적 표현행위를 다루는 입법과는 다른 차원의 공익314)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제2절 비용규제 위주의 국가

314) 이를테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와는 관련 없는 이들의) 인격권, 사생활의 자유, 재

산권 등의 보호를 위한 목적을 예시로 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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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영국

1. 개관

영국은 선거의 역사가 긴 만큼 선거와 관련한 부패문제가 비교적 이른

시기에서부터 문제되었고, 특히 매수(bribery), 향응(treating), 부당한 영

향력(undue influence)의 세 가지 폐해가 거론되어 왔다.315) 따라서 선거

부패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내용의 법률이 제정되어 왔다.316)

그런데 1832년 제1차 선거법 개정의 영향으로 유권자 수가 증가하자

선거에서의 부패행위 또한 광범위하게 발견되었다.317) 특히 유권자 수의

증가는 유권자 집단을 대상으로 일반적 향응(general treats)이나 야유회

(picnics), 유희(entertainments) 등을 제공함으로써 표를 직접 매수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누리려는 조직화된 정치 집단(political associations)에

의한 집단 부패(collective corruption) 현상의 등장을 야기했다.318) 이에

영국에서는 새롭게 다양한 형태의 법률을 마련하여 이와 같은 선거 부패

에 대한 입법적 대응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315) 三枝昌幸(2016), 137쪽.
316) 이를테면 1695년 향응금지법 (Treating Act, 7 Will.Ⅲ,c.4.)은 투표를 얻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이나 식사 등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다음으로 1729년의 매수금지법 (Bribery Act, 2

Geo.Ⅱ,c.24.)은 후보자 또는 2인 이상의 선거인이 요구할 경우 선거인은 투표에 앞서

투표를 교환하여 금전이나 고용 상 이익 등을 받는 등의 매수를 당하지 않을 것을 선서

하도록 규정했다(三枝昌幸(2016), 137-138쪽 및 박영도, “영국의 선거부패 및 위법행위

방지법제”, 한국법제연구원, 1993, 4-5쪽).
317) 이를 정치를 하기 위해 기존에는 국왕이나 귀족들에게 지급되던 뇌물이 증가된 유

권자들에게 지급되었기 때문으로 지적한 문헌으로 Spencer Walpole, The Elecotrate

and the Legislature, London: Macmillan an Company, 1892(HATHI TRUST Digital

Library 웹사이트(https://babel.hathitrust.org)에서 다운로드, 최종검색일 : 2019. 10.

23.), pp. 81-82.
318) 특히 유권자 수의 증가로 인한 효과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19세기 중반 내지 후반에 발생한 이러한 현상에 초점을 맞춘 서술로는 Charles

Seymour, Electoral Reform in England and Wal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15(Open Library 웹사이트(https://openlibrary.org)에서 다운로드, 최종검색일 :

2019. 10. 23.), pp. 438-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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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년 총선거에서 대규모의 선거부패가 발견됨으로써 선거에 관련된 부패

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응이 요청되었고,319) 이에 1883년 부패

및 위법행위방지법 (Corrupt and Illegal Practices Prevention Act 1883,

이하 1883년법 과 같이 약칭함)320)이 제정되었고, 이후로 유권자와 후

보자를 포함한 선거운동 규제에 관한 다수의 입법이 나타난 바 있다.

현재 영국 하원의원 선거와 관련한 주요 법률로는 1983년 국민대표법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1983), 2000년 정당, 선거 및 국민투

표법 (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 Act 2000), 2006년

선거관리법 (Electoral Administration Act 2006), 2014년 로비, 비(非)정당

활동 및 노동조합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법률 (Transparency of Lobbying,

Non-Party Campaigning and Trade Union Administration Act 2014,

이하 2014년 로비법 과 같이 약칭) 등이 있다.321)

아울러 영국에서는 특정 지역구 단위에서 지역구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동은 ‘지역 선거운동(Local campaigns)’이라고 하여 1983년

국민대표법 제75조를 중심으로 규제하고, 해당 규제 업무는 경찰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다. 반면 전국 단위에서 정당이나 복수의 후보자들의 당선

319) 박영도(1993), 6-7쪽; 三枝昌幸(2016), 139쪽.
320) The Corrupt and Illegal Practices Preventions ACT, 1883. [46 & 47 Vict Ch. 51.].

해당 법률은 2021년 5월 현재 영국 법령 검색 웹사이트(http://www.legislation.gov.uk)에

공개되어 있지 않다. 다만 해당 법률의 내용을 소개한 당대 문헌들에서 공포된 법률

조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영국 의회 간행문을 위주로 출간하는 P.

S. King & Son에서 출간된 문헌(J. Renwick Seager, The Corrupt Practices Act,

1883, London : P. S. King&Son, Parliamentary Agency, 1883(https://archive.org/에서

다운로드, 최종검색일 : 2021. 6. 2.))의 내용을 기준으로, 그 밖에 Ernest Arthur Jelf,

The corrupt and illegal practices prevention act, 1883. 46 & 47 Vict. c. 51, London :

Sweet and Maxwell Limited, 1894의 내용을 통해 교차 검증하여 조문의 내용을 확인

하였다(다만 이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해당 법률의 성안 과정의 논의는

U.K. Parliamentary Papers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했다).
321) 이들 법률들은 모두 의회가 입법한 것(The Act of Parliament)으로 영국 일반 공법

(UK Public General Acts)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영국의 모든 지역(England,

Wales, Scotland, Northern Ireland)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적용된다(관련 설명으로

Robert Rogers, Rhodri Walters, Nicolas Besly, Tom Goldsmith, How Parliamentary

Works(8th Edition), New York: Routledge, 2019, p.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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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낙선을 위한 행동은 ‘일반 선거운동(General campaigns)’이라는 명칭

하에 2000년 정당, 선거 및 국민투표법 에서 주로 규율하고, 위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국 선거위원회(Electoral Commission, 또는 웨일즈어로는

Comisiwn Etholiadol, 이하 영국 항목에서는 UK Electoral Commission

으로 약칭)가 관련 규제를 담당하고 있다.322)

20세기 말까지 영국에서는 전자의 법률의 내용을 통하여 선거운동을

규제하였다. 그러나 1998년 유럽인권법원이 선고한 Bowman 판결323)로

인해 1983년 국민투표법이 정당과 제3자와 같은 지역구 후보자 이외의

주체가 하는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 극명하게 드

러났고, 위 판결 선고를 전후로 구성된 Neill 위원회에서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2000년 정당, 선거 및 국민투표법 이 제정되었다.324)

위 두 개의 법률들 가운데 일반 유권자325)의 선거운동의 주요 개념과

관련하여, 2000년 정당, 선거 및 국민투표법 은 동법 제85조와 부칙

(schedule) 8A를 중심으로 일반 유권자의 선거 관련 정치적 표현 및 그

에 관한 규제사항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위 법률 제85조

제2항은 ‘제3자의 지출(Controlled expenditure by third parties)’이라는

개념을 정의한다. 그에 따르면 제3자의 지출은 제3자에 의하여, 또는 제3

자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부칙 8A에 규정된 비용 및 그 밖에 일

정한 선거에서 당선을 촉진하거나 획득할(promote or procure) 목적으로

322) The Electoral Commission, Overview of non-party campaigns, p. 5.; The

Electoral Commission, Introduction for non-party campaigners, p. 4. 참조. 위 각 문

건은 영국 선거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electoralcommission.org.uk/)에서 검색하

여 다운로드한 것이다(최종검색일 : 2021. 10. 3.).
323) CASE OF BOWMAN v. THE UNITED KINGDOM(141/1996/760/961), 당해 판결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이하 2. 항목에서 후술하고자 한다.
324) 이상 이 문단의 내용은 송석윤 외(2011), 268-281쪽의 내용 가운데 일부를 요약한

것이다.
325) 앞서 이 연구의 제2장 제3절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영미권에서는

후보자와 정당이 아닌 일반 유권자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제3자(Third Parties)’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한다. 다만 비교법적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선거

관계법상 다소 생소한 표현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위 표현 대신 ‘일반 유권자’라는 단

어 또한 병행하여 사용하였음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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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된 것으로 합리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비용에 해당한다.326) 구체적

으로 동법 부칙 8A는 다음 항목들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이 제3자 지출

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정리하고 있다.327)

(1) (형태와 수단을 불문하고) 전체 유권자(the public at large)나 유권자

일부분이 이용할 수 있는 자료의 생산 또는 출판

(2) 유권자 구성원들에 대한 선거방문(Canvassing) 또는 그들의 관점이나

정보를 발견하기 위한 조사

(3) 제3자에 의해, 또는 제3자를 위해 기획된 기자회견(press conference)이

나 그 밖의 미디어 행사(event)

(4) 유권자의 관심을 획득하기 위해 일정한 장소로 사람들을 (어떠한 수단

을 통해서든지) 이동시키는 행위(transport)

(5) 유권자 집회나 그 밖의 공적 행사(event).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a) 제3자의 연례회의(conference)

(b) (북아일랜드) 1988년 대중행진법 (Public Procession)에 따른 대중행진

이나 반대집회로서, (대중행진이나 관련된 반대집회에 관한 사항이) 당해 법

률 제6조나 제7조에 따라 사전에 고지된 것

아울러 2000년 정당, 선거 및 국민투표법 제85조 제8항 a호에 따르면

‘제3자(third party)’란 일정한 선거와 관련하여 등록된 정당 이외의 모든

개인과 단체를 의미한다. 대체로 개인, 회사, 노동조합, 이익집단, 유한책임

조합(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 종교집단, 자선단체, 그 밖에 비인가

단체(unincoporated association)들이 모두 제3자에 포함된다.328)

326) 영국 법령 검색 홈페이지(https://www.legislation.gov.uk/, 최종검색일 : 2021. 10. 2.)에

해당 항목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이와 같은 문언은 2014년 로비법 제26조 제2항,

제45조 제3항 제b호에 의해 특정 정당 및 정당의 정책에 대한 지지 등을 위해 지출

된 비용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보다 상세히 개정된 것이다.
327) 이하 항목은 동법 부칙 8A 제1항 제1문의 각호를 옮긴 것이다. 한편 이하의 내용들

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구체적으로 당해 사건에 참석하는 사람들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나 장소를 대여하는 데 발생한 비용, 당해 사건과 관련한 재화나 서비스, 시설

의 제공을 위해 발생한 비용을 포함하나 개인이나 재산을 보호하는 데 발생한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한다(동법 부칙 8A 제1항 제2문, 제3문 참조).
328) Gauja 외(2015), p. 253; The Lord Hodgson of Astley Abbotts CBE, “Third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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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영국에서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마찬

가지로 건강한 민주주의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적극적인 활동이 권장되고

있다.329) 다만 선거운동에는 상당한 자금이 소요되고, 그렇기 때문에 투

명성 확보를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된다.330) 그렇기 때문에 선거와

관련한 허위사실의 유포와 같이 제3자의 선거 관련 정치적 표현행위가

그 자체로서 형사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제외하면,331) 유권자의 행위

그 자체를 규제하기 보다는 행위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을 제한하거나,

비용을 기부받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규제가 대부분이다. 앞서 분석한

틀에 입각하여 살펴본다면, 유권자의 선거운동에 대한 행위규제 보다는

협의의 도규규제 및 비용규제와 같은 형태의 규제수단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lection Campaigning -Getting the Balance Right”, Crown copyright, 2016(이하 H

odgson(2016)으로 약칭), pp. 22-23. 덧붙여 2021년 영국 선거위원회는 총선에서의 제

3자의 선거운동을 정당, 특정한 정책에 찬성하거나 찬성하지 않는 정당이나 후보자,

그리고 그 밖의 후보자의 범주에 속하는 것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을 지칭한다

고 밝히고 있다(UK Electoral Commission, “What are the rules for non-party campaig

ners?” 항목, https://www.electoralcommission.org.uk/non-party-campaigners-where

-start/what-are-rules-non-party-campaigners, 최종검색일 : 2021. 10. 3).
329) UK Electoral Commission, “Introduction for non-party campaigners”, 2021, p. 2.

아울러 Hodgson(2016), p. 17에서는 선거에서 후보자나 정당이 아닌 제3자가 정치적

논쟁에 관여하는 것을 ‘중요한 일(important work)’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330) UK Electoral Commission, “Overview of non-party campaigns”, 2021, p. 3.
331) 구체적으로 1983년 국민대표법 제10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자신의 진술이 사실이

라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고 실제로 사실이라고 믿은 경우가 아닌 한, 선거 전

이나 선거 중에 선거 후보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후보자의 개인적 특성이나

행동에 관한 사실에 대해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을 위법행위(illegal practice)라고 규

정하고 있다. 위 조항과 관련한 상세한 분석은 허순철, “영국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표현의 자유”, 공법학연구 제19권 제4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18, 44-51쪽 참조. 선거
운동에서 허위사실 공표금지와 관련한 전반적 내용에 관한 해외 연구로는 Jacob

Rowbottom, “Lies, Manipulation and Elections - Controlling False Campaign

Statements”,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 32, No. 3, 2012, pp. 507-5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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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것처럼 영국에서는 지역구 단위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과 관련한 선거운동과 전국 단위에서 정당 내지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을 구별하여 상이한 법률을 적용하고 있다. 전자의 지역

선거운동의 경우에는 1983년 국민대표법 제75조 등에 근거하여 경찰이

해당 내용을 집행하고, 후자의 일반 선거운동의 경우에는 2000년 정당,

선거 및 국민투표법 제85조 등에 따라 영국 선거위원회에서 감독한

다.332)

앞서 1. 개관 항목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이 근거규정이 양분된

배경에는 기존 영국의 (유권자의 경우를 포함한) 선거운동 규제를 규정

하던 1883년법 및 1918년, 1948년, 1949년, 1983년에 각각 규제 내용을

보완하는 형태로 개정된333) 국민대표법 (the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의 내용이 특정 지역구 의원 선거의 후보자를 중심으로 적용

되었던 사정이 존재했다.334) 위 법률들에 존재하는 선거운동 규제는 과거

후보자 개인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상황에서 비롯한 것이어서 정당과 같은

선거에서 전국 단위로 활동하는 주체들의 활동을 규제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되었던 것이었다.335) 이러한 비판은 일정 부분 전국 단위의

유권자 선거운동을 규율하는 2000년 정당, 선거 및 국민투표법 제정의

배경이 되었다.336)

다만 위 조항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 선거운동과 일반 선거운동 모두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으로 판단되는 데 사용되는 주된 표지는 일정한

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the election of a candidate)337) 또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에서의 목적 달성(electoral success)338)을 촉진하거나

332) UK Electoral Commission, “Overview of non-party campaigns”, 2021, p. 5.
333) Ewing(2003), p. 501 각주 8번.
334) 구체적으로 위 법률들에 근거한 선거운동 규제가 지역 선거운동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함을 판시한 사례로는 R. v. Tronoh Mines [1952] 1 All E.R.

697 참조.
335) 송석윤 외(2011), 269-270쪽; Ewing(2003), pp. 501-502; Robert Blackburn, The

Electoral System in Britain, New York : ST. Martin’s Press, INC., 1995, pp.

283-285.
336) 송석윤 외(2011), 281-283쪽; Ewing(2003), p. 502.
337) 1983년 국민대표법 제75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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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하는 것(promote or procure)이라는 측면에서 공통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소 상이하더라도 양자가 채택한 규제의 범주가 주로 비용규제

로 대표되는 협의의 도구규제의 형태로 나타나는 현상은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하에서 두 가지 선거운동을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규제유형을 검토한 것도 이러한 측면에서 기인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영국의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 규제 유형은 큰

틀에서 다음과 같다. 먼저 비용규제로서, 영국 하원 선거와 관련하여서는

지역 선거운동의 경우에는 700파운드,339) 일반 선거운동의 경우에는

20,000파운드340)라는 선거비용 지출 상한선(controlled expenditure)이 설정

된다.341) 이와 같은 선거비용 상한규제의 유래는 앞서 언급한 1883년법

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342) 위 법률은 당시 영국의 양대 정당이었던 자

338) 2000년 정당, 선거 및 국민투표법 제85조 제2항 b호.
339) 1983년 국민대표법 제75조 제1ZA항 및 UK Electoral Commission, “Overview of

non-party campaigns”, 2021, p. 6.
340) 20,000파운드는 England의 경우에 해당한다.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의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10,000파운드이다( 2000년 정당, 선거 및 국민투표법 제94조 제5

항; UK Electoral Commission, “Overview of non-party campaigns”, 2021, p. 9).
341) 다만 일반 선거운동의 경우 선거위원회에 등록한 제3자의 경우에는 20,000파운드를

초과한 선거운동비용을 지출할 수 있으나, 이때에도 특정한 의회 선거구당 일정 금액

이상을 지출해서는 안 된다는 제한이 적용된다는 점에서(구체적으로 2000년 정당, 선거

및 국민투표법 제94조 제5ZA항에 따르면 여기서의 일정 금액은 전체 선거운동비용

(the total of the maximum campaign expenditure - campaign expenditure는 제3자의

선거비용인 controlled expenditure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후보자 및 유권자의 선거

운동비용을 모두 포함한다) 제한의 0.05%에 해당하고, Hodgson(2016), p. 49 및 UK

Electoral Commission, “Overview of non-party campaigns”, 2021, p. 8에 따르면 그

실제 액수는 9,750파운드라고 한다. 아울러 Electoral Commission, “Overview of

non-party campaigns”, 2021, p. 9에 따르면 현재 England에는 총 533개, Scotland에

는 59개, Wales에는 40개, Northern Ireland의 경우에는 18개의 의회 선거구가 존재한

다고 한다), 여전히 지출 가능한 선거비용의 상한이 설정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등록한 제3자에게는 선거위원회에 대한 등록의무 및 기부받은 액수 및 지출한

액수에 대한 보고의무가 부과된다(UK Electoral Commission, “Overview of

non-party campaigns”, 2021, p. 9).
342) Kathryn Rix, “The Elimination of Corrupt Practices in British Elections?

Reassessing the Impact of the 1883 Corrupt Practices Act,” The English H istorical

Review, Vol. 123(CXXIII) No. 500, Oxford University Press, 2008(이하 Rix(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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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당과 보수당을 막론한 초(超)당파적인 합작품으로 여겨졌다.343)

더하여 이와 같은 비용규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규제들이

추가되어 있다. 예컨대 인쇄된 선거 선전물344)에는 선전물의 인쇄자

(printer), 선전물의 인쇄를 의뢰한 자(promoter) 및 해당 선전물이 누구를

위해 인쇄되었는지(any person on behalf of whom the material is

being published)에 관한 정보(구체적으로 해당자들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

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표시의무 조항345)이라든지, 선거비용 총액 산정을

위한346) 선거기간 규정347) 등이 이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주요 예시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선거 선전물을 게시하는 데 있어서는 내용에 대한

제한 외에 방법에 대한 제한을 다룬 별도의 법률 단계의 규정은 발견되지

p. 65. 그러나 위 문헌은 대체적으로 위 1883년 법률에서 설정한 이와 같은 선거비용

상한 규제의 효과는 큰 틀에서 볼 때 불완전하고 허점(loophole)이 있어 제한적이었다고

분석하고 있다(위 문헌, p. 97 참조. 나아가 구체적으로 위 법률 도입 이후에 시행되었던

1892년 선거 등에서 부패가 만연하였다는 지적으로 위 문헌, pp. 88-89).
343) Rix(2008), p. 72 참조.
344) 지역 선거운동을 규율하는 1983년 국민대표법 에서는 “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촉진하거나 획득하는 것을 의도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모든 선전물

(동법 제110조 제1항)”이라는 표현을, 일반 선거운동을 규율하는 2000년 정당, 선거

및 국민투표법 에서는 “일정한 선거에서 선거 승리를 지지하거나 획득하는 것을

의도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선전물(동법 제143A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위 문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둘 사이에 큰 차이는 보이지 않

는다.
345) 1983년 국민대표법 제110조 제3항; 2000년 정당, 선거 및 국민투표법 제143조

제1항 및 제2항 각각 참조. 구체적인 양자의 문언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346) 영국법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달리 별도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발견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선거운동기간 규정은 선거에 사용된 선거비용 액수의

총합을 산정하는 데 활용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347) 후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 지역 선거운동의 경우, 의회 해산으로부터 다음 총선의

실시는 25일이라는 기간 내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1983년 국민대

표법 부칙 제1조; 2011년 의회 임기 고정법 (Fixed-Term Parliament Act 2011) 제

3조 제1항), 선거운동 또한 위 기간 내에 진행되고 비용계산 또한 위 기간 동안 진행

되어야 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한편 일반 선거운동의 경우, 선거비용상한은 총선 선

거일 전 365일 전부터 계산된다고 규정되어 있어( 2000년 정당, 선거 및 국민투표법

부칙 제10조 제3항 a호), 위 기간이 비용규제가 적용되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OSCE(2019),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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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광고물 규제와 관련하여 영국의 각 구성 부분들이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행정입법(Statutory Instrument)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 및 지방

개발규정 (Town and Country Planning(Control of Advertisement))이

있으나, 이는 도시계획 일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선거 선

전물만을 대상으로 한 법규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

된다. 오히려 일정한 선거 관련 우편물을 무료로 발송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규정된 1983년 국민대표법 제91조가 눈에 띈다.348) 집회·결사와 같은

유권자 간의 인적 회합 내지는 후보자와 유권자, 또는 유권자 간의 면대면

접촉을 직접 막는 선거 관계 법률상의 조항 또한 드러나지 않는다.349)

이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영국에서는 일반 유권자의 선

거운동과 관련하여 지역 선거운동과 일반 선거운동을 구별하여 상이한

규제의 근거를 구비하고 있다. 그러나 그 주된 내용은 후보자나 정당의

당선이나 지지 또는 낙선이나 반대350)를 위하여 사용되는 비용의 총액을

348) 다만 방송(Broadcasting)의 경우에는 일정한 제한이 가해지고 있고( 1983년 국민대

표법 제92조 및 동법 제93조 참조), 유료 광고물에 대한 규제를 규정한 별도의 개별

법이 존재하나(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 (Communication Act 2003) 제319조 제2항

g호, 제321조 제2항 참조), 이는 결국 특정한 종류의 비용규제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위 커뮤니케이션법에 따른 유료 광고물 규제와 관련하여, 유럽인권법원은

방송 외에 인쇄매체나 SNS를 포함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다거나 시위, 포스터, 전단

지(flyers) 등 비(非) 방송매체(non-broadcasting media)가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전적으로, 또는 주로(wholly or mainly)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거액의 돈(large some

of money)의 영향을 받는 유료 광고물에 대한 규제는 유럽인권협약 제10조상의 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Case of Animal Defenders International v.

The United Kingdom (Application no. 48876/08) 2013, paragraph 119-125번, 해당 사

안에서는 구체적으로 동물보호단체의 영장류(primate) 보호를 위한 광고가 문제되었

다). 그러나 이같은 판시는 유럽인권법원도 매체를 활용한 표현행위방법을 규제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해석할 여지를 제공한다.
349) 굳이 관련한 규제를 찾자면, 야간의 과도한 소음을 규제하는 1996년 소음법

(Noise Act 1996)의 내용을 들 수 있을 것이다.
350) 낙선과 반대 또한 비용규제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시한 판시로는 DPP v Luft

[1976] UKHL 4 (1976. 5. 26.) 1-7쪽 참조(해당 판례는 영국-아일랜드 법정보 연구소

(British and Irish Legal Information Institute, https://www.bailii.org/)와 Ian

Loveland, Constitutional Law, Administrative Law and Human Rights 8e: Online

Casebook(https://learninglink.oup.com/static/5c0e79ef50eddf00160f35ad/casebook_6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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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비용규제), 해당 행위 자체를 규제

하고자 하는 내용의 행위규제는 - 실질적으로 비용규제로서의 성격이

강한 유료방송광고라든지, 비용규제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성명

등 명시 의무 규정 등을 제외하면 - 발견되지 않는다. 2021년 영국 선거

위원회에서 발간한 선거운동 실무지침서들에서, 일반 유권자로서의 비

(非) 정당 구성원의 선거운동에 관한 제한은 비용규제에 초점을 두어 서술

하고 있다는 점351) 또한 이러한 사정을 일정 부분 방증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영국의 실무에서는 특히 일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비용규제가

적용되어야 하는 선거 관련 정치적 의사표현인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

준으로 목적 테스트(purpose test)와 공개 테스트(public test)라는 두 가

지 기준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352) 전자의 경우, 유권자가 투표

하거나 반대하는 데 영향을 줄 것을 의도한 행위이었는지를 평가하는 것

으로서, 정당들 내지는 각 정당들의 주요 정책 비교와 같은 행위도 목적

테스트를 충족한다. 이때는 말투(tone), 맥락과 시점(Context and timing),

행동을 요구했는지 여부(Call to action), 합리적인 사람의 판단(How a

reasonable person would see your activity)이 세부적인 판단요소로 등

에서 원문을 확인하였고(각각 최종검색일은 2021. 11. 30.), 판례의 쪽 표시는 전자에

기재된 바에 따랐다). 당해 사안에서 피고인들은 극우파인 국민전선(National Front)에

대해 반대하는 선전물(pamphlets)을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사건 당시 유효하던 1949

년 국민대표법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상원

(the House of Lords)의 재판부는 선거구에 두 명 이상의 후보자가 있을 경우,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설득하는 행위는 비록 그 효과가 어떠한 다른 후보에게 영향을 미칠

지는 명확하지 않더라도 다른 후보자들의 당선 전망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를 준다는

점을 들어(위 판결, 5쪽 참조) 이같이 판시하였다(당해 판결이 표현의 자유를 전반적

으로 부인하고, 영국 선거법의 공정경쟁의 가치를 옹호했다고 평가하는 견해로

Ewing(2003), pp. 504-505).
351) 예컨대 UK Electoral Commission, “Overview of non-party campaigns”, 2021은 개

별 선거운동별 선거비용 규제와 규제가 적용되는 기간, 일정 금액 이상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등록의무에 관한 내용들 위주로 서술되어 있다(위 자료, pp.

6-11).
352) 이하 이 문단에서 서술한 내용은 UK Electoral Commission, “Overview of regulated

non-party campaigning”, 2021, pp. 4-8; OSCE(2020), p. 28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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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다. 후자의 경우, 해당 행위가 공개적으로 공중(public)이 보고, 듣고,

참여시키는 것이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예컨대 조직 내부의 구성원

들에 대한 행위였다면 공개 테스트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서 애초에 비

용규제의 대상이 되는 선거운동이라고 평가받지 못하게 된다.

종합하면, 영국의 유권자 선거운동 규제는 선거부패 방지 및 후보자간

기회균등 실현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방법규제와 관련하여서는 비용규제와

도구규제가 명시되었을 뿐 명시적인 행위규제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는

기본적으로 행위규제는 유권자의 선거 관련 정치적 의사표현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유권자가 선거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 근거한 것이었다.353)

이와 같이 영국의 선거운동 규제입법의 도입 및 전개의 취지를 뚜렷하

게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는 판결로는 1952년 R v Tronoh Mines and

Others(이하 Tronoh 판결로 약칭)354)을 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

판결에서 Tronoh 광산 회사 측은 당시 영국 노동당의 재정정책을 사회주

의적인 것으로서, 향후 총선에서 파산한 복지국가로의 전락을 막기 위한

새로운 정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광고를 “The Times”에 게재하였는데,

이로 인해 유권자의 선거운동에 설정된 비용규제의 한도를 초과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판결에서는 앞서 논의에서 지적된 바와 같

은 유권자 선거운동의 총액 규제는, 그 조문을 해석해 볼 때, 특정 선거

구에서 특정 후보자의 견해를 지지하는 것에 한정하여 적용될 뿐, 특정

정당의 견해를 지지하는 전국 단위의 신문광고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Tronoh 판결을 통해 비용규제의 적용 또한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측면을 보여주는 영국 사법부의 기본 입장을 읽을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해 유권자 선거운동에 대한 비용규제가 특정 선거구의 특정 후보

353) 이상 이 문단의 내용은 배정훈(2020), 114-115쪽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다.
354) R v Tronoh Mines and Others [1952] 1 All ER 697; 35 Cr App Rep 196. 이하

판결의 내용은 Constitutional Law, Administrative Law and Human Rights 8e: Online

Casebook, Oxford University Press(https://learninglink.oup.com/static/5c0e79ef50eddf0

0160f35ad/casebook_63.htm)에서 확인한 것이다(최종검색일 : 2021.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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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대한 것으로 제한됨에 따라 정당 등은 자신들이 속한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위해 문서 등을 발행하는 데 비용규제를 받지 않게 되었고,355)

유권자 또한 특정 정당에 대한 정책을 표명하고자 매스미디어를 활용하는

데 아무런 제한없이 비용을 활용할 수 있었다.356) 이는 20세기 후반에 영국

선거법을 ‘낡은(outdated)’ 것으로 평가받는 현상을 초래했다.357) 아울러

제한되는 비용의 총액이 어느 정도까지 적정한지를 두고도 논쟁을 야기

하였다.

이로 인해 1998년 유럽인권법원에서 당시 총액규제 액수였던 5파운드

가 실질적으로 유권자의 선거운동을 침해한다는 판결이 선고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Bowman v. United Kingdom 판결358)이 그 사례이다. 해당 사

안에서 청구인 Phyllis Bowman은 낙태와 인간배아 실험을 반대하는 단

체의 대표로, 1992년 의회선거 직전에 낙태와 관련 이슈에 후보자들의

견해가 담긴 전단지(leaflet)를 영국 전역에 약 150만 장 배포하였는데,

이로 인해 5파운드라는 총액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359)

이에 대해 유럽인권법원은 Bowman은 특정한 후보자나 특정 지역구에

선거와 관련한 특정한 입장을 증진하거나 해칠 것을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언론이나 정당에게는 가해지지 않은 제한이 부과된 것은 후보자 사이의

평등을 보장한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민주적인 사회에서 필요한

(Necessary in an democratic society)’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전적인

‘장애물(total barrier)’에 해당한다고 보아 14:6의 재판관 의견으로 영국의

유권자 선거운동 비용규제가 유럽인권협약 제10조를 위반하였다고 판시

하였다. 이는 유럽인권법원의 판단이었으나, 이후 영국의 유권자 선거운동

355) 이러한 측면을 지적하는 문헌으로 송석윤 외(2011), 270쪽; Robert Blackburn, The

Electoral System in Britain, New York : ST. Martin’s Press, INC., 1995, p. 284;

三枝昌幸(2016), 184쪽.
356) Jacob Rowbottom, “The Regulation of Third Party Campaigning in UK Elections”,

The Political Quarterly, Vol. 91, No. 4, 2020(이하 Rowbottom(2020)), p. 724.
357) Rowbottom(2020), p. 724.
358) CASE OF BOWMAN v. THE UNITED KINGDOM(141/1996/760/961), http://hudoc.

echr.coe.int/eng?i=001-58134에서 확인(최종검색일 : 2021. 6. 20.)
359) 이상 당해 판결의 내용은 http://hudoc.echr.coe.int/eng?i=001-58134에서 다운로드(최종

검색일 : 2021. 6. 20.)한 내용에 근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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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법의 비용규제가 기존의 총액 5파운드에서 현재의 총액 700파운드로

변화하게 되는 시발점이 되었다.360)

Ⅱ. 캐나다

1. 개관

캐나다에서는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캐나다 선거법

(Canada Election Act)에서 규율하고 있다. 캐나다에서 선거운동, 구체

적으로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규제하려는 최초의 시도는 19세기

후반부터 있었다. 당시 캐나다 연합자치령(Canada confederation) 여당

이 정부와의 계약에 긴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개인에게서 선거

운동자금을 수수한 사정이 발각된 이른바 1873년 태평양 스캔들(1873

Pacific scandal)361) 이후, 1874년 자치령선거법 (Dominion Election Act

of 1874)이 통과되어 후보자가 선거운동 비용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책임

지도록 하는 선거사무자(agent)를 채용해야 하는 체제가 갖추어졌다.362)

그러나 당시 성립된 선거운동 비용규제 및 그 이후로 추가된 규제들은

선거 후보자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서 선거에 있어서 제3자인 일반 유권

자나 단체가 선거운동 비용을 모금하거나 지출하는 데 별도로 통제를 가

하지 않았다.363)

이후 선거자금을 둘러싸고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스캔들을 막기 위해

다수의 새로운 법률안들이 통과되었지만,364) 이러한 규제들은 제3자의

360) Rowbottom(2020), p. 724.
361) 구체적으로 당시 수상(The First Prime Minister)이었던 Sir John A. Macdonald는

자신의 선거운동자금을 철도 사업가인 Sharon Sutherland에게 지원받았던 것으로 알

려져 있다(Allison R. Quinn, “National Campaign Finance Laws in Canad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Suffolk Transnational Law Review Vol. 20, No. 1, 1996

[이하 Quinn(1996)으로 약칭], p. 197 각주 14번).
362) Quinn(1996), pp. 196-197 참조.
363) Andrew C. Geddis, “Democratic Visions and Third-Party Independent

Expenditure - A Comparative View”, Tulane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Vol. 9, 2001(이하 Geddis(2001)과 같이 약칭), p. 8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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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지출을 통제하지 않았다.365) 그러던 가운데 후보자와 정당을

포함하여 처음으로 제3자가 하는 선거운동에 대한 비용규제를 도입했던

것은 1974년 캐나다 선거법 (1974 Canada Election Act)이었다.366) 위

1974년 캐나다 선거법 은 현행 캐나다 선거운동 규제입법의 모태가

된 2000년 캐나다 선거법 (Canada Elections Act of 2000)의 기원이

되었다.367)

2000년 캐나다 선거법 은 캐나다 연방과 주 법원에서 표현의 자유 침

해라는 이유로 1974년 캐나다 선거법 의 선거운동 비용규제 가운데 상

당수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이에 대해 캐나다의 연방과 주 법원에서

1982년 채택된 캐나다 헌장(the Charter) 에 따라 - 언제나 그러했던

것은 아니지만 - 위헌 취지의 판결들이 선고되어 규제의 부재 상태가

발생한 것에 대한 대응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368) 구체적으로 제3자의

선거비용규제와 관련하여. 2000년 캐나다 선거법 은 전국단위의 선거에

서 제3자가 150,000 캐나다 달러 이상의 비용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364) 1974년 이전의 선거운동 비용규제와 관련한 법률들의 변천에 관해서는 Quinn(1996),

pp. 197-199 참조.
365) Geddis(2001), p. 85.
366) Geddis(2001), p. 85. 구체적으로 1974년 캐나다 선거법 은 후보자와 정당의 지출제

한, 등록된 정당의 지출공개 및 정부의 후보자의 선거비용 일부 지원이라는 내용과

함께 선거 후보자에게 개인, 기업, 영리단체(commercial organization), 정부, 노동조

합 등이 제공하는 자금의 총량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Quinn(1996), pp.

199-200). 이 시기 캐나다 선거법 이 개정되었던 주된 원인은 지속된 캐나다에서

의 정치적 스캔들 및 미국의 Watergate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Quinn(1996), p.

199).
367) Geddis(2001), p. 85. 그에 따르면 해당 법률은 2000년 개정된 이후로 수시로 개정

되었지만 선거운동 규제입법 관련 큰 틀은 1974년 캐나다 선거법 에서 비롯한 것으

로 평가된다고 한다. 반면에 현행 캐나다 선거운동 규제입법은 완전히

(overwhelmingly) 2000년 캐나다 선거법 의 소산이라고 보는 입장으로는 Andrea

Lawlor, Erin Crandal, “Policy versus practice - Third party behaviour in Canadian

elections”, Public Policy and Administration Vol. 33(3), 2018(이하 Lawlor(2018)), p.

336.
368) 2000년 캐나다 선거법 제정 이전까지 캐나다 연방대법원과 Alberta 주 항소법원

등에서 문제되었던 제3자 선거운동 비용규제에 관한 사건들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

으로는 Geddis(2001), pp. 87-99; Lawlor 외(2011), pp. 511-513 각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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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데 3,000 캐나다 달러 이상을 지

출하지 못하게 하며, 나아가 500 캐나다 달러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캐나다 선거위원회(Elections Canada)에 등록해야 하는 등

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369) 동법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캐나다 선거운동

규제의 원형으로 평가받고 있다.370)

2. 주요 내용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캐나다 선거운동 규제는 2000년

캐나다 선거법 을 중심으로 2018년 동법이 개정된 내용을 기본으로 한다

(이하 양자를 묶어 캐나다 선거법 으로 지칭한다).371) 해당 선거법의 내

용 가운데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에 관한 규제를 다루는 내용은 대체로

비용규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동법 제17편(Part 17)은

제3자의 광고, 제3자의 활동 및 선거 여론조사(Third Party Advertising,

Partisan Activities and Elections Surveys)라는 표제372) 하에 다수의 조문

들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캐나다 선거법 373)은 제3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동법 제349

조).374)

369) Geddis(2001), pp. 100-101; Andrea Lawlor, Erin Crandall, “Comparing third

party policy frameworks: Regulating third party electoral finance in Canada and

the United Kingdom”, Public Policy and Administration, Vol. 33, No. 3, 2018, p.

336.
370) 허석재, “2018년 캐나다 「선거현대화법」 제정의 내용과 의의”, 외국 입법 동향과

분석 제29호, 국회입법조사처, 2020(이하 허석재(2020)으로 약칭), 7쪽.
371) 2018년 캐나다 선거법 개정은 기존의 캐나다 선거법제에서 비판이 제기된 조항들

을 정비하고, 정치참여 및 선거관리와 관련한 새로운 조치들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

다고 한다. 구체적인 개정 과정에 관한 요약으로는 허석재(2020), 3-4쪽.
372) 2018년 캐나다 선거법 개정 이전에는 표제의 명칭이 제3자의 선거광고(Third

Party Election Advertising)였으나 동법 개정으로 표제가 바뀌고 세부적인 내용이

추가되었다.
373) 「Canada Elections Act (S.C. 2000, c. 9, 2021. 6. 29. 개정), (https://laws-lois.

justice.gc.ca/eng/acts/E-2.01/FullText.html에서 검색함, 최종검색일 :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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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란 다음과 같은 사람이나 집단을 지칭한다.

(a) 제3자에 의한 외국 기금의 사용 금지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람이나

집단이 아닌 자들

(i) 선거기간의 경우, 후보자, 등록 정당 또는 등록 정당의 선거구 단

체

(ii) 선거기간이 아닌 경우, (A) 등록 정당, 정당의 자격을 가진 단체

(eligible party), 또는 등록된 단체, (B) 동법 제2조 제1항 (a), (b), (d)에 규

정된 의미에서의 잠재적 후보자(potential candidate)375), (C) 경선 후보자

(nomination contestant)

(a.1) 제3자 활동, 제3자 광고, 선거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선거기간 이전의

경우, 다음의 사람이나 집단이 아닌 자들

(i) 등록 정당, 정당의 자격을 가진 단체 또는 등록된 단체

(ii) 동법 제2조 제1항의 (a), (b), (d)에 규정된 의미에 의한 잠재적 후

보자

(iii) 경선 후보자

(b) 제3자 활동, 제3자 광고, 선거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선거기간의

경우, 후보자, 등록 정당 또는 등록 정당의 선거구 단체가 아닌 사람이나

집단

이어서 동법은 선거에서의 광고(advertising, 동법 제349.01조 (1))와

제3자의 활동(partisan activity, 동법 제349조)에 대해 각각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374) 한편 동법 제348.01조는 특히 전화를 통한 유권자와의 접촉에 관한 규정에 관하여

제3자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다. 위 경우의 제3자란 등록정당, 등록된 단체, 후

보자 또는 경선후보자를 제외한 사람이나 집단을 의미한다.
375) 동법 제2조 (1) 이 조의 내용은 이 법의 정의에 적용된다.

잠재적 후보자란 선거 후보자로 지명되었으나 제71조 제1항(후보자 접수 결과 통지 -

연구자 주)에 의해 확정되지는 못한 자이지만, (a) 경선에서 선발되었거나, (b) 제477

조(후보자 간주에 관한 규정 - 연구자 주)에 따라 후보자로 간주되거나 (c) 의회가 해

산된 경우, 해산 전날 의원이었거나 (d) 특정 정당의 후보자로서, 해당 정당의 지지를

받은 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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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advertising)란 등록정당, 정당의 자격을 가진 단체, 잠재적 후보자,

경선 후보자, 등록정당이나 정당의 자격을 가진 단체의 후보자 또는 지도자의

당선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광고 메시지를 어떠한 수단을 이용해서든 전달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otherwise than) 이러한 정당이나 개인과 연관된

이슈에 대한 특정 입장을 취하여 대중에게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하지 않는다.

(a) 대중에게 사설, 논평, 연설, 인터뷰, 칼럼, 편지, 비평 또는 뉴스를 전달

하는 것

(b) 당해 선거와 관계없이 대중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정된 책자를 통

상적인 거래가격에 따라 배부하거나 판매를 촉진하는 것

(c) 상원이나 하원이 지불한 비용으로 만들어진 문건을 상원의원이나 하

원 의원에게 전달하는 것

(d) 경우에 따라(as the case may be) 어떤 사람(단체 구성원을 의미 :

연구자 주)이나 단체가 해당 구성원, 종업원 또는 주주에게로 직접 문서를

전달하는 것

(e) 비영리적인 인터넷에 근거하여,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개인들에게

전달하는 것

(f) 오직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전화를 거는 것

제3자의 활동이란 제3자 - 주법(Act of a province)에 따라 등록된 정당

이외의 개인이나 집단 - 에 의해 실행되는 호별방문, 유권자에 대한 전화,

시위 조직(organizing rallies) 등을 포함한 활동으로서, 등록정당, 정당의 자

격을 가진 단체, 잠재적 후보자, 경선 후보자, 등록정당이나 정당의 자격을

가진 단체의 후보자 또는 지도자의 당선을 지지하거나 반대한다거나 아니면

(otherwise than) 이러한 정당이나 개인과 연관된 이슈에 대한 특정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이는 (제3자에 의하지 않는 - 연구자 주) 광고, 제3자에 의

한 광고 또는 모금 활동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계속해서 캐나다 선거법 은 제17편 제0.1장에서 제3자의 외국 모금 사용

금지를, 동편 제1장에서 선거기간 이전의 제3자 활동, 제3자 광고, 여론

조사를, 동편 제2장에서 선거기간 동안의 제3자 활동, 제3자 광고, 여론

조사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별은 2018년 동법 개정 이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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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선거운동 기간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일반 유권자로서의 제3자의

선거운동을 규제했던 것과는 다소 구별된다. 다만 양자는 이른바 잠재적

후보자(potential candidate)376)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한 일부의 차이

외에는 큰 틀에서 동일한 차원의 선거운동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이는 큰

틀에서 선거비용 상한 설정,377) 선거비용 상한 규제 회피(circumventing)

금지, 정당이나 등록된 개인들과의 공모(collusion)378) 금지, 제3자 광고에서

의 성명(name)과 전화번호에 대한 표시 의무, 총합 500 캐나다 달러 이

상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등록 의무,379) 회계책임자 내지는 회계감사 임명

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들 내용에서는 특정한 선거운동 행위가

제한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규제의 구체적인 양태는 - 성명 표시 의무

라든지 그 밖에 선거의 본질 자체를 훼손하는 형태의 행위380)를 제외하면 -

비용규제에 해당할 뿐, 행위규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381)

376) 잠재적 후보자의 개념에 관하여는 앞의 각주 참조.
377) 상한액은 각각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700,000 캐나다 달러(동법 제349.1조 (1)), 선

거운동 기간 중에는 350,000 캐나다 달러(동법 제350조 (1))이다. 다만 한 연구에 의

하면 2000년부터 2010년 이전까지 캐나다의 연방 차원에서 시행된 총선거 4회에서

100,000 캐나다 달러 이상을 소비한 제3자는 총 8개에 불과했다고 한다(Feasby(2010),

p. 100).
378) 한편 여기서의 ‘공모’라는 행위가 규제 유형으로 적절하지 않을 수 있고, 공모의 법

적 기준 설정이 쉽지 않으며, 강제가능성(enforceablity)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해당 개념을 미국의 제3자 선거운동 비용규제에서 사용되는 조정 지출

(coordinated expenditure)과 독립 지출(independent expenditure)의 구별 방법을 활용

하여 보다 기준을 세우는 데 용이한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으로

Michael Pal, “Third party political participation and anti-collusion rules”, Canadian

Public Administration, Vol. 61, No. 2, 2018, pp. 297-298.
379) 2019년 연방선거에서는 총 147개의 제3자가 등록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한다

(OSCE(2020), p. 25. 각주 86번).
380) 예컨대 선거일에 확성기 사용 금지(동법 제165조), 투표소에서 상징물 등을 게재하

거나 전시, 착용하는 행위 금지(동법 제166조 (a), (b) 참조)를 들 수 있다.
381) 한편 성명 등 표시의무와 관련하여, 관련하여 성낙인, 선거법론, 법문사, 1998,
267-268쪽에서는 “선거운동은 그 자유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 문서·도화 등의 반

포를 제한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

도 일본을 제외한 국가에서 이를 엄격히 제한하는 법제는 찾아 보기 어렵다. 다만 불

법적인 마타도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출처를 분명히 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기

술하고 있다. 성명표시와 관련하여 이러한 측면에 주목한다면 이는 선거의 본질을 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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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법원의 주요 판례들에서 나타나는 선거운동규제 또한 비용규제에

대한 것을 바탕으로 한다. 과거 캐나다 법원에서는 1974년 캐나다 선거법

에서 선거비용상한 규제를 설정할 당시에는 그에 대한 사법심사를 적극

적으로 수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382) 그러나 1982년 상위법으로

서의 캐나다 헌장 (Charter)이 효력을 갖게 된 이후로 선거운동 비용규제

와 관련한 사법부의 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383) 당시 Alberta 주

항소법원은 1984년 National Citizens' Coalition Inc. v. Canada 판결을

통해 1974년 캐나다 선거법 상의 제3자의 선거비용 상한 규제가 헌장 제2

조 (b)에서 규정한 표현의 자유에 반한다고 판시하였고,384) 이와 같은 취

지는 1996년 Somerville v. Canada 판결에서도 대체로 유사하게 유지되었

다.385) 위 판결들은 Alberta 주에서만 유효했지만, 판결 이후 캐나다 선

거위원회는 캐나다 전역에서 제3자 선거운동 비용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386) 이로 인해 사실상 1984년과

1997년 사이에는 정부가 도입하고자 하였던 제3자가 사용하는 선거비용

상한규제가 사법부의 판결에 의해 사실상 좌절되었다.387)

손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비용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일 뿐, 그 자체로

행위규제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론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82) Geddis(2001), p. 86.
383) Geddis(2001), p. 86.
384) National Citizens' Coalition Inc. v. Canada (Attorney General), 1984 CanLII 1181

(AB QB), 특히 방주 53번 내지 57번(https://www.canlii.org/en/ab/abqb/doc/1984/1984

canlii1181/1984canlii1181.html?resultIndex=1에서 검색, 최종검색일 : 2021. 10. 30.). 위

판결을 전후로 전개된 사실관계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Geddis(2011), pp. 87-90

참조.
385) Canada (Attorney General) v. Somerville, 1996 ABCA 217 (CanLII)(https://

www.canlii.org/en/ab/abca/doc/1996/1996abca217/1996abca217.html?resultIndex=1,

최종검색일 : 2021. 10. 30.)(해당 판결의 결론은 방주 98번 내지 100번에 기재되어

있음) 참조. 한편 위 판결을 전후로 전개된 사실관계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Geddis(2011), pp. 90-92. 참조. 더하여 위 두 판결의 내용을 요약한 자료로는 캐

나다 선거위원회, Advancing Fairness, Transparency and Integrity, 1982-2020

(https://www.elections.ca/content.aspx?section=res&dir=his/chap4&document=ind

ex&lang=e, 최종검색일 : 2021. 10. 30.) 및 Lawlor 외(2011), pp. 511-512의 내용

참조.
386) Lawlor 외(2011), p.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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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후 캐나다 대법원은 (엄밀하게는 국민투표와 관련된 사안이

기는 했지만) 1997년 Libman v. Quebec 판결에서 법률의 목적 및 비례성

(Proportionality)을 감안하여 살펴볼 때, 선거에서 공정성이 요구된다는

것은 헌법으로부터 도출된다는 점, 일반 유권자나 단체가 후보자와 정당

과 동일하게 선거비용 관련 법률이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는 점 등을

들어 Quebec 주의 항소를 허용하였다.388) 아울러 이후 2004년 Harper v.

Canada 판결에서,389) 캐나다 연방대법원은 제3자 선거운동 비용규제는 선거

참여자들의 평등한 참여를 통한 공정한 선거 구현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 사이의 비례성 심사를 통한 형량을 거쳐 정당화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정리하였다.390) 위 Harper 판결의 취지는 캐나다에서 이후로도 계속 유지

되어 모든 선거에서 선거운동 비용규제가 적용되고 있다.391)

387) Lawlor 외(2018), p. 248. 다만 위 문헌은 1998년까지 제3자는 4,700,000 캐나다 달러

정도만 광고에 지출한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연방 선거에 주요한 행위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388) Libman v. Quebec (Attorney General), [1997] 3 S.C.R. 569, SUPREME COURT

OF CANADA(https://scc-csc.lexum.com/scc-csc/scc-csc/en/item/1551/index.do에서

검색하였음(최종검색일 : 2021. 10. 30)). 구체적인 헌법적 논증 및 결론은 해당 판결

문 방주 26번 이하 참조. 위 판결을 전후로 전개된 사실관계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

용은 Geddis(2011), pp. 92-95 참조.
389) Harper v. Canada (Attorney General), [2004] 1 S.C.R. 827, 2004 SCC 33, 해당 판

결 내용은 SUPREME COURT OF CANADA(https://scc-csc.lexum.com/scc-csc/scc

-csc/en/item/2146/index.do, 최종검색일 : 2021. 10. 30.)에서 검색하였다.
390) 구체적으로 위 Harper v. Canada 판결에서 캐나다 연방대법원은 제한의 중요성(판결

방주 10번 내지 21번), 법의 목적(억압적이고 실질적인지, 판결 방주 22번 내지 27번),

비례성([수단의] 합리적 연결, 최소한의 제한, [광의의] 비례성, 판결 방주 28번 내지 4

4번)을 차례로 심사하여 제3자의 선거운동 비용규제가 유권자들의 의견이 균등하지

않게 표현되는 것을 막아 그들이 유의미하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기능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위 판결의 함의를 제시한 자료로 캐나다 선거위원회, Advancing Fairness,

Transparency and Integrity, 1982-2020(https://www.elections.ca/content.aspx?section=

res&dir=his/chap4&document=index&lang=e, 최종검색일 : 2021. 10. 30.) 및 Karl-

Heinz Nassmacher, “The Established Anglophone Democracies”, Election Campaigns

(2014), pp. 257-258; 임성희, “미국의 선거자금규제 판례와 표현의 자유 - 역사적

배경과 판례를 중심으로”, 법조 통권 제178호, 법조협회, 2016(이하 임성희(2016)로

약칭), 54-55쪽(해당 문헌의 각주 48번) 참조.
391) Lawlor(2018), p.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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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호주

1. 개관

호주는 연방선거에서 유권자에게 투표 참여를 강제하는 강제투표

(compulsory voting)를 채택하고, 연방하원 선거에서 선호투표(alternative

voting)를 도입하는 등 다른 입헌민주주의 국가들과는 일정 부분 구별되는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392)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의 선거제

도는 대체로 영국식 다수대표제의 범주를 벗어나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393) 유권자의 선거운동을 둘러싼 규제의 내용 또한 선거운동

비용규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앞서 살펴 본 영국 및

캐나다와 유사하다. 다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호주에서는 (등록의무를

이행할 경우) 선거운동 비용규제와 관련하여 선거에 인접한 시점에서의

비용지출 총액에 대한 규제를 채택하지 않고 일정 금액 이상의 기부나 소

비에 대한 공개 규정만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는 상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394)

종래 호주 정치에 대한 연구에서는 선거의 능동적 행위자로서의 후보

자나 정당이 아닌 제3자에 대한 분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이는 기존 연구들이 주로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정당의 활동에 주로 초

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이었다.395) 그러나 19세기 중반에 호주에 민주적

책임을 지는(responsible)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제3자의 선거운동은 호주

정치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했다고 알려져 있다.396) 특히 제2차 세계대전

392) 김광수(1997), 206-207쪽; 장훈 편저, 호주의 정당정치와 선거제도, 지구문화사,
2000(이하 장훈(2000)과 같이 약칭), 130-135쪽. 한편 호주 선거제도의 전반적 특징을

개관한 국내문헌으로 김광수(1997), 206-217쪽; 장훈(2000), 130-143쪽 참조.
393) 김광수(1997), 206-207쪽.
394) Gramem Orr, Anika Gauja, “Third-Party Campaigning and Issue-Advertising in

Australia”, Australian Journal of Politics and H istory, Vol. 60, No. 1, 2014(이하

Orr 외(2014)로 약칭), p. 76.
395) Orr 외(2014), p. 74.
396) Orr 외(2014), p.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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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947년부터 1949년까지 노동당의 은행 국유화 정책에 대한 은행과

보수단체, 기업집단이 벌인 광고활동과 1970년대의 국민건강보험, 2005년

부터 2007년까지의 노동관계 문제 및 2010년 광업세(Mining Tax)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3자의 선거 관련 정치 광고 캠페인이 이슈화되었다.397)

이와 같은 제3자의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는 1918년 제정되고 2021년

개정된 연방선거법 (Commonwealth Electoral Act, 이하 호주 연방선거법

으로 약칭)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398)

2. 주요 내용

호주 연방선거법 제287조 제1항은 제3자(Third party)를 (정치 조직체

(political entity)399)나 상원 내지 하원의 구성원을 제외한) 개인이나 조

직체로, 동법 제287F조에 따라 정치적 활동가(a political campaigner)로

등록할 의무가 부여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모두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관련하여 호주 연방선거법 제287조F는 등록의무가 부여되는 제3자와

그렇지 않은 제3자에 관한 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87F조 정치적 활동가로서의 등록의무

(1) 정치 조직체나 상원 내지 하원의 구성원을 제외한 개인이나 조직체가

다음의 (a), (b) 요건을 충족할 경우, 동조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특정 회계연도의 정치적 활동가로서 등록하여야 한다.

(a) 해당 회계연도 또는 이전 3개의 회계연도 중 어느 하나 동안에라도

개인이나 조직체에 의해, 또는 그러한 개인이나 조직체의 권한으로 500,000

호주 달러 이상의 선거비용을 발생시킨 경우

(b) 개인이나 조직체에 의해, 또는 그러한 개인이나 조직체의 권한으로

397) 이들 각각의 제3자 선거운동의 경과를 자세히 기술한 문헌으로는 Orr 외(2014), pp.

76-82 참조.
398) 이하 호주 연방선거법의 내용은 호주 연방 입법(Federal Register of Legislation)

홈페이지(https://www.legislation.gov.au/, 최종검색일 : 2021. 11. 1.)에서 검색하였다.
399) 등록된 정당(a registered political party)이나 그 구성원 또는 후보자 등을 가리킨다

(동법 제4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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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i), (ii)에 해당하는 선거비용을 발생시킨 경우

(i) 해당 회계연도에 100,000 호주 달러 이상의 비용을 발생시킨 경우

(ii) 이전 회계연도 중, 해당 연도의 사람이나 조직체의 수입 가운데

2/3이상을 선거비용으로 발생시킨 경우

(2) 등록이 요구되는 개인이나 조직체는 등록의무가 발생하고 90일이 지나기

전에 등록하여야 한다.

(3) 위 (1)에 의해 등록이 요구되는 개인이나 조직체는, 만약 정치적 활동가

로서 등록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회계연도에 추가적인 선거비용을 발생시

켜서는 아니 된다.

호주 연방선거법 에 의한 선거비용(Electoral expenditure)은 선거에 관한

사안(electoral matter)을 창출(creating)하거나 소통(communicating)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dominant purpose)으로 하는 비용으로서, 연방정부가

상원 내지 하원 의원 또는 정부 각료에게 지출하는 내역 및 선거에 관한

사항을 소통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service provider)400)가 지

출하는 내역을 제외한 것을 의미한다(동법 제287AB조 (1)). 그런데 동법

에는 제3자로서의 유권자가 발생시킨 선거비용에 대한 공개의무(동법 제

307A조 이하), 그리고 일정 금액 이상의 선거비용을 발생시킬 경우 부과

되는 등록의무(앞서 기술한 동법 제287F조의 내용 참조) 외에 선거비용

지출총액을 제한하는 규정은 따로 발견되지 않는다.401)

나아가 호주 연방선거법 에서 선거의 본질을 침해하여 형사범을 구성하는

행위 외에 유권자 선거운동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조항 또한 발견되지

않는다. 동법은 제21장에서 선거범죄(Electoral offences)이라는 표제 하

에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뇌물수수(Bribery, 제326조)라

든지 선거과정에서 폭력 행사(violence), 외설적이거나 차별적인 욕설

(abuse), 재산상 손해 발생(property damage), 희롱(harrassment)이나 스

토킹(stalking)과 같은 선거의 자유 침해 금지(제327조)와 오해를 불러일으

400) 구체적으로 스스로 또는 다른 개인이나 조직체를 위해 선거에 관한 사안의 소통을

위한 서비스나 플랫폼을 일컫는다(호주 연방선거법 제287AB조 (1)(b) 참조).
401) Gauja 외(2015), p. 261; Karl-Heinz Nassmacher, “The Established Anglophone

Democracies”, Election Campaigns(2014), p. 25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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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거나 기만적인 내용의 공표(publication) 금지(제329조), 투표장 근처

등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 금지(제340조, 제348조), 호주 연방선거

법의 적용을 받는 공적 집회를 방해할 목적의 행위 금지(제347조) 등의 금지

규정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유권자 선거운동에 대한 행정범적 성격의

행위규제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호주 연방선거법 은 동법 제287AC조

에서 동법이 개인이나 조직체에 암묵적으로(implied) 인정되는 헌법원리

(constitutional doctrine)에 해당하는 정치적 의사소통의 자유를 침해하는

형태로 적용되어서는 아니 됨을 명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관련하여 호주의 연방최고법원(High Court of Australia) 또한 선거기간

동안 특정인 등이 선거와 관련된 유료 TV와 유료 라디오 정치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1991년 정치방송 및 공개에 관한

법률 (Political Broadcasts and Disclosure Act 1991) 제95B조 등에 대해,

1992년 Australian Capital Television Pty Ltd & New South Wales v

Commonwealth 판결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402) 위

판결에서 Mason 대법원장은 ‘대표제 정부의 필수적인 요소로서 의사

소통의 자유(Freedom of Communication as an Indispensible Element

in Representative Government)’라는 항목에서 선거에서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Brennan 대법관은 ‘비례성(Proportionality)’

이라는 항목에서 “법률이 부과하는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정도와 법률이 달

성하고자 하는 정당한 이익 사이의 비례성(proportionality between the

restriction which a law imposes on the freedom of communication and

the legitimate interest which the law is intended to serve)”을 감안하여 동법

제95B조의 위헌성에 접근하는 태도를 취한 것이 주목된다.403)

402) Australian Capital Television Pty Ltd & New South Wales v Commonwealth [1992]

HCA 45; (1992) 177 CLR 106 (30 September 1992), 2021. 11. 2. 현재 호주 연방최고

법원은 2011년 2월 이후의 판결만을 제공하여 해당 판결의 원문은 호주 법률정보연구소

(http://www8.austlii.edu.au/cgi-bin/viewdoc/au/cases/cth/HCA/1992/45.html, 최종검색일

: 2021. 11. 2.) 및 호주 국세청 법률 데이터베이스(https://www.ato.gov.au/law/view/

document?DocID=JUD%2F177CLR106%2F00001, 최종검색일 : 2021. 11. 2.)에서 검색

된 내용을 교차하여 확인하였다.
403) 자세히는 위 각주 판결 참조. 다만 이와 같은 판시가 모든 정치광고에 대한 제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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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뉴질랜드

1. 개관

현행 뉴질랜드 선거법의 근간은 1993년 선거법 (Electoral Act 1993) 등에

기원한다(이하 뉴질랜드 선거법 으로 약칭).404) 뉴질랜드의 선거법제는

보통법(common law) 전통에 따라 영국에서 기원하였으나, 선거제도에

있어 비례대표제적 요소를 도입405)하였다는 점에서 영국과 차이를 보인다.406)

선거운동 규제입법에 있어서 선거운동 자금 기부에 대한 제한은 발견되지

않으나 선거운동 지출에 대한 총액제한은 존재한다는 점에서 대체로 영

국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407) 선거의 본질 침해와 결부되지 않는

한 유권자의 선거운동 행위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유사하다.408)

구체적으로 유권자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뉴질랜드 선거법 은 ‘기획자

(promoter)’ - 영국이나 캐나다, 호주 등에서의 ‘제3자’ - 라는 개념을 설정

하고 있다. 뉴질랜드 선거법 제204A조에 따르면 기획자는 선거 광고를

위헌이라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Karl-Heinz Nassmacher, “The Established

Anglophone Democracies”, Election Campaigns(2014), p. 257).
404) 동법은 2021년 7월 1일자로 개정되어 2021. 11. 2. 현재 시행되고 있다(이하 해당

법률의 내용은 뉴질랜드 법령검색 홈페이지[https://legislation.govt.nz/]에서 확인한

것임, 최종검색일 : 2021. 11. 2.).
405) 2021. 11. 3. 현재 뉴질랜드 의회는 65명의 지역구 대표(general electorate seats)와

7명의 마오리족 대표(Māori electorates), 그리고 48명의 정당명부식(party lists)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뉴질랜드 의회, 의회 구성원(Members of Parliament) 항목에 근거하여

작성한 것임. https://www.parliament.nz/en/mps-and-electorates/members-of-parliament/,

최종검색일 : 2021. 11. 3.).
406) Karl-Heinz Nassmacher, “The Established Anglophone Democracies”, Election

Campaigns(2014), pp. 255-256 및 해당 문헌의 각주 6번. 참조.
407) Gauja 외(2015), p. 251 참조. 이는 기부와 지출 모두를 제한하는 캐나다 보다는 자

유롭고 기부와 지출 모두를 제한하지 않는 미국과 호주 보다는 규제가 강한 상황인

것으로 평가된다(같은 문헌, 같은 쪽 참조).
408) 이는 영연방 전통을 공유하는 국가들 모두에서 나타나는 특징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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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하거나 공표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동법 제204N조에 따라 뉴질랜드

선거위원회(Electoral Commission)에 별도로 등록한 등록 기획자(registered

promoter)와 등록하지 않은 기획자(unregistered promoter)409)로 구별된다.

더하여 위 제204A조에 따르면 뉴질랜드 선거법 에서 선거광고(electoral

advertisement)는 동법 제3A조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같은 것으

로서, 유권자가 일정한 후보자나 정당 또는 후보자나 정당의 관점에 투

표하거나 투표하지 못하도록 권장하거나 설득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reasonably) 간주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광고로서, 후보자 또는 정당의

광고도 이에 포함된다.410) ‘합리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광고인지 여부는

해당 광고의 내용과 방식, 명시적으로 나타난 목적, 사실관계의 맥락

(factual context), 그리고 해당 광고에 따른 종합적 효과를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된다.411)

2. 주요 내용

뉴질랜드 선거법 제204B조는 구체적으로 일반 유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기획자의 선거광고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동조 (c) 및

(d)의 내용을 종합하면, 등록하지 않은 기획자는 규제되는 기간(regulated

period)412) 동안 13,800 뉴질랜드 달러를 초과하는 비용을 선거광고에 지

409) 동법 제204A조에 따르면 등록 기획자, 후보자, 정당, 후보자 선거운동 업무에 종사

하는 자를 제외한 기획자를 의미한다.
410) 다만 동조 (2)에 따라 선거위원회 등 공적 기구에 의해 발간된 것이거나 일정한 요

건을 충족시키는 의회 구성원의 연락처(contact information)가 담긴 것, 정기간행물이

나 TV, 라디오, 뉴스미디어의 사설(editorial content), 의원의 발간물, 인터넷이나 그

밖의 전자적 수단을 통해 개인의 정치적 관점을 표명한 것으로서 해당 개인이 그러한

관점을 표방한 대가로 금전을 받지 않은 것은 선거광고에 포함되지 않는다.
411) Electoral Commission, “Third Party Handbook(General Election 2020)”, p. 9 참조

(이하 뉴질랜드 총선 제3자 핸드북(2020)으로 약칭, 위 자료는 뉴질랜드 선거위원회

홈페이지[https://elections.nz/guidance-and-rules/for-third-party-promoters/third-party

-handbook/]에서 다운로드 한 것임, 최종검색일 : 2021. 11. 3.).
412) 수상(Prime Minister)이 선거일을 공지한 다음 날 또는 선거일로 공지된 날로부터

3개월 전인 날 가운데 늦은(later) 일자로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뉴질랜

드 선거법 제3B조 (1),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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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할 수 없다. 그 이상의 비용을 소요하여 지출하기 위해서는 등록 기획

자로서 등록해야 하고, 이때는 동법 제206V조 (1)에 따라 343,000 뉴질

랜드 달러라는 총액 제한이 설정되는 것이 원칙이다.413) 이때 100,000 뉴

질랜드 달러 이상을 지출한 등록 기획자는 70일 이내에 선거위원회에 선

거비용 지출을 보고해야 한다( 뉴질랜드 선거법 제206ZC조 (1), (2)).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제 외에 기획자의 선거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한 선거광고 행위 그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은 - 동법 제221A조에서

선거광고에 광고자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외하면414)

- 발견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뉴질랜드 선거법 은 제7장에서 부패 및

위법행위(Corrupt and Illegal practices)라는 표제 하에 타인에 대한 사칭

(Personation, 동법 제215조), 뇌물(Bribery, 동법 제216조), 향응(Treating,

동법 제217조), 부당한 영향력 행사(Undue influence, 동법 제218조)를

부패행위, 위법한 목적의 금전 공여(동법 제220조) 등을 위법행위로 적시

하여 처벌하는 데 머무르고 있다.

반면에 행위규제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유권자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취

지의 조문 등이 발견된다. 이를테면 선거일 9주 전부터 선거 투표 종료

전까지에는 특정 정당에 투표하도록 권장(encourage) 내지는 설득하거나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지지하는 데 활용되는 가로X세로 3미터 이하의 특정

목적 광고(advertisement of a specified kinds)를 공적 장소(public place)나

개인 사유지(private property)에 전시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점이 뉴질

랜드 선거법 에 명시되어 있다(동법 제 221B조 (1), (2)). 뉴질랜드 선거

위원회는 여기서 더 나아가 유권자들이 서로 대면하는 방식으로 하는 선거

광고는 애초에 선거광고로 간주되지 않아 비용규제로부터도 자유롭다는

취지로 안내하고 있다.415)

413) 다만 뉴질랜드 총독(Governor-General)은 뉴질랜드 선거법 제266A조 (1)(d)에 근거

하여, 명령(Order)으로 해당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414) 이와 같은 조항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용규제의 실현을 위한 목적을 갖는다거나

허위사실의 유포를 막는 내용규제로서의 성격을 중첩적으로 보유한다는 점에서 온전히

행위규제로만 분류하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제2절 Ⅰ. 2. 항목에서 살펴본 것과 같다.
415) 뉴질랜드 총선 제3자 핸드북(2020),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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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아일랜드

1. 개관

아일랜드의 선거 관련 법률은 1997년 선거법 (Electoral Act, 1997)의

제정 이후, 위 법률의 개정을 통해 정비되어 왔다.416) 아일랜드 선거법

에서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내용이 도입된 것은 2001년 동법이

개정되면서부터였다.417) 위 선거법에서는 정치자금 기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기존 법률 제4장 제22조 (2)에 (aa)항목을 추가하여, 제3자(third

party)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그에 따르면 제3자란 아일랜드 선거법 에

따라 등록된 정당이나 특정 선거의 후보자가 아닌 모든 사람으로서, 일

정 금액418)을 초과하는 기부를 받은 이를 지칭한다(동법 제22조(2)(aa)).

이와 같은 아일랜드 선거법 에서의 제3자 개념에 대한 접근 방식은

유권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대체로 비용규제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제3

자의 선거 관련 활동을 규제하는 여타 영미권 국가들의 경우와는 다르게,

기부받은 액수라는 기준을 통해 제3자 개념을 설정하고, 이에 기반하여

규제에 접근한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419) 다만 실제로 이로 인해 큰 차

이가 나타나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420)

416) 이하 아일랜드의 사례를 다루는 항목에서는 혼란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통칭하여

아일랜드 선거법 이라고 표기하고, 서술 흐름상 개정연도가 필요한 경우 이를 부기

하였다. 아일랜드 선거법 의 내용은 아일랜드 전자 법전(electronic Irish Statute Book)

홈페이지(https://www.irishstatutebook.ie/)에서 검색한 것임을 밝혀 둔다(최종검색일

: 2021. 11. 3).
417) OSCE(2020), p. 29. 한편 이와 같은 아일랜드의 제3자 선거운동 규제 도입은 미국

(선거운동에 관한 것은 아니었으나, 1883년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직권 남용을 금지하

는 법률을 제정하였다),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영미권 국가들 가운데 가장

늦은 것이라는 평가로는 Karl-Heinz Nassmacher, “The Established Anglophone

Democracies”, Election Campaigns(2014), p. 256.
418) 구체적인 액수는 2001년 아일랜드 선거법 개정 당시에는 100 아일랜드 파운드였고,

2012년 아일랜드 선거법 이 재차 개정됨에 따라 100 유로로 변경되었다.
419) OSCE(2020), p. 30. 더하여 아일랜드 선거법은 단기이양식 선거제도를 채택했다는 점에

서도 다른 영미권 국가들과 구별되는 측면이 있다(Karl-Heinz Nassmacher, “The

Established Anglophone Democracies”, Election Campaigns(2014), p. 256. 각주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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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구체적으로 2001년 아일랜드 선거법 은 100유로 이상의 기부를 받은

제3자는 국가에 소속된 기관(an institution in the State)에 계좌(account)

를 개설하여 유지하고, 추가로 기부받은 경우 그 사실을 제출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다(동법 제23B조). 그리고 이러한 제3자가 기부를 받고, 정치적

목적(political purpose)을 위해 비용을 발생시키고자 할 경우, 아일랜드

공직위원회(Public Offices Commission)에 이름과 주소, 기부금의 성격과

목적 및 추정되는 액수,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자

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여(동법 제23C조), 등록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2018년 10월을 기준으로, 총 42개의 등록된 제3자가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421) 더하여 기부받는 금액의 성격에 따라 기부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다.422)

다만 아일랜드 선거법 은 제3자에게 선거 과정에서 실제로 받은 기부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용 내역(details of actual donations)이라든지 실제로

사용한 지출액수를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423) 오히려

아일랜드에서는 앞서 살펴 본 제3자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100유로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려면 공직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한 조항이 일반 유권자로 구성된 제3자의 선거 관련 활동을 침해한

다는 취지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420) OSCE(2020), p. 30.
421) OSCE(2020), p. 30 참조. 이에 따르면 등록된 제3자 가운데 개인은 2명이라고 하고,

전체 중에 4개의 제3자만이 기존에 좌파-우파로 분류되는 명확한 정치적 지향을 가지

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한다.
422) 구체적으로 2012년 아일랜드 선거법 에 따르면, 익명 기부(anonymous donation)는

100유로(동법 제23조(1)), 현금 기부(cash donation)는 200유로(동법 제23A조(1)), 법인

기부자(corporate donor)로부터는 원칙적으로 200유로(동법 제23AA조)까지만 기부를

받을 수 있고, 그 총액이 2,500유로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동법 제23A조(1)).
423) Standards in Public Office Commission, “Explanatory Note for Third Parties”, 2015

(아일랜드 공직 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sipo.ie/acts-and-codes/guidelines/third

-parties/index.xml]에서 다운로드, 최종검색일 : 2021. 11. 3.),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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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2001년 아일랜드 선거법 에 따르면,424) 정치적 목적에는

“정부 내지는 모든 공권력의 정책이나 기능과 관련하여, 특정한 결과를

촉진하거나 획득한다는 관점에서 수행된 모든 활동이나 운동을 관리하는

것과 결부된, 제3자의 이익을 직접·간접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하려는

(동법 제22조(ii)(IV))” 목적 또한 포함된다. 시민단체인 아일랜드 시민적

자유 협의회(The Irish Council for Civil Liberties)는 위와 같은 법문의

내용으로 인해 잠재적으로라도 기부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이

나 단체가 규제 대상이 되는 제3자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는 내용의 우려

를 표방하였는데, 여기서의 ‘규제’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계좌 개설,

기부받았다는 사실 공개 등의 등록의무를 가리키는 것이다. 등록의무에

대해서도 시민단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을 억압하는 과도한 해석이 가능

하다는 논의가 있는 아일랜드의 상황에서, 더 나아가 제3자의 선거운동

행위를 직접 규제하려는 시도는 논의되기 어려울 것임을 방증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대목이다.

Ⅵ. 미국

1. 개관

미국에서는 이미 20세기 초부터 특히 선거에서 사용되는 자금을 규제

하려는 시도가 전개되었다.425) 이를테면 20세기 초반 당시 미국 대통령

이었던 Theodore Roosevelt는 법인이 정치적 목적으로 기부하는 것을

424) 이하 이 문단의 내용은 별도의 인용이 없는 한 OSCE(2020), p. 30 의 관련 논의를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다.
425) 초기 미국 선거에서는 비밀투표원칙이 완전히 관철되지는 않아 선거 때 일반 유권

자에게 쇠고기나 맥주 등을 제공하는 등의 매수행위가 일반적으로 인정되었다고 한다

(김재선, “미국의 연방선거법의 공정성 확보방안에 관한 공법적 고찰 - 우리나라 공직

선거법과의 쟁점별 비교를 중심으로 -,” 선거연구 제2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연수원, 2011[이하 김재선(2011)로 약칭], 189-190쪽). 더하여 19세기 후반에서부터 1917년

까지의 이른바 ‘진보주의 시대(the Progressive Era)’에 나타났던 기업의 선거자금 기부

내지 지출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의 등장과 관련한 서술로는 임성희(2016), 62-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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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하는 입법을 촉구한 바 있고, 1925년 연방부패금지법 (Federal

Corruption Practices Act of 1925)이 제정되어 법인 등의 연방선거에서

의 기부(contribution)와 지출을 금지하고, 정치자금의 사용한도를 규정하

는 한편, 위 금원들에 대한 공개의무가 명시되기도 했다.426)

그러나 위 연방부패금지법의 규제에는 일정한 흠결이 존재하여 이후

약 50년 동안 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처벌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427) 이로 인해 보다 효과적인 정치부패 방지를 위해 1971년

연방선거운동법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이 입법되었다.428) 이후

이른바 워터게이트 사건(Watergate scandal)이 발생하자 1974년 동법은

선거운동 비용에 대한 기부 및 지출과 관련한 기준을 정하고, 보고의무 및

공개의무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429) 이때 새롭게 연방선거위원회

(Federal Election Commission)가 창설되어 선거운동 자금 모금 및 선거비용

지출에 관한 규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430)

2. 주요 내용

이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연방선거운동법 은 선거운동 행위

규제보다는 선거비용에 관한 규제 및 이를 위반한 경우의 벌칙을 위주로

규정되어 있다.431) 연방선거운동법, 나아가 미국 연방법 중 선거에 관한

법들을 한데 모아 통칭하는 연방선거법432)에서도 선거운동 비용규제 이

426) 박용상(2002), 441쪽. 한편 본문에서 contribution이라는 표현과 관련하여, 박용상(2002)

에서는 이를 ‘헌금’이라는 표현으로 번역하였으나 그 의미상 donation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 연구에서는 두 표현을 별도로 구별하지 않고 ‘기부’라고 번역하

였다(이와 같이 contribution을 ‘기부’라고 번역한 사례로는, 이를테면 강승식, 미국
헌법학강의, 궁리출판, 2007(이하 강승식(2007)로 약칭), 350-352쪽 참조).

427) 박용상(2002), 441쪽. 그에 따르면 위 법률은 1976년 폐기되었다고 한다.
428) 박용상(2002), 441쪽. 위 법률은 미국 연방법(The United Code) 제52절(Title)을 중심

으로 조문화되어 있다(Federal Election Commission, Federal Election Campaign Laws,

2019, p. III(Preface) 참조(미국 연방선거위원회 웹사이트[https://transition.fec.gov/law

/feca/feca.pdf]에서 다운로드, 최종검색일 : 2021. 11. 4).
429) 박용상(2002), 441쪽.
430) 박용상(2002), 441쪽; 송석윤 외(2011), 231-232쪽.
431) 김재선(2011), 184쪽; 송석윤 외(2011), 232쪽 및 2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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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의 행정범적 성격을 가지는 행위규제는 찾기 어렵다. 자연스럽게 유권

자의 선거운동에 대한 행위규제도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유권자의 선거 관련 정치적 표현과 관련한 행위규제가 발견되지 않는

원인으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연방법이 아니라 주(州)법에 해당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을 가능성이다. 연방국가인 미국에서 선거관리의

구체적인 절차는 개별 주의 법률 차원에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433)

그런데 뉴욕 주와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한 대부분의 주에서는 유권자에게

금전을 공여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있고, 뇌물 등을 주어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정도가 유권자의 선거운동 행위와 관련하여

금지되는 내용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34) 다만 텍사스 주의

경우, 형법 (Penal Code) 제36.03조에서 특정한 방법을 활용하여 유권자로

하여금 투표하거나 투표하지 않도록 하는 데 영향을 미치거나 미치려는

시도(attempts)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당해 규정에는 이러한

행위가 강제(coercion)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를 처벌하는 것으로 명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선거의 본질과 관련되지 않은 유권자의 행위를 규제

하려는 조항으로 보기는 어렵다.435)

그렇다면 선거의 본질 훼손과 직접 결부되지는 않은 일반 유권자의 선

거 관련 정치적 표현 행위에 대한 규제의 부재(不在) 현상은 연방법과

주법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에

주목한 접근보다는 미국 연방 수정헌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우월적 지위 이론(preferred condition doctrine)436)으로부터

이와 같은 입법 태도의 근원을 보다 용이하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금전 지출과 같은 형태의 정치적 표현 행위

432) 연방선거운동법 외에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의 일부 조항, 일부 형사절

차 조항 등이 ‘연방선거법’ 개념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김재선(2011), 184쪽).
433) 김재선(2011), 182쪽(각주 1번).
434) 김재선(2011), 190쪽 참조.
435) 이하 텍사스 주법에 대한 검색은 텍사스 주 헌법 및 법률(Texas Constitution and

Statutes) 웹사이트(https://statutes.capitol.texas.gov/docs/pe/htm/pe.36.htm, 최종검색일

: 2021. 11. 5.)에서 한 것이다.
436) 미국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우월적 지위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컨대

강승식(2007), 498-507쪽; 이우영(2011), 301-318쪽의 서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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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uct) 또한 동조에서 보호하는 표현(speech)에 해당한다는 입론을 유

지하고 있다.437) 그렇다면 그 주체를 막론하고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표

현은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는 행위로서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강화된 위헌심사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대상

이 되므로,438) 애초에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형태의 입법은 고려되

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연방선거운동법 에 규정된 선거비용규제 가운데 일부는 연방대

법원의 위헌 판결로 인해 효력을 잃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우로 대표적으로

선거운동비용 지출 제한을 위헌으로 판단한 1976년 Buckley 판결439)과

기업 및 노동조합이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명시적으로 지지하기 위해

일반 재정(general treasury) 이외의 자금으로 독립지출(independent

expenditure)440)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위헌이라고 선언한 2010년

Citizens United 판결441)을 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종래 미국의 선거

운동 자금규제는 기부에 대한 제한 내지는 기부액수 공개에 초점을 맞추고

기부받은 금액에 대한 지출에 관해서는 가급적 제한하지 않는 형태의 규

제로 여겨졌다.442) 그러나 Citizens United 판결 이후 미국에서 제3자가

437) Buckley v. Valeo, 424 U.S. 1, 14-23 (1976); Karl-Heinz Nassmacher, “The

Established Anglophone Democracies”, Election Campaigns(2014), p. 257; 전상현

(2017), 191-192쪽.
438)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의 심사기준의 강화 및 관련 판례의 동향에 관해서는 이우영

(2011), 312-318쪽 참조.
439) Buckley v. Valeo, 424 U.S. 1 (1976), 위 판결의 내용을 분석한 문헌으로는 예컨대

강승식(2007), 350-351쪽; 박용상(2002), 443-445쪽; 임성희(2016), 44-47쪽 각각 참조.
440) 명백히 밝혀진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명시적으로 주창하는 자에 의한 지출 또는

그 후보자나 후보자의 수권위원회 또는 그들의 대리인, 정당위원회나 그 정당의 대리

인과의 협의 또는 그들의 요청이나 제안에 따라 지출하지 않은 경우의 지출을 의미한다

(미국 연방선거운동법 제30101조(17) 참조. 위 조문에 대한 번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미국 연방선거운동법, 2018, 34쪽을 따른 것이다).
441) Citizens United v. Federal Election Commission, 558 U.S. 310 (2010), 위 판결의

내용을 분석한 문헌으로는 김재선, “미국연방선거법상 기업의 정치적 독립지출 허용의

의미와 시사점 - Citizens United v. FEC 판례를 중심으로”, 외법논집 제36권 제1호,
2012, 40-43쪽; 임성희(2016), 52-54쪽.

442) Karl-Heinz Nassmacher, “The Established Anglophone Democracies”, Election

Campaigns(2014), pp. 26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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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에게 선거자금을 지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고,443) 현재 제3자에

의해 다수의 정치활동 위원회(political action committees, PAC)가 결성

되어 활동 중에 있다.444)

선거운동 비용규제에 관한 위와 같은 미국의 동향 변화는 정치자금 기부

또한 표현의 자유의 행사의 일환에 해당하고, 이를 제한하는 데 있어서

고려되는 공익에는 선거에서의 평등이나 기회균등과 같은 가치보다는 선거

에서의 부패 방지라는 가치만이 주로 검토되고 있는 상황에 일차적으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445) 앞서 살펴 본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

입법에 대한 상대적으로 엄격한 심사기준 적용에 비추어 볼 때, 표현의

자유의 반대편에서 검토될 수 있는 가치가 고려되지 않는 사실은, 표현의

자유 제한 입법의 위헌 판단 가능성을 높이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446)

여기에 추가로 미국에서는 정당 조직이 발달하지 않아 선거운동이 개별

후보자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또한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447) 선거를 포함한 여러 정치과정에서 정당이 주요 주체로 대두하는

443) Karl-Heinz Nassmacher, “The Established Anglophone Democracies”, Election

Campaigns(2014), p. 259 참조. 당해 문헌은 비록 대통령선거에 관한 통계이기는 하

지만 2012년 미국 대선에서 Barack Obama 대통령 측은 약 10%의 기부를 제3자로부터,

Mitt Romney 후보자 측은 1/3이상의 기부를 제3자로부터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정을 소개하고 있다(같은 문헌, pp. 259-260).
444) 구체적으로 2018년 10월 미국 중간선거 당시, 2,217개의 유권자 단체가 독립 지출을

하는 이른바 Super PAC으로 결성되어 1,090,583,148 달러를 기부받아 526,565,771 달러

를 독립 지출로 발생시켰다고 한다(위 금액수치에 관해서는 OSCE(2020), p. 14. 각주

51번).
445) Karl-Heinz Nassmacher, “The Established Anglophone Democracies”, Election

Campaigns(2014), p. 257; OSCE(2020), pp. 14-15.
446) 반면에 같은 영미권 국가에 속하는 캐나다 연방대법원은 이를테면 앞서 보았던

Harper v. Canada 판결에서 선거에서의 부의 남용으로 인한 정치적 평등 내지 기회

균등이라는 가치의 훼손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검토하였다(대표적으로 앞서 보았던

Harper v. Canada (Attorney General), [2004] 1 S.C.R. 827, 2004 SCC 33, 79번 항목;

Gauja(2015), pp. 253-254).
447) 송석윤 외(2011), 252-253쪽; 정진민, “미국 정당”, 미국정치연구회 편, 미국 정부와 정치,
명인문화사, 2008, 313쪽; Karl-Heinz Nassmacher, “The Established Anglophone

Democracies”, Election Campaigns(2014), p.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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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선거 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의 직접 당사자인 후

보자 외의 주체가 특별히 대두되지 않는 미국의 현실로 인해, 정치적 행

위자들 사이의 평등이라는 가치에 대한 고려는 어느 정도 제한적일 수밖

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Super PAC’으로 상징되는 일반 유권자

단체가 선거 과정에서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모습448)은 역설적으

로 미국이 다른 영미권 국가들과는 사뭇 다르게 선거운동 규제입법에서 제

3자 개념을 별도로 상세히 취급하지 않는 근거를 제공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3절 행위규제 위주의 일본

Ⅰ. 개관 및 주요 내용

앞서 제2절에서 살펴본 국가들 전체와 전반적으로 다른 형태의 선거운동

규제입법을 마련하고 있는 나라로서 일본을 들 수 있다.449) 일본의 선거

관련 법제에서는 기부행위 등의 일부 예외적인 규정450)을 제외하고는,

우리의 공직선거법에 상응하는 일본의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이하

이 항목에서는 ‘일본 선거법’이라는 표현도 병행하여 사용하였음)은 별

도로 유권자 또는 제3자라는 개념을 설정하지는 않고 있지만,451) 상당수의

448) OSCE(2020), p. 14.
449) 이하 일본 헌법과 일본 공직선거법 의 원문은 일본 E-GOV 법령검색 홈페이지

(https://elaws.e-gov.go.jp/, 최종검색일 : 2021. 11. 29.)에서 확인하였고, 각각에 대한

우리말 번역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일본공직선거법, 2018을 참고하였다.
450) 예컨대 선거비용 출납책임자가 후보자 측 외의 제3자(他の者)가 지출한 비용을 정

산하도록 하고 있는 일본 공직선거법 제187조 제2항 참조.
451) 다만 일본 공직선거법 제14의3장은 “정당과 그 밖의 정치단체 등의 정치활동”이

라는 표제 하에 ‘그 밖의 정치단체(その他の政治団体)’에 관한 선거운동 행위규제에

관한 조항들을 두고 있다. 이때의 ‘정치단체’의 개념정의는 일본 공직선거법 이 아니라

일본의 정치자금규정법 (政治資金規正法) 제3조 각호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에 따르면

정치상의 주의(主義)나 시책 또는 특정한 공직 후보자에 대해 추천, 지지, 반대하는

것을 본래의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주된 활동으로서 조직적이고 계속적으로 실시하는

단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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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수범자를 ‘누구라도(何人も)’라고 설정하여 방법규제 가운데 선거

관련 특정한 의사표현행위 그 자체를 규제하는 입법례를 취하고 있기 때문

이다.

구체적으로 일본은 헌법 제47조에서 양원 의원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

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입각하여 제정된 일본의 공직선거법 은

선거제도를 형성하여 “그 선거가 선거인이 자유롭게 표명한 의사에 의하여

공명하고 적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 제1조), 동법 제13장에서 선거운동이라는 표제 하에 제129조에서부터

제178조의3에 걸쳐서 각종 선거운동에 대한 행위규제를 상세하게 규율하

고 있다.452)

다만 일본 선거법에서 직접 선거운동에 대해서 정의하는 규정은 발견

되지 않는다. 다만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례453)에서 이를 “특정 선거의

시행이 예측되거나 확정적인 경우, 특정인이 그 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이

확정되어 있을 때는 물론, 그 입후보가 예측될 때에도, 그 선거에 관하여

그 사람에게 당선을 얻기 위해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한 목적을

따라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필요하고 유리한 주선, 권유 혹은 유도 그

밖의 제반 행위를 이루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위 판례는 선거운동을

‘일정한 의원선거에 있어서 일정한 의원후보자를 당선시키려고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한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하고 유리한 주선권유나

유도, 기타 제반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일본 메이지헌법 당시의

일본 대심원 판결454) 등을 인용하여 선거운동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455) 이는

452) 한편 일본 선거법은 제14장에서 “선거운동에 관한 수입, 지출 및 기부”라는 표제

하에 선거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453) 最高裁判所、1963(昭和38)年10月22日、第三小法廷決定、昭和38(あ)984、刑集第17巻

9号1755頁、1759頁。이하 판결문 원문은 일본 TKC 법률 도서관 홈페이지(https://

www.tkc.jp/law/lawlibrary/, 최종검색일 : 2021. 11. 16.)에 접속하여 확인하였다.
454) 大審院、1928(昭和3)1月24日、第一刑事部判決、昭和2年（れ）第1489号、大審院刑事

判例集7巻6頁、17頁。판결문 원문은 일본 TKC 법률 도서관 홈페이지(https://www.tkc.

jp/law/lawlibrary/, 최종검색일 : 2021. 11. 16.)에 접속하여 확인하였다.
455) 관련하여 위 일본 대심원 판결은 해방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통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민문기(1954), 37-38쪽은 위 판시를 별도의 인용 표시 없이

‘판례’라고 소개하면서, 같은 책 38쪽에서 “좀더 평이하게 말하면 특정한 의원선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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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주권자가 아니라 천황의 신민(臣民)으로서, 국가를 구성하는 분자

(分子) 정도로 인식하던 제국주의 일본 시대의 사고관을 그대로 따른 것

이라는 취지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456)

일본 선거법의 선거운동 규제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현행 공직

선거법 에 존재하는 행위규제가 상당 부분 유사하게 등장한다. 정치단체

에 관하여 규정한 동법 제14의3장의 내용을 제외하더라도, 동법 제14장

에서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를 수범자로 하는 행위규제로 예컨대 사전선

거운동금지(동법 제129조, 제239조 제1호), 호별방문금지(동법 제138조

제1항, 동조 제2항, 제239조 제3호), 서명운동 금지(동법 제138조의2, 제239조

제4호), 인기투표 공표 금지(동법 제138조의3, 제242조의2), 연호행위(連呼行

為) 금지(동법 제140조의2, 제243조 제1의2호), 법정된 내용을 제외한 방법

을 활용한 문서·도화 등의 게시 등 금지(동법 제143조, 제144조, 제146조,

제243조 제4호, 동조 제5호)와 같은 조항들을 예시로 들 수 있다.457)

이와 같은 규정들을 후보자 측 외의 일반 유권자도 지켜야 한다. 이러

한 규정들의 존재로 인해 서구의 학자들은 일본 선거법상 선거운동 규제

있어서 의원이 되려는 특정인의 당선을 꾀할 특별한 목적으로 다수선거인에 대하여

계획적으로 교섭하는 행위”라고 부연하고 있다.
456) 선거운동 행위규제 가운데 호별방문금지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 것이었지만 유사한

취지의 지적으로 김학진(2017), 188쪽.
457) 그 밖의 제반 선거운동 규제를 열거한 문헌으로 三枝昌幸(2016), 2-3쪽(각주 9번)

참조. 특히 일본에서는 호별방문금지의 위헌 여부를 두고 최고재판소 및 하급심 단계

에서 여러 판례가 나타난 바 있다. 일본최고재판소는 1950년 호별방문금지가 선거의

공정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는 이유로 합헌이라고 판단하고(最高裁判所、1950(昭和2

5)年9月27日、最高裁判所大法廷 判決、昭和24(新れ)、刑集第4巻9号1805頁), 1981년에도

이와 같은 취지를 유지하였다(最高裁判所、1981(昭和56)年6月15日、最高裁判所第二小

法廷 判決、昭和55(あ)874、刑集第35巻4号205頁). 반면 1967년 도쿄지방재판소의 판결

(東京地方裁判所、1967(昭和42)年3月27日、東京地方裁判所第一審判決、昭和39(特わ)41、

高等裁判所刑事判例集21巻5号598頁)을 시작으로 일부 지방재판소 단계에서는 호별방문

금지가 위헌이라는 하급심 판결이 나타났고, 1980년에는 고등재판소 심급에서도 이를

위헌이라고 판단한 사례(広島高等裁判所松江支部、1980(昭和55)年4月28日、広島高等

裁判所松江支部第二審 判決、昭和54(う)11、最高裁判所刑事判例集35巻4号418頁)가 나타

나기도 했다(이상의 설명은 김학진(2017), 179-181쪽; 三枝昌幸(2016), 3-8쪽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고, 판결문 원문은 일본 TKC 법률 도서관 홈페이지(https://www.tkc.

jp/law/lawlibrary/, 최종검색일 : 2021. 11. 30.)에 접속하여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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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이 과도하다는 취지로 비판하고 있다.458) 이로 인해 일본의 정치인

들도 이를테면 선거운동기간 외의 선거운동금지 등의 자국의 선거운동규

제입법에 냉소적이고, 일본 선거법이 정한 방식이 아닌 형태의 포스터 배

부 등 활동과 같은 행위들은 일상적인 부분(normal part)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459)

Ⅱ. 입법연혁

여기서 앞서 살펴 본 다수의 국가들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형태의 일본의

선거운동 규제입법은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었는지 보다 상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후술할 제5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현행 (후보자를 포함한) 유권자 선거운동 규제

법제의 내용이 일본으로부터 연원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더욱 그러하다.

1. 1925년 보통선거법 개정 당시의 논의

일본 메이지 헌법에서 중의원 선거를 규율했던 것은 중의원의원선거법

(衆議院議員選挙法)이었다. 1925년 개정 전 위 법률은 매수 등의 선거범

죄에 관한 벌칙 및 투표소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동법 제72조를 제외하고

는 특별한 내용의 선거운동 규제를 마련해 놓고 있지는 않았다.460) 이후

1924년 6월, 일본의 호헌 3개 정파(헌정회, 정우회, 혁신구락부)에 의해

새로이 加藤高明 내각이 구성되어 성인 남성 보통선거권 도입 등을 내용

458) 예컨대 McElwain(2008), p. 37; Hrebenar(2000), p. 50.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의 유권자 선거운동 규제입법의 내용이 일본보다 더욱 강한 규제를 부과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관하여서는 이 연구 제4장 제4절에서의 논의 참조.
459) Hrebenar(2000), p. 51.
460) 三枝昌幸(2016), 21쪽. 다만 특별히 선거운동으로 한정하지는 않더라도 당대에 존재

했던 다양한 언론에 대한 규제입법의 존재로 인해 선거운동이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았다고 한다(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으로는 末松孝典, “明治二十五年・選挙干渉事件に
おける言論規制”, 『近代日本研究』 第26巻, 慶応義塾褔沢研究センター, 2009, 1-25쪽

참조).



- 134 -

으로 한 ‘보통선거법’ 입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이 과정에서 선거

운동에 대한 규제입법의 내용도 함께 논의되었다.461)

구체적으로 1924년 9월 加藤高明 내각을 구성했던 세 정파는 정당 내

부 및 정부와의 논의 끝에 보통선거법 법률안을 완성했다.462) 이 가운데

특히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에 해당하는 조항으로는 동 법

률안 제96조의 제3자 선거운동에 대한 원칙적 금지,463) 제98조의 모든

주체에 대한 호별방문·개별면접·전화의 금지, 제100조의 내무대신이 선거

운동을 위해 배포되거나 게시되는 문서나 도화를 명령을 통해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등이 성안되어 있었다.

제출된 보통선거법 법안464)은 1925년 2월과 3월 사이에 중의원과 귀족

원의 심의를 거쳐 법률로 성립되었다. 먼저 중의원 심의에서는 일반 유

권자의 선거운동 규제입법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수정없이 법안이

통과되었다.465) 구체적인 심의 내용과 관련하여, 먼저 호별방문금지에 대

해서는 반대하는 주장은 보이지 않고 이에 환영하는 주장들이 나타났으

며,466) 그 취지를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정부안으로 제출된 개별면

접금지 조항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질의가 오히려 등장할 정도였다.467) 제

461) 三枝昌幸(2016), 35쪽. 관련하여 보통선거법 도입을 전후로 한 전반적인 일본 사회의

움직임에 관하여는 송석윤(2007b), 234-249쪽; 佐藤令·丸本友哉, “我が国の選挙運動

規制の起源と沿革 - 大正14年普通選挙法制定の帝国議会における議論を中心に -”,

『レファレンス』 718号, 国立国会図書館, 2010, 75-79쪽; 杣正夫(1986), 25-35쪽 참조.
462) 杣正夫(1986), 57-58쪽; 三枝昌幸(2016), 35-36쪽.
463) 의원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위원, 선거사무원 이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다

만 연설 또는 추천장에 의한 선거운동은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第五十

囘帝國議會 衆議院議事速記錄』 (第17号, 1925年 2月 21日), 349쪽.
464) 법률안의 내용 전반은 『第五十囘帝國議會 衆議院議事速記錄』 (第17号, 1925年 2

月 21日), 345-355쪽에서 확인할 수 있다.
465) 구체적인 중의원에서의 심의 경과와 관련하여서는 三枝昌幸(2016), 39-41쪽 참조.
466) 이를테면 浦山助太郎 의원과 栗林亓朔 의원은 모두 호별방문 금지규정을 두는 것은

반가운(喜) 일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第五十囘帝國議會 衆議院議員選擧法改正法律案

(政府提出)委員會議錄(速記)』 (第5号, 1925年 2月 26日), 39쪽). 이 과정에서 栗林亓朔

의원은 영국의 유권자들은 선거와 관련한 훈련이 되어 있어 자발적으로 선거에 참여

하지만, 일본의 유권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있다(같은 회의록,

같은 쪽).
467) 예컨대 정부안이 ‘연속적인’ 개별면접을 금지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읽힌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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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의 선거운동에 대한 원칙적 금지에 대해서는 입헌정치 하에서의 국민

의 정치운동의 자유와 국가와 국민의 운명 결정으로서의 선거라는 이론

과 성안된 규정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이 斎藤隆夫 의원으로

부터 제기되었지만, 정부는 당해 규제가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전반을

위한 것이고, 연설이나 추천장에 대해서는 예외가 허용되어 있다는 등의

논거를 들어 이를 옹호하여 별도로 수정되지 않았다.468) 문서 내지 도화

에 대한 내무대신의 규제 발령권을 규정한 법안 제100조도 구체적으로 명

령에 의해 제한되는 내용에 대한 黒住成章 의원의 질의가 있었지만, 정

부는 문서나 도화의 장소, 수량, 크기에 대한 규제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

했다.469) 이후 귀족원에서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 규제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반대가 없이470) 정부 원안이 통과되었다.471)472)

2.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선거 관계법 관련 논의

가. 1945년 중의원의원선거법 개정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전한 이후, 일본은 Douglas MacArthur

장군을 최고사령관으로 한 연합군총사령부(General Headquarters, GHQ)

의 통치를 받게 된다. 연합군 점령 이후, 일본은 일본국헌법의 개정이 상

호별방문을 금지하는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浦山助太郎 의원의 질의가 있었다

(『第五十囘帝國議會 衆議院議員選擧法改正法律案(政府提出)委員會議錄(速記)』 (第5

号, 1925年 2月 26日), 39-40쪽).
468) 『第五十囘帝國議會 衆議院議員選擧法改正法律案(政府提出)委員會議錄(速記)』 (第5

号, 1925年 2月 26日), 42쪽.
469) 『第五十囘帝國議會 衆議院議員選擧法改正法律案(政府提出)委員會議錄(速記)』 (第6

号, 1925年 2月 26日), 8쪽.
470) 오히려 이러한 규제들의 내용을 환영하는 주장들이 安川敬一郎 의원(『第五十囘

帝國議會 貴族院議事速記錄』 (第20号, 1925年 3月 6日), 2쪽)이나 土方寧 의원

(『第五十囘帝國議會 貴族院議事速記錄』 (第30号, 1925年 3月 26日), 884-885쪽)에

의해 개진되었다.
471) 귀족원에서의 논의에 대하여 자세히는 三枝昌幸(2016), 41-42쪽 참조.
472) 한편 1925년 보통선거법상 선거운동 규제입법 전반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검토로는

길용원(2019), 14-1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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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하는 전후 개혁기에 접어든다. 이때 당시 보통선거법상에 있던 선거운

동 관련 규제들도 일련의 개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나 기존 선거법 개정과 관련하여 중의원 내부에서 심의를 진행한

위원회에서는 선거의 공정 내지는 기회균등을 주장하면서 선거운동의 틀

(枠)로서의 선거공영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473) 및 이와 같은 틀 밖

에서 이루어지는 선거운동을 배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영제 외의 사적

선거운동은 대폭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474)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주장에

내재된 인식을 바탕으로 개별적인 규제조항 폐지에 대한 반대론이 전개

되었다. 이를테면 사전선거운동을 자유화할 경우, 돈과 시간에 여유가 있

는 이들이 언제나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선거매수 등 폐해가 발생할 우려

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475) 이러한 시각은 일반 유권자인 제3자의

선거운동의 자유화와 관련하여서도 마찬가지였다. 가령 田村秀吉 의원은

제3자의 이름을 빌린 매수행위가 일어날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

고,476) 菊池養之輔 의원은 부유한 제3자가 자신의 자금력을 십분 활용하

여 선거운동을 진행할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477)

특히 제3자의 선거운동 금지와 관련해서는 투표를 하는 다수의 사람들

은 “투표를 할 뿐이고(投票スルダケデスカラ)”, 실제로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관련 법령을 알고 있으므로 제3자 선거운동을 규제해도 큰 문

제가 없다는 내용의 林信雄(진보당) 의원의 비판478)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473) 예컨대 田村秀吉 의원은 선거에서의 ‘페어 플레이(fair play, フェヤ・プレイ)’를 강

조했다(『第八十九囘帝國議會衆議院 衆議院議員選擧法中改正法律案外一件委員會議錄

(速記)』 第1号, 1945年 12月 4日), 13쪽).
474) 이를테면 一松定吉 의원은 입회연설회 실시 및 공보, 추천장의 배포를 공영제에 의

해 실시함으로써 그 외의 선거운동은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개진했다(『第

八十九囘帝國議會衆議院 衆議院議員選擧法中改正法律案外一件委員會議錄(速記)』 (第

1号, 1945年 12月 4日)』, 21-22쪽.
475) 田村秀吉 의원은 사전선거운동이 자유화되면 1년 내내 연설회와 좌담회가 만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第八十九囘帝國議會衆議院 衆議院議員選擧法中改正法律案外一件

委員會議錄(速記)』 (第1号, 1945年 12月 4日), 12쪽).
476) 『第八十九囘帝國議會衆議院 衆議院議員選擧法中改正法律案外一件委員會議錄(速記)』

(第1号, 1945年 12月 4日), 6-7쪽.
477) 『第八十九囘帝國議會衆議院 衆議院議員選擧法中改正法律案外一件委員會議錄(速記)』

(第4号, 1945年 12月 7日), 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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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이는 결국 일반 유권자는 투표장에서 투표만 하는 역할을 담당

할 뿐, 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주체는 아니라는 인식을 은연중

내재한 것을 전제로 한 발언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479)

결국 각 정당에서 중의원의원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였고,

이러한 수정안들 가운데 사전선거운동금지와 문서도화에 대한 규제를

존치시킨 진보당의 수정안이 가결되었다.480) 이후 귀족원 심의에서 선거

운동 규제에 관련한 부분은 별도의 수정 없이 통과되어 1945년 중의원

의원선거법 이 확정된다.481)

나. 1947년 참의원의원선거법 제정

1946년 4월 이후, 일본국헌법 개정안의 내용이 밝혀지면서 관련하여

참의원의원선거법의 입안 논의가 내무성 지방국과 법제국을 중심으로 진

행되기 시작했다.482) 그런데 특히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때 성안된 정

부의 참의원의원선거법 제정안은 중의원에서의 논의에서 의원들의 강한

반대에 직면했다.483)

이를테면 木村公平 의원은 선거의 자유는 선거인이 “자유의사에 따라,

누군가라고 불리는 사람에게 투표하겠다고 말해지는 의사(自由意思によ

つて、何某という者に入れるという意思)”라고 말하면서, 예컨대 하룻밤

들린 친한 친구에 의해 특정한 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권유받고 원래 생

각했던 후보자가 아닌 다른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게 되면 자유롭게 투표

478) 『第八十九囘帝國議會衆議院 衆議院議員選擧法中改正法律案外一件委員會議錄(速記)』

(第5号, 1945年 12月 8日), 87쪽(직접인용도 같은 쪽에서 한 것임).
479) 비슷한 취지의 분석으로 三枝昌幸(2016), 55쪽.
480) 三枝昌幸(2016), 55쪽.
481) 개정된 선거법의 내용은 『衆議院議員選挙法中改正法律(昭和20年, 法律 第四二号)』

(リール番号：006100, 開始コマ：0499)(일본 국립공문서관 디지털 아카이브(https://www.

digital.archives.go.jp/)에서 다운로드)(최종검색일 : 2019. 10. 26.)에서 확인할 수 있다.
482) 이하 이 문단의 내용은 三枝昌幸(2016), 59-60쪽을 요약한 것이다.
483) 중의원에서는 1946년 12월 19일 본회의에서, 같은 달 20일-24일까지 위원회에서 심

의한 후, 같은 달 25일 후술할 부대결의가 부가된 채로 법률안이 가결되었다. 이와 관

련된 전반적인 논의는 三枝昌幸(2016), 62-6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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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는 의사가 실현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같은 발언 내

용을 미루어 볼 때, 木村公平 의원에게 있어 선거의 자유란 일반 유권자

가 ‘투표소에서의 선택의 자유’를 가리킬 뿐 ‘선거운동의 자유’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선거운동의 전면적인 자유화는 오히려 그가 상정한 선거의

자유를 손상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그의 발언의 행간에 내재된

의미를 읽을 수 있어 보인다.484)

이어서 호별방문 허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의원들의 반대의견이 개진되

었다. 예컨대 木村公平 의원은 호별방문을 허용하게 되면 인정이나 금전

에 호소하여 선거인의 자유의사가 실현되지 못한다는 취지로 반대하였

고,485) 竹谷源太郎 의원(사회당)도 호별방문을 통해 각지에 분산된 선거

운동원들이 줄줄이 정실, 인연, 기타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표를 권유함

으로써 국민의 정치의식 고양을 달성하지 못하고 종래의 악습관을 존속

시키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하였다.486) 사전선거운동 허용과 관련하

여서도, 가령 原健三郎 의원은 사전선거운동을 단속하는 것이 일반인을

위해서도 좋고, 후보자에게도 돈이 들지 않으므로 서로에게 좋다는 점을

들어 반대의사를 개진했다.487)

이후 우여곡절 끝에 사전선거운동 및 호별방문금지(개정안 제76조 제1항 및

제2항), 비용제한 규정(개정안 제79조)을 두는 한편, 1946년 4월 실시된

중의원의원 총선에서 국민학교 아동들에게 선거운동이 실시되면서 선거

운동의 기회균등이 문제된 현실을 반영해 추가로 학생 등 20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특수 관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개정안

484) 이와 같은 木村公平 의원의 태도는 2차대전 이전의 선거운동 규제의 정당화 근거와

큰 틀에서 다르지 않은 입장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같은 취지로 三枝昌幸

(2016), 63-64쪽.
485) 『第九十一囘帝國議會衆議院 參議院議員選擧法案委員會議錄(速記)』(第4号, 1946年

12月 23日), 21쪽.
486) 『第九十一囘帝國議會衆議院 參議院議員選擧法案委員會議錄(速記)』(第5号, 1946年

12月 24日), 44쪽.
487) 『第九十一囘帝國議會衆議院 參議院議員選擧法案委員會議錄(速記)』(第2号, 1946年

12月 21日), 10쪽. 한편 같은 회의록 9쪽에서 原健三郎 의원은 중의원의원 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이 허용되지 않는데 참의원의원 선거에서 이를 허용하는 것은 균형이 맞

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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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제3항)하는 형태로 참의원의원선거법 이 마련되었다.488)

3. 통합 공직선거법 의 제정과 개정

이후 일본에서는 선거의 자유가 방임을 의미하게 되면 반동으로 과거

에 있었던 선거에 관한 악습관이 조장될 수 있고, 신문지의 지면이 축소

되고 학생의 교과서 작성에 필요한 용지도 없는 전후의 현실을 감안할 때

선거운동에 사용되는 문서나 도화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489)

선거운동의 문서도화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選挙運動の文書図画等の

特例に関する法律)이 제정되었고, 당시 일본의 경제사정을 감안할 때,

선거공영을 강화하고 선거의 공정 및 적정을 기하며, 선거부패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490) 선거운동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選挙運動等

の臨時特例に関する法律)이 입법되었다.

이후 이들 선거 관계법률들의 내용을 한데 모아 1950년 통합 공직선

거법 이 제정되었다.491) 위 법률은 1951년과 1952년 두 차례 개정되었고,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서는 1952년 개정 법률의 내용이 대체로 오늘날까지 이어

지고 있다고 평가된다.492)

488) 자세한 심의 경과는 三枝昌幸(2016), 67-68쪽 참조. 개정된 참의원의원선거법의 내

용은 『参議院議員選挙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御署名原本・昭和二十二年, 法律第一
七号』(リール番号：006300、開始コマ：0436)(일본 국립공문서관 디지털 아카이브

(https://www.digital.archives.go.jp/)에서 다운로드)(최종검색일 : 2019. 10. 26.)에서

확인할 수 있다.
489) 『第九十二囘帝國議會 衆議院議事速記錄』 (第16号, 1947年 3月 11日), 209-210쪽

(山口喜久一郎 위원 발언).
490) 『第二回國会衆議院 政党法及び選挙法に関する特別委員会議錄』 (第7号, 1948年

6月 28日), 1-2쪽(竹谷源太郎 위원 발언).
491) 당해 법률의 큰 틀은 앞서 기술한 현재의 일본 공직선거법 의 내용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정도로 유권자가 수범자로 포함된 다양한 선거운동 규제가 열거된 것으로 보

인다.
492) 杣正夫(1986), 305쪽; 三枝昌幸(2016), 95쪽. 杣正夫는 이러한 분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1952년 공직선거법 이 1950년대 이후 장기집권한 일본 보수세력의 지배체제를

선거제도라는 측면에서 지지하는 데 큰 공헌을 했다고 분석하고 있다(杣正夫(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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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그 밖의 국가들의 경우

Ⅰ. 프랑스

정당과 공식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부분적인 유권자 집단과 같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유럽 대륙에 속한 국가들은 대체로 선거에서의 제3자

규제를 대부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493) 이는 프랑스의

경우에도 유사하다. 물론 프랑스에서도 일반 유권자로서의 제3자가 하는

선거 관련 정치적 활동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그에 대한 규제가 존재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프랑스에서는 대체로 제3자의 선거운동은

주로(mostly) 영미권 국가들에서 통용되는 관념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494) 다만 2000년대 이후 프랑스에서도 선거에 대한 광고물 규제를

중심으로 일부 조항에서 수범자에 제3자 또한 추가하는 형태의 개정이 이루

어진 것으로 확인된다.495)

구체적으로 프랑스 선거법 (Code électoral)496)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동법에서 하원의원 선거에서의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는 주로 ①

동법 제1권(Livre) 제1편(통칙) 제5장(선거운동, 동법 제L47조 내지 제

L52-3조)과 제5장의2(선거비용의 모금과 제한, 동법 제L52-3-1조 내지

305쪽).
493) D. R. Piccio, “Northern, Western and Southern Europe”, Election Campaigns(2014),

p. 217; OSCE(2020), pp. 25-26; p. 35 참조. 후자의 문헌에 따르면, OSCE 국가들 가

운데 제3자의 선거 활동을 규제하지 않는 나라들은 총 26개국에 해당한다(구체적인

국가 내역은 같은 문헌, p. 25에 기재된 내용 참조).
494) OSCE(2020), p. 26.
495) OSCE(2020), p. 35.
496) 구체적으로 법률(législative) 부분과 행정규칙(réglementaire) 부분, 부록(Annexe)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이 항목에서는 ‘프랑스 선거법’, ‘프랑스 선거법 행정규칙’,

‘프랑스 선거법 부록’이라는 표현을 각각 사용하였다. 한편 위 법률 문언의 원문 및 그

밖의 프랑스 법령 원문은 프랑스 법령 포털(https://www.legifrance.gouv.fr/, 최종검색일

: 2021. 11. 5.)에서 확인하였고, 우리말 번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프랑
스선거법, 2019의 내용 및 표현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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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L52-17조), 제7장(벌칙, 동법 제L86조 내지 제L117-2조)과 ② 동법 동권

제2편(하원의원 선거에 관한 특례규정) 제6장(선거운동, 동법 제L163-1조

내지 제L171조)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다.497) 앞서 제2절에서 살펴본 영

미권 다른 국가들의 사례와 비교할 때, 프랑스 선거법에는 선거운동의

주체498)와 내용499), 행위에 대한 다양한 규제가 존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 가운데 선거운동 행위규제와 관련한 주요 조항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① 프랑스 선거법 제1권 제1편의 조항들 가운데에는 선거운동 기

간을 투표일 전 두 번째 월요일부터 투표일 전일 자정까지로 설정하는

제L47A조,500) 선거가 실시되는 월의 첫 번째 날 6개월 전부터 투표일까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상업광고 활용을 금지하는 제L52-1조,501) 개인이

일정한 요건에 의해서만 후보자에게 대여(prêt)502) 또는 기부(don)503)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L52-7-1조 또는 제L52-8조, 선거운동 비용의 상

497) 그 밖에도 프랑스 선거법 은 동법 행정규칙 제1권 제5장(선거운동)과 제5장의2(선거

비용의 모금과 제한)에서도 다수의 규제를 두고 있다. 예컨대 동 행정규칙 제R27조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거나 선거운동의 성격을 가지는 전단이나 포스터에는 원칙적

으로 청색, 백색, 적색 3색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이를 위반한 경우, 제4급 경범죄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부과된다. 같은 규칙 제R95조 참조), 제R29조 제1항은 선거 회보

(bulletins)의 규격을 정하고 있다.
498) 예컨대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직원이 후보자의 전단 등을 배포할 수

없도록 규정한 프랑스 선거법 제L50조 등 참조.
499) 관련하여 이를테면 기만적인 술책(manoeuvres frauduleuses quelconques)으로 투표의

진실성에 영향을 미쳤거나 미치려고 하였던 자를 형사처벌하는 프랑스 선거법 제 L116

조 제1항이나,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les opérateurs de plateforme en ligne)의 공정하고

명확하며 투명한 정보제공 의무에 관한 조항(동법 제L163-1조 제1항 이하), 부정확하거나

거짓된 주장의 온라인 배포를 막기 위한 조항(동법 제L163-2조 제1항 이하) 등 참조.
500) 아울러 후보자로 하여금 선거운동 기간 종료 전에 다른 후보자가 답변할 수 없는

촉박한 시점에 선거 관련 새로운 쟁점을 일반 대중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한 같은 편

제L48-2조도 선거운동 기간 제한과 연관된 조항으로 파악된다.
501) 동 조항을 위반한 모든 행위는 제L90-1조에 따라 9,000유로의 벌금에 처해진다.
502) 대여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후보자에게 대여 상환에 대한 보고의무 등이

부과된다(상세히는 제L52-7-1조 각 항 참조).
503) 개인의 실명 기부는 프랑스 국적자이거나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한

선거에서 4,600유로를 초과할 수 없고, 후보자에게 기부된 150유로가 넘는 선거운동

기부금은 수표, 계좌이체, 자동이체, 은행카드로 지불되어야 하는 등의 규제가 따른다

(상세히는 제L52-8조 각 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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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을 구체적으로 설정한 제L52-11조 등을 예시로 들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504)

② 후자의 제2편의 경우, 예컨대 선거운동 기간을 선거일 전 20일부터

로 정하는 내용(동법 제L164조 제1항), 동법에 의해 정해진 전단지, 포스터

또는 벽보 이외의 인쇄물에 대한 인쇄 및 활용을 금지하는 내용(동법 제

L165조 제3항),505) 정당이나 정치 단체(groupements politiques)가 동법

에 정해진 내용에 의한 방식으로 시청각 커뮤니케이션(la communication

audiovisuelle)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내용(동법 제

L167-1조 제1항 이하) 등의 조항을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면, 앞서 살펴 본 영미권 국가들과는 달리 선

거운동에 대한 규제, 특히 선거운동과 관련된 행위규제가 다수 발견됨을

확인할 수 있다. 영미권 국가를 중심으로 선거제도로 다수대표제를 채택

한 국가에서 후보자 또는 후보자 정당 사이의 균등한 경쟁을 위한 선거

운동 규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반 유권자인 제3자에 대해

서도 규제를 가하는 모습은 앞서 확인된 바와 같다. 그러나 특히 영국을

중심으로 한 구 영연방 국가들은 이때 제3자에 대해서는 주로 비용규제

라는 방식을 채택한 반면, 프랑스는 제3자의 행위 또한 일정 부분 규제하

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는 일정 부분 프랑스의 정치 현실에서 정당의 조

직력이나 대중 동원 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는 점506)에서 연유하는 것

으로 생각된다. 선거 현실에서 정당의 영향력이 강하지 않음에 따라 모든

선거경쟁이 후보자들 사이의 경쟁에 집중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후

보자의 평등한 경쟁을 저해할 여지가 있는 모든 요소들에 대한 규제를

504) 위 조항들을 위반한 대여나 기부를 받거나 선거운동 비용 상한을 초과한 경우, 후보자

측은 45,000유로의 벌금 및 3년의 징역에 처해진다(제L113-1조 제1항 제2호, 제3호).
505) 제L165조 제3항을 위반한 자의 경우, 3,750유로의 벌금과 3월 이하의 구금 또는 양

자 가운데 하나의 형에 처하게 된다(제L168조).
506) 프랑스에서 정당을 불신하는 전통 및 1958년 헌법 이후의 정당정치의 위상 약화,

그로 인해 ‘정당(Parti)’이라는 표현 자체의 사용이 주요 정치세력들 사이에서 주저되고

있는 현상 등에 관하여 자세히는 장훈, “프랑스의 정치제도와 정치과정”, 유럽정치연

구회 편, 유럽정치, 백산서당, 2004, 161-162쪽; 정진민, “프랑스의 정치제도 : 체제,

선거, 정치세력”, 유럽정치연구회 엮음, 유럽정치론, 박영사, 2018, 41-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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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의 서술만을 고려하면 앞에서 살펴 본 미국의 경우와 유사하

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미국은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를 천명한 수정헌법 조문이 존재함에 반하여, 프랑스는 1958년 헌법

(Constitution du 4 octobre 1958) 제4조에서 정당과 정치 단체(Les

partis et groupements politiques)의 국민주권 및 민주주의에 대한 준수

의무(동조 제1문 참조)와 다원적 의견표명 및 국가의 민주주의 활동에

정당 및 정치단체의 평등한 참여 보장 조항(동조 3문 참조)으로 인하여

선거 등 정치활동에 있어서 균등한 기회에 관한 명문의 근거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결국 ‘후보자’의 선거운동 규제에 있

어서는 위와 같은 헌법 문언상 차이로 인해 미국과 프랑스는 결과적으로

상반된 모습 - 후보자에 대한 비용규제의 다수 또한 위헌성을 의심받는

미국과 후보자에 대한 다수의 행위규제가 선거법령에 규정된 프랑스 -

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서 미국의 사례에서도 일정 부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정

당의 지위 약화로 인해 후보자 외의 모든 선거과정의 참여자들이 ‘제3자’가

되는 현실에서 유권자의 선거 관련 정치적 의사표현 자체를 금지하려는

시도는 - 비단 헌법 규범적으로 뿐만이 아니더라도 - 현실화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유권자의 선거운동 행위규제를 하는 조항들의

다수는 유권자가 비용규제를 위반하였거나, 또는 비용규제와 결부되어 있

는 행위507)를 위주로 형사처벌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프랑스

선거법 에서 선거운동 기간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형사처벌 조항을 두

고 있지 않다는 점, 선거집회(les réunions électorales)와 관련하여 자유

로운 결사와 집회를 선언하고 있는 1881년 결사의 자유에 관한 법률

(Loi du 30 juin 1881 sur la liberté de réunion)과 1907년 공공집회에 관

한 법률 (Loi du 28 mars 1907 relative aux réunions publiques)이 원칙적

으로 적용됨을 밝히고 있는 점( 프랑스 선거법 제1권 제1편 제L47조 참

507) 상업광고를 활용한 선거운동이라든지 규격이나 부착 장소 등을 위반한 인쇄물을 활

용한 선거운동 등을 예시로 들 수 있을 것이다.



- 144 -

조), 선거와 관련한 출판물(presse)과 관련하여서도 제1조에서 출판의 자

유를 선언하고 있는 1881년 출판의 자유에 관한 법률 (Loi du 29 juillet

1881 sur la liberté de la presse)이 선거운동에 적용됨을 밝히고 있는 점

( 프랑스 선거법 제1권 제1편 제L48조 제1항 참조) 등에서 이러한 면모

를 엿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결국 프랑스의 일반 유권자 선거운동 방법규제 또한 행위규제

보다는 비용규제에 보다 초점을 둔 것으로 생각된다.

Ⅱ. 독일

독일에서 연방 차원의 선거를 규율하는 법률로는 대표적으로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이하 독일 선거법 )508)이 있다. 그런데 독일 선거

법에서는 선거운동의 개념이나 선거기간을 명문으로 정하여 별도로 규제

하는 내용이 발견되지 않는다.509) 선거와 관련한 행위규제에 대해서도, 투표

시간 동안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 내부와 입구 주위에 한정하여 선거 관련

정치적 표현행위와 서명운동을 금지하는 조항( 독일 선거법 제32조 제1항)510)

정도만이 확인된다.511) 선거운동 전반에 대한 규제가 없는 만큼 선거의

508) 이하 독일 선거법 및 독일 법률의 원문은 독일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법률

검색 웹사이트(https://www.gesetze-im-internet.de/, 최종검색일 : 2021. 11. 16.)에서

확인하였고, 독일 선거법의 우리말로 번역하는 작업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연수원, 독일 연방선거법 2018, 2018(이하 독일 연방선거법으로 약칭)을 참고하였다.
509) 김도협, “현행 독일 선거법제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17권 제2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이하 김도협(2014))로 약칭), 19쪽, 22쪽. 다만 위 문헌 22쪽 서술에

따르면, 독일 선거법 제18조(후보자추천, 선거참여신고), 제19조(후보자추천서의 제출)

및 정당 사이의 협의에 따라 대체로 선거운동은 선거 약 3개월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한다.
510) 독일 선거법 제32조(선거운동, 서명운동, 출구조사의 공표 금지) 제1항 투표시간

동안에는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 내부와 건물의 입구에서 직접적으로 언어, 음향, 문서

및 도화 등을 통하여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와 모든 형태의 서명운동은

금지된다(우리말 번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독일 연방선거법, 2018, 95쪽).
511) 한편 독일 형법 (Strafgesetzbuch)은 동법 각칙 제4장에서 헌법기관 및 선거와 투표에

관한 죄(Straftaten gegen Verfassungsorgane sowie bei Wahlen und Abstimmungen)

라는 항목을 두어 선거방해, 선거조작, 선거인에 대한 강요나 사기, 매수행위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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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로서의 유권자의 선거 관련 정치적 표현행위512)에 대한 규제를 발견

할 수 없음은 자연스러운 결론일 것이다.513)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으로는 국가영역과 사회영역을 매개

하는 도관(導管)으로서의 정당514)의 기능이 선거를 포함한 독일 정치과정

전반에서 강조되고 있다는 사정515)을 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선거체제와 관련하여 독일은 이른바 ‘인물화된 비례대표제(personalisierte

Verhältniswahl)’를 채택하여, 일차적으로 정당투표에 따라 연방하원의

의석수가 확정되는 등으로 정치영역에서 정당의 비중이 크다.516) 선거 및

선거운동에서도 이러한 정당의 비중있는 역할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독일에서는 선거운동 관련 사항을 법률로 규율하는 다른 나라들의 경우

와는 달리 정당 간 자율적 협의를 통해 선거운동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항

들이 정해진다는 분석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517) 선거법이 아닌 독일

정당법 (Gesetz über die politischen Parteien (Parteiengesetz)) 제5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518)에서 공공기관이 선거와 관련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이들 행위들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국가의 선거에서 허용

되지 않는, 선거의 본질을 침해하는 행위들을 처벌하는 것으로서 이 연구에서 범위가

한정된 선거운동 행위규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512) 독일 기본법 제5조 제1항 제1문 전단의 의견표현의 자유는 의견 표현의 요소로 결

합되어 있는 사실 뿐 아니라 이를 표현하고 전파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새로운 유형

과 방식 및 표현 장소 및 시기의 선택 또한 보호한다는 입장으로 Thorsten Kingreen,

Ralf Poscher, 정태호 역, 독일기본권론 제33판(Grundrechte Sttaatrecht Ⅱ, 33.
Auflage), 박영사, 2021, 264-267쪽.

513) OSCE(2020), p. 25에서는 독일을 선거에서 제3자가 관여하는 것을 규제하지 않는

26개 국가 중 하나로 분류하고 있다.
514) 이와 같은 정당의 중개적 기능 내지 지위를 인정하는 견해로 성낙인(2021), 240-241쪽;

정종섭(2018), 149쪽; 한수웅(2018), 195쪽; 헌재 2004. 3. 25. 2001헌마710, 판례집

16-1, 422, 434; 헌재 2014. 1. 28. 2012헌마431 등, 판례집 26-1상, 155, 162 등.
515) 김영태, “독일연방공화국의 정치제도와 정당정치”, 유럽정치론, 박영사, 2018(이하
김영태(2018)로 약칭), 28쪽.

516) 김영태(2018), 26-28쪽.
517) 김도협(2014), 22쪽.
518) 독일 정당법 (Gesetz über die politischen Parteien (Parteiengesetz)) 제5조(기회균등)

제1항 공공기관이 정당에게 그 시설을 사용하게 하거나 기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경

우에는 모든 정당에게 동등하게 해야 한다. (※ 후략)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와 관련된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후보자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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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정당간 기회균등을 선언하고 있다는 사정 또한 선거과정에서의

정당의 위상을 일정 부분 시사하는 조문으로 읽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Ⅲ. 스페인

스페인의 헌법 제68조 제3항에 의하면 스페인 하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

에 따라 비례대표제에 의하여 선출된다. 선거제도가 법률로 형성됨에 따라

선거운동에 관해서는 일반선거제도기본법 제5/1985호 (이하 이 법률을

스페인 선거법 으로 약칭함)519)을 제1편 제6장 제4절 선거운동에 대한 총칙

및 제5절 선전 및 선거운동행위를 중심으로,520) 그 밖에 선거광고(de publicidad

electoral)521)와 연관된 다양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스페인 선거법 제50조 제4항은 선거운동을 표를 얻기 위해

(en orden a la captación de sufragios) 후보자, 정당, 연합이나 선거인

단체522)가 수행하는 일련의 합법적 활동을 의미한다고 규정한다. 특히

천한 정당에 한하여 선거운동기간에만 적용한다.
519) Ley Orgánica 5/1985, de 19 de junio,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당해 법률은

영어로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Institutional Act, Official Gazette -BOE- no.

147, of June, 20th 1985로 번역된다. 스페인어 원본 및 영어 번역본은 각각 스페인

선거위원회(http://www.juntaelectoralcentral.es/, 최종검색일 : 2021. 11. 15.)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였고, 동 법률의 우리말 명칭 및 한국어 번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스페인 선거법, 2019, 51쪽 이하를 참고하되, 영어 번역본을 확인하여 반영하였다.
520) 제4절의 원어 표현은 DISPOSICIONES GENERALES SOBRE LA CAMPAÑA

ELECTORAL, 제5절의 원어 표현은 PROPAGANDA Y ACTOS DE CAMPAÑA

ELECTORAL에 해당한다. 위 각 표현의 우리말 번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스페인 선거법 2019, 75쪽 및 76쪽을 따른 것이다.
521) 예컨대 지방선거(las elecciones municipales)와 관련한 라디오, 지역 TV 등에서의

선거광고에 관한 법률들(Ley Orgánica 10/1991, de 8 de abril, de publicidad electoral

en emisoras municipales de radiodifusión sonora, Ley Orgánica 14/1995, de 22 de

diciembre, de publicidad electoral en emisoras de televisión local por ondas terrestres)

이 존재하는 것으로 검색된다(스페인 선거위원회(http://www.juntaelectoralcentral.es/, 최종검색

일 : 2021. 11. 15.) 홈페이지에서 확인). 다만 위 법률들의 내용에서는 선거와 관련된

연합이나 단체(coaliciones y agrupaciones)의 라디오와 TV 사용을 위한 일정한 권리가

규정되어 있다.
522) 동 조항에서는 이를 ‘agrupaciones’라고만 지칭하고 있다. 해당 단어를 직역하면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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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개념으로서의 선거인 단체(agrupaciones de

electores)의 의미가 문제되는데, 동법상 선거인 단체는 스페인 선거법 이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523) 후보자나 후보자 명부를 제출할 수 있다는 점에

미루어(동법 제44조 제1항 제3호), 특정한 자의 당선 또는 낙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 그렇다면 이 연구에서 중점적인 검토 대상이 되는

후보자나 정당 외의 제3자인 개인 또는 단체로서의 ‘유권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스페인 선거법 상의 선거 관련 정치적

의사표현의 제한에 관한 조항들은 대체로 위 선거인 단체 등이 행하는

‘선거운동’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524) 스페인은 사실상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을 별도로 상정하여 이에 대한 특별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고 분류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선거운동을 규율하면서 일반 유권자의 선거 관련 표현행위가 규제

되는 경우들로, ① 선거소집일로부터 법정 선거운동이 개시되기까지의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이나, 문맥상 유권자 단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

하여 스페인 선거법 영어본에서는 이를 electors’ groupings라고 번역하고 있고, 스페인

선거법 국문본에서는 ‘선거인단체’라고 옮기고 있다.
523) 이를테면 선거인 단체에 의해 후보자가 추천될 때에는 선거구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유권자의 1% 이상의 서명이 요구되고( 스페인 선거법 제169조 제3항), 서명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동법 제46조 제8항). 아울러 선거인 단

체가 주관한 후보자등록 신청서에는 해당 선거인단체의 명칭, 약칭, 상징 및 후보자들의

성(姓, surname)과 이름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동법 제46조 제1항).
524) 선거운동은 선거소집일(la convocatoria) 38일 후부터 시작되어, 선거일 전일 24시까

지 15일 동안 진행된다( 스페인 선거법 제51조). 선거운동기간 종료 후 선거운동이

나 선거소집일부터 선거운동 개시 이전까지의 선거와 관련한 각종 상업적 표현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선거운동 주체의 통상적인 활동이라는 이유로 위 표현행위들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동법 제53조). 선거운동 관련 벽보나 현수막 등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동법 제55조 제1항, 제2항). 선거운동 비용과 관련하여, 선거운동의

주체는 10,000유로 이상의 금원을 기부받을 수 없고(동법 제129조), 의회의원 선거에

서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구에서 투표권을 가진 주민 총수에 0.37유로를 곱한 금액

으로 한정되며(동법 제175조 제2항), 상업 광고 등과 관련한 표현물에 지출되는 비용

은 위 법정된 금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동법 제55조 제3항). 선거운동기간 종료

후 선거운동과 선거 벽보 등의 부착 장소 위반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동법

제144조 제1항 제1호), 그 밖의 선거운동 의무규정 위반 행위는 관할 스페인 선거위

원회에 의해 과태료(fine)를 받게 된다(동법 제15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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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일 동안의 기간 동안 선거와 관련한 상업적 표현행위(de publicidad o

propaganda electoral)525)의 금지( 스페인 선거법 제53조) 및 ② 선거운동

비용 기부금액 한도 제한(동법 제129조) 등이 언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 먼저 ②의 경우, 선거운동 행위규제 중에 비용규제에 해당

한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표현행위 규제와는 구별된다.

다음으로 ①의 경우는 선거운동에 대한 시간적 규제와 좁은 의미의 행위규

제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이지만, 조문의 내용상 이 또한 비용을 수반하는

표현행위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반대로 해석할 경우 비(非)상업적 표현행위는 금지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스페인 선거법 에서 선거운동 관련 대중집회를 별도로 규율

하지 않고 집회와 관련된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동법 제54조 제1항), 선거운동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동법에서 선거

소집일 이후의 선거운동 제한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

20조에 명시된 권리를 침해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동법 제50조

제5항)에서도 위와 같은 반대해석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제5절 비교 내용 검토

Ⅰ. 행위규제가 아닌 비용규제 위주

앞서 제2절 내지 제4절의 내용을 살펴볼 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나,

대체로 다수대표제 또는 다수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체제를 채택한 국가526)

에서는 제3자로서의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입법이 다수 발견되

었다. 이는 특히 선거운동 과정에서 정당과 후보자 사이의 기회균등이 강조

되는 국가(영국이나 캐나다의 경우)에서 보다 정교하게 구성되었다. 다만

이때도 방법규제에 한정하여 보면 특정한 선거운동이나 선거 관련 정치적

525) 직역할 경우, ‘선거 관련 상업적 광고와 선거 관련 선전’ 정도가 될 것이나 본문과

같이 축약하여 번역하였다. 관련하여 스페인 선거위원회가 게시한 동 법률의 영문본은

‘commercial publicity or propaganda’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526) 대체로 영국의 영향을 받은 국가들이 다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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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현행위 그 자체를 금지하는 행위규제보다는 비용에 대한 지출금지

내지는 기부나 지출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보고의무를 규정하는 등의 비용

규제 위주로 규제입법이 성안되었다. 이는 일반 유권자가 선거운동에 참

여하는 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 이와 같은 규제가 실효성이 있을

경우 - 선거운동에 있어서 기회균등과 관련된 문제의 발생을 차단하는

비교적 손쉬운 접근일 수 있을 것이지만, 이는 세계 대다수 국가들에서

선거 관련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여겨질 개연성이 크기 때문

이라고 분석된다.527) 영미법계(Anglophone) 국가들에서 이와 같은 규제

형태가 전형적으로 나타났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행위규제와 비용규제를

모두 활용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에도 특히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비용

규제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비례대표제, 또는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체제를 채택한

국가의 경우에는, 애초에 영연방에 소속된 국가로서 비교적 최근 비례대표

제를 채택한 뉴질랜드나 과거 영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던 아일랜드와

같이 유권자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규제로서 비용규제를 채택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에 관하여 특별한 규제, 특히

행위규제를 가하고 있지 않았다. 앞서 살펴 본 독일과 스페인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는 일응 비례대표제 선거체제 하에서는 - 특히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할 때 -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 또한 원칙적으로

선거과정에 행위자로 참여하는 정당(party)을 위한 것에 해당한다는 점에

서 이에 대한 규제수단을 구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점에서 기인하는 것

으로 추측된다.

Ⅱ. 예외로서의 일본

다만 예외적으로 일본의 경우, 이상과 같은 유권자 선거운동 규제입법

의 동향과 사뭇 구별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일반 유권자가 선거와 관련

527) Magnus Ohman, “Introduction to Political Finance”, Election Campaigns(2014), p.

27; OSCE(2020),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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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때, 해당 표현의 내용을 불문하고 표현방법으

로서의 행위 자체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형태의 입법을 채택한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

다고 생각된다.528)

먼저 일본의 선거운동 규제입법이 우리나라의 당해 규제에 미친 영향을

감안할 때, 그 근원을 보다 분명하게 탐색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보

인다. 일련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현행 우리나라의 선거운동 규제입법은

- 일반 유권자에 대한 규제와 후보자에 대한 규제를 막론하고 - 일본의

해당 규제의 내용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529) 이는

양국 선거운동 관련 법제가 거의 동일한 문언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만으

로도 비교적 용이하게 파악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530) 시기적으로

볼 때 일본의 선거운동 규제 법제가 만들어진 후에 우리나라의 해당 규정

들이 성안된 것은 사실이고,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당해 법제 성립에 일본의

그것이 영향을 주었다는 사정은 어느 정도 분명해 보인다.531) 물론 일본의

528) 이하 서술한 두 문단은 배정훈(2020), 80-82쪽을 기반으로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하여 작성한 것이다.
529) 대표적인 연구로 송석윤(2007b), 231-263쪽.
530) 이를테면 일본 공직선거법 제129조는 선거운동의 기간(“選挙運動の期間)”이라는

표현을, 동법 제138조 제1항은 호별방문(“戸別訪問”)이라는 표현을, 동법 제138조의2

는 서명운동의 금지(“署名運動の禁止”)라는 표현을, 동법 제146조는 문서도화의 배포

또는 게시의 금지를 면하는 행위의 제한(“文書図画の頒布又は掲示につき禁止を免れる

行為の制限”)이라는 표현을 각각 사용하고 있다. 이는 우리 공직선거법 제59조의

“선거운동기간”이라는 표현, 동법 제106조의 “호별방문의 제한”이라는 표현, 동법 제

107조의 “서명·날인운동의 금지”라는 표현, 동법 제93조의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

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라는 표현과 문언 그 자체가 같다. 주요 규제 내용 또한 양

국이 사실상 동일하다고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531) 예컨대 우리나라 선거운동 규제법제의 큰 틀이 확립된 1958년 민의원의원선거법 이

제정된지 4년 만에 출간된 한 저서에서는 당대 우리나라 선거법이 “일본선거법을 본

받아서 만들어진” 것이고, 일본의 선거법이 “우리 선거법의 모체”임을 지적하고 있고

있다(이상 직접인용은 김철수, 헌법질서론, 수학사, 1962, 138쪽). 아울러 “현행(1980

년대 중반을 가리킨다 - 연구자 주) 선거법제는 일본의 대정시대 천황의 은혜적 입장

에서 일부의 자유만을 허용하고 규제 일변도로 치닫던 선거관계법을 현행 일본선거법

제가 정부편의에 따라 답습한 것을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이라고 지적하는

견해도 있다(이상 직접인용은 문광삼(1985), 2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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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가 우리나라의 법제 성립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로를 통해 어느

정도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수

있겠지만, 현행 유권자 선거운동 규제 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을 보다 명

확히 알기 위해서는 일본의 유권자 선거운동 규제 법제가 어떠한 역사적·사

회적 배경 하에 도입되고 변경되어 왔는지를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일본의 선거운동 규제입법이 그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제도와 상이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원인을 주의깊게 검토할 필요가 있

다고 생각된다.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 비용규제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내용중립적인 표현방법에 대한 보다 강한 규제에 해당하는 행위규제를

채택하였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일본의 선거

운동 규제입법의 도입과 전개를 입법과정의 측면에서 검토한 연구에

따르면, 일본의 선거운동 규제는 선거제도에 대한 오랜 역사를 축적하고

있는 영국의 선거운동 규제로부터 참고한 바가 크다.532)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일본의 선거운동 규제에 관한 입법은 1925년 보통선거법 제정

에서부터 도입되었는데, 당시에는 독일과 프랑스 등지에는 선거운동과

관련한 규제 제도가 발달하지 않아 참고할만한 선례로서 영국의 관련 법제

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533) 실제로 1925년 일본

보통선거법 에서 도입된 주요 선거규제 입법은 당대 영국의 법률을 참

고한 것이었다.534) 그럼에도 일본이 가급적 선거 관련 정치적 표현의 자유

라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유권자 선거운동

규제입법을 성안한 영국과는 달리 표현방법에 대한 행위규제라는 보다 강

한 규제를 선택하게 된 연유를 파악하는 것은 유사한 주된 규제수단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유권자 선거운동 규제입법의 개선 방향을 모색

532) 三枝昌幸(2016), 18쪽.
533) 森口繁治, 『選擧制度論』(現代政治學全集 第8卷)』, 日本評論社, 1931(일본 국립국

회도서관 디지털 컬렉션(国立国会図書館デジタルコレクションについて)(http://dl.ndl.g

o.jp/)에서 다운로드, 최종검색일 : 2019. 10. 22.), 408쪽 참조. 이러한 사정은 당시 일

본의 헌법이었던 메이지헌법의 제정에는 프로이센 및 독일 카이저제국의 모델이 주로

검토되었다는 평가(예컨대 송석윤(2007a), 134쪽)와는 다소 대비된다.
534) 三枝昌幸(2016), 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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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 일정 부분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535)

이하에서는 목차를 바꾸어 일반 유권자가 내용중립적인 선거 관련 정

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것을 규제함에 있어 일본이 그 모법(母法)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관련 규제와는 상이한 규제유형을 채택하게 된 배경

을 두 나라의 사례를 비교하는 형태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536)

Ⅲ. 방법규제 주요 유형 차이의 발생 배경

1. 논의의 소재

영국과 일본은 모두 군주정체를 채택한 국가로서, 보통선거권 도입과

관련한 운동을 겪는 중에 선거운동 규제입법을 구상했다는 점, 선거권

확대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매수로 대표되는 선거부패 방지 및 후보자간

의 기회균등을 주된 입법목적으로 내세웠다는 점, 그리고 선거운동의 방

법규제 가운데 도구규제에 관하여서는 다수의 규제를 도입했다는 점 등

에서는 유사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하지만 1950년대에 이르러 양국이 정립한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에

대한 주된 규제수단은 주체규제 내지는 방법규제 가운데 행위규제와 비

용규제로 서로 달랐다. 전자는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의

535) 한편 현행 한국의 공직선거법 의 모태가 된 1994년 입법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

지법 제정 당시에도 영국의 선거운동 규제입법, 특히 1883년법 의 입법 동기가

상당 부분 수용되었다고 지적되기도 한다는 점에서도(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연

구의 제4장 제2절 Ⅰ. 항목 참조), 영국의 사례를 확인하는 데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536) 이하 Ⅲ.에서 전개되는 내용과 관련하여 연구자는 1950년대 초반까지의 논의를 중심

으로 영국과 일본의 유권자 선거운동 규제의 전반적 도입 과정을 별도의 논문으로 공간한 바

있다(배정훈(2020), 77-122쪽 참조). 위 논문의 제3장에서 일본과 영국의 일반 유권자의

선거 관련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규제에 관한 역사적 사실 전반을 다루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 연구에서는 두 나라의 차이가 드러나는 일부 법률의 입법과정에 초점을 맞추

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다만 그럼에도 논의 대상이나 입법사(史)에 대한 고찰이라는

방법론의 동일성으로 인해 위 논문과 이 연구 사이에는 서술이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 이 점에 대해 일일이 인용표시를 하지는 않았음을 미리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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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에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제한이고, 후자는 선거운동을 보다 효과적

으로 하는 데 사용되는 수단에 대한 간접적인 제한에 해당한다. 이들을

한데 묶어서 두 나라 모두 내용중립적 규제를 채택했다고 설명하기에는

쉽지 않은 측면이 존재한다.537) 여기서 이와 같은 차이는 어느 지점에서

기인한 것이었을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선거에 관한 입법자의 유권자에 대한 인식

현실적으로 선거와 관련한 부패 및 후보자의 기회균등 문제는 민주적

선거제도가 도입되어 있는 국가들 대부분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된다.538)

그렇다면 이에 대한 규제는 어떠한 의미에서는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

인 규제가 입안되는 과정에서 입법자는 유권자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

정도의 대비되는 관점을 가지고 선거운동 내지는 선거 관련 정치적 의사

표현 규제입법을 구상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일반 유권자를 선거운동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객

체로 바라보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유권자는 후보자 측에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제시한 정견을 바탕으로 투표장에서 투표권을 행사하

면 되고, 그 밖의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철저히 객체의 위치에 머무르게

된다. 그렇다면 이들의 선거운동 내지는 선거 관련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반드시 보장할 필요는 낮아지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후보자

측이 선거운동을 통해 이들을 계몽시켜야 한다는 입론까지 연결될 여지

가 생기게 된다. 이는 앞서 언급한 선거에서의 부패방지나 기회균등의

보장을 위해 선거운동 규제입법을 입법자가 자유로이 형성할 수 있는 가

능성을 함축한다.

반면에 일반 유권자 또한 후보자 측 못지않게 선거운동 과정에 주도적

으로 참여하는 주체에 해당함을 전제하는 입장 또한 가능하다. 이때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 상호간의 의사교환을 통한 정치적 의사형성의 필요성이

537) 배정훈(2020), 115쪽.
538) 특히 영국과 미국의 선거사에 주목하여 이 점을 서술한 문헌으로 정요섭, 선거론,
박영사, 1965(이하 정요섭(1965)로 약칭), 335-3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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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될 것이고, 따라서 선거운동 규제입법은 - 이러한 규제를 필요로 하

는 공익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 가능한 한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의 규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입법형성권이 축소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앞서 제2장 제2절 Ⅲ.

항목에서 언급하였던 표현에 대한 규제수단 가운데 사익을 적게 제한하는 수

단539)부터 활용하여 접근하는 방법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그렇

지 못할 경우에는 헌법상 유권자에게 보장되어 있는 선거운동의 자유 내

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개연성이 발생함을 시사한다.

양국 사이에 이와 같은 주된 규제수단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 배경에는

양국이 처한 정치적·사회적 배경 등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설명이 가능할

수 있다. 다만 특히 선거 과정에서 일반 유권자가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

는지에 대한 양국 입법자의 인식의 차이가 규제수단의 채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3. 영국의 경우

먼저 영국의 경우, 유권자는 선거에서 철저히 소외되는 객체가 아니었다.

19세기 초반 이전의 하노버 왕조 시기에 선거는 일종의 지역 사회의 공적

의례(civil ceremonial)이었다.540) 당시에는 “후보자의 유권자 속으로의

공식적인 등장, 정성을 다해 정중하게 임하는 선거운동, 격식에 맞추어

진행되는 지명절차, 신중하게 계획된(orchestrated) 향응 제공 절차, 투표가

끝날 때까지 매일 진행되는 연설과 행진”541)이 당시 선거운동의 풍경

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활발하고 생기있는 모습으로 선거

의식에 참여했고, 이는 지역사회의 친숙하고 중요한 장소에서 진행되었

다.542)

539) 이를테면 방법규제 중 비용규제가 대표적일 것이다.
540) Frank O'Gorman, “Rituals and Ceremonies: The Social Meaning of Elections in

England 1780-1860”, Past & P resent No. 135, Oxford University Press on behalf

of The Past and Present Society, 1992(이하 Frank O'Gorman(1992)와 같이 약칭),

p. 80.
541) Frank O'Gorman(1992), p.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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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유권자는 단지 ‘투표장에서 투표만 하는’ 존재가

아니었다.543) 17세기 명예혁명 이후로 보통선거운동 이전까지 영국에서는

소수의 인구만이 투표권을 보유하고 있었고,544) 선거권은 대체로 일종의

특권으로 인식되고 있었다.545) 나아가 투표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선

거권을 가진 유권자는 투표 과정에서 먼 길을 여행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유권자에 대한 접대와 향응 제공은 통상적인 일이라고 간주되기도 했다.546)

영국에서 선거권은 일종의 특권으로 인식되었음에도 지역 축제의 장(場)인

선거에서 다수의 유권자들의 선거 관련 자유로운 의사표현 및 행위가 보장

되었음은 제3장에서 살펴본 바 있다. 관련하여 선거학(psephology)적 관점

에서 영국사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이미 18세기 영국에서는 구두수선공

(cobblers), 생선장수(fishmongers), 벽돌공(bricklayers), 비누제조자

(soapboilers) 등을 포함한 27-40%에 달하는 성인 남성(전체 인구의

7-10%)이 선거 과정에 상당한 정도로 참여하였다(high levels of

participation).547) 그로 인해 보통선거권 운동이 진행된 19세기 초 이전보

다 오히려 명예혁명 직후인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의 영국의 선거가 더

욱 민주적이었다는 견해까지 개진될 정도였다.548)

그렇기 때문에 19세기에 들어 보통선거권 운동으로 선거권이 확대됨에

따라549) 선거부패와 후보자간의 기회균등의 문제가 대두된 이후에도 일반

유권자의 선거 참여 자체를 봉쇄하는 상황은 상정하기 어려웠음을 상상하

542) Frank O'Gorman(1992), pp. 81-82.
543) 심지어는 지역사회에서 선거권이 없는 이(non-voters)들에게까지 정치적 의사를 전

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될 정도였다(Frank O'Gorman(1992), p. 81).
544) 버나드 마넹(2004), 125쪽.
545) 이대진,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서의 민주주의 - 19세기 영국 선거법 개혁”, 정치
정보연구 제19권 제1호, 한국정치정보학회, 2016, 310쪽.

546) 버나드 마넹(2004), 127-128쪽; 김재선(2011), 189-190쪽(각주 24번). 이에 따르면

선거에서의 대표자 선출은 대부분 만장일치로 진행되어 후보자간 경쟁하여 표를 계산

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버나드 마넹(2004), 127쪽).
547) Mark Goldie, “The Unacknowledged Republic: Officeholding in Early Modern

England”, Tim Harris ed., The Politics of the Excluded, New York : Palgrave,

2001(이하 Mark Goldie(2001)로 약칭), p. 157.
548) Mark Goldie(2001), p. 157
549) 버나드 마넹(2004), 1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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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어렵지 않다. 구체적으로 1883법 의 내용을 둘러싼 논의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엿볼 수 있다. 당시 영국에서는 배너나 포스터, 그리고 유권자들의

모임을 형성하는 데 지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 자체가 선거 관련 집회

의 개최라든지 선거 팸플릿과 신문의 배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반대가 제기되었다.550) 여기에 더하여 선거 과정에서 사람들이 노래

하거나 춤추고, 먹고 마시며, 정치적 연설을 하거나 잡담(claptrap)을 나누는

것이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라든지,551) 후보

자가 지역구 유권자와 기관들에 기부하는 등으로 기여하는 방식으로 유권

자를 북돋우는(nursing) 일이 빈번했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은 유권자와의

접촉이 없이는 당선이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만연했던 점,552) 이로 인해

후보자들은 부담을 느끼면서도 (유권자에 대한) 자선은 의원의 가장 큰 특

권(the greatest privileges of Members)임과 동시에 후보자의 사회적 지위

를 감안할 때 이는 일종의 사회적 의무(social duty)로 간주되었다는 점553)

과 같은 당대의 사회적 분위기는 - 그 과정에서 후보자가 지출해야 하는

비용 문제를 별론으로 하면 -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와의 소통 내지 교류를

봉쇄해야 한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음을 시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유권자의 호별방문이나 간행물 등의 발행과 같은

선거운동 방법을 규제하려는 시도가 빈번히 좌절되었다.554) 구체적으로

1883년법 이 도입될 당시, 선거운동 과정에서 일반 유권자도 이른바 호

별방문행위(house-to-house canvassing)를 금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제안555)

에 대해, 호별방문이야말로 현실적으로 공적 집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다

수의 유권자와 후보자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서 반드시 필요하

550) Rix(2008), p. 73 참조.
551) 이를 시사하는 문헌으로 Rix(2008), p. 93.
552) Rix(2008), pp. 94-95.
553) Rix(2008), p. 96.
554) 더하여 1883년법 에서 지출 제한 외에 이를테면 선거와 선거 사이에 정치적 결사의 활동

자체를 제한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던 사실에 관하여는 Rix(2008), pp. 81-82.
555) 관련 논의는 Hansard(Commons Sitting of Monday, 2nd July, 1883), 19th Century

House of Commons Hansard Sessional Papers, Third Series, Volume 281, Monday, 2nd

July, 1883, cc. 61쪽 이하 참조. 특히 당해 제한 자체에 관해서는 같은 Hansard, c. 100쪽

(Laboucere 의원 발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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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absolutely necessary), 이를 막는 것은 재앙적인 효과(disastrous

effect)를 야기할 것이며,556) 후보자가 유권자를 만나고 유권자가 후보자

를 만날 수 있도록 허용된 작은 자유(little liberty)를 금지하는 것은 정

말로 이상한(simply absurd) 시도라는 비판557)으로 인해 부결되었다. 또한

1918년 국민대표법 과 관련한 논의 당시, 가능한 한 평온하고 깨끗한 선거

(as calm and as clear as possible)를 지향한다는 목적으로 선거 결과에 간

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권자들의 집회 개최나 광고 발간, 문건 유

포 행위를 규제하려는 안건이 개진되었지만,558) 이와 같은 규제가 도입될 경

우 일반 대중들은 후보자들 사이에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해 그 방향을 선

택할 수 있는 적절한 지침을 제공받지 못하게 된다는 취지의 비판559) 및

일반 유권자 단체의 선거 관련 정치적 의사표현행위가 가지는 교육적 선

전(educational propaganda)이라는 특성에 주목한 비판560)으로 당해 안건

이 채택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내용을 검토할 때, 영국의 입법자들은 선거 과정에서 유권

자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이를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자유가 존재함

을 전제로 선거에서의 부패방지 및 기회균등이라는 가치와의 형량을 고

려하는 형태의 선거운동 규제입법을 도입하였고, 그로 인해 일반 유권자

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는 비용규제를 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

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는 20세기 후반 이후로도 마찬가지이다. 영국에

서는 호별방문, 전화, 설문지 작성 등의 방식을 통해 선거 후보자와 유권

자 간의 소통을 계속하고 있고, 매스미디어의 발달 이후로도 지역 유권

자와 선거 후보자 사이의 개별적 접촉(personal contact)은 여전히 변동

하는 유권자의 표심을 단속하는 등으로 선거 승리에 일조하는 것으로 평

556) Hansard(Commons Sitting of Monday, 2nd July, 1883), cc. 93-95쪽(Randolph Chur

chill 의원 발언).
557) Hansard(Commons Sitting of Monday, 2nd July, 1883), c. 98쪽(Lewis 의원 발언).
558) Hansard(Commons Sitting of Monday, 26th November, 1917), c. 1756쪽(Harris 의원

발언)
559) Hansard(Commons Sitting of Monday, 26th November, 1917), cc. 1760-1761쪽

(Nield 의원 발언).
560) Hansard(Commons Sitting of Monday, 26th November, 1917), cc. 1767-1768쪽

(Fisher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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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되고 있다.561)

4. 일본의 경우

반면 일본의 경우, 메이지 헌법에 입각한 천황주권 시절에 일반 유권

자는 ‘신민(臣民)’ 내지는 ‘나누어진 하나의 구성요소(分子)’ 정도로 인식

되었다.562)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 국민이 주권자로서 선거과정에 적극적

으로 참여한다는 관념이 일본 입법자들에게는 낯설었을 수 있다. 그 결

과는 앞서 제3절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유권자의 선거운동에 대

한 행위규제로의 귀결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관련하여 1925년 보통선거법 제정 당시, 보통선거권 확립 이후로 선

거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선거과정 일체를 관리하는

강화된 형태의 선거공영제가 채택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일체의 사적

선거운동을 금지할 것을 역설한 建部遯吾 의원의 주장을 음미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563) 建部 의원은 유권자 사이의 아무런 의사교환 없

이 진행된 투표야 말로 가장 신성한 것이므로 정의에 따른 교섭도 금지

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564) 선거공영제를 비용공영이 아닌 관리공영

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이러한 시각에서, 선거를 대하는 일반 유권자의 바

람직한 모습에 대한 당시 일본 입법자의 일면을 읽을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유사하게 선거는 법률이 국민에게 공무로서 명령한 것으로서, 유권

자는 충성봉공(忠誠奉公)의 자세로 선거에 임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穂積八束의 견해에서도 이와 같은 사고의 일면을 확인할 수 있다.565)

561) Robert Blackburn, The Electoral System in Britain, New York : ST. Martin’s

Press, INC., 1995, pp. 275-278.
562) 김학진(2017), 177-178쪽.
563) 관련하여 자세히는 三枝昌幸(2016), 40-41쪽; 三枝昌幸, “選挙公営の起源と展開”,

『法律論叢』第9巻第6号, 明治大学法律研究所, 2018(이하 三枝昌幸(2018)과 같이 약칭),

233-240쪽 참조. (물론 建部 의원의 주장이 당시 주목받을만한 정도는 아니었다는 취지

의 美濃部 교수의 비판도 있지만(三枝昌幸(2018), 240쪽 각주 32번), 해당 의원이 대학

교수 시절부터 선거운동과 선거공영제를 이와 같이 이해하였고, 실제 1925년 보통선

거법 성안 당시에 논의에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일응 살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된다.)
564) 三枝昌幸(2018), 2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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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고방식은 제2차 세계대전 전후에도 이어졌다. 투표를 하는

다수의 사람들은 (단지) “투표를 할 뿐이므로(投票スルダケデスカラ)”566)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을 규제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林信雄 의원 발언은 이

러한 측면을 방증한다. 일본국헌법이 새로이 제정된 이후에도 입법자의

기본 입장 자체는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

정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주권자인 국민이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다수

의 방법을 제한하는 규제입법이 최종적으로 잔존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

각된다. 이로 인해 선거정치는 기성 정치권을 혁신 세력과 이들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일반 유권자들로부터 유리시킨 채로 고착될 수 있

었던 보인다.567)

5. 검토

이상의 사정을 감안할 때, 결국 영국과 일본이 유권자의 선거운동 내

지는 선거 관련 정치적 의사표현과 관련하여 상이한 주된 규제입법을 선

택하게 된 배경에도 입법자의 유권자에 대한 인식이 기반에 놓여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인식의 차이로 인해 선거권 확대 속에서 입헌민주

주의가 정착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도 영국과 일본 사이에 유권자의 선거

운동에 대한 규제입법에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기본권으로서 널리 인정되고 있는 2020년대의 현실에서도,

기존에 정립된 규제 자체가 입법자에 의해 근본적으로 바뀌는 상황은 관

찰되지 않고 있다.

565) 穂積八束의 견해에 대한 소개로는 이를테면 辻村みよ子(1989), 172쪽 참조.
566) 『第八十九囘帝國議會衆議院 衆議院議員選擧法中改正法律案外一件委員會議錄(速記)』

第5号, 1945年 12月 8日, 87쪽.
567) 이러한 점에서 1952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하여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유권자를 포

함한 선거운동 제한의 기본적인 틀이 확립(三枝昌幸(2016), 99쪽)된 이후 불과 3년 만에

이른바 ‘1955년체제’가 성립하여 20세기 말까지 지속될 수 있었다는 사정은 어느 정도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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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한국에서의 유권자 선거운동

이 장에서는 유권자 선거운동에 대한 이론적·비교법적 검토에 기반하

여 우리나라의 유권자 선거운동 규제의 내용을 방법규제를 중심으로 통

시적으로 검토하고,568) 그 현황을 확인하며, 현행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제1절 유권자 선거운동 규제 도입

Ⅰ. 미군정법령과 선거운동의 자유

8·15 해방 이후 미군정기에는 총 2회에 걸쳐 선거가 실시되었다.569)

1946년 10월 17일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시행된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창설령 (1946. 8. 24. 미군정법령 제118호)에 따른 입법의원 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와 1948. 3. 17. 마련된 국회의원선거법 (미군정법령 제175호)

에 따라 1948. 5. 10. 실시된 제헌국회 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였다.

전자의 선거는 임시조선민주정부의 수립 및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사

회적 개혁의 기초로 사용될 법령 초안을 작성하여 군정장관에게 제출하

는 입법의원의 선출을 위한 것이었다.570) 선거의 근거가 된 위 미군정법

568) 이 연구의 주된 초점이 유권자의 선거운동 가운데 방법규제, 그 중에서도 행위규제에

있음에도 이하 통시적 검토 과정에서는 특히 주체규제를 중심으로 선거운동 규제 전

반의 도입과 전개를 함께 살펴보았다. 이는 특히 1958년 민의원의원선거법 개정 이후

1994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정 이전까지 후보자 측을 제외한 일반 유권자는

애초에 선거운동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던 역사적 배경에 기인하는 것

이다.
569) 서복경, 한국의 선거 60년사 ① 한국 1세대 유권자의 형성: 제1·2공화국의 선거,
마인드탭, 2016(이하 서복경(2016)과 같이 약칭), 24쪽.

570)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창설령 (1946. 8. 24. 미군정법령 제118호) 제2조 입법기관의 목적

에 기재된 내용 참조(조문 내용은 대한민국 관보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것임, http

s://theme.archives.go.kr/viewer/common/archWebViewer.do?singleData=N&archive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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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제118호는 의원의 자격, 직무, 권한, 임기 등 총 12개조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선거방법과 관련하여 ‘리·정 → 면·읍·구 → 군·부 → 도’의 4

단계 간접선거를 규정한 것이 특징으로 발견되나,571) 별도의 선거관리기

구에 관한 조항이 존재하지는 않았고,572)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에 관

한 조항도 발견되지 않는다.

후자의 선거는 남조선과도입법의원과 미군정의 타협, 그리고 유엔한국

위원회의 개입에 따른 수정에 따라 만들어진 위 미군정법령 제175호에

따라 실시되었다.573) 동법 제5장은 ‘의원후보자 급(及) 선거운동’574)이라

는 표제 하에 총 3개의 조문을 두고 있었는데, 선거운동에 관하여는 동

군정법령 제29조 제1문에서 ‘등록한 의원후보자는 자유로이 선거에 관한

선전을 할 수 있음’이라고 규정하였다.575)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

된 주체는 각급 선거위원회위원,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 및 기타

일반 공무원에만 한정되었다(동조 제2문). 투표소 부근 등에서 연설·토론·

투표에 관한 권유를 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 정도를 제외하면

(동 군정법령 제39조 제1문),576) 일반 유권자가 선거에 관하여 의사를 표현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한하는 조항도 발견되지 않는다.577)

ntId=0028535129#1, 최종검색일 : 2021. 1. 5.). 한편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총 9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는데, 위 창설령에 따른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의원들은 이 가운데

총 45명의 민선의원이었고, 나머지 45명은 관선으로 구성되었다(서복경(2016), 27쪽).
571) 이러한 선거방법이 미군정이 일제강점기에 한반도에서 실시된 지방선거제도를 되살

리는 것으로 타협을 한 것이라는 평가는 서복경(2016), 26쪽.
572) 성승환, 헌법과 선거관리기구, 경인문화사, 2015, 89쪽 참조
573) 서복경(2016), 57쪽. 당시 선거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상세히 분석한 문헌으로는

서복경(2016), 57-63쪽; 박찬표, “제헌국회 선거법과 한국의 국가형성”, 한국정치학회
보 제29권 제3호, 한국정치학회, 1996, 73-89쪽 참조.

574) 당시 관보 원문은 띄어쓰기 없이 한자를 사용하여 기재되어 있으나 이 글에서 간접

인용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한글을 사용하고 띄어쓰기를 활용하였음을 밝혀 둔다.
575) 국회의원선거법 (1948. 3. 17. 미군정법령 제175호)(이하 조문 내용은 대한민국 관보

웹사이트에서 확인함. https://theme.archives.go.kr/viewer/common/archWebViewer.d

o?singleData=N&archiveEventId=0028534768(최종검색일 : 2021. 1. 5.)).
576) 미군정법령 제175호 제39조 제1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投票所, 待合室及投票所附近에서演說討論을하거나投票에關한勸誘或은協議를하거나喧

騷하는者가있을때에는 當該投票區選擧委員會委員長은이를制止하고그命令을不服하는境

遇에는投票所外로退出시킬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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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미군정법령 제175호 국회의원선거법 이 입안되는 과정에서 제안

된 여러 선거 관련 법률안의 내용을 살펴볼 때에도 당시 입법자에게는

일반 유권자의 선거 관련 정치적 의사표현을 제한하려는 의사가 보이지

는 않는다. 1947년 9월 3일 군정법률 제5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입법의원의원선거법 또한 제5장 ‘의원후보자 급 선거운동’의 내용 가운데

제21조에서 등록한 의원후보자가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이 선거에 관한 선

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578)

앞서 살펴본 1948년 5월 10일 총선거의 근거가 된 미군정법령 제175호

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법에서는 오히려 위와 같은 예외적인 선거운동 규

제 내용까지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회의원선거법은 위 입법의

원의원선거법의 선거권 연령이나 유권자 등록방법 등의 내용이 공정한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검토에 따라 수정된

것임을 감안할 때,579) 1948년 당시 입법자의 의도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가급적 자유로이 인정하려는 데 있다고 추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580) 그렇다면 일반 유권자는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의사표현, 즉 선거

운동을 함에 있어 그 방법에 있어 별다른 제한을 받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Ⅱ. 1950년대 선거운동 규제 시도

1. 논의의 배경

577) 당시 미군정으로서는 제헌의원 선거를 저지하기 위한 공작에 맞서 선거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제한없는 선거운동을 하도록 허용한 것이라는 분석으로는 심지연·김민전,

한국 정치제도의 진화경로 - 선거·정당·정치자금제도 -, 백산서당, 2006(이하 심지연·
김민전(2006)과 같이 약칭), 425쪽.

57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검색(최종검색일 : 2021. 1. 6.).
579) 서복경(2016), 62-63쪽.
580) 관련하여 당시 선거법제에 선거운동 행위에 대한 규제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은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분석으로는 유현종(2011),

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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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중반까지는 미군정시기 만들어진 선거운동 규제에 관한 자유

주의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이때 관권선거를 통해 장기집권 가

능성을 타진하던 정부여당 측에서는 선거부패 방지 및 후보자간 기회균등

등을 주장하면서 이른바 ‘관리공영’을 중심으로 한 선거공영제 도입을 주장

했으나, 1958년 이른바 협상선거법 581)으로 불리는 민의원의원선거법

(이하 동법을 ‘협상선거법’이라는 별칭으로 사용함)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이와 같은 시도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하에서는 당시 논의된 선거법

법률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와 같은 규제 시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2. 국회 심의 및 주요 내용

가. 선거운동 주체규제 관련 논의

(1) 1950년 국회의원선거법 폐지제정 과정

이승만 정부는 1950년 1월 28일, 5·10 총선거의 근거가 되었던 국회의

원선거법을 폐지한 후 새롭게 제정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출했다.582)

정부안을 제출한 장경근 내무부차관은 같은 해 2월 17일 국회본회의에서

동 법률안의 제정 경위를 설명하였다.583) 그에 따르면 특히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정부안은 “민주선거의 공정성을 유지 육성해서 선거의 숙정

(肅正)을 좀 엄격히 하”584)기 위하여, 법률에 의해 허용된 것을 제외한

581) ‘협상선거법’이라는 표현은 당대부터 통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윤길중, “협상선거

법을 비판함 = 언론제한조항을 중심으로 선거권·기탁금문제”, 인물계 1958년 2월호,

12-15쪽 참조. 유진산, 해뜨는 지평선, 한얼문고, 1972(이하 ‘유진산’으로 약칭),

128-133쪽에서는 ‘나와 협상선거법’이라는 제목 하에 당시의 논의를 소회하고 있고,

특히 132쪽에서는 “저 유명한 협상선거법이 1958년 1월 1일 새벽 본회의에서 통과되

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582) 서복경(2016), 125쪽. 다만 미군정법령 제175호는 1948. 12. 23. 투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일부개정되어 법률 제17호로 시행되고 있던 상태였다.
583) 제6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33호, 1950. 2. 17, 10-11쪽 참조(국회회의록 http://lik

ms.assembly.go.kr/record/index.jsp에서 다운로드, 최종검색일 : 2021.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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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을 일절 금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585) 구체적으로

정부안 제37조 제1문은 “의원 후보자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운동원이 아

니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였고, 같은 법률안 제46조는

“본법에서 허용된 것을 제하고는 여하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였다.586) 이와 같은 정부안의 내용은 미군정법령 제175

호의 문언과는 상이한 것이었다.587)

그러나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려는 정부안의 시

도는 이미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치안위원회 연석회의 수정안 단계에서

부터 반대에 직면하게 되었다. 위 수정안에서는 위 정부안의 제37조, 제

46조를 모두 삭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던 것이다.588) 내무치안위원회 간

사 김광준 의원은 과도한 선거운동의 제한은 선거 실정에 맞지 않아 선

거법 위반자가 많아질 것이며, 지나친 제한보다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서 선거운동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에서 위 조항들을 삭제하

였다고 설명하였다.589)

선거운동 주체를 후보자 측으로 한정하려는 정부안은 국회 제1독회에

서도 논의되었지만 선거운동의 주체를 제한한 정부안 제37조와 선거운동

법정주의를 천명한 정부안 제46조의 삭제는 별도의 이견없이 통과되었

다.590) 이 과정에서 강선명 의원은 제37조와 같은 조항은 현실적으로 시

행하기 곤란할뿐더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인원의 제한은 권력을 가

지고 있는 특정 계급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591) 나아가 오석주 의

584) 제6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33호, 1950. 2. 17, 10쪽.
585) 제6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33호, 1950. 2. 17, 10쪽.
586) 이상 정부안 조항의 내용에 대한 직접인용은 해당 안의 제1독회가 진행된 제6회 국회

정기회의속기록 제33호, 1950. 2. 17, 11-19쪽에서 한 것이다.
587) 그 밖에 당시 정부안은 미군정법령 제175호로 규정된 선거법에 따라 제한되어 있던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참정권 제한을 삭제하고, 한국으로 월남한 이들을 위한 특별선

거구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제6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33호, 1950. 2. 17,

10-11쪽; 서복경(2016), 125쪽).
588) 제6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33호, 1950. 2. 17, 20쪽.
589) 제6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33호, 1950. 2. 17, 7쪽.
590) 자세한 경과는 제6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53호, 1950. 3. 15, 17쪽(정부안 제37조

부분); 제6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54호, 1950. 3. 16, 8쪽(정부안 제46조 부분) 각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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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또한 유권자는 선거할 때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좋은 인물을 선출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경제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선거운동 인원 제한이

현실적으로 지켜지지는 않을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제한은 바람직하지 않

다는 취지의 입장을 개진했다.592)

(2) 1951년 국회의원선거법 일부개정 과정

정부는 1951. 5. 1.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정부가 제출

한 동법 개정법률안에 따르면,593)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선거운동원 이외

에는 원칙적으로594)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금지되었고(정부안 제36조

제1항), 아울러 이와 같은 규제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금

고 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제재도 명시되었다(정부안

제97조). 정부안의 취지를 설명한 내무부차관 홍헌표에 따르면, 신청한

운동원 외에는 엄격하게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선거운

동의 주체를 제한하여595) “선거의 자유와 신성을 모독하”596)는 일을 막

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되었다. 이 과정에서 일반 국민의 정치적 표현

의 자유 행사에 대한 고려는 실질적으로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의도를 가진 정부안은 이어지는 토론 과정에서 다수의 의원들

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가령 선거운동 주체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실질

적으로는 조건이 좋거나 권력을 갖춘 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으로

써,597) “권리 있는 사람은 별짓을 다 해도 일 없고 권리 없는 놈은 녹

아”598)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 이어졌다.599)

591) 제6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35호, 1950. 2. 20, 16-17쪽.
592) 제6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36호, 1950. 2. 21, 12-13쪽.
593) 당시 제출된 정부안은 제10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77호, 1951. 5. 9, 4-6쪽에 기재

되어 있다.
594) 국회의원과 후보자 및 선거사무장과 동거하는 가족의 경우만 예외로 인정되었다(정

부안 제3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참조).
595) 제10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77호, 1951. 5. 9, 19쪽(내무부차관 홍헌표 발언).
596) 제10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77호, 1951. 5. 9, 10쪽(내무부차관 홍헌표 발언).
597) 제10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77호, 1951. 5. 9, 13쪽(지연해 의원 발언, 강경옥 의

원 발언), 14쪽(김인선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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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선거운동원 등록제의 형식으로 선거운동 주체를 제한해야 한다는

논의는 있었다. 가령 조주영 의원은 당시 선거법이 오히려 선거운동에

대한 일체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선거의 자유를 조장하기 보다는 규

제가 없음을 악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선거운동원

을 일정 인원 정도 등록하게 하고, 이들에게는 현행범 체포 및 구금을

면하게 하는 등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600) 다만 그는 선거

운동원 등록제를 마련하는 취지는 당시 선거운동을 하는 이들이 “경찰의

보고 한 장으로서 언제라도 구속할 수 있”601)는 상황을 방지하여 운동원

의 신분보장을 도모하려는 데 있는 것이고, 보수를 받지 않는 일반 유권

자가 하는 선거운동은 자유롭게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러한 제안

을 한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602)

그러나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신분보장을 해야 하는

것이므로 등록 여부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모순적이고, 오히려 선거

운동원을 제한함으로써 선거의 자유 분위기를 막는 것 외에는 아무런 효

과가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603) 및 이에 대한 동의604)가 이어지면서

해당 내용은 추가로 검토되지 않았다.

나. 사전선거운동금지 관련 논의

(1) 1950년 국회의원선거법 폐지제정 과정

598) 제10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77호, 1951. 5. 9, 16쪽(장홍염 의원 발언).
599) 특히 선거운동원의 숫자를 제한하더라도 실제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운동원의 업

무와 단순노무자와의 업무에 구별이 어렵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선별적인 단속이 이

루어질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는 발언으로는 제10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79호, 1951.

5. 11, 8쪽(조병문 의원 발언).
600) 제10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82호, 1951. 5. 15, 9-10쪽(조주영 의원 발언).
601) 제10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82호, 1951. 5. 15, 10쪽(조주영 의원 발언).
602) 제10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82호, 1951. 5. 15, 10쪽(조주영 의원 발언).
603) 제10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82호, 1951. 5. 15, 10-11쪽(노기용 의원 발언). 노기용

의원은 “선거운동원을 제한한다는 것은 자유 분위기로 자유로 운동하는데 자유를 상

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다 말이에요(같은 속기록, 11쪽).”라고 단언하였다.
604) 제10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82호, 1951. 5. 15, 11쪽(강창용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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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국회의원선거법 폐지제정 당시 제2독회 과정에서 일반 유권자

의 선거운동 방법규제와 관련하여 “누구든지 선거기일 공포 후가 아니면

선거운동을 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의 사전선거운동금지 규정이 추가로

제안되어 논의되는 과정은 눈여겨 볼 만 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해당

조문의 성안을 주장한 서우석 의원은 사전선거운동을 제한하지 않으면

앞으로 1년 전, 2년 전부터 선거운동을 위해 큰 돈을 들이는 선거 브로

커가 지방에 횡행하여 돼지를 잡고 술을 마시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

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605) 이에 대해서는 20명의 의원들의 제청이

있었고,606) 최종 표결 때에도 상당수의 의원들이 찬성하였다.

그러나 당시 지방에서 선거운동이 과열되고 있는 점은 있지만, 단속 기

관 입장에서 어떤 것은 선거운동이고 어떤 것은 선거운동이 아닌지 알기

어려워 단속이 대단히 곤란하고, 단지 동네 사람을 만나 밥과 술을 마시면

서 국회의원 출마 얘기를 했다는 것을 처벌하는 것은 자유로운 선거운동

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607) 및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를

모략하고 중상한다거나 매수 및 위협을 가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

이미 벌칙에 준비되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하는 입장608)도 개진되었

다. 결국 사전선거운동금지조항 성안은 재석의원 120인 가운데 1차 투표

에서 47인, 2차 투표에서 53인만이 찬성하여 미결되어 폐기되었다.609)

(2) 1951년 국회의원선거법 일부개정 과정

정부는 1951년 국회의원선거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금지

규정의 도입을 거듭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선거일 공고 이전에는 “선거

운동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었다(정부안 제42

조의3). 이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금하게 되는 모든 행위의 제재규정도

실지로 효과가 없”610)어지는 현상을 막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

605) 제6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54호, 1950. 3. 16, 6쪽(서우석 의원 발언).
606) 제6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54호, 1950. 3. 16, 6쪽.
607) 제6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54호, 1950. 3. 16, 6-7쪽(윤병구 의원 발언).
608) 제6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54호, 1950. 3. 16, 7쪽(김광준 의원 발언).
609) 제6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54호, 1950. 3. 16, 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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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다만 사전선거운동금지와 관련한 정부안은 당시 별도로 만들어진 법제

사법위원회의 ‘종합안’에서는 상세하게 논의되지 않았고, 관련 규제는 이

때에도 도입되지 않았다.

다. 호별방문금지 관련 논의

(1) 1950년 국회의원선거법 폐지제정 과정

1950년 국회의원선거법 폐지제정 당시, 정부 측에서 제안하였던 법률

안 제44조는 “누구든지 어느 의원 후보자를 위하여 투표를 권유하거나

또는 방해하기 위하여 집집마다 역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앞서의 선거운동 주체제한에 관한 내용과 동일하게, 호별방문금

지를 규정한 내용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치안위원회 연석회의 수정안

단계에서는 삭제되었다. 법제사법위원장대리 김광준은 호별방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선거에 대한 간섭을 대단히 심하게 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차원에서 삭제하였다고 답변하였다.611)

국회본회의에서 정부안과 수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수정안을 지

지하는 의견이 보다 다수 개진되었다. 호별방문이 부정과 매수, 협잡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 원안대로 이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

도 제기되었지만,612) 호별방문은 선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밖에 없음에도 이를 금지할 경우 자유로운 선거를 보장할 수 없다는 입

장이 압도적이어서 금지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이 찬성 103 대 반대 1로

통과되었다.613)

610) 제10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77호, 1951. 5. 9, 11쪽(내무부차관 홍헌표 발언).
611) 제6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35호, 1950. 2. 20, 9쪽(법제사법위원장대리 김광준 발언).
612) 제6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53호, 1950. 3. 15, 18쪽(김봉조 의원 발언 부분).
613) 제6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53호, 1950. 3. 15, 18-19쪽. 특히 정준 의원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만일에 호별방문을 금지하는 이 조항을 그대로 둔다며는

앞으로 이 선거법의 위반이라고 해서 처벌받을 그럴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각 방면으로서 각 동리로서 선거운동을 당길 때에 혹은 저몰어서 어느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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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51년 국회의원선거법 일부개정 과정

호별방문금지는 1951년 국회의원선거법 개정 과정에서도 정부 측에 의

해 재차 검토되었다. 구체적으로 당해 정부안은 후보자 외에 누구든지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거나 또는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호별방문

을 할 수 없게 규정하였다(정부안 제42조의2). 정부 측은 모든 주체의 호

별방문을 금지함으로써 “부정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모든 폐단

을 만든 실례”614)를 방지하는 데 입법목적이 있다고 설명하였다.615)

국회에서의 독회 과정에서, 이와 같은 정부안은 거듭 비판에 직면하였

다. 이를테면 노기용 의원은 이러한 규제가 도입된다면 “선거 입후보한

사람은 다 징역사리를 40일이나 50일이나 해야 될 것”이라고 하면서, 특

히 이로 인해 “지지를 받지 못하는 입후보자”616)가 선거운동을 하는 데

제한받는 상황을 우려하였다.617) 윤길중 의원 또한 호별방문이 연설이나

서면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발표해 당선되는 것과 비교할 때 바

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보았지만, 선거에서 “전연 개인을 방문하지 않

가서 잔다든지 혹은 집에 가서 어느 집에 가서 음식을 먹는다든지 어째든지 한 두어

집에 들려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등등의 일을 우리가 절대로 없

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일이 만일 있을 때에 지금 관에서 지지하는

인물은 묵과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인물에 대해서는 가서 잤다고 해서 가서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처벌받을 우려가 많이 있으므로 해서 이 조항을 원안을 그대로 살려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며 이와 같이 하므로 인해서 자유로운 선거를 우리는 보

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위 기록, 18쪽).”
614) 제10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77호, 1951. 5. 9, 11쪽(내무부차관 홍헌표 발언).
615) 이 과정에서 내무부차관 홍헌표는 “어떤 국가를 물론하고 대체로 이 호별방문을 금

지하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대부분은 금지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제10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77호, 1951. 5. 9, 11쪽)”라고

밝혔다. 그러나 영국은 명시적으로 호별방문을 금지하지 않았고, 일본 또한 1950년 선

거법에서는 예외적인 경우에 호별방문을 허용했던 바 있다.
616) 제10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82호, 1951. 5. 15, 3쪽(노기용 의원 발언). 발언의 전

후 맥락을 볼 때, 선거에 관한 규제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후보자, 환언하면 여당 후

보자가 아닌 후보자를 염두에 둔 것으로 생각된다.
617) 이상은 제10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82호, 1951. 5. 15, 3-4쪽(노기용 의원 발언)

(직접인용은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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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고 하는 것은 도저이 불가능한 일에 가까운 것”이고, “개별방문을

갖다가 엄격히 제한을 할 것 같으면 관헌이 여기에 간섭을 해가지고...

(중략) 대단히 자유 분위기를 해칠 염려가 있는 것”임을 지적하였다.618)

그러나 호별방문을 허용할 경우 자연스럽게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어

술과 음식이 나오는 등으로 유흥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고, 이 과정에서

선거부패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취지의 주장 또한 비등하게 전개되었

다.619) 이와 같은 금지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은 특히 “여러분도 잘 아시

는 바와 같이 내가 가서 일일이 호별방문을 한다면 다른 사람도 기어이

가야 합니다. 가면은 바로 앉어 가지고 ‘내가 기왕 찾아왔으니 당신도 내

집에 한번 찾아 오시오’ 하면 나는 거기에 하나가 가지만 거기에 가는

사람은 적어도 수천 명, 수만 명이 찾어옵니다. 그러면 적어도 점심 한

끼라도 대접해야 되고 술 한 잔이라도 대접해야 됩니다.”620)라는 정헌조

의원의 발언에서 잘 나타난다. 이는 당시 우리나라의 풍토상 방문을 하

면 관례상 답방을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특히 선거와 관련한 향응 문

제가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읽힌다. 여기에 종합안을 성

안할 때 참여한 서이환 의원이 호별방문을 금지하더라도 선거인을 합동

연설회 등에서 집단적으로 모아 방문하는 방식은 허용된다는 발언까지

더해져,621) 후보자의 호별방문 금지는 재석의원 114명 가운데 찬성 76표,

반대 9표로 통과되었다.622)

618) 제10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82호, 1951. 5. 15, 4쪽(윤길중 의원 발언)(직접인용도

같은 쪽임).
619) 제10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82호, 1951. 5. 15, 4-5쪽(조주영 의원 발언); 제10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82호, 1951. 5. 15, 5쪽(정헌조 의원 발언).
620) 제10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82호, 1951. 5. 15, 5쪽(정헌조 의원 발언).
621) 제10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82호, 1951. 5. 15, 5-6쪽(서이환 의원 발언). 추가로

이 과정에서 서이환 의원이 집단으로 모일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은 흥미로

운 발언을 하였다. “우리가 시내에 혹은 2․30인이 한군데에 모여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마는 거기에 초청을 받을 때에 입후보한 사람은 자기의 권리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오인(吾人)의 임무로서 초청한 그 자리에 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도록 우

리가 민중을 지도하며 같이 우리네가 계몽운동을 전개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네가 아니겠습니까(같은 속기록, 6쪽).” 선거에서 일반 유권자들은 후보

자들이 ‘지도하고 계몽해야’ 할 대상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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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후보자의 호별방문을 제한해야 한다고 본 이들 또한 호별방문

이 선거운동에 유효한 수단임을 부인하지는 않았을 뿐 아니라,623) “일본

같은 나라의 선거법에 본다고 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입후보자 이외의 선

거운동자까지라도 호별방문을 못 하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아직 그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너무 심한 일이고 선

거법 위반이라고 여러 가지 당국의 간섭이라든지 이러한 폐해가 있을 것

같”624)다고 지적하였다는 점, 호별방문을 후보자에 한정하여서만 제한하

였다는 점 등은 음미해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3. 검토

이상과 같이 유권자를 포함한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 시도가 정

부를 중심으로 일부 제안되었지만 이 당시에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강조한

국회의원들이 보다 다수를 이루어 이러한 시도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당시 의원들이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에 반대한 이유는 주로 해당

규제들이 관권에 의해 오용될 가능성을 경계한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일반 국민 모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을 전

제로 의견을 개진한 경우는 소수였고, 선거 과정을 통해 ‘민도’가 낮은

일반 유권자들을 ‘계몽’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은 선거운동 규제에 찬성

하는 입장에서도,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등장했다.625)

이같은 현상의 배경에는 당시 한국에 도입된 선거제도의 특징이 이른

622) 제10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82호, 1951. 5. 15, 6쪽.
623) 예컨대 “실지에 있어서 입후보한 사람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지 않을 것 같으면 효과

가 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대다수 의원의 경험일 것”이라고 밝힌 서이환 의원의 발

언 참조(제10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82호, 1951. 5. 15, 6쪽).
624) 제10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82호, 1951. 5. 15, 4쪽(조주영 의원 발언).
625) 한편 당시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 규제를 포함한 선거운동 규제입법의 도입은 국회

의 문턱을 통과하는 경우가 드물었으나, 학계에서는 선거운동 규제입법의 부존재를

비판하는 논의가 다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가령 “선거비용에 대한 제한을 전연 하지

않는다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 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유진오, 헌법의 기초이론,
명세당, 1950, 167쪽)”라는 서술 및 더 나아가 “금일의 선거는 각구 이미 공영화되었다

(신현경(1957), 219쪽).”라는 언급을 예시로 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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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조숙한 민주주의’에 기반한 것이라는 분석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626) 결국 서구식 민주주의가 국내 정치세력에 의해 자생적으로

도입되지 않고 외부에 의해 도입됨으로써 토착화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선거는 유권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아니라 수동적인 동원

에 의해 진행되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회의원들은 압도적인 관권

(官權)선거에 직면하여 규범적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지하면서도, 현

실에서 스스로의 재선 가능성을 우려하는 태도를 경주하지 않을 수 없었

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국회의원들의 현실적인 고려가 극대화되

어 나타난 것이 1958년 이른바 협상선거법 개정이었다.

Ⅲ. 1958년 협상선거법 제정 전후

1. 논의의 배경

1954년 총선거627)로 구성된 제3대 국회에서 선거법과 관련한 주제가

국회 회의록에 처음 등장한 것은 1955년 10월 26일이었던 것으로 보인

다. 이때 권중돈 의원 외 19인은 당시 헌법에 존재함에도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이후 아직 제정되지 않았던 참의원의원선거법안을 12월까지 본회

의에 회부해 달라는 내용의 긴급동의를 주장했으나, 이는 재석의원 과반

수의 동의를 얻지 못해 폐기되었다.628)

626) 이하 이 문단의 내용은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02, 58-63
쪽의 논의를 연구의 취지에 맞게 정리한 것이다.

627) 이때 당시 선거에서부터 경찰이 유권자를 곤봉으로 제압하는 ‘곤봉선거’라고 불릴

정도로 관권선거가 만연했다는 지적으로는 서중석, 대한민국 선거이야기, 역사비평사,
2008(이하 서중석(2008)로 약칭함), 82-84쪽. 국회의원선거는 아니었지만 이후 진행된

1956년 정·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 정부는 대한노총과 우마(牛馬)차조합 등 어용단체를

움직여 (과장된 발표로 추정되지만) 500만 명 이상을 시위에 동원하고 300만 명으로

부터 탄원서 등에 서명을 받는 형태로 민의를 ‘동원’했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우마차

조합은 이와 같은 동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소와 말까지 시위에 동원하는 ‘우의

마의(牛意馬意)’ 시위를 벌였다고 한다(이상 1956년 정·부통령 선거와 관련된 내용은

서중석(2008), 87-89쪽).
628) 자세한 논의 과정은 제21회 국회임시회의속기록 제26호, 1955. 10. 26, 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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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로 이듬해인 1956년까지는 선거 관계 법률에 대한 개정과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는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다. 국회의원선거법과 관련하여

이미 1955년 4월 22일에 정부 개정안629)이 제안되었던 상황이었지만, 국

회에서는 국회의원 선거 관계 법률 그 자체에 대한 특별한 논의의 진전

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국회 심의 및 주요 내용

1957년에 들어서면서 선거 관계 법률에 대한 논의가 조금씩 본격화 되

었다. 같은 해 3월 14일 변진갑 의원의 건의로 4월 20일까지 본회의 상

정이 가능하도록 분과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통과되었고,630) 이후로도 상임분과위원회 예비심사가 완료되지

않자 같은 해 4월 23일 재논의 끝에 30일 후 관련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동의가 재차 가결되기도 했다.631)

그럼에도 논의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자632) 같은 해 5월 22일 무소속

신태권 의원 외 53인이 개정 국회의원선거법안을 발의했다.633) 위 법률

안은 제7장 선거운동이라는 표제 하에 제38조부터 제59조까지 조문을 마

련하고 있었다. 당시 시행중이던 국회의원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의 장(章)

아래에 11개 조문만을 두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조문의 숫자가 2배 가량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증가한 조항들은 주로 기존 선거법이 정한

선거사무소나 합동연설회 등의 내용을 조문을 나누어 보다 구체화한 것

이 대부분이었고, 무엇보다 동 선거법안 제52조는 자유연설회라는 표제

하에 제1항에서 “공무원과 선거위원회의 위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

느 후보자를 위하여 자유로히 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단 합동연설회

629) 국회의원선거법안(정부)(1955. 4. 22.)(030075)(회기불계속폐기).
630) 제24회 국회임시회의속기록 제8호, 1957. 3. 14, 7-8쪽.
631) 관련된 경과는 제24회 국회임시회의속기록 제25호, 1957. 4. 23, 3-9쪽 참조.
632) 이때 정부의 개정법률안이 본격적으로 심의되지 못한 이유를 다른 현안들에 밀렸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지적하는 문헌으로는 국회사무처, 대한민국국회 60년사, 2006(이
하 대한민국국회60년사로 약칭), 124쪽.

633) 국회의원선거법안(신태권의원외53인 - 의안번호 030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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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최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당시 법률 제37조

가 규정하였던 일반 유권자를 포함한 모든 주체의 연설회 개최 허용이라

는 내용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었다.634)

이에 자유당 곽의영 의원 외 84인이 같은 해 9월 24일 별도의 국회의

원선거법을 발의했다.635) 위 법률안 또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7장을

별도로 두고 있었고, 그 조문 수는 제42조부터 제88조까지 총 47개조에

달했고, 일반 유권자의 선거 관련 정치적 의사표현 방법을 제한하는 다

수의 새로운 규제들이 추가되어 있었다. 예컨대 위 법률안 제42조는 선

거운동을 “당해후보자의 후보등록이 끝난 때로부터 선거일 전까지에 한

하여 이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였고,636) 안

제43조 제1항은 “후보자 또는 본법에 의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운동원이

아닌 자는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

다.”라고 규정하여 애초에 일반 유권자를 선거운동의 주체에서 배제시켰

으며,637)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벽보(안 제49조), 소형

인쇄물(안 제52조), 인사장(안 제53조), 기타 선전시설(안 제54조) 등의

배포주체와 그 숫자를 명시함으로써 선거운동의 방법을 한정하였다.

아울러 현행 공직선거법 제90조나 제93조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조항으로서, 안 제55조 제1항의 규정외문서도화등의 금지와 안 제56조의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금지라는 규제 신설을 의도하였고,638) 개인

연설회의 개최 주체 또한 후보자나 선거사무장, 선거운동원으로 제한됨

634) 당시 신태권의원안의 초점은 주로 여당에 의한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로서 참관인의 권한 확대 등을 주로 골자로 하였다는 분석으로는 대한민국국회 60년사,

124쪽.
635) 국회의원선거법안(곽의영의원외84인 - 의안번호 030364).
636) 다만 예외적으로 동조 단서에 따르면 선거일에 후보자의 기호 또는 성명만을 인쇄

한 간단한 인쇄물 배부만 허용되었다.
637) 동 법률안 제47조에서는 선거사무장과 선거운동원의 명수 또한 제한하고 있었다.
638) 대표적으로 위 두 조항만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제55조(규정외문서도화등

의금지) ① 누구던지 선거운동기간중에 본법의 규정외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문서 도

화 기타 선전시설을 작성하거나 또는 이를 설치배포할 수 없다. 제56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금지) 누구던지 선거운동기간중 저술, 연예, 영화, 광고 기타 여하한

명목하에서도 후보자 또는 정당 기타 정치단체를 지지 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표

시한 것을 배부하거나 상연 또는 게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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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동시에(안 제62조 제1항), 탈법방법에 의한 연설회는 금지되었다(안

제65조). 그 밖에 선거운동을 위한 정견발표 등 연설금지장소 지정(안 제

67조),639) 확성기 등 사용금지(안 제68조), 법률에 규정된 방식 이외의

방송이용의 금지(안 제71조), 신문광고의 횟수 및 방법 제한(제74조), 모

든 주체에 의한 호별방문(안 제76조)·서명운동(안 제77조)·인기투표(안

제78조) 금지, 누구든지 대오를 조직하고 가로를 행진하거나 후보자를

위한 연호행위 등 소란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금지(안 제81조), 야간연설

금지(안 제82조), 교통시설대여금지(안 제83조) 등의 다양한 선거운동 방

법 제한이 의도되었다.640)

상이한 두 선거법안이 제안되어 혼선이 발생하자 자유당과 민주당은

1957년 9월 15일 국회의원선거법안 여야협상위원회를 발족시켰다.641)

자유당의 한희석의원 등 5인과 민주당의 유진산의원 등 3인, 무소속 2

인의 총 10명이 협상위원으로 선출되어 80여 회의 협상 끝에 선거운동

주체의 제한 및 선거공영제 등을 내용으로 선거법 개정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642) 그러나 같은 해 10월 하순경부터 진주시장 선거부정 사

건이 쟁점으로 대두하고, 언론에 대한 규제를 내용으로 한 선거법 조항

에 대한 언론계 및 민주당의 반발로 인해 선거법 개정 협상은 한동안

중단되었다.643) 이후 무소속 장택상 의원의 주선으로 민주당 조병옥 의원,

자유당 이기붕 의원이 이른바 ‘3자회담’을 가진 끝에 12월 20일 선거법

협상이 재개되기에 이르렀다.644) 그 결과 1957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민의원의원선거법 제정법률안, 이른바 협상선거법 이 국회에 제안되었

다.

국회 본회의에서의 논의과정에서 협상선거법안에 대한 비판은 계속되

639) 대체로 학교를 제외한 국가나 공공단체의 시설, 기차 등 교통시설, 병원 등 의료문

화연구시설이 연설금지장소로 지정되었다.
640) 더하여 본 연구의 주된 검토대상은 아니나, 선거운동에 대한 내용규제로서 허위사

사실유포금지 또한 위 법률안 제84조에 신설되었다.
641) 대한민국국회60년사, 124쪽 참조.
642) 대한민국국회60년사, 124쪽; 유진산, 129-130쪽; 제26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69호,

1957. 12. 31, 66-67쪽(내무위원장 하을춘 발언).
643) 대한민국국회60년사, 124쪽; 유진산, 130-131쪽.
644) 대한민국국회60년사, 124쪽 참조.



- 176 -

었다. 정준 의원의 발언이 대표적이었다.645) 그는 협상선거법안이 야당

의원들이 총집결한 주권투쟁위원회에서 인정받은 바 없다는 점을 먼저

지적한 후, 해당 법안이 “과거의 선거법에 비해서 취체에 관한 조항이

배수(倍數)가 되는 이러한 복잡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제한을 가하는 그러한 조항이 많은 것”이어서 여당 후보자와 야당 후보자

사이에 선거운동을 하는 데 큰 차이가 발생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다음과 같이 단언하였다.646)

본 의원은 1차 2차 3차 내리 선거에 탄압을 받아 본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서 이 선거법안을 검토해 볼 적에 나는 분명코 명언하거니와 이 법안이 통

과되며는 통과된 그다음 날부터 명년에 실시되는 선거를 앞에다가 두고 전

국민은 또는 입후보하는 사람들은 앞이 캉캄한 암흑세계에서 살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하는 것을 나는 단언하여 마지않는 것입니다.... (중략) 이 법안

이 통과되는 날 야당 측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은 완전히 자유를 잃고서 활

발스런 언동을 전개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중략) 입후보를 준비하고 있

는 모든 사람들 그 가운데에 공천을 받은 사람은 모르거니와 공천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선거운동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면으로 제약을 받

고 두 손과 두 다리를 묶인 채로 선거에 임하지 않으면 그러한 나쁜 조항

이 여기에 많이 있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정준 의원이 이와 같이 단언한 이유는 일반 유권자의 선거 관련

정치적 의사표현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

나라의 민도는 극히 낮은 가운데에 있으니만큼 일반국민들이 입후보자의

정견을 많이 듣고 성명을 많이 듣도록 하는 것은 이 나라 민주주의의 발

전을 위하여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647) 선거운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전 국민이 선거의 양상을 충

645) 당시 정준 의원의 발언 전반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26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70호,

1958. 1. 1, 15-19쪽 참조.
646) 이상의 직접·간접 인용한 내용 및 이하 문단에서 직접 인용한 내용은 모두 제26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70호, 1958. 1. 1, 15-17쪽에서 한 것이다(특히 직접인용의 경우

에는 16쪽).
647) 제26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70호, 1958. 1. 1, 18쪽(직접인용도 같은 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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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히 알지 못하고 충분한 지식을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거에 대한 계몽, 선거운동의 제한에 대한 보

도 입후보에 대한 소개 등등 자유스럽게시리 선거의 전모를 국민에게 알

려 준다”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648) 이는 결국

그가 선거 관련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는 ‘민도가 낮은’ 일반 유권자가

아니라 후보자나 언론과 같은 ‘계몽된’ 주체에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단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축조심사를 포함한 모든 절차가 생략된 채로 협상선거법안에 대한 일

괄 표결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재석인원 127인 가운데 찬성 108표, 반대

2표로 협상선거법 은 통과되었다.649) 이후 법률안은 1958. 1. 11. 정부로

이송되어 같은 달 25일 민의원의원선거법(공포번호 0470)과 참의원의원선

거법(공포번호 0469)으로 각각 공포되어 시행되었다. 이는 “신진 정치세

력의 약진가능성 앞에서 기성정당들은 선거법을 배제와 순치의 도구로

사용했던 일본의 예에 주목”650)한 결과였다. 협상선거법 에서 기존에 논

의되던 선거운동 주체 제한 및 호별방문금지, 사전선거운동금지, 선거기

간 중 문서·도화 등 게시 제한 등 각종 선거운동 방법규제가 통과되었다.

이후 미리 준비된 부정선거지침에 따라 1960년 3·15 부정선거가 실시

되었다.651) 3·15 부정선거 과정에서는 이른바 ‘정치깡패’를 동원한 민주당

선거운동원에 대한 폭행과 기물파손, 4할 사전투표, 3인조 공개투표 등

각종 부정행위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선거가 종료되기 전인 오후 4시

30분경 야당에서는 당해 선거를 불법선거로 규정하여 선거무효를 선언할

정도였다.652)

이와 같이 관권에 의해 점철된 선거부정을 겪은 반작용으로 인해 자유

선거에서 공정선거로 무게중심을 전환한 선거법제는 오히려 공고화 될

계기를 맞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962년 헌법 제108조 제1항에서 “선거

648) 제26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70호, 1958. 1. 1, 18-19쪽(직접인용은 18쪽임).
649) 제26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70호, 1958. 1. 1, 43쪽.
650) 송석윤(2007b), 259쪽.
651) 강원택, 한국정치의 결정적 순간들, 21세기북스, 2019(이하 강원택(2019)로 약칭함),

135쪽.
652) 관련하여 강원택(2019), 137쪽; 서중석(2008), 113-115쪽 참조.



- 178 -

운동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에 정한 범위안에서 하되 균

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한다고 명시됨으로써 당시 사회 분위기에

서 관리공영에 주안점을 둔 선거공영제가 헌법상 도입되기에 이른다.653)

이후 1963년 제정된 국회의원선거법은 제33조에서 “선거운동은 이 법

에 규정된 이외의 방법으로 이를 할 수 없다.”라는 선거운동법정주의를

명문화함으로써,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의 자유의 보장과는 더욱 거리

가 멀어지게 되었다.654)

3. 검토

협상선거법 은 신진 정치세력에게 좌우될 여지가 큰, 계몽되지 못한

일반 유권자를 선거라는 주권자의 주권실현의 장(場)으로부터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655) 새롭게 공포된 법률로 인해 유권자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자격 자체를 박탈당하였고, 이 당시 도입된 ‘누구든

지’를 수범자로 하는 각종 선거운동 방법규제 가운데 주요 행위규제들은

현존하는 선거운동 주요 방법규제들의 원형이 되었다.

1958년 협상선거법 의 성립으로 우리나라 선거운동 규제유형은 미군

정기부터 지속되어 온 선거운동의 자유를 강조하는 형태로부터 일본의

통합 공직선거법 과 유사하게 선거운동의 공정을 도모한다는 명분 하에

각종 규제가 신설되는 모습으로 변화하였다. 이때 일반 유권자는 선거운

동의 주체에서 배제되었고, 선거운동의 방법과 관련한 각종 제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는 1960년 3·15 부정선거와 1961년 5·16 군사쿠데타를 거

653) 관련하여 1961년 5·16 군사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1961. 8. 12. 이른바

8·12 성명을 발표하여 자신들의 정부형태 등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는 “선거 관리는 철저한 국가 공영제로 한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송우 편저, 한국헌법개정사, 집문당, 1980, 198쪽. 직접인용도 같은 쪽

에서 한 것임).
654) 송석윤(2007b), 259쪽.
655) 협상선거법 에 근거하여 치러진 1958년 총선은 당대까지 있었던 선거 가운데 가장

혼탁했던 선거로서, “공직자들이 대거 동원되고, 경찰이 노골적으로 개입해 폭력이 난무

했다”라고 알려져 있다(서중석(2008), 105쪽. 직접인용도 같은 쪽에서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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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1963년 국회의원선거법이 선언한 선거운동 법

정주의가 이러한 변화를 극적으로 보여준다.

1958년 당시 입법자들은 1950년대 초의 모습과는 달리 선거운동의 방

점을 자유에서 (이른바) 공정으로 옮기는 데 찬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

다. 이는 기본적으로 당시 이승만 정부 하의 관권선거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어 가고 있던 사회적 상황과 일정 부분 연관될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656) 그러나 일반 유권자를 애초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대상으로

규율함으로써 ‘선거 관련 정치적 의사무능력자’로 단정한 근원에는 결국

현재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입법자들의 당선 가능성을 위협하는 일체의

시도에 대한 입법자들의 경계심이 자리잡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1958년 당시 이른바 ‘3거두’라고 표상되었던, 여당과 보수야당을 막론한

정계의 중량급 인사들은 이른바 진보당 세력의 제도 정치권 진입을 막는

데 힘을 기울였던 것이다.657)

여기에 그 밖의 국회의원들 또한, 아직 ‘계몽되지 못하여’ 이러한 원외

정치인들의 유세에 흔들릴 우려가 있는 일반 유권자들을 가급적 선거운

동의 장(場)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그들의 당선에 더욱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에 이르렀던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는 여당 뿐 아니라 원내야당

국회의원의 의사도 포함되었다.658) 1958년 협상선거법 당시, 언론의 자

656) 실제로 당대인들도 관권에 의한 선거부정은 1948년 제1회 총선거부터 있었으나, 본격

적으로 야당에 대해서는 가혹한 단속을 단행하고, 여당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 사항도

눈감아 주는 형태로 선거부정이 노골화되어 정권유지 방법으로 활용된 것은 1954년 제

3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라고 진단하고 있다(정요섭(1965), 350쪽). 이러한 면모가 극단

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결국 1960년 3·15 부정선거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657) 송석윤(2007b), 258-259쪽 참조. 심지어 이들 ‘3거두’는 각자의 당선을 위해 서로가 서

로의 지역구에 후보자를 내지 않는 식의 거래(barter)까지 시도하였다는 정황까지 보도

될 정도였다(“정계의 요지경 사면”, 인물계 1957년 12월호, 6쪽; “여야협상이 싹트기까
지 = 선거법의 협상을 하도록 무대를 마련해 준 막후 인물 =”, 같은 문헌, 28쪽).

658) 관련하여 “이 새로운 개정을 하실려고 하는 의도는 어디가 있느냐 하면 여당 측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텅 비여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야당이 자기들의 당선을 위해서

조금 유리하다고 해서 언론자유 그 자체를 희생해 가면서까지라도 이것을 찬성해서

추진했던 까닭”이라고 지적한 박영종 의원의 발언 참조(제26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69호, 1957. 12. 31, 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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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를 제한하는 입법에 대해 반대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던 정준 의원의 다

음 발언에 이와 같은 의도가 어느 정도 내재해 있다고 보인다.659)

아까도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우리나라의 현재의 민도는 극히 낮은 가운

데에 있읍니다.

이 선거를 한 번 치르고 두 번 치르고 자꾸 여러 번 치름에 따라서 이

나라의 민도는 점점 점점 발전이 되고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성장이 되

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전개되는 이 선거에 대해서 모든 언

론기관이 선거에 대한 계몽, 선거운동의 제한에 대한 보도 입후보에 대한

소개 등등 자유스럽게시리 선거의 전모를 국민에게 알려 준다고 하는 이

사실은 얼마나 필요한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당시 입법자들 가운데 선거의 자유를 주장하는 이들도, 결국은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주장한, 절반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주장하

는 데 머물렀다는 사정을 일정 부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여야를

막론하고, 다수의 국회의원들에게 일반 유권자는, 언론이나 후보자 자신

들의 선거운동을 통해 ‘민도’를 높여야 했던 이들로서, 선거운동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로이 표현하고 교환할 수 있는 주체 내지 참여자로

인정받지는 못했던 것이다.

제2절 유권자 선거운동 규제의 전개

Ⅰ. 1987년 헌법과 1994년 통합선거법

1. 논의의 배경

가. 1987년 헌법과 선거법 개정 시도

659) 제26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70호, 1958. 1. 1, 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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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이어졌던 권위주의 정권은 1987년 6월

민주항쟁 및 그 결과로 성립된 1987년 헌법으로 인해 일대 전환을 맞이

한다.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나서서 기존 권위주의 정권의 정권 연장 시

도를 저지하고 새로운 헌정 질서 구축을 위한 동력을 제공함으로써 민주주

의의 회복 및 입헌주의의 정상화가 일응 가능해진 것이었다.660)

새로운 1987년 헌법 하에서 기존에 존재하던 제반 선거 관련 법률 또한

개정 논의를 마주하게 되었다. 1988년 총선으로 구성된 제13대국회에서

부터 관련 법률들에 대한 개정안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여 일부는 실제로

통과되기도 했다. 다만 당해 개정들은 주로 실질적 민주주의로의 이행

이후 정비가 필요했던 당선인 결정방식, 선거구, 선거관리 체제 등의 변

화를 주로 염두에 둔 것으로 평가되고,661)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 또는

선거 관련 의사표현을 위한 개정과 관련한 눈에 띄는 시도는 발견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91년 제시한 개인연설회

나 후보자토론회 허용 등의 선거운동 방법 확대 건의에도 불구하고 정당

추천 후보자의 경우를 제외한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주체

제한 및 포괄적인 선거운동 방법 제한은 그대로 유지되었다.662)

1987년 헌법은 국민주권주의를 실질화하였고, 헌법재판소 및 헌법소원

심판을 중심으로 관련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내실

화를 기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선거운동주체로 인정되지 않았던 유

권자에 대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싹트기 시작한다.663)

나. 금권·관권선거에 대한 문제 제기

660) 관련하여 현행 헌법인 1987년 헌법은 그 문언상으로는 ‘전문개정’의 형태를 띠고 있

지만 그 내용상 정당한 헌법제정권력의 발동으로서의 시민혁명에 해당하므로 실질적

의미의 헌법 제정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로는 송석윤, “4월 혁명의 헌정사적 영향과

의회민주주의 실현의 과제 -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과 관련하여 -”, 헌법학연구
제16권 제2호, 한국헌법학회, 2010, 148-149쪽.

661) 서복경(2013), 306쪽.
662) 양건(1992), 23-24쪽.
663) 이 점을 지적한 문헌으로 예컨대 양건(1992), 24-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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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한편으로 1987년 이후로 진행된 여러 선거들에서도 이른바 ‘불

법선거’는 계속 자행되고 있다는 비판 또한 계속되었다. 후보자의 선거운

동 과정에서 유권자를 대상으로 금품이 살포된다거나 조직을 동원한 선

동이 이루어지는 등으로 인해 불법 내지는 혼탁·타락 선거가 만연하고

있다는 취지의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것이다.664) 실제로 1991.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명선거연구반 주관으로 일반유권자 1,924명이 참

여하여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665) 선거운동 과정에서 물품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44.1%, 음식을 접대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

답자가 33.9%, 공직자, 통·반장이나 직장상사 등으로부터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25.6%, 금전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14.6%였다고 한다(복수응답 가능). 구체적으로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5억원을 바쳐야 공천을 얻을 수 있

고, 10억원을 내야 전국구의원이 될 수 있다’는 표현이라든지 20억원을

선거비용으로 쓰면 당선되고 10억원을 쓰면 낙선한다는 의미의 ‘20당10

낙설’이 회자되었고, 약 2조원 이상의 선거자금이 은행에서 유출되었다고

알려졌다.666)

이상과 같은 이른바 ‘불법선거운동’은 주로 관권667) 내지는 후보자 측668)에

664) 당대의 문헌 가운데 이 점을 지적하는 견해로는 예컨대 최대권, “정치개혁을 위한

몇 가지 생각(II) - 정부형태, 정당, 정치자금, 선거제도 등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법학
제33권 제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92(이하 최대권(1992)으로 약칭). 107-108쪽;

최재욱,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의 몇 가지 맥점, 피플뱅크사, 1993(이하 최재욱(1993)으로
약칭), 1-2쪽; 강수림, 통합선거법 해설, 돌베개, 1994 26-27쪽 등이 있다. 관련한 후대의
분석으로는 심지연·김민전(2006), 427쪽, 유현종(2011), 92쪽 등을 들 수 있다.

665) 이하 여론조사 결과에 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명선거연구반, “공명선거실현을

위한 여론조사결과 분석보고서”(선위선-91-005)(이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명선거

연구반 분석보고서로 약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91, 12쪽 및 31-32쪽.
666) 최재욱(1993), 1-2쪽. 이때 선거에서의 금품 수수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당시 대통령

이었던 김영삼은 “과거 우리 정치를 보면 선거 때마다 엄청나게 돈을 썼다. ‘이러다간

선거 때문에 나라 경제가 망하겠다’ 싶을 정도로 돈이 많이 들었다(김영삼, 김영삼
대통령 회고록 상(양장본), 조선일보사, 2008, 249쪽).”라고 회고하였고, 실제로 당시 시
민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및 깨끗한 선거풍토 개선을 위한

개혁이 정치권에 주문되었다고 한다(심지연·김민전, 한국 정치제도의 진화경로 - 선

거·정당·정치자금제도, 백산서당, 2006, 4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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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주도되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들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일반 유권자들 사이의 선거운동 내지는 선거 관련 정치적

의사표현행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황들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고 단정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선거 과정에서 권력(權力),

그리고 권력이 야기한 금력(金力)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 자체가

당시 어느 정도 존재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여기

에는 일반 유권자가 연관이 되어 있을 개연성을 전적으로 부인하기는 어

려울 것으로 보인다.669)

당대인들은 이와 같은 불법선거운동이 발생하고 있는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는 일반 유권자들의 정치의식 부재670) 내지는 정치문화의 미성

667) 1990년대 이전의 관권에 의한 부정선거를 ‘민주선거제도 그 자체의 침범’이라고 규

정하고, 세계 역사상 대통령 선거에 소송이 제기된 적은 없으니 어떠한 비합리적 비

상수단을 사용해서라도 자유당 입후보자를 당선시키라는 1960년 3·15 부정선거 당시

최인규 내무부장관의 훈시를 소개하면서, 구체적 사례로 ‘3인조-9인조투표’, ‘4할 사전

투표’, ‘참관인 축출’, ‘릴레이투표’, ‘쌍가락지표’, ‘피아노표’ 등을 소개한 문헌으로 최재욱

(1993), 69-70쪽.
668)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당시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이 개입

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허위선전, 심지어는 폭력 사태도 발생하였던 사례로, 1989년

동해시 재선거의 경우가 있었다(자세히는 유현종(2011), 100쪽(각주 5) 참조).
669) 관련하여 1992년 대선 당시 부산시장, 부산경찰서장 등이 김기춘 전 법무부장관이

주재한 회의에서 김영삼 후보의 당선을 위해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민간 단체들의 인

원을 동원하며, 야당 후보들을 비방하는 내용을 유포하자는 등의 관권선거에 관한 대

화를 나눈 대화 내용이 폭로되었음에도, 관권선거보다는 주거침입에 의한 도청에 보다

시선이 집중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김영삼 후보의 지지층 결집을 야기했던 이른바 ‘초원

복집 사건’ 또한 당시 관권선거에 대해 유권자들이 무감각해져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초원복집사건을 기술한 문헌으로 서중석(2008), 243쪽; 심지연,

한국정당정치사(제3차증보판), 백산서당, 2017, 421쪽. 다만 앞서 비교법적 검토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점과 관련하여서는 선거에서의 매표행위는 특별히 우리나라 뿐 아

니라 사실상 자유롭고 민주적인 선거 제도를 상당수의 나라들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박동천(2000), 38쪽)).
670) 가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명선거연구반 분석보고서에서는 일반 유권자가 금품이

나 향응 등을 받은 이유로 응답한 답변(중복 선택 불가능) 가운데 29.1%가 “선거때면

흔히 있는 일인줄 알고 받았다”였고, 21.2%가 “거절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받았다”

였다는 점을 들어 “이러한 행위가 국가발전과 민주화에 크게 역행하는 불법적 행위임

을 알도록 의식개혁을 철저히 하여야할 필요성을 절감케 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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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671)과 같은 사항들만이 이와 같은 현상 발생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

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와 같이 단정하기 보다는 오히려 기존 정치

인들로서는 새로이 투표의 대세를 이루게 된 지역주의 구도 속에서, 스

스로가 보유하고 있는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선거구 제도나 부재

자 투표의 공정성과 같은 사항들과는 달리 1958년 선거법 이후에 30년 가

까이 자리잡아 온 규제 중심의 선거운동 법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유인이 없어 종래의 포괄적인 규제가 그대로 유지되었던 반면에,

일반 유권자로서는 6월 항쟁 이후에 기존에 억압되었던 정치적 의사표현

을 급격히 분출할 강한 유인을 갖게 되었던 당대의 상황이 이러한 선거 과

열 내지는 혼탁 현상의 주된 이유가 아닐까 한다.672) 선거운동 내지는 선

거와 관련한 정치적 의사표현에 대한 과도한 규제 속에서 선거에 참여하

는 당사자들의 정치적 욕구는 규제를 우회하는 음성적인 방식으로 표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673)

다만 어떠한 원인으로 당시 상황을 분석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대

인들에게는 선거와 관련한 부정부패가 당대 정치현실에서의 중요한 문제

라는 인식이 어느 정도 공유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93년 당시 김

영삼 대통령이 정기국회 연설에서 직접 깨끗한 선거를 역설하면서 “부정

선거, 타락선거가 발붙일 수 없도록 선거혁명을 이룩”하여 정치개혁을

달성해야 한다고 발언한 데에서도 이를 상징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674)

명선거연구반 분석보고서, 35쪽)”라고 분석하였다.
671) 이러한 취지를 언급하여 유권자 측의 문제를 지적하는 문헌으로는 예컨대 서중석

(2008), 234쪽; 유현종(2011), 100-101쪽; 최대권(1992), 118쪽.
672) 주된 이유라고 분석하지는 않지만, 위 본문과 같은 서술을 당시 상황의 한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문헌으로는 유현종(2011), 100-101쪽. 한편 해당 문헌에서는 그 밖의

원인으로 6월 항쟁 이후 정치적 협상과 개헌, 선거제도 개정 논의가 급속도로 이루어

짐에 따라 선거운동 규제에 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점,

선거운동을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하도록 하는 선거공영제 관련 헌법 조항은 여전히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던 점 등도 지적하고 있다(같은 문헌, 100-101쪽).
673) 이러한 취지를 지적하는 문헌으로 한수웅(2018), 184-185쪽.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

원회 공명선거연구반의 여론조사에서 당대 일반유권자들의 16.5% 정도는 위법한 선거

운동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선거운동 방법의 비현실성’을 지적하였다는 점(중앙선거관

리위원회 공명선거연구반 분석보고서 47쪽, 2가지 선택지의 복수응답 가능)도 어느

정도 이와 같은 사정을 방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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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이미 국회에서는 대통령 정기국회 연설에 앞서서 1993년 2월

국회에 설치된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675) 선거법을 중심

으로 한 제반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676)

2. 국회 심의 및 주요 내용

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진행과 주요 정당의 개정안 발의

1993년 5월 11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로 약칭)는 위원장

신상식 의원, 여당 간사 김중위 위원(이후 박희태 위원으로 교체됨677)),

야당 간사 박상천 위원을 각각 선임하고 위원회 내 제1심의반에서 각종

선거법을 심의하기로 협의하였다.678) 다만 이후 같은 해 8월 23일, 정개

특위 소속 위원들로부터 실제 정개특위의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비판이 제기되었다.679) 이에 위원장 신상식은, 위원

회가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반응하면서

도, 여야 각 당이 각종 정치관계법의 구체적인 개정안을 제출함으로써

여야 간사가 논의 일정을 합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였다.680)

674) 제165회국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1993. 9. 21, 2쪽(김영삼 대통령 발언)(직접인

용도 같은 쪽임).
675) 제160회국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7호, 1993. 2. 23, 12쪽.
676) 김욱, 한국의 선거 60년사 ④ 노태우, 김영삼 정부의 선거: 민주화 과정의 출발과

지역주의의 폭발, 마인드탭, 2016, 127쪽.
677) 제161회국회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1993. 6. 15, 1쪽.
678) 제161회국회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1993. 5. 11, 1-4쪽.
679) 제163회국회(폐회중)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1993. 8. 23, 6쪽-7쪽

(이영권 위원 및 강수림 위원 발언).
680) 제163회국회(폐회중)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1993. 8. 23, 7쪽-11쪽

(신상식 위원장 발언 부분). 구체적으로 각 당이 개정법률안을 먼저 제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정개특위에서의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여당 간사인 박희태

위원도 동의하였다(같은 회의록, 9쪽). 이에 대해 야당 간사인 박상천 위원은 여당인

민주자유당이 야당이 제시한 개정안을 단지 몇 줄 고쳐서만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

판하기도 했다(같은 회의록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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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1993. 11. 15. 신상식 의원과 여당 간사인 박희태 의원 등 여당인

민자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안(의

안번호 140521, 이하 이 부분에서는 ‘여당안’이라고 약칭)이, 같은 달 25

일에는 조세형 의원과 박상천 의원 등 야당인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공직선거법안(의안번호 140540, 이하 이 부분에서는 ‘야당안’이라고 약칭)

이 각각 발의되었다.

먼저 여당안은 “이제까지 한국정치의 환부로 지적되던 선거에서의 “과

열과 타락”·“금권지배”·“불법과 위법의 횡행” 그리고 당선만 되면 그만이

라는 “무법자적인 사고”를 과감히 시정하기 위하여”681)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여당안은 일반

유권자에 대한 선거운동 주체 규제를 폐지하고(여당안 제60조),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방식을 포괄적 제한·금지에서 개별적 제한·금지로 전환하고, 후

보자 측의 선거운동 방법을 다양화하는 등(여당안 제64조 내지 제77조)으로

일응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를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682) 그러나 일반 유

권자가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데 있어 개별적으로 제한

또는 금지되는 수많은 규제들의 존재를 감안할 때, 여당안의 초점은 해당법

률안 주요 골자에서 첫 번째로 지적한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부정방지”683)에

실질적인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야당안은 “말은 트고, 돈은 막는” 선거를 통해 돈으로 표를

사는 선거를 끝내는 ‘선거혁명’을 이룩해야 한다는 취지를 역설하였다.684)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운동 주체를 법정선거운동원에

한정하고 법정선거운동만을 허용하는 포괄적 금지규정을 삭제하는 부분

(야당안 제58조 제2항), 일반 유권자 누구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는

681) 신상식의원 외 25인 등 150인, 공직자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안(의안번호 140521),

1993. 11. 15. 1. 제안이유 항목에서 인용함.
682) 신상식의원 외 25인 등 150인, 공직자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안(의안번호 140521),

1993. 11. 15. 2. 주요골자 (11), (12) 항목.
683) 신상식의원 등 25인 외 150인, 공직자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안(의안번호 140521),

1993. 11. 15. 2. 주요골자 (1) 항목에서 인용함.
684) 조세형의원 등 8인 외 89인, 공직선거법안(의안번호 140540), 1993. 11. 25, 제안이유

항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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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좌담회를 도입하는 부분(야당안 제77조)에서는 이와 같은 취지가 일

정 부분 엿보인다. 그러나 야당안 또한 여당안과 마찬가지로 일반 유권

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수의 선거운동 방법을 금지하는 규제를 두고 있

었고, 그 내용은 여당안과 대동소이하였다. 이들 가운데 특히 선거에 영

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 등 시설물의 설치나 문서·도화의 개시 금

지 기간을 선거일 전 1년으로 설정한 부분은 주목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685) 1958년 협상선거법 에서부터 해당 기간은 선거기간 중의 규제

로만 한정되었지만, 오히려 선거운동의 자유를 주장하였던 야당은 유권

자를 포함한 선거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시설물이나 문서 등을 사용하는

것을 선거일 전 1년이라는 보다 긴 기간 동안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여

당안에 존재하는 선거운동을 위한 행진 등을 금지하는 조항은 발견되지

않지만, 위 내용은 그 밖에 전기통신 방법을 이용한 선거운동제한 규정

이 도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진정으로 ‘말은 트고 돈은 막는’ 선거법을

의도하였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여당안과 야당안은 같은 달 26일 다른 정치관계법 개정 법률안들과 함

께 정개특위에 일괄하여 상정되었다.686) 여당안의 제안취지를 설명한 박

희태 의원은 금권·불법선거 방지를 통해 새로운 선거문화 정착에 부응하

고자 하였다고 발언하였다.687) 이어서 야당안의 제안취지를 설명한 박상

천 의원 또한 “말은 트고 돈은 막는 선거”를 강조하였지만, 결과적으로

는 돈 안 드는 선거에 주안점을 두고 법률안을 입안하였음을 강조하였

다.688) 이어서 전문위원 한세동이 두 법률안을 비교하는 검토보고가 진

행된 후, 여당안과 야당안은 정개특위 산하 제1심의반에 회부되었다.689)

685) 관련하여 여당안은 금지 기간을 120일로 설정하고 있었다.
686) 제165회국회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1993. 11. 26, 2쪽.
687) 제165회국회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1993. 11. 26, 2쪽(박희태 의원

발언).
688) 제165회국회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1993. 11. 26, 4-5쪽(박상천 의

원 발언)(직접인용은 4쪽). 특히 “이제는 돈으로 표를 사는 선거는 진정으로 끝낼 때

가 됐다고 생각합니다(같은 회의록, 5쪽).”라는 발언에서 야당안을 바라보는 그의 태

도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보인다.
689) 제165회국회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1993. 11. 26, 27-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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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6인 협상단의 별도 회합과 통합선거법안의 본회의 통과

그러나 정개특위 산하 제1심의반에서 여당안과 야당안을 가지고 합의

된 선거법안이 도출되지는 못한 채 1993년 정기국회는 종료되었다.690)

결국 선거법 개정을 향한 돌파구는 정개특위라든지 정개특위 내부의 심

의반에서의 논의와 같은 공식적인 국회 내에서의 창구가 아닌 비공식적인

여당과 야당 사이의 타협을 통해 열리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1993. 12.

25. 정개특위 여당 간사 박희태 의원과 야당 간사 박상천 의원은 1994년

첫 임시국회에서 통합선거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고,691) 이후 민자당과

민주당은 1994년 1월 19일 정개특위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하였고,692) 임시

국회 회기초에 정개특위가 재구성되기 전에 미리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의

주요 쟁점을 채결할 6인 협상대표단이 별도로 구성되었다.693)

이들 6인 협상대표단이 주축이 되어 진행된 여당안과 야당안을 통합한

선거법안에 대한 심사는 1994년 3월 3일까지 진행되었고,694) 다음 날인

3월 4일 통합 선거법안이 정개특위에 회부되었다. 협상이 길어진 것은

재정신청 제도 도입 등을 둘러싼 대립 등 때문이었지만, 이미 선거운동

과 관련하여서는 같은 해 2월 초부터 ① 포괄적 선거운동 제한규정을 폐

지하여 일반 유권자에 대한 선거운동 주체 제한을 폐지하고, ② 유급 선

거운동원 대신 자원봉사자에 의한 선거운동을 의도하며, ③ 구체적인 선

690) 실패의 원인으로 선거에서 재력과 조직에서 우위에 있었던 여당과 과거 선거에서의

피해의식이 강했던 야당 사이의 인식의 차이를 지적하는 문헌으로는 박상철, 선거
운동과 정치관계법, 한줄기, 1995(이하 박상철(1995)), 98쪽.

691) “선거법 등 정치개혁입법/내달말 임시국회서매듭/여야 의견 접근”, 중앙일보 1993.

12. 25.자 기사 등.
692) “여 개혁의지 현실화여부 주목/재가동정치특위 여야 협상 전망”, 한국일보 1994. 1.

21.자 기사.
693) 6인 협상단은 민자당의 박희태, 신상식, 황윤기 의원과 민주당의 박상천, 강수림, 정

균환 의원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1993년 정개특위 위원으로서 관련 쟁점을

잘 알고 있고, 1994년 2월 임시국회에서 재구성될 정개특위에도 합류할 가능성이 높

다는 점에서 논의의 연속성을 기할 수 있다고 평가받았다(“얽힌 쟁점 숨은 해법/정치

관계법 협상 어떻게 될까”, 국민일보 1994. 1. 24.자 기사).
694) “정치권개혁 제도적 틀 마련/여야 정개법협상 사실상 타결”, 한국일보 1994. 3. 4.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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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운동 방법에 대한 개별적인 제한을 두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합의되었

던 것으로 보인다.695) 그러나 과연 이와 같은 전환으로 인해 “말과 입은

풀고, 돈은 묶는” 형태의 선거운동 내지는 의사표현의 자유가, 특히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온전히 실현되었는지는 의문이다. 이는 아래 3. 항목

에서 추가로 논의하고자 한다.

다. 주요 내용 : 유권자 선거운동 행위규제를 중심으로

여러 과정을 거쳐 1994년 3월 4일 정개특위에 상정된 통합 선거법안은

당일 곧바로 정개특위 및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현행 공직선거법 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통합된 선거법이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

이라는 제명 하에 시행되었다(이하에서는 통합선거법 이라는 별칭을 주로

사용하였다).

동법은 선거운동 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의

지위를 한정한 기존의 선거법제의 규정을 철폐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유권자의 선거 관련 의사표현의 자유를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을 여지가

있다.696) 그러나 통합선거법 의 정식 명칭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이고, 기존 수십 년 동안 큰 틀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던 동법 제1조의 목

적 조항에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이라는 문언을 입법목적으로

명시한 부분에서 엿볼 수 있는 것처럼, 선거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다

는 이유로 일부 선거운동 관련 규제들은 오히려 강화되었다.697)

대표적으로 일반 유권자 또한 수범자가 되는 시설물 등 설치 금지조항

( 통합선거법 제90조 제1항)과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 등의 배부

695) “선거운동 「자원봉사식」 도입/유급 선거사무원 대폭 축소”, 중앙일보 1994. 2. 2.자

기사; “「돈안드는 선거」 법으로 뒷받침/여야 선거운동방법 합의 의미”, 중앙일보

1994. 2. 2.자 기사.
696) 이전까지의 국회의원선거법 은 제40조에서 “선거운동은 이 법에 규정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는 이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였고, 제41조 제1항에서는 정당, 후보자, 선거

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운동원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율하고 있었다.
697) 서복경(2013), 307쪽. 선거부정방지라는 입법목적은 통합선거법 이 개정되는 과정

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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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금지 조항( 통합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경우를 예시로 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존 국회의원선거법에서는 당해 규제들은 선거운동기

간 중에만 적용되었다(동법 제61조, 제71조 각각 참조). 그러나 통합선

거법 에서는 규제 적용 기간이 선거일로부터 180일 전부터로 오히려 늘

어난 점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더하여 일반 유권자가 하는

집회라든지 행렬, 호별방문으로 대표되는 유권자 사이의 대면접촉, 사전

선거운동금지와 같은 규제들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로 인해 선거 관련

정치적 의사표현이라는 점에서 통합선거법 이 추구하였던 ‘돈을 묶고

입을 푼다’는 정신은 적어도 유권자에게는 사실상 적용되지 않고, 1994년

통합선거법 제정 이전과 유사하게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실질적으로 여전

히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698)

3. 검토

가. 입법목적과 성안 결과 사이의 구별

통합선거법 은 제정 이유로 “국민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의사표현과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699)을 천명하고 있다.700) 그러나 이 가운데 전자와

관련하여, 일반 유권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보면, 선거운동에 대한 포괄적

규제는 사라졌을지 몰라도 활용 가능한 선거운동 방법이 개별적으로 규율

되는 제한적 열거주의가 채택됨으로써 여전히 선거와 관련한 ‘자유롭고

민주적인 의사표현’과는 거리가 먼 엄격한 규제의 적용을 받고 있다.701)

698) 당시 통합선거법 이 ‘돈은 묶고 입은 푼다’라는 기본정신에 따라 이루어졌지만 이

후로도 현실적으로는 ‘후보자의 입’만을 풀었을 뿐 ‘유권자의 입’은 계속 닫아놓고 있

었다는 취지의 선거운동규제 관련 실무자의 지적으로는 헌법실무연구회(2015), 277-278쪽

(장재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장 발언) 참조.
69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 신규제정이유.
700) 아울러 통합선거법 의 가장 큰 특징으로서 선거운동 자유의 확대, 선거비용의 축소,

선거사범 엄벌의 세 가지를 들고 있는 당대 문헌으로 박상철(1995), 131-133쪽.
701) 통합선거법 에 뿌리를 두고 유권자의 선거운동과 관련해서는 본질적인 변화가 나

타났다고 보기 어려운 1994년 이후의 개정 선거법들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분석을 한

사례로 예컨대 심지연·김민전(2006), 424쪽. 특히 낙선운동 및 사전선거운동금지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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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목적과 결과 사이의 차이는 어떠한 지점에서 연유하는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통합선거법 이 현행 공직선거법

의 모태(母胎)가 되는 법률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분석의 필요성은 보다

명확해 질 것으로 보인다.

나. 상이한 결과의 발생 원인

(1) 기성 정치권 구성원들의 이해관계

이와 연관하여 일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유로는 당시 여당과

제1야당을 막론하고 당시 기성 정치권에 포섭된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

로 인해 선거운동의 자유가 유권자에게까지 확대되지 못했다는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987년 헌법이 규범력을 발휘한 이후에도 앞서

살펴본 것처럼 금권선거의 현실과 그에 대한 우려는 여전했고, 이전 세

대에 창궐했던 관권선거의 위협 또한 여전히 잔존한 상황이었다.702)

이러한 현실에서 이른바 부정·불법선거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703) 하나는

정당 및 선거체제를 개방적·경쟁적으로 만들어 일반 유권자에게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투명성을 담보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정당 및 선거체제

에서의 경쟁을 제한하여 정치의 공간을 축소하는 것이다. 이때 1994년

당시 국회는 후자를 선택했다. 기득권으로서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여당은

물론이고,704) 당시 제1야당이었던 민주당도 기존에 당을 이끌던 유력한

하여 현행 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 관련 제도가 유권자가 아닌 후보자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 일반 국민이 후보자에 비해 선거 관련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제한받고

있다는 취지의 지적으로 윤진희, “선거운동의 자유와 낙선운동”, 홍익법학 제21권
제2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211-213쪽.

702) 상세히는 앞서 1. 나. 항목의 논의 참조.
703) 이하 이 문단의 내용은 서복경(2013), 307-308쪽의 논의에 연구자의 생각을 일부

추가하여 정리한 것이다.
704) 통합선거법 초안을 두고 당시 여당이었던 민자당이 “이런 식이면 다음 선거에서 틀

림없이 여당이 완패할 것”이며, 현실과 너무 괴리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는 회고로

김영삼(2008), 250쪽 참조. 아울러 당시 통합선거법 개정이 공적 조직을 활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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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였던 김대중이 잠시 사라진 상황에서 특정 지역 외에는 독자적인

유권자의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제1야당 또한 선거에서의 경쟁을 보다 제한함으로써 새로운 세력의 등장

을 막고 여당이 선거에서 상대적으로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는 것을 방지

하려는 유인을 가졌다. 이같은 사정에서 후자의 길은 여당 뿐 아니라 제1

야당으로서도 이득이 되는 선택이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705)

이와 같은 민주당의 선택을 보여주는 사례로, 통합선거법 제90조 제

1항의 시설물 등 설치 금지와 제93조 제1항의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

화 등의 배부 등 금지 조항의 성안을 둘러싼 민자당과 민주당의 입장 차

이를 예시로 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706) 앞서 2. 가. 항목에서 언급한

것처럼, 최초 여당안은 이와 같은 금지 조항들을 기존처럼 선거기간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선거일 전 120일부터 적용할 것을 의도하였다. 그러

나 야당안은 오히려 선거일 전 1년부터 이들 금지조항들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보다 장기간의 규제 적용 기간을 설정하였다. 이는 당

시 민주당이 조직이나 자금 등이 부족했던 조건에서 다양한 형태의 선거

운동 행위가 가능한 경우에는 제1야당으로서의 자신들의 지위가 위협 당

할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

못하게 함으로써 여당에게 불리하게 작동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기사로는 “정치개혁

법, YS 물갈이의 방아쇠”, 월간중앙 1994년 4월호, 144-145쪽.
705) 실제로 6인 협상단의 여당 간사 박희태와 야당 간사 박상천의 통합선거법 제정

이후의 정치 행보는 이같은 경쟁의 제한에 따른 기성 국회의원의 이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희태의 경우, 경남 남해군·하동군에서 제13

대 총선부터 제17대 총선까지 국회의원을 역임한 후, 제18대 총선에도 경남 양산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국회의장까지 역임하였다. 박상천의 경우도, 제13대 총선부터 제

16대 총선까지는 전남 고흥에서, 제18대 총선에서 전남 고흥·보성에서 꾸준히 당선되

었는데, 유일하게 낙선한 제17대 총선에서는 당시 호남권을 석권하던 새천년민주당에서

분리된 열린우리당 후보에게 패배한 것이었다(특히 박상천의 사례에 주목하여 그가 지

역구에서 경쟁할만한 반대자를 한 번을 제외하고는 발견하지 않아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분석한 연구로 Erik Mobrand, “The Politics of Regulating

Elections in South Korea: The Persistence of Restrictive Campaign Laws”, Pacific

Affairs, Vol. 88, No. 4, 2015(이하 Mobrand(2015)로 약칭), pp. 807-808).
706) 이하 이 문단의 내용은 서복경(2013), 308-309쪽의 논의 및 통합선거법 제정 당시

의 여당안과 야당안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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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707)

이와 같은 제1야당의 태도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미국식 선거운동 관련

법령을 채택하였다가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일본 선거관계법의 영향을

받고, 이후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선거운동 관련 다수의 행위규제가 철폐

된 대만의 경우와 일정 부분 대비된다.708) 한국의 이른바 민주화 세력으

로서의 재야(在野)는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도 완전히 기성 정치권에서

배제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반면 우리나라의 재야에 대응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대만의 당외(黨外, Dangwai) 세력은 계엄령이 내려진 대만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사실상 총선에 등장하지 못했다.709) 그렇기 때문

에 민주화 이후 본격적으로 집권하게 된 당외 세력은 - 우리나라의 제1

야당과 비교했을 때 - 선거운동 관계 법령 개정에 적극적이었다고 평가

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710)

707) 이같은 설명을 지지하는 문헌으로 서복경(2013), 309쪽; Erik Mobrand(2015), pp.

807-808.
708) 비단 유권자에 한정된 연구는 아니지만 한국과 대만의 선거운동 행위규제 입법을

대비하여 분석한 문헌으로 Jong-sung You, Jiun-Da Lin, Liberal Taiwan Versus

Illiberal South Korea: The Divergent Paths of Election Campaign Regulation,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Vol. 20, 2020(이하 Jong-sung You 외(2020)으로 약칭),

pp. 437-462이 있다. 본문의 위 문단은 당해 문헌의 pp. 452-458의 내용 가운데 본

연구에 필요하다고 생각된 부분을 정리한 것이다. 한편 당해 연구에 따르면 대만의

선거관계법(Civil Servants Election and Recall Act, Presidential and

Vice-Presidential Election and Recall Act)에서는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지 않고, 선거

선전물에 후보자의 서명이나 정당 이름이 들어가 있다면 별도의 선전물 종류나 수량을

규제하지 않으며, 2013년에서 2016년까지의 선거를 기준으로 형사처벌을 위한 기소 또

한 약 93%가 매표행위(vote-buying)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Jong-sung You 외(2020),

pp. 445-446). 이와 같은 입법 내용은 앞서 제3장에서 살펴본 영미식 국가들의 선거운

동 규제입법의 방향과 유사한 모습을 보여준다(Jong-sung You 외(2020), p. 438).
709) Jong-sung You 외(2020), p. 455에 의하면 민주화 이전 당외 세력은 입법원의

6-12%의 의석을 차지하는 데 불과하였고, 1988년 민진당이 창당된 이후에도 입법원

312석 가운데 21석만을 차지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는 한국의 제1야당이 1981년 제

11대 총선에서 31%, 1985년 제12대 총선에서 24%의 의석수를 차지한 것과 대비된다.
710) 유사하게 민주화 이행의 결정적 시기(critical juncture)에 권위주의 시기에도 국회 의석

을 차지하여 일종의 현직자로서의 이익을 누렸던 한국과, 엄격한 선거운동 규제 등으로

입법원에 거의 의석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후 선거운동 관련 법률의 내용을 개혁하는

데 적극적이었던 대만의 경우를 대조한 견해로 Jong-sung You 외(2020), p.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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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국내적 상황 및 국외적으로 일종의 대조군으로서의 대만

과의 비교에 미루어 볼 때, 우리나라의 선거운동 규제입법이 - 후보자와

유권자의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 민주화가 진행된 1987년 헌법 이후에

제정된 통합선거법 에서도 규제 중심적 내용을 버리지 못한 이유로 기존

의 정치질서에 일정 정도 순응된 비(非)권위주의 세력의 존재를 지적하

는 분석711)은 일정 부분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기성 정

치권 구성원들의 기득권 유지를 도모하려는 유인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선거체제를 채택한 나라들에서는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요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 밖에 다음의 두 가지 측면 또한 추가로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참조 법률로서의 영국 1883년법 의 한계

통합선거법 을 제정할 당시에 입법에 관여했던 이들은 주로 영국의

1883년법 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테

면 당시 “법안 조문화 과정에서 실무진이 만든 법 조문의 자구(字句) 하나

하나까지 직접 챙겼다”712)라고 하는 김영삼 대통령은 1993년 8월 23일 민

자당 원외지구당 위원장들과의 청와대 오찬에서 선거법 개정시 영국의 금

권·타락 선거 문제를 해결한 1883년법 을 참고해야 한다고 밝혔고, 이에

주한 영국 대사가 영국 선거법을 직접 설명해 주겠다고 제의를 받기도

했다.713)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6인 협상 대표단 여당 간사였던 박희태 의

원은 돈 안드는 선거 풍토를 배우러 영국을 방문하기도 했고,714) 야당측 6

711) 한국의 재야 세력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선거법을 개정하지 않음으로써 기존의 선거

규제에 사실상 순응하게 되었다는 견해로 Erik Mobrand, “Is Fairness Enough? The

Politics of Regulating Elections in a New Democracy”(http://ssrn.com/abstract=249

2486에서 다운로드, 최종검색일 : 2021. 11. 28.), 2014(이하 Erik Mobrand(2014)와 같이

약칭), p. 10; Jong-sung You 외(2020), pp. 455-456.
712) 김영삼(2008), 251쪽.
713) 김영삼(2008), 249-250쪽.
714) 박희태, 대변인, 랜덤하우스중앙, 2006, 246쪽. 다만 이 영국 방문에서 박희태는

영국의 정치풍토는 우리나라와 사뭇 다르다는 점에서 그대로 따라하기에는 현실성이

없을 것 같다고 느꼈다고 훗날 회고했다(같은 책, 같은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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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협상 대표단의 일원이었던 강수림 의원은 본인의 저서에서715) 통합

선거법 제정 당시 “영국,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의 선거제도를 상당

부분 수용”했음을 밝힘과 동시에 “특히 영국의 ‘부패행위 및 위법행위 방

지법’은 새로운 선거법을 제정하려는 근본동기에 부합되는 부분이 많아

상당부분 수용”하였다고 밝혔다.716)

그러나 앞서 제3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영국의 1883년법 은 대중

정당체제가 발달하기 이전인 19세기의 산물이어서 후보자 외의 선거 관

련자들, 특히 정당과 제3자와 같은 후보자 외의 다른 집단(party, third

party)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지 못해 문제가 되어 유럽인권법원의

Bowman 판결 선고 이후 Niell 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2000년 정당,

선거 및 국민투표법 을 새롭게 도입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역사적 전개

를 돌아보면, 결국 1883년법 은 ‘후보자’의 선거운동 내지는 선거 관련

정치적 의사표현행위에 대한 규제책을 입안한 것이었을 뿐, 후보자 외의

집단의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침묵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

문에 1883년법 을 본받는다는 것은 후보자의 선거운동에는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기본적으로 후보자 외의 다른 주체, 특히

이 연구의 대상으로서 일반 유권자의 선거 관련 정치적 의사표현행위에

관해서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함의한다고 보아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운동의 자유화를 입

법목적으로 내세운다고 해도, 유권자의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특별한 변화

없이 기존의 다양한 행위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일종의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717)이 발현된 것으로 판단된다.

715) 이하 본문 문장은 강수림(1994), 28쪽(직접인용도 같은 쪽임).
716) 그 밖에 통합선거법 이 영국의 1883년법 의 입법정신인 ‘선거사범의 엄벌’과 ‘돈

안 드는 선거풍토의 확립’이라는 점에서 새 선거법의 입법목적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는 당대의 분석으로 박상철(1995), 84쪽.
717) 경로의존성에 주목하여 우리나라 선거운동 규제입법의 변천을 분석한 문헌으로는

이를테면 유현종(2011), 104-107쪽. 경로의존성을 선거운동 규제입법이 여전히 규제중

심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요인 중 하나로 언급하는 문헌으로는 Jong-sung You 외

(2020), p.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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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거운동의 객체로서의 유권자 인식 계속

여기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유권자의 선거운동 행위규제가 단순히 유지

된 것일 뿐 아니라 오히려 일정 부분 강화되었다는 측면을 설명하는 데

에는 그 밖에 추가적인 요소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부분

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 당시 입법자의 유권자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선거에 참여하는 주체로서가 아니라 선거운동을 ‘받는’ 객체라는 지점에

머물렀다는 사정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모습은 여당과 제1야당을 막론하고 모두 등장하였다. 먼저

여당 측 6인 협상단 참여 인사였던 최재욱 의원은 통합선거법 제정이

논의중이었던 1993년 9월 발간한 책자에서, 선거법을 만들 때 유권자의

자유를 검토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아직 학술적으로 논급된 바 없으나

당연한 국민의 권리”로서의 선거운동으로부터의 자유가 포함된다는 입장

을 피력했다.718) “온 국민이 선거연설장으로 몰리고 신문 정치면만 뚫어

져라 보고 있는 사회는 차라리 비정상적인 사회”이고, “선거시기라고 해

서 국민들이 평상시에 향유하는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받을 이유도 없

다”라는 이유에서였다.719)

그러나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자유롭고 민주

적인 선거제도 하에서 선거의 본질로서의 주권자의 자유로운 의사형성의

장(場)을 마련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다.720) 그렇다면 ‘선거운동에 참여

하지 않을 권리’는 - 해당 권리의 행사가 선거에 참여하지 않음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 선거

관련 정치적 의사표현의 표명 및 전달과는 일정 부분 거리가 있다는 점

에서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한다고 볼 여지는 있을지라도

적어도 ‘(선거운동과 관련한)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는 동일한

718) 최태욱(1993), 75-76쪽(직접인용은 76쪽).
719) 최태욱(1993), 76쪽(직접인용도 같은 쪽). 그렇기 때문에 최태욱 의원은 선거운동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선거운동 법정주의 또한 “국민의 이목을 혼란시키고 생활의 평

온을 흔들 그 어떤 요란한 선거운동방법이 고안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개진하였다(같은 책, 81-83쪽, 직접인용은 81쪽).
720) 자세히는 이 연구의 제2장 제1절의 관련 서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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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여당

의원의 인식은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721)

제1야당 소속 의원들 또한 유권자와 선거운동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

다는 취지의 시각을 일정 부분 견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상

당수의 제1야당 의원들은 유권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었다.722)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도 “현행 선거운동의

개선방안으로서는 후보가 개인유세를 통한 유권자들과의 접촉 이외의 방

법,... (중략) 에 의한 유권자들과의 접촉방법을 모두 폐지하고, 대신 선거

공영제를 확대”723)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국회의원이 존재하였다.

후자와 같은 입장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야당 측 6인 협상단의 대

표였던 박상천 의원의 통합선거법 제정안을 둘러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에서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724)

○ 이인제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미리 검토를 못해

보았는데 언뜻 보니까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 합동연설회 두 번, 개인연설

회도 두 번밖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 박상천 위원 예.

○ 이인제 위원 그러면 후보자가 유권자를 어떻게 접촉합니까?

○ 박상천 위원 그것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또 광역의원은 자동차에 확성기가 하나 붙은 마이크를

달아서 사람이 모인 곳에는 어디든지 찾아가서 자기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질의에 대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것으로 말을 텄습니다.

721) 이외에도 이를테면 당시 민자당 의원이었던 강신옥은 돈 안 드는 선거를 위해서는

정치지망생의 사전선거운동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고 알려져 있다

(박상철, 김창규, 배승희, “정치관계법제의 개선방향”, 한국법제연구원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호, 1993(이하 박상철 외(1993)으로 약칭) 23쪽).
722) 예컨대 장석화 민주당 대변인은 선거의 과열 방지를 명분으로 유권자와의 접촉을 차

단하는 방향으로의 선거법 개정에는 반대한다고 밝혔고 정균환 민주당 의원 또한 포괄

적인 선거운동 규제를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이상 박상철 외(1993), 23쪽).
723) 박상철 외(1993), 16-17쪽(홍사덕 민주당 의원 발언).
724) 이하 직접인용은 제166회국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4호, 1994. 3. 4, 7쪽에서 옮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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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논의에서 박상천 의원은 유권자와 후보자의 접촉 가능성 제한을 우

려하는 이인제 의원의 질의에 후보자가 유권자를 만나 지지를 호소하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이라는 대안이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여기

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표현을 하는 주체는 기본적으로 후보자인 것

이고, 유권자가 후보자를 상대로, 또는 유권자들 사이에서 선거 관련 정

치적 의사표현행위를 하는 상황은, 적어도 그에게는 논외의 대상이었음

이 은연중 확인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725)

이와 같은 인식은 학계와 시민단체 측에서도 일부 나타났다. 이를테면

선거에서의 과열경쟁은 다수인과 공공단체에게 직접·간접적으로 피해를

준다는 측면에서 과감하게 전면적인 선거공영제를 실행하여 “일체의 입

후보에 의한 대국민 의사표현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주재하에 행하

게 하며 그 비용을 국고부담으로 국고에서 지출케 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가 주관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선거운동에도 종사치 못하게 금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라든지,726) 사회단체의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불허하

고,727) 각종 집회와 호별방문을 금지하며,728)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많은

비용을 수반하는 옥외대중집회를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729)의 주장들을

사례로 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730)

725) 유사한 취지로 해당 의사록의 내용이 통합선거법 초안자들이 유권자가 후보자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것임을 시사한다는 취지의 분석으로 Mobrand(2015), p.

798.
726) 최대권(1992), 115쪽(직접인용도 같은 쪽임). 이와 같은 ‘비용공영’이 아닌 ‘관리공영’

으로서의 선거공영제에 대한 이해는 이미 민문기(1954), 35쪽에서 선거공영의 주장은

“선거는 국가공무이니 공비로 경영하여야 한다는 원리에서 낳온 것”이라고 기술한 부

분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더하여 당시 최대권 교수는 선거에서 유권자는 후보자가

공직을 담당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정보

를 얻으면 되므로 굳이 특정한 선거운동 방법규제의 문제는 지엽적인 문제에 해당한

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같은 문헌, 116-117쪽).
727) 박상철 외(1993), 27쪽(박동서 서울대 교수 발언).
728) 박상철 외(1993), 21쪽(조성준 한국노총 홍보실장 발언).
729) 박상철 외(1993), 29쪽(신낙균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 발언).
730) 물론 이와 같은 흐름과는 상반되게 선거운동 주체에 대한 포괄적 제한 규정을 폐지

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김문현 이화여대 교수 발언(박상철 외(1993), 28쪽), 박찬욱 서울대

교수 발언(박상철 외(1993), 27쪽) 및 이효재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장 발언(박상철 외

(1993), 21쪽) 등) 및 보다 명확하게 선거운동원이 아닌 일반 국민도 일정한 범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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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때, 전반적인 선거운동 규제의 완화

라는 흐름 속에서도, 금권·관권선거로 대표되는 선거부정을 막는다는 목

표 달성을 위해서는 신진 정치세력에 의해 ‘이용당하기’ 쉬운 유권자들을

법적으로 허용된 방법 이외에는 선거 후보자와 소통하지 못하게 해야 한

다는 점에 대하여 - 반대 의견도 물론 존재하였지만 - 여당과 야당, 그

리고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일정 부분 공유되는 인식의 흐름이 어느

정도는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4) 의의

결국 통합선거법 이 민주화 이후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선 1987년 헌

법 하에서 제정된 법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권자로서의 유권자의 선거

관련 정치적 의사표현에 대한 행위규제를 존치시키게 된 배경에는 여당

과 재야 출신의 제1야당을 막론하고 이미 정치권으로 포섭되어 있었던

기성 정치인들의 기득권 유지 필요성, 통합선거법 제정 과정에서 일응

의 지향점으로 인식되었던 영국 1883년법 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 그리고

선거운동은 후보자 측만 하는 것이고, 유권자와 후보자, 그리고 유권자

상호간의 선거운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생각하지 못했던 당시 입

법자와 일부 학계, 시민사회 등의 시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것으

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공직선거법 이 “기본적으로 선거

운동은 후보자가 하는 것으로 상정하고, 유권자는 단지 수동적인 대상으

로 취급하고만 있다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731)라고 지적하면서, 선

거운동 제한 문제가 “A. 유권자의 정치의식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우민

관, B. 정치적 소용돌이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고 하는 관료들의 가부장

적 인식, C. 현직의 이점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하는 의원들의 타산 등이

후보자에 대한 찬반 의사표시를 가능하게 하고 정당 아닌 사회단체도 일정한 선거운

동을 할 수 있게끔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양건 한양대 교수 발언(박상철 외(1993), 26

쪽)도 개진되었다
731) 심지연·김민전(2006), 432-4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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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적으로 작용”732)한 결과라고 분석한 연구내용은 통합선거법 이 규

율하는 유권자 선거운동 방법규제에 온전히 적용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

된다.733)

여기에 덧붙여 특히 통합선거법 의 경우, A와 B와 같이 사실상 유권자

를 선거 관련 정치적 표현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관점으로부터 C와

같은 현직자의 이해관계를 최대한 고려하고 ‘기성 정치인들 사이의 공정’

을 추구하는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본다. 이 과정에서 정당정치가 미성

숙하고 전국 단위에서 유권자의 선거 관여 현상이 본격적으로 대두되지

않았던 시대적 한계 속에서 제정된 영국의 1883년법 을 모범으로 삼았던

것은, 적어도 일반 유권자의 측면에서는 영국과는 상이한 결과를 야기하

였다. 이는 19세기 후반기의 영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위 A와 B같은 인식

과는 달리 유권자들의 선거 관련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매우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734)

Ⅱ. 2000년 제16대 총선에서의 낙천·낙선운동

1. 1994년 통합선거법 이후의 전개 상황 개관

732) 심지연·김민전(2006), 433쪽. 비록 위 책의 저자들은 이상의 세 가지 측면을 후보자

의 선거운동의 문제점을 대상으로 한 서술이라는 취지로 밝히고 있으나, 앞서 검토된

바와 같이 이러한 분석틀을 유권자 선거운동 행위규제에 대입하여 이해하여도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733) 한편 위 본문의 C. 사유와 관련하여 한국 선거운동 규제입법이 기성 정치인에게 유

리한 형태로 형성된 배경에는 민주적 선거제도 그 자체가 권위주의 정권 당시에도 있

었던 사실, 그 당시부터 존재하던 국가와 연계된 정치 엘리트가 1987년 헌법 및

통합선거법 을 만들었다는 사실, 그리고 정당의 지도자가 규제중심적 선거법을 반대

하는 의원들을 강제할 수단으로서의 공천 제도가 있었다는 분석으로는 Mobrand(2015),

p. 795.
734) 이상의 이유로 인해 앞서 제3장 제5절 Ⅲ. 3. 항목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영국에

서는 일반 유권자의 선거 관련 정치적 표현행위 그 자체를 제한하려는 규제입법이

끝내 하원의원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법률로 성안되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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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선거법 은 제정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다수의 개정

작업을 거치게 된다. 타법개정을 제외하고 제정된 이후 약 3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현재에 이르기까지 총 70여 차례에 걸쳐 개정이 있었던 만큼,

그 변화가 적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

면서 법명도 ‘ 공직선거법 ’으로 바뀌었을 정도였다.735) 잦은 개정의 배경

에는 다수의 선거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거

공영제를 확대하며 선거운동방법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으로 선거관리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이 거론된다.736)

그러나 이 과정에서 특히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규제는 헌법

재판소의 위헌 취지의 결정 이후 개선입법이 이루어진다거나 대법원에서

관련된 사건이 치열하게 다투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격적으로 이루어

졌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이는 예컨대 2004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도입된 예비후보자 제도와 같이 상대적으로 후보자에 의한 선거

운동의 자유는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방향으로의 개정이 활발했다는 점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1987년 헌법 이후 헌법재판제도가 활성화됨에 따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시한 헌법상 기본권의 규범력이 실질적으로 확보

되면서, 후보자 측에서 1958년 이래 존재해 오던 선거운동 관련 규제입

법의 큰 틀에 대해 문제시 해온 부분은 점진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 내지는 선거 관련 정치적

의사표현에 관한 규제는, 단순한 문제제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

기관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후속입법 내지

는 아래 2. 항목 이하에서 살펴볼 낙천·낙선운동의 경우와 같이 대법원

단계에 이르기까지 사건이 비화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개

정 과정에서 본격적인 조명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낙천·낙선운동의 의의 및 해외 사례

735) 이하 이 절에서는 표현의 편의를 위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과 공직선거법

을 한데 묶어 후자로 약칭하고자 한다.
736) 대검찰청, 공직선거법벌칙해설(2018),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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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천·낙선운동(이하 한데 묶어서 표현할 때에는 ‘낙선운동’이라고 약칭)

은 일반 유권자로 구성된 단체가 공직선거 과정에서 당선되는 것이 적합

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정당 내부 공천 반대 및 선거

본선 과정에서 탈락 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737)

낙선운동은 해외의 경우 대체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미국에서는 워싱턴에서만 200여 개의

유권자 단체가 활동하면서 의회 속기록과 각종 법안의 투표 기록을 분석

하는 등으로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평가해 그 결과를 다른 유권자들에게

제공하고 있고, 주요 유권자 단체들은 TV광고와 전화공세를 통해 집중

적으로 낙선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영국과 독일의 경우에도 환경·소비자·

인권 단체들이 담당 분야에 대한 부적격 인물들에 대해 낙선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738)

3. 2000년 제16대 총선 당시 총선시민연대의 활동

1987년 헌법 수립 이후 시민단체의 선거 관련 정치적 의사표현의 기반

이 마련되었으나 단순한 선거 감시 운동 수준을 넘어서 수백 개의 시민

단체가 전국적 연대망을 조직화하여 낙선운동을 전개한 사례는 2000년

제16대 4·15총선 당시의 총선시민연대의 활동이 두드러졌다고 판단된

다.739) 당시 총선시민연대가 활발하게 활동하게 된 사회적 배경으로는,

김대중 정부 출범 초기 국감연대 활동의 좌절이나 특별검사제 및 부패방

지법 제정을 위해 활동했던 국민행동의 좌절이라는 현실 및 새로운 정치적

세력이 나타나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는 대안이 부재했던 상황에서 점차

성장하기 시작한 시민단체740)가 주목받았던 현실이 지적되고 있다.741)

737) 이헌환(2020), 179쪽(‘낙천·낙선운동’ 항목)의 1. 의의 항목.
738) 이헌환(2020), 179쪽(‘낙천·낙선운동’ 항목)의 2. 외국 사례 항목.
739) 정대화, “낙천·낙선운동의 전개과정과 정치적 의의”, 4·13총선, 캠페인 사례연구와

쟁점분석, 한국정당정치연구소 연구기획시리즈 ⑥, 문형출판사, 2000(이하 ‘정대화

(2000)’으로 약칭), 156쪽.
740) 헌법원리적으로 볼 때, 정당과 단체는 모두 사회 영역에 기반하여 국가 영역에 연관

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선거에 직접 참여하는지 여부라든지 개별적·특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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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경 하에 구체적으로 2000년 1월 전국 총 412개의 단체로 구

성된 ‘총선시민연대’가 발족되었고,742) 같은 해 4월 총선시민연대는 총

86명의 제16대 총선 낙선대상자 명단을 발표했다.743) 이들 가운데 59명

(68.6%)이 낙선되었고, 특히 수도권에서는 20명의 낙선대상자 가운데 19

명(95%)이 낙선했을 정도였다.744)

4.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가. 사건의 발생

그런데 낙선운동이 당시 시행되었던 구 공직선거법 의 제반 조항들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1994년 통합 공직선거법 제정으로 인

해 선거운동 법정주의와 선거운동 주체 제한이 사라졌음은 앞서 살펴본

바 있다. 그런데 당시 공직선거법 상으로도 여전히 선거운동 주체 가

운데 노동조합을 제외한 단체는 원칙적으로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

의로 선거기간 중에 선거 관련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수 없도록 동법 제87

이해관계(partikulare Interessen)를 목표하는지 여부 등으로 구별된다. 따라서 양자 간

에는 정치 문제의 전달, 즉 사회 영역에서의 여론과 이해관계를 국가차원으로 연결하

는 과정에서 일종의 분업이 형성될 수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양자의 주된 역할은 상

이하게 나타난다(자세히는 송석윤, 위기시대의 헌법학, 정우사, 2002, 15-17쪽 참조).
741) 상세히는 정대화(2000), 164-166쪽. 특히 후자의 측면의 경우, 1987년 헌법 이후 민

주화의 방향으로 정권교체는 실현되었으나, 당시 기성 정치권을 대체할만한 현실적인

대안적 정치세력은 사실상 부재함에 따라 ‘민주화의 이중성’이 발생하였고, 그 속에서

80년대 이후 각 지역별·분야별로 성장한 시민단체가 대안으로 주목받았다고 한다. 이

는 결국 분단과 군사정권이 남긴 낡은 제도나 세력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은 사라진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대체할만한 대안적인 정치적 제도나 세력의 부재가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낙선운동을 유발했음을 의미한다(이상 해당 각주의 설명도 정대화(2000),

164-166쪽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742) 총선시민연대가 본격적으로 낙선대상자 명단을 발표하기 전에 벌였던 공천반대 운

동 및 부적격 공천자 철회운동, 지역감정 추방운동 및 유권자 참여운동에 관한 자세

한 내용은 정대화(2000), 166-171쪽.
743) 이헌환(2007), 246쪽. 한편 총선시민연대는 이들 낙선대상자 가운데 집중낙선대상자로

22명을 선정하였는데, 이 가운데 15명(68.2%)이 낙선했다고 한다(정대화(2000), 176쪽).
744) 이헌환(2007), 2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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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745)에 규정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통합 공직선거법 제정 과정에서

삭제되지 않은, 일반 유권자도 수범자가 되는 선거운동에 대한 다수의

방법규제가 존재하는 상황이었다.

총선시민연대 측은 이러한 공직선거법 상 규제의 존재를 미리 인지하

고 있었지만, 일종의 시민불복종(civil disobedience) 차원에서 낙선운동을

강행했다.746) 결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낙선운동 대표들을 검찰에 고발

하여 30여 명이 법정에 서게 되었다.747) 지방에서 개별적으로 낙선운동

을 벌인 구성원들에 대한 기소 및 공판 또한 진행되었다.

나. 총선시민연대 대표들의 낙선운동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총선시민연대 대표들을 피고로 한 형사사건748)에서 대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을 인정한 원심의 취지를 유지하였다. 대법원은

낙선운동 또한 “특정인의 당선을 목적으로 경쟁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선거운동과 의미상으로는 일응 구별되기는 하지만, 그 주관적인 목

적과는 관계없이 실제의 행동방식과 효과에 있어서는 다른 후보자의 당

선을 위하여 하는 선거운동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보고, 따라서 ( 공직

선거법 상 각종 방법규제에 반하여) “피고인들이 확성장치 사용, 연설회

개최, 불법행렬, 서명날인운동, 선거운동기간 전 집회 개최 등의 방법으

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을 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에 의한 선거

운동제한 규정을 위반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의 각 행

위는 위법한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며, 해당 행위들이 시민불복

74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법률 제5537호, 1998. 4. 30, 일부개정] 제87조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단체는 사단·재단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기간중에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定義)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46) 정종섭(2000), 258쪽.
747) 이헌환(2007), 247쪽.
748) 이하 이 문단의 내용은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도315 판결을 인용한 것임(직접

인용도 같은 판결에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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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의 일환으로서 정당행위이거나 형법상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더하여 대법원은 낙선운동에 대하여 “만약 선거운동이 자유라는 이름

하에 무제한으로 방임될 경우에는 부당한 경쟁과 금력, 권력, 폭력 등의

개입으로 오히려 선거인의 자유의사가 왜곡되고 후보자 상호간의 실질적인

기회의 균등이 무너지는 등의 폐해가 초래될 우려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제한은 필연적”749)이라고 설시하면서, 마치 일반 유권

자로 구성된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으로 인해 이처럼 일반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중을 은연중에 암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편 총선시민연대는 법원의 재판 과정과 별개로 구 공직선거법 상

제반 선거운동 규제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

1항에 근거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750) 이 사건에서 총선시민연대는

선거운동의 개념에 낙선운동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규정된 구 공직선거

법 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일반 유권자에 의한 낙선

운동 또한 후보자 측에 의한 낙선운동과 비교할 때 “운동의 방법이 동일

하고 효과가 동일하여 양자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어 이를 구별할 만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751)라고 보아 낙선운동을 선거운동과 동일하게 취

급한 후, 이를 전제로 하여 발생하는 사전선거운동금지에 대한 형사처벌

또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통상적

인 정치적 의사개진과 구별되는 선거운동의 개념표지로 “당선 내지 득표

(반대후보자의 낙선)에의 목적성, 그 목적성의 객관적 인식가능성, 능동성

및 계획성”752)을 들 수 있다는 점에서 명확성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선례753)의 판단도 그대로 유지하였다.

749)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도315 판결.
750) 헌재 2001. 8. 30. 2000헌마121 등, 판례집 13-2, 263. 이 사건은 총선시민연대의 청구

(2000헌마121 사건)와 청구인 송O길의 청구(2000헌마202 사건)가 병합된 것이었다.
751) 헌재 2001. 8. 30. 2000헌마121 등, 판례집 13-2, 263, 270.
752) 헌재 2001. 8. 30. 2000헌마121 등, 판례집 13-2, 263, 273-274.
753) 헌재 1994. 7. 29. 93헌가4 등, 판례집 6-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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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방 총선시민연대 구성원들의 낙선운동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낙선운동에 참여한 총선시민연대 소속 구성원들도 형사처벌을 면하지

못했다. 후자의 경우로 예컨대 울산총선시민연대 소속으로 낙선운동을

한 이유로 기소된 두 명의 피고인들의 경우, 시설물 설치, 표찰 착용, 각

종 집회 개최 제한, 확성장치 및 자동차 사용 금지와 관련한 공직선거

법 상의 제한을 위반하였다는 혐의사실로 기소되어 각각 벌금 300만원에

처해졌다.754)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일반 유권에게의 올바른 정보를 제

공하기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낙선운동을 한 것임을 주장하였지만 항소

심은 공직선거법 의 입법 취지와 울산시내 번화가에서 벌인 낙선운동은

“당국의 선거관리 및 지도 권능을 정면에서 무력화시키는 것으로서 그

위법성도 비교적 크다”라고 지적하면서 항소를 기각하였고,755) 이어진

대법원 상고 또한 기각되었다.756)

법원에 의한 판단 과정에서 일부 총선시민연대 구성원들은 공직선거법

상 제반 선거운동 방법규제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757)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들은 시설물설

치 등을 금지한 구 공직선거법 제90조, 확성장치와 자동차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한 동법 제91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을 금지한 동법 제93조 제1항, 단합대회나 야유회 등 각종 집회 등을

제한한 동법 제103조, 선거운동을 위한 행렬 등을 금지한 동법 제105조,

서명·날인 운동을 금지한 동법 제107조, 선거운동기간 외에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는 동법 제254조 제3항의 위헌성을 주장했으나, 헌법재판

754) 울산지방법원 2000. 7. 28. 선고 2000고합142 판결.
755) 부산고등법원 2000. 9. 28. 선고 2000노775 판결(직접인용도 같은 판결에서 한 것

임).
756)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도4576 판결.
757) 헌재 2001. 12. 20. 2000헌바96 등, 판례집 13-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들

은 각각 ‘2000년 총선 충북시민연대’의 공동집행위원장(2000헌바96), ‘2000년 총선 부

산시민연대’의 공동대표(2001헌바5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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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는 이 사안에서도 대체로 개별 조항들에 대해 판단한 선례들을 원용하

면서, 위 조항들을 모두 합헌으로 판단하여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

지 않았다.758)

5. 검토

낙선운동은 사회적으로는 정치세력교체와 구 공직선거법 제87조의

개정을 이끌어내는 등의 정치관행 개선, 정치권에 대한 시민사회의 견제

와 균형을 위한 기반 확보라는 측면759) 및 무엇보다 앞서 밝힌 바와 같

이 일반 유권자를 선거정치의 주체로 등장시켰다는 점760)에서, 지역감정

의 벽을 넘지 못했다거나 낙선대상자 선정 기준에서 한계를 보였다는 등

의 부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761) 일정 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

으로 보인다.762)

다만 당시 낙선운동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여러 방법규제들 - 사전선

거운동금지, 시설물 등 설치 금지,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 등의 배포

등 금지, 불법집회 금지, 확성장치 사용 제한, 불법 행진 금지, 서명·날인

운동 금지 등 -로 인해 낙선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형사처벌을 면치

758) 한편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를 규정한 구 공직선거법 제87조 본문에 대해서는 이

미 총선시민연대의 활동이 있었던 2000년 이전에 총 2차례에 걸쳐 헌법재판소법 제68

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있었다(헌재 1997. 10. 30. 96헌마94, 판례집

9-2, 523; 헌재 1995. 5. 25. 95헌마105, 판례집 7-1, 826). 헌법재판소는 특히 95헌마

105 사건에서 단체에 의한 선거운동을 허용할 경우, 각종 정치활동을 하는 단체가 난

립하여 정치문화의 퇴행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점, 선거의 과열로 인한 과열·혼탁

선거가 예상된다는 점, 단체주의나 집단이기주의, 연고주의가 횡행할 우려가 크다는

점, 단체 구성원과 단체의 견해가 다를 수 있다는 점, 특정 단체만을 선별하여 선거운

동을 허용하기는 곤란하다는 점 등 및 선거의 공정을 강조하는 당시 공직선거및선거

부정방지법 의 입법이유 등을 상세히 거론하면서(위 결정, 837-841 참조)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뒤이은 96헌마94 결정에서는 위 판시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759) 자세히는 정대화(2000), 176-181쪽 참조.
760) 조기숙, 16대 총선과 낙선운동 - 언론보도와 논평을 중심으로, 집문당, 2002(이하
조기숙(2002)로 약칭), 157쪽.

761) 자세히는 정대화(2000), 179-182쪽; 조기숙(2002), 160-164쪽 각각 참조.
762) 정대화(2000), 182-1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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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했다. 대법원은 일반 유권자로 조직된 단체가 진행하는 낙선운동 또한

후보자 측의 당선운동과 구별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이들을 전과자로

낙인찍었고, 헌법재판소는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의 중

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해 합헌

취지의 결정을 반복하였다.

이와 같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입법에는

넓은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는 측면을 들어 지지하는 입장도 개진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763) 그러나 일반 유권자의 낙선운동과 후보자

측의 낙선운동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입장은 특히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논리적 결함을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비판의 소지가 있다.764)

즉, 1명의 후보자가 출마한 선거에서 낙선운동을 벌이는 것은 특정인을 당

선시키려고 하는 행위가 아닐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판단에

따르면 이는 일반 유권자에 의한 당선운동으로서 위법하다는 결론에 도달

하게 되는 것이다.765)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사법부의 결정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권리를 제공함으로써 유권자의 선택을 돕는다는 측

면에서 공익실현에 목적을 두는 행위이므로, 이를 형사처벌 한다는 것은

일반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차원에서의 비판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766) 더하여 이는 근본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들의 대

763) 예컨대 정종섭(2000), 285-286쪽.
764) 이하 관련 내용은 이헌환(2007), 250-251쪽에 기재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765) 이헌환(2007), 250-251쪽. 물론 현행 공직선거법 은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대통령

선거의 경우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1/3 이상에 달하면 대통령당선인으로 결정되

고( 공직선거법 제187조 제1항), 소선거구제가 채택되어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별도의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단수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등(동법 제188조 제2항, 동법 제191조 제3항)의 규정을 두고 있

어 현실에서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당선인 결정 방

법의 문제로, 선거운동 및 낙선운동의 허용 여부와는 무관한 주제일 것이다(이헌환

(2007), 250쪽).
766) 이금옥(2001), 231쪽. 이 문헌의 저자는 낙선운동을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유권자

운동 내지는 더 나아가 기성 정치질서에 대한 저항운동인 유권자혁명, 국민주권운동

으로서 평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같은 논문, 231-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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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자를 선출하는 선거 과정에서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

고 판단할 여지도 충분하다.767)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드러난 사법부의

낙선운동을 바라보는 시각, 이를테면 낙선운동을 특정 후보자의 당선목적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규제대상으로 보는 관점이라든지,768) 부정선거 내지는

혼탁, 과열선거라는 측면에 주목하여 낙선운동을 바라보는 관점을 통해서는,

일반 유권자들은 선거와 관련해서는 주체적인 생각을 할 수 없이 단지 후

보자들의 정치경쟁에 휩쓸리는 계몽 내지는 보호의 대상에 해당할 것이므

로, 일반 유권자의 선거 관련 정치적 의사표현은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사법부의 심중이 은연중 드러나고 있다고 평가해도 지나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된다.

Ⅲ. 2000년대 중반 이후의 동향

1.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상의 선거운동 개념의 변화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탈법행위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조항에 인터넷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의 위헌 여부 사건769)에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인터넷을 활용한

방법을 포함하여 해석한다면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 결정을 선고하여

유권자의 선거운동의 범위를 온라인의 영역으로 확대할 계기를 제공하였다.

위 사건의 청구인들은 대체로 일반 유권자들로서 인터넷 상의 공간에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의사표현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가 자신

들의 선거운동의 자유 내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위반된다고 주장하

였다.770) 이에 대해 해당 규제가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반대의견이 개진되었지만,771) 법정의견은 엄격

767) 같은 입장으로 이헌환(2007), 251쪽.
768) 이헌환(2020), 180쪽(‘낙천·낙선운동’, 3. 우리나라의 사례, 3) 법적 처리과정 (3) 헌

재결정의 문제점 항목).
769) 헌재 2011. 12. 29. 2007헌마1001 등, 판례집 23-2하, 739. 해당 결정을 개략적으로

분석한 연구로는 배정훈 외(2012), 323-343쪽; 배정훈(2016), 264-267쪽.
770) 헌재 2011. 12. 29. 2007헌마1001 등, 판례집 23-2하, 739, 747-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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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과잉금지원칙을 심사기준으로 채택한 후, 인터넷 공간의 특수성과 허

위사실이나 비방 등의 경우에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다는 점, 각종 선거

가 순차적으로 맞물려 진행되는 현실에서 기본권 제한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점 등을 들어, 해당 규제를 인터넷을 활용한 선거 관련 정치적 표

현행위에 적용하는 것은 수단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에

반한다고 판시하였다.772)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과 이를 반영한 국회의 후속입법으로 인해

온라인 공간에서의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 방법규제는 사실상 해제되었

지만, 여전히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일반 유권자의 선거 관련 정치적 의사

표현은 상당 부분 제한·금지된 채로 남아 있다.773)

대법원 또한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선거운동의 범위를 축소하여 해석함으로써 관련하여 발생하는 선거

범죄의 가벌성을 감소시켰다. 다만 대법원의 이러한 법해석이 타당한지

에 관하여 앞서 선거운동의 개념을 살펴본 부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은

내용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774)

2. 국회에서의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

가. 2000년대 중반 이후의 유권자 선거운동 관련 주요 개정

2000년대 초반부터 앞서 살펴 본 낙선운동으로 선거운동의 자유와 관

련한 다수의 사건들이 문제되었던 상황 이후로, 공직선거법 은 다수의

개정 과정을 거쳤다. 이 가운데 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유권자 선거운동

771) 헌재 2011. 12. 29. 2007헌마1001 등, 판례집 23-2하, 739. 764-775(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박한철의 반대의견).
772) 헌재 2011. 12. 29. 2007헌마1001 등, 판례집 23-2하, 739. 756-764.
773)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 이후 탈법행위에 의한 문서, 인쇄물의 배부 및 게시 금지의 위헌

여부를 다룬 사건에서 합헌결정을 하였고(헌재 2014. 4. 24. 2011헌바17 등, 판례집 26-1

상, 628), 비교적 최근에도 이와 같은 입장을 유지하였다(헌재 2018. 4. 26. 2017헌가2).
774) 당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대법원의 판단 및 그에 대한 분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앞서 제2장 제2절 Ⅰ. 항목의 논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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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규제와 관련한 주요 변경 사항이 나타났던 개정법률의 내용으로는

크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지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2004. 3. 12.자 개정법률을 통해 단체의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으로부터 법률에 명시적으로 열거된 기관 내지 단체나 그

대표의 명의로 하는 선거운동만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775) 다

음으로 2005. 8. 4.자 개정법률은 법률 명칭을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

법 ’으로부터 ‘ 공직선거법 ’으로 변경하는 한편,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자 1인과 후보자의 배우자가 명함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라고 보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추가하였다.776)

2010년대에 들어선 이후로는, 이를테면 2010. 1. 25.자 개정법률은 모양

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기타 표지물을 휴대하는 방법으로 선거운

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였다.777) 이어서 2012. 2. 29.자

개정법률은 앞서 살펴 본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을 온라

인 선거운동에 적용하는 부분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선거일이 아닌 때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하는 형태

로 변화하였다.778)779)

이상과 같은 공직선거법 의 개정 양태를 추적해 보면, 연구대상 유권

자 선거운동 방법규제 가운데 주요 행위규제 부분과 관련하여 큰 틀에서

는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의 폭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유권자 선거운동을 오히려 더

77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7조

제1항.
776) 공직선거법 (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3조 제1항 단서.
777) 공직선거법 (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5조 제2항 삭제 사실

참조.
778) 공직선거법 (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9조 제2호 및 동조

제3호. 한편 선거일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한 부분은 공

직선거법 이 2017. 2. 28. 법률 제14556호로 개정됨에 따라 삭제됨으로써, 현재는 인터

넷, 전자우편, 문제메시지 등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항상 허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대검찰청(2018), 43쪽).
779) 한편 이 연구의 직접적인 연구대상은 아니지만 당시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특

정 후보자 측을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담지 않은 투표참여 권유행위도 허용되었

다(동 개정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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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제한하는 형태의 입법도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780) 실제로 사건화되

어 여론의 주목을 받아 대법원 판결까지 선고되었거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취지의 판단이 있었던 상황을 제외하면 주요 연구대상 규제들의 본질

적인 내용이 변화된 경우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2010년대 이후

로도 유권자 선거운동은 끊임없이 위헌·위법 판단의 중심에 서게 되었

다.781)

유권자의 선거 관련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의 확대가 실질적으로는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고 평가될 수 있음은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지속적

으로 확대되어 온 추세와 비교할 때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보인다.

이미 후보자의 선거운동은 2004. 3. 12.자 개정법률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언제나 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을 뿐 아니라(동법 제

59조 단서 제3호 참조),782) 예비후보자 등록 제도가 마련됨으로써 사전

선거운동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동법 제59조 단서 제

2호, 제60조의2, 제60조의3 참조). 이때 도입되고 지속적으로 보완된 예비후

보자 제도에 따라 결과적으로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대한 방법규제도 큰

흐름에서 완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는 현직에 있는 입법자들이 스스로의

선거운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규제와 관련된 사항들에 은연중

보다 관심을 두고 있었음을 일정 부분 암시하는 대목이라고 생각된다.

나. 2010년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0년대에 유권자의 선거 관련 정치적 의

780) 예컨대 2008. 2. 29. 법률 제8879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법 은 제108조의2를 신설하

여 동조 제2항 제2호(현행 공직선거법 제108조의3 제2항 제2호)에서 후보자 등의 정

책이나 공약에 대한 비교평가 결과를 서열화하여 공표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

였고, 2010. 1. 25.자로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은 선거기간 중 제한되는

집회의 유형에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를 명시적으로 추가하였다.
781) 구체적인 내용은 이 연구의 제4장 제3절에서 현재의 유권자 선거운동 주요 방법규

제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밝히고자 한다.
782) 앞서 살펴본 것처럼, 유권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는

위 개정법률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규제되었고, 2011년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 이

후 2012년(선거일의 경우에는 2017년)이 되어서야 입법적으로 허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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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현의 자유의 확대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출하였다.

이를테면 2013년 6월 제출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서, 중앙선거관리

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에 미흡하

고, 정교하게 구성된 선거운동 방법규제로 인해 선거법이 복잡하고 어렵

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783) 다음과 같은 개정 방향을 제안하였다. 먼

저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일반 유권자의 말과 전화로 하

는 선거운동은 상시적으로 허용하고,784)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모든 이

들이 어깨띠나 소품을 이용하거나 자신의 집이나 자기 소유 자동차에 선

거운동용 표시물을 부착하거나 게시할 수 있도록 한다.785) 다음으로 선

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광고를 제외하고

는 문서나 도화 등의 배부·게시 등을 허용하며, 향우회나 반상회 등의

집회의 경우,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만 금지규정을 적

용한다.786) 아울러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후보자의 정책 및 공약

평가 결과 공표시 서열화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유권자와 후

보자 등의 옥내에서의 대면 정책토론을 허용한다.787)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이 반영된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루

어지지 않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 개원 이후인 2016년 8

월, 재차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제출하였다.788)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

방법규제와 관련하여, 위 개정의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3년 개

정의견의 내용을 큰 틀에서 변화되는 내용 없이 거듭 제안하였다. 그러나

제20대 국회에서도 - 선거권자 연령 하향 조정 제안 부분 정도 외에 - 유

권자 선거운동 방법규제와 관련된 개정의견 부분은 반영되지 않았다.789)

78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관계법 개정의견(2013. 6. 5.)”(이하 선관위(2013)과 같이

약칭), 1-2쪽.
784) 선관위(2013), 7-9쪽.
785) 선관위(2013), 9-11쪽.
786) 선관위(2013), 11-13쪽.
787) 선관위(2013), 18-19쪽.
78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관계법 개정의견(2016. 8. 25.)(이하 선관위(2016)과 같이 약칭).
789)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1. 4. 21.에는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2021. 5. 25.

에는 공직선거법 을 포함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각각 새롭게 제출하였다. 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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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0년대 국회 특별위원회에서의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

제20대 국회에서는 2016. 7. 26. 정치발전특별위원회(이하 정발특위)를

개의하여 공직선거법 을 비롯한 정치관계법 개정 논의에 착수했다.790)

정발특위는 2017. 3. 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6년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당시 참석한 위원들은 대체로 선거운

동 규제입법을 완화하는 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791) 그러나 정발특위

위원장 명의로 제안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별도로 발견되지 않는

다.792) 이는 정발특위는 별도의 입법권이 없는 특별위원회여서 합의가 이루

어졌어도 위원회 차원의 입법절차가 진행될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다.793)

개정의견에서 선관위는 2016년 개정의견과 마찬가지로 시설물 등 설치 금지와 문서·

도화 등의 배부 및 게시 금지와 관련된 규제를 모두 삭제하고(동 개정의견, 5-7쪽 참

조), 선거운동기간 중 유권자가 소품이나 어깨띠, 모자, 옷, 표찰, 손팻말 등을 활용하

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며(동 개정의견 8쪽 참조), 투표참여 권유를 할 수 있

는 표현의 확대 또한 제안하였다(동 개정의견 9-10쪽 참조). 후자의 개정의견의 경우,

주로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대한 방법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예컨대 예비

후보자 및 후보자의 법정 선거운동 방법규제를 완화하는 동 개정의견 9-12쪽 참조),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선거운동 기

간 중 후보자를 초청해 대담이나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게끔 하는(동 개정의견 13쪽

참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790) 제344회국회(임시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2016. 7. 26, 1-5쪽.
791) 이를테면 말로 하는 선거운동에 대한 전면적 허용에 대해서 긍정한 박용진 위원(제

350회국회(임시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2017. 3. 16., 10-11쪽 참조)이나

윤소하 위원(같은 회의록, 12쪽 참조)의 발언, 그리고 “정치와 선거만큼은 유권자의

관점에 서는 게 맞다(같은 회의록, 15쪽)”라는 이철희 위원의 발언, “표현의 자유라든

지 선거운동의 자유 부분에 대한 검찰의 기소비율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현실에서

“근본적으로는 사전선거운동 금지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힌 유승

희 위원의 발언(이상 같은 회의록 22쪽).
792) 실제로 정발특위에서의 논의는 2017. 6. 15. 제9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종료되었다.

다만 정발특위 위원으로 활동한 김세연 의원이 정발특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말과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을 의원발의 형태로 발의한 바 있다(의안번호 2003716, 위 설명은 당해 법

률안의 제안이유 부분에서 인용한 것임).
793) 제354회국회(정기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2017. 9. 1, 26쪽(원혜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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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2017. 8. 21. 새롭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개의되

었다.794) 정개특위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개정의견을 포함

한 다수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정발특위에 이어서 계속

진행되었다. 같은 해 9. 1. 진행된 정개특위 제2차 회의에서 중앙선거관

리위원회 선거정책실장 김세환은 현행 공직선거법 이 “국민의 선거참여

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는 현실에서 “성숙한 국민의식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2016년 8월 25일자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제출하였음을 밝

혔다.795) 다만 이어지는 질의 토론과정에서 개정의견에 반대의사를 밝히

는 위원들도 다수 등장했다. 이때 기존에 주로 논의되었던 선거의 과열

과 혼탁 우려 외에도 유권자의 선거운동의 자유가 확대될 경우, 현재와

같이 사회가 극도로 이념화된 상황에서는 집단 간 갈등이 격화되고 의원

이 상시적으로 ‘문자폭탄’을 받는 등으로 대표제 민주주의에 문제가 발생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796)이라든지 유권자가 “4년 내내 선거운동에 시달

릴 수밖에 없”797)어 혼란스러울 것이라는 점을 내세운 반대의견이 등장

했다는 점이 비교적 새로운 논거로 등장했다.

그럼에도 정개특위는 2017. 12. 19. 정개특위 위원장 제안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성안했는데, 유권자 선거운동 관련하여서는 말과 전화

를 통한 선거운동을 상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했다.798) 다만

당해 법률안은 정식 의안번호가 아닌 임시번호(DD00748)만을 부여받은

채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에 회부되었는데, 국회 법제사법위

원회 체계자구심사 단계에서 여·야간의 합의를 반영하여 위와 같은 유권

자 선거운동 확대를 내용으로 한 부분이 삭제되었다고 보고되었고,799)

원장 발언).
794) 제353회국회(임시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2017. 8. 21, 1-7쪽.
795) 제354회국회(정기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2017. 9. 1, 2-3쪽(본문 내

직접인용도 같은 회의록 2쪽 및 3쪽에서 한 것임).
796) 제354회국회(정기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2017. 9. 1, 9-10쪽(정태옥

위원 발언) 참조.
797) 제354회국회(정기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2017. 9. 1, 19쪽(함진규 위원 발언).
798) 본문에 제시한 법률안의 내용은 제355회국회(임시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2017. 12. 19, 1쪽(윤관석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 발언)에 소개되어 있다.
799) 제358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1호, 2018. 3. 29, 52쪽 참조. 위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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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수정된 정개특위 개정법률안은 해당 부분이 삭제된 채로 2018. 3. 29.

체계자구심사를 통과하고 다음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800) 결국

이때도 실질적으로 유권자 선거운동이 확대되지는 않았던 것이다.801)

라.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 제21대 국회에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처

벌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선거운동의 자유가 부당하게 위축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장소 제한을 완화하고, 말, 전화 및 명함교

부를 통한 선거운동 규제를 완화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802)한다는

차원에서 2020. 12. 29. 법률 제17813호로 공직선거법 이 개정되었다. 이를

통해 앞서 정개특위에서 원래 제안하였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서 삭제

되었던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었지만(동법 제59조 제4

호 참조), 그 밖에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 방법규제와 관련한 특별한 입

법적 변화는 발견되지 않는다.803)

보고한 박수철 수석전문위원은 담당 전문위원을 통해 정개특위 소위 위원들이 말과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 조항 삭제에 합의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동 회의록,

같은 쪽).
800)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12774)은 2018. 4.

16. 법률 제15551호로 공포되었다.
801) 위 개정법률안 공포 이후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018년 10월 24일 재차 개의되어

유권자 선거운동 확대 등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등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으나

(예컨대 제364회국회(정기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2018. 10. 30, 6쪽에서

현재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규제위원회 역할을 하고 여전히 ‘말은 푼다’라는 원칙이

확립되지는 않고 있는 듯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기동민 위원 발언이나 같은 회의록 19

쪽에서 법정선거운동기간을 정해놓는 것 자체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발언한 이철희 위

원의 발언 등 참조), 이른바 ‘패스트트랙’ 정국과 맞물리면서 이때 정개특위 차원에서

제안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유권자 선거운동 방법규제에 관한 눈에 띌만한 특별한

변화가 발견되지는 않는다.
802) 공직선거법 [법률 제17813호, 2020. 12. 29. 일부개정] 개정 이유.
803) 이후 선관위는 2021년 4월과 5월, 유권자 선거운동 방법규제의 추가적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제시하였다(관련 내용은 앞서 나. 항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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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토

이상과 같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국회의 공직선거법 에 대한 사법

적·입법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민단체의 활동 중 낙선운동, 투

표독려, 선거와 연관된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 등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의 중심에 놓여 있다.804) 이들 단체들에 소속된 일반 유권자 개인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Ⅳ. 규제 도입 및 전개 과정 정리

우리나라에서는 유권자의 선거운동 규제와 관련하여 크게 세 단계의

변화를 겪어 왔다. 첫 번째 단계는 8·15 해방 이후 미군정법령에 의해

도입된 선거법제에 따른 자유로운 선거운동의 흐름이었다. 이와 같은 선

거법에 대해 선거공영의 명목 하에 규제하고자 하는 시도가 1950년대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선거운동 관련 주요 규제는 도입되지 않았다.

그러나 1958년 협상선거법 이 개정되면서 유권자 선거운동과 관련한 주체

규제가 도입되는 두 번째 단계가 1987년 헌법 이전까지 이어졌고, 유권

자는 ‘정치적 의사무능력자’로 남게 되었다.

1994년 각종 공직선거에 적용되는 법률을 통합하여 만들어진 통합선거

법 제정과 함께 시작된 세 번째 단계에서는 유권자의 선거운동 자체를

금지하는 주체규제가 폐지되었다. 그러나 협상선거법 개정 당시 추가되

었던 각종 방법규제 가운데 행위규제로 인해 유권자는 여전히 ‘정치적

행위무능력자’로 남게 되었다. 이후 진행되었던 이른바 ‘낙천·낙선운동’의

문제와 사법부에 의해 주로 진행된 선거운동 규제 완화의 노력에도 유권

자 선거운동 행위규제의 큰 틀은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 때까지 변하

지 않고 있다.

804) 김형철·홍경선,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직선거법 개정 방안: 시민단체의 선거법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민주주의연구 제14집 제2호,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 자치 연

구소, 2018(이하 ‘김형철 외’로 약칭),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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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유권자 선거운동 주요 방법규제 현황

이하에서는 이상의 과정을 거쳐 형성된 유권자 선거운동에 대한 주요

방법규제의 현황을 분설하고자 한다. 먼저 이와 같은 논의의 전제로서,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의 다양한 행위유형을 제시하고, 이를 온전

히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제의 큰 틀을 고찰한다. 다음으로

현행 주요 방법규제들 가운데 크게 사전선거운동금지, 인쇄물이나 시설물

등에 대한 제한, 집회나 결사 등의 인적 회합 관련 제한, 호별방문 등 면

대면 접촉 제한을 위주로 주요 조항의 내용과 관련된 논의, 주요 판례들을

기술하려 한다.805)

Ⅰ. 다양한 유권자 선거운동 행위 유형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결과적으로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의 일환이라는 이 연구의 입장에 의하면, 유권자 선거운동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 정치적 표현행위로서 행사될 수 있는

행위태양은 사실상 무궁무진하다고 보아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앞서 제2장 제2절 내지 제4절에서의 논의에 기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규제 유형론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면 다음 [표 6]과 같은

결과를 일응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805) 다만 연구자의 이와 같은 범주 설정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일반 유권자의

선거 관련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보다 많은 조항들이 존재함은 사실

이다. 이를테면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 공직선거법 제108조)라든지 2021년 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재 2021. 1. 28. 2018헌마456 등, 판례집 33-1, 32) 이전

까지 존재하였던 이른바 선거운동 기간 중의 인터넷 게시판 실명 확인 제도( 공직

선거법 제82조의6) 등을 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들 조항의 주된 수

범자는 일반 유권자라고 하기 보다는 언론사 내지는 여론조사 관계 기관일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측면 등을 감안하여 이 연구에서는 일반 유권자와 관련하여 주로 사

건화되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들이 나타나고 있는 규제 유형을 위주로 범

주를 설정하였음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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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표현의 자유 규제법리에 따른 유권자 선거운동 행위 유형화

(← 선거 관련 표현행위의 불법성)

(※ X표시는 현행 공직선거법 상 원칙적으로 금지규정이 적용되는 선거운동)

다만 현실에서 유권자가 하는 특정한 형태의 선거운동이 위 [표 6]의

범주 가운데 어느 하나에만 속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예컨대 앞서 제

2절 Ⅱ. 항목에서 검토한 낙천·낙선운동의 경우를 생각하면, 이를 통해

주체규제에 해당하는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가 문제될 수 있고, 만약 해

당 운동에서 표현된 내용이 허위사실을 담고 있다면 내용규제 또한 거론

될 수 있으며, 낙천·낙선운동을 하면서 일정한 인쇄물이나 시설물을 활

용한다거나 집회나 행진 등을 활용하였다면 이는 방법규제 중 행위규제

위반 또한 검토될 수 있다. 다만 제2장 제4절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이

연구에서 초점을 두고 다루는 유권자의 선거운동 내지는 선거 관련 정치적

의사표현행위는 방법규제-행정범-행위규제의 측면에 한정한다.807) 그렇

다면 결국 이 연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바는 위 [표 6]에서 (협의의) 행위

라고 표시한 부분의 규제의 헌법적 정당성에 관한 것이다.

806) 유권자 또는 유권자 단체를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던 규제

가운데 전자는 1994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에서, 후자는 2000년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에서 각각 폐지되었다.
807) 이때 만약 특정한 행위가 예컨대 내용규제 내지 비용·도구규제에 해당하는 규율 위반

으로 판단될 경우, 당해 행위는 불법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 유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선거운동 범위 →

선거운동 주체806) : 유권자의 행위 / 유권자 단체의 행위

선거운동 내용 선거운동 방법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형사범에 해당하는 방법 행정범에 해당하는 방법

매수 및

이해유도 등

선거의자유

방해등

비용

도구

활용

시간

공간

활용

(협의의)

행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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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위 [표 6]에서 (협의의) 행위라고 표시한 부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위태양은 보다 분설하여 유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앞서

논의된 바와 마찬가지로, 특정 유권자가 선거운동 방법과 관련하여 활용

할 수 있는 (협의의) 행위의 내용은 이와 같이 나누어진 유형 가운데 어느

하나에 속하지 않고 중첩하여 나타날 개연성이 크다. 다만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표현의 자유를 큰 틀에서 A. 언론·출판의 자유와 B. 집회·결사의

자유를 구별하고 있다는 점으로부터 일응 유권자의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의사표현행위의 내용중립적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의 수를 나누어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전자는 개인적 의사표현행위와, 후자는 집단적

의사표현행위와 주로 결부된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808)

더 나아가 문언의 의미상 ① A.에서 a. 전자의 ‘언론’에 비해 b. 후자

의 ‘출판’에서 표현행위의 매개체의 의미가 상대적으로 부각된다는 점 및

② B.에서 집회와 결사가 가지고 있는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a. ‘인적 만남

내지는 회합’이라는 속성과, b. 2명 이상의 유권자가 관여된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의 집단적 의사표현행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으나 ‘유권

자들 사이의 의견교류라는 속성 또한 동시에 강조’된다는 점에서 유권자

개인의 의사표현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는 속성을 가진 행위를 나누어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③ C. 개방성과 상호작용성, 탈(脫)중앙통제

성, 접근의 용이성, 정보의 다양성 등을 가진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a

network of networks)로서 의사표현의 매개체에 해당하는809) 인터넷 공

간에서의 선거운동 또한 새로운 유형으로서 검토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들 가운데 C.에 해당하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선거운동을 제외하고는 현

재 모두 당해 선거운동 또는 선거 관련 정치적 표현행위에 대한 규제가

존재한다.

이상의 내용에 기반한다면 이 연구의 초점인 유권자의 선거운동과

808) 김하열(2021), 448쪽; 성낙인(2021), 1262쪽; 양건(2021), 633쪽; 정종섭(2018), 611쪽.

다만 집회·결사의 자유는 집단적 의견의 표명만을 보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에

주목하여 이를 표현의 자유의 하부개념으로만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으로는 한수웅

(2018), 745쪽.
809) 이와 같은 인터넷의 개념 내지는 특성에 관한 서술로 황성기(2010), 1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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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내용중립적 행위규제에 관한 현행 공직선거법 상 대표적인 규제의

예시가 도출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유권자가 하는 선거운동 유형 중 협의의 행위 및 그에 대한 규제 여부

(※ X표시는 현행 공직선거법 상 원칙적으로 금지규정이 적용되는 선거운동)

이하에서는 유권자의 선거운동 내지는 선거 관련 정치적 표현행위와

관련하여 불법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위 (협의의) 행위를 금지

하는 위 4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상 규제들의 현황에

관하여 살펴본다.

Ⅱ. 주된 규제수단인 방법규제 중 주요 행위규제

1. 사전선거운동금지

공직선거법 은 제59조 본문에서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

거일 전일까지(선거운동기간)에 한하여 할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동조 단서 및 각 호에 규정된 예외로서의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과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을 통한 선거운동,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

(협의의)

행위

활용

A. 언론·출판

(개인적

의사표현)

a. 언론(△)
← ( 공직선거법 상 규제 예시)

사전선거운동금지

b. 출판

(매개체 활용)

← ( 공직선거법 상 규제 예시)

인쇄물·시설물 등 제한

B. 집회·결사

(집단적

의사표현)

a. 집회·결사 등

인적 회합

← ( 공직선거법 상 규제 예시)

인적 회합 제한

b. 의견 교류

측면 강조

← ( 공직선거법 상 규제 예시)

면대면 접촉 등 제한

C. 새로운

유형
인터넷 공간에서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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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우편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제외하면, 일반 유권자를 포함한 모든

주체는 그 내용을 막론하고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한 때에는 공직선거법

상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의 처벌조항으로 공직선거법 은 제254조에서 선거운

동기간위반죄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은 그 처벌에 있어 선

거일에 선거운동을 한 경우(선거 당일 선거운동죄, 동조 제1항)와 선거일

외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경우(사전선거운동죄, 동조 제2

항)의 법정형을 구별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선거당일 선거운동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사전선거운동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810) 선거운동기간 전에

행해진 특정한 정치적 의사표현이 공직선거법 상의 다른 협의의 방법

제한규정을 동시에 위반한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이 성립하는 것으로 해

석되고 있다.811)

이들 가운데 특히 사전선거운동죄에 관해서는 그 도입 유래812)에서부

터 금지되는 선거운동 개념 규정의 모호성813) 및 모든 주체를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규제기간814) 등이 야기하는 과도한 제한 등의 이유로 이를

810) 법정형을 비교할 때, 입법자는 선거당일 선거운동죄의 위법성을 사전선거운동죄보

다 크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투표가 이루어지는 당일

에 특정 견해에 대하여 찬반을 묻는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는 주법에 대해 연방대법원

에서 수정헌법 제1조 위반을 근거로 위헌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Mills v. Alabama,

384 U.S. 214, 214-223 (1966) 참조).
811) 대검찰청(2018), 465쪽.
812) 사전선거운동금지를 중심으로 공직선거법 상 광범위한 규제의 입법연원을 추적한

연구로 대표적으로 송석윤(2007b), 253-263쪽.
813) 관련하여 송석윤(2007b), 225-226쪽; 손인혁(2018), 150쪽; 조동은(2017), 340-341쪽;

한수웅(2018), 187쪽; 황성기(2010), 186쪽; 김유신(2017), 165-172쪽; 헌재 2008. 10.

30. 2005헌바32, 판례집 20-2상, 750, 768-771(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의 반대의견) 참조. 나아가 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 개념이 특히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상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 개념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들로부터 명료하지 않게 해석되고 있지 않은 상황을 지적한 연구로는 임효준(2013),

59-77쪽.
814) 문재완(2018), 291-292쪽; 송석윤(2007b), 221-223쪽; 음선필, “선거과정과 헌법재판소

- 선거운동 관련 판례의 분석 -”,『홍익법학』, 제12권 제1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이하 음선필(2011)로 약칭), 125-1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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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하는 견해가 학계의 다수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815) 실제 사전선거

운동죄의 적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정치적 의사표현행위가 선거운동인

지 아닌지를 둘러싸고는 수많은 판례와 유권해석이 등장하고 있으나,816)

이러한 다수의 판례 내지 유권해석의 존재 자체가 일반 유권자들에게 일

관된 행위에 대한 해석 기준을 제공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존재함

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817)

헌법재판소는 사전선거운동금지에 대하여 비교적 초창기부터 당해 규

제가 합헌이라는 판시를 지속적으로 반복해 왔다. 먼저 대통령선거 후보

자의 등록이 끝난 때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선거운동을 허용

했던 구 대통령선거법 제34조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당해

규정이 제한의 입법목적, 제한의 내용, 우리나라에서의 선거의 태양, 현

실적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제한이며, 선거운동의

자유를 형해화할 정도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

했다.818)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각종 선거 관련 입법을 통합하

815) 앞의 813번, 814번 각주의 해당 문헌들 참조.
816) 이를테면 대검찰청(2018), 455-462쪽에서는 기존 대법원을 위시한 각급 법원들의

판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서 사전선거운동으로 본 사례와 사전선거운

동으로 보지 않은 사례 총 60여 건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일견 크게 다르지 않은

사실관계로 보임에도 사전선거운동 여부가 달리 판단된 경우들이 존재한다. 예컨대

동일한 설 명절 인사라 하더라도 국회의원이 컴퓨터용 자동송신장치로 “안녕하십니

까. OO당 국회의원 OOO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육성을 송신한 사례

는 사전선거운동의 개념에 포함되나(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2268 판결; 대검

찰청(2018), 456쪽. 다만 대법원은 위 행위가 ‘통신’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에는 해당

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설 연하장에 과거 법원 근무경력 및 법무사 활동 내용을 기

재하여 지역주민 1,000명에게 배부한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5981 판결; 대검찰청(2018), 460쪽).
817) 이는 결국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 상 협의의 선거운동 개념 설정의 어

려움이라는 문제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전선거운동금지가 현행 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 규제 가운데 핵심에 자리하는 문제라는 입장으로는 문재완(2016), 219쪽;

박종보, “사회 변화와 헌법재판소의 역할”, 저스티스 통권 제121호, 한국법학원,

2010, 214쪽; 송석윤(2007b), 220쪽.
818) 헌재 1994. 7. 29. 93헌가4 등, 판례집 6-2, 15, 34-36 참조.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당해 조항은 후보자간의 오랜 기간 동안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선거 관리의 곤란과

부정행위 발생을 방지하고 후보자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평을 방지하는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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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제정된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59조에 대한 다수의 결정에

서도 반복되었다.819) 이는 현행 공직선거법 상 사전선거운동금지에 관

한 결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820) 하지만 앞서의 학계에서의 논의와 마찬

가지로 일반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조직된 시민단체

로부터도, 선거운동 개념의 포괄적인 정의로 인해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사전선거운동죄로 처벌받

는 사례들이 다수 반복되고 있다는 주장이 개진되고 있다.821)

2. 인쇄물·시설물 등 관련 제한

가. 관련 규정 체계

공직선거법 은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내용을 담은

인쇄물이나 시설물 등을 활용하여 넓은 의미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제

한하는 다수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테면 후보자 등을 제외하고는 선

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수기·마스

코트·소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공직선거

법 제68조 제2항). 또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문서·도화 등을 배부 및 게시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공

목적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금권, 관권 및 폭력에 의한 부정, 과열선거

가 항상 문제되어 왔으며, 관련 규정들을 함께 검토할 경우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한 기간은 (후보자등록을 언제 했는지에 따라) 23일 내지 28일이 되는데 이 정도

기간은 우리나라의 상황상 부족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논거로 거론되고 있다.
819) 헌재 1995. 11. 30. 94헌마97, 판례집 7-2, 677, 689-691; 헌재 2001. 8. 30. 2000헌마

121등, 판례집 13-2, 263, 275-276; 헌재 2008. 10. 30. 2005헌바32, 판례집 20-2상,

750, 765-766.
820) 예컨대 그 밖의 집회의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헌재

2013. 12. 26. 2011헌바153, 공보 제207호, 95;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그

밖의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헌재 2015. 4. 30. 2011헌

바163, 판례집 27-1상, 407; 각종 인쇄물을 방법으로 하여 사전선거운동금지규정을 위

반한 경우에 대한 헌재 2016. 6. 30. 2014헌바253, 판례집 28-1하, 500.
821)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온통 하지마’ 선거법 유권자 피해사례

보고서”, 2018. 4. 16.(이하 참여연대 이슈리포트(2018), 2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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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93조 제1항). 더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영화

등을 상연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해 광고하거나 서신을 활용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92조 제1항, 제94조, 제109조 제1항). 선거에 관하여 기사

등을 통상적인 방법 이외의 수단으로 배부 등을 한다거나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보도하거나 논

평하는 행위 또한 금지된다(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 제96조 제2항).

공직선거법 상 협의의 선거운동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넓은 의미의 선거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투표참여 권유활동에서도 정당이나 후보자 등의

명칭이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인쇄물·시설물 등의 활용

은 금지된다(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제4호).

이하에서는 이들 인쇄물 내지는 시설물 등과 관련한 제한 조항들 가운

데 이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비교적 빈번하게 논쟁 대상이 되고 있는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조항 및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시 서열화 제한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나.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먼저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조항을 보기로 한다. 공직선거법 제90

조 제1항에 따르면,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현

행법 규정을 위반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광고물 등을 설치·진열·게시·

배부하거나, 표시물 등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상징물 등을 제작·판

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822)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내용을 규정했던 구

지방의회선거법 제57조가 “선거운동에 부당한 경쟁을 초래하여 이것이

도리어 선거의 자유와 공정, 선거에 있어서의 균등한 기회의 보장을 해

하고 그 공명을 보장하기 어려운 결과를 가져올 염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822) 다만 공직선거법 은 제90조 제2항에서 선거기간이 아닌 때 행하는 정당법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업

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있다.



- 226 -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고 하면서 당해 조항이 헌법에 위반하

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823) 헌법재판소 또한 유사하게 위 구 지방

의회선거법 제57조의 입법목적이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후보자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함과 동시에 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과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824)하는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위 구 지방의회선거법 제57조의 위헌 여부가 문제

되었던 사안에서 당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후보자

간 기회균등과 선거의 공정, 평온이라는 당해 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서는 시설물 등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 외에 달리 효과적인 수단

을 상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일반 유권자의 선

거운동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나 참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당

해 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것은 “의사표현의 내용 그 자체가 아니라 표현

의 특정한 수단 방법에 한정”825)된 것이어서 다른 방법은 자유롭게 선택

할 여지가 남겨져 있으므로 위 기본권들에 대한 본질적 내용 침해라고

볼 수도 없으며, 형식적으로 조항 자체의 수범자가 ‘누구든지’라는 점을

들어 평등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826) 이후 헌법재판

소는 유사한 취지의 판시를 반복하고 있다.827)

한편 위 조항에서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부분의 명확

성원칙 위배 여부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 공직선거법 상 다른 조항

에 대한 위헌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기는 했지만) 헌재 2001. 8. 30. 99헌

바92등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표현이 명확성원칙

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헌재 2014. 4.

24. 2011헌바17 등에서도 당해 표현이 “선거의 준비과정 및 선거운동, 선

거결과 등에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에 준하는 작용을 하려는 의도를 가리

823)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846 판결.
824) 헌재 1995. 4. 20. 92헌바29, 판례집 7-1, 499, 511-512.
825) 헌재 1995. 4. 20. 92헌바29, 판례집 7-1, 499, 514.
826) 헌재 1995. 4. 20. 92헌바29, 판례집 7-1, 499, 514-515.
827) 헌재 2001. 12. 20. 2000헌바96 등, 판례집 13-2, 830; 헌재 2015. 4. 30. 2011헌바163,

판례집 27-1상,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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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것으로서, 그 인정에 있어서는 행위자와 후보자 및 정당과의 관계,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될 수 있다”828)라고 보아 명확

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실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은 수많은 논쟁을 야

기하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친환경 무상급식 ‘찬성’ 또는 ‘반대 후보’란

에 스티커를 붙이는 투표용지 모형의 게시판,829) ‘투표를 던져 4대강을

죽이는 악의 무리를 물리쳐라, 4대강 삽질을 막고 생명의 강을 구할 영

웅 바로 투표권을 가진 당신입니다. 6월 2일 당신의 힘을 보여주세요.’라

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830) ‘표 없다 전해라! 설악산 케이블카 앞장서는

OO당 규탄한다!’라는 내용의 현수막,831) 출마예정자의 성명과 사진, 그리

고 그에 대한 공천을 반대한다는 문구로 구성된 피켓,832) 특정 정당이

게시한 ‘투표용지는 두 장입니다. 정당투표는 최선에 던지세요.’라는 내용

의 현수막,833) 반도체 관련 업종 노동자의 직업병과 안전에 관한 질의에

대한 선거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담은 현수막,834) 총선을 앞두고 노동조

합 집회에서 사용하기 위한 반노동자 정당 투쟁으로 심판하자는 내용의

현수막,835) 1인 시위 현장에서 사용된 ‘기억하자 4 16 투표하자 4 13, 세

월호 2주기 304명의 죽음 조사를 방해하는 당에는 1표도 아깝다, 경로당

828) 헌재 2014. 4. 24. 2011헌바17 등, 판례집 26-1상, 628, 650.
829)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243 판결에서 문제된 사례 중 하나였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서울고등법원 2011. 6. 30. 선고 2011노670 판결 및 참여연대·유승희의원,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 토론회 선거운동 규제와 표현의 자유 : 공직선거법 쟁점과 개정

방향” 토론회 자료집, 2017. 7. 5.(이하 20170705 토론회 자료집), 34쪽을 참조하여

확인한 것이다.).
830)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5344 판결(이 사례는 20170705 토론회 자료집,

35-36쪽에도 소개되어 있다).
831) “‘표없다 전해라! ○○당 규탄’ 현수막 펼쳤는데…유죄 선고”, 『연합뉴스』, 2016.

10. 11.자 기사(https://www.yna.co.kr/view/AKR20161011082200062, 최종검색일 :

2019. 10. 25.).
832)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13103 판결.
833) 참여연대 이슈리포트(2018), 7-8쪽.
834) 참여연대 이슈리포트(2018), 12쪽.
835) 참여연대 이슈리포트(2018), 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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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비 310억 원 삭감, 저소득 암환자 영아 분유 지원 100억 원 삭감’

등의 문구가 기재된 피켓 2장,836) 특정 시민단체가 특정 후보를 반대하

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사용한 ‘2NOㄹOUT’ 이라는 내용이 담긴 현

수막837) 등의 사례가 동 조항을 위반한 시설물 등으로 유관기관들로부터

단속받거나 기소되어 재판받은 바 있다.

다.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다음으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조항에 대해

살펴본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이 법이 정한 바에 의하지

않고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도화, 광고 등을 배부, 첩부,

살포, 상영,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입법목적 또한

앞선 시설물 설치 금지 등 조항과 유사하게838) 선거운동에 있어서의 부

당한 경쟁 및 후보자들 사이의 경제력 차이에 의한 불균형을 방지하여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추구하는 데 있다는 내용으로 설명된다.839)

위 조항의 위헌 여부를 둘러싼 헌법재판소의 판시의 흐름은 크게 5가지

정도의 단계로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840) 이에 따르면 인터넷

836) 참여연대 이슈리포트(2018), 20쪽.
837) 참여연대 이슈리포트(2018), 21-22쪽.
838) 헌법재판소는 앞서 언급한 헌재 1995. 4. 20. 92헌바29, 판례집 7-1, 499에서 시설물

등 설치 금지 조항의 위헌 여부와 함께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을

금지한 현행 조항과 사실상 동일한 쟁점을 담고 있는 구 지방의회선거법 제67조 제1

항의 위헌 여부까지 같이 판단한 바 있다.
839) 헌재 2001. 8. 30. 99헌바92 등, 판례집 13-2, 174 195 참조. 한편 당해 조항의 입법

목적은 “질서 있고 공평하며 비용이 적게 드는 선거운동을 위(대검찰청(2018), 570

쪽)”한 것이라고 소개되기도 하다.
840) 헌법재판소는 ① 초기에 위 조항에 대해 일관되게 합헌입장을 견지하였으나(헌재

2001. 8. 30. 99헌바92 등, 판례집 13-2, 174), ② 2000년대 중반 이후 위헌 취지의 견

해도 개진되기 시작했다(이를테면 헌재 2008. 10. 30. 2005헌바32, 판례집 20-2상, 750,

766 이하,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

이후 ③ 당해 금지조항에 인터넷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한정위헌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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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SNS를 활용한 정치적 표현행위가 위 조항에 의해 금지되는 것으

로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한정위헌 결정을 선고한 경우841)를

제외하면, 헌법재판소는 대체로 당해 조항이 합헌이라는 취지를 유지해

왔던 것으로 파악된다. 본격적으로 위 조항의 위헌 여부가 직접 문제가

되었던 최초의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 헌재 2001. 8. 30. 99헌바92등에서,

헌법재판소는 행위 주체에 예외를 인정한다거나 선거비용의 상한선을 설

정하는 방식으로는 입법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지 의문이고, 당해 조항은

특정한 선거운동 방법 내지는 그와 유사한 행위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 위반 내지는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

렵다고 보았고,842) 이후의 사건들에서 개진된 법정의견의 전체적인 논증

구조는 큰 틀에서 이와 유사했다.843) 다만 비교적 최근 들어 당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반대

의견을 개진하는 재판관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844)

헌법재판소의 법정의견이 큰 틀에서 합헌으로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위헌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앞선 동

법 제90조 사안과 마찬가지로 계속되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XX당의

한다는 결정까지 등장하였으나(헌재 2011. 12. 29. 2007헌마1001 등, 판례집 23-2하,

739), ④ 2010년대 중반 이후 합헌의견이 법정의견으로 유지되고 있다(예컨대 헌재

2014. 4. 24. 2011헌바17 등, 판례집 26-1상, 628). 다만 ⑤ 비교적 최근에는 다시 위헌

취지의 의견제시가 증가하고 있다(이를테면 헌재 2018. 7. 26. 2017헌가11, 판례집

30-2, 12, 20,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유남석의 위헌의견). 관련하여 ① 내지 ④ 결정에 관한 개략적인 분석은 배정훈

(2016), 260-270쪽 참조.
841) 헌재 2011. 12. 29. 2007헌마1001 등, 판례집 23-2하, 739.
842) 헌재 2001. 8. 30. 99헌바92등, 판례집 13-2, 174, 192-201. 한편,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와 관련해서도, 위 결정에서는 입법목적이나 공직선거법 조항들의 전체적 구조

등을 감안할 때, 누구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의사하에 이루어지는 행위’

와 ‘선거와 관계없는 단순한 의사표현으로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구분할 수 있다고 판

시하였다(위 결정, 201-202).
843) 예컨대 헌재 2008. 10. 30. 2005헌바32, 판례집 20-2상, 750; 헌재 2014. 4. 24. 2011

헌바17 등, 판례집 26-1상, 628 ; 헌재 2018. 4. 26. 2017헌가2 참조.
844) 위 각주에서 언급된 결정 중 2014년 결정에서는 재판관 3인의 반대의견이, 2018년

결정에서는 재판관 5인의 반대의견이 각각 개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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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급식?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서민’급식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눈칫밥을 먹이는 ‘차별’급식입니다’라고 XX당의 급식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인쇄물,845) ‘정권교체를 바라는 젊은 시

인․소설가 137명’ 명의로 “강은 결코 역류하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정권교체를 희망한다는 주장을 담은 일간지 광고,846) “평화가고 사드오

라?”라는 문구와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정치인들의 사진을 담았던 인쇄

물,847)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이름과 사진, 그리고 그들의 청소년 인권

정책에 대한 평가의견을 게재한 “청소년인권시험 치룬 대선 후보들”이라

는 제목의 인쇄물,848) 여수 상포지구 특혜의혹 규명을 촉구하는 시민탄

원서 광고,849) 대선 후보를 백설공주로 그렸다거나, 단일화 내지는 연대

를 도모한 후보들의 얼굴을 합성한 내용의 포스터850) 등의 사례가 동 조

항을 위반하여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을 한 것으로 유관기관들로부터

단속받거나 기소되어 재판받은 바 있다.

라. 정책과 공약의 비교평가 공표시 서열화 제한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은 선거에 관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해 비교평가라는 방법을 활용하여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정치

적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언

론기관이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후보자 등의 정책이나 공약을

845)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243 판결에서 문제된 사례 중 하나였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서울고등법원 2011. 6. 30. 선고 2011노670 판결 및 20170705 토론회 자료

집, 35쪽을 참조하여 확인한 것이다).
846) “선거법 법정에선 ‘작가, 표현의 자유’”, 한국일보, 2013. 8. 27.자 기사 및 참여연대

이슈리포트(2018), 22쪽 참조.
847) 20170705 토론회 자료집, 39쪽.
848) 20170705 토론회 자료집, 40쪽.
849) 20180711 토론회 자료집, 20-21쪽.
850) 대법원 2014. 6. 12. 2013도15474 판결(위 대법원 판결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언급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 이 판결이 다루고 있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백설공주 박근혜’

풍자 팝아티스트 결국”, 법률신문, 2014. 6. 12.자 기사(https://www.lawtimes.co.kr/C

ase-Curation/view?serial=85198, 최종검색일 : 2019. 10. 25.)의 내용 및 참여연대 이

슈리포트(2018), 15쪽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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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여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후보자 등을 서열화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의3 제2항 제2호)고 규정한 내용이 여기에 해

당한다. 이 조항의 입법목적은 후보자간의 정책·공약의 비교평가 결과로

인해 일반 유권자의 여론이 왜곡되어 선거의 공정을 해할 우려를 방지하

기 위함으로 설명되고 있다.851)

다만 현실에서 선거 관련 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에 해당한다는 이

유로 광의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다양한 수단을 온전히 활용하지 못한 사

례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를테면 한 시민단체가 자체적으로 정한 6대 원

칙과 27개 평가 기준을 통해 정당별 복지 정책을 비교·평가한 후 그 순

위를 유권자 일반에 공표하려다가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속으로 공표할 수

없었던 사안852) 및 한 교육시민단체가 후보자들의 답변을 토대로 각 후

보자들의 교육공약을 등급화하여 평가한 결과를 한 언론사가 보도한 행

위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받았던 사

안853)을 예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집회·결사 등 인적 회합 관련 제한

가. 관련 규정 체계

공직선거법 은 넓은 의미의 선거운동의 방법과 관련하여, 일반 유권

자로 하여금 일정한 모임 내지 조직을 만드는 것을 수단으로 한 정치적

의사표현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반 유권자는 이 법에 규정된

방법 이외로는 인쇄물, 시설물, 광고물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을

모집할 수 없고( 공직선거법 제62조 제8항),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선거대책기구 외에 그와 유사한 기관, 단체, 조직, 시설을 신설·설치·이용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 아울러 선거기간 중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상 허용된 연설·대담, 대담·토론

851) 대검찰청(2018), 674쪽.
852) 참여연대 이슈리포트(2018), 13-14쪽.
853) 참여연대 이슈리포트(2018),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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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854)를 제외한 다른 연설회,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거나( 공직선거법 제

101조) 향우회, 단합대회 등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공직선거

법 제103조 제3항). 또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5명(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 포함 10명)을 초과하여 거리를 행진하거나 다수의 선거

구민에게 인사하거나 연달아 소리지리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105조 제1항). 이들 조항들의 입법목적은 대체로 선거 과정에서 발

생할 수 있는 분위기의 과열, 혼란, 혼탁 등을 방지하는 데 초점이 맞추

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위 조항들은 비단 일반 유권자 뿐 아

니라 후보자도 규제의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는데, 기존에 헌법재판소에

서 이들 조항들의 위헌 여부가 문제되었던 경우는 대체로 후보자 측에서

이를 문제시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855)

나. 집회 및 결사, 거리행진 등의 금지

다만 위 조항들 가운데 집회 및 거리행진 등을 금지한 규제와 관련하

여서는, 일반 유권자 위주로 구성된 시민단체에서 이른바 ‘낙천·낙선운동’

을 진행하다가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에서 금지한 집회(동법 제

103조 제2항) 및 거리행진(동법 제105조 제1항)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단

체의 대표자 등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사례

가 있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856) 이 사례에서 헌법재판소는 선거

에 영향을 미칠 집회 금지 및 선거운동을 위한 거리행진 금지 조항이 모

854) 공직선거법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제81조(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

토론회), 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

회 주관 대담·토론회)가 현행 공직선거법 상 허용되고 있는 토론회 등에 해당한다. 다

만 이 경우에도 연설·대담장소 등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하거나 횃

불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동법 제104조(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 등의 금지)의 내

용 참조].
855) 예컨대 헌재 2013. 10. 24. 2012헌마311, 판례집 25-2하, 276(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

자 등록을 마친 청구인이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의 경우에는 선거운동기간 중 공개

된 장소에서 연설이나 대담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01조, 제79조 제

1항 부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던 사안).
856) 헌재 2001. 12. 20. 2000헌바96 등, 판례집 13-2,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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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선거운동의 부당한 경쟁, 후보자들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이

라는 폐해를 막고,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하는 결과의 발생을 방지함으

로써 선거의 자유와 공정의 보장을 도모하여 선거관계자를 포함한 선거

구민 내지는 국민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한다”857)라는 정당한 목적을 가

지고 있다고 보았다.

이어서 헌법재판소는, 후보자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는 선거의

현실에서 집회 등을 전면 허용할 경우 선거운동의 부당한 경쟁을 초래하

여 후보자들 간의 경제력의 차이에 따른 불균형이 두드러지게 될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흑색선전으로 인하여 선거의 평온과 공정이 심각한 위

협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 과거 선거기간 중 후보자가 참석하거나 비용

을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는 각종 집회가 개최되어 사실상 후보자를 위

한 선거운동이 이루어지거나 후보자의 세력 과시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금품 관련 문제를 야기했다는 점 및 이들 규제는 선거운동의 내용 그 자

체가 아니라 특히 폐해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집회와 거리행진이라는

특정한 선거운동방법만을 금지한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과잉금지

원칙 내지는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선거운동

내지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헌법에 위

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858)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이후에도 일반 유권자들로 구성된 단

체 구성원을 중심으로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다수인이 모인 집회를 개최

하여 정치적 의사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문제된 사례는 여전히 존재한다.

예컨대 2016년 당시 일반 유권자들로 구성된 여러 시민단체의 활동가들

이 별도로 결성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에서 자체적으로 낙선

대상 후보자들을 선정한 후에 이들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확성장치를 사

용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며 피켓 등의 광고물을 게시하는 수단을 활용해

해당 후보자들을 비판하는 이른바 ‘낙선투어 기자회견’을 한 것이 공직

선거법 상 금지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해당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이 선고된 사례가 있다.859)

857) 헌재 2001. 12. 20. 2000헌바96 등, 판례집 13-2, 830, 849.
858) 헌재 2001. 12. 20. 2000헌바96 등, 판례집 13-2, 830, 848-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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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위 사안에서 낙선운동을 진행한 이들은 공직선거법 상 금지되는

현수막이나 피켓, 인쇄물 및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선거운동 내지는 선거

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는 이유로도 처벌되었다. 그런데 이들은 공직

선거법 제90조, 제93조 제1항 등의 존재를 사전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지 않고자 기자회견 당시 현수막이나 인쇄물, 피켓 어디에도

낙선대상 후보자의 이름이나 사진을 기재하지 않고 빈 구멍으로 두는 등

의 조치를 취했음860)에도 이들 공직선거법 규정 위반으로 의율되었던

것이었다. 이는 현행 공직선거법 에서 광의의 선거운동을 규제하기 위

해 사용하는 협의의 선거운동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

등의 개념 규정이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데 지

속적인 관심을 두고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게끔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일반 유권자들에게까지도 그 의미가 명확하게 인식되지 않았음을 보여주

는 대목이다.

한편 선거기간 이전에 행해진 집회라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이 아니라 사전선거운동으로서의 집회 금지와 관련된 동법 제254조

제2항이 문제된 사안이기는 했지만, 2009년 1월에 있었던 재개발로 인해

살 곳을 잃은 철거민들과 경찰의 충돌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이른

바 ‘용산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이었던 자가 2016년 4월 총선에서 경주

지역에 출마하려고 하자, 철거민 유가족들이 이에 반대하여 경주역과 그

의 선거사무실 앞에서 “용산참사 책임자, 김석기를 감옥으로!”, “용산 살

인진압 책임자 김석기의 총선 출마를 규탄합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859) 대법원 2021. 11. 11. 2018도12324 판결. 사안의 사실관계는 해당 사건에 적용된 법률을

대상으로 청구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참여연대 웹사이트, 자료실-소송자료 메뉴(https://

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sue&search_keyword=%EC%84%A0%EA%B

1%B0&search_target=title_content&document_srl=1578713)에서 검색, 최종검색일 : 20

19. 10. 25.)의 내용을 골자로 작성하였다. 한편 위 사실관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

럼, 당해 사건의 피고인들에게는 공직선거법 제103조 뿐 아니라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확성장치 사용제한( 공직선거법 제91조 제1항)의 위반

또한 함께 문제되었다.
860)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사실관계는 20170705 토론회 자료집, 38-3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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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켓을 들고 같은 내용이 담긴 인쇄물을 배포하면서 확성장치를 사용

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 이들도 해당 기자회견이 금지된 사전선거운

동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처벌받았던 사건이 있었다.861) 이 또한 앞

서 언급된 사례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면대면 접촉 관련 제한

가. 관련 규정 체계

공직선거법 은 일반 유권자가 다른 일반 유권자들과 면대면으로 접촉

하여 스스로 형성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들을 두

고 있다. 대표적으로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위해 호

별로 방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제58조

의2 제1호),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민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7조).

먼저 호별방문 금지의 경우,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금지는 통상 선

거운동을 위하여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유권자를 만날 경우 생길 수

있는 투표매수 등 불법·부정선거 조장 위험을 방지함으로써 선거의 공정

및 유권자의 사생활의 평온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설명된다.862) 서명이

나 날인 금지의 경우, 투표 전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사를 표명하여 서명·날인한 사람이 스스로 한 서명·날인에 심리적으로

구속되어 결국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공정한 투표를 방해할 위

험이 있으므로, 이를 금지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데

861) 대법원 2017. 9. 12. 2017도6155 판결.
862) 헌재 2016. 12. 29. 2015헌마509 등, 판례집 28-2하, 684, 720; 헌재 2019. 5. 30.

2017헌바458, 판례집 31-1, 606, 612 등. 선거의 공정과 사생활의 평온이라는 문구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7290 판결의 취지 또한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위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사안들은 모두 후보자 내지는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거나 후보자로 추천된 사람들의 호별방문이 문제된 사안들이었지만, 입법목적

자체는 후보자와 일반 유권자의 경우를 별도로 구별하여 판단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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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목적이 있다고 설명되고 있다.863)

한편 동조의 ‘호’는 반드시 일상 생활을 하는 주택에 한정되는 것은 아

니고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되지 아니한 곳으로서 널

리 주거나 업무 등을 위한 장소도 ‘호’에 해당할 수 있다.864) 이에 따라 회

사, 공장, 사무소, 점포 등도 ‘호’에 해당할 수 있다.865) 아울러 대법원 판

례는 연속적으로 두 집 이상을 방문할 때 동조에서 금지한 호별방문에 해

당한다고 보는데,866) 이는 호‘별’방문이라는 문언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때의 ‘연속적으로’의 의미에 관하여는, 반드시 집집마다

중단 없이 방문한다거나 동일한 일시 및 기회에 각 집을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각 방문행위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시간적 근접성을 만족하면

충분하다고 한다.867)

나. 호별방문 제한

이들 조항들 중 특히 호별방문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규정과 관련

하여,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 측의 선거운동을 위한 호

별방문을 제한하는 것은 “공조직과 사조직, 혈연·지연·학연을 이용한 불

법선거, 금권을 이용한 금전선거, 여론조작과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비난

선거 등 부정적 측면이 잔존”868)하는 역사와 정치 현실, 금전선거 내지

불법선거를 조장한다거나 유권자들이 합리적 판단이 아닌 정리에 기초한

선택을 하도록 유도할 우려, 선거 경쟁이 과열되는 과정에서 사적 공간

인 주거가 유권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선거운동에 노출될 수 있는 점, 인

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선거운동방법 등이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

으로 감안할 때, 선거의 공정과 일반 유권자의 사생활의 평온을 위해 호

별방문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후보자 측의 선거운동

863) 헌재 2015. 4. 30. 2011헌바163, 판례집 27-1상, 407, 419; 대검찰청(2018), 543쪽.
864)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7290 판결.
865) 대검찰청(2018), 536쪽.
866)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30 판결.
867)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042 판결.
868) 헌재 2016. 12. 29. 2015헌마509 등, 판례집 28-2하, 684,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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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869)

다만 위 결정에서는 누구에게나 전면적으로 호별방문에 의한 선거운동

을 금지하는 것은 별다른 준비물이나 자본의 투입 없이 가장 손쉽게 국

회의원후보자나 그 선거운동원이 직접 유권자를 대면하여 선거 정보를

효과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방법870)을 상정 가능한 대체수단에 대한

강구 없이 박탈하는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의

재판관 2인의 반대의견이 존재했다.871) 이후 헌법재판소의 법정의견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사무실을 개별로 방문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도 반복되었다.872)

다. 서명·날인운동 금지

선거운동을 위한 서명·날인운동의 금지 규제 또한, 헌법재판소는 앞서

서술했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집회 금지 및 선거운동을 위한 거리행진

금지 조항들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사건873)에서 당해 조항들의 합헌성에

869) 헌재 2016. 12. 29. 2015헌마509 등, 판례집 28-2하, 684, 719-723 참조. 한편 해외

국가들에서는 일본과 룩셈부르크 정도에서 일반 유권자까지도 수범자로 하는 호별방

문을 금지하고 있다.
870) 관련하여 호별방문이라는 방법을 통해 선거 관련 정보나 사상의 생산하는 사람과

소비하는 사람이 직접 얼굴을 맞대어 소통함(face to face communication)을 강조하

면서 호별방문을 거부할 권리 뿐 아니라 호별방문을 허용할 권리까지 허용되어야 한

다는 점을 지적한 견해로 문광삼(1985), 243쪽.
871) 헌재 2016. 12. 29. 2015헌마509 등, 판례집 28-2하, 684, 734-737조(재판관 김이수, 재

판관 이진성의 반대의견). 이러한 반대의견과 결론에서 동일한 견해로 김철수(2007),

925쪽(“호별방문을 금지하지 않으면 도저히 선거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호별방문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 김학진(2017), 187-198쪽; 정만희(2003),

383-385쪽.
872) 헌재 2019. 5. 30. 2017헌바458, 판례집 31-1, 606. 이 사안에서 헌법재판소는 추가적

으로 사적 장소의 호별방문의 경우 지지 호소라는 명목 하에 인맥을 통한 읍소, 불법

적인 금전적 지급 약속, 사실상의 강요 등으로 이어질 경우 그 내용이나 방법을 확인

하거나 규제하기 어려워 유권자의 선택에 혼란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 및 공직선거

법 제106조 제2항에서 일반적, 통상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거나 드나들 수 있

는 장소에서는 후보자가 직접 유권자들과 대면하여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기회를 마

련한 점 등을 추가적인 논거로 제시하였다(같은 결정,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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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논거와 동일한 취지에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이

래,874) 그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예컨대 2010년 실시된 지방선거에

서 이른바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찬성 후보자들의 당선과 반대 후보자

들의 낙선을 목적으로 선거구민들에게 무상급식을 촉구하는 서명지에 서

명을 받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을 내용으로 기소되어 이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사안에서,875) 헌법재판소는 선례의 취지를 원용하는 한편 우리나

라의 법률생활에서 서명·날인은 개인의 인적 동일성을 징표하고 그에 따

른 의사표현은 작성명의자의 진지한 의사임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선거권

자가 투표할 때 서명·날인의 진지성이 주는 심리적 효과로부터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도록 보장한 것이라는 점 및 선거구민이 아닌 다른 사람에

게는 서명·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의 논거를 추가하여 당해 조항에

따른 규제를 정당화하고 있다.876)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 법의식 내지는 권리의식을 감안할

때, 투표 전에 특정한 서명이나 날인을 하였더라도 선거에 임해서는 이

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및 설사 규제의 필요

가 있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합리적 시점 이후의 서명·

날인운동만 규제하는 대안으로 충분히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취

지에서 당해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

유를 침해한다는 재판관 3인의 반대의견877)이 개진되는 등 향후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873) 헌재 2001. 12. 20. 2000헌바96 등, 판례집 13-2, 830.
874) 앞선 3. 나. 항목의 서술 참조.
875) 헌재 2015. 4. 30. 2011헌바163, 판례집 27-1상, 407.
876) 헌재 2015. 4. 30. 2011헌바163, 판례집 27-1상, 407, 419-421.
877) 헌재 2015. 4. 30. 2011헌바163, 판례집 27-1상, 407, 426-427(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강일원의 서명운동금지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관련하여 위 결정의

반대의견에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를 때) 어느 시민이나 단체가 환경이나 복지 등

정치사회문제에 의견을 표명하고자 서명날인운동을 하던 중 그 내용이 선거에서 쟁점이

되면 객관적 증명이 어려운 내심의 목적 여하에 따라 서명운동금지조항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헌재 2015. 4. 30. 2011헌바163, 판례집 27-1상, 407, 427).”라고 판시한

부분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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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현행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이 절에서는 앞서 확인하였던 현행 유권자 선거운동 방법규제의 문제

점을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전자의 경우에는 현행 유권자 선거운동 방법규제가 규제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점, 방법규제 중 행위규제 이외의 비용규제라는 수단을 고려

하지 않음으로 인해 입법목적과 제한되는 헌법적 가치 사이의 비례성이

충족되지 못하다는 점, 그리고 주권자로서의 유권자와 공직선거 후보자

사이에 ‘다른 것을 같게’ 다루는 차별취급의 헌법적 정당성을 찾기 어렵

다는 점 및 이와 같은 문제점이 결국 여전히 유권자를 정치적 행위무능

력자로 바라보는 입법자의 인식으로부터 기인한 것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후자의 경우에는 주권자로서의 유권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전제로, 행정범적 성격을 가지는 선거운동 행위규제는 유권자의 선거 관

련 정치적 표현행위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점차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

가 종국에는 비용규제로 전환할 필요성에 대해 서술하면서, 이 과정에서

사법부의 적극적 역할 필요성에 관하여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Ⅰ. 현행 유권자 선거운동 방법규제의 문제점

1. 과도한 불명확성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명확성원칙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

를 가진다는 판시를 반복하여 하고 있다.878) 표현의 자유가 국민주권주

의 실현에 불가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에 대한 규제입법의 불명확성

은 자신의 표현이 규제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한 기본권 주체가 표현행위

를 스스로 억제하는 위축효과를 발생시킬 것이 우려되고, 이로 인해 “다

878) 이를테면 헌재 2009. 5. 28. 2006헌바109 등, 판례집 21-1하, 545; 헌재 2020. 11. 26.

2016헌마275 등, 공보 제290호,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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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의견, 견해, 사상의 표출을 가능케 함으로써 그러한 표현들이 상호

검증을 거치도록 한다는 표현의 자유의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 개

연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879)

그렇다면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에서는 규제대상 표현의 개념을

보다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되는 바, 이때

요구되는 명확성은 수범자가 해당 법규범의 의미를 예측할 수 있는지 여

부와 이를 해석·집행하는 기관의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되는지에 따

라 판단된다.880) 이러한 관점에서 비추어 볼 때, 현행 일반 유권자의 선

거 관련 의사표현에 대한 방법규제와 관련한 제반 문언들이 이와 같은

엄격한 명확성원칙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앞서 제2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공직선거법 상 개념

정의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에 관한 행위

인지, 아니면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 명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 행위규제 이외의 대안에 대한 고려의 부재

선거운동 내지는 선거 관련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이른바 입법재량을 넓게 인정하는 접근이 아닌,

헌법 제37조 제2항 등이 정하고 있는 넓은 의미의 과잉금지원칙을 비롯

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제한입법의 일반적인 위헌심사기준

(과잉금지원칙 등)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은 앞서 제2장에서 검토

한 바 있다.

이처럼 위헌심사기준이 채택된다면, 구체적인 심사강도 설정과 관련하여,

선거운동 방법규제 중에서도 행위규제와 비용규제의 경우를 나누어서 접근

할 필요가 있다고, 환언하면 행위규제의 대안으로서 비용규제를 적극적

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특정한 표현행위를 제한하는 것과 특정한

표현행위를 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제한하는 것은 모두 내용 중립적

879) 헌재 2009. 5. 28. 2006헌바109 등, 판례집 21-1하, 545, 560-561.
880) 헌재 2020. 11. 26. 2016헌마275 등, 공보 제290호, 1518, 1521-15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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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neutral) 규제라는 측면에서 선거운동에 대한 방법규제의 범주에

해당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기본권 주체가 행사하는 정치적 표현 내용과

의 밀접성 내지는 관련성의 정도에서 양자는 다르게 평가될 소지가 크다

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행위규제는 특정한 행위로 표현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 직접

표현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경우(예컨대 인쇄물 발행, 유권자가 서로 대면

하여 소통, 선거 관련 정치적 의사표현을 위한 집회 내지는 시위, 일정한

시간을 활용한 표현 등)에 대한 규제를 의미한다. 반면 비용규제는 대체로

비용을 지출하는 표현행위 그 자체를 이른바 ‘상징적 표현’으로 제한하는

것을 의도한다기 보다는, 비용이 특정한 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일종의

도구나 수단으로 기능하여 한 단계 또는 그 이상의 추가적인 단계를 거

쳐야 간접적으로 표현과 관련되는 경우에 대한 제한을 염두에 둔 규제를

지칭한다. 이는 전자에 비해 후자가 표현의 자유가 보호하는 내용의 핵심인

‘표현’과 보다 이격된 것으로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약할 것임을

방증한다.881)

그렇다면 일반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과 관련한 방법을 규제하는

규정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모든 규제들을 ‘내용

중립적’이라는 이유로 동일한 기본권제한수단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위와

같이 행위규제와 비용규제라는 두 가지 규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권 제한의

강도의 차이에 주목하는 것이 사안에 보다 정합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데

보다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른바 ‘피해의 최소성’

을 심사함에 있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대안과 대안 사이의 비교를 불충분하게 함으로써 엄격한 과잉금지

원칙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개연성이 높다.

3. 유권자와 후보자간 차별취급 관련 문제

제도의 도입 연혁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현행 유권자 선거운동은

881) 이상 이 문단의 내용은 배정훈(2020), 87-89쪽의 내용을 요약 및 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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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유권자만을 규제의 대상으로 한정한다기 보다는 후보자를 포함한

모든 주체의 선거운동 내지는 선거 관련 정치적 의사표현행위에 대한 규

제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입안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후보자는 건

거운동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행사하지만

유권자는 이에 더하여 주권자로서 주권 행사를 위해 알 권리까지 충족받

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양자는 헌법적으로 다른 집단으로 평가되기 충분

하다. 그렇다면 양자를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은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

는 차별취급을 의미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일반 유권자가 후보자 보다

선거운동 내지 선거 관련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다 두텁게 보장받

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 방법규제로 인한 취급은 이와 같은 당위와는 반대로 작동

하는 상황에 가깝다. 1987년 헌법의 시행 이후 수 차례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차츰 확보해 나간 후보자에 비해, 유권

자는 그와 같은 혜택을 누리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882) 오히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명함 배부 등 일정한 선거운동행위는 가능해진

후보자에게는 현행 방법규제, 특히 행위규제들은 단순한 ‘탈법방지규정’

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뿐이지만, 유권자에게는 이들 규제들이 여전히 선

거 관련 정치적 의사표현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일반적 금지규정’으로

작동하고 있는 상황이다.883)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 선거운동 방법규제들

이 차별의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하거나 비례성 원칙에 따른 차별취급과

공익 사이의 적정한 형량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884)

결국 평등원칙의 관점에서도 위 규제들의 헌법적 정당성을 찾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882) 관련하여 앞서 제2장 제3절 및 제4장 제2절에서의 논의 참조. 관련하여 “기존의 공명

선거의 논리는 대다수가 처음부터 기회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소수자들간의 기회균등

만을 의미할 뿐이다.”라는 입장으로 송석윤(2007b), 194쪽.
883) 헌재 2014. 4. 24. 2011헌바17 등, 판례집 26-1상, 628, 659-660(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
884)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한정된 내용이기는 하나, 유사한 논리구조로 배정훈

(2016), 287-28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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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치적 행위무능력자’로서의 유권자

한국의 입법자들은 미국식 선거운동의 자유에 기반한 선거법제를 받아

들였음에도, 일본을 거쳐 전래된 19세기 프로이센식 선거공무설에 입각하

여 선거는 국가의 공무를 결정하는 일종의 신성한 제의로, 선거권 행사를

일종의 특권인 것처럼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계몽되지

못한 일반 유권자’는 선거과정에서 후보자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통해

일깨워야 하는 선거의 객체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는 권위주의 시기에 국가권력이나 소위 진보

세력 등 기존 정치질서의 외곽에 머무르던 세력에 의해 조직적으로 동원

되거나 금전 등의 공여에 의해 흔들리는 존재로 입법자에게 인식됨으로써, 철

저히 선거에 관한 한 ‘정치적 의사무능력자’의 지위에 머물러야 하는 대상

이었다.885) 1958년 협상선거법 은 이러한 입법자의 입장을 반영한 결과였다.

1987년 헌법 이후로 선거 관련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실질적인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으나, 입법자는 1994년 통합선거법 을 통해

여전히 일반 유권자를 선거에 관한 한 ‘정치적 행위무능력자’의 지위에

남겨둠으로써, 신진 세력의 정치영역으로의 진출 내지는 기존 정치 기득권

체제의 변화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결국 앞에서 살펴

보았던 현행 유권자 선거운동 방법규제들의 문제점에는 유권자를 바라보는

이와 같은 시각이 배경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하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자의 주권의식의 앙양을 위하여

상시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현행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 제1항은

여전히 일반 유권자를 선거와 관련하여 ‘계도’의 대상으로 보고 있음을 시

사하는 예시로 판단된다.886) 더 나아가 이는 기성 정치권에 신진세력이

885) 유사한 취지의 견해로 김학진(2017), 190쪽.
886) 위 조문의 모태가 된 선거관리위원회법 (1963. 1. 16. 법률 제1255호로 폐지제정된 것)

제12조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항상선거권자의 주권의지의 앙양에 노력하고 특히

선거가 있을 때에는 투표방법 기타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선거권자에게 주지,

계도하여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위 법률 조항이 효력을 발휘할 무렵 발간된 한

문헌에서는 당해 조항이 선관위가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유권자에게 “주지계몽

(周知啓蒙)”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김철수 편저, 헌법총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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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하기 어려운 한국적 현실 및 선거운동 관련 규제입법으로 인해 검찰

및 사법부와 국회 사이에 미묘한 긴장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한국 사회

의 현실과도 어느 정도 연관되는 부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887)

Ⅱ. 개선 방향

1. 불명확한 규제 폐지

공직선거법 제7장의 선거운동 부분에는 위 법률에서 규정한 선거운동

(동법 제58조 제1항 본문), 선거운동을 위한 행위(예컨대 동법 제105조

제1항, 제106조 제1항),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예컨대 동법

제90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동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등 이 연구에서 규정한 헌법적 차원에서의

광의의 선거운동에 포함되는 행위들이 각각 다르게 규율되고 있음은 위

에서 확인한 바와 같다.888) 이로 인해 선거에 관한 특정한 의사표현행위가

위 범주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반인 뿐 아니라

법률 전문가 집단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은

제2장889)에서 확인한 바와 같다.

이와 같은 유권자 선거운동 행위규제의 양태는 앞서 언급되었던 수범

현암사, 1964, 700쪽. 직접인용도 같은 쪽).
887) 이와 같은 한국의 경우와 비교할 때, 선거 내지 선거권에 대한 이론으로부터 상대

적으로 자유로웠던 영국의 경우에는 제한선거가 실시되었던 명예혁명 이후의 17세기

후반에서부터 선거권자의 선거 관련 정치적 의사표현에 관하여 별도의 제한입법을 두

지 않았다. 이후 보통선거운동 이후 선거권이 확대되면서 선거에서의 부패 방지 등을

위한 입법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선거 관련 정치적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하던 전통에 입

각하여 선거운동 행위에 대한 규제가 아닌 선거비용에 대한 규제라는 수단을 택했음은

앞서 제3장에서 확인한 바 있다. 영국은 이와 같은 입법을 통해 선거권자의 선거운동

행위 자체를 보장하면서도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패 등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던 것으로 생각된다.
888) 그 밖에 수범자가 주로 일반 유권자이기 보다는 언론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직접 검토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예컨대 기사 게재 등과 관련하

여 ‘선거에 관한 행위’를 규율하는 동법 제95조 제1항 또한 예시될 수 있을 것이다.
889) 구체적으로 이 연구의 제2장 제2절 Ⅰ. 4. 항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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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예측가능성이나 규제기관의 자의적인 법집행·법적용 배제를 요청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규제 입법에서의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평가될 여

지가 크다. 일반인의 관점에서나 법률 전문가의 관점 모두에서 규제입법을

통한 확정적인 해석 지침을 얻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890)

그렇다면 이러한 불일치를 야기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상 제반 행위규

제들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해석기준이 제시될 수 있는 방향으로 문언을

정비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관련 규제의 폐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891)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혼란을 발생시키고 있는 공직

선거법 제93조 제1항이라든지,892) 선거운동 기간 외에는 공직선거법 에

따른 선거운동을 금지함으로써, 일반 유권자의 선거 관련 정치적 의사표현

을 사실상 선거운동 기간 내로 한정시키는 위축효과를 발생시킬 여지가

큰 공직선거법 제59조 본문 및 동법 제254조 제1항에 따른 사전선거운

동금지,893) 일반 유권자와 후보자 사이에 가장 기본적이고 자연스러운 적

극적·능동적 행위임과 동시에 유권자가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할 자유도

890) 관련하여 우리나라 보다 오래된 사법심사 경험을 보유한 미국 연방대법원이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와 관련하여 ‘일반인 기준’과 ‘법전문가 기준’의 두 가지 척도에 따라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진다고 정리한 문헌으로 전종익, “미국 헌법상 명확

성 원칙(void for vagueness) 심사 - 미국연방최고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서울대
학교 법학 제50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465-466쪽, 477쪽(구체적인

형벌규정이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미국 판례에 대한 소개로 같은 문헌 466-477쪽

참조). 현행 공직선거법 상 유권자 선거운동 행위규제의 제반 양태들은 이들 가운데

어떠한 기준에 의하더라도 위헌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891) 한편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90조 및 제93조 제1항의 삭제를 내용으로 한 지속적인

개정의견을 통해 먼저 유권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규제부터 폐지하

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은 앞서 제4장 제2절 Ⅲ. 항목에서 확인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시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선거운동 방법규제의 범위를 축소시킨다는 점에서 일응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선거운동 개념과 선거 관련 정치적 의사표현행위의

구별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기는 어렵다는 연구자의 입장에서는(앞서 제2장 제2절

참조) 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 개념을 삭제하거나 후보자의 행위로 별도로 구별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유권자 선거운동 방법규제 가운데 행위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대안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유사한 취지로 김현태(2007), 291-292쪽).
892) 제3절의 Ⅱ. 2. 항목의 논의 등 참조.
893) 일반 유권자의 경우에 한정되지는 않으나 해당 규제 전반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견

해로 송석윤(2007b), 220-2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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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되고 있는894)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및 동법 제255조 제1항

제17호에 의한 호별방문금지와 같은 규정들의 위헌성은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행정범에 대한 행위규제 축소

다만 현행 공직선거법 은 ‘누구든지’를 수범자로 하고 있는 다종다양

한 방법규제를 두고 있을 뿐 아니라 비교적 최근까지도 입법자는 해당

규제들이 사라질 경우 선거의 ‘공정’에 문제가 발생하여 선거과열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때 검토해 볼 수 있는 단기간의 대안으로, 이른바 ‘형사범

(刑事犯)적 선거운동 규제입법’과 ‘행정범(行政犯)적 선거운동 규제입법‘의

구별에 입각하여, 후자에 대한 행위규제 축소를 선제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895) 양자를 나누어 보는 견해에 따르면,896) 선거운동

규제입법은 그 자체로서 반사회성을 가지는 행위에 대한 규제와 특별히

사회적으로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선거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취지에서 가해지는 규제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고 한다.897) 이처럼

양자를 구별하는 견해는 정치적 의사표현행위 일반을 규제하는 데 있어서

해당 행위가 정부의 통제 대상(governmental control)인지 여부를 고려할

894) 김학진(2017), 191쪽.
895) 양자를 변별하는 입장에 따르면, 형사범적 규제입법은 별도의 행위규범 없이 바로 재

판규범만을 정립하는 법률 제정형식을 취하고, 행정범적 규제입법은 행위규범을 명시한

후, 별도로 벌칙조항에서 그에 대한 위반을 처벌하는 재판규범을 두는 형식으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한다(박정훈,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박영사, 2005, 330쪽).
896) 예컨대 문광삼(1985), 229-231쪽; 임종훈, “선거운동의 자유와 현행 선거법상 규제의

문제점”, 공법연구 제29집 제4호, 한국공법학회, 2001, 37-38쪽. 유사한 취지에서 ‘실

질범’과 ‘형식범’이라는 표현으로 양자를 구별하는 견해로는 권영설(2006), 486-487쪽;

정만희(2003), 379-380쪽.
897) 문광삼(1985), 229-230쪽. 해당 문헌에서는 형사범적 규제의 대표적인 예시로 유권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선거의 자유방해죄, 투표의 비밀침해죄, 허위사실공표죄 등을

들고 있고, 행정범적 규제로는 사전선거운동금지, 호별방문금지, 문서나 도화의 배포나

연설회 등에 대한 제한 및 금지를 예시하고 있다(같은 문헌, 같은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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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입론과도 일응 연결된다.898)

형사범과 행정범은 모두 그 제재수단으로 형벌이 부여된다는 측면을

감안할 때 양자를 본질적으로 구별할만한 질적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는 견해도 개진되고 있고,899) 실제로 반사회성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이

고 유동적일 수 있다.900) 다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와 같은 상대성 내지

유동성으로 인해 어떠한 선거운동 규제입법이 ‘현재의 우리나라’라는 시

간과 공간 속에서 당연히 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것인지에 대해 탄력적이

고 유연한 입법적 대응이 가능함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다. 더하여 ‘현

재의 공직선거법 외의 다른 형사처벌 조항이 있는 방법규제’과 ‘그렇지

않은 방법규제’라는 측면에서 입법자에게 폐지대상 규제입법과 유지가

필요한 규제입법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

에서도 역설적으로 유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테면 현행 형법 은 명예훼손과 모욕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는

상대적으로 형사범적 선거운동 규제수단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고, 이

연구의 주된 대상인 유권자의 선거운동 주요 방법규제, 즉 유권자의 사전

선거운동행위금지와 호별방문행위금지, 문서·도화 등의 배포·게시 등 행위

금지, 집회 등 인적 회합 행위 및 면대면 접촉 행위 제한 등은 행정범적

선거운동 규제수단의 범주에 속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입법자에게 현행

유권자 선거운동 규제입법 가운데 어떠한 규제가 유지될 필요성이 크고,

어떠한 규제는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판단지침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형사범과 행정범의 구별을 바탕으로, 먼저 단기적으로 현행

유권자 선거운동 행위규제 가운데 해당 행위 자체로서 행위불법 내지는

결과불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행위규제들을 점진적으로 줄여

898) Emerson(1970), p. 81. 해당 문헌에서는 예컨대 정치적 의사표현을 위해 특정인을

암살하는 행위와 의사표현을 위해 입(mouth)을 열고 닫는 행위를 대비시키고 있다.
899) 이러한 입장을 소개하는 문헌으로 김동희·최계영, 행정법 Ⅰ, 박영사, 2021(이하
김동희 외(2021)로 약칭), 514-515쪽.

900) 김동희 외(2021), 5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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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표 6]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의 유권자의 선거 관련 정치적 표현행위에 대한 규제는 내

용규제와 형사범적 행위규제(매수 및 이해유도죄라든지 선거의 자유 방

해죄 등)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수단을 구비하고 있다. 이들 제재들을 통해

서도 다양한 선거범죄에 대한 형사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주요 행위규제들은 - 예비후보자 제

도라든지 ‘통상적인 정당활동’ 등이라는 이유로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후보자들과는 달리 - 일반 유권자들이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의사표현행

위를 자유롭게 하기 어렵게 하는 일반적 금지규정으로 기능하면서901) 다

수의 일반 유권자들에게 형사제재를 가하는 근거로 작동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아직 우리나라의 유권자들은 과거 선거사(史)를 돌아볼 때

금권선거나 관권선거에 취약했다는 점을 들어 행위규제가 여전히 필요하

다는 주장도 개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1987년 헌법 성립

이후 규범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선거법제로 인해 큰 변화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총선에서 돈이나 선물, 무료 식사, 향응,

투어 등을 제공받은 적 있다고 고백한 유권자 비율은 1990년대 두 자리수

퍼센트에서 2004년 3%, 2008년 1.4%로 줄었다고 한다.902) 이는 1994년

통합선거법 제정으로 강화된 후보자에 대한 선거비용규제가 효력을 발

휘하고 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주권자로서의 유권자의 시민의식이 어느

정도 성숙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전면적인 유권자 선

거운동 행위규제의 폐지가 어렵다면 구체적으로 이전부터 다수의 사건들

이 문제되었던 공직선거법 상 인쇄물·시설물 등 설치 금지에 관한 규정

부터 시작으로 사전선거운동금지, 그리고 호별방문 등 금지의 순서 등으

로 단계적인 접근 또한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903)

901) 비록 반대의견이었고,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한정된 설시이기는 했지만 이

와 같은 취지를 언급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헌재 2014. 4. 24. 2011헌바17 등, 판례집

26-1상, 628, 659-660(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 참조.
902) Stephan Haggard, Jong-Sung You, “Freedom of Expression in South Korea”,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Vol. 45, No. 1, 2015, p. 13.
903) 이와 같은 순서는 이들 규제들이 실질적으로 도입 내지는 강화된 시기부터 역산한

것과 같다.



- 249 -

3. 비용규제로의 전환 모색

장기적으로는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 방법규제의 구체적인 양상을 세

밀하게 설정할 수 있는 입법부에 의해, 상대적으로 표현과의 관련성이

높음으로 인해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강한 행위규제보다는 표현행위의

수단으로서 주로 기능하는 비용규제로의 전환 모색이 요청된다.

현행 공직선거법 에는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용

의 상한을 설정한다거나, 특정한 항목을 대상으로 비용을 사용할 수 없

게끔 하는 내용의 선거비용에 대한 규제수단은 뚜렷하게 발견되지 않는

다. 일반 유권자가 광의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한

양적·질적인 규제(이하 ‘비용규제’)는 비교법적으로 볼 때 영국이나 미국,

캐나다 등 다수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규제수단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제3자가 정당이나 후보자 등과 통모하지 않고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아

후보자의 선거비용에 대한 양적규제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규정

( 공직선거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참조)에서 간접적으로 규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를 직접 수범자로 한 비용규제는 발견되지 않

는다.

이는 공직선거법 에서 일반 유권자의 기부행위 및 그와 유사한 행위

그 자체를 금지하는 입법태도를 취하고 있는 데에서 일정 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검토한 것처럼,904) 비용규제는 일반 유권자

가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한 규제

이므로 ‘방법의 방법의 규제’로서 기본권이 보호하는 행위에 대한 가장

덜 제약적인 수단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은 유형의 규제수단에 해당한다.

여기에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905)을

904) 자세히는 이 절의 Ⅰ. 2. 항목 참조.
905) 정치적 의사표현은 공동체 구성원 사이의 소통 및 교환을 통해 공동체의 여론 내지

공감대 형성으로 이어질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정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이우영, “미국 위헌법률심사기준의 정립 과정에서의 우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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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안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왜 유권자의 선거 관련 정치적 의사표현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는 이와 같은 유형의 규제수단이 채택되지 않았는

지에 대해 검토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할 수 있다.906)

이와 같은 시도에 대해서는 일반 유권자와 후보자 측이 비밀리에 통모

하는 등의 가능성을 막지 못한다는 점에서 단지 이론에 불과하고 현실적

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907) 그러나 선거와

관련하여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상 일반 유권자는 말, 전화, 인터넷 등을

활용하는 것 외에는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마땅한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탈법행위의 발생 개연성부터 걱정하면서 주권자의 권리 행사를 막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때 실제로 일반 유권자에 대한

비용규제를 상세히 규정하여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에서의 기회균등

사이의 형량을 유지하는 해외 사례에서 영감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4. 사법부의 역할을 통한 주권자로서의 유권자 지위 실질화

2020. 12. 29. 법률 제17813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법 은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처벌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선거운동의

자유가 부당하게 위축되는 측면”908)을 감안한 입법임을 표방했다, 그렇

지만 그 내용 상으로는 말(言)과 전화라는 제한적인 방법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는 데 머물렀고,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 방법규제 전반에 대한

지위 이론(Preferred Position Doctrine)의 의의 - 표현의 자유 법리를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제12권 제4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11, 299쪽. 같은 취지로 박용상

(2013), 877-878쪽). 헌법재판소 또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억압당하면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정치원리는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므로, 다른 기본권에 비해

우월한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재 2011. 12. 29. 2007헌마

1001 등, 판례집 23-2하, 739, 756-757).
906) 다만 비용규제의 전제로서, 일반적으로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인식되는 선거 관련

정치적 표현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표현행위를 하는 주체를 명시하고, 상업광고와 같이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특정한 영역의 경우에는 영국의 경우와 같이 행위규제를 병행

하는 등의 조치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907) 이를테면 헌법실무연구회(2015), 279쪽(장재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장 발언).
908) 공직선거법 [법률 제17813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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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으로 나아가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 본 정치영역에 다

양한 세력이 대표되기를 원하는 주권자로서의 일반 유권자와 재선을 목

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의 이익충돌 구조 및 한국적 맥락에서

여전히 선거 관련 ‘정치적 행위 무능력자’로 입법자에게 인식되고 있는

일반 유권자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는 일정 부분 자연스러운 귀결인 것

으로 판단된다.

관련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선거 관련

정치적 의사표현에 있어서 여전히 ‘정치적 행위무능력자’의 지위에 머무르고

있는 일반 유권자의 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사법부909)에 의한 현행 관련 규제입법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판단이

절실해진다. 종래 우리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 관련 규제에 대해 대체로

입법자의 판단을 존중하는 형태의 소극적 결정을 내려 왔다는 지적이 있다.910)

그런데 오늘날 사법, 특히 헌법재판은 사법주의(Judicialism)의 보편화 내지

사법국가화(Jusdizstaat)의 경향 속에서, 단순히 정치권력에 의해 수동적

으로 분립된 제도나 기능이 아니라 정책결정과정에서 독자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기존 권력을 통제하는 기제로 인정받고 있다.911) 이러한 측

면을 감안할 때, 특히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 규제입법의 위헌심사 내지는

헌법합치적 법률해석과 관련하여서 더욱 이러한 사법부의 역할이 기대된

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이익충돌의 상황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는 일반

유권자 선거운동의 방법규제에 대해 위헌심사를 할 때, 입법자 개인의 이익

이나 다수정당의 이익을 의도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

으면 위헌으로 보아야 한다. 912) 여기서 위 논의에서 살펴 본 현행 유권

909) 구체적 사건성을 요건으로 하는 사법의 개념을 전통적 의미의 사법관으로 보고, 반면에

현대적 의미의 사법관에 따르면 당해 요건이 포함되지 않아 헌법에 대한 해석·적용에 대한

분쟁까지도 사법의 판단 대상이 된다고 분석하는 문헌으로 이헌환(2007), 22-29쪽. 이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결정 또한 국가작용으로서의 사법권의 행사에 자연스럽게 포함된

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910) 홍석한(2013), 125쪽 참조.
911) 이헌환, 사법권의 이론과 제도, 유원북스, 2016, 80쪽.
912) 전종익(2017a), 1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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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선거운동의 방법규제, 특히 그 가운데 행위규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들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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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1. 이 연구에서는 현행 공직선거법제에 존재하는 일반 유권자에 대한 주요

선거운동 규제입법 가운데, 유권자의 선거 관련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주요 선거운동 방법규제에 주목하여

해당 규제의 내용이 자유롭고 민주적인 헌정질서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현재의 규제들은 유권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형태의 규제를 부과함으로써 여전히

큰 틀에서 관헌국가적인 선거운동 규제를 유지하고 있었다.913) 이에 비교

법 및 헌정사적인 접근을 활용한 문헌연구를 통하여 유권자 선거운동

규제입법에 관한 일반이론과 각국의 관련 규제 현황, 우리나라에서의 당해

규제의 도입 및 전개 과정을 검토한 후, 관련하여 현행 행위규제 위주의

유권자 선거운동 방법규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국가공동체 대표자의 정치권력이 정당

화되는 원천이자 국민이 공동체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게 하는 기제

로서 의미를 가진다. 특히 후자의 측면에 주목할 경우,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의사표현행위로서의 선거운동은 비단 후보자 뿐 아니라 주권자로서

선거에 임하는 유권자에게도 최대한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도출된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에서는 선거운동의 의미를 법률에 규정

하고 관련 유사 개념들을 다양하게 규율하고 있는데, 이들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이와 같은 세분화된 구별이 야기할 수 있는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위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아가

헌법적 차원에서 볼 때 선거 관련 제반 정치적 의사표현행위와 선거운동을

구별해야 할 당위적 근거는 없으며, 오히려 이들은 표현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 속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본질상 일치한다. 그렇다면 선거와 관련

된 정치적 의사표현행위 일체를 선거운동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913) 송석윤(2007b), 2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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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때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입법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에

해당하고, 이 연구의 주된 검토 대상인 선거운동 방법규제는 표현 내용

에 근거한 것이 아닌 표현 중립적 규제에 해당하여 보다 폭넓은 제한이

가능하다는 입론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표현 중립적 규제로

서의 방법규제 또한 개별 방법의 특수성과 표현과의 밀접성 내지는 관련성

이라는 표지를 통해 표현행위 그 자체에 대한 직접적 규제(행위규제)와

표현 방법으로서의 행위에 수반하는 도구나 비용에 대한 간접적 규제

(비용규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전자와 비교할 때 후자가 정치적

의사표현행위를 제한하는 강도가 약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거운동방법

에 대한 규제입법은 원칙적으로 행위규제 대신 비용규제를 채택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한편 선거운동 규제 가운데 특히 일반 유권자가 하는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입법하는 데 있어서는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공정)이라는 가치의 관계성 외에, 헌법상 국

민주권원리의 실질적 구현, 주권자로서의 일반 유권자가 선거과정에서

누려야 할 알 권리, 주인으로서의 일반 유권자와 일종의 대리인에 해당

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국회의원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익충돌의 여

지 등을 추가로 감안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 입각하여 볼 때에도

유권자의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는 최소한으로 입법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5.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 국가들에

서는 대체로 이와 같은 유권자 선거운동 방법규제의 바람직한 방향에 입

각한 규제입법이 성안되어 있었다. 구체적으로 특정한 선거운동행위 그

자체를 금지하는 행위규제보다는 비용지출을 금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그에 대한 보고의무를 규정하는 등의 비용규

제 위주로 선거에서의 제3자(third party)로서의 유권자에 대한 규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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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국가들에서는 일반 유권자가 선

거운동에 참여하는 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대체로 선거 관련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6. 다만 예외적으로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유권자의 선거운

동을 규제함에 있어 표현방법으로서의 행위 자체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형태의 입법을 채택하고 있었다. 이는 일본이 선거운동 규제입법을 처음

입안할 당시 주로 참고한 것으로 알려진 영국에서는 논쟁 끝에 주요 행위

규제가 채택되지 못하고 비용규제를 위주로 한 규제가 도입된 경우와는

상이한 것이다. 이는 유권자가 선거운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주체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후보자가 하는 선거운동을 수동적으로 접하는

대상에 불과한 것인지를 둘러싼 양국 입법자의 인식 차이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에서 유권자는 선거운동의 능동적 주체이자 적극적인

참여자이었기 때문에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의 방법 가운데 행위에 대한

규제를 채택하고자 하는 시도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반면 일본에서는

유권자가 단지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는 존재 정도로 인식

되었기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를 보다 자유화하자는 논의에도 불구하고

각종 선거운동 방법과 관련한 행위규제가 존치되었다.

7. 우리나라에서는 8·15 해방 이후 미군정기 때 도입된 선거운동 관련

법률에서는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 행위에 대한 규제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다. 1950년대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이와 같은 자유로운 선거운동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다만 당시 입법자들은 대체로 유권자를 후보

자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통해 계몽해야 할 이들로 인식하고 있었다.

결국 그들이 생각한 선거운동의 자유는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에 한정

되어 있었던 셈이다. 이는 입법자 자신들의 재선을 위해 관권(官權)이나

신진 정치세력의 선동에 이용당할 소지가 큰 ‘민도가 낮은’ 일반 유권자의

선거 참여를 막는 방향으로 선거운동 규제를 도입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다수의 행위규제를 도입한 1958년 민의원의원선거법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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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유권자를 선거운동의 주체에서 배제시킨 1963년 국회의원선거법

아래에서 유권자는 사실상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의사무능력자’의 지위에

머물렀다.

8. 1987년 헌법 이후 실질적으로 국민주권을 회복한 유권자의 선거 관련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대두되었다. 이에

1994년 당시 여당과 제1야당의 협의 속에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이

제정되어, 일반 유권자는 선거운동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한 부분은

삭제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법제에서도 유권자의 선거운동 방법규제 중

주요 행위규제는 그대로 유지되거나 선거부정 방지를 명목으로 오히려

강화되는 모습까지 나타남으로써, 일반 유권자는 여전히 선거 관련 ‘정치적

행위무능력자’로 남게 되었다. 이후 낙천·낙선운동 등을 위시한 여러 개선

시도 등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틀은 현행 공직선거법 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유지되고 있다.

9. 이 연구의 검토 대상인 현행 공직선거법 에서 유권자의 선거운동 방

법에 대한 주요 행위규제들은 과도한 불명확성, 행위규제 이외의 대안에

대한 고려의 부재, 주권자인 유권자가 오히려 후보자보다 광의의 선거

운동의 자유를 제한받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취급의 비합리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제된다. 이와 같은 문제는 결국 ‘정치적 의사무능력자’로부터

는 벗어났으나 여전히 ‘정치적 행위무능력자’의 지위에 머무르고 있는 유

권자에 대한 입법자의 인식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10. 이를 개선하기 위해 먼저 공직선거법 상 관련된 규제를 적용함에

있어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위한 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

표시’ 등의 각종 선거운동 관련 개념들을 재검토하여, 보다 명확한 해석

기준이 제시될 수 있는 방향으로 문언을 정비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관련 규제의 폐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통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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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공직선거법 이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해 접근하지 못하는 법률914)

이라는 평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11. 다음으로 단기적으로 그 자체로서 반사회성을 가지는 행위에 대한

규제(형사범적 행위규제)와 특별히 사회적으로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선거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취지에서 가해지는 규제(행정범적

행위규제)의 구별에 입각하여, 특히 후자에 대한 규제의 축소를 선제적

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해외 주요

입법례와 유사하게, 선거운동 방법규제의 양태를 행위규제로부터 유권자에

대한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적은 비용규제로 전환하는 것을 점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유권자와의 관계에서 상호 이익충돌의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입법부와는 구별되는 위치에서, 주권자로

서의 유권자의 실질적 지위 회복을 위하여 판단할 수 있는 사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914) 서복경(2013), 311-312쪽 참조.



- 258 -

참 고 문 헌

1. 단행본

강수림, 통합선거법해설, 돌베개, 1994.
강원택, 한국정치론, 박영사, 2018.
강원택, 한국정치의 결정적 순간들, 21세기북스, 2019.
계희열, 헌법학(중)(신정2판), 박영사, 2007.
국회사무처, 대한민국국회 60년사, 2014.
권영설, 헌법이론과 헌법담론, 법문사, 2006.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김광수, 선거와 선거제도, 박영사, 1997.
김동희·최계영, 행정법 Ⅰ, 박영사, 2021.
김영삼, 김영삼 대통령 회고록 상(양장본), 조선일보사, 2008.
김영수, 한국헌법사(수정증보 3쇄), 학문사, 2009.
김 욱, 한국의 선거 60년사 ④ 노태우, 김영삼 정부의 선거: 민주화 과

정의 출발과 지역주의의 폭발, 마인드탭, 2016.
김철수, 헌법질서론, 수학사, 1962.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7.
김철수 편저, 헌법총람, 현암사, 1964.
김하열, 헌법강의, 박영사, 2021.
김현태, 한국의 선거운동제도와 정치 발전 -자유, 공정, 그리고 민주주

의 -, 도서출판 오름, 2007.
김효연, 시민의 탄생, 스리체어스, 2017.
대검찰청, 공직선거법벌칙해설, 대검찰청, 2018.
문광삼, 헌법학(제2판), 삼영사, 2015.
미국정치연구회 편, 미국 정부와 정치, 명인문화사, 2008.
민문기, 국회(민의원)의원선거법개론, 선문사, 1954.



- 259 -

박동천, 선거제도와 정치적 상상력, 책세상, 2000.
박상철, 선거운동과 정치관계법, 한줄기, 1995.
박용상, 표현의 자유, 현암사, 2003.

, 언론의 자유, 박영사, 2013.
박정훈,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박영사, 2005.
박희태, 대변인, 랜덤하우스중앙, 2006.
서복경, 한국의 선거 60년사 ① 한국 1세대 유권자의 형성: 제1·2공화국

의 선거, 마인드탭, 2016.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공저, 정치학의 이해, 박영사, 2002.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공저, 정치학의 이해(제2판), 박영사, 2019.
서중석, 대한민국 선거이야기, 역사비평사, 2008.
성낙인, 선거법론, 법문사, 1998.
성낙인, 대한민국헌법사, 법문사, 2012.

, 헌법학, 법문사, 2021.
성승환, 헌법과 선거관리기구, 경인문화사, 2015.
송석윤, 위기시대의 헌법학, 정우사, 2002.
송석윤, 헌법과 사회변동, 경인문화사, 2007.

, 헌법과 정치, 경인문화사, 2007.
송 우 편저, 한국헌법개정사, 집문당, 1980.
신현경, 선거제도론, 청구출판사, 1957.
심지연, 한국정당정치사(제3차증보판), 백산서당, 2017.
심지연·김민전, 한국 정치제도의 진화경로 - 선거·정당·정치자금제도, 백

산서당, 2007.

안순철, 선거체제 비교(개정판), 법문사, 2016.
양승두·이동과·김영삼·전형성 공저, 영미공법론, 길안사, 1997.
오윤식, 후보자와 정당을 위한 공직선거법 해설, 피앤씨미디어, 2016.
유럽정치연구회 엮음, 유럽정치론, 박영사, 2018.
유진산, 해뜨는 지평선, 한얼문고, 1972.
유진오, 헌법의 기초이론, 명세당, 1950.



- 260 -

윤지영, 오가닉 미디어(Organic Media), 오가닉미디어랩, 2016.
이부하, 민주적 선거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 피앤씨미디어, 2015.
이승우, 헌정사의 연구방법론, 두남, 2011.
이용복, 선거법강의, 박영사, 2021.
이종우, 한국선거발전론, 박영사, 2015.
이헌환, 법과 정치, 박영사, 2007.
이헌환, 사법권의 이론과 제도, 유원북스, 2016.
이헌환 편저, 대한민국헌법사전, 박영사, 2020.
이효원,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21세기북스, 2020.
장동진, 심의민주주의, 박영사, 2012.
장 훈 편저, 호주의 정당정치와 선거제도, 지구문화사, 2000.
정만희, 헌법과 통치구조, 법문사, 2003.
정병욱, 선거법, 박영사, 2002.
정요섭, 선거론, 박영사, 1965.
정종섭, 헌법연구 1, 박영사, 2004.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8.
조기숙, 16대 총선과 낙선운동 - 언론보도와 논평을 중심으로 -, 집문

당, 2002.

차병직, NGO와 법,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2.
최대권, 헌법학강의, 박영사, 2001.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04.
최재욱,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의 몇 가지 쟁점, 피플뱅크사, 1993.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9.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8.

데이비드 파웰, 전용주 옮김, 선거제도의 이해, 한울, 2012.
(M. Farrell, David, Electoral Systems: A Comparative Introduction

2nd Edition, New York : Palgrave Macmillan, 2011)



- 261 -

데이비드 헬드, 박찬표 옮김, 민주주의의 모델들, 후마니타스, 2010.
(Held, David, Models of Democracy 3rd Edition, Cambridge: Polity

Press Ltd., 2006.)

로버트 달, 김왕식·장동진·정상화·이기호 옮김, 민주주의, 동명사, 1999.
(Dahl, Robert A., On Democrac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8.)

마크 터쉬넷, 한상희 옮김, 헌법은 왜 중요한가, 아포리아, 2016.
(Tushnet, Mark, Why the Constitution Matter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0.)

버나드 마넹, 곽준혁 옮김, 선거는 민주적인가, 후마니타스, 2004.
(Manin, Bernard, The Principles of Representative Govern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스티븐 브라이어, 이국운·장철준 옮김, 역동적 자유, 사회평론, 2016.
(Breyer, Steven, Active Liberty: Interpreting Our Democratic

Constitution, New York: Alfred A. Knopft Doubleday Group,

2005.)

아렌트 레이프하트, 김석동 옮김, 민주주의의 유형,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6.

(Lijphart, Arend, Patterns of democracy: government forms and

performance in thirty-six countri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2.)

알버트 다이시, 안경환·김종철 공역, 헌법학입문, 경세원, 1993.
(Dicey, Albert Ven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the Law of the

Constitution, Indianapolis: Liberty/Classics, 1982.)

존 스튜어트 밀, 서병훈 옮김, 대의정부론, 아카넷, 2012.
(Mill, John Stuart, “Considerations on Representative Government”,

Three Essays: On Liberty, Representative Government, The

Subjection of Women, (with an Introduction by Richard

Wollheim), Oxford: Oxford Univerity Press, 1975.)



- 262 -

존 하트 일리, 전원열 옮김, 민주주의와 법원의 위헌심사, 나남출판, 2006.
(Ely, John, Hart, Democracy and Distrust : A Theory of Judicial

Review,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0.)

토르스텐 킨그렌, 랄프 포셔, 정태호 역, 독일기본권론 제33판

(Grundrechte Sttaatrecht Ⅱ, 33. Auflage), 박영사, 2021

(Kingreen, Thorsten, Ralf Poscher, Grundrechte Staatrecht Ⅱ, 33.

Auflage, Heidelberg: C.F. Müller Gmbh, 2017.)

Ackerman, Bruce, James S. Fishkin, Deliberation Da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4.

Arneson, Richard J., “Democracy is not intrinsically just”, Keith

Dowding, Robert E. Goodwin, Carole Pateman eds., Justice

and Democrac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Blackburn, Robert, The Electoral System in Britain, New York: ST.

Martin’s Press, INC., 1995.

Brennan, Jason, Against Democrac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6.

Butler, David E., The Electoral System in Britain Since 1918(Second

Edition), Oxford: Clarendon Press, 1963

Curtis, Gerald L., The Japanese Way of Polit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Emerson, Thomas I., The System of Freedom of Expression, New

York: Random House, 1970.

Ginsberg, Benjamin, Martin Shefter, Politics by Other Means(3rd

Edition),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2002.

Habermas, Jürgen, translated by William Rehg, Between Facts and

Norm : contribution to a discourse theory of law and

democracy(second printing), Cambridge: The MIT Press, 1996.



- 263 -

Hrebenar, Ronald J., Japan's New Party System, Colorado: Westview

Press, 2000.

Jelf, Ernest Arthur, The Corrupt and Illegal Practices Prevention Act,

1883. 46 & 47 Vict. c. 51, London: Sweet and Maxwell Limited, 1894.

LowenStein, Daniel Hays, Richard L. Hasen, Daniel P. Tokaji,

Nicholas Stephanopoulos, Election Law : cases and materials,

Durham, N.C.: Carolina Academic Press, 2008.

Meiklejohn, Alexander, FREE SPEECH and Its Relation to

Self-Government, New York: Harper & Brothers Publishers, 1948.

Meiklejohn, Alexander, Political Freedom, New York: Harper & Row,

1972.

Rogers, Robert, Rhodri Walters, Nicolas Besly, Tom Goldsmith, How

Parliamentary Works(8th Edition), New York: Routledge, 2019.

Seager, J. Renwick, The Corrupt Practices Act 1883, London: P. S.

King&Son, Parliamentary Agency, 1883.

Seymour, Charles, Electoral Reform in England and Wal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15.

Smolla, Rodney, A., Melville B. Nimmer, Smolla and Nimmer on Freedom

of Speech(Vol. 2), Brand: Clark Boardman Callaghan, 1996.

Walpole, Spencer, The Electorate and the Legislature, London:

Macmillan, 1892.

Nohlen, Dieter, Wahlrecht und Parteiensystem(7. Auflage), Opladen:

Verlag Barbara Budrich, 2014.

스기하라 야스오, 이경주 옮김, 헌법의 역사, 이론과실천, 1999.
(杉原泰雄, 憲法の歴史, 岩波書店, 1996.)
하야카와 마코토, 김찬현 옮김, 대표민주주의 가이드, 도서출판 이김, 2020.
(早川誠, 代表制という思想, 風行社, 2014.)



- 264 -

辻村みよ子, 『権利としての選挙権』, 勁草書房, 1989.

杣正夫, 『日本選挙制度史─普通選挙法から公職選挙法まで』, 九州大学

出版会, 1986.

森口繁治, 『選擧制度論(現代政治學全集 第8卷)』, 日本評論社, 1931.

2. 논문

강경근, “선거법 개정과 헌법재판소 결정 이론의 검토”, 저스티스 제33권
제1호, 한국법학원, 2000.

강태수,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세계헌법
연구 제14권 제2호,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08.

고민수, “유권자의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문제점”, 언론과 법
제8권 제2호, 한국언론법학회, 2009.

길용원, “일본에서의 선거운동의 규제에 관한 고찰”, 비교법연구 제19
권 제2호,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2019.

김경제, “선거운동의 자유”, 공법연구 제32집 제5호, 한국공법학회,

2004.

김경호, “선거운동의 정의와 그 범위의 결정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5

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언론과 법 제16권 제1호,
한국언론법학회, 2017.

김도협, “현행 독일 선거법제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17권 제2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김문현, “현대 민주국가에 있어서의 선거의 의미와 과제”, 공법연구
제28집 제4호 제1권, 한국공법학회, 2000.

김정연,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개념으로서 목적의사와 목적범의

판단기준”, 형사법연구 제31권 제2호, 한국형사법학회, 2019.

김종현, “가짜뉴스의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미국의 논의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법학 제60권 제3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 265 -

김윤홍, “미 연방헌법 수정 제1조의 해석과 자기통치의 원리 - 민주주의

적 언론의 자유이론과 우리 헌법의 해석”, 법학연구 제29권 제

4호,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김윤홍, “언론의 자유와 자기통치론 - 마이클존의 자기통치 이론과 명백

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을 중심으로”, 서울법학 제26권 제3

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김학진, “호별방문금지규정의 정착 과정과 문제점에 관한 소고”, 민주법학
제63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7.

김형철·홍경선,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직선거법 개정 방안 : 시민단체의

선거법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민주주의연구 제14권 제2

호,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 자치 연구소, 2018.

문재완,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 청자 중심의 표현의 자유 이론을 위

한 시론 -” 세계헌법연구 제17권 제2호, 세계헌법학회 한국학

회, 2011.

문재완, “선거운동의 자유와 헌법 제116조 제1항”, 외법논집 제42권
제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박종보, “사회 변화와 헌법재판소의 역할”, 저스티스 통권 제121호, 한국
법학원, 2010.

박종보, “헌법 제116조”, 헌법주석[법원, 경제질서 등], 한국헌법학회 편,

2018.

박찬표, “제헌국회 선거법과 한국의 국가형성”, 한국정치학회보 제29권
제3호, 한국정치학회, 1996.

배정훈, “탈법행위에 의한 선거 관련 표현행위 금지규정에 관한 연구 -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입법연혁, 관련 판례의 동향 및 심사

기준의 문제를 중심으로 -”, 헌법재판연구 제3권 제1호, 헌법

재판연구원, 2016.

배정훈, “일본과 영국에서 일반 유권자가 하는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도

입의 입법사적 고찰 - 1950년대 초반까지의 논의를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제26권 제1호, 한국헌법학회, 2020.



- 266 -

배정훈·이나현·임효준, “인터넷 매체 선거운동의 활성화를 통한 소수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고: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07헌마

1001 등 결정 및 2012. 2. 29. 개정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공익과 인권 통권 제12호,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12.
서복경, “제한적 경쟁의 제도화”, 최장집·박찬표·박상훈·서복경·박수형,

논쟁으로서의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13.
성낙인, “선거제도와 선거운동”, 저스티스 통권 제130호, 한국법학원, 2012.
송기춘, “선거과정에의 유권자의 참여”, 공법연구 제34집 제4호 제1권,

한국공법학회, 2006.

송석윤, “4월 혁명의 헌정사적 영향과 의회민주주의 실현의 과제 -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과 관련하여 -”, 헌법학연구 제16권 제2호,

한국헌법학회, 2010.

손인혁,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헌법학
연구 제24권 제2호, 한국헌법학회, 2018.

양 건, “선거과정에서의 국민참여의 확대 - 선거운동의 자유와 그 한계

를 중심으로 -”, 공법연구 제20집, 한국공법학회, 1992.
유현종, “선거운동 규제의 제도적 변화외 지속성 - 국회의원 선거운동

관련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45권 제1호, 한국정

치학회, 2011.

윤성현, “J. S. Mill의 민주주의론에서 ‘참여’의 헌법이론적 의의”, 공법
연구 제40집 제1호, 한국공법학회, 2011.

윤영미,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검토 -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문서 등

배부 금지규정에 대한 과도한 광범성 법리에 따른 위헌성 검토를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제16권 제3호, 한국헌법학회, 2010.
윤정인·김선택,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의 수호자인가”, 공법학연구

제16권 제1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15.

음선필, “선거과정과 헌법재판소 - 선거운동 관련 판례의 분석 -,” 홍익
법학, 제12권 제1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 267 -

음선필, “선거의 완전성”, 홍익법학 제15권 제3호, 홍익대학교 법학연

구소, 2014,

음선필, “소수정당과 선거운동 - 입법론적 검토 -”, 입법학연구 제13
집 제1호, 한국입법학회, 2016.

음선필, “선거의 평온 및 공정성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한 검토”,

헌법재판연구 제6권 제2호, 헌법재판연구원, 2019.
이경주, “대표제의 역사적 변화와 소환권”, 민주법학 제26권, 민주주의법

학연구회, 2004.

이계수, “권두언: 사악(私惡)의 굿판을 걷어차고 대동세상의 한마당으로!”,

민주법학 제63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7.
이금옥, “선거법상 낙천·낙선운동의 위법성 문제”, 공법연구 제29집 제4호,

한국공법학회, 2001.

이대진,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서의 민주주의 - 19세기 영국 선거법 개혁”,

정치정보연구 제19권 제1호, 한국정치정보학회, 2016.

이우영, “미국 위헌법률심사기준의 정립 과정에서의 우월적 지위 이론

(Preferred Position Doctrine)의 의의 - 표현의 자유 법리를 중

심으로”, 공법학연구 제12권 제4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11.

이우영, “표현의 자유 법리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기준”, 서울대
학교 법학 제53권 제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이우영, “외국인 참정권과 공직선거법제의 입법적 과제”, 입법학연구
제18집 제2호, 한국입법학회, 2021.

이윤환, “공직선거법상 외국인선거권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32권,
한국법학회, 2008.

이재철·박명호, “선거공영제의 평가 :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분석”,

의정논총 제6권 제2호, 한국의정연구회, 2011.
이재홍, “과잉금지원칙의 논증구조 -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통권 제163호, 한국법학원, 2017.
이황희, “선거의 정치적 의미에 관한 사상사적 고찰”, 헌법학연구 제23권

제1호, 한국헌법학회, 2017.



- 268 -

임성희, “미국의 선거자금규제 판례와 표현의 자유 - 역사적 배경과 판

례를 중심으로”, 법조 통권 제178호, 법조협회, 2016.
임종훈, “선거운동의 자유와 현행 선거법상 규제의 문제점”, 공법연구

제29집 제4호, 한국공법학회, 2001.

임 현, “당내경선시 경선운동과 선거운동의 확정적 구별론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 -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도12172 판결”, 형사법
의 신동향 제45호, 대검찰청, 2014.

임효준, “공직선거법 제59조와 제93조 제1항의 관계 고찰 - ‘매체를 이용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충분한 시기 보장을 위하여 -”, 민주법학
제51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3.

전상현, “미국헌법상 법인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소고”, 아주법학 제10권
제4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전상현, “외국인의 기본권보장 방안 - 헌법상 근거, 기본권주체성, 기본권

제한에 관하여 -”, 법조 제68권 제6호, 법조협회, 2019.

전종익, “미국 헌법상 명확성 원칙(void for vagueness) 심사 - 미국연방

최고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법학 제50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전종익, “위헌심판의 심사기준 - 선거운동과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

서울법학 제18권 제1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 “선거제도의 입법과 선거운동의 자유 - 국회의원의 이익충돌

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연구 제4권 제1호, 헌법재판연구원,

2017.

, “국회의원의 헌법상 의무와 이익충돌”, 저스티스 통권 제159호,

한국법학원, 2017.

정대화, “낙천·낙선운동의 전개과정과 정치적 의의”, 4·13총선, 캠페인
사례연구와 쟁점분석, 한국정당정치연구소 연구기획시리즈 ⑥,
문형출판사, 2000.

정만희, “선거에 관한 헌법상의 원칙”, 동아법학 제6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1988.



- 269 -

정종섭, “단체의 선거운동 제한의 위헌 여부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

지법 제87조를 중심으로”, 헌법판례연구 제2권, 한국헌법판례
연구학회, 2000.

정한울·이곤수, “정치효능감과 정치신뢰의 조합이 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향”, 의정연구 제38권,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3.
조동은, “선거운동의 개념과 민주적 정치과정 -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논집 제21권
제4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조소영, “정치적 표현행위에 대한 공직선거법상의 한계에 대한 헌법적

검토 - 공직적격검증을 위한 의혹제기와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

실공표죄 -”, 공법연구 제44집 제1호, 한국공법학회, 2015.

조영승, “선거운동의 자유의 보장체계에 관한 소고 - 헌법적 근거와 보

호영역을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제19권 제2호, 비교공법학회,

2018.

조재현,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표현내용에 근거한 제한 - 내용 중립적

제한과 내용에 근거한 제한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제19권
제4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09.

차진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개념 등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권한의

범위와 한계”, 법조 통권 720호, 법조협회, 2016.

채진원, “숙의민주주의 지향의 선거법규제의 전환: 선거운동방식규제에서

비용중심규제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35권 제3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9.

최대권, “정치개혁을 위한 몇 가지 생각(II) - 정부형태, 정당, 정치자금,

선거제도 등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법학 제33권 제2호, 서울
대학교 법학연구소, 1992.

최희경, “정치적 표현에 관한 헌법적 고찰 - 선거운동의 자유를 중심으로

-”, 법학논집 제15권 제1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최희경, “표현내용규제와 표현중립적 규제의 구별과 적용”, 법학논집

제26권 제1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 270 -

한수웅, “공무원의 기본권 제한 -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헌

법적 문제점을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 통권 제434호, 대한변

호사협회, 2013.

한수웅, “헌법재판일반론”, 주석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

구원, 2015.

한태연, “한국헌법사 서설”, 한태연·갈봉근·김효전·김범주·문광삼 공저,

한국헌법사(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
허순철, “영국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표현의 자유”, 공법학연구

제19권 제4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18.

황성기, “인터넷과 선거운동”, 언론과 법 제9권 제1호, 한국언론법학회, 2010.
황수익, “제1공화국의 선거제도와 선거”, 한국정치연구 제5권, 서울대

학교 한국정치연구소, 1996.

홍석한, “선거운동의 자유와 규제에 관한 헌법적 고찰”, 헌법학연구 제
19권 제4호, 한국헌법학회, 2013.

Baker, C. Edwin, “Campaign Expenditures and Free Speech”,

Harvard Civil Rights-Civil Liberties Law Review, Vol. 33,

No. 1, 1998.

Bakvis, Herman, Jeniffer Smith, “Third-party advertising and electoral

democracy: The political theory of the Alberta court of appeal

in Somerville v. Canada (attorney general)”, Canadian Public

Policy, Vol. 23, No. 2, 1997.

Benhabib, Seyla, “Deliberative Rationality and Models of Democratic

Legitimacy”, Constellations Volume 1, Issue 1, 1994.

Briffault, Richard, “Issue Advocacy: Redrawing the Elections/Politics

Line”, Texas Law Review, Vol. 77, 1999.

Bullock, David, “Electoral Expression with Institutional Bounds:

Framing Judicial Treatment of Elections in New Zealand”,

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 Law Review, Vol. 42, 2011.



- 271 -

Carens, Joseph H., “Immigration, Democracy, and Citizenship”, in

Oliver Schmidtke, Saime Ozcurumez ed., Of States, Rights,

and Social Closure - Governing M igration and Citizenship,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7.

Christiano, Tom, Edward N. Zalta ed., “Democracy”,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2018(https://plato.stanford.edu/archi

ves/fall2018/entries/democracy, 최종검색일 : 2021. 6. 3.).

Destri, Chiara, “Extrinsic Democratic Proceduralism: A Modest

Defence”, Res Publica Volume 27, issue 1, 2021.

Elklit, Jørgen Palle Svensson, “The Rise of Election Monitoring: What

Makes Elections Free and Fair?”, Journal of Democracy, Vol.

8, No. 3, 1997.

Ely, John Hart, “Flag Desecration: A Case Study in the Roles of

Categorization and Balancing in First Amendment Analysis”,

Harvard Law Review, Vol. 88, No. 7, 1975.

Emerson, Thomas I., “Toward a General Theory of the First

Amendment”, Yale Law Journal, Vol. 72, No. 5, 1963.

Ewing, Keith D., “Promoting Political Equality: Spending Limits in

British Electoral Law”, Election Law Journal Vol. 2, No. 4,

2003.

Farrell, David M., Rüdiger Schmitt-Beck, “Studying political campaigns

and their effects”, Farrell, David M. and Rüdiger Schmitt-Beck

eds., Do Political Campaigns Matter Campaign Effects in

Elections and Referendums, London : Routledge, 2002.

Feasby, Colin, “Issue Advocacy and Third Parties in the United

Kingdom and Canada”, McGill Law Journal, Vol. 48, 2003.

Feasby, Colin,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Law of the Democratic

Process”, The Supreme Court Law Review: Osgoode’s Annual

Constitutional Cases Conference, Vol. 29, 2005.



- 272 -

Feasby, Colin, “Continuing Questions in Canadian Political Finance

Law: Third Parties and Small Political Parties”, Alberta Law

Review, Vol. 47, No. 4, 2010.

Gauja, Anika, Graeme D. Orr, “Regulating ‘third parties’ as electoral

actors: Comparative insights and questions for democracy,”

Interest Groups & Advocacy Vol. 4, No. 3, 2015.

Geddis, Andrew C., “Democratic Visions and Third-Party Independent

Expenditure - A Comparative View”, Tulane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Vol. 9, 2001.

Goldie, Mark, “The Unacknowledged Republic: Officeholding in Early

Modern England”, Tim Harris ed., The Politics of the

Excluded, New York: Palgrave, 2001.

Griffin, Christopher G., “Debate: Democracy as a Non-Instrumentally

Just Procedure”, The Journal of Political Philosophy, Vol. 11,

No 1, 2003.

Grossberg, Michael, “Social History Update: “Fighting Faiths” and the

Challenges of Legal History”, Journal of Social H istory, Vol.

25, No. 1, 1991.

Lawlor, Andrea, Erin Crandall, “Understanding third-party

advertising: An analysis of the 2004, 2006, and 2008

Canadian elections”, Canadian Public Administration Volume

54, No. 4, 2011, The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of

Canada, 2011.

Lawlor, Andrea Erin Crandal,, “Third Party Election Spending in

Canada and the United Kingdom: A Comparative Analysis”,

Election Law Journal, Vol. 13 No.4, 2014.

Lawlor, Andrea Erin Crandal,, “Policy versus practice: Third party

behaviour in Canadian elections”, Canadian Public

Administration, Volume 61, No. 2, 2018,



- 273 -

Linz, Juan J., Alfred Stepan, “Toward Consolidated Democracies”,

Journal of Democracy, Vol. 7, No. 2, 1996.

Manin, Bernard(translated by Elly Stein and Jane Mansbridge), “On

Legitimacy and Political Deliberation”, Political Theory Vol.

15, No. 3, 1987.

McElwain, Kenneth Mori, “Manipulating Electoral Rules to

Manufacture Single-Party Dominanc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52, No. 1, 2008.

Meyrowitz, Joshua, “Images of Media: Hidden Ferment—and Harmony

—in the Field”, Journal of Communication, Vol. 43, No. 3, 1993.

Mobrand, Erik, “The Politics of Regulating Elections in South Korea:

The Persistence of Restrictive Campaign Laws”, Pacific Affairs,

Vol. 88, No. 4, 2015.

O'Gorman, Frank, “Rituals and Ceremonies: The Social Meaning of

Elections in England 1780-1860”, Past & Present No. 135, 1992.

Padilla, David and Elizabeth Houppert, “International Election

Observing: Enhancing the Principle of Free and Fair

Elections”, Emory International Law Review, Vol. 7, No. 1,

1993.

Pal, Michael, “Third party political participation and anti-collusion

rules”, Canadian Public Administration, Vol. 61, No. 2, 2018.

Quinn, Allison R., “National Campaign Finance Laws in Canad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Suffolk Transnational Law

Review Vol. 20, no. 1, 1996.

Reisman, W. Michael, “International Election Observation”, Pace

International Law Review, Vol. 4, Issue 1, 1992.

Ringhand, Lori A., “Concepts of Equality in British Election Financing

Reform Proposals”,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 22,

No. 2, 2002.



- 274 -

Rix, Kathryn, “The Elimination of Corrupt Practices in British

Elections? Reassessing the Impact of the 1883 Corrupt Practices

Act”, English Historical Review, Vol. 123, No. 500, 2008.

Rowbottom, Jacob, “Lies, Manipulation and Elections - Controlling

False Campaign Statements”,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 32, No. 3, 2012.

Rowbottom, Jacob, “The Regulation of Third Party Campaigning in

UK Elections”, The Political Quarterly, Vol. 91, No. 4, 2020.

Schauer, Frederick, Richard H. Pildes, “Electoral Exceptionalism and

the First Amendment”, Texas Law Review, Vol 77, 1999.

Smith, Bradley A., “Faulty Assumptions and Undemocratic

Consequences of Campaign Finance Reform”, The Yale Law

Journal, Vol. 105, No. 4, 1996.

Song, Sarah, “Democracy and noncitizen voting rights”, Citizenship

Studies, Vol. 13, No. 6, 2009.

Stone, Geoffrey R., “Electoral Exceptionalism and the First Amendment:

A Road Paved with Good Intentions”, New York University

Review of Law and Social Change, Vol. 35, 2011.

Wright, J. Skelly, “Politics and the Constitution: Is Money Speech?”,

The Yale Law Journal, Vol. 85, No. 8, 1976.

You, Jong-sung, Jiun-Da Lin, “Liberal Taiwan Versus Illiberal South

Korea: The Divergent Paths of Election Campaign Regulation”,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Vol. 20, 2020.

佐藤令·丸本友哉, “我が国の選挙運動規制の起源と沿革 - 大正14年普通選

挙法制定の帝国議会における議論を中心に - ”, 『レファレンス』

718号, 国立国会図書館, 2010.

戸松秀典, “選挙運動の自由―その憲法上の意義(1)”, 『成城法学』 13号,

成城大学法学会, 1983.



- 275 -

杣正夫, “選挙運動の文書図画制限規定と憲法原則”, 『法政研究』 38巻

2/4号, 九州大学法政学会, 1972.

末松孝典, “明治二十五年・選挙干渉事件における言論規制”, 『近代日本研究』
第26巻, 慶応義塾褔沢研究センター, 2009.

三枝昌幸, “選挙公営の起源と展開”, 『法律論叢』 第9巻第6号, 明治大学法律

研究所, 2018.

3. 학위논문

김유신, “선거운동기간의 제한에 관한 연구 - 사전선거운동죄에 관한 판

례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학위논문,

2017.

오봉진, “선거운동의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 방법규제에서 비용규제로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공공경영학과 석사학위논문, 2013.

문광삼, “정치적 자유권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

사학위논문, 1985.

윤진희, “선거자금 규제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

대를 위한 선거자금제도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전상현, “미국헌법상 법인의 기본권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

학과 법학박사학위논문, 2017.

최호동, “1987년 헌법규정의 형성과정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법학전문박사학위논문, 2020.

三枝昌幸, “選挙運動の自由と公正 ― 立法過程の議論に着目して ― ”, 明治

大学大学院法学研究科 2015年度 博士学位請求論文, 2016.



- 276 -

4. 연구보고서 등

김대근 외,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개념의 합리성 제고방안 연구,
2018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연구용역보고서, 2018.

박명호 외,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방법의 실효성 및 제도개선 방안 학술

연구, 2012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2012.
박상철 외,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호 정치관계법제의 개선방향, 한국법

제연구원, 1993.

박영도, 영국의 선거부패 및 위법행위방지법제, 한국법제연구원, 1993.
송석윤 외,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 헌법재판소 정책개발연

구 제3권, 2011.

음선필 외, 정치관계법상 주요 규제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 선거운동

과 정치자금을 중심으로 -, 20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용역

과제, 2018.

허석재, “2018년 캐나다 「선거현대화법」 제정의 내용과 의의”, 외국
입법 동향과 분석 제29호, 국회입법조사처, 20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명선거연구반, 공명선거실현을 위한 여론조사결

과 분석보고서(선위선-91-005), 199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각 국의 선거제도 비교연구,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20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독일 연방선거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스페인 연방선거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프랑스 연방선거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9.



- 277 -

Falguera, Elin, Samuel Jones, Magnus Ohman eds., Funding of

Political Parties and Election Campaigns, International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 2014.

OSCE Office for Democratic Institutions and Human Rights, Note on

Third Party Regulations in the OSCE Region, 2020.

The Lord Hodgson of Astley Abbotts CBE, Third Party Election

Campaigning - Getting the Balance Right, Crown copyright,

2016.

UK Electoral Commission, Overview of regulated non-party

campaigning, 2021.

5. 과거 언론보도내역

인물계, 1957년 12월호.

인물계, 1958년 2월호.

신동아, 1993년 12월호.

월간중앙, 1994년 4월호.

6. 논평, 서평, 토론회 자료집 등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노회찬 의원 외, 선거제도
개혁방안 토론회 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 선

거법 피해사례를 통해 본 선거제도 개혁방안 토론회 자료집,

2018. 7. 11.

참여연대·유승희의원,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 토론회 선거운동 규제와

표현의 자유 : 공직선거법 쟁점과 개정 방향 토론회 자료집,

2017. 7. 5.



- 278 -

헌법실무연구회 편, 헌법실무연구 제15권, 헌법재판소, 2015.

7. 인터넷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

<국회 회의록>

http://likms.assembly.go.kr/record/index.jsp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규포털>

http://law.nec.go.kr

<한국언론진흥재단 데이터베이스 빅카인즈>

https://www.bigkinds.or.kr

<영국 Parliamentary Papers>

https://parlipapers.proquest.com

<영국 법령 검색>

http://www.legislation.gov.uk

<영국 의회 의사록(Hansard)>

https://hansard.parliament.uk

<영국 선거위원회>

https://www.electoralcommission.org.uk/

<미국 연방 하원 도서관(Library of Congress)>

https://www.loc.gov/

<미국 텍사스 주 헌법 및 법률(Texas Constitution and Statutes)>

https://statutes.capitol.texas.gov

<캐나다 선거위원회>

https://www.elections.ca/home.aspx



- 279 -

<캐나다 연방대법원>

https://scc-csc.ca/home-accueil/index-eng.aspx

<호주 연방 입법(Federal Register of Legislation)>

https://www.legislation.gov.au/

<프랑스 법령 포털>

https://www.legifrance.gouv.fr/

<독일 인터넷 법률 검색>

https://www.gesetze-im-internet.de/

<스페인 선거위원회>

http://www.juntaelectoralcentral.es/

<뉴질랜드 법령 검색>

https://legislation.govt.nz/

<뉴질랜드 의회>

https://www.parliament.nz/en

<뉴질랜드 선거위원회>

https://elections.nz/

<아일랜드 전자 법전>

https://www.irishstatutebook.ie/

<아일랜드 공직위원회>

https://www.sipo.ie

<일본 E-Gov 법령검색>

https://elaws.e-gov.go.jp/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디지털 컬렉션(国立国会図書館デジタルコレク

ション)>

http://dl.ndl.go.jp/

<일본 제국의회회의록 검색 시스템(帝国議会会議録検索システム)>

http://teikokugikai-i.ndl.go.jp/

<일본 중의원 홈페이지(衆議院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Japan)>

http://www.shugiin.go.jp



- 280 -

<일본 국립공문서관 디지털 아카이브(国立公文書館デジタルアーカイブ)>

https://www.digital.archives.go.jp/

<유럽 안보협력기구(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https://www.osce.org/

<BAILII - 영국-아일랜드 법률 정보 연구소)

https://www.bailii.org/

<CanLII - 캐나다 법률정보 연구소>

https://www.canlii.org/en/

<AustLII - 호주 법률정보 연구소>

http://www6.austlii.edu.au/

<호주 국세청 법률 데이터베이스>

https://www.ato.gov.au/Law/#Law

<일본 TKC 법률 도서관>

https://www.tkc.jp/law/lawlibrary/

<IDEA - 국제 민주주의·선거지원 기구>

https://www.idea.int/

<유럽인권법원 Database>

https://www.echr.coe.int/Pages/home.aspx?p=caselaw/HUDOC&c=

<Hathi Trust Digtial Library>

https://babel.hathitrust.org

<Internet Archive>

https://archive.org/

<Freedom House>

https://freedomhouse.org/



- 281 -

8. 그 밖의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집, 198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관계법 개정의견(2013. 6.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관계법 개정의견(2016. 8. 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개정의견(2021. 4. 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관계법 개정의견(2021. 5. 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정지원과, 2012년 양대 선거 관련 단체의 활동

길라잡이, 2013.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온통 하지마’ 선거법 유

권자 피해사례 보고서, 2018. 4. 16.

참여연대 웹사이트, 자료실-소송자료 메뉴(https://www.peoplepower21.o

rg/index.php?mid=sue&search_keyword=%EC%84%A0%EA%B

1%B0&search_target=title_content&document_srl=1578713, 최종

검색일 : 2019. 10. 27.)

ACE Encyclopedia, Media and Elections, Third Party Campaigning 항목,

(https://aceproject.org/ace-en/topics/me/mea/mec04/mec04b1),

최종검색일 : 2021. 6. 27.

Code of Good Practice in Electoral Matters: Guidelines and

Explanatory Report - Adopted by the Venice Commission at

its 51st and 52nd sessions, Venice: Venice Commssion,

2002(https://www.venice.coe.int/webforms/documents/default.as

px?pdf=CDL-AD(2002)023rev2-cor-e&lang=EN, 최종검색일 :

2021. 6. 6.).

Erik Mobrand, Is Fairness Enough? The Politics of Regulating

Elections in a New Democracy(http://ssrn.com/abstract=2492486

에서 다운로드, 최종검색일 : 2021. 11. 28.).



- 282 -

Ian Loveland, Constitutional Law, Administrative Law and Human Rights

8e: Online Casebook, Oxford University Press(https://learninglink.

oup.com/static/5c0e79ef50eddf00160f35ad/casebook_63.htm; https://

learninglink.oup.com/static/5c0e79ef50eddf00160f35ad/casebook_64.htm

최종검색일 : 2021. 11. 16).



- 283 -

Abstract

A Study on the Election Campaign

by Voters

- Focusing on the Regulation of Election Campaign

Method in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

Bae, Jeonghun

The Graduate 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Focusing on regulatory legislations in the current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that restrict the voter’s right to participate in election

campaigns as a sovereign citizen, and more specifically on regulations

on the methods of election campaigns that could infringe on the

voter’s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in elections, this dissertation

examines the legitimacy of regulation on election campaigns in a free

and democratic constitutional order.

In a free and democratic nation, elections are the sources of

political legitimacy and the means to participate in the community’s

political opinion formation. Concerning election’s latter significance,

one can infer an axiom that election campaigns, as an act of

expressing one’s political opinion about elections, should not be

limited to the candidate but open to the voter who casts a ballot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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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overeign citizen. This axiom embodies the principles of national

sovereignty, ensures the voter’s right to know the processes of

electing the representatives, and resolves the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the people and the legislator, who draws up the

election campaign regulations.

The current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offers the legal definition

of election campaigns and prescribes various adjacent terms. But it is

hard to differentiate the latter from the former, and such a system of

minute categorization may limit the range of the voter’s political

expression. Furthermore, from a constitutional standpoint, there is no

clear reason to section off the act of expressing political opinions on

elections from election campaigns; in fact, both exist invariably within

the boundaries of freedom of speech. It is possible to approach the

act of expressing political opinions on elections as an election

campaign in itself.

Such a perspective implies that regulatory legislation on election

campaigns constitutes regulation on political freedom of speech. One

might argue that, as regulation on election campaign methods is

content-neutral, it makes sense to invariably regulate election

campaign methods. It is crucial to take notice, however, that

content-neutral regulation on methods is further divided into

regulation on the act of political opinion expression (regulation on

acts) and regulation on instruments or expenditures entailed by the

act of political opinion expression (regulation on expenditures).

Considering that the latter, in comparison to the former, does not

significantly limit the act of expressing political opinions, it is more

desirable for regulatory legislation on election campaign methods to

regulate expenditures instead of acts, with the effect of minimizing

encroachment on the freedom of spe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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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ountries that ensure political freedom of speech as fundamental

rights, regulatory legislations take the desirable route when it comes

to regulating election campaign methods. In these countries, regulation

on the voter — the third party in the election — is usually regulation

on expenditures: prohibiting or setting limits to financial expenditures,

requiring disclosure reports, etc.

Japan is an exception, however. Like South Korea, Japan elected to

regulate election campaigns by regulating political acts. Although

Japan consulted precedents in the U.K. when drawing up their

election laws, the two countries diverged from each other, as the

U.K. eventually implemented regulation on expenditures, not acts,

after several disputations. This divergence can be attributed to the

different perceptions of the voter in the minds of each nation’s

legislators, one viewing the voter as a proactive and participatory

agent in election campaigns and the other as a passive spectator in

candidate-centered election campaigns.

In South Korea, the election laws adopted by the U.S. military

government — established after the country’s liberation from Japan in

August 1945 — did not regulate the ordinary voters’ election

campaigns. Such a liberal attitude to election campaigns remained in

tact until the early to mid-1950s. The legislators, however, generally

regarded the voter as a person to be enlightened by the candidates’

electioneering. Their idea of freedom of election campaigns, therefore,

was limited to the candidate’s freedom of election campaigns. To

ensure re-election, the legislators adopted election campaign

regulations, preventing the ordinary voter, regarded as an ‘uneducated’

mass swayed by government authorities and ascending political

figures, from participating in elections. With the 「1958 Election of

Members of the House of Commons Act」 that introduced mult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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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 on political acts to regulate election campaign methods

and the 「1963 Election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Act」 that

denied the ordinary voter agency in election campaigns, the voter

essentially was reduced to a person “devoid of political capacity.”

In more recent times, however, it was argued that the voter’s

freedom of political speech should be expanded following the

restoration of true national sovereignty in the wake of the 1987

Constitution. As a result, the 「1994 Act on the Election of Public

Officials and the Prevention of Election Malpractices」 was enacted.

The new law, which restored the agency of the voter, however,

retained the regulation on acts to regulate election campaign methods

and even strengthened it with the justification that it prevented

electoral corruption. In essence, the voter has remained “politically

incompetent” even with this new law in place.

Regulation on acts as a measure to regulate election campaign

methods is problematic because of its vague definition, failure to

consider the alternatives, and irrationality inherent in the

discriminatory treatment of the voter whose freedom of election

campaigns are severely limited more so than the candidate, despite

them being a sovereign citizen. This imbalance seems to stem from

the legislator’s perception of the voter as “politically incompetent,”

although the voter is no longer viewed as “devoid of political

capacity”. To address the issue at hand, the various ill-defined terms

in the Public Office Election Act need to be reviewed; in the short

term, regulations on acts as a measure of regulating election methods

should be curtailed; in the long term, regulation on election campaign

methods should move toward regulation on expenditures with the

effect of reducing the possibility of infringement on fundamental

rights. In this process, the judiciary, with its distinct role from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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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slative, is required to proactively restore the voter to the status of

a genuine sovereign citizen.

keywords : Election Campaign by Voters, Freedom of Political Speech,

Regulation on the Election Campaign, Content-neutral

Regulation, Act-based Regulation, Cost-based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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