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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地域區國會議員選擧區劃定에 있어서 人口偏差의 基準
成 樂 寅*

1)

Ⅰ. 序說

현대적인 대의민주주의의 원리하에서 국민은 선거를 통해서 그 대표자를 선

출한다. 그 선거란 바로 주권자인 국민의 신성한 의사표현이다. 선거결과가 주
권자의 의사표현을 왜곡하지 않도록 공정한 선거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현

행 국회의원선거제도는 소선거구하에서 상대적 다수대표제와 전국선거구 비례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전국선거구 비례대표제는 유권자가 전국구후보를 따

로 투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리상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있던 바 2001년에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으로 새로운 제도도입이 불가피하다.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조 제1항은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국
회의원지역구”라 한다)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地勢․교

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이를 획정하되,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시(구가 설

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군(이하 “구․시․군”이라 한다)의 일부를 분할

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은 정치적으로 매우 예민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특히 인구편차의 문제는 국민의 평등선거의 원리에 대한 본질적인 도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주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문

제는 원래 정치문제(political question)라고 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미국에서 1962년 Baker v. Carr 사건이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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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재 2001. 7. 19, 2000헌마9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46조 제2항 위헌
확인: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제146조 제2항 중 “1인 1표로 한다” 부
분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병행하여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면서도 별도의 정당투표를 허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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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진 이후, 오늘날 각국에서는 국회의

원선거구획정에 있어서의 인구편차와 지역조정의 문제는 헌법상의 원리에 반

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인정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6년에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에 관한 위헌결

정을 내린 이후에 2001년에도 재차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바 있다.

Ⅱ. 選擧區 人口偏差에 관한 外國에서의 論議

1. 意義

외국에서 선거구획정에 관한 논의가 과거에는 정치문제로 보았으나 오늘날

에 이르러 법적 문제 즉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투표가치의 평등이라는 헌법상 평등원칙의 선거구획정에 있어서의 구현이다.2) 

특히 산업화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인구의 도시집중에 따른 선거구간의 인구불

균형이 문제제기의 발단이 되었다.3)

2. 英國

국에서는 부패선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832년 국민대표법에서 선거

와 의원정수의 조정이 행해진 바 있으나 100배에 달하는 인구편차를 보인 바 

있다. 이에 1883년 의석배분법에 따라 인구편차를 7 : 1로 조절되었으며, 1918

년 국민대표법에서는 5 : 1로 축소되었다. 1974년 총선거에서는 인구편차가 

3.88 : 1로 축소되었다. 선거구획정은 하원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초당적인 기
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The Permanent Boundary Commission)에서 획정한다. 

2) 각국의 이론과 판례에 관해서는 이미 많은 논설이 발표되어 있다. 판례로는 김
철수, 판례교재 헌법, 법문사, 1982; 문홍주, 기본적 인권연구, 해암사, 1991 참조. 논설
로는 권 성, 사례연구 헌법학연습, 법문사, 1994; 이강혁, 사례연구 헌법학연습, 1995, 
법지사; 정만희, 현대헌법과 의회주의, 법문사, 1995; 김문현, “선거구획정의 기준 및 인
구편차”, 고시계, 1995. 6; 정만희, 헌법의 기본문제(Ⅰ), 세종출판사, 1998, 제10장 의
원정수불균형 판결(日本); 정종섭, 헌법연구 2, 박 사, 2001, 31-38면; 이윤환, “선거구 
인구불균형과 평등선거의 원칙”, 헌법학연구 제2집, 한국헌법학회, 1996. 11, 259-276면; 
노기호, “선거구 인구불균형의 문제; 평등선거의 원칙과 관련하여”, 한양법학 제4․5집, 
1994. 2, 387-402면 참조.

3) 외국에서의 선거구획정과 관련된 현상적․사실적 측면에 관한 분석은, 김광수, 
선거와 선거제도, 박 사, 1997, 73-12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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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원회는 4개 지역(England, Scotland, Wales, North-Irland)으로 하

여금 매 10년-15년 간격으로 선거구 현황을 조사․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3. 美國4)

종래 미국에서는 1946년 콜르그로브 대 그린 사건(Colegrobe v. Green, 328 

U.S. 549(1946))에서와 같이 선거구인구 불균형의 문제 내지 선거구획정 문제는 

정치문제(Political Question)5)라고 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 다. 이 사
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우리나라에서와 마찬가지 현상의 하나인 인구의 도시집중

으로 인하여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심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전에 획정한 

선거구에 따른 선거를 실시함에 따라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8.9 : 1에 이르고 있

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심사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1962년 베이커 대 카 사건

(Baker v. Carr, 369 U.S. 186(1962))에 이르러 불평등한 인구비례에 따른 선거

구획정은 미국헌법 제14조 평등조항에 위반된다고 위헌선언하기에 이르 다. 하
지만 이 사건에서 선거구획정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2

년 후인 1964년 웨스베리 대 샌더 사건(Wesberry v. Sanders 376 U.S. 1(1964))

에서 사실상 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1인 1표 원칙에 따라 3 : 1의 편차를 

위헌선언하고 있음에 비추어 본다면, 그보다 더 엄격한 선거구획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특히 1969년의 키르파트릭 대 프라이슬러 사건

(Kirkpatrick v. Preisler, 394 U.S. 526(1969))에서는 편차가 불과 1.06 : 1인 선거
구획정을 위헌선언하기도 하 다. 키르파트릭 사건에서와 같은 엄격한 기준은 

그 후의 일련의 판결에서 상당히 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대체로 보면 연

방하원의 선거구획정은 주의회의 선거구획정보다 엄격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미국에서도 매 10년마다 선거구를 재조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4) 김 수, “불평등선거구문제”, 미국헌법연구 제8호, 미국헌법학회, 1997. 6, 199-218
면; 박상철, “불평등한 선거구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 법제연구 제1권, 한국
법제연구원, 1991. 12, 242-247면; 강휘원, “미 주정부 선거구획정 과정에의 사법부 개
입과 연방하원선거의 정당경쟁”, 한국정치학회보 제30권 1호, 한국정치학회, 1996. 5, 
223-247면; 강휘원, “선거구획정을 위한 ․미 정치환경의 비교”, 평택대논문집 제14
집, 2000. 11, 99-114면 참조.

5) 안경환, “미국헌법상 정치적 행위(political question)”, 목촌 김도창박사고희기념
논문집, 199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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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獨逸

종래 독일의 연방선거법(Bundeswahlgesetz)에서는 인구편차가 상하 33.3% 

이내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1963년 5월 22일 판결에서 

이 규정의 합헌성을 인정함과 더불어 이를 위배한 선거법부표는 개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하지만 1996년 11월 15일에 개정된 연방선거법 제3조 제1항 제3호는 선거

구획정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의 하나로서 “한 선거구의 인구수는 선거구의 평
균인구수로부터 상하 각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편차를 보여서는 아니되며, 

편차가 100분의 25를 초과한다면, 새로운 선거구획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상하 편차 15%를 허용한도로 하되, 상하 편차 25%

는 반드시 준수해야 할 최대허용한도로 함으로써 탄력적인 입법을 하고 있다. 

이는 개정 전 연방선거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한 선거구의 인구수는 선거

구의 평균인구수로부터 상하 각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편차를 보여서는 아니
되며, 편차가 100분의 33. 1/3을 초과한다면, 새로운 선거구획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던 것에 비하여 허용한계를 보다 엄격하게 한 것이다.

독일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연방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는 연방의회 임기 개시 후 15개월 이내에 선거구획정에 

관한 의견서를 연방내무부장관을 거쳐 연방의회에 제출하며, 그 의견서는 즉

시 연방정부관보에 게재된다. 특히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작성한 선거구획정보고
서는 기속력을 갖는다.

5. 프랑스

프랑스에서도 헌법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 선거구획정에 있어서 인구편차의 

문제가 필수적인 기초임을 밝히고 있다. 헌법위원회는 1986년 7월 1-2일 사건

과 1986년 11월 18일 사건 등에서 선거구획정과 관련된 법률규정에 관한 심

판이 헌법사항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 헌법적 기초로서는 헌법 제2조 제
1항의 법 앞의 평등의 원칙, 제3조 제1항의 국민주권의 원리, 동 제3항의 보

통․평등․비 선거의 원칙, 제24조 제2항의 국민의회의원의 직선규정 및 

1789년 인권선언 제6조의 평등원칙 등에 비추어 국민의회 의원선거는 인구기

준에 기초하여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6) 정부의 선거법안이 헌법위원회의 합헌

판결에 따라 1986년 11월 24일 공포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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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도(데프르트망, département) 내부에서의 선거구획정시에는 평균인구의 상

하 20% 이내의 편차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 인구편차는 기초자치단체

(캉통, Canton)간의 경계를 존중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 원칙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적인 지리적 여건과 관련된 현실을 고려하거나 아니면 

상호간의 연대성을 고려할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20%의 인구편차는 충

분히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설정할 수 있다. 이 모든 사
항을 고려하여 선거구획정권의 행사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개입할 수 있으

며, 사안별로 일반이익의 구체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

6. 日本

1962년에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문제된 이후 1964년의 판결에서 4배 정도를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1976년에 이르러 4.99 : 1인 인구편차

를 위헌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1983년 4월 27일 판결에서는 5.26 : 1의 편차
를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하기도 하 다. 또한 1983년 11월 7일 판결에서는 

3.9 : 1의 편차가 위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한편 1988년 10월 21일 판결에

서는 2.92 : 1의 편차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대체로 중의원의 경우

는 3 : 1정도의 인구편차를 인용하는 경향이며, 참의원의 경우는 5.26 : 1을 합

헌으로 판시한 바 있다.7)

그런데 1994년 2월 4일에 제정된 ‘중의원의원선거구획정심의회설치법’ 제3조 
제1항은 중의원소선거구선출위원의 선거구 개정안의 작성은 “각 선거구의 인

구의 균형을 도모하고, 각 선거구의 인구 중 그 최다의 것을 최소의 것으로 

나누어 얻은 수가 2 이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행정

구획․지세․교통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행하여야 한

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인구편차의 허용한계를 종전보다 엄격하게 하고 있다.

6) C.C. 1-2 juillet 1986, n°86-208 DC, Rec., p.78; C.C. 18 novembre 1986, 
86-218 DC, Rec., p.167; Louis Favoreu et Loïc Philip, Les grandes décisions du Conseil 
constitutionnel, Paris, Sirey, 1993, n°41; Jean Boulouis, Jurisprudence, A.J.D.A, 1987, 
pp.263-270; 같은 취지의 판례 C.C. 7 juillet 1987, n°87-227 DC, Rec., p.41.

7)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례에 관해서는, 정만희, 헌법의 기본문제(Ⅰ), 세종출판사, 
1998, 279-30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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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評價

선거구획정 문제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고, 나아가서 평등원칙에 따라 

투표가치의 평등을 사법심사의 중요 잣대로 보고 있는 것은 외국의 일반적 경

향이다. 특히 입법과 사법심사를 통하여 선거구간 인구불평등의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설정하고 있다. 그것은 나라에 따라서 다소 상이하지만 대체로 3 : 1

에서 2 : 1로 나아가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근래에 이르러 2 : 1보다 더욱 엄격

한 방향으로 정립하고 있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다만 위에서 적시한 국가는 예외 없이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엄

격한 선거구간 인구편차의 설정은 하원에 한정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

가 있다. 상원은 각기 나라마다의 특성에 따라 인구비례 아닌 다른 기준에 따

라 구성되고 있다.

Ⅲ. 憲法裁判所가 1996년에 提示한 人口偏差의 基準(4 : 1)

1. 意義

1996년 4월 11일 실시된 제15대 국회의원총선거를 앞두고 1995년에는 국회

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전체 299개 국회의석 가운데 260개의 지

역구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거구획정은 여야간의 

담합이라는 거센 비판과 함께 선거구 인구편차 및 선거구획정에 있어서의 지역

적인 게리멘더링8) 문제가 제기되었다. 특히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제14대 국회

의원선거에서 약 5 : 1이었던 것이 오히려 5.87 : 1로 개악되었다.9) 또한 충북의 
옥천군은 보은군과 동군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을 유

리하게 하기 위하여 옥천군을 독립선거구로 설정함에 따라 지리적으로 10킬로

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동군과 보은군이 하나의 선거구로 획정되었다.

이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이 사건에

8) Gerrymander식 선거구획정이라는 표현은 19세기 미국의 Massachusetts주지사 
Gerry에 의해 자행된 부정한 선거구획정을 두고 그의 이름과 그 선거구 모습의 Salamander형
을 복합하여 붙인 이름이다.

9) 1995년 3월 1일 기준으로 전남 장흥군 선거구는 6만 1천 5백 29명으로 부산 
해운대․기장군 선거구의 36만 1천 3백 96명의 5.87 : 1에 이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이
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다시 인구편차가 늘어나 6.05 : 1에 이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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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에 있어서의 인구편차가 4 : 1 이상일 경

우에는 위헌임을 선언함과 더불어 옥천과 보은․ 동 선거구간의 분리는 게리

멘더링임을 인정하 다.10)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에 따라 새로운 국회의원선거

구가 인구상한 30만, 하한 7만 5천 명을 기준으로 조정되었고, 또 옥천은 보

은․ 동선거구와 합쳐져서 단일 선거구가 되었다.

그러나 선거구간 인구편차의 적헌성 여부의 기준은 새로운 논쟁을 야기한 

바 있다. 즉 4 : 1의 기준이 합리적 기준인지 문제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인

구편차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게리멘더링이 문제된 바 있다.11) 사실 

1996년에 문제된 선거구 이외에도 기성 정치인들이 각기 자기에게 유리한 선

거구를 획정하기 위하여 많은 로비를 하 고 이에 따라 상당히 게리멘더링적

인 요소를 많이 내포하고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새로운 인구편차기준에 

따른 선거구획정과정에서 또 다시 여야간의 담합이 이루어져 국민들을 실망시

킨 바 있다.

2. 憲法裁判所의 判斷

(1)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심판을 받아들임으로써 

선거구획정문제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2)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판단에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은 평등선거의 원칙,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의 원리와 관련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평등선거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함으

로써 일반적으로 “평등의 원칙”을 선언함과 동시에, 제41조 제1항에서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평등선거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10) 헌재 1995. 12. 27, 95헌마224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별표 1｣의 ‘국회
의원지역선거구역표｣ 위헌확인.

11) 성낙인, “선거구획정의 기준과 게리멘더링”, 판례월보 제346호, 1999. 7, 7-14
면; 헌재 1998. 11. 26, 96헌마54, 공직선거법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인천 계양
구․강화군 을선거구 란) 위헌확인. 이 판례에 대한 평석은, 이기철, “선거구획정에 대
한 위헌성 여부”, 헌법판례연구(2), 헌법판례연구회 편, 박 사, 2000, 379-39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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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평등선거의 원칙은 평등의 원칙이 선거제도에 적용된 것으로서 투표의 

數的 平等 즉 복수투표제 등을 부인하고 모든 선거인에게 1인 1표(one man, 

one vote)를 인정함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투표의 成果價値의 平等 즉 1표의 

투표가치가 대표자 선정이라는 선거의 결과에 대하여 기여한 정도에 있어서도 

평등하여야 함(one vote, one value)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투표가치의 평

등은 모든 투표가 선거의 결과에 미치는 기여도 내지 향력에 있어서 숫자적

으로 완전히 동일할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3) 선거구획정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특수사정 즉 단원제국회 및 인구의 도

시집중과 선거제도로서의 상대적 다수대표제라는 요소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양원제를 채택하여 양원 중 어느 하나를 지역대표성을 가진 의원으로 구성

하고 있는 나라들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어, 국회의원이 

법리상 국민의 대표이기는 하나 현실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지역대표성도 겸하

고 있다는 점, 급격한 산업화․도시화의 과정에서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시와 농어촌간의 인구편차와 각 분야에 있어서의 개발불균형이 앞서 

본 선진외국의 경우보다 현저한 우리나라의 현실에 있어서 단순히 인구비례만 

고려하여 선거구를 획정하는 경우에는 각 분야에 있어서의 도․농간의 격차가 

더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선거구간의 인구비례의 원칙을 

완화해야 할 정책적인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현행 선거제도와 같이 

소선거구제와 결합한 다수대표제하에서는 사표가 많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거기

에 덧붙여 선거구간 인구수의 현저한 편차까지도 허용한다면 이는 곧바로 대의

제민주주의의 기본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 역시 간과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4)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에 관하여 최소선거구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 것

이 아니라 “투표가치에 있어서 中庸을 취한 평균적인 선거권”에 중점을 두어 

“전국 선거구의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여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을” 판단하

고 있다.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에 관하여, 최소선거구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전국 선거구의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가 문제로 된다. 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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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 선거구간의 인구불균형의 문제를 엄격한 평등원칙의 측면 즉 차별 여부의 

문제로서만 파악하는 한 최소선거구의 인구수와 대비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원래 차별의 문제는 다른 것과의 비교에 있어서의 상대적 문제이지 

절대적 기준에서 본 편차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모든 

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가치에 있어서 中庸을 취한 평균적인 선거권”을 향유

케 하는 것이 헌법이 지향하는 理想이라고 볼 수도 있고 따라서 각 선거구의 

선거인에 관하여 그 투표가치가 이 理想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가를 검토

하여 그 편차가 매우 큰 경우에 투표가치평등의 요구에 반하고 위헌의 하자를 

띠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또 “선거권”개념의 內包로서 “평균적인 투표가

치”가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선거권이 침해된 경우에 비로소 선거권이 침해되

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5) 선거구획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요소 즉 “행정구역, 지세, 교통사정, 

생활권 내지 역사적, 전통적 일체감 등 여러 가지 정책적․기술적 요소” 중 

인구기준에 기초한 “투표가치의 평등은 여타 고려요소와는 다른 본질적인 중

요성”을 갖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거구 인구편차가 “2배 

이상인 경우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보면서

도, 제2차적 요소를 고려하여 최대인구수와 최소인구수의 편차가 4 : 1 이상이
면 위헌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국회가 현실적인 입법을 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헌

법재판소의 권한범위 안에서 입법형성에 있어서 준거가 될 만한 일응의 헌법합

치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제반여건 아래에서는 적어도 

국회의원의 선거에 관한 한, 전국선거구의 평균인구수(전국의 인구수를 선거구

수로 나눈 수치)에 100분의 60을 더하거나 뺀 수를 넘거나 미달하는(즉, 상하 

60%의 편차를 초과하는) 선거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선거구의 획정은 국

회의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할 것

이다. 선거구의 획정에 있어서는 인구비례의 원칙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기준이며, 평등선거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최대선거구의 

인구수가 최소선거구의 인구수의 2배 이상인 때에는 위헌이라고 한다면, 그 여

타의 제2차적 고려요소를 아무리 크게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그 갑절인 4배를 

넘는 경우 즉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인구비율이 4 : 1을 넘는 경우에는 헌

법합치적 설명이 불가능할 것이고, 이를 전국 선거구의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여 그 상하의 편차를 계산하면 그 평균인구수의 상하 60%의 편차가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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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평균인구수기준 상하 60%의 편차론은 상당한 정도의 합리적 근거가 있

다고도 생각한다.”

재판관 김문희․황도연․신창언의 보충의견: “국회는 현재의 국회의원지역선

거구간의 인구불균형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시정하기 위한 필요하고도 합리적

인 기간 안에 최대선거구의 인구가 최소선거구 인구의 2배를 넘지 아니하는 수

준으로 조정함이 마땅하며, 국회가 그 시정을 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간이 지난 

뒤에는 최대․최소 선거구간의 인구편차를 2 : 1 미만의 기준에 따라 위헌 여부

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재판관 김진우의 보충의견: “최다인구선거구와 최소인구선거구의 투표가치의 

비율이 전국적으로 4 : 1이 넘거나, 도시의 각 선거구 사이 또는 농어촌의 각 선

거구 사이에 3 : 1 이상이 된다면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평등선거의 원칙에 저

촉되는 위헌적인 선거구구역획정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앞으로는 위 비율이 

모두 2 : 1 미만이 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재판관 이재화․조승형․정경식․고중석의 의견: “인구비례의 원칙에 따라 

전국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1차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나, 지역대표성과 

도․농간의 극심한 인구편차 등 특수사정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므

로, 위 기준 이외에 도시 유형의 선거구와 농어촌 유형의 선거구를 따로 나누

어 각각의 인구편차를 다른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즉, 우리의 국회제도 

등과 외국 입법례 등에 비추어 보면, 전국적인 선거구간의 인구편차의 허용 한

계는 전국 선거구 평균 인구수에서 상하 60%(상, 하한 비율 4 : 1), 도시 유형의 

선거구 상호간과 농어촌 유형의 선거구 인구수에서 상하 50%(상, 하한의 비율 

3 : 1)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전국 선거구의 평균인구수에서 그 상하 60%의 

편차를 초과함과 동시에 같은 유형의 선거구 평균 인구수에서 그 상하 50%의 

편차를 초과하는 선거구의 획정은 국회의 입법형성의 재량범위를 일탈하는 것

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6) 또한 “선거구구역표는 전체로서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어느 
한 부분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면 선거구구역표 전체가 위헌의 하자를 띠는 

것으로 보아” 1995년 8월 4일에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동법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전체에 대하여 위헌선언”하고 있다. 특히 입

법촉구결정 내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단순위헌을 선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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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구역표는 각 선거구가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을 가짐으로써 한 부분에

서의 변동은 다른 부분에도 연쇄적으로 향을 미치는 성질을 가지며, 이러한 

의미에서 선거구구역표는 전체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어느 한 

부분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면 선거구구역표 전체가 위헌의 하자를 띠는 것이

라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제소된 당해 선거구에 대하여만 인구과다를 이유

로 위헌선언을 할 경우에는 헌법소원 제소기간의 적용 때문에 제소된 선거구보

다 인구의 불균형이 더 심한 선거구의 선거구획정이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게 되

는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일부 선거구의 선거구획정에 위헌성

이 있다면 선거구구역표의 전부에 관하여 위헌선언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

재판관 조승형의 반대의견: “일부 선거구에 있어서 발생한 투표가치의 위헌

적인 불평등이 선거구 전체를 위헌이라고 할 정도로 다른 선거구들과 접 불

가분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평균적 투표가치를 가진 선거구에 관하

여는 다른 선거구의 위헌성과는 관계없이 여전히 헌법의 이념에 합치하고 있는 

것이라 인정되므로, 모든 선거구에 관하여 일률적으로 위헌이라고는 할 수 없

으며, 대체로 인구가 과다한 선거구의 일부를 분구하는 방법으로 의원정수배분

규정을 개정하여 왔던 입법관행에 비추어 보더라도, 의원정수배분규정을 가분

적이라 봄이 입법자의 의도에 부합하며, 법령의 위헌성은 가능한 한 한정적으

로 해석함이 원칙이다.”

4. 評釋

(1)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선거구획정 문제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

는 것은 외국의 이론과 판례에 비추어 본다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최초로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법적 판단을 하 다는 점에서 그 의

의를 찾을 수 있다.

(2) 선거구획정에 있어서의 인구편차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며, 그 기

준 설정에 개입할 수 있는 사법적 범위는 어디까지가 되어야 할 것이냐는 매

우 어려운 문제이다. 다만 외국의 이론과 판례를 본다면 인구편차를 최소화하

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이 사건에서 청구인측은 인구편차 3 : 1을 주장한 바 있고, 내무부측은 1

백분의 60 상하를 제시한 바 있다. 생각건대 인구편차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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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으나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4 : 1의 기준은 충분한 

논거가 되지 못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 스스로 판시한 바와 같이 

선거구획정에 있어서 인구기준이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임에 틀림없다

면 이를 여타의 다른 고려사항과 동일한 범주로 묶어서 2배수한 4 : 1의 기준

은 설득력이 약하다.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 되지 못하는 여타 부분을 본질적

인 부분과 동일시할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부분의 반 정도로 하는 것이 본질

적인 부분의 의미를 살릴 수 있다고 본다면, 헌법재판소의 논리대로 한다 하

더라도 적어도 상하 50% 즉 인구편차 3 : 1을 준거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

리라고 본다.12)

이 사건에서 3인의 재판관은 비록 4 : 1 기준을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앞으

로는 2 : 1 기준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매우 전향적인 판단이

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보충의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한국적인 특수성
을 반 하여 원칙적으로 4 : 1의 편차를 허용하면서도 다만, 도시선거구간 또는 

농촌선거구간에는 3 : 1의 편차를 허용하자는 견해도 현실타협적인 의견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들 재판관의 의견은 이 사건이 한국에서의 최초의 선거구

획정에 대한 사법심사라는 점과 동시에 최초의 사법적 판단을 통한 인구편차

의 기준을 제시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헌법이론적 원칙과 헌법현실적인 고려 

사이의 타협적 결론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이상과 현실을 
적절히 접목시킬 수 있는 수준이 바로 3 : 1의 편차일 수 있었다.

(4) 선거구구역표를 전체로서 불가분의 일체로 파악한 것은 합리적인 판단

으로 보인다. 새로운 선거구획정의 기준이 마련되면 이에 따라 전체로서 새로

운 선거구획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기존의 위헌적인 잣대에 입

각하여 정하여진 선거구를 단지 새로운 선거구획정의 원칙의 범위 내라는 이

유로 그 범위를 넘어선 선거구에 대하여서만 위헌선언을 하고 그에 따라 새로

운 선거구를 획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절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바람

직하지도 않다. 그런 점에서 반대의견은 수용하기 어렵다.13)

12) 성낙인, “국회의원선거제도의 일반론적 분석”, 정치개혁 아젠다 10, 백산서당, 
1995, 191면 이하 참조.

13) 불가분설은 일본 판례에서도 인용되고 있다. 정만희, 헌법의 기본문제(Ⅰ), 2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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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및 입법촉구결정을 하지 아니하

고 단순위헌결정을 한 것은 돋보이는 결정형식이다. 더구나 이 사건 결정에서

는 제15대 국회의원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입법촉구결정 내지 헌법불합치결

정에서 구하려는 보궐선거실시나 입법의 공백 등의 우려가 현실적으로 문제되

지 아니하 다. 나아가서 국회의원총선거가 임박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공직

선거법상의 선거구획정에 대하여 사실상 전면적으로 위헌선언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이와 관련된 최초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그 의

의를 높이 평가할 수 있다.

(6) 공직선거법상 제도화되어 있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거친 연후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개정법률이 통과되고 대통령이 주저없이 공포한 정치적

으로 예민한 선거구획정사안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것은 헌

법재판소의 권력통제기관으로서의 성격을 여실히 보여준 징표이다. 하지만 대

통령이나 국회라는 국민적 정당성을 대변하는 축으로서는 헌법적 판단보다는 

당리당략적인 판단에 의하여 사법적 재단을 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깊이 반성

하 어야 할 사안이다.

5. 그 후 개정된 공직선거법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국회는 4 : 1 인구편차의 기준에 따라 공직선
거법을 개정하여 1996년에 제15대 국회의원총선거를 실시한 바 있다. 또한 제

15대 국회의원총선거와 마찬가지의 기준에 따라 제16대 국회의원총선거가 2000

년에 실시된 바 있다.

Ⅳ. 憲法裁判所가 2001년에 提示한 새로운 人口偏差의 基準(3 : 1)

1. 意義

헌법재판소는 2001년 10월 25일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경기 안양시 
동안구 선거구란은 선거구간 인구편차에 관한 허용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

시하면서, 다만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법의 공백이 생기게 될 

우려가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선거구구역표를 2001.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

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을 하 다(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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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견 및 별개의견 있음).14)

2. 憲法裁判所가 提示한 새로운 人口偏差의 基準

(1) 2001년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1996년 결정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선거

구획정은 대의제민주주의와 평등선거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는 점, 이것이 입

법재량에 관한 사항이지만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점, 그리고 선거구구역표가 

전체로서 불가분의 일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있다.

“선거구획정에 관하여 국회의 광범한 재량이 인정되지만 그 재량에는 평등선

거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의하여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바, 첫

째로, 선거구획정에 있어서 인구비례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은 헌법적 요

청으로서 다른 요소에 비하여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합리적 

이유 없이 투표가치의 평등을 침해하는 선거구획정은 자의적인 것으로서 헌법

에 위반된다는 것이고, 둘째로, 특정 지역의 선거인들이 자의적인 선거구획정으

로 인하여 정치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잃게 되었거나, 그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박탈당하고 있음이 입증되어 특정 지역의 선거인

들에 대하여 차별하고자 하는 국가권력의 의도와 그 집단에 대한 실질적인 차

별효과가 명백히 드러난 경우, 즉 게리맨더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거구

획정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우리 재판소는 95헌마224등 결정에서 선거구구역표는 전체가 불가분의 일

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일부 선거구의 선거구획정에 위헌성이 있다면, 선거구구

역표의 전부에 관하여 위헌선언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취지의 판시를 함으로

써 불가분설을 취하 는바, 이는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이라는 측면이나 적극

적인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입장을 

계속 유지하기로 한다.”

(2) 다만 1996년 결정이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을 평균인구수 상하 60% 편차

(4 : 1)로 잡은 것과 달리 2001년 결정에서는 상하 50%의 편차(3 : 1)를 기준으

로 삼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이러한 입장변화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다음

14) 헌재 2001. 10. 25, 2000헌마92등, 공직선거법 ｢별표 1｣ 지역구선거구구역표 위
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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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다수의견).

“인구편차의 허용한계에 관한 다양한 견해 중 인구편차가 상하 33 1/3%(이 

경우 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의 비율은 2 : 1) 미만인 경우에도 그 편차를 

정당화할 합리적인 사유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 그 위헌 여부를 따지는 견해는 

그 기준이 너무 엄격하여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이를 채택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으로 보이고, 위 95헌마224등 결정에서 취한 상하 60% 편차(이 경우 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의 비율은 4 : 1)의 기준을 5년 이상이 지난 지금에도 그

대로 답습하는 것은 향후 위헌판단의 기준은 더욱 엄격해질 것을 시사한 보충

의견에 비추어 보거나, 이 사건 결정에서 제시하는 기준이 2004년에 실시되는 

국회의원총선거에 적용될 선거구구역표의 개정지침이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

더라도 곤란할 뿐만 아니라, 인구편차의 허용한계를 점점 엄격하게 보는 세계

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대체로 현시점에서 선택

가능한 방안으로 상하 33 1/3% 편차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 또는 상하 50% 

편차(이 경우 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의 비율은 3 : 1)를 기준으로 하는 방

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위 두 가지 기준 중 상하 33 1/3% 편차 기준이 

선거권 평등의 이상에 보다 접근하는 안임은 말할 필요도 없으나, 위 기준에 

의할 때 행정구역 및 국회의원정수를 비롯한 인구비례의 원칙 이외의 요소를 

고려함에 있어 적지 않은 난점이 예상된다. … 그렇다면, 우리 재판소가 선거구

획정에 따른 선거구간의 인구편차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지 겨우 5년여가 지

난 현재의 시점에서 너무 이상에 치우친 나머지 현실적인 문제를 전적으로 도

외시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번에는 평균인구수 기준 상하 50%의 편

차를 기준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3) 2001년 결정은 1996년 결정과는 달리 국회의원총선거가 실시된 이후에 

내려진 결정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고 있다.

“이미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에 기한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된 상황에서 단순위

헌의 결정을 하게 되면, 선거구구역표의 성격상 그 개정입법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추후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국회의원지역선거구 구역표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는 법의 공백이 생기게 될 

우려가 큰 점 및 국회의 동질성 유지나 선거구구역표의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도 재선거, 보궐선거 등이 치러지는 경우에는 이 사건 선거구

구역표에 의하여 이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등에 비추어, 입법자가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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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31.을 시한으로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를 개정할 때까지 이 사건 선거구구역

표의 잠정적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관 한대현․하경철의 반대의견은 이미 내려진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은 1996년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합헌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할 수 없고, 다만 앞으로 실시될 총선거에서는 50%의 편
차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판시하면 될 것이라고 본다. 즉 적어도 현시점

에서 어떤 선거구가 전국 선거구의 평균 인구수를 기준으로 상하 60%의 편차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그 선거구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 재판소가 1995. 12. 27. 선고한 위 95헌마224등 결정의 취지에 의하면 

적어도 어떤 선거구가 전국 선거구의 평균 인구수를 기준으로 상하 60%의 편

차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그 선거구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데, 2000. 3. 22. 현재 위 “경기 안양시 동안구 선거구”의 인구수는 

328,383명으로서 당시 전국 선거구의 평균인구수 208,917을 기준으로 ＋57%의 

편차를 보이고 있으므로, 위 결정에서 제시한 기준에 의할 때 위 선거구가 헌

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음은 명백하다.

현재로서는 국회 입법권의 존중 차원에서 위 결정의 태도를 바꾸는 것은 바

람직하지 않으나, 2004년 실시되는 국회의원총선거에 적용될 선거구구역표에 

대하여는 다수의견과 견해를 같이 한다. 따라서 위 선거1구란이 위헌임을 이유

로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전체에 대하여 헌법불합치의 결정을 하기보다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면서 2004년에 실시되는 국회의원총선거에 적용될 선거

구구역표는 평균인구수 기준 상하 50%의 편차를 넘지 않아야 하고, 이후에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위헌 여부를 판단할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

이다.”

그런데 재판관 권성의 별개의견은 헌법재판소의 1996년 결정 내용이나 

2001년 결정에서의 다수견해와 전혀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즉 의원의 

지역대표성과 소수자보호의 원리 등을 감안할 때 투표가치의 평등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오히려 투표가치의 산술적 평등에 보다 접근

시키기 위하여 어느 행정구역의 일부 주민을 다른 행정구역에 편입하여 하나

의 선거구를 만드는 것은 의원의 주민대표성을 약화시키고 이것은 자기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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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분리되어 타구역에 편입당한 주민들의 선거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것이다.

“선거구의 획정에 있어서 투표가치의 평등이라는 것은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이념은 아니고, 선거구획정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여러 가지 중요한 기준의 

하나에 불과하다. 다른 기준의 하나로 생각할 수 있는 의원의 대표성은 의원이 

어느 정도의 독자성을 갖는 지역(예컨대 행정구역)의 주민을 대표한다고 할 때 

가장 확실하여지고, 의원의 주민대표성을 살리는 것은 의회제도 발전의 역사적 

연원, 소수자보호의 원리 및 국가통합의 원리에 비추어 그 합리성과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소선거구제를 택하는 이상 의원의 지역주민 대표성은 투표가치의 

평등성과 대등한 이념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투표가치의 산술적 평등에 보다 접근시키기 위하여 어느 행정구역의 

일부 주민을 다른 행정구역에 편입하여 하나의 선거구를 만드는 것은 의원의 

주민대표성을 약화시키고 이것은 자기 구역에서 분리되어 타구역에 편입당한 

주민들의 선거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 된다. 현행 공선법상 부산광역시 북구․

강서구 을선거구, 해운대구․기장군 을선거구 및 인천광역시 서구․강화군 을

선거구 등 3개의 지역구는 원래의 행정구역에서 분리되어 그 선거구에 편입된 

일부 주민들의 선거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고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의 

불가분성에 의하여 위 구역표 전부가 위헌이 되며,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공선

법 제25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행정구역의 일부를 분할

하여 위의 3개 지역구를 획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공선법 부칙 제3조의 위

헌성을 함께 지적하여야 할 것이다.”

3. 評釋

(1) 헌법재판소의 2001년 결정에서는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에 있
어서의 인구편차의 기준에 관한 1996년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본취지를 유지하

고 있다. 즉 국회의원선거구획정은 입법재량사항이긴 하지만 대의제민주주의와 

평등선거의 원칙에 비추어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선거구구역표는 전체로서 

불가분의 일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있다.

(2)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2001년 결정은 1996년 결정에 비하여 보다 엄격한 
인구편차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001년 

결정은 이미 1996년 결정에서 보충의견에서 제시된 바 있는 내용 즉 2 : 1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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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합리적이지만 현실적 고려에서 우선은 4 : 1 편차를 인정하지만 앞으로는 

2 : 1로 나아가야 한다든가, 도시선거구와 농어촌선거구를 분리하여 같은 유형 

사이에서는 적어도 3 : 1의 편차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현실적 타협안을 사실상 

전국적으로 확대수용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2001년 

결정에서 최근 개정된 독일과 일본의 엄격한 인구편차설정에 관한 입법례를 

제시하고 또한 1996년 결정에서 적시된 바와 같이 앞으로 일정한 시간이 흐르
면서 보다 엄격하게 설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을 깊이 새기고 이를 현실적으

로 반 한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실로 인구편차의 기준을 2 : 1까지 조정하려는 노력이 각국의 입법례나 판례

를 통하여 드러나고 있는 시점에서 헌법재판소가 3 : 1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 우리나라의 특수사정 

즉 단원제 국회 및 급격한 도시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한 귀소의식을 고려

한다면 이번 결정은 충분히 그 설득력을 갖는다 할 것이다. 실제로 인구편차

에 관해서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외국의 입법례는 대부분 국민의 보

통․평등․직접․비 선거로 치루어지는 하원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임을 염두

에 둘 필요가 있다. 즉 이들 국가에서 상원은 이와 같은 엄격한 인구비례원칙

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각국의 특유한 역사와 전통에 따라 상원을 구성하고 있

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 민선의원 개념과는 구별되는 국은 
논외로 하더라도, 미국은 연방형 상원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비례가 전

혀 고려되지 아니하고 각 주별로 2인의 상원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또한 독일

의 상원구성에 있어서는 연방제 특유의 지역대표성이 강하게 개입되어 있다. 

프랑스의 상원의원은 인구비례에 기초한 대표성이라기보다는 지역대표성이 오

히려 더 강조되어 있다. 하지만 단원제 국회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인구편차만 중점을 둘 경우 지역대표성이 고려될 여지가 없어지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에서보다 더 강한 지역성 및 귀소의식이 자리잡고 있다는 

점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대도시 아파트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지역의 국회의원에 누가 당선되는가보다는 자기의 고향 지

역구에 누가 당선되는가에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는 점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성 재판관이 반대의견에서 제시한 인구기준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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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한 투표가치의 평등과 지역대표성을 동일시하는 듯한 견해는 동의할 수 없

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1996년 결정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국회의원선거구획

정에 있어서 투표가치의 평등은 가장 본질적인 고려사항이며, 나머지 것은 부

차적인 고려사항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바로 그런 점에서 본질적 

고려사항을 통하여 2 : 1의 편차를 허용하고 본질적 고려사항이 아닌 나머지에 

대하여 50%정도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3 : 1정도의 편차를 적용하는 것은 한국
적 현실에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4) 2001년 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이미 4 : 1의 기준에 따라 국회의원총선

거가 실시된 이상 앞으로 실시될 총선거에서는 이와 같은 위헌적인 기준에 입

각하여 선거구획정을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인 3 : 1에 따라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현행법의 잠정적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은 타당한 결정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2인 재판관의 반대의견도 일면 경청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은 사실이다. 즉 이미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대로 4 : 1의 원칙에 따라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었음에 비추어 본다면 위헌선언을 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보건대 4 : 1의 위헌성을 인정

한다면 굳이 위헌선언을 하지 아니하고 2004년 총선거의 시점으로 그 획정의 
시기를 미룰 필요는 없을 것이다.

Ⅴ. 結論 및 政策的 方向

1. 우리나라에서의 바람직한 論議의 基本 方向

우리나라 선거사상 국회의원선거구획정에 있어서의 인구편차는 항시 미제사

건화되어 있었다. 과거에는 투표자의 與村野都 경향에 집착한 집권정당에 의

한 인구편차 조장이 문제되었고, 근자에는 지역할거구도에 따른 인구편차로 
논쟁이 옮겨가고 있다. 특히 한국사회의 산업화 사회에로의 급격한 진전에 따

른 이농현상과 더불어 국민들의 정신적 고향인 농어촌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국회의원이 단순한 인구에 따른 대표성뿐만 아니라 지역대표성도 충분히 고려

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없는 바는 아니다.15)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1996

년 결정에서 소수의견이 제시한 농촌선거구와 도시선거구의 구별이론도 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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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긍이 가는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도농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선거구와 도시선거구의 구별 자체도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그것

은 자칫 새로운 불평등과 불명확성을 야기할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

사실 모든 정치적인 쟁점을 보는 시각을 이제 더 이상 현상적 측면에 매달

리다가는 사안의 공정한 해결을 기대할 수가 없다. 선거구획정도 마찬가지이

다. 무엇이 원칙인가에 귀를 기울여 원칙에 충실한 다음에 그 다음 여지가 있
는 부분에 한해서 탄력성을 기해야 한다. 선거구 인구편차의 문제는 이제 단

순히 정치인들의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로서의 

선거제도가 갖는 법치주의원리의 한 내용임을 명심해야 한다.

하지만 선거구 인구편차를 완전히 제로화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일정한 편

차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 편차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해

서는, 선거구인구의 최대편차를 몇 %의 범위 내에서 이를 인정하든가, 아니면 
최대인구와 최소인구 선거구간의 인구비율이 몇 : 1을 넘어서서는 안된다는 형

태로 제한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 즉 이러한 범위를 넘어서면 그것은 곧 국민

의 투표가치의 등가성을 위배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근본규범적 가치를 갖는 

평등의 원리에 위반되는 헌법위반이 된다. 그러므로 헌법질서에 반하는 선거

를 통하여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은 국민의 주권적 의사의 왜곡현상을 초래할 

뿐이다.

2. 立法裁量의 限界(3 : 1에서 2 : 1 이내로 改善)

제도의 기본원리는 민주주의 및 헌법국가의 원리에 충실하여야 한다. 따라

서 국회의 입법권도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재량성을 발휘할 수 있

을 뿐이다.

선거구인구편차는 1인 1표 원칙에 비추어 2 : 1 이내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아무리 한국적 특수사정을 고려한

15) 이와 관련하여서는 정치학자들의 연구가 돋보인다. 심지연․김민전, “역대 국회
의원선거구획정에 대한 평가: 표의 등가성과 정당간 공정성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보 제35집 제1호, 한국정치학회, 2001. 6, 125-148면; 이동윤․이충현, “한국에 있어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의 문제점 분석: 표의 등가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술논문집 제27
집, 1998. 2, 253-275면; 조기숙, “새로운 선거구제도 선택을 위한 시뮤레이션 결과”, 
의정연구 제6집, 한국의회발전연구회, 1998. 6, 149-182면; 박찬욱, “국회의원 선거구제
와 선거구획정방식의 개혁방향”, 국가전략 제3집 제1호, 1997. 2, 249-2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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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더라도 2 : 1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4 : 1은 수용될 수 없다. 이에 현실

적인 고려를 하더라도 본질적 요소인 인구기준의 50%정도를 고려하여 3 : 1정

도로 축소시킨 2001년 헌법재판소 결정은 타협적 결론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

을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2001년 결정에 따라 2002년에 실시되는 제17대 국회

의원총선거에서는 새로운 선거구획정이 불가피하다.

사실 2001년 결정에서 제시한 3 : 1이라는 기준도 따지고 보면 과도기적인 
기준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평등선거의 원칙을 적극적으로 구현하여야 한다

는 의지에 비추어 본다면 3 : 1 편차도 위헌론이 불식되기 어렵다. 하지만 한국

적인 귀소의식과 단원제 국회의 특성에 비추어 본다면 3 : 1 기준은 당분간 지

속될 것이 예상된다. 다만 통일한국이 구현된다면 이 경우 남북한의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새로운 국회상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며, 그 통일의 방식이 

흡수통일이 되든 연방제통일이 되든 간에 양원제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이 경우 상원은 남북한의 특수성을 반 한 원구성이 되겠지만, 하원은 엄격한 

인구비례에 따른 원구성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 인구편차의 기준은 자연스

럽게 2 : 1로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3. 中立性․公正性을 담보할 수 있는 選擧區劃定委員會의 定立

선거구획정에 있어서는 외국의 입법례에 비추어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선거구획정위원회제도의 정립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공직선거법에 
마련되어 있는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 내에 설치된 기구라는 한계 때문인지

는 몰라도 제대로 그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기구로 정립되지 못하고 있

다. 앞으로 외국의 입법례에 비추어 보다 공정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견이 선거구획정

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그 논의 과정에서 앞으로 2 : 1의 편차로 가는 적절한 
방향과 시점을 항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 경우 단순히 법학적 논리에 

기초한 2 : 1의 수치 못지 않게 현상적이고 사실적인 측면에서 제시된 한국에

서의 선거구획정의 역사와 과정 그리고 앞으로의 정립방향에 관한 논의를 충

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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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ésumé>

Le découpage des circonscriptions 

électorales en Corée

Nak-In Sung
*

16)

Le resultat de l'élection doit conformer à la volonté générale de la Nation. 

Pour être reprêsentatif du territoire et de ses habitants das le respect des 

articles 1er, 11 et 41 de la Constitution coréenne, le Parlementaire doit être   

élu sur des bases essentiellement démographiques. Il est donc inéluctable que 

la représentation doive être nécessairement proportionnelle à la population de 

la Nation. Si cette représentation a été, en l'espèce, manifestement dépassée, 
le découpage des circonscriptions électorales serait inconstitutionnelle.

Pourtant le critère pour juger de découpage des circonscriptions électorales 

est un point difficile de repère. La Cour constitutionnelle de la Corée a décidé 

en 1996 à l'occasion du contrôle de la loi eléctorale qu'un écart maximum plus 

de 60% entre la population serait incontitutionnelle. Mais cette cour a changé 

ses attitudes en 2001 que la déviation plus de 3 : 1(50%) ne sera plus 
contitutionnelle.

Au point de vue de l'égalité des libertés politiques, un écart maximum 

moins de 33.3% doit être rempli. Mais la Corée est un pays qui adopte 

monocaméralisme, et ainsi que le mouvement démographique de la campagne 

à la ville est très rapide. Il est donc inévitable que la position de la Cour 

demeure transitoirement à un écart 3 : 1.

* Professeur du droit public, Faculté du droit de l'Université nationale de Séou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