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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選擧法과 言論
1)

成 樂 寅*

Ⅰ. 序論

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라 선거법제도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그 중에

서 특히 언론을 통한 정보제공은 이제 선거의 양상 자체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여전히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많은 제약

을 두고 있다. 그것이 국민의 주권적 의사가 선거를 통하여 공정하고 객관적

으로 반 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민주사회의 생명선으로서의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약으로 작동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매체의 다양성에 

따라 새로운 변화가 불가피할지도 모른다. 전통적인 인쇄매체의 총아로서의 

신문에서 20세기 정보매체의 총아로 등장한 방송을 거쳐 이제 인터넷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매체의 차이에 따른 규제의 차이가 어느 정도 정당화될 수 있

을지도 의문이다. 본고에서는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드러나고 있는 언론관련법

제를 살펴봄으로써 선거법상 언론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언론에 대한 규제 등

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公職選擧法과 言論

1. 言論報道의 公正性과 客觀性을 確保하기 위한 公職選擧法

공직선거법에서는 언론에 관련된 규정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언론

이라 함은 공직선거에서 국민들이 일반적인 의미의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것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기관(언론사)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국민일반 또는 후보자 등의 언론의 자유 내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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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선거운동의 자유와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가능하다.1) 그러나 여기서는 

언론매체를 중심으로 한 공직선거법과 언론의 관계에 한정하고자 한다.

공직선거법의 언론관계 규정도 공직선거법이 추구하는 기본방향 즉 법률의 

명칭에서 적시하고 있는바와 같이 선거부정방지에 그 중점이 놓여져 있다. 선

거의 자유 내지 자유선거의 원칙에 비추어 본다면 공직선거법상의 규정은 상

당히 규제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하지만 선거부정을 방지하지 아니하고는 선
거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민주권의 정당한 

표현으로 연결될 수 없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따라 선거부정방지를 

위한 일련의 규제가 그 목표에 있어서 적절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

라서는 현실적으로 구현되기 어려운 규제로 인하여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조에서는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이와 관련하여 제8조
의2에서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제8조의3에서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제8

조의4에서는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를 각기 규정하고 있다.

2. 言論機關의 公正報道義務(법 제8조)

(1) 意義

공직선거법 제8조에서는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방

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 ․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

보도하는 자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

함한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

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改正 1997. 11. 14>
언론매체는 공정보도를 함으로써 국민의 주권적 의사의 표현인 선거에 있어

서 그 의사표현의 왜곡현상을 초래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한 규정이다. 제8조

의2 이하에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2) 言論媒體

공정보도의무를 지는 언론매체는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이다.

1) 이에 관해서는, 성낙인, 선거법론, 법문사, 1998, 249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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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은 방송법의 적용대상인 방송을 의미한다. 통신 또한 정간법에서 규정

하고 있는 통신을 의미한다. 그런데 신문․잡지 기타의 간행물이 문제될 수 

있다. 즉 간행물의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

간행물 중에서 일반적인 시사정보를 제공하는 간행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을

지 검토를 요한다. 예컨대 공공기관․회사․단체 등에서 정기적으로 간행하는 

간행물로 일반적 시사정보를 제공하는 간행물과 동일한 규제의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시행령 제4조(현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언론인의 범위)에서 공직선거 “법 제53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언론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언론인을 말한다.  

<개정 1998. 4. 30, 2000. 3. 13>”라고 하여 “1.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

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정기간행물(분기별 1회 이상 발행하는 것으

로 등록된 것에 한한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정기간행물
을 발행 또는 경 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취재 또는 집필의 업

무에 종사하는 자. 가. 정당의 기관지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

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의 

학보, 나. 산업․경제․사회․과학․종교․교육․문화․체육 등 전문분야에 관

한 순수한 학술 및 정보의 제공․교환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 다. 기업체가 

소속원에게 그 동정 또는 공지사항을 알리거나 기업의 홍보 또는 제품의 소개

를 위하여 발행하는 것, 라. 법인․단체 등이 소속원에게 그 동정이나 공지사

항을 알릴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 마. 정치에 관한 보도․논평의 목적없이 발

행하는 것, 바. 기타 여론형성의 목적없이 발행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참조될 수 있다. 즉 일반적인 시사정보를 제공하는 언론매체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하여야 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

건이 조성되었는지 의문이다.
또한 인터넷매체도 기타의 간행물의 범주에 포섭될 수 있을 것인지 있다면 

그 법적 지위가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다만 인터넷매체가 정간법상의 정기간

행물로 등록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또는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의 여

부는 별론으로 한다.

(3) 公正報道義務의 主體

공정보도의무를 지는 주체는 경 ․관리자와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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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다. 언론매체의 경 자와 보도관련자에 대하여 널리 포괄적으로 공정보도

의무를 지도록 한 것은 현실적으로 경 과 편집의 완전한 분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총체적으로 언론사 내지 언론기관의 공정보

도의무라고 할 수 있다.

(4) 公正報道의 對象

공정보도의 대상은 보도․논평과 대담․토론이다. 공정보도에 대한 의구심

을 불식시키기 위한 한 방안으로서는 정기간행물의 경우는 불가피하다고 하더

라도 적어도 방송의 경우에는 정부․여야간 시간을 할당하여 보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시간할당을 법정화하고 이에 따라 시간할당의 타
당성 및 시간할당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양적인 공정성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이다.2) 이 과정에서 적어도 그 할당된 시간에 있어서는 당사자

에게 불리한 내용이 아닌 사항을 보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최근 어느 방

송의 특집프로그램에서 특정 정당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나치게 많은 보도시간

을 할애하 다고 하여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특정 프로그

램에서 적어도 시간적인 할당을 지켰더라면 그 같은 비판은 최소화할 수 있었

을 것이다.

논평의 경우 자칫 공정보도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언론의 특

성상 특정 후보나 정당의 정견․정책 등에 대하여 사실을 공정하게 보도한 다

음 그 사실관계에 대하여 비판적 자세를 견지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그 

논평은 비판적이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판은 자칫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불공정보도를 하 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자주 발생

한다. 현재 각 언론사의 보도내용과 관련하여서는 끊임없이 공정보도의 논란

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논평의 경우 사설은 당해 언론사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지만, 외부인의 칼럼을 통하여 특정후보 등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그것은 언론사의 공정보도의무와의 관련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논평과 비평이 없는 언론은 언론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

고 하여 언론의 편향적인 논평과 비평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기에도 무리가 

있다. 적어도 사실에 기초한 논평과 비평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또한 현행법상 논평은 반론보도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데 공정보도

2) 이와 같은 대표적인 입법례는 프랑스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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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상은 되고 있다. 그렇다면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에 논평을 포함시킬 소지

는 없는지, 역으로 논평은 공정보도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을 것인지의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의 한 방안으로서 논평에 대하여서도 프랑스법제와 같

이 반론보도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거나, 아니면 현행법에서 논평에 포함된 사

실관계에 관하여서는 반론보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3)

(5) 公正報道義務와 言論社의 政治的 立場 表明

가. 意義

언론매체가 공정보도의무를 나름대로 다 하지만 자신의 정치적 성향 즉 경

향성을 드러내는 것조차 공정보도의무를 저해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에 관

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뉴욕 타임즈 등 주요 언론사에서

는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이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언론매체의 편가르기가 자칫 선

거에 중대한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반면에 어차피 이와 같

은 경향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더라도 어느 특정 후보에 대하여 유․불

리하게 보도하고 있는 현실을 전적으로 외면한 것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나. 公職選擧法의 否定的 立場 與否

현행 공직선거법 제8조에서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공정보도의무의 취지에 언론기관의 정치적 성향의 표명까지 금지한 

것인지에 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선거기사심
의위원회) 제1항에서는 “선거기사(사설․논평․광고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

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 다른 견해에 의하면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의 금지) 방

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 ․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

집필․보도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

3) 2002년 5월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외부칼럼에 대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한겨레신문은 한나라당 대변인의 반론보도를 게재한 바 있고, 여
기에 기고자의 재반론을 게재한 바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기고자에 대하여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논란의 기본에는 사
실관계를 보는 양 당사자의 시각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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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정치적 견해 표명의 금지에 관한 근거규정으로 들고 있

다. 그러나 이는 허위사실 또는 사실왜곡에 의한 보도와 논평을 금지한다는 

취지이지 언론기관의 정치적 견해 표명을 금지한 근거규정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언론기관이 정치적 견해를 표명할 경우에도 허위논평․보도를 하여서

는 안되기 때문이다.
결국 현행법상 정치적 경향성의 표현 여부는 언론보도의 공정성 개념에 포

괄되는 것인지의 여부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 견해에 의하면 

언론기관의 특정한 정치적 성향을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 자체가 현행 공직선

거법의 틀을 벗어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다만 언론기관의 정치적 경향성

을 공식화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을 명시적으로 위반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사법

적 판단을 받아볼 만한 사안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을 끄는 것은 신문윤리위원회 신문윤리실천강령(1996년 

전면 개정) 제9조 제2항(정치적 평론의 자유)은 “사설 등 평론은 실정법을 위

반하지 않는 한 특정정당 또는 특정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표명하는 

등 언론사의 정치적 입장을 자유로이 표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미국식 후보자지지 제도를 채택하 다고 평가되고 있다.4) 생각건대 신

문윤리실천강령이 전면개정되면서 이와 같은 조항을 설정하 다는 사실은 단

순히 하나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것을 의미하는 것을 뛰어 넘어 비록 “실정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이라는 단서가 부기되어 있지만, 그 자체로서 실정법

상 이와 같은 제도적 틀의 설정가능성을 수용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

다. 즉 신문윤리실천강령에서 정치적 입장 표명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공직선

거법상 불분명한 공정보도의무의 본질적 차이가 있는 것인지 있다면 무엇인지

에 관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 小結

한국에서도 선거 때마다 이와 같은 편가르기식 논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의 현실은 그 속내를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 있을 

정도의 정치여건․언론환경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5)

4) 김동규, “선거보도의 공정성과 언론사의 정치적 입장 표명”, 언론중재 2002년 
봄호,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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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언론사 내부에서도 언론경 자와 편집인 내지 보도진과의 갈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 과정에서 특정 후보 지지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 

설정의 투명성도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방송은 한국적인 사실상 특허기업으로서의 성격에 비추어 보건대 경향

성을 드러내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 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인터넷

매체의 등장에 따라 그것이 전통적인 언론법제의 규율밖에 있는 통신에 불과

하다면 그들은 자유로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밝혀도 무방할 것이다. 여

기에 한국의 기성언론과 새로운 인터넷매체의 차별성을 통한 언론환경의 새로

운 변화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3. 選擧放送審議委員會(법 제8조의2)

(1) 意義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 따라 제정된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제정 2000. 

3. 17. 방송위원회규칙 제7호)은 선거에 있어서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공정

성․형평성․객관성에 준거하여 일반방송보도뿐만 아니라 여타 모든 방송프로

그램에 있어서 이와 같은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선거방송심

의위원회의구성과운 에관한규칙(제정 2000. 3. 17. 방송위원회규칙 제6호)도 
제정되어 있다.

(2) 法定機構로서의 選擧放送審議委員會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방송위원회에 설

치된 법정기구이다(법 제8조의2 제1항). 임의기구로서 각 방송사 관계자들의 

합의 하에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운 하는 것과 법정기구화의 차별성이 무엇

인지도 검토를 요하는 사항이다. 다만 법정기구화의 정당성을 찾으려면 같은 

언론매체이지만 방송법상 방송의 공적 책임에 준거한 특수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3) 選擧放送審議委員會의 活動期間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5) 김동규, “선거보도의 공정성과 언론사의 정치적 입장 표명”, 15-2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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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

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日)까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후 30日까지 운 하여야 한다”(법 제8조의2 제1항)<개정 

2000. 2. 16>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그 활동기간에 대하여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왜 120일 전이며 왜 선거일 후 30일까지인지에 대한 이유가 분

명하지 않다. 선거법상 행위 규제는 일반적으로 선거일 전 180일부터 가능하
다. 그렇다면 이 규정과의 차이는 무엇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또한 선거의 종류에 따라 각종 선거관련 행위규제 및 선거운동기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활동기간에 있어서 동일하여도 좋은 것

인지도 의문이다. 예컨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 있어서 그 활동기간이 동

일한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차등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4) 選擧放送審議委員會의 構成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사․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이 추천하는 각 

1人을 포함하여 9人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법 제8조의2 제2항)<개정 

2000. 2. 16>.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학계대표는 반드시 방송학계 인사로만 규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 선거과정 및 선거법을 전공하는 법학자나 정치학자보다는 방송

학계 인사가 명시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언론인단체에 대

하여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언론인단체의 대표성과 그 역할에 대하여서
도 의문이 제기된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법 제8조의2 제3항). 

이는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5) 選擧放送審議委員會의 地位와 權限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방송의 내용이 公正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100조

(제재조치 등)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 등을 정하여 이를 방송위

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방송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방송을 한 방송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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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 등을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법 제8조의2 제5항).  

<개정 2000. 2. 16>.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제재조치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2년 이

하의 징역 또는 400백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은(제256조 제2

항 제3호),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왜곡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지지 전에 

형사처벌을 과하는 것은 위헌적 소지가 있다.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방송의 내

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

할 수 있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법 

제8조의2 제6항). 이는 당사자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한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위원회는 선거방송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형평성․객관성에 준거하

여 개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개입할 수 

있을 것인지도 의문이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반론보도청구사건을 담당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특히 ‘심의’위원회에 중재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법리상 적절하지 않다. 반론권

의 법적 성격에 비추어 보건대 심의위원회에 반론보도청구사건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일반적인 반론보도청구사건은 언론중재위원회

가 담당하고 선거방송에 관한 반론보도청구사건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담당

하는 것은 법체계상 이중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즉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활동하는 기간동안 일반방송사항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사건은 언론중재위원회

가, 선거방송에 관한 사항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담당하는데 일반방송과 선

거방송의 구별의 획이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제작

기술상의 균형유지와 권리구제 기타 선거방송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법 제8조의2 제4항). “선거방송심의

위원회의 구성과 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방송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법 제

8조의2 제7항) [본조신설 1997.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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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選擧記事審議委員會(법 제8조의3)

(1) 意義

선거방송에 관해서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비하여 정기간행물

의 선거보도에 관해서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따로 설치하고 있다. 이는 매

체의 차이에 따른 규제의 차이를 제도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法定機構로서의 選擧記事審議委員會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언론중재위원회에 설치되는 

법정기구이다(법 제8조의3 제1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설치는 언론의 자유

와 관련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다. 특히 방송과 거의 유사한 기구라는 점에서 
방송과 정기간행물을 동일한 차원에서 규제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제기될 수 있다. 매체의 차이에 따라 규제의 차이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면, 현행 정기간행물의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사실상 자유설립주의와 마

찬가지로 볼 수 있는바, 신문의 선거기사를 법정기구에서 심의하는 것이 정당

한 것인지 아니면 신문윤리위원회 등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논의해 보아야 할 것이다.

(3) 選擧記事審議委員會의 活動期間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

터 20日)까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 후 30日까지 운 하여야 

한다”(법 제8조의3 제1항). 활동기간에 관해서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마찬가

지의 문제점이 있다.

(4) 選擧記事審議委員會의 構成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6)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이 추천하는 각 1人을 포

6) 김서중, “언론자유와 선거보도에 대한 규제”, 언론중재 2002, 봄호, 14면: 현실
적으로 언론인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데 대하여 언론인단체를 제외시켜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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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여 9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법 제8조의3 제2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의 구성도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비슷하다. 여기서도 언론학계만 학계로 명시

한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5) 選擧記事審議委員會의 地位와 權限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기사의 내용에 관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결정하여 이를 언

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
한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자(언론사)에 대하여 그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법 제8조의3 제3항).

첫째,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결정은 사과문

제도7)가 위헌이라는 문제이외에도 일방적 정정보도문의 결정은 위헌적 규정으

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할 것이다.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조항이다.

현실적으로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주의나 경고 결정에 그치고 있다.8) 그것
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의 한계라 할 수 있다. 바로 그러한 이

유로 인하여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법적 기구로서의 역할과 기능의 한계가 인

식되고 있다.

둘째,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제재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9)

셋째,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회
의론적 시각에서 이를 언론중재위원회로 통합하자는 논의도 제기되고 있다.10) 

그러나 이 경우에도 반론보도청구 이외에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다.

결론적으로 선기기사심의위원회의 법정기구화와 이를 통한 법적인 제재는 

언론의 자유와 관련하여 균형잡힌 입법례로 보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

7) 서죄광고제도의 위헌성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그에 대한 상세한 평석은, 
성낙인, 언론정보법, 나남, 1998, 222면 이하 참조.

8) 언론중재위원회, 제16대 국회의원선거기사심의백서, 2000 참조.
9) 김서중, “언론자유와 선거보도에 대한 규제”, 언론중재 2002, 봄호, 4-14면 참조.

10) 양삼승, “언론피해구제법(가칭) 제정을 위한 입법론적 방안”, 언론중재 2000, 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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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로 지난 제16대 국회의원총선거과정에서 선거기사심

의위원회는 주의․경고 조치에 만족하여야만 하 다.11)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

회가 정한다”(법 제8조의3 제5항), [전문개정 2000. 2. 16].

5. 選擧報道에 대한 反論報道請求

(1) 公職選擧法上 選擧報道에 관한 特則

공직선거법에서는 이는 1997년 개정에서 도입한 선거보도에 관한 반론보도

청구권을 방송과 정기간행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었는데 2000년 2월 16일 

전문 개정에서 이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첫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9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방송 또는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받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방송을 

한 방송사에 반론보도의 방송을, 당해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에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각각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은 날부터 30
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8조의4 제1항).

둘째, “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후보자

나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크기․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방송에 

있어서는 이를 청구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무료로 반론보도의 방송을 하

여야 하며, 정기간행물에 있어서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같은 정기간행물

의 다음 발행호에 무료로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간
행물에 있어서 다음 발행호가 선거일 후에 발행․배부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

의 청구를 받은 때부터 48시간이내에 당해정기간행물이 배부된 지역에 배부되

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당해언론사의 부담으로 한

다”(법 제8조의4 제2항).

셋째,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후보자

11) 위원회는 94건에 대하여 주의(35건)․경고(58건) 및 기각결정을 내린 바 있다.



2002. 9.] 選擧法과 言論 241

나 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지

체없이 이를 회부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회부받

은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심의하여 각하․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지체없

이 이를 당해후보자와 방송사 또는 언론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론

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반론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내용․크기․횟

수 기타 반론보도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이를 종합하면 현행 선거보도에 관한 반론보도의 구조는 당사자의 청구→

당사자협의(지체없이)→ 48시간 이내 반론보도→협의불성립-지체없이 선거방

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 회부→ 48시간 이내에 심의의 논리구

조를 취하고 있다. 즉 반론보도청구시점으로부터 반론보도시점까지의 시간이 

48시간+α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는 1997년 특칙의 도입당시 당사자협의

(청구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협의불성립→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
거기사심의위원회(48시간 이내)의 논리구조를 취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최대 

96시간이 소요될 수 있었던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그 밖의 사항은 반론보도청구권제도 일반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방송법 

제91조(반론보도청구권) 제2항․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선거방송에 관한 

반론보도청구에,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제2

항․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정기간행물의 선거기사에 관한 반론보도청구
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법 제8조의4 제4항).

(2) 公職選擧法上 反論權 特則制度의 問題點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권제도의 특칙은 이제 실정법상 프랑스의 입법례․공

직선거법상의 입법례와 필자의 입법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에 새로 도

입된 공직선거법상 반론권제도의 문제점을 적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반론권제도는 정간법․방송법상의 제도라는 점에서 프랑스․독일이나 

한국에서 공통되는 제도이다. 특히 한국의 반론권제도는 프랑스나 독일처럼 

언론사와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하여 정립되었다기보다는 한국 특유의 언론중

재위원회제도를 통하여 정립되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
라 언론중재위원회의 지위와 권한이 반론권제도 그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보도에 관한 반론권상의 특칙을 공직선거법에 규

정함으로써 반론보도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정간법이나 방송법 등의 규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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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되거나 기능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공직선거법에 규정함으로 인하여 방송의 경우 일반사건의 언론중재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선거에 관한 중재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담

당하는 이중적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라는 제도는 비록 

공직선거법상의 제도이긴 하지만 법적인 지위나 권한이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

이다. 방송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권은 결국 방송위원회가 갖
는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방송위원회나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본질적으로 방

송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이지 법적인 분쟁을 최종적으로 판

단하는 기관으로 보기는 어렵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언론중재위원회는 방송

에 관한 언론중재 기능까지 포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90일 전

부터 방송에 관한 반론보도청구에 관하여서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권한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제도와 법리의 오해에서 비롯된 입법상의 오류라고 보아

야 할 것이다. 법리상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의 권한에 언론중재권

까지 포괄할 수 있을 것인지도 재검토를 요한다. 따라서 선거보도에 대한 반

론권의 관할기관은 언론중재위원회로 통일되어야 한다. 또한 선거방송심의원회

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방송사의 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도 

서울에 소재해 있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불편함을 안고 있다.

셋째, 선거 90일 전부터 방송심의위원회가 언론중재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기간의 설정이나 특칙설정의 목적과 부합하는지도 의문이

다. 선거 90일 전부터 선거보도가 홍수를 이룰 것이라는 점에서 선거방송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

은 선거기간을 엄격하게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권특칙

제도는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기간과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서도 선거기간에 한

정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 이 점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넷째, 반론보도청구는 반드시 언론사(방송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

로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따라서 당사자는 언론사를 거치든지 아니면 바로 

언론중재위원회(혹은 방송심의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든지 일반적인 언론중재

처럼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 특칙설정의 목적은 즉각적인 반론권의 확보에 있

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프랑스의 입법례처럼 24시간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48
시간 이내에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든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하든 간에 반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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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입법이 되어야 한다. 이 점에

서 2000년 개정된 법조항은 긍정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다섯째, 정기간행물이나 방송 모두 반론보도청구의 특칙에서 반론보도거부

의 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다만, 후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

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방송을 거부

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8조의4 제2항 단서). 그러나 이러한 조항은 ‘정기간

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3항 단서조항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것

으로 불필요한 특례 규정이다.

6. 選擧運動와 言論媒體

(1) 言論媒體를 통한 廣告

언론매체를 통한 광고에는 신문광고와 방송광고가 구별된다. 인쇄매체와 방

송매체의 특성에 따라 공직선거법에서는 신문광고와 방송광고를 구별하여 규

정하고 있다.

가. 新聞廣告(법 제69조)

(가) 新聞廣告의 主體

신문광고의 주체는 후보자이다. 신문광고의 대상인 선거는 대통령선거와 

시․도지사선거에 한정되어 있다.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법 제69조 제1항)는 규정에 비추어 본다면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 추천정당도 신문광고를 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 외

의 선거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후보자 개인 명의의 신문광고만 가능하다. 다
만 정당공천제도가 도입되어 있는 선거에 있어서는 정당공천후보자의 합동광

고를 권유하는 것이 오히려 오늘날 현대적인 정당국가화의 경향에 부응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

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제2항의 규격범위 내에서 합동으로 광고를 할 수 있

다”(법 제69조 제3항)는 규정은 바람직한 입법방향이라고 본다.

(나) 新聞廣告의 對象․期間․回數․方法

첫째, 신문광고는 정간법상의 일간신문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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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신문광고의 기간은 후보자 등록 후부터 선거일 전 2일까지 가능하다. 

법정선거운동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현실에서 이와 같은 기간의 제한은 불가피

하다. 특히 선거일 전 2일까지로 한정한 것은 신문광고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

와 마찰을 피하기 위한 기간으로 본다.

셋째, 신문광고의 회수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 “1. 대통령선거 총 70회 이내, 

2. 시․도지사선거, 총 5회 이내. 다만, 인구 300만을 넘는 시․도에 있어서는 
300만을 넘는 매 100만까지 마다 1회를 더한다”(법 제69조 제1항). 광고회수

는 법정 선거비용의 문제와도 관련하여 균형을 이루어야 할 사안이다. 바로 

그와 같은 이유로 해서 신문광고는 대통령선거와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에 

한정되고 있다.

넷째, 신문“광고는 흑색으로 하고, 광고근거와 광고주명을 표시하되, 규격은 

가로 37센티미터 세로 17센티미터 이내로 한다”(법 제69조 제3항).

(다) 新聞社의 營業의 自由와 新聞廣告

신문광고는 그 광고의 특성상 당해 신문사에서 광고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후보자가 원한다고 하더라도 신문사측에서는 광고를 거부할 자유가 있

다. 그것은 언론사의 업활동의 자유에 속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거가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문사는 신문광고를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문제는 신문사가 당해 광고의 내용에 비추어 보건대 그 내용이 적절하지 않

다고 판단할 경우에 광고게재를 거부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서는 논란의 소

지가 있다. 즉 신문사의 광고거부가 단순한 업의 자유의 차원이 아니라 광

고주(후보자)의 광고내용이나 후보자에 대한 불평등한 차별을 야기시킬 경우에

는 현실적으로 어떠한 대책이 있을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그렇다고 선거
보도가 아닌 이상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제재의 대상으로 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이 문제는 신문사의 업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와 관련하여 

미묘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재단하기는 어려운 문제로 보인다. 신문사

가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를 밝힐 수 있는 제도가 정립되었을 때 이러한 문제

는 보다 현실화될 소지가 있다.

하지만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의 특성에 비추어 본다면 신문사로서는 

자사 이기주의적인 태도로 신문광고에 접근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여기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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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고의 업의 자유측면보다는 공직선거법상의 신문광고가 갖는 제도적 의

의가 있다.

특히 신문광고의 요금은 다른 광고와 비교하여 최저요금을 법상 요구하고 

있는바(법 제69조 제8항), 그것은 신문광고의 공익적 측면의 반 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광고요금을 받을 수 있는 광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신

문사에서 업의 자유 차원에서 지면 등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신문의 특
성상 방송과는 달리 그 지면의 특별한 제한이 없다는 점이 이와 같은 방향설

정에 무리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라)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 認證書의 法的 性格
신문광고를 하기 전에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인증서를 교부받아야 

신문광고를 할 수 있다(법 제69조 제5항). 여기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증함에 

있어서는 그 내용에 대한 법적 판단도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다. 만일 내용에 

대한 법적 판단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통과의례에 불과하다. 

즉 선거관리위원회의 인증과정은 신문광고의 회수와 방법 등이 있었음을 확인

하는 절차라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내용의 적법성에 대한 최소한의 심사가 가

능한 것인지에 대하여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생각건대 선거관리위원회는 

인증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선거법상 요건과 내용을 판단할 수도 있

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자칫 신문광고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도 

경계하여야 한다. 여기에 2002년 6․13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입

장은 신문광고에 대한 인증서 교부시에 그 내용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음을 공

언한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12)

나. 放送廣告(법 제70조)

(가) 放送廣告의 主體
방송광고는 대통령선거 후보자에 한정되고 있다. 방송광고의 특성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다만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도 가능한 방법이 

12) 2002년 6․13동시지방선거에서 인천광역시장선거에 입후보한 새천년민주당의 
박상은 후보의 신문광고에 대하여 한나라당의 안상수 후보가 법적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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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방송국이나 종합유선방송을 통한 

방송광고는 시․도지사선거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나) 放送廣告의 對象․期間․回數․方法
첫째, 방송광고의 대상은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시설(종합유선방송 등 포

함)이다(법 제70조 제1항).

둘째, 방송광고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각 30회 이내로 1회에 1분 이내로 한

다(법 제70조 제1항). 신문광고는 선거일 2일 전까지 가능하지만, 방송광고는 

선거일 전까지 가능하다. 그 차이를 설정한 이유는 아마도 신문의 특성상 배

달일자 등의 문제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방송광고도 선거일 전일까지 
허용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선거일 전일에 방송광고를 통한 폭탄선언 

등을 경계할 필요성은 없을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방송의 공적 책임이라는 특성상 신문광고와는 달리 최저요금제도를 

인정하여도 문제될 소지가 없을 것이다(법 제70조 제8항). 다만 공 방송과 민

방송간의 차등이 가능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넷째, 방송의 특성상 방송시간대, 권역 등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법 제70조 제5항).

(다) 管轄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에 通報

“방송시설의 경 자는 방송광고의 일시와 광고내용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

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70조 제3항). 이 경우 방송광고를 통보받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광고내용
을 사전심의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다. 그런데 법상 일시뿐

만 아니라 광고내용 등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가 무엇인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방송의 특성상 그 내용에 대하여 선거

관리위원회는 적법성 여부에 대한 최소한의 판단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에 따라 그 내용이 현저히 명백하게 위법한 경우에는 당해 광고주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일 그것이 자칫 불필요한 관권의 개입으로 
오해될 소지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선거법상의 법적 제재를 적극

적으로 취하여야 할 것이다.

아무튼 신문광고이든 방송광고이든 간에 그것은 선거운동의 한 양태이기 때



2002. 9.] 選擧法과 言論 247

문에 법상 선거운동에 관한 일련의 규제에 따르기 마련이다. 또한 광고는 당

해 언론사의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기사심의위원회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의 심의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放送을 통한 演說

가. 放送演說(법 제71조)

(가) 放送演說의 對象과 回數

방송연설의 대상선거를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광역단체장선거, 광역의회

의원선거 및 기초단체장선거까지 확대한 것은 바람직하다. 특히 군중몰이식 선

거운동을 대신하여 안방에서 유권자가 편안하게 후보자를 판단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하는 것은 현대정보사회에서 바람직한 선거운동방식이다. 방송연설의 

대상인 선거와 회수는 공직선거법 제71조 제1항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이외의 선거에서는 지역방송시설

을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선거운동의 자유 및 국민의 알 권리

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에 대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아 

위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13)

(나) 放送演說의 申請과 申告

방송연설은 후보자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법 제71조 제10

항)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내용에 관해서는 법상 언급이 없다. 생각건대 방송

연설도 선거운동의 일환이므로 방송연설의 내용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법상

의 선거운동에 관한 규제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후보자가 신청한 방송시설의 이용일시가 서로 중첩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가 그 일시를 정하되, 그 일시는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여야 한다

(법 제71조 제7항). 신문과 달리 한정된 방송시간에서 적절한 방송연설의 배분

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개입이 불가피하다.

나. 放送施設主管 候補者演說의 放送(법 제72조)

방송시설 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은 앞의 광고나 연설과는 달리 방송사가 

13) 헌재 1999. 6. 24. 98헌마15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71조 등 위헌확인, 
판례집 11-1, 839-8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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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부담으로 후보자의 연설을 방송하는 것이다. 방송사 자신의 부담으로 

하는 후보자연설이라는 이유로 방송사의 임의적인 편집을 방지하고자 하는 배

려를 하고 있다. 결국 방송사가 자신의 부담으로 하는 후보자연설도 그 내용

이나 양태에서 있어서 방송연설과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3) 經歷放送(법 제73조, 제74조)

원칙적으로 경력방송은 공 방송인 한국방송공사가 부담한다. 다만 다른 방

송사도 경력방송을 할 수 있다. 경력방송에 있어서도 공정하여야 한다.

경력방송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중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후보자마다 매회 2분 
이내의 범위 안에서 한다(법 제73조 제1항).

경력방송 회수는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다음과 같다: 1. 대통령선거 

각 8회 이상, 2. 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각 2회 이상, 3. 

시․도지사선거 각 3회 이상.

7. 候補者의 招請․對談討論會

(1) 團體의 候補者等 招請 對談․討論會(법 제81조)

단체는 후보자 등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법 제81조 제

1항). 그러나 공공단체나 특정목적의 사적 단체 등은 이러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는 언론매체

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경향이 있다. 인터넷매체의 대담․토론회 개최도 그것

이 공직선거법상 언론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언론기관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편

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2) 言論機關의 候補者等 招請 對談․討論會(법 제82조, 제82조의2)

가. 候補者等 招請 對談․討論會의 法制化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는 언론기관의 자의에 따라 개최하

는 것과(법 제82조), 공 방송이 주관하는 의무적인 것(법 제83조)이 있다.

원칙적으로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는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가능하다. 

다만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국회의원선거 또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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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법 

제82조 제1항). 이와 같은 규정을 둔 취지는 충분히 이해되나 그 시행가능한 

일시가 120일전 혹은 60일전으로 한정한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인지 그 기간이 합리적인 것인지 검토를 요한다. 특히 언론기관은 이와 같은 

기간제한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는

바, 그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나 통제가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다. 내용의 공정

성을 기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하여야 한다.

공 방송은 의무적으로 텔레비전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법 제82

조의2): 1. 대통령선거 3회 이상, 2. 시․도지사선거 1회 이상

이를 위해 공 방송사는 공동하여 선거일전 60일까지 선거구별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법 제82조의2 제2항). 토론위원회는 방송법인․
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

에 의석을 가진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 대통령선거를 위한 토론

위원회는 11人이내, 시․도지사선거를 위한 토론위원회는 9인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이 경우 토론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는 방송법인․언론학계․언

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의 범위와 추천절차등은 공 방송사가 협의하여 결정

한다(법 제82조의2 제3항).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선거방송심의위원
회와 유사하기 때문에 이와 마찬가지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나. 候補者招請 對談․討論의 活性化

외국의 경우 대통령선거에서의 텔레비전토론은 1961년 미국에서 닉슨과 케

네디 후보간의 토론이후 활성화되어 있다. 특히 정보사회에서의 방송매체의 

역할증대에 비추어 국민의 후보자선택에 있어서 방송토론이나 대담은 결정적

인 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문․방송국별로 1995년 실시

된 제1회 4대 동시지방선거에서 지방광역자치단체장선거에 텔레비전 토론방식

이 적극적으로 활용된 이후,14) 1997년 대통령선거에서는 신문․방송의 대담․

토론회사 홍수를 이룬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1995년 지방선거에서 선거기간 

14) 한국언론연구원, “선거와 미디어― 6․27 지방자치제 선거보도연구”, 선거보도
연구 ’95, 199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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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TV방송사가 모든 후보자를 균등하게 참여시키지 않고, 1인 혹은 소수의 

후보만을 대상으로 TV대담․토론을 하는 것을 허용한 바 있다.15) 또한 방송

위원회도 “가능한 한 모든 후보자를 토론에 참여시키는 것이 원칙이지만, 인

원이나 시간 등의 제한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력후보자라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고, 소수의 후보자 토론도 가능하리라고 본다”며, “보다 명확한 해석은 

곧 구성될 선거방송특별위위원회에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
나 토론에 참여하지 못한 일부 후보들은 균등기회부여를 규정한 방송위원회의 

선거방송 심의세칙 제11조․제12조 등을 들어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5대 대통령선거의 방송토론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3회에 걸쳐 다자간 합동방송토론회를 개최하되, 초청대

상 후보자는 원내교섭단체 보유 정당의 대통령후보자와 5개 이상의 중앙종합

일간지와 3개 텔레비전 방송사(공직선거법에 의한 공 방송사와 같다)가 조사
한 후보등록 이전 10일간의 여론조사결과 평균지지율 10% 이상인 후보자로 

하며 다만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후보자에 대해서도 대담․토론의 기회를 

줄 수 있다고 결정하여 공표하기도 하 다.

“공직선거법이 공 방송사로 하여금 방송토론회를 3회 이상 개최․보도하도

록 하고 있는 취지는, 과거 대통령선거에서 볼 수 있었던 대규모 옥외 연설회와 

같이 비용이 많이 들고 비능률적인 이른바 ‘거리의 선거’에 비하여 텔레비전 등 
방송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후보자로 하여금 효율적이며 광범위하게 유권자

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유권자 입장에서도 각 후보자를 비교 선

택할 적절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는 등 선진적이며 현대적인 선거운동이기 

때문에 방송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활성화함으로써 구시대적이며 낭비적인 

선거를 지양하고 고비용의 정치구조를 개혁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방송토론회는 국민 일반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향력을 행
사하는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별

다른 비용없이 가장 효율적으로 유권자에게 다가설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이며, 

후보자는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유권자에게 직접 자신의 정견, 정책, 정치적 

신념, 도덕성 등을 널리 홍보하거나 제시함으로써 자기의 자질과 정치적 능력

15) 1995년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는 서울시의 경우 유력후보자 3명만 TV토론에 참
여시켜도 위법이 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린 바 있고, TV토론은 선거일 전날까지 각 
방송사 양식에 따라 자율적으로 회수에 관계없이 방송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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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드러내어 다른 후보자와의 차별화를 도모할 수 있고, 보도방송 등에서 있

을 수 있는 오보 혹은 왜곡의 가능성도 줄일 수 있는 등 어떠한 선거운동방법

과도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선거운동이라 할 것이다.

한편 방송토론회가 갖는 효용은 유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매우 크다. 

방송토론회는 유권자들로 하여금 안방에서 편안하게 각 후보자를 비교하여 선

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고, 토론과정을 통하여 후보자의 정책, 정치이념, 
통치철학, 중요한 선거쟁점 등을 파악하게 하는 등 유권자들로 하여금 각 후

보자들을 비교하여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할 것이다.

이렇듯 방송토론회는 군중동원으로 대표되는 거리의 선거로부터 조용하고 

차분하게 진행될 수 있는 안방선거로의 방향전환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선진적인 선거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방송토론회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하여서는, 대통령선거에 입후

보한 모든 후보자를 참가하게 함으로써 토론이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여 각 후

보자의 정견발표회 수준으로 전락하게 하고, 대담․토론의 본래 취지를 바래

게 하는 것보다는, 적당한 수의 주요후보자만을 참가하게 함으로써 대담․토

론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1항

도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텔레비전방송을 이용한 대담․토론회를 3회 이상 개최하여 보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반드시 모든 후보자들을 초청하여 방송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하고 있으며 전파자원의 한정성, 즉 방

송시간의 제약이라는 면을 고려한 것이다.”16)

다. 對談․招請討論의 對象者의 制限에 있어서 公正性確保의 必要性

언론기관의 후보자초청토론에 있어서 초청의 대상에서 군소정당 후보자가 

제외되는 문제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어 왔으나 헌법재판소는 적어도 합리적

인 이유와 근거가 있는 한 이는 합헌으로 판단하고 있다.17)

16) 헌재 1988. 8. 27. 97헌마372, 398 등, 방송토론회진행사항결정행위등 취소에 
관한 헌법소원, 판례집 10-2, 461-479면.

17) 헌재 1988. 8. 27. 97헌마372, 398등, 방송토론회진행사항결정행위등 취소에 관
한 헌법소원, 판례집 10-2, 461-4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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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원내교섭단체 보유 정당의 대통령후보자와 5개 이상의 

중앙종합일간지와 3개 텔레비전 방송사가 조사한 후보등록 이전 10일간 여론조

사결과 평균지지율 10％ 이상인 대통령후보자를 초청하여 3회에 걸쳐 다자간 합

동방송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한 토론위원회의 1997. 11. 24.자 결정 및 그 공표행

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관련규정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이다.

나. 결정 요지

“토론위원회가 방송토론회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대담․토론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이 부여한 재량범위 내에서, 후보자 선정기준으로서 

최소한의 당선가능성과 주요 정당의 추천에 입각한 소수의 후보자를 선정한 것

은 비합리적이고 자의적이라 할 수 없다. 관련된 공직선거법 규정이 적절치 않

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위 기준에 못 미치는 4인의 후보자도 별도 초청되어 방

송토론회를 거친 점이 고려된다. 청구인들은 국민의 알 권리와 후보자선택의 

자유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나, 방송토론회에 참석할 후보자를 적정 범위 내에 

제한하여 토론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길이 되므로 그러한 주장은 이유없으며,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은 

이상 일반 국민의 권리침해를 헌법소원의 이유로 삼을 수 없다.”

생각건대 선거에 언론기관이 사실상 관여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이러한 방식

은 언론기관의 공공성에 기초하여 매우 신중하고 중립적인 운용이 요망된다.

문제는 다수의 후보자가 입후보를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의 후보자초청대담․토론이 특정후보자에게만 한정적으로 기회가 부여되

고 있다는 점에서 선거의 기회균등이라는 측면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

히 초청대상 후보자 선정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

추천후보자뿐만 아니라 무소속후보자도 정당한 기회가 박탈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러한 초청의 기준에서는 여론조사결과가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선거기간 중에 여론조사결과공표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법 제108조의 규

정취지와 모순의 소지가 있다.
결국 특정후보를 초청하지 아니하고 여론조사결과에 기초하여 다른 무소속

후보자를 초청한 방송국의 태도는 국민의 알 권리의 충족 및 방송의 공정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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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관점에서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는 한 위헌․위법의 소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2002년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동시 지방선거방송 수도권 토론

위원회’는 토론자 선정 기준을 원내교섭단체와 일간지․지상파방송 여론조사결

과 후보 등록 이전 20일 동안의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로 결정한 바 

있다. 5% 이상은 지난 1997년 대통령선거에서의 10%에 비하여 완화시킨 것
이다. 이와 같은 진입장벽에 대하여 여전히 후보자초청토론회 초청제한에 대

하여 부정적인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18)

부기할 것은 선거과열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선거기간을 17일에서 23일로 

단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선거기간 이전에 후보자초청토론을 방송하는 

것이 탈법적인 사실상의 선거과열을 부추기는 것이 아닌지도 의문이다.

8. 輿論調査의 結果 公表 禁止, 出口 調査 實施 方法 

(1) 輿論調査의 結果公表禁止

가. 法定選擧期間동안 輿論調査結果公表의 禁止(법 제108조)

법정선거기간동안에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즉 누구든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법 제108조 제1항). 이에 관해서는 지나

친 규제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

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
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의로 선

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법 제108조 제2항).

나. 輿論調査의 順機能과 逆機能

여론조사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국민의 살아 있는 의사를 확인하

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익하고 필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그 여론조사의 

18) 한겨레신문 2002. 6. 5. 사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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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확보가 문제되고 또한 여론조사의 신뢰도에 대하여서도 끊임없이 문제

가 제기되고 있다.19) 특히 선거와 관련하여서는 법정선거기간에 여론조사결과

의 공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여론조사는 민주정치의 구현수단으로서 긍정적 측면을 갖고 있지만 여러 가

지 부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다. 우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그 결과가 공

표되면, 투표자로 하여금 승산이 있는 쪽으로 가담하도록 만드는 이른바 밴드

왜곤효과(Bandwagon Effect)나 이와 반대로 불리한 편을 동정하여 열세에 놓

여 있는 쪽으로 기울게 하는 이른바 열세자효과(Underdog Effect)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여론조사결과의 공표가 선거에 미치는 효과는 각각의 경우마다 

여러 요인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공표가 유권자의 의사에 

향을 미치고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그 향이 더욱 커진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가사 여론조사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실시된다고 하

더라도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는 것은 유권자의 의사에 향을 주어 국민의 

진의와 다른 선거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선거의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없

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아니할 것이다. 또한 여론조사는 불공정․부정확하게 행

하여지기가 쉽고 그러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는 많은 폐해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여론조사의 긍정적 기능도 여론조사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

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만일 여론조사가 의도적이든 그렇지 아니

하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하게 이루어지고 그러한 여론조사의 결과가 공표된다

면 국민을 오도하는 결과가 되어 오히려 역기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20)

다. 選擧期間 中 輿論調査結果公表禁止의 適法性 與否

공직선거법상 선거기간 중 여론조사결과의 공표금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합헌으로 판시하고 있다.21)

“대통령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그것이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하여

도 그 결과가 공표되게 되면 선거에 향을 미쳐 국민의 진의를 왜곡하고 선거

19) 이준웅, “선거여론조사보도의 문제점과 공정성 확보방안”, 언론중재 2002년 봄
호, 39-52면 참조.

20) 헌재 1995. 7. 21, 92헌마177 등, 대통령선거법 제65조 위헌확인, 판례집 7-2, 
112면 이하.

21) 헌재 1995. 7. 21, 92헌마177 등, 대통령선거법 제65조 위헌확인, 판례집 7-2, 
112면 이하; 헌재 1998. 5. 28, 97헌마362 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 제1
항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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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더구나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결

과의 공표가 갖는 부정적 효과는 극대화되고 특히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

조사결과가 공표될 때에는 선거의 공정성을 결정적으로 해칠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반박하고 시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진다고 할 것이므로, 대통

령선거의 중요성에 비추어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선거일을 앞두고 어느 정도의 

기간동안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 자체는 그 금지기간

이 지나치게 길지 않는 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

과의 공표금지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는 그 나라의 입법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선거문화 및 국민의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부가 재량에 

의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인데, 우리나라에서의 여론조사에 관

한 여건이나 기타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대통령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

하여 선거일공고일로부터 선거일까지의 선거기간 중에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의 결과 등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제한

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규정이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한

계인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언론․출판의 자유와 알 권리 및 선거권을 

침해하 다고 할 수 없다.”

라. 問題點과 評價

오늘날 여론조사방법의 전문화․고도화와 더불어 여론조사의 결과가 국민의 

투표결과와 거의 일치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의 

선거실제에 있어서도 여론조사결과는 상당한 향을 미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여론조사결과를 미국과 같이 선거당일에 한하여 공표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

냐, 아니면 프랑스22)의 경우처럼 선거일 일주일전(구법) 또는 2일전까지(개정)
로 한정하여 일정한 시점 이후 금지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나라와 같이 선거

기간동안 전면적으로 금지할 것이냐의 문제는 각국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고

려하여 결정할 문제이다. 그러나 적어도 선거기간 내내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를 금지시키는 것은 현대적인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국민의 알 권리의 충족 기

회를 배제한다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현대사회를 여론정치의 

시대라고도 할 수 있는바 유권자는 자기가 지지 혹은 반대하는 후보자에 대한 

22) Loi n°2002-214 du février 2002 modifiant la loi n°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à la publication et à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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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이고 전체적인 여론동향을 파악하여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현재 채택하고 있는 일회제 다수대표제 선거제도 하에서 

유권자가 당선될 가능성이 없는 후보자에게 투표함으로써 사실상 자신의 표가 

사표로 머물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 오히려 차선의 

후보라도 당선에 기여할 수 있는 투표가 되기를 기대하는 국민적 감정에도 부

합하지 아니한다.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통해서 최소한 사표의 방지에도 일

응 기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후보자의 입장에서도 선거기간 동안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유권

자의 의사를 정확히 수렴하여 이를 선거대책에 반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권자의 살아 있는 의사를 선거정책에 반 하는 것보

다 더 중요한 선거대책은 없을 것이다. 특히 정당을 통하여 조직적으로 여론
의 향배를 파악할 수 없는 무소속후보자의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기

관의 조사결과가 선거대책에 결정적인 향을 미칠 수 있다.

여론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이나 개인으로서도 여론조사는 할 수 있으되 이를 

통해 나타난 국민의 의사를 외부에 표현할 기회를 차단당하는 것은 표현의 자

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 뿐만 아니라 언론의 보도를 금지하는 

것은 언론보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23)

따라서 선거기간 동안 전면적으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은 국

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 그것은 또한 결과적으로 정당의 조직기반이 없는 무소속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를 이해시킬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게 된다.

다만 아직 민주주의의 초기단계에 있는 한국적 현실에서 자칫 여론조사가 

인민재판의 결과를 초래한다거나 또는 여론조사 자체가 특정후보에게 유리하

도록 일방적으로 행해지게 함으로서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흐리게 할 소지

가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제한은 불가피해 보인다. 따라서 입법론적으로는 선

거일 전 5일 혹은 2일전부터는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프랑스에서도 구법에서는 7일 전으로 하 으나 최근 개정

되어 2일 전으로 확대하 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헌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23) 정만희, 헌법의 기본문제(I), 세종출판사, 1998, 제9장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 규정의 재검토, 261-278면; 성낙인, 언론정보법, 나남, 1998, 417-43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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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02년 4월에 실시된 대통령선거과정에서 언론사는 2일의 법정기간을 어

기고 보도함으로써 사실상 2일이라는 법정기간을 무력화시킨 바 있다.

또한 인터넷시대에 있어서 외국언론매체는 자유롭게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

고 이를 네티즌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만 금지함으

로써 어떠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1) 出口調査 實施 方法(법 제167조)

공직선거법은 투표의 비 보장에 중점을 두어 출구조사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텔레비전방송국․라디오방송국․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간신문사가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30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 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투표마감시각까지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법 제167조 제2항).

첫째, 투표의 비 보장이라는 선거의 기본원리를 유지하는 방안으로서 출구

조사방법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출구조사의 방법은 투표의 비 이 철저

히 보장되는 방법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둘째, 출구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언론매체를 한정되어 있으며, 언론

매체 중 방송과 일간신문으로 엄격히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출구

조사는 언론매체와 여론조사기관이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의 제

한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 다만 지나치게 너무 많은 기관에 의한 여론조사로 

인하여 야기될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제한은 불가피하다.

셋째,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300미터 밖에서만 출구조사를 할 수 있다. 그
러나 이 규정이 얼마나 현실적인가는 재고를 요한다. 현실적으로 출구여론조

사를 부정하면 모르되 적어도 이를 제도적으로 인정한 이상 그 제한은 최소한

으로 그쳐야 출구여론조사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여론조사

결과의 부정확성이 항시 비판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비현실적인 규제로 

나아갈 경우 그 부정확성은 더욱 심화되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언론매체의 신

뢰만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 대도시의 경우 300미터 밖이면 당해 선거구 투
표소를 사실상 벗어날 소지가 있다. 현실성이 없는 300미터규정은 현실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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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게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출구여론조사를 실시하더라도 그 결과는 투표마감시각까지는 그 경위

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이는 투표에 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Ⅲ. 인터넷媒體와 選擧報道

1. 意義

인터넷시대를 맞이하여 언론매체의 선거보도에도 새로운 양상을 띠고 있

다.24) 특히 인터넷상 언론매체를 표방하는 소위 인터넷방송과 인터넷신문이 

범람하고 있다.25) 이들 인터넷매체에 관한 법적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2. 인터넷媒體의 法的 地位

현행법상 인터넷매체는 기존의 전통적인 정기간행물도 아니고 방송법도 아

니다. 따라서 정간법과 방송법의 규제대상도 아니다. 다만 이들은 자유롭게 설
립된 사적인 회사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들의 새로운 언론매체로서의 역할은 

네티즌의 증가에 따라 매우 위력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적 보호

와 규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언론법제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다. 따라

서 똑같은 내용을, 예컨대 동아일보에서 보도하면 반론보도청구권의 대상이 

되지만, 동아닷컴에서 보도하면 반론보도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26)

3. 인터넷媒體와 같은 새로운 言論媒體에 대한 法的 對應

인터넷매체가 정간법상의 언론기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정간

24) 한국언론재단, 인터넷 시대의 새로운 정치환경과 언론 ― 제16대 총선에서 언
론과 정치집단의 인터넷 활용 분석, 연구서 2000-04, 2000 참조.

25) 인터넷매체에 대한 정의도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인터넷신문의 정의에 관해
서는 예컨대 “인터넷상의 신문으로서 인터넷 통신매체를 통해서 발행되는 신문” 또는 
“정보통신 수단을 이용해서 뉴스와 해설 및 논평이 포함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
는 매체”(한국언론재단) 등이 있다. 이에 대해 인터넷방송도 인터넷신문에 유사한 개념
으로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26) 성낙인, 언론정보법, 나남, 1998, 181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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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제1조 목적조항에서 “이 법은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

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서 제2조 제1호에서는 “정기간행물이라 

함은 동일한 제호로 년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인터넷매체는 제2조 각호의 인

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외국어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특수주간신문, 통신, 
잡지, 기타 간행물 어디에 해당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인터넷매체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신매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제2조 제7호에서는 “통신이라 함

은 전파법에 의하여 무선국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 통신사와 통신계약을 체결

하고 국내외의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함을 목적으로 행하는 송수신 또는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간법상의 통신이 될 수도 없다. 즉 여기서 지칭하는 
통신의 의미는 정보통신망 내지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통신이 아니라 고전적

인 통신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제 인터넷매체는 정간법 제2조 제9호의 “기타 간행물이라 함은 

제2호 내지 제8호외의 간행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행물을 말한다”라는 

규정상의 기타 간행물이 될 소지는 있다. 그런데 제2조 제9호를 구체화하고 

있는 대통령인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의2(기타 간행물)에
서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

행물’”로써, “1, 보도․논평 또는 여론형성의 목적 없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

항에 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2. 컴퓨터 등

의 전자장치에 의하여 문자 등의 정보를 보거나 듣거나 읽을 수 있도록 제작

된 전자적 기록매체로서 동일한 제호로 계속 제작되는 간행물”(제3호 생략)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터넷매체는 정간법시행령 제1조의2 제2호 소정의 기타 간행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인터넷매체는 현재 사법인으로 법인등기는 되어 

있으되, 정간법상의 간행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다.

문제는 인터넷신문 내지 인터넷매체가 정간법상의 정기간행물이 될 수 있다

고 할 경우에도, 이러한 새로운 매체가 정간법상의 공법적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정간법은 전통적인 인쇄매체 내지 종이매체
에 관한 규제법이다. 하지만 인터넷의 바다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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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현대적인 정보매체의 총아로 등장한 인터넷매체가 기존의 활자매

체와 관련된 언론법제의 틀 속으로 들어와서 일련의 내용과 행위 규제를 받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관한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법적으로 기존

의 전통적인 언론매체의 일종으로 될 경우에, 그것은 자칫 인터넷의 바다에서 

자유롭게 전개되는 표현의 자유가 매우 위축될 소지를 배제할 수 없다.

4. 인터넷媒體의 選擧報道

인터넷매체를 통한 선거보도에 있어서 법적 규제와 보호를 정간법상의 정기

간행물이나 방송법상의 방송과 동일할 수 있을 것인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그것은 인터넷매체의 법적 지위와 관련될 수밖에 없다. 현행언론법제의 틀 속

에 들어 있지 아니한 언론 즉 비제도권언론을 제도권언론과 동일시할 수는 없

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터넷매체가 누릴 수 있는 선거보도의 자유는 일반적인 국민 개

개인이나 단체가 누릴 수 있는 언론의 자유의 틀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논리

적으로 합당할 것이다.

Ⅳ. 結論

선거의 생명은 국민의사를 투표에 정확하게 반 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알 권리가 충족되어야 한다. 그 충족의 주된 기능을 언론이 담당하고 
있다. 특히 언론매체의 발달은 고전적인 선거운동을 언론을 통한 안방선거운

동으로 대체하고 있다. 여기에 언론보도의 정치적 중립성․객관성․공정성․독

립성의 담보가 요청된다. 그러나 이를 담보하는 과정에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여기에 선거법상 선거보도에 관한 규제와 

언론의 자유와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이 요청된다.

매체의 차이는 규제의 차이를 정당화한다는 명제에 따라 정기간행물과 방송

의 경우 그 규제의 차별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방송도 오늘날 종합유선

방송뿐만 아니라 인터넷매체의 활성화에 따라 더 이상 전파자원의 유한성 논

의는 그 한계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방송법에 대한 선거법상의 규제도 새로

운 변화가 불가피하다.

지나친 규제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 규제 자체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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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만다. 종래 한국의 선거법제는 선거부정방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규제 중심으로 일관하여 왔으나 새로운 시

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선거운동의 자유의 방향으로 전환이 불가피하다. 그 

경우 언론매체에 대한 규제도 점차 자유의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법제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을 적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간 공직선거법을 중심으로 하는 언론보도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단
편적으로 보충․보완됨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선거

보도, 선거기사, 선거방송의 의미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상 법정 

선거기간은 매우 짧게 정해져 있는데, 선거관련 보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로 

기간설정을 하고 있다. 예컨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선

거일 120일 전부터 구성하고, 선거보도와 관련된 반론도의 대상인 선거보도의 

범위는 선거일 전 90일부터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갭은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차제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 선거일 몇 일 전의 의미부여에 관한 

논의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기간의 통일성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법정기관화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구성에 있어서 특정 직

역 중심으로의 한정성에 관한 논의도 문제이다. 또한 그 권한에 있어서 위원

회의 결정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은 심의위원회의 권한 밖이

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위헌가능성에 대한 현실적 고려에 따라 위원회는 주

의․경고에 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특히 정기간행물의 경우 차라리 언론의 

자율심의기구로 전환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셋째, 반론보도청구와 관련하여 선거방송에 있어서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일반적인 반론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가 담당하는 2원적 체제는 어떠한 형태로

든 정리되어야 한다. 선거보도의 특성에 따라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의 반론
보도에 대한 특칙을 현실성있게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후보자 초청 토론․대담의 활성화를 통하여 새로운 선거문화를 창출

하고 있지만, 그 제도의 남용은 자칫 국민적 무관심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 

따라서 각 언론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자율조절

하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섯째, 법정선거기간동안에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입법정책적 사안이라 하더라도 바람직하지 않다. 적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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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하루나 이틀 전에 한하여 공표를 금지하는 수준으로 개정이 이루어져

야 한다. 출구여론조사의 300미터로 지나치게 제한적이므로 그 거리의 축소재

조정도 필요하다.

여섯째, 인터넷매체의 선거보도에 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으나 인터넷매

체의 특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이다. 즉 기존의 방송이나 정기간행물에 가해지고 있는 일련의 규제로부터 벗
어나서 인터넷매체는 새로운 언론의 자유를 구가하는 모델로 정립하는 것도 

한국에서의 언론법제의 새로운 모델로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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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mé〉

Loi électorale et press
27)

Nak-In Sung
*

La loi électorale de Corée intitulée “La loi relative à l'élection et à l'anti- 

corruption électorale s'est établie en 1994. Cette loi est révisée 17 fois depuis 

sa promulgation.

Le rôle du média s'agrandit de plus en plus à l'ère de la société 
informatisée. Et, son rôle et influence au processsus de l'élection, plus 

particulièrement au déroulement de la campagne électorale ne pourrait plus   

être comparable à un autre. C'est la raison pour laquelle la loi électorale 

stipule certain contrôle au média pour assurer l'impartialité de média. Mais 

certain article provoque de débats sérieux et houleux.

Premier point. La loi électorale a introduit deux commissions pour déliberer 
le contenu de l'information de la presse et celui de l'audiovisuel. Mais le rôle 

de ces commissions sont sévèrement critiqué au point de vue de la 

constitutionnalité. L'intervention du pouvoir étatique au média ne pourait être 

justifiée par le biais de l'impartialité du média.

Deuxième point. Cette loi introduit un article particulier du droit de réponse 

aux articles portant sur l'élection. Mais le mécanisme de celui-ci ne pouvait 
pas clarifié, surtout en ce qui concerne l'arbitrge par la commission pour    

déliberer le contenu de l'audiovisuel qui remplace le rôle d'arbitrage de la 

Commission d'arbitrage de la presse.

Troisième point. La loi électorale interdit la publication et la diffusion de 

sondages d'opinions pendant le délai de la campagne éloctorale soit 23 jour 

(l'élection présidentielle) soit 17 jour(les autres élection). Bien que cet article 
soit critiqué par les juristes, la Cour constitutionnelle l'a décidée 

constitutionnelle. Cette cour a réfléchi que cette interdiction appartienne 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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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uvoir discrétionnaire du Parlement. Mais, à notre sens, cette loi restricte 

trop sévèrement la liberté de l'expression et le droit de savoir des citoyens, et 

par conséquent elle ne serait pas conforme au principe de la proportionnali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