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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 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의 확보는 선거법제의 기본이념이며, 선거의 자유와
공정의 조화로운 실현은 선거법의 궁극적인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이 선거를 통해 자유로운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당이나 후보
자에 대한 정보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겠지만, 선거가
금권․타락․부패선거가 되지 않도록 적정한 규제를 통하여 선거의 공정
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공명선거의 실현은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
는 선거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불식시킬 뿐만 아니라 선거부정을 배격하
고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하게 유권자의 의식을 개선함으로써 민주시민으
로서의 소양도 구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처럼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함으로써 선거관련 부정부패를 근원
적으로 차단․봉쇄하여 민주주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직
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1994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을 2005년 8
월에 ‘공직선거법’으로 개정하면서 선거비용에 관한 규정을 정치자금법에
편성하는 등 선거비용의 규정체계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입법
적인 노력의 결과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함께 선거의 공정․투명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전한 선거문화의 정착에도 영향을 미쳤다
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거사범의 처벌과 관련한 법률조항
의 불합리와 모순이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선거사범
의 재판에서 당선무효의 정치적 고려는 여전히 남아 있으며, 재선거비용
등의 현실적인 문제에 의하여 법원의 선고형량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
었습니다. 또한 선거범죄에 대한 단기의 공소시효 기간은 형사소송의 기본
이념의 하나인 신속한 재판에 기여하기는 하지만, 현실적인 선거법 위반사
례의 과다 및 과중을 생각하면 오히려 실체적 진실 규명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색채가 짙은 선거사범에 대한 단기의 공소시효는 선거법
위반자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하는 역기능을 수행할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현행법상으로는 선거관련범죄로 인한 당선무효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이 나도록 규정되어 있어
선거사범의 재판실무에서는 적정한 형벌의 선택보다는 오히려 당선의
유․무효에 먼저 관심을 가지는 폐단이나 양형의 왜곡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당선무효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주요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분석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연장은 필연적으로 공직선거법에서 인정하
고 있는 당선무효제도의 의미를 반감시킬 것이고, 선거범죄에 대한 재판기
간의 강행규정을 경시하는 것이 될 수 있음을 환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형정원에 파견되어 이 연구를 성심으로 수행한 임성식 부이사관과 숙명여
자대학교 이경렬 교수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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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선거는 주권재민에 입각한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고 통치권의 민주적 정
당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선거제도는 대의제를 원칙으로 하는 현
대 민주주의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제도의 하나이다. 따라서 민주적 선거
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거의 자유와 공정의 확보
가 중요하다. 선거의 자유와 공정의 확보는 선거법제의 기본이념이며, 선거
의 자유와 공정의 조화로운 실현은 선거법의 궁극적인 과제라고 하겠다.
그러나 과거 우리의 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명분하에 선거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왔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의 자유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선거의 자유가 없이는
선거의 공정을 기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따라서 국민이 선거를 통해 자
유로운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정보는 자유
로운 상태에서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겠지만, 선거가 금권․타락․부패선거
가 되지 않도록 적정한 규제를 통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즉 선거의 공정은 선거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면서 선거관리의 중립
성과 후보자간의 평등보장을 실현하고 나아가 선거비용에 대한 합리적 규
제와 선거범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이룩할 수 있다. 이러
한 공명선거 실현은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선거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불식시킬 뿐만 아니라 선거부정을 배격하고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하게 유
권자 의식을 개선함으로써 민주시민의 소양도 구비할 수 있도록 한다.
위와 같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함으로써 선거관련 부정부패를 근
원적으로 차단․봉쇄하여 민주주의 발전을 도모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1994년 제정되었다. 이 법률을 2005년 8월에
는 공직선거법으로 변경하면서 선거비용에 관한 규정을 정치자금법에 편
성하는 등 선거비용의 규정체계도 정비하였다. 이와 같은 입법적인 노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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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함께 선거의 공정․투명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
였을 뿐만 아니라 건전한 선거문화의 정착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렇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거사범의 처벌과 관련한 법률조
항의 불합리와 모순이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다. 선거사범의 재판에서
당선무효의 정치적 고려는 여전히 남아 있으며, 재선거비용 등의 현실적인
문제에 의하여 법원의 선고형량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선거
범죄에 대한 단기의 공소시효기간은 형사소송의 기본이념의 하나인 신속
한 재판에 기여하기는 하지만, 현실적인 선거법 위반사례의 과다 및 과중
을 생각하면 오히려 또 다른 기본이념의 하나인 실체적 진실규명에 장애
가 될 수 있다. 정치적 색채가 짙은 선거사범에 대한 단기의 공소시효는
선거법위반자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하는 역기능을 수행할 우려도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정치․경제의 부패근원이 되었던 공천헌금 등 불법
정치자금의 수수, 금품ㆍ향응의 제공, 비방ㆍ흑색선전, 공무원의 조직적 선
거개입, 대규모 사조직의 설치ㆍ운영행위를 ‘공명선거저해 5대 선거범죄’로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왔다. 이러한 선거범죄는 각각 공직선거법
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기부행위죄,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죄 등
으로 범죄구성요건화되어 각종 선거에서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범죄로써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다. 그러나 범죄구성요건을 신설하고 그 벌칙을 강화
하는 것만으로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
다. 이보다는 오히려 법을 집행하고 해석하는 사법기관의 강력한 의지가
부정선거를 감시․억지하고 공정선거를 유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즉 단속․수사․재판에 이르는 사법기관의 강력한 법집행 의지 앞
에서 선거의 부정부패는 그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며 선거의 자유와 공
정이 보장될 것이다.
이처럼 공직선거법은 부정선거에 대하여 엄벌할 뿐만 아니라 금권선거
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는데, 그 제도적 표출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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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바로 선거범죄로 인한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화시키는 당선무효제도이
다. 당선무효형 선거범죄를 인정하는 이유는 금권을 동원한 매수 및 기부
행위, 각종 이익의 제공 등 돈으로 선거를 치러온 부정선거에 대하여 엄격
하게 처벌할 뿐만 아니라 금권선거를 발본색원함으로써 기존의 선거행태
를 개혁하고 공명하고 깨끗한 선거풍토를 확립하여 공명․투명선거를 추
진하는데 있다. 이러한 제도인정취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으로는 선거관
련범죄로 인한 당선무효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었는지의 여부
에 의하여 판가름이 나도록 규정되어 있어 선거사범의 재판실무에서는 적
정한 형벌의 선택보다는 오히려 당선의 유․무효에 먼저 관심을 가지는
폐단이 나타나기도 한다. 심지어 당해 선거범죄에 비하여 과경하다고 보이
는 벌금 80만원 등이 선고되는 양형의 왜곡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위와 같은 당선무효제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거범과
다른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선거범으로 본다.’는 내용의
간주규정이 공직선거법에 추가되어야 한다.
현행규정 : 제1항 제3호에서 선거범이라 함은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
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한다.
개선방안 : 제1항 제3호에서 선거범이라 함은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
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한다. 선거범과 다른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선거범으로 본다.
다음으로 당선무효의 대상이 되는 범죄에 관한 경합범처리특례규정은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의 상실결정과 관련된 제18조 제3항과 별도로 마련되
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이 법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
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예)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문언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264조의 당선무효규정의 적용범위와 관련해서는 ‘다수의 벌
금형 선고가 있는 경우 가장 중한 벌금형에 2분의 1을 가중한 금액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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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벌금형의 합산액이 100만원 이상인 때에도 그 당선이 무효가 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당선무효의 대상이 되는 범죄
와 그 규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방
법은 당선무효의 기준을 벌금액의 다과로 정할 것이 아니라 공명선거의
정착을 위하여 필히 처벌해야 할 주요 선거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
정된 경우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하여야 한다.
현행규정 :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와 정치자금
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법칙)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
로 한다.
개선방안 : ①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와 정치자
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법칙)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
로 한다.
② 당해 선거에 있어 당선인에게 이 법에 규정된 죄와 정치자금법 제49
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법칙)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다수의
벌금형 선고가 있는 경우 가장 중한 벌금형에 2분의 1을 가중한 금액 또
는 각 벌금형의 합산액이 100만원 이상인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③ 이 법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경
합범과 처벌예)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
끝으로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과 관련해서는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가 제263조 또는 제265조의 범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은 경우, 그 불법선거운동에 관여한 당선인뿐만 아니라 후보자도
공직선거에의 입후보를 제한해야 하며, 이 경우 입후보가 제한되는 선거를
‘당해 선거와 같은 공직자를 선출하기 위한 보궐선거 등 및 선거구가 겹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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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역에서 치러지는 다른 공직선거 등’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현행규정 :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또는 제265
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
효로 된 자(그 기소후 확정판결전에 사직한 자를 포함한다)는 당해 보궐선
거 등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개선방안 :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또는 제265
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
효로 된 자(그 기소후 확정판결전에 사직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당해 선
거의 당선자 이외의 후보자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제263조 또는 제265조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후보
자는 당해 선거로 선출되는 공직자의 임기동안 치러지는 같은 공직자를
선출하기 위한 일체의 보궐선거 등 및 같은 기간 동안 선거구가 겹치는
지역에서 치러지는 다른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외국의 입법례와 달리 선거범죄의 공소시효에 대하
여 당해 선거일 후 6월이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그렇지만 불법정치자금문제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충실한 수사를 위하여 합리적인 수사기간의 확보가 필요
한 실정이다. 이러한 필요성은 쉽게 선거관련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기간의
연장으로 귀결되고 또 외국의 입법례는 선거관련범죄에 대해서도 일반 범
죄와 동일한 공소시효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소시효제도를 인정하는 취지는 범죄 후 장시간이 경과하
면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사회적 응보감정이 감소 또는 소멸될 뿐만
아니라 증거가 일실되어 진실발견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그 밖에 장기간의
도피생활을 통하여 사실상 형벌에 버금가는 고통을 당하였다는 점, 범인과
관련하여 장기간 형성된 사회적․경제적 또는 가정적 생활관계의 보호 필
요와 국가가 공소제기의 권리 및 의무를 장기간 방치한 결과 이를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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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을 상실하였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즉 공소시효는 범인필벌의 실체
적 정의의 요구를 법적 안정성의 이유로 양보 내지 조화시킨 제도인 것이
다. 그러나 선거범죄에 대하여 단기의 공소시효기간을 인정하는 취지는 일
반범죄에서 주장되는 것처럼 범인필벌의 실질적 정의감의 요구를 법적 안
정성을 이유로 양보 내지 조화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적 조사 및
수사능력과 재판의 가용성을 고려하고 무자격자의 의정활동을 가급적이면
단기간으로 함으로써 실질적 정의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킨 것이다.
물론 현행 공소시효제도의 운용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단기의 공
소시효기간을 인정함으로 인하여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직전에 고소 또는
고발이 폭주하는 경향이 있다. 또 단기공소시효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
을 악용하여 당선인을 실제 처벌하기보다는 단순히 당선인신분의 불안정
을 획책하거나 당선인에 대한 이미지를 훼손하기 위하여 공소시효 만료일
에 임박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남용하고 있는 실정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선거범죄에 대한 수사가 거의 불가능하며 당선인
을 둘러싼 범죄혐의에 대한 실체적 진실의 규명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
다. 이런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공소시효 만료일전 30
일부터 고소․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함
으로써 공소시효가 완성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최소한의 수사기간
을 보장하자는 의견이 주장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공직선거법이 선거범죄
에 대한 단기의 공소시효를 인정하는 것과 동일한 이유로 선거범죄에 대
한 재판을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두고 있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연장은 필연적으로 공직선거법
에서 인정하고 있는 당선무효제도의 의미를 반감시킬 것이고, 또 선거범죄
에 대한 재판기간의 강행규정을 경시하는 것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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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필요성
1948년 제헌국회의원선거이래로 각종 선거에서는 그 결과의 정당성 내
지 선거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선거관련 법을
개정하고 제도를 보완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를 위한 노력이
최근까지 연달아 진행되고 있다. 선거의 공정성을 둘러싼 국민적 여망은
마침내 1994년 3월 여야(與野) 합의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정
1994. 3. 16. 법률 제4739호)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1) 특히 2005년 8월에
는 종전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공직선거법」으로 변경하면서
(개정 2005. 8. 4. 법률 제7681호) 선거연령을 19세로 하향조정하였고, 선거
비용에 관한 규정은 「정치자금법」(2005. 8. 4. 법률 제7682호)으로 옮기
는 등 선거비용규정의 체계도 정비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 선거운
동의 자유와 더불어 선거의 공정성 및 투명성에 많은 향상을 가져 왔으며
건전한 선거문화풍토의 정착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거사범의 처벌과 관련한 법률조
항의 불합리와 모순이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선거사범의 재
판에 있어서 당선무효에 대한 정치적 고려는 여전히 남아 있으며, 재선거
비용 등의 현실적인 고려에 의하여 법원의 선고형량은 영향을 받을 수밖
에 없었다. 또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유형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담당하는 재판부의 상이성으로 말미암아 선고형량에 차이가 있음을
부정할 수도 없다.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제정과 개정과정에 대해서는 정만희, “현행 선거법제의 문
제점과 개선방안”, 저스티스 통권 제66호, 한국법학원, 2002년 4월, 44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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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선거범죄에 대한 단기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상 기본이념의
하나인 신속한 재판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지만, 선거법위반사례건수의 과
다 및 과중을 생각하면 오히려 또 다른 기본이념의 하나인 실체적 진실규
명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 특히 정치적 색채가 짙은 선거사범일수록 단기
의 공소시효는 선거법위반자에 대하여 면죄부를 부여하게 되는 역기능을
수행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선거사범처벌관련법규의 불합리와 모순, 단기공소시효
제도의 문제점, 규범적인 측면의 당선무효 재판과 현실적인 재선거비용의
문제점 등을 해결하여 선거사범 처벌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궁극적
으로는 공직선거제도의 투명성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다.

제2절 연구방법 및 대상
이 연구는 현행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리와 벌칙조항의 문제점
을 검토하여 선거사범에 대한 적정하고도 공정한 처벌 및 개선방안을 제
시함으로써 입법자와 소관부서 및 실무자에게 법의 제․개정 및 그 집행
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그 기본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현행법상 선거사범의 처벌
유형과 처벌실태 및 처리절차에 대하여 검토한다. 이어서 주요 외국 특히
미국, 독일, 일본의 입법례를 비교법적으로 고려하여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선거법위반사례에 대한 처벌태도와 처벌의 경중에 관한 문제점을 살펴본
다. 그리고 선거관련사범의 처리와 현행법제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
처럼 주요 외국의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규제 및 벌칙 등에 대한 문헌연
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전문가집단의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전문
가 의견을 개선방안의 마련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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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먼저 선거사범의 개념과 처리실태에 대하여 살펴본다(제2장).
여기서는 특히 공직선거법의 규정태도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유형별 선거사
범의 분류를 개관하고, 선거범죄와 선거사범의 구분에 대하여 설명한다.
제3장에서는 비교법적 관점에서 선거범죄 등에 대한 벌칙조항을 중심으
로 주요 외국의 선거사범 등에 대한 처벌법규를 고찰한다. 선거사범 등의
처벌법규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하는데 있어서는 후보자와 관련자의 처벌
및 당선인과 낙선자의 처벌수위에 대한 균형성․형평성의 관점에 유의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당선무효형 선거범죄 등의 유형과 범위에 관하여 비교법적
으로 검토한다. 이러한 당선무효형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우리나라 공
직선거법상의 당선무효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끝으로 선거사범 등에 대한 단기공소시효기간의 기능과 공소시효제도의
정당성에 관한 비교법적․법이론적 검토를 하고 이를 중심으로 선거의 공
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선거사범관련법규정의 개정 및 정비에 대
한 제언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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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선거범죄에 대한 일반적 이해
1. 선거범죄의 개념과 분류

가. 공직선거법의 규정태도

일반적으로 선거범죄란 선거법상 금지 또는 규제되는 행위에 대하여 형
사상 범죄로 소추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공직선거법을 두
고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해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선거범”이란 공직선거법 제16장 벌
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위반의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하며 제262
조의2(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에서는 선거범죄는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한다)와 「국민투표법」위반의 죄를 의미
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의 ‘선거범’ 및 ‘선거범죄’는 과태
료가 부과되는 동법 제261조의 위반행위를 포함하므로 형법학의 용어사용
례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의 선거범 및 선거범죄에는 오히려 일
반적인 용어사용례인 ‘선거사범’으로 표현하는 것이 보다 적당하다.2)
형법학의 용어사용례와 일치하는 선거범죄의 의미는 공직선거법 제259
조(선거범죄선동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즉 동조의 “선거범죄”에는 동법
2) 이러한 광의의 선거사범에는 교육감 선거사범,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조합장 선거
사범이 포함된다. 교육감 선거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조합장 선거는 각 단위법률(예를 들면, 농협조합장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 선거관련사범은 공직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범죄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천관련 금품수수․선거관련 불법집회․시위, 선거와 관련된 폭행․명예훼손․모욕
등의 범죄를 통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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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내지 제235조(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의 죄 중에서 당내경선과 관련
한 죄를 제외한 범죄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형법학의 용어사용례로는 벌금이 부과되는 형벌과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정질서벌을 엄격하게 구별하므로 형사범에 대해서는 선거범죄라는 표현
을, 행정범에 대해서는 선거사범이라는 표현으로 구별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3) 하지만 공직선거법상의 규정태도에서 보이듯이 양자가 구별
없이 선거범죄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선거범죄를 일반적
인 용어사용례인 광의의 의미로 이해하여 선거사범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
용한다.4)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선거범죄의 유형으로는 매수 및 이해유
도죄(동법 제230조 내지 제235조), 선거의 자유방해죄(제237조 내지 제240
조), 투표․개표의 간섭 및 침해죄(제241조 내지 제242조), 선거관리방해죄
(제243조 내지 제249조),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 후보자비방죄(제251조),
언론매체부정이용죄(제252조 내지 제253조), 선거운동관련위반죄(제254조
내지 제256조),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257조), 선거비용부정지
출죄(제258조)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선거
범죄의 내용을 크게 매수에 관한 죄, 선거의 자유방해죄 및 투․개표에 관
한 죄, 허위사실공표 등에 관한 죄, 각종 제한규정위반 등에 관한 죄, 기타
의 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3) 황정근, “선거범죄와 형법총칙 적용상의 몇 가지 문제”, 법조 제532호, 법조협회, 2001
년 1월, 39-41면.
4) 이에 대해 선거범죄는 공직선거법 제6장 벌칙에 규정된 범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해하는 견해도 있다(문상부, “최근 선거범죄의 사례별 유형분석”, 수사연구 통권 제271
호, 수사연구사, 2006년 5월,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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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거관리위원회의 분류방법

선거범죄는 그 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라 금품살포 및 각종 기부행위, 불
법흑색선전행위, 공직수행편승 불법행위, 정당활동빙자 불법행위, 선거목적
사조직결성행위, 선거폭력행위, 기타 선거기관 불법행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5) 일선 실무에서는 선거법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라 선거범죄를 유형
별로 분류하여 단속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유형별 분류는 다음과 같다. 즉 상시-주례행위, 금품․음식물제공, 선심관
광․교통편의 제공, 비방․흑색선전, 유사기관․사조직결성, 공무원 등 선
거개입, 시설물설치 등, 인쇄물배부 등, 간행물불법배부, 홍보물발행, 신
문․방송 등 부정이용, 의정활동 관련, 정당활동 관련, 연설회 등 관련, 집
회․모임 등 이용, 여론조사․서명운동 관련, 선거관리침해, 호별방문, 위
장전입, 부재자신고․투표관련, 민원상담, 회견․보도자료 등 이용, 사이버
이용, 전화이용, 허위 학․경력 게재, 기타로 구분하고 있다.6)
최근에 실시된 5.31 지방선거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위반사례
단속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

5) 정병욱, 선거법, 제4판, 박영사, 2006, 332면.
6) 문상부, 최근 선거범죄의 사례별 유형분석, 14면 이하에서는 특히 금품․음식물제공,
불법인쇄물 배부․불법시설물 설치, 공무원의 선거개입, 비방․흑색선전, 유사기관․사
조직 설치․운영, 의정․정당활동 관련, 집회․모임 이용 등의 위반사례에 대해 설명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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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5.31 지방선거에 대한 선거법위반사례 단속현황
유형
계
상시-주례행위
금품․음식물제공
선심관광․교통편의 제공
비방․흑색선전
유사기관․사조직결성
공무원 등 선거개입
시설물설치 등
인쇄물배부 등
간행물불법배부
홍보물발행
신문․방송등 부정이용
의정활동 관련
정당활동 관련
연설회 등 관련
집회․모임 등 이용
여론조사․서명운동 관련
선거관리침해
호별방문
위장전입
부재자신고․투표관련
민원상담
회견․보도자료 등 이용
사이버 이용
전화이용
허위 학․경력 게재
단체장 사적행사 참석
기타

계
6025
3
1342
34
54
45
152
704
1527
52
150
131
27
24
34
132
56
21
104
13
45
5
2
111
261
310
17
669

기초의원
3089
2
736
11
18
13
32
383
854
18
8
59
12
6
20
63
21
5
67
4
19
1
1
34
142
201
1
358

기초장 광역의원
1780
933
1
0
399
161
16
3
28
7
20
6
100
15
187
103
369
272
20
8
123
5
47
20
5
10
10
3
8
5
49
13
23
8
9
6
15
22
6
3
24
1
4
0
1
0
37
19
53
59
39
69
16
0
171
115

2006.7.27 현재
광역장
223
0
46
4
1
6
5
31
32
6
14
5
0
5
1
7
4
1
0
0
1
0
0
21
7
1
0
25

비고

2. 선거범죄의 보호법익

선거범죄의 보호법익은 일반적으로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의 자유 보장
에 있다고 한다.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거에서의 기회균등을 보장하
는 것은 선거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과 피선거인에 대한 주민의 대표성을
부여하기 위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선거의 자유라 함은 피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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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선거운동의 자유, 선거인의 투표 및 판단의 자유뿐만 아니라 특정 선
거에 임하는 모든 관계자들의 선거에 관한 일체의 의사와 행동의 자유는
물론 선거분위기의 자유도 포함된다. 또 선거의 공정이란 입후보, 선거운
동, 투․개표 등 선거절차가 위법․부당함이 없이 공평무사하게 이루어지
는 것을 의미한다.
위와 같이 선거범죄는 선거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을 보호법익으로 하므
로 양자는 공직선거법의 핵심 축을 이루고 있다.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과
정에 참여하고 선거권을 올바르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선거운
동이 자유롭게 행해져야 한다. 이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자신의 뜻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선거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입후보자의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국민의 보다 훌륭
한 대표를 선출하는 그 이상을 목표로 하는 제도이기에 공정하게 행해져
야 한다. 여기서 공직선거법이 선거의 공정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결국 선
거의 자유를 적절하게 제한하는 한편 선거비용을 규제하는 양면적 입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음을 알 수 있다.7) 헌법재판소도 선거의 공정성 확보
를 위해 어느 정도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만 그 제한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이는 헌법의 기본권제한의 이념
과 구체적인 상황, 예를 들면 국민의식의 성숙이나 그 국가의 선거풍토,
경제․문화적 제반여건을 종합하여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8)
3. 선거범죄의 특징
가. 범죄의 은밀성
선거사범은 대부분 후보자나 그 선거운동 조직과 오랫동안 친분관계를
7) 황정근, 선거부정방지법, 법영사, 2001년, 9면.
8) 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5헌가1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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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고 있는 자들로서 정치적 의리를 유난히 강조하고, 특히 선거관련
금품수수는 후보자 또는 그 핵심 선거운동원들이 평소 잘 아는 유권자들
을 상대로 은밀하게 행해지는 특성으로 인하여 현장에서 적발된 사안 외
에는 후보자 등이나 배후관계의 추적이 곤란하다. 또한 불법선전물이나 선
거폭력 등과 같이 위반사실이 외형적으로 드러난 범죄 외에 금품살포․기
부행위 등과 같은 중요범죄는 은밀성으로 인하여 범죄의 단서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로써 공식통계에 파악되지 않는 잠재적 범죄행위가 상당할 것으로 예
측가능하고, 이러한 공식적 범죄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숨은 범죄(Hidden
Crime)의 문제는 선거범죄에서 매우 심각한 현상이다.
나. 지역 유착성
국회의원선거나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사범 단속기관과 후보자 측 사이
에 학연․지연․혈연 등 유대관계가 이미 조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고,
선거운동 조직원과 지역주민들도 대체로 친분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선거
관리위원회, 경찰 등은 평소의 유대관계 등을 고려, 당사자의 신고, 고소․
고발이 없으면 선거법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는 경향도 있다.
따라서 내부의 관련자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범죄행
위의 파악에 곤란을 겪게 된다.9)
다. 선거후의 사건왜곡․축소사례 빈발
선거가 종료되어 당락이 확정된 상태에서는 이해당사자간에 감정의 개
9)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과정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인터뷰에
서도 잘 나타난다. “금품수수의 경우 후보자가 직접 하지 않고 선거참모나 인척이 한
경우에 후보자와의 공모여부를 밝히기 매우 어려운 게 현실이다 … 이런 경우, 내부고
발자나 자백 등이 없을 경우 조사에 성공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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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이 없는 한 고소․고발의 취소, 진술번복 사례가 빈번하며 관련자들이
수사에 협조하지 아니하여 증거확보가 용이하지 않고, 그 결과 사건의 실
체적 진실이 왜곡되는 사례가 다수 있다. 또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어 일선 단속기관도 선거가 종료되면 단속 및 처벌의 열의가
식어 선거사범을 끝까지 추적 수사하는 자세가 미흡한 실정이다.

라. 무고성 고발․고소가 다수

선거운동과정에서 선거분위기를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조성하기 위
하여 언론매체를 활용하거나 또는 상대방 정당 내지 후보자의 활동을 제
약할 목적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각종 의혹들을 기정사실인 것처
럼 유포하거나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선거가 종료된 후
고소․고발이 취소되면, 허위사실에 대한 무고여부를 철저하게 수사하여
악의적인 무고사범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의 취소여부와 관계없이 엄정하
게 수사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다.

마. 범죄의식의 박약

선거범죄는 선거법이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는 행위의 상당 부분이 후
보자간의 기회균등과 선거질서 유지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일반 시민
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해지지 않거나 또는 사회적 위험성이 낮은 것으
로 인식되고 있어 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한 범죄의식이 약화되어 있
다. 그러나 사소한 위반행위라도 사회전체에 만연하게 되면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킬 뿐 아니라 준법의식을 떨어뜨려 사회질서가 붕
괴되는 현상까지 초래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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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부패와 연결고리 형성

선거사범은 막대한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패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많고, 각종 사조직과 연결되어 부패범죄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
고 있다. 막대한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기업과 정치권이 결탁하여
정경유착의 연결고리가 형성될 뿐만 아니라 특정 기업과 관련된 후보자가
당선되었을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대규모의 특혜로 연결되어 이는 결국
사회전체를 총체적인 부패구조의 늪에 빠트릴 우려가 있다.

사. 범죄영향력의 중대성

후보자는 선거범죄로 기소되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
선무효 및 피선거권이 상실되고, 그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되는 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일반인도 선
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거권․피선거권이 제한
되는 등 불이익이 따른다. 따라서 선거법위반 관련자도 후보자에게까지 범
행이 추급되지 않도록 증거인멸, 허위진술 또는 도주 등 범행을 축소․은
폐하려는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도 당선무효형 선고를 신중하게
하거나 다소 회피하려는 경향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지 않게 법원이 선고유예 또는 기
준에 미달하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법부가 당선인을 결
정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되
는 경우에도 그 선거범죄에 대한 재판이 지연되거나 판결이 확정될 때까
지는 당선인의 자격에 하자가 있다는 의미인데도 당선인이 그 지위에 따
른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러한 특혜, 즉 선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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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자가 상당기간 동안 공직을 수행하는 모순은 선거에서 ‘당선만 되면 그
만’이라는 왜곡된 생각과 사실을 초래하게 한다.
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고 확실하며 신속하다면, 범죄의 이익보다는
손실이 큼을 합리적으로 계산하고 따라서 법을 위반하지 않을 것이라는
억제이론10)(deterrence theory)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는 실상을 단적
으로 보여주는 예가 바로 선거범죄이다. 이러한 실상은 선거관련자나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을 왜곡시키고 사회질서를 붕괴시키는 현상까지 초래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선거범죄에 대한 처벌의 엄격성과 확실성은, 특
히 선거과정에서 행해진 불법행위에 대한 응분의 형벌을 과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당선무효형의 선고 또는 피선거권의 제한을 통하여 선거의 공정
성을 사후적으로 확보함과 동시에 일반국민에게 민주시민으로서의 교육과
그 결과 선거의 공정성을 사전적으로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매
우 중요하다.

4. 공직선거법상의 특별규정

선거범죄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공직선거법에는 선거범죄에 대하여 형
법의 총칙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11)

가. 양벌규정의 확대 (제260조)

공직선거법은 제17차 개정(2004.3.12. 법률 제7189호)으로써 선거범죄에
10) 억제이론에 의하면, 억제는 특수억제와 일반억제의 두 가지 방식으로 작용한다. 특수억
제는 범법자가 확실하게 잡히고 엄격하게 처벌된다면 그들은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며, 일반억제는 범법자에 대한 국가의 확실한 처벌이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일반인에게 본보기로서 국가형벌의 두려움을 심어주어 범죄를 억제하는 것을 말한다
(박상기/손동권/이순래, 형사정책, 제7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년, 7/23이하).
11)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연찬자료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256～2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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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양벌규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즉 정당․회사 기타 법인․단체
(이하 “단체 등”이라 함)의 대표자, 그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과 정
당의 간부인 당원이 그 단체 등의 업무에 관하여 제16장에 규정된 죄(당
내경선과 관련된 죄를 제외)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단
체 등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무에 관하여”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라고 넓게 해석하
여 단체 등의 임원이나 구성원이 순수하게 개인적인 목적에서 행한 행위
가 아닌 한 그 관련성이 인정되게 한다. 또한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 다른
법률의 규정태도와는 달리 단체 등이 실제 행위자인 임원이나 구성원에
대하여 그 감독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는 “양벌규정”의 적용에 지장을 가
져오지 않게 하고 있다.

나. 자수자에 대한 특례 (제262조)

형법 제52조 제1항은 자수를 임의적 감면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선거범
죄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제262조에 규정된 범죄이외의 범죄사실을 자수
하는 경우 법원은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동법 제262조
에서는 제230조 제1항․제231조 제1항 및 제25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중 금전․물품 기타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자가 자수한 때
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 자수를 필요적 감면사유로 규정
하고 있다. 특례자수자의 대상에 후보자와 그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
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참관인․정당의 간부 또는 사위
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자는 제외하고 있다.
자수의 시기와 관련하여 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신설된 동법 제
262조 제2항의 규정취지를 고려하면 선거범죄의 발각 전에 스스로 자수한
경우에 한하여 형 면제의 혜택을 주어야 할 것12)이지만, 대법원은 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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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자수의 시기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고 있는 이상 범죄발
각 후 자수한 경우에도 자수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하고 있다.13)

다. 공범에 관한 규정의 특례

공직선거법은 예전의 개별 선거법에서 당해 행위를 ‘한 자’만을 처벌하
게 규정한 것과 달리 여러 조항에서 당해 행위를 실행한 자에 가담하여
그 행위를 “하게 한 자”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선거범죄의 대
부분이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계획되고 실제 불법
행위는 선거운동보조자에 의해 행해지는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써 배후의
조종인물에 대한 정범성을 인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따라서
“하게 한 자”를 선거범죄의 구성요건이 포함하고 있으므로 형법의 공범에
관한 규정(제30조 내지 제34조)은 적용되지 않고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직
접 정범으로 처벌된다. 따라서 어떤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않는 자이더
12) 자수자에 대한 처벌은 1991. 12. 31. 국회의원선거법 제183조의2에 최초 규정된 이래로
공직선거법이 제정될 때부터 형의 필요적 면제사유로 규정되었으나, 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될 때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가 되었다.
13) 대법원 1997. 3. 20. 선고 96도1167 전원합의체 판결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2
조가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등 금품이나 이익 등의 수수에 의한 선거부정
관련 범죄에 대하여 자수한 경우에 필요적 형면제를 규정한 주된 입법 취지는, 이러한
범죄유형은 당사자 사이에 은밀히 이루어져 그 범행발견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금
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사실상 신고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금품 등의 제
공자를 효과적으로 처벌하려는 데 있다. [중략] 한편 형법 제52조나 국가보안법 제16조
제1호에서도 공직선거법 제262조에서와 같이 모두 ‘범행발각 전’이라는 제한 문언없이
“자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형법 제52조나 국가보안법 제16조 제1호의 “자수”
에는 범행이 발각되고 지명수배된 후의 자진출두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가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자수”라는 단어의 관용적 용례라고 할 것인바, 공직선거법 제262조
의 “자수”를 ‘범행발각 전에 자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풀이는 “자수”라는 단어가 통상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용례에서 갖는 개념 외에 ‘범행발각 전’이라는 또 다른 개념을 추
가하는 것으로서 결국은 ‘언어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 공직선거법 제262조의 “자수”의
범위를 그 문언보다 제한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등의 처벌범위를 실정법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 되고, 따라서 이는 단순한 목적론적 축소해석에 그치는 것이 아
니라, 형면제 사유에 대한 제한적 유추를 통하여 처벌범위를 실정법 이상으로 확대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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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선거범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하게 한 자”에 해당하여 형
법 제34조의 간접정범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공직선거법의 벌칙
규정이 직접 적용되어 당해 선거범죄의 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라.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제262조의2)

선거범죄에 관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조사 또는 수사단서의 제
공, 진술 또는 증언 기타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
거활동을 한 자가 그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선거범죄에 관한 형사절차 및 선거
관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불이
익처우의 금지),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
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 등) 및 제16조(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형
의 감면)의 규정을 준용한다.14)

마.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262조의3)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위원회를 제외)는 선거범죄에 대하여 선
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중
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바. 선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한 분리 심리․선고 (제18조 제3항)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면 선거범죄에 대한 처벌은 당선무효의
14) 선거범죄 등 신고자 보호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관해서는 민병주,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제도와의 비교를 통한 선거범죄 등 신고자 보호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선거논
단 제2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년 12월, 123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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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가 되거나 당사자의 피선거권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안임을 고려하
여 형법 제38조(경합범의 처벌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
여 따로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실체적 경합범의 경우에만
적용이 있고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는 것이 실무의 태도
이다.15)

사. 필요적 몰수의 규정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는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임의적 몰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직
선거법 제236조(매수와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 및 제257조(기부
행위의 제한금지 등 위반죄) 제4항에서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로 규정하여 필요적 몰수를 원칙으로 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
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절 선거범죄의 단속과 처리실태
공직선거법은 바람직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각종 선거에 대하여
규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16) 즉 선거비용에 대한 규제와 선거사범에 대
15)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3항은 선
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
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선거범이 아닌 다른 죄가
선거범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지 형법 제3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분리 심리하여 형을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선거범과 상상적 경
합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에 대하여는 여전히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그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해야 하고, 이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서 선거범을 달리
취급하는 입법 취지와 그 조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볼 때 그 처벌받는 가장 중한 죄
가 선거범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모든 죄는 통틀어
선거범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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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벌칙의 강화, 당선무효의 요건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정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공직선거법이 그 소
정의 규제에 따라서 엄격하고 공정하게 적용․집행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여기에서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적발․조치한 선거법위반단속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선거범죄에 대한 처리실태를 검토하였다.17)

1. 선거법 위반행위의 유형별 분포

아래의 표는 공직선거법이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각종 선거에서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적발한 선거법 위반행위의 유형을 분류한 것이다.

<표 2> 최근 선거의 유형별 선거법 위반행위 *
구 분
금품․음식물 제공
시설물․인쇄물 배부

제16대
제17대
제3회
대통령선거 (%) 국회의원선거 (%) 지방선거 (%)
148 (11.2)
1057 (16.5)
2222 (25.6)
552 (41.8)

3057 (47.8)

3452 (39.8)

제4회
지방선거 (%)
1379 (22.8)
2284 (37.8)

비방흑색선전

49 (3.7)

59 (0.9)

105 (1.2)

55 (0.9)

유사기관․사조직

21 (1.6)

54 (0.9)

37 (0.4)

46 (0.8)

공무원 등 선거개입

26 (2.0)

153 (2.4)

190 (2.2)

154 (2.6)

정당․의정활동 관련

15 (1.1)

159 (2.5)

157 (1.8)

51 (0.9)

사이버 이용

57 (4.3)

303 (4.7)

122 (1.4)

111 (1.8)

453 (34.3)

1560 (24.4)

2400 (27.6)

1964 (32.5)

1321 (100.0)

6402 (100.0)

8685 (100.0)

6044 (100.0)

기 타
계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6대 대통령선거총람,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총람
16) 공직선거법 제2조에 의하면, 이 법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
장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7) 통계자료에는 공직선거법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대통령선거(제16대)․국회의원선
거(제17대)․전국동시지방선거(제4회)를 중심으로 일단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되어 수
사기관에 고발, 수사의뢰, 이첩 처리된 것을 포함한다. 선거범죄의 분류는 중앙선거관
리위원회 총람의 분류기준에 따라서 금품․음식물 제공, 시설물․인쇄물 관련, 비방흑
색선전, 유사기관․사조직, 공무원 등 선거개입, 의정․정당활동 등 관련, 사이버 이용,
기타 선거법 위반행위 등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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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6대 대통령선거의 선거법위반행위 단속 및 조치결과

선거법위반행위 예방 및 감시․단속활동은 정당․후보자로 하여금 법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손해를 본다는 의식을 심어줌으로써 스스로 법을
준수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제16대 대
통령선거(2002.12.19. 시행)에서 나타난 특징인 후보자 지지모임, 돼지저금
통 모금활동, 각종 집회 등에 대한 현장 중심적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선거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단호한 조치, 조사결과의 언론공표를
통하여 위반행위의 확산을 방지하는데 주력하였다. 그 결과 제16대 대선에
서는 제15대 대선의 조치실적 300건의 4.4배에 달하는 선거법위반행위
1,321건을 적발하여 고발 124건, 수사의뢰 226건, 경고 734건, 주의 224건
이첩 13건 등으로 조치하였고, 경미한 위법사례 900건에 대해서는 9,777만
5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표 3> 유형별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구분
계
금품․음식물 등 제공
시설물․인쇄물 관련
비방흑색선전
유사기관․사조직
공무원 등 선거개입
정당․의정활동 관련
사이버 이용
집회․모임, 연설회
기타

계 (%)
1,321 (100.0)
148 ( 11.2)
552 ( 41.8)
49 ( 3.7)
21 ( 1.6)
26 ( 2.0)
15 ( 1.1)
57 ( 4.3)
325 ( 24.6)
128 ( 9.7)

고발
124
41
41
3
10
0
0
1
14
14

수사의뢰
226
35
88
39
4
1
0
47
2
10

경고
734
59
325
2
5
22
11
6
215
89

주 의
224
10
96
0
1
3
4
3
94
13

이 첩
13
3
2
5
1
0
0
0
0
2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6대 대통령선거총람, 134면.

한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2002.10월부터 검색전문요원 437명을 채용
하여 사이버전담반을 확대 편성․운영하여 정당․후보자 및 관련 조직․
단체, 정치․선거관련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검색하였다. 또한 주요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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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관리자 또는 PC방 업주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감시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선거범죄예방 및 신고․제보를 위한 인터넷 배너광고, 선거법 위
반내용게시 자제요청문안을 게시하여 네티즌 스스로 사이버를 이용한 불
법선거운동이나 비방․흑색선전 등을 자제하도록 유도하였다.
사이버이용 선거법위반행위 감시 및 단속결과는 총 11,470건을 적발하
여 고발 1건 수사의뢰 60건 경고 6건, 주의 4건과 나머지 11,399건은 삭
제․조치하였다.

<표 4> 사이버이용 선거법위반행위 감시 및 단속결과 *
구분

총 계 (%)

계

조 치
소 계

고발

수사의뢰

11,470 (100.0)

71

1

60

사전선거운동

2,422 (21.1)

11

1

비방흑색선전

8,677 (75.7)

52

기타

371 (3.2)

8

3

경 고 주 의

삭제요청

6

4

11,399

6

2

2

2,411

51

1

0

8,625

3

2

363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6대 대통령선거총람, 136면.

나. 국회의원선거 위반행위 유형별 분포 및 조치결과

국회의원선거에 드러난 유형별 선거법 위반행위의 분포는 아래의 표와
같다.18)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적발된 선거법 위반행위는 674건, 15대
는 741건, 16대는 3,017건, 17대는 6,402건으로 해마다 적발 건수가 증가하
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네 차례 선거 시기 모두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위반행위의 유형은 인쇄
물ㆍ시설물 배부로 전체 위반행위 중에서 40%이상을 차지한다. 금품ㆍ음
식물 등의 제공을 통한 위반행위는 모든 선거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집회 ㆍ모임, 연설회 등을 이용한 위반행위의 경우 14대 선거에서는
18) 임성식/박영실, 선거사범의 처리실태와 개선방안, 67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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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나 해를 거듭 할수록 그 비중이 낮아짐을 볼 수 있
다. 사이버를 이용한 위반행위의 경우 16대 선거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1.1%), 17대 선거에서 그 비중이 약간 늘어났음을 알 수 있
다(4.7%). 두 차례 선거를 통한 분포이므로 그 추이를 파악하기는 힘드나,
사이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급증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위반행위도 증가
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표 5>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법 위반행위의 유형별 분포
구분
금품ㆍ음식물 등 제공

제14대 (%)

제15대 (%)

제16대 (%)

제17대 (%)

104 ( 15.4)

100 ( 13.5)

594 ( 19.7)

1,057 ( 16.5)

인쇄ㆍ시설물 배부

76 ( 41.0)

327 ( 44.1)

1,326 ( 44.0)

3,057 ( 47.8)

신문,방송 등 부정이용

30 ( 4.5)

33 ( 4.5)

69 ( 2.3)

161 ( 2.5)

의정 및 정당 활동 관련
집회, 모임, 연설회 등 이용
비방흑색선전
사이버 이용
기 타
계

-

87 ( 11.7)

105 ( 3.4)

159 ( 2.5)

169 ( 25.1)

106 ( 14.3)

249 ( 8.3)

266 ( 4.2)

10 ( 1.5)

32 ( 4.3)

101 ( 3.4)

59 ( 0.9)

-

-

33 ( 1.1)

303 ( 4.7)

85 ( 12.6)

56 ( 7.6)

540 ( 17.9)

1,340 ( 21.0)

674 (100.0)

741 (100.0)

3,017 (100.0)

6,402 (100.0)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4대․제15대․제16대․제17대 국회의원선거총람

그런데 제17대 국회의원선거는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규제조항들을 담
고 있는 개정된 선거법 하에서 실시된 것으로 선거법 위반행위의 적발건
수가 이전 보다 훨씬 더 증가된 것에 대해 의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위의
통계는 공식선거운동기간 전후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실제로 17대 국회
의원선거에서는 개정된 선거법이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인 1-2월 동안의
위반행위가 많았다. 즉, 개정된 선거법의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
태에서 위반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정당의 후보자 경선 방
식에 따른 영향, 즉 상향식 공천이 대폭 확대되어 당내 후보자간의 경쟁이
지나치게 과열됨으로써 위반행위가 많이 양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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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현황 *
구분
제14대
제15대
제16대
제17대

계
674
(100.0%)
741
(100.0%)
3,017
(100.0%)
6,402
(100.0%)

고발
25
(3.7%)
23
(3.1%)
248
(8.2%)
453
(7.1%)

수사의뢰
61
(9.1%)
97
(13.1%)
408
(13.5%)
401
(6.3%)

경고
237
(35.2%)
396
(53.4%)
1,676
(55.5%)
2,704
(42.2%)

주 의
239
(35.5%)
111
(15.0%)
565
(18.7%)
2,743
(42.9%)

이 첩
112
(16.6%)
114
(15.4%)
120
(4.0%)
101
(1.6%)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4대ㆍ제15대ㆍ제16대ㆍ제17대 국회의원선거총람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적발된 위반행위 중 고발건수의 비율은 14대에
서는 3.7%, 15대에서는 3.1%이었던 것이 16대와 17대에 들어서면서 8.2%
와 7.1%로 증가하였다. 수사의뢰 건수의 비율은 15,16대에서 13%를 웃돌
던 것이 17대 선거에 들어서는 6.3%로 낮아졌으며, 주의가 17대에서
42.9%로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기존 선거에서의 비율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다.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위반행위 유형별 분포 및 조치결과

5.31 지방선거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이룩한 공명선거기조를 안정
적으로 발전ㆍ정착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시금석이 되는 선거
였을 뿐만 아니라 내년의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현 참여정
부에 대한 중간평가로서의 의미가 부여되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침
해될 우려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선거관련사범의 관할당국에서는 선거과정에서 법과 질서가 준수되고 정
견․정책에 의한 공정한 경쟁으로 후보자는 물론 유권자 모두가 선거결과
에 승복할 수 있는 국민과 함께 하는 선진선거문화정착에 목표를 두고, 입
후보예정자․선거사무관계자, 유권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및 단속의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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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안내하는 등 준법선거를 유도하였다. 아울러 설ㆍ대보름 등 전례를
빙자한 금품ㆍ향응제공행위 등의 선거법위반사례가 예상되는 경우, 단속대
상과 기간 등을 사전에 예고하는 특별단속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선거사
범에 대한 예방효과를 제고하였다. 또한 그동안 우리의 선거역사에서 정치
ㆍ선거부패의 근원이 되었던 공천헌금 등 불법정치자금 수수, 금품ㆍ향응
선거, 비방ㆍ흑색선전,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개입, 대규모 사조직 설치ㆍ운
영행위를 5대 선거범죄로 선정하고 신문․TV 대담프로그램 등 언론매체
를 통하여 공표하는 한편, 정당ㆍ후보자에게 수시ㆍ반복적으로 안내하여
중대범죄의 발생억지력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는 등 사전예방에 주력하였다.
나아가 선거사범의 단속과정에서는 실적위주의 저인망식ㆍ무계획적 단
속을 탈피하고,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감안하여 선택과 집중에
의한 중대선거범죄위주로 실질적 단속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경고ㆍ주
의 등 행정조치의 남발로 인한 단속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지시정ㆍ구두경고 등으로 상대방이
수용할 수 있는 단속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금품ㆍ향응제공 등 중대위반행
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거쳐 고발조치를 하는 등 엄정처리하였다.
그 결과 이번 제4회 지방선거는 제3회 지방선거시의 조치실적 8,685건
보다 30%감소한 6,044건을 적발하여 고발 774건, 수사의뢰 483건, 경고ㆍ
주의 4,678건, 이첩 109건 등으로 처리하였다.

<표 7>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결과 *
구 분

계

고발

수사의뢰

경고

주의

합 계

6,044

774

483

3,359

1,319

이첩
109

광역장

221

36

37

103

41

4

기초장

1,782

202

169

815

536

60

광역의원

936

137

66

539

186

8

기초의원

3,105

399

211

1,902

556

37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총람, 1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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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선거사범에 대한 조치실적이 감소한 것은 지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룩한 공명선거기조가 정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선거범죄 신고
자포상금 인상, 50배 과태료부과제도 등의 적극적 운용으로 위반행위 발생
이 억제되었고 관련당국의 사전안내 및 강력한 단속활동이 전개되었기 때
문인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선거초기부터 계속된 특정 정당의 우세현상과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한 지속적 홍보에 따른 유권자의식의 변화도
그 이유의 하나로 평가된다.
<표 8> 위반행위 유형별 단속현황
구분

계

고 발

수사의뢰

경 고

주 의

합계

6,044

774

483

3,359

1,319

109

금품ㆍ음식물 등 제공

1,379

368

233

555

197

22

인쇄ㆍ시설물 배부

2,284

115

96

1,364

694

15

55

5

21

6

-

23

비방흑색선전
유사기관․사조직

이첩

46

21

9

14

-

2

공무원 등 선거개입

154

13

13

81

44

3

의정․정당활동 관련

51

7

4

28

9

3

111

9

21

57

19

5

1,964

236

82

1,254

356

36

사이버 이용
기 타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총람, 179면.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법위반행위 총 적발건
수 6,044건 중 대부분의 불법행위가 시설물ㆍ인쇄물 배부, 금품․음식물
제공 등 사전선거운동의 행태로 이루어졌다. 특히 여론조사를 빙자한 사전
선거운동은 인쇄물ㆍ전화ㆍ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특
정 정당이 일부지역의 당내경선과정에서 주민여론조사 결과를 후보자 선
정기준에 부분적으로 포함함에 따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사전선거운동
성 ARS여론조사가 성행한 것으로 분석된다.19)
19) 이러한 불공정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자체에 그치지 않고 그 결과가 언론을 통하여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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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금품ㆍ향응제공과 관련한 위법행위의 적발건수는 제3회 지방선거
에 비해 38%정도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금품ㆍ향응제공이 줄어들고 있
다. 이는 선거범죄신고자포상금 제도, 50배 과태료 부과제도 등의 영향으
로 선거참여자들이 스스로 법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인 때문인 것으로 판
단된다.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도 공무원들이 정당행사 또는 선거기획에
참여하거나, 현직 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개입행위와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 등 불법선거운동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비방ㆍ흑색선전행위 적발건수는 제3회 지방선
거에 비해 48%정도,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 비해 7%정도 감소하였다. 비
방ㆍ흑색선전행위는 주로 후보자 측에서는 거리연설ㆍ토론 등 대중 집회
ㆍ토론회 개최와 선거홍보물 또는 불법인쇄물 배포의 방법으로, 정당 측에
서는 보도자료ㆍ논평제공으로, 유권자들은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오프라인에서는 선거를 거듭할수록 정당과 후보자의 준법
의식 향상과 네거티브 선거운동의 자제 및 정책중심의 선거운동의 영향
등으로 전반적으로 비방ㆍ흑색선전이 줄어들고 있으나 온라인상에서의 위
반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9> 사이버선거법위반행위 유형별 조치

(단위 : 건)
조치

구분

총계

합계

6,831

110

9

21

비방․흑색선전

1,248

23

4

11

2

사전선거운동

4,814

61

3

4

37

기타

769

26

2

6

17

-

소계

고발 수사의뢰 경고
56

삭제요청

주의

이첩

19

5

6,721

2

4

1,225

17

-

4,753

1

743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총람, 192면.
대ㆍ재생산됨으로써 여론을 왜곡하는 등의 부작용도 많았던 만큼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기
간 학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 등 중립적인 다양한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여론조사심의
기구 설치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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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선거범죄 단속은 위법게시물의 확산방지 및 선거에의 영향을 최소
화하기 위하여 신속한 삭제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였다. 단속과정에서는 네
티즌들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비방ㆍ흑색선전 등 중대한 사안
에 대해서는 고발ㆍ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하였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이
버선거범죄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 때에 총 13,209건(고발 13, 수사의뢰 58,
경고 106, 주의 114, 이첩 12, 삭제요청 12,906)을 적발 조치하였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총 6,831건을 적발하여 고발 9건, 수사의뢰 21건, 경고ㆍ주의 75
건, 수사자료 통보 5건, 삭제 6,721건을 조치하여 50%정도 감소하였다.

2.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요령

가. 현장중심의 집중적인 정보수집 및 단속활동 전개

선거사범은 학연․지연․혈연 등 유착관계, 은밀성 등으로 인하여 조직
적인 금품살포 등 위반행위에 대한 제3자의 제보나 외부첩보를 기대하기
가 곤란하다. 따라서 ‘선거사범전담반’ 요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직․간접견
문을 통하여 정보를 수집, 사진촬영․녹음․증거물 확보 등 적극적인 단속
활동과 채증활동의 병행이 필요하다. 특히 정당의 창당․개편대회, 단합대
회 등 정당의 중요 집회장소에 직접 참석하거나 참석자들과의 대화를 통
하여 비당원을 상대로 한 기부행위, 참석자들에 대한 금품제공행위 등 관
련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또한 관광알선업체, 관광유원지, 홍보전문업체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선거구민들에 대한 선심성관광, 향응제공 등의
기부행위, 법정방법 이외의 유인물 등을 이용한 불법․흑색선전행위, 각종
사조직을 활용한 불법선거운동 등의 관련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선거사범 단속요원의 부족 등을 감안한다면, 선거기간 전부터
후보예정자 등의 동향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과열․혼탁 가능성이 농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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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후보자․지역․조직 등을 선정하고 단속요원을 집중․투입함으로써
중점대상자에 대한 현장 감시체제를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나. 유관기관의 정보 및 첩보를 최대한 활용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 및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공
명선거 추진의지 및 활동을 적극 홍보하여 불법선거운동을 사전에 제보하
도록 권유한다. 24시간 신고체제를 구비하여 일반인들로부터 전화․팩스․
인터넷 등을 통한 제보나 신고를 접수받을 필요가 있다. 나아가 공직선거
법상의 자수자 특례규정을 널리 홍보하여 매수받은 자와 금품수령자의 자
발적 제보를 통하여 선거브로커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활용하는 방법도
강구해볼만하다.
다.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체제 구축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검찰, 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정보교
환체제를 구축하고, 제보접수 즉시 현장 확인체제를 가동하는 등 정보수집
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민간단체의 공명선거감시기구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불법선거사범의 관련정보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방
법도 강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공식적인 정보수집활동 이외에도 각 기
관의 직원들에 대하여 개별적․비공식적 접촉기회를 만들어 정보수집방법
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효과적이다.
라. 선거사범 전담요원의 정예화, 지역분담제 실시 등
선거사범의 단속요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 및 조직화를 통하여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단속활동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전담요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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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에 따른 책임지역 지정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정보수집의 임무
를 부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3. 선거사범 처리 등에서의 문제점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이나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공직선거법의 벌칙규정
또는 선거재판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적이 있다.20)
첫째, 선거범죄처리의 지연을 들 수 있다. 대법원이 공개한 16대 국회의
원 선거사범 재판현황 자료에 의하면, 16대 총선 선거사범 가운데 법정 선
거재판 시한을 넘겨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사건은 23건으로 이들 사건 가
운데 14건이 의원 및 관련당사자의 재판 불출석으로 인하여 재판이 늦어
지고 있다고 한다. 이는 법원에서 국회의원 신분이나 정치인 신분을 이유
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
종전의 선거사범 등의 처리 관행에 의하면, 법원에서 당선무효가 확정
된 후보가 의원직을 거의 4년 가까이 수행해옴으로써 선거재판의 신속성
에 대한 문제점을 노정시켰다. 이에 공직선거법은 2000년 2월에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
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
시 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강화하였다(동법 제270조). 이 규정의 취지
는 선거재판의 피고인인 당선자가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켜 사실상 임
기를 채우는 것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수용하여 선거재판은 반드시 1년
이내에 끝내야 한다는 데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강행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과 관련된 쉽지 않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즉 당해인의 불
20) 박미숙/유병규/윤동호/김범식, 현행법상 선거사범 등에 대한 벌칙조항의 정비방안, 한
국형사정책연구원, 2004년, 38면 이하. 한편 불법정치자금관련 정치인에 대한 재판에서
의 현저하게 낮은 형량의 문제점에 관해서는 참여연대, 사법감시 제22호, 2004, 5면 이
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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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문제는 선거재판에 있어서 재판지연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21)
둘째, 항소심에서의 선고형의 변경이 예사로 일어나고 있어, 제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고도 상급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다반사로 발생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서는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서 선거범죄를 범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또는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 등이 선거와 관련
한 일정한 범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63조 내지 제265
조). 당선인에 대한 선거재판에 있어서 법원의 양형실무는 선고유예판결의
관행이 있는 것 같다. 제16대 국회의원의 선거에서 제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았으나 상급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판결을
받은 13건을 분석한 결과 1심에서 후보자 본인이 100～15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제2심에서 50～8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아 몇 십만 원 금액
의 차이로 의원직을 유지한 경우도 있다. 또 선거관계자가 제1심에서 징역
형을 선고받았다가 제2심에서 벌금형으로 변경되어 해당 후보자가 의원직
을 유지한 경우도 상당수이다. 이처럼 당선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에 이른 경우는 드물고 또한 항소심에서 형이 변경
21) 실제로 제16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이 상실된 11명(1인은 자료
불충분으로 제외)의 재판절차를 통해 확인한 결과, 기소일로부터 제1심 재판까지 소요되
는 평균기간이 약 9개월 15일로 나타났다. 이는 법률규정보다 3개월 이상이 더 소요된
것을 의미한다. 기소일로부터 형의 확정일까지 걸리는 평균기간도 약 1년 8개월로 나타
나 법정기간인 1년보다 8개월이나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법원은 지난 5월 1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28개 법원의 선거범죄 전담재판부 재판장들과
사법정책실장 등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선거전담 재판장 회의’를
열어 선거사건의 처리과정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신속한 처리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의 참
석자들은 당선인이 관련된 선거사건은 1·2·3심 모두 사건접수일로부터 각각 2개월 내에
종결하고 다른 선거사건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상의 법정기간을 준수할 것을 다짐했으
며, 엄정한 양형을 통해 선거법을 준수하는 선거풍토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
였다.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죄 등 금품제공이 문제된 사건, 선거비용초과지출죄, 허위
사실공표죄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였으며
선거운동기간 위반죄, 후보자비방죄, 호별방문의 제한 위반죄,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위반
죄 등도 위법성의 정도가 무거운 경우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
견의 일치를 보았다(인터넷 법률신문 2006.05.03.: 선거사범 재판 6개월 이내 끝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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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벌금 80만원 또는 90만원 정도로 선고받아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러한 양형관행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셋째, 위의 문제점과 동일한 맥락에서 선거재판에 대한 상고이유에 양형
부당을 추가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특별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
서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상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사범의 재판에서 당선자․선거사무장 등에 대해 소정 이상
의 형이 확정되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점에 비추어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은 헌법재판의 성격이 있다. 이러한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의 특
성으로 인하여 현행 공직선거법도 제1심 재판을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
의 관할로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69조). 따라서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적
으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상당한 범위 내에서 선거사범에 대한 형의 양정
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음에도, 지역별로 선거사범에 대한 형
의 양정의 불균형이 심히 부당한 경우에도 상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 예컨
대, 일부 지역의 지방․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의 형선고가
불가피한 중한 선거범죄(예,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를 범한 당선자에
대해 선고유예를 선고하거나 또는 법정형의 하한이 없는 경우에도 벌금
90만원 등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위반사안
에 대하여 선고형에 관계없이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
는 때에는 상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의 입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위의 문제점과 동일한 맥락에서 대검찰청 공안부는 5.31 지방선거와 관
련하여 선거사범을 죄질에 따라 1∼30등급으로 구분한 ‘구형 기준표’를 마
련하여 그동안 들쭉날쭉했던 검찰의 고무줄 구형 시비를 감소시키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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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22)
넷째, 선거범죄에 대한 시민참여의식의 부재이다. 불법선거운동을 목격하
거나 권유받는 경우에 이를 적극적으로 고발하는 등의 시민의식이 부족하
다. 제16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보면 주위사람들이 금품이나
향응, 선심관광 등을 제공받을 경우의 태도에 대하여 받을 것(42.9%), 받지
않을 것(40.9%), 받지 않고 신고할 것(7.3%), 잘 모름(8.9%)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비추어보면 아직까지 불법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시민의식 결여도 선거부패의 큰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 인터넷 법률신문 2006.07.12. : 선거사범 ‘고무줄 구형’ 줄인다.
검찰이 마련한 안에 따르면, 선거사범 유형을 금품제공, 금품수수, 불법선전물 유포, 허
위사실 공표, 선거폭력 등 5가지로 나누고 이를 다시 1~30 등급으로 구분하여 죄질에
따라 벌금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씩, 징역형을 1~6월씩 가중 또는 가감하고 초범․재
범․3범 이상으로 나누어 구형기준을 세분화하고 있다. 물론 제공한 금액이나 품목, 전
달한 시기와 회수, 반성 여부 등에 따라 구형기준의 등급이 조정될 수 있다.
<표> 금품제공의 경우 선거사범 구형기준(시안)
A. 제공금액에 따른 구형
등 급
1

벌 금 (원)
0~50만

6
7
8
9
10

80만~100만
100만~150만
150만~200만
200만~250만
250만~300만

징 역 (월)

금품제공의 경우 (원)
경미사범

중 략

30

경미사범
5만원 미만(금품수수 기준등급)
5만~10만
10만~15만
15만~20만
중 략
180~240개월

선거사범 최고형

B. 내용별 구형기준
제공된 품목을 금액으로
환산해 적용할 경우
제공된 시기에 따른 가중
제공된 회수에 따른 가중
주체, 상대방에 따른 가중
제공사유에 따른 가중
범행가담정도에 다른 가중

음 식물
금전 이외물품
선거 1년 전
5회 이상
선거브로커의 행위
단체에 제공
정당 내부인에게 제공
선거운동 대가
직무상 행위
조직적 범행의 주동자

* A를 기준으로 B의 내용을 참작하여 최종 구형

2등급 하향 (7등급 기준)
1등급 하향
2등급 하향
1등급 상향
1등급 하향
1등급 하향
1등급 하향
1등급 하향
1등급 하향
1등급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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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소 결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보장함으로써 선거관련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차단․봉쇄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도모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공직선거
법이 제정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아무리 법의 기본취지나 목적이 좋더라도
결국은 그 법의 집행 및 운용이 목적의 달성여부를 판가름할 것이다. 즉
구성요건 및 벌칙을 강화하고 또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보장하기 위
한 갖가지 효과적 방안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법을 집행하고 해석하는
사법기관의 강력한 의지없이는 선거부정부패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수사 및 재판은 부정선거를 감시 억지하고 공정
선거를 유도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법기관의 강력한 법집행
의지 앞에서는 선거부정 내지 선거부패행위는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며,
결국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보장될 것이다. 실제로 공직선거법의 개정과정
을 보면 선거범죄에 대한 벌칙규정이 강화되고 엄하게 적용되는 방향으로
변천해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법원은 선거범죄의 처리지연이라든가 양형의 불균형 그리고 당선
인에 대한 지나친 관용이라는 일반국민 내지 사법기관자체내에서의 비판
을 겸허히 수용하고서 선거범죄의 재판에서 양형적정화와 신속한 재판이
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법의 적용단계에서
양형의 적정화와 재판의 신속화 문제는 공명선거 풍토정착 및 정치제도의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정립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23) 아울러
선거부패․선거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선거범죄에 대한 ‘처벌의 확실성’
은 중요한 문제이다.24)
23) 박재윤, “공명선거 정착에 있어서 선거사범재판이 갖는 의미”, 전국선거범죄전담재판부
판사회의결과보고서, 법원행정처, 1996년, 7면 이하.
24) 양건,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 전환기에 선 한국법치민주주의, 제2권,
1993년, 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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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우리나라의 공직선거법
1. 주요 벌칙규정의 개관

우리나라는 그동안 정치․경제의 부패근원이 되었던 공천헌금 등 불법
정치자금의 수수, 금품ㆍ향응의 제공, 비방ㆍ흑색선전, 공무원의 조직적 선
거개입, 대규모 사조직의 설치ㆍ운영행위를 ‘공명선거저해 5대 선거범죄’로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왔다.
금품ㆍ향응의 제공 및 기부행위는 공직선거법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30조 내지 제235조), 기부행위죄(제257조) 등을 의미하며 비방ㆍ흑색선
전은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와 후보자비방죄(제251조)를 의미하는 바, 각
종 선거에서 빈발하고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정처리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실무상 빈발하고 쟁점이 많은 범죄를 중심으로 하여 공직선
거법상의 선거범죄를 간략하게 소개하겠다.

2. 주요 벌칙규정의 내용 및 해설
가. 매수․이해유도죄 (제230조)
공직선거법은 제230조 내지 제235조에서 매수․이해유도죄를 규정하고
있다. 매수․이해유도죄는 선거와 관련하여 한 행위의 대가로 선거인․후
보자․선거운동원 또는 당선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 등 어떤

50 선거사범의 처벌과 당선무효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다. 이 범죄는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않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
거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의사표시를 하거나, 약속한 경우에 성
립한다.

<표 10> 공직선거법상의 선거범죄 내용
구분

범죄유형
매수 및 이해유도죄

매수에
관한 죄

선거의
자유방해
죄및
투․개표
에 관한
죄

선거운동관련 이익제공죄
매수 매수를 받은 죄
및 정당․후보자 등 선거운동관계
이해 자의 범죄
유도
죄 지시․권유․요구 및 알선죄
매수목적 금품운반죄

해당법조문
제230조 ① 1,
2, 3
제230조 ① 4
제230조 ① 5
제230조 ②
제230조 ③

법정형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

제230조 ④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제230조 ⑤

7년이하의 징역

재산상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31조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32조

① 7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상 2천만원이하의 벌금
①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

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당선무효유도죄

제233조
제234조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목적 매수죄

제235조

선거의 자유방해죄

제237조

군인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제238조

①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①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상 3천만이하의 벌금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과
5년이하의 자격정지

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의 자유방해죄

제239조

7년이하의 징역

벽보 기타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제240조

투표의 비밀침해죄

제241조

①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원이하의 벌금
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이하의 벌금

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투표함 등에 관한 죄
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투표소 등에서의 무기휴대죄
다수인의 선거방해죄

제242조
제243조

①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제244조

①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

제245조
제246조

① 3호: 5년이하의 징역

사위등재․허위날인죄

제247조

사위투표죄

제248조

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①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투표위조․증감죄

제249조

① 1년이상 7년이상의 징역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 공무원
의 범죄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① 3년이하의 징역

① 7년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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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공표죄
허위사실
후보자비방죄
공표 등에
관한 죄 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선거운동기간위반죄
각종
부정선거운동죄
제한규정
위반 등에 각종제한규정위반죄
관한 죄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선거비용 부정지출등 죄
기타의 죄 선거범죄선동죄
과태료의 부과․징수등

제250조

①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제251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

제252조

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이하의 벌금

제253조
제254조
제255조
제256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이하의 벌금

제257조

①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제258조
제259조
제261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이하의 벌금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이하의 벌금
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매수․이해유도죄는 선거에 관한 일종의 뇌물죄라고 할 수 있으며 선거
범죄 가운데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하는 가장 중대한 범죄라고 할 수
있다.25) 따라서 공직선거법은 이 범죄를 연좌제(제265조)와 재정신청(제
273조 제1항)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235조의 방송․신문 등
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는 연좌제 및 재정신청의 대상이 아니다. 밀행
성․집단성․집중성․다발성이 이 범죄의 특징으로 지적되고 있다.

나.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위반죄 (제257조)

공직선거법은 매수 및 이해유도행위(제230조, 제231조) 뿐만 아니라 이
에 이르지 아니한 금품 등 이익의 제공행위도 기부행위라 하여 엄격히 규
제하고 있다. 특히 기부행위는 정치자금의 수수를 투명하게 하고 정치비용
을 축소하여야 한다는 여론에 힘입어 2004. 3. 12. 선거법 개정에서 그 금
지가 대폭 강화되었다.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26)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
25) 황정근, 선거부정방지법, 135면.
26) 대법원 1996.11.29. 선고 96도500 판결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이 기부행위의 상대
방으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는 그 문구 자체도 후단의 '당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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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
고가 있는 자27)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이
다(공직선거법 제112조). 돈이나 물품․음식물을 요구하거나 이를 주고 받
는 것은 공명선거 풍토를 저해하는 가장 심각한 요인일 뿐만 아니라 선거
가 금품의 영향을 받게 되면 선거의 결과가 왜곡되고 선거비용은 정경유
착과 부패의 구조화를 초래하고, 결국 산업자금이 정치자금화 함으로써 국
가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금지
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구호적․
자선적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된 행위에 그치는 경우에는
금지되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동조 제2항).

<표 11> 기부행위의 주체와 제한의 정도
구분

주체별

제한내용

제113조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입후보예정
자 포함)와 그 배우자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

제114조

정당(창준위 포함),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의 가족(배우자 제외)28), 선
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
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29) 또
는 그 임․직원

선거기간 전에는 선거에 관한30)
기부행위를, 선거기간에는 선거
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
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한 일
체의 기부행위 금지

제115조

제3자(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한 기부행위 금지

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사용된 '당해 선거구민'과는 다르고, 그 입법취지도 당해
선거구 내에서는 선거구민은 물론 선거구민이 아닌 사람에게라도 금품이나 재산상 이
익이 제공되면 선거구민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도 금지하려는
취지로 보이므로, 위의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란 선거구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
자는 물론 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자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27)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친지․친구, 직장동료․상하급자
나 향우회․동창회․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
민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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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은 선거에서 금품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주는 행위’뿐만 아니
라 ‘받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는데, 행위주체에 따라 다음의 표와 같이 그
제한의 정도를 달리하고 있다.
금지된 기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동법 제257조 제1항). 그리고 기부를 지시․권유․알선․요구하
거나 받은 자(동조 제2항)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실비 기타 이익제공 외의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
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135조제3항, 제230조 제1항 제4호). 다
만,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30조 제3항).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위반죄를
범하여 받은 이익은 몰수하고,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
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제257조 제4항).
그리고 기부행위는 받을 상대방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로서 금품을 받
는 유권자의 은근한 기대심리가 제거되어야 효과적으로 근절될 것으로 보

28) 공직선거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후보자의 가족’이란 후보자의 배우자와 후
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직계비속(자녀․손자 등) 및 형제
자매나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29) 공직선거법 제114조 제2항에 따르면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은 첫
째, 후보자가 임․직원 또는 구성원으로 있거나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하고 운영에 참
여하고 있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기타 법인․단체, 둘째,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 또는 구성원으로 있거나 기금
을 출연하여 설립하고 운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관계법규 또는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
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기타 법인․단체, 셋째, 후보자가 소속한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하여 설립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한 후원회를 말한다.
30) 공직선거법 제114조와 제115조에 따르면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
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
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
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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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2004. 3. 12. 개정시 일정한 자에게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물품가액의 50배(주례의 경우에는 2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하되 그 상한은 5천만원으로 하여(제261조 제5항), 그 제재형태를 형사
제재에서 행정제재로 전환하였다. 최근에 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 50배 과
태료 규정이 유권자에게만 적용되고 후보자 당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후보자 측에
도 50배 과태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선거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유권자의 경우에도 50배 과태료 부과대상을 대폭 확대, 후보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은 유권자나 일정대가를 지급받은 자원봉사자에게도 50배 과
태료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31)
한편 당선인이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으면 당선이 무효이고(제264조), 선거
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의
경우에는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으면 그 후보자
의 당선이 무효로 된다(제265조).
다.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1) 허위사실공표죄 (제250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거나 되
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예정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 배우자 또
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인
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와 이와 같은
31) 국회사무처 법제실, “금품 ․ 향응 제공 후보자도 50배 과태료 추진”, 입법정보 제
2006-143호(통권 제505호), 2006년 6월 16일.

제3장 선거범죄에 대한 처벌과 내용 55

내용의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에 성립한다. 이 죄에는
정규학력 외의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등도 포함되는데, 구체적으로는 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 외의 학력을 게재
하는 경우, ② 정규학력 게재시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수학기간
(2002. 3. 7 법률에서는 학교명과 수학기간을 기재하도록 하였으나 2004.
3. 12 법률에서는 학교명만 기재하면 되도록 개정하였음. 다만, 중퇴한 경
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함)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정규
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시 교육과정명, 수학
기간, 학위취득시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부과될 수 있다.
동법 제250조 제2항의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
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도 포함된다. 이에 대해서는 7년 이
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판
례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의미하며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
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그 사실이 시기·장소·수단 등에 걸쳐
서 정밀하게 특정될 필요는 없지만 단순히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32)
라. 후보자비방죄 (제251조)
후보자비방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

32)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992 판결.

56 선거사범의 처벌과 당선무효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
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예정자 포함),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경우에 성립하고,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 죄의 성립에 필요한 사실은 진
실한 것이든 허위의 것이든 무방하지만 그 적시는 구체성을 가져야 한다.
구체성이 없는 사실의 표현이나 가치판단 내지 평가와 같은 단순한 의견
표현은 여기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는 “사실의 적
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33)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이 범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여기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란 공공의 이익을 유일하거나 주된 동기로 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가 아니더라도 양자가
동시에 존재하고 거기에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위법성이 조각된다
고 판시한다.34) 이러한 해석은 형법 제310조의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
사유와 달리 동조 단서의 경우에는 ‘오로지’라는 단어를 삭제함으로써 유
권자에게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유능하고
적합한 인물이 공직의 담당자로 선출되도록 기여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규정의 취지를 살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 언론매체부정이용죄 (제252조)
신문광고, 방송광고, 방송연설, 경력방송, 언론기관초청 대담과 토론회,
공영방송 텔레비전 대담과 토론회 등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일시
33)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도2910 판결.
34)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도9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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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많은 양의 정보를 다수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등 그 선전효과가 커 오
늘날 정보화시대에 부합하는 선거운동방법으로서 효과적인 선거운동방법
이다.35)
이처럼 언론이 미치는 영향력과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하여 공직선거법
은 선거운동기간 중에 법에서 정한 절차와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선거
운동을 허용하고 있으며, 언론매체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은 법에 규정된
것 이외의 광고,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외의 배부, 허위논평․보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방송․신문․통신 또는 잡지 기타 간
행물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광고할 수 없으며(제94조), 이와 같은 간행물
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할 수 없
다(제95조). 그리고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가 특정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보도하거나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할 수 없다(제96조).

바. 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54조)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은 선거일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35) 단체 및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88조
등의 위헌확인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82조 제2항에 의하여 언론기
관은 후보자의 당선가능성, 선거권자의 관심도, 유력한 주요정당의 추천을 받았는지의
여부 등을 참작하여 선거권자의 알권리를 충족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율적인 판단
에 따라 후보자 등의 일부만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
으므로, 초청받은 후보자는 초청받지 못한 후보자에 비하여 선거운동에 있어 더 유리
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나, 그러한 차별은 대담․토론회를 활성화하고 선거
권자에게 선거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상대적인 차별이라고
하였다(헌법재판소 1999. 1. 28. 98헌마17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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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선거당일 선거운동죄). 동조 제2항 및 제3항은 선거운동기간전에 선
전시설물등을 사용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수
막․간판 등 시설물은 인쇄물과 달리 보고 싶지 않아도 길을 오고가는 선
거구민들에게 보이는 광고효과가 대단히 크므로 선거분위기의 과열과 탈
법적 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물 설치에 대하여 엄격한 규제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사장․서신의 발송, 명함의 배부 등과
같이 일상생활에 널리 활용되는 인쇄물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
는 등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전에 인쇄물․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을 이
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 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
단함에 논란이 있고 선거가 임박해짐에 따라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
을 고려하여 동법 제90조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의 설치를 금지
하면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업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에서 정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정당의 명
칭이나 후보자(후보예정자 포함)의 성명, 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
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간판․현수막 등의 시설물은 선거에 영향을 미
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일절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 선거의 자유방해죄 (제237조)

선거인․후보자․후보예정자․선거사무장 등에 대한 폭행․협박 등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또는 당선인을 폭행․협박․유인․불법으로 체
포․감금하거나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하는 경우에는 선거의 자유방해죄
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집회․연설 또는 교통방해 등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경우에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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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자유방해죄로 처벌한다(제237조 제1항 제2호).
나아가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투척하
거나 또는 후보자․연설원을 폭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
한다. 주모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다른 사람
에 앞장서서 행동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리고 부하(附和)하여 행
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제237조 제3항).

아.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폭행죄 (제244조)

이 죄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선거부정감시단원·사이버선거부정
감시단원, 투표사무원·부재자투표사무원·개표사무원, 참관인 기타 선거사무
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거나, 폭행이
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교란
하거나,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
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경우에 성립한다.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자. 각종 부정선거운동 및 제한규정위반죄

1) 부정선거운동죄 (제255조)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 공무원 등의 영향
력행사 금지 위반,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위반,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위반,
호별방문제한 위반, 탈법적 방법에 의한 문서 등의 배부 등 금지, 공무원
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 위반 등 각종 부정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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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제255조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2) 제한규정위반죄 (제256조)

공직선거법은 종친회 등 각종 집회 등의 제한위반, 무소속 후보자 등의
정당표방금지위반, 여론조사의 결과공표 금지위반, 선거일후 답례 금지규
정위반 등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하고 있다.

차. 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 (제258조)

공직선거법은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
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선거비용사범에 대해서는 실무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비용 실사
이후 고발․수사의뢰에 따라 수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제2절 일본의 선거범죄 처벌
1. 일본의 선거제도

일본선거제도의 기원은 明治시대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당시에
는 남자에게만 선거권이 있었고 납세액 등으로 선거자격을 부여하는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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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였다. 1925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납세액과 관계없이 만25세 이상의
남자이면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의 보통선거가 실시되었다.
남녀의 구별 없이 만20세 이상이면 누구에게나 선거권이 부여되는 오늘날
과 같은 보통선거는 1945년 제2차대전 후의 연합군통치하에서 비로소 실
시되었다.
일본에서는 일찍부터 통합선거법 형식의 공직선거법을 제정(1950.4.15.
법률 제100호)하여 중의원의원, 참의원의원, 지방공공단체의회의 의원 및
장의 선거에 적용하여 왔다. 내각책임제 국가인 일본에서는 수상인 내각총
리대신이 국회에서 지명됨에 따라(일본헌법 제67조) 우리나라와 같이 국가
수반을 선출하기 위한 별도의 선거제도는 없다. 이처럼 일본국회는 헌법개
정을 발의하고 예산안을 의결하며 외국과의 조약을 승인하는 등의 권한을
지닌 국가최고기관이기도 하다.
일본의 공직선거법 제4조에 의하면, 중의원(하원에 해당)의원의 정수는
480명이며 그중 300명은 소선거구제의 선출직 의원이고, 나머지 180명은
비례대표제로 선출되는 의원이다. 중의원의원의 임기는 4년이지만, 임기만
료 전에 중의원이 해산되면 그 임기가 단축될 수 있다. 참의원(상원에 해
당)의원의 정수는 총 242명이며 그중 146명은 선거구 선출의원이고, 96명
은 비례대표제로 선출되는 의원이다. 참의원의원의 임기는 6년이며, 3년마
다 의원의 반수가 개선된다.

2. 일본의 선거관리기관

일본의 공직선거법 제5조에 의하면, 중앙선거관리회가 중의원 비례대표
선출의원 또는 참의원 비례대표선출의원 선거사무를 담당하고, 都․道․
府․縣 선거관리회는 중의원 소선거구 선출의원과 참의원 선거구 선출의
원 선거사무를 비롯하여 광역지방의회의원 및 광역자치단체장의 선거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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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담당한다.
가. 중 앙

총무성 산하에 합의제기관인 중앙선거관리회를 설치(정부형)하고 있으
며, 선거관련 업무는 총무성 자치행정국 선거부에서 관할한다.
중앙선거관리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중의원․참의원 비례대표
선거와 최고재판소 재판관의 국민심사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고 都․道․
府․縣 또는 市․町․村의 선거운영 관련사항에 대한 기술적인 조언ㆍ권
고 등을 실시하고 있다.

나. 지 방

일본은 지방자치단체별로 합의제기관인 선거관리회를 설치하고, 선거관
리회의 권한행사를 보조ㆍ집행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설치하고 있다. 지방선거관리회의 종류에는 都․道․
府․縣(우리나라의 “道”에 해당)선거관리위원회, 市․町․村(우리나라의
“시, 동, 읍” 등에 해당)선거관리위원회, 지정도시(대도시)의 區 선거관리위
원회 및 특별구(동경도의 구, “시”급으로 취급)선거관리위원회가 있다.
都․道․府․縣 선거관리회는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중의원 소선거
구선거, 참의원 선거구선거, 都․道․府․縣 의회의원 및 지사 선거에 관
한 사무를 관리하고, 市․町․村의 선거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기술적
인 조언ㆍ권고 등을 실시하고 있다.
市․町․村 선거관리회는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市․町․村 의회의
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지정도시의 선거관
리위원회는 區의 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ㆍ감독하는데, 지정도시의 區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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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회는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지정도시의 區의회의원 및 區長의 선
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지정도시의 區선거관리회는 지정도시의 선거
와 국가 및 都․道․府․縣 선거관련 업무에 있어서 일반 “市”수준의 권
한을 행사한다.
기타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특별구 선거관리회에서는 특별구의회 의
원 및 區長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고 있다.

3. 일본 공직선거법의 주요 벌칙규정

일본의 공직선거법(1950.4.15. 법률 제100호)은 일본의 헌법정신에 따라
중의원의원․참의원의원․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을 공선하는 선
거제도를 확립하고, 이 선거에서 선거인의 의사가 자유롭게 표명되고 공명
하고 적정하게 행사되게 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
하여 제정되었다.
일본의 공직선거법을 우리나라의 공직선거법과 비교하면, 제1장 총칙
규정부터 제16장 벌칙 및 제17장 보칙 규정까지 그 구성과 체계에서 유사
할 뿐 아니라 그 규정의 내용도 거의 동일하다. 양국 공직선거법의 유사성
은 제16장 벌칙 규정에서 더욱 현저하게 나타나는데, 개개 벌칙조항의 금
지내용이나 그에 대한 처벌의 정도를 비교해보면 그 행위태양은 대동소이
하고 단지 구체적인 금지행위부분에 일부 차이가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의 “주요 벌칙규정의 내용 및 해설”에서 살펴 본
선거범죄를 중심으로 일본의 공직선거법상의 선거범죄를 개관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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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일본 공직선거법상의 선거범죄 내용
구분

범죄유형

매수죄
이해유도죄
선거운동관련 이익제공죄
매수 및 매수를 받은 죄
이해유도 주선․권유죄
죄
정당․후보자 등 선거운동관계
자의 범죄
매수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 공무
관한 죄
원의 범죄
재산상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선거의
자유방
해죄 및
투․개
표에
관한 죄

해당법조문
제221조
제221조
제221조
제221조
제221조

①1
①2
①3
①4
①6

제221조 ③
제221조 ②
제222조

법정형

3년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

4년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00만
엔이하의 벌금

5년이하의 징역․금고

후보자 및 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 제223조
유도죄
(당선무효)유도죄
제224조의 2
후보자선정에 관한 죄
제224조의 3
신문․잡지의 불법이용죄
제223조의 2

4년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00만
엔이하의 벌금

선거의 자유방해죄

제225조

4년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00만
엔이하의 벌금

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의 자유방해죄

제226조

4년이하의 금고

투표의 비밀침해죄

제227조

투표간섭죄

제228조 ①

2년이하의 금고 또는 30만엔이하의
벌금
1년이하의 금고 또는 30만엔이하의
벌금

투표함 등에 관한 죄

제228조 ②

3년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

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제229조
폭행․교란죄
흉기휴대죄

제231조

투표소 등에서의 흉기휴대죄

제232조

다중의 선거방해죄

제230조

사위등록․허위선언죄

제236조

허위투표죄

제237조 ①, ②

투표위조․증감죄

제237조 ③

허위사항공표죄
허위사
신문․잡지의
선거공정을 해하는 죄
실공표
등에 정견방송․선거공보의 불법이용죄
관한 죄
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각종 선거방송 등의 제한위반
제한규 인사목적의 유료광고 제한위반

제235조
제235조의 2
제235조의 3
제235조의 5
제235조의 4
제235조의 6

1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금고
3년이하의 징역
5년이하의 징역․금고

4년이하의 징역․금고
2년이하의 금고 또는 30만엔이하의
벌금
3년이하의 금고 또는 50만엔이하의
벌금
① 3호: 20만엔이하의 벌금 또는 과
료
6월이하의 금고 또는 30만엔이하의
벌금
1년이하의 금고 또는 30만엔이하의
벌금
3년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
2년이하의 금고 또는 30만엔이하의
벌금
5년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00만
엔이하의 벌금
2년이하의 금고 또는 30만엔이하의
벌금
① 50만엔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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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투표 등의 기재의무 위반

제237조의 2

사전운동․호별방문 등의 제한위반

제239조

공무원 등의 선거운동 제한위반

제239조의 2

선거사무소 등의 제한위반
제240조
정위반
선거사무소설치위반, 특정공무원의 선거
등에 운동금지 위반
제241조
관한 죄
인기투표의 공표 금지위반
제242조의 2

① 2년이하의 금고 또는 30만엔이
하의 벌금
1년이하의 금고 또는 30만엔이하의
벌금
2년이하의 금고 또는 30만엔이하의
벌금
① 30만엔이하의 벌금
6월이하의 금고 또는 30만엔이하의
벌금

제244조

2년이하의 금고 또는 30만엔이하의
벌금
2년이하의 금고 또는 50만엔이하의
벌금
1년이하의 금고 또는 30만엔이하의
벌금

선거기일후의 인사행위의 제한위반

제245조

30만엔이하의 벌금

기부의 제한위반
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제한위반

제248조
제249조

3년이하의 금고 또는 50만엔이하의
벌금

제249조의 2

1년이하의 금고 또는 30만엔이하의
벌금

각종제한규정위반죄

기부행
위의 공직후보자 등의 기부의 제한위반
금지․ 관계회사 등의 기부의 제한위반
제한 등
위반죄 공직후보자 등의 성명 등을 사용한 단체
의 기부제한 위반
후원단체에 관한 기부등의 제한위반

제243조

제249조의 3
제249조의 4
제249조의 5

선거운동에 관한 수입․지출의 규제위반 제246조
선거비용의 법정액 위반
제247조
기타의
선거범죄선동죄
죄
입회인의 의무해태죄
입후보에 관한 허위선서죄

50만엔이하의 벌금

3년이하의 금고 또는 50만엔이하의
벌금

제234조

1년이하의 금고 또는 30만엔이하의
벌금

제238조
제238조의 2

20만엔이하의 벌금
30만엔이하의 벌금

4. 일본 공직선거법상의 특유한 선거범죄의 내용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상의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하는 선거범죄의 태양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반면에 일본의 공직선거법을 우리나라의 그것과 비
교해보면 다음의 두 죄는 일본의 공직선거법에만 규정되어 있다.

가. 명의등재자의 선정에 관한 죄

일본 공직선거법 제224조의 3(후보자의 선정에 관한 죄)에 “중의원(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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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구선출)의원 후보자의 선정ㆍ중의원명의등재자의 선정 또는 참의원명의
등재자의 선정에 관한 권한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의 행사에 관하여 청탁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경우 등에 대하여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
다. 이 규정은 일본의 중의원․참의원 선거제도의 특수성에서 연유하는 처
벌조항이라 하겠다.

나. 대리투표 등의 기재의무 위반죄

일본의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 특이한 투표
제도가 있다. 우선 신체의 장애 또는 문맹으로 인하여 스스로 해당 선거의
공직후보자의 성명이나 약칭을 기재할 수 없는 자는 투표관리자에게 신청
하여 代理投票를 할 수 있다(동법 제48조). 또한 도서 기타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서 투표일에 투표함을 송부할 수 없는 정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선거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적절히 그 투표일을 정
하고 개표일까지 투표함․투표록 및 선거인명부 또는 그 사본을 송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상투표(燥上投票) 제도가 있다(동법 제56조). 또 천재
기타 불가피한 사고로 인하여 투표를 실시할 수 없거나 다시 투표를 실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투표
를 실시할 수 있는 조연투표(燥延投票) 제도가 있다(동법 제 57조).
위와 같은 특수한 투표제도에 따라 그 투표의 진정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리투표자가 선거인의 의사와 달리 임의로 투표를 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리투표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부호를 기재할 자로 정해진 자가 선거인이 지시하는 성명이나 부호를 기
재하지 않는 경우에 처벌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37의 2(대리투표 등의
기재의무 위반)가 그것이다. 이 범죄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
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장 선거범죄에 대한 처벌과 내용 67

제3절 독일의 선거범죄 처벌
1. 독일의 선거제도 개관
가. 선거제도
독일은 16개의 주(Land)로 구성되어 있는 연방(Bund)공화국이다. 독일식
연방제도의 특징으로는 입법권만이 연방정부에 집중되어 있고 행정권과 사
법권은 주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연방정부의 권한은 외
교․국방․국경경비 정도에 한정되며 조세에 관한 권한조차도 주정부의 권
한에 속한다. 연방정부에는 대통령과 상원(Bundesrat)․하원(Bundestag)으
로 구성되는 의회를 두고 있지만,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기
관은 하원의원뿐이다.36) 하원의 의원임기는 4년이며 그 정원은 소선거구제
로 선출되는 299명과 각 주별 비례대표제로 선출되는 299명으로 총598석으
로 구성된다.37) 주(Land)는 주헌법을 제정하고, 주의회(Landtag)를 구성하
여 주총리를 선임․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주의회는 50석 내지 200석으로
구성된다.

주의

하급

지방자치단체로는

크라이스(Kreis)와

게마인데

(Gemeinde)가 있고 각각 의회를 두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선거는 주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독일의 선거제도와 관련하여 특이한 사항은 선거와 관련한 분쟁을 법원
이 아니라 의회가 관할한다는 것이다. 의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는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다음의 선거관리기관은 연방하원의원선거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38)
36) 임기 5년의 대통령은 연방하원의원과 연방하원의원의 수와 같은 수의 州의회의원으로
구성되는 연방회의(Bundesversammlung)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선출되며, 연방상원은
16개 주가 인구비례로 3 내지 6인씩 임명하는 자로 구성된다.
37) 하원의원선거는 1인2표제로 1표는 지역구후보자에 대한 투표이고 나머지 1표는 정당명
부에 대한 투표이다.
3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국의 선거관리기관, 2003년, 146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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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거관리기관
독일의 연방선거는 연방선거법에 의하여 실시된다. 연방선거법(제8조,
제9조, 제10조) 및 연방선거규칙(제1조 내지 제11조)은 선거관리기관에 관
하여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선거관리기관은 연방․주․선거구․투표구의
계층구조를 이루고 있다.
1) 연방선거관리관과 연방선거위원회
연방선거위원회는 연방선거관리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각 정
당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위원 8인으로 구성되며, 당해 선거에서 선출된
의원의 임기 말까지 존속한다. 연방선거관리관은 내무부에 의하여 임기제
한 없이 임명되며, 전통적으로 연방통계청장이 이를 담당한다.
연방선거관리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표 13> 연방선거관리관의 임무
○ 선거의 적정한 실시 확인
○ 유권자 중에서 연방선거위원회 위원으로 될 자를 등록된 각 정당에 추천하도록 요청하는
추천된 자 중에서 위원을 임명
○ 연방의회나 州의회에 직전 총선부터 자신들이 추천한 의원 5인 이상을 계속 보유하지 못한
들로부터 선거참여통지를 접수하여 이를 예비적으로 검토
○ 연방선거위원회를 소집
○ 직전 총선부터 계속하여 연방의회나 州의회에 5석 이상의 의석을 보유하여 온 정당에 관한
을 공표
○ 지역구후보자추천의 승인 또는 거부에 관한 지역구선거위원회의 결정을 감시하고, 필요한
州선거관리관에게 이의제기
○ 州선거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접수하여 검토
○ 州명부를 연합명부에서 제외한다는 결정을 접수하여 예비적으로 검토
○ 후보자의 이중등록여부를 검사하고 후보자명부를 작성
○ 州명부에 관한 연방선거위원회의 최종적 선언을 준비
○ 전국적인 선거에 대한 잠정적 결과를 확인하고 공표
○ 州선거관리관에게 州명부후보자중 당선인을 통지
○ 전국적인 선거에 대한 최종 결과를 공표
○ 투표용지 및 각종 양식 구매

일과
정당

결정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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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선거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표 14> 연방선거위원회의 임무
○ 직전 총선 직후부터 연방하원 및 州의회에 계속하여 5석 이상의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정당을
확정
○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선거참여의사를 밝힌 정치단체 중 총선에서 정당으로 인
정할 단체를 결정
○ 州명부의 수리 또는 수리거부에 관한 불복신청에 대하여 결정
○ 州명부 연합으로부터의 배제선언에 대하여 결정
○ 州명부에 의한 선거의 전국적인 결과를 확정

2) 주선거관리관과 주선거위원회
州선거관리관은 州정부 또는 州정부가 정하는 기관이 임기제한 없이 임
명된다. 州선거관리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표 15> 주선거관리관의 임무
○ 州선거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정당에 요청하여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고 그 위원장
이됨
○ 필요한 경우 몇 개의 지역선거구를 관할하는 선거관리기관을 결정
○ 투표용지 및 각종 양식을 구입
○ 州명부의 제출을 요청
○ 제출된 州명부를 접수하여 예비적으로 검토
○ 이중 입후보한 후보자가 있는지 검사
○ 州선거위원회의 州명부 수리여부 결정을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연방선거위원회에 이의제기
○ 수리된 州명부를 공표
○ 지역구선거관리관에게 등록 수리된 州명부들의 순서와 각 명부 중에서 앞 순위부터 5위까지의
후보자의 성명을 통지
○ 선거과정을 감독하고 타 선거관리기관의 질의에 응답
○ 당해 주의 예비 선거결과를 확인하고 공표
○ 州선거위원회가 하는 州명부에 의한 당해 주의 최종 선거결과 확정을 준비
○ 당해 주의 지역구 최종 선거결과와 당해 州선거위원회의 선거에 관한 기록 사본 1부를 연방선거
관리관에게 송부
○ 州명부에 의한 선거에서 당선된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
○ 당해 주의 최종 선거결과를 공표
○ 당해 주의 선거가 적정하게 실시되도록 하고, 선거에 관한 확인과정에서 이의제기
○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의 일자를 정함
○ 의석승계자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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州선거위원회는 州선거관리관이 정당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6인의 위
원과 州선거관리관을 위원장으로 한 7인으로 구성된다. 州선거위원회는 당
해 선거에서 선출된 의원의 임기 말까지 존속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표 16> 주선거위원회의 임무
○
○
○
○

州명부의 승인여부를 결정
필요한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약칭에 다른 것과 구분되도록 하는 표지를 덧붙임
지역구 후보자 추천의 수리 또는 수리거부에 관한 이의제기에 대하여 결정
州명부에 의한 당해 주의 최종선거결과를 공표

3) 지역구선거관리관과 지역구선거위원회
지역구선거관리관은 매선거마다 선거실시 전 지역구마다 임명되며, 그
사무소와 전화번호 등이 공고된다. 지역구선거관리관 임무는 다음과 같다.
<표 17> 지역구선거관리관의 임무
○ 지역구선거위원회 위원들을 임명하고 그 위원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
○ 후보자추천을 고지하고 제출된 후보자 추천을 접수받아 이를 예비적으로 검토하고, 흠결사항이 있는
경우 그 보완 명령
○ 투표용지와 각종 양식을 구매
○ 투표구 설치에 협조
○ 지역구후보자 추천상황을 주 및 연방선거관리관에게 보고
○ 지역구후보자추천기관이 지역구 선거관리관이 후보자추천서보완과정에서 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
를 하는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구선거위원회를 소집
○ 지역구후보자 등록수리에 관한 기록 및 의문에 대한 지역구선거위원회의 결정에 관한 기록 사본 1부
를 송부
○ 언제든지 필요한 경우 지역구선거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제기
○ 등록 수리된 지역구후보자명단을 공표
○ 소규모 부락의 경우 몇 개를 묶어 하나의 투표구 설치
○ 선거인명부에 관한 이의제기에 관하여 결정하고,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자로서 이미 투표카드를 교부
받은 자가 명부에서 삭제된 경우 이 사실을 모든 투표구위원회에 통지
○ 연방선거법에 규정된 사항의 행정적 위반사항을 기소
○ 당해 선거구의 잠정적 선거결과를 확인하여 이를 주선거관리관에게 보고
○ 지역구선거위원회의 최종적 선거결과확인을 준비
○ 당선인에게 당선사실을 통지하고, 당선인의 수락여부를 주선거관리관, 연방선거관리관 및 하원의장에
게 보고
○ 당해 지역구의 최종적 선거결과를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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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지역구선거관리관은 우편투표와 관련하여, ① 우편투표개표위
원회를 임명하고 업무에 관하여 교육, ② 우편투표개표의 일시 및 장소를
공고, ③ 우편투표 개표장소를 제공, ④ 회송된 우편투표를 접수, ⑤ 우편
투표 개표결과를 일반투표 개표결과와 합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역구선거위원회는 지역구선거관리관에 의하여 임명되는 6인의 위원과
지역구선거관리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설치된다. 지
역구선거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 그 임무는 <표 18>과 같다.
<표 18> 지역구선거위원회의 임무
○ 지역구선거관리관의 후보자등록신청서 보완지시에 관하여 결정
○ 후보자등록신청을 수리
○ 투표구선거위원회의 결정조치를 조사
○ 어떤 투표를 선거법 제6조(1)에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제2투표로 보아 무효로 처리할 것인지
또 어느 명부에서 이 표를 감할 것인지를 결정
○ 당해 선거구의 총 투표수와 최다득표자를 확인하여 당선인을 결정

<표 19> 투표구선거관과 투표구위원회의 임무
구 분

임

무

○ 사무원 및 보조자를 임명
○ 투표구위원회 위원을 임명하여 공정하게 임무를 수행하며 정보를 누 설하지 아니하
도록 함
○ 투표소의 개소 및 폐소
○ 투표를 관리
투표구선거관
○ 선거인명부를 수정
○ 투표관련 기록을 정리
○ 당해 투표구의 개표결과를 공표
○ 당해 투표구의 개표결과를 보고
○ 기타 선거사무를 수행
○ 투표 진행 일반을 감시
○ 투표의 비밀을 유지하고 투표소의 질서를 유지
○ (선거권자 여부가 불분명한) 선거인의 투표허용여부를 결정
투표구위원회
○ 투표용지 및 투표지의 확인
○ 투표 및 개표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 관하여 결정
○ 당해 투표구의 개표결과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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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표구선거관과 투표구위원회
독일은 선거가 있을 때마다 투표구별로 투표구선거관과 투표구위원회를
임명하고 있다. 투표구선거관의 임무와 투표구위원회의 임무는 <표 19>와
같다.
2. 독일의 선거관련범죄

독일에서는 명예직거부행위와 투표시간종료 전 출구조사결과공표행위만
을 질서위반행위로 규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선거관련 부정행위는 형법
에서 처벌하고 있다. 선거관련범죄는 형법각칙의 “선거와 국민투표에 대한
범죄”(Straftaten bei Wahlen und Abstimmungen)라는 장에 규정되어 있
다(§§ 107-108e StGB).

가. 형법상의 선거와 국민투표에 대한 범죄

여기서 말하는 선거에는 연방상·하원의원선거, 유럽의회의원선거, 그 밖
의 연방․주․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연합의 선거와 투표, 사회보장에
서의 예비선거(Urwahlen)도 포함된다. 나아가 후보자추천의 서명이나 국민청원
을 위한 서명도 여기서 말하는 선거나 투표에 해당한다(독일형법 제108조d).

1) 선거방해죄(제107조)
선거방해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선거 또는 선거결과의 확정을 방해하
는 범죄이다. 이미 선거행위 자체나 그 결과확정을 지연시키는 등 교란으
로서 기수가 된다. 선거방해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
으로 처벌하고 있다. 특히 중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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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그 미수범도 처벌한다(제2항).

2) 선거부정죄(제107조a)
선거부정죄(제107조a) 및 이하의 선거관련범죄는 제3차 형법개정법(das
3. StÄG)에 의하여 형법전에 편입되었다.39) 선거부정죄는 자격 없는 투표,
기타 부정확한 선거결과의 야기, 선거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선거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공고하거나 공고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선거부정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그 미수범도
처벌한다(제3항).

3) 선거자료의 조작죄(제107조b)
한편 선거부정죄에 대한 일반적으로 위험한 예비단계의 행위는 선거자
료의 조작죄로 처벌하고 있다. 다만 그 행위의 당벌성은 선거부정의 미수
또는 기수에 비하면 현저하게 낮고 보충적이라고 한다. 따라서 독일에서는
다음 각호의 행위가 다른 법률에서 중한 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6
월 이하의 자유형 또는 180일수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다(제1항).
① 허위신고로 선거인명부(선거색인카드)에 등재케 하는 경우
② 선거자격이 없는 자를 선거인명부에 등재하는 경우
③ 선거권자의 선거인명부의 등재를 방해하는 경우
④ 피선거권이 없는 자를 후보로 추천하는 경우.
이상의 모든 행위태양에는 고의가 필요하고 특히 ⑵ 및 ⑶의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dolus eventualis)로는 충분하지 않다.40)
39) Maurauch/Schroeder/Maiwald, Strafrecht Besnderer Teil, Teilband 2, 8. Aufl., 1999,
§86 III/19.
40) Maurauch/Schroeder/Maiwald, 앞의 책, §86 III/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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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에서 예비선거(Urwahlen)를 위한 선거자료의 교부는 선거인명
부에 선거인으로서 등재한 것으로 본다(제2항).

4) 선거비밀침해죄(제107조c)
선거비밀침해죄는 누가 어떻게 투표했는가라는 제3자의 투표내용을 자
기 또는 타인에게 공표할 목적으로 선거의 비밀보호에 관한 규정을 위반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다. 연방차원에서 선거의 비밀보호에 관한 규정
으로는 연방선거법 제33조(§33 BWahlG vom 7.5.1956 i.d.F. 3.7.1975), 연
방선거규칙 제46조, 제52조 이하(§§46, 52 ff. Bundeswahlordnung vom
28.8.1985-BGBl. III 111-1-5)) 등이 있다.
선거비밀침해죄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
다. 특히 선거비밀침해죄의 성립에는 고의 이외에도 탐지의도(Ausspähung
sabsicht)가 필요하다고 한다.41)

5) 선거인에 대한 강요죄(제108조)
선거인에 대한 강요죄는 선거와 관련된 강요죄(독일형법 제240조)를 독
자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다. 선거인에 대한 강요죄는 폭행 또는 민감한
해악에 의한 협박을 사용함으로써, 직업적 또는 경제적 종속관계를 남용하
거나 기타 경제적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타인의 투표 또는 선거권을 행사
하거나 특정한 의미로 행사하도록 강요 또는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이 범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지만, 특히
중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으로 처벌한다. 또한 그 미수
범도 처벌하고 있다(제2항).
41) Maurauch/Schroeder/Maiwald, 앞의 책, §86 III/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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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거인에 대한 기망죄(제108조a)

선거인에 대한 기망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투표할 때 그 의사표시의 내
용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여 투표하지 않게 하
거나 무효투표를 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이 범죄에 대해서는 2년 이
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그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다.

7) 선거인매수죄(제108조b)

선거인매수죄는 타인에게 투표하지 않게 하거나 특정한 의미로 투표하도
록 하는데 대하여 그에게 선물 또는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거나
또는 보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 범죄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자유
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나아가 동조 제2항에서는 투표하지 않게 하
거나 특정한 의미로 투표하는 것에 대하여 선물 또는 기타 이익을 요구 또
는 약속하게 하거나 이를 받은 경우에도 동일한 형벌로써 처벌하고 있다.

8) 의원에 대한 매수죄(제108조e)

의원에 대한 매수죄는 의회의원들 사이의 오래된 요구와 반대를 거쳐
마침내 1994년 제28차 형법개정법에 의하여 형법에 도입되었다.
이 범죄는 유럽의회 또는 연방, 각 주,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연합
의 의원선거나 또는 투표에서 그 지지표를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특히 법원
은 이 범죄로 6월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하는 경우 공직선거에 의한 권리
취득자격 및 공직에 관한 피선거권 또는 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동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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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거법상의 질서위반행위

선거법은 제49조의a 제1항에서 다음의 두 가지 질서위반행위를 규제하
고 있다. 하나는 선거법 제11조42)에 위반하여 중대한 이유 없이 명예직을
거부하거나 또는 충분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이다. 다
른 하나는 선거법 제32조 제2항43)에 위반하여 투표시간이 종료되기 전에
투표를 마친 선거권자로부터 얻은 투표내용에 관한 여론조사(이른바 ‘출구
조사’)결과를 공표하는 행위이다.
선거법에서는 명예직거부행위에 대하여 5백유로 이하의 질서위반금을,
투표시간 전 출구조사결과공표행위에 대하여 5만유로 이하의 질서위반금
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정당법상의 선거비용 위반행위

독일은 헌법(Grundgesetz) 제21조 제1항 제4문에서 “정당은 그 자금의
출처와 사용 및 재산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선거비용이나 정치자금과 관련한 규제법규로는 정당법 제31조d와 형
법을 들 수 있다.44)
정당법 제31조d(형벌규정)에 의하면, 정당의 자금이나 재산의 출처 및
그 사용을 은폐하거나 공식적 회계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① 연방하원의
장에게 제출되는 회계보고서에 영향을 미치는 정당의 수입과 재산에 관한
42) 제11조(명예직)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투표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이다. 모든
선거권자는 그 명예직을 담당할 의무가 있다. 명예직은 오로지 중요한 이유가 있을 때
에만 거부될 수 있다.
43) 제32조(허용되지 않는 선거홍보와 서명집회, 허용되지 않는 선거여론조사의 공표금지)
②투표를 마친 선거권자로부터 얻은 투표내용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투표시간이 종료
되기 전에 공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4) 부당한 정치자금수령행위에 대해서는 독일 형법 제261조의 자금세탁․불법재산의 은닉
죄, 형법 제266조의 배임죄, 형법 제331조 이하의 뇌물죄관련규정 등이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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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보고를 하거나 연방하원의장에게 잘못된 회계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② 기부금의 수령인으로서 기부금을 분할하여 기록하거나 기록되도
록 하는 경우, ③ 정당에 대한 기부금 수령자인 당원은 정당의 재정사무를
위하여 정관에 따라 정해진 집행부(Vorstandmitglied)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정당법 제25조 제1항 제3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부금을 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나아가 동조 제2항에서는 심사자 또는 심사자의 보조인으로서 회계보고
서의 심사결과를 바르지 않게 보고하여 심사보고서에 중요한 내용을 비밀
로 해두거나 또는 내용적으로 잘못된 확인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3년 이
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그 행위자
가 대가를 받거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4절 미국의 선거범죄 처벌
1. 미국의 선거제도 개관

가. 선거제도

미국은 독일과 같이 연방제국가인데도 형식적 의미의 연방선거는 존재하
지 않는다. 미국의 연방선거위원회(Federal Election Commission)가 발행한
연방선거법(Federal Election Law 91)의 서문에 의하면, 연방선거는 존재하
지 않고 단지 연방공직을 충원하기 위한 각 주(State)의 선거가 있을 뿐이
라고 한다. 따라서 미국에서의 선거란 대부분이 각 주의 법률이 정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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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여 실시된다. 예컨대, 연방의회의 의원들이더라도 같은 주의 출신이
아니라면 전부 다른 절차를 거쳐 의사당에 모였다고 할 수 있다.
연방선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연방정부는 주정부가 실시하는 연
방선거직의 선거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각 주가 실시하는 선
거는 연방헌법 및 연방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45) 즉 연방정부는 각 주가 실시하는 연방선거에 관
한 선거권을 규정할 수 있으므로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러한 규정은 연방선거직의 선거에 관한 사항일 뿐, 주 선거에서의 선거권
을 정한 것이 아니므로 각 주의 主權에 대하여 간섭하는 것은 아니다. 나
아가 이와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각 주는 당해 주에서 실시하는 州
선거에서도 별도의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감소를 위하
여 연방선거에서 사용한 선거인명부를 주 선거에도 사용하는데, 이로써 연
방정부는 주정부의 선거에도 간접적으로 관여하게 되는 것이다.
나. 선거관리기관
1) 연방차원의 선거관리기관
선거관리의 기본이 선거에서 후보자의 등록을 받고 선거운동의 과열을
규제하며 투표 및 개표관리를 통하여 당선인을 확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미국에는 연방차원의 선거관리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46) 그러나 선거관
45) 선거와 관련한 연방헌법 및 법률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연방헌법상으로는 의회선
거(제1조 제4항), 대통령선거(제2조 제1항), 인종차별금지(수정 제15조), 성차별금지(수
정 제19조), 투표세금지(수정 제24조), 투표권연령(수정 제26조) 등의 규정이 있다. 법
률로는 대통령 및 상ㆍ하원의원 선거의 실시시기(3 USC 1, 2 USC 7, 2 USC 1, 2
USC 2a~2b), 1965년의 투표권법, 1984년의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투표편의법, 1986년
의 군인 및 재외시민부재자투표법, 투표관계서류의 보존(42 USC 1974~1974e), 직권남
용에 의한 권리박탈의 금지(18 USC 241~242), 등록 및 투표에 관한 허위정보 및 대가
제공 금지(42 USC 1973), 두 번 이상 투표하는 행위의 금지(42 USC 1973), 해치법(5
USC 7321~7328), 1971년의 연방선거운동법(2 USC 441)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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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범위가 단순한 투ㆍ개표의 범위를 벗어나 확장되면서 주정부가 처리
하기 어렵거나 주정부가 관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선거사무
의 처리를 연방정부가 직접 담당하게 되면서 연방차원의 선거관리기관이
설립되었다.
연방차원에서 최초로 설치된 선거관리기관은 워터게이트사건을 계기로
설치된 연방선거위원회(Federal Election Commission)이다.47) 독립규제기
관(independent regulatory agency)인 연방선거위원회는 그 명칭에서 암시
하는 바와 달리 연방선거직공무원ㆍ후보자(대통령ㆍ부통령과 상ㆍ하의원
및 그 후보자) 및 정당과 정치단체(정당이 아닌 정치단체로는 소위 PAC
이라 불리는 정치활동위원회가 주된 규율대상이다)의 정치자금에 관한 사
무를 담당한다.
워싱턴DC에 소재하고 있는 연방선거위원회는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6인으로 구성된 위원회48)아래에 360여명으로 구성된 사무처
를 두고 있다.49) 연방선거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이 인준하는 6
46) 선거사무 가운데 유일하게 연방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있다면, 미국대통령선거에서의
선거인단이 각 주의 수도에서 투표하여 워싱턴DC로 송부한 투표지를 연방정부 상ㆍ하
원합동회의에서 개표하여 정ㆍ부통령당선인을 결정ㆍ공표하는 것이다.
(http://www.archives.gov/federal_register/electoral_college/procedural_guide.html)
47) 워터게이트사건을 통하여 정치자금의 규제필요성을 절감한 연방정부는 연방선거위원회
를 설치하고, 연방선거운동법(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대통령선거운동기금법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Fund Act), 대통령예비선거대응보조금계정법
(Presidential Primary Matching Payment Account Act)의 집행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연방선거운동법은 미국법 제2편 의회에 규정되어 있는 법으로서 연방선거직후보자의
정치자금의 수수를 규제하는 법이다. 대통령선거운동기금법은 미국법 제26편 내국세법
제95장에 규정된 것으로서 대통령후보자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정당에 대한
보조금 및 본 선거에 참여하는 대통령후보자에 대한 보조금의 사용에 대하여 규율하는
법이며, 같은 제26편 내국세법 제96장에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예비선거대응보조금계정
법은 예비선거 참여후보자에 대하여 모금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보조금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48) 연방선거위원회는 원래 대통령이 임명하는 6인 외에 상원사무총장 및 하원사무총장이
표결권 없는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1993년 연방대법원이 헌
법상의 삼권분립원칙에 위반된다고 판결함에 따라 현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6인으로
만 구성되어 있다.
49) 연방선거위원회, 2002년도 연례보고서, 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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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3인 이상이 같은 정당을 대표할 수 없다. 위
원회의 위원은 상근직이며, 연방선거운동법의 집행을 담당하는데, 일반적으
로는 주요정책 및 중대한 법적ㆍ행정적 현안문제에 대하여 주 2회 회의를
개최하고 투표로서 의사를 결정한다. 이중 1회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
공개로 해야 하는 문제를 토의하고, 나머지 1회는 공개되는 회의이다.
정치자금의 규제기관인 연방선거위원회 이외에 연방정부가 주정부의 선
거관리에 관여하는 연방기관으로는 선거지원위원회(Election Assistance
Commission)가 있다.
2000년 대통령선거에서 선거가 종료되고 몇 주일이 지나도록 당시 대통
령후보자인 부시와 고어의 득표수를 계산해내지 못하는 주정부의 투ㆍ개
표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연방정부는 2002년 선거개혁을 위
한 조치를 단행하였다. 즉 연방정부는 선거인명부관리 및 투ㆍ개표시스템
의 개선을 위하여 이른바 “투표지원법(Help America Vote Act 2002:
HAVA)”을 제정하여 각 주정부로 하여금 선거인명부관리의 전산화와 투
ㆍ개표시스템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는데, 그 총괄기구가 바로 선거지원위
원회이다. 선거지원위원회도 연방선거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독립규제기관
(independent regulatory agency)이다.
선거지원위원회의 임무는 각 주에서 보유하고 있는 노후 투표장비의 매
입 및 신규장비의 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연방예산의 집행, 투표장비에 관
한 표준 설정 및 성능의 인증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다.

2) 주차원의 선거관리기관

연방정부는 통상적 의미의 선거관리에 관여하기보다는 선거자금의 규제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각 주의 권한인 연방선거직의 선출에 관여하는데
그치고, 실질적인 선거관리는 주정부가 담당하고 있다.50) 주차원의 선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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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기관은 각 주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이하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
다. 선거관리주무기관은 각 주의 주무장관51)(Secretary of State)인 경우가
많고, 그 밖에 독립적인 선거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 주도 있으며, 선거관
리의 기능이 별도의 기구에 부여된 경우도 있다. 예컨대, 플로리다주의 경
우 주차원의 선거관리주무기관은 주무장관이나 선거비용에 관해서는 별도
의 기구인 플로리다선거위원회(Florida Election Commission)를 두고 있다.
주차원의 선거관리기관에 대해서는 플로리다주를 중심으로 살펴본다.52)

3) 플로리다주의 선거관리기관

플로리다주의 선거관리기관은 최고선거관리기관(Chief Election Officer)
으로서의 주무장관(Secretary of State)과 각 카운티별로 두는 중간계층의
선거관리기관으로서의 선거감시관(Supervisor of Election) 및 투표구에 두
는 투표구위원회(Election Board)의 3개 계층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선거자금
등 정치자금사무는 별도로 설치된 선거위원회(Florida Election Commission)
가 담당하고 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주무장관의 업무 중 하나인 선거업무를 처리하기 위
하여 선거부(Division of Elections)를 두고 있다.53) 선거부의 인력은 총 45
명이며, 선거부장실, 선거기록국, 투표시스템인증국, 법령ㆍ관보국의 4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50) 연방하원의원의 선거구획정은 각 주가 주법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버지니아주
의 경우를 보면, 버지니아주법 Title 24. 1-4.3에 연방하원의원선거구를 규정하고 있다.
51) 각 주의 주무장관은 임기 2년 또는 4년의 선출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임명직인 주는
알라바마, 콜로라도, 델라웨어, 메인, 매릴랜드, 네브라스카, 뉴저지, 뉴욕, 오클라호마,
오레곤, 펜실베니아, 텍사스, 버지니아 등이다(http://www.nass.org).
52) 플로리다주의 선거관리기관에 관한 사항은 플로리다주 선거부의 2002년도 연례보고서
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53) 미국 각 주의 주무장관이 담당하는 업무는 각 주별로 주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
로 다르기는 하나 문서관리, 관보관리, 법인등록, 선거관리 등을 담당한다. 선거관리는
주무장관이 담당하는 여러 가지 업무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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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티별로 두는 선거감시관(Supervisor of Elections)은 임기 4년의 선
거직이며, 카운티정부가 그 보수를 지급한다(Title Ⅸ Chapter 98, 98.015).
선거감시관은 선거인명부의 공식적인 관리자이며, 선거인의 등록에 관하여
배타적 관할권을 가진다. 선거감시관은 플로리다주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므로 위계질서상 주무장관의 하급기관은 아니다. 그러나 그 선거관
리능력 인증을 주무장관이 담당하고 있고, 선거법의 해석등과 관련한 각종
자문을 구할 처지에 있으므로 사실상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투표구위원회54)(Election Board)는 매 선거를 위하여 임시로 설치되는
기구로서 선거감시관에 의하여 선임되는 투표구사무장(Precinct Clerk), 사
무장보조(Assistant Clerk), 명부검사인(Inspector), 질서유지인(Precinct
Deputy), 투표구고문(Precinct Advisor)으로 구성되며, 그 구성에서부터 소
속정당간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선발하고 있다.55) 교육참석일 및 선거일
당일의 근무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며, 그 금액은 선거감시관이 정한다.
플로리다 선거위원회(Florida Election Commission)는 1973년 주무부
(Department of State)내의 선거자금 담당기관으로 설립되었다가 1997년
법무부내의 별도의 예산편성권을 가지는 기관으로 독립되었다. 현재는 선
거자금 이외에 정치자금사무도 담당하고 있다.
선거위원회는 상ㆍ하원의장 및 상ㆍ하원소수당대표자가 추천하는 각각 6
인씩의 후보자 중에서 주지사가 임명하는 2인씩과 주지사가 추천하는 1인
등 9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에는 주지사가 자신과 동시에 임기가 종료되
는 자신이 추천한 위원을 임명한다.56) 위원의 5인 이상이 동일정당 추천이
54) 투표구위원회에 관한 설명은 Palm Beach County에 관한 것이다. 투표구위원회는 그
명칭과 달리 합의제 기관이 아니며, 선거사무장이 모든 의사결정을 단독으로 행한다
(http://www.pbcelections.org/p_workers.htm).
55) 투표구위원회는 임시기관이나 선거감시관은 연중 투표사무원으로 종사하는 것을 희망
하는 자들의 신청을 받아 그 인력 집단의 명단을 관리하며 주기적으로 이들에 대한 교
육을 실시하여 선거에 대비한다.
56) Title Ⅸ Chapter 106, 106.24 Florida Elections Commission; membership: powers;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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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아야 하며, 또 정당의 각급 당원이었던 자나 임명되고자 하는 연도
의 전년도에 선출직 공직에 있었던 자는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회의는
위원장이나 위원 5인 이상의 요구로 소집되며, 여비와 근무일 수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다. 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표 20> 플로리다 선거위원회의 관할업무
구분

내 용

제104장의
금지행위

○ 투표 또는 선거와 관련한 거짓맹세행위
○ 선거관련공무원의 선거법상 의무의 불이행
○ 선거인의 다른 선거인에 대한 매표를 위한 금전 기타 재산적 가치 있
는 물건의 기부 또는 그 약속
○ 후보자의 타 후보자에 대한 금전 기타 재산적 가치 있는 물건의 기부
또는 그 약속
○ 선거권 없음을 알면서도 하는 투표행위
○ 후보자추천, 청원 등에 있어서의 2회 이상 서명하는 행위
○ 후보자가 허위 또는 악의로 하는 상대 후보자의 선거법 위반 행위 비
난
○ 후보자의 상대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진술

제106장의
의무사항

○ 후보자 또는 정당이 회계책임자 또는 자금계좌를 신고하기 전에 기부
를 하거나 지출하는 행위
○ 정당이 설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 후보자 또는 정당의 회계책임자가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당해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하여 받은 모든 기부내역 및 지출내역에 관한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 선거회계책임자, 후보자, 정당의 대표자가 회계책임자의 허위, 부정확
또는 불완전한 회계보고서를 정확하다고 확인하여 주는 행위
○ 100달러 이상의 독립지출(수혜자와 통모함이 없는 비용지출)을 행한
자가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 개인, 정당 또는 후원회가 선거당 후보자 또는 정당에 500달러 이상의
기부를 하는 행위
○ 후보자가 총선거에 이를 때까지 각급 당부로부터 5만달러를 초과하는
기부를 받는 행위
○ 상대후보자가 있는 후보자 또는 그 회계책임자가 선거일 전 5일 후에
받은 기부금을 돌려주지 아니하는 행위
○ 1천달러를 초과하는 독립지출을 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그 지출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모든 후보자와 그 후보자등록을 받은 선거관계공
무원에게 24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 모든 정치광고에 “유료정치광고입니다”라고 표시하지 않거나 그 비용
을 부담한 자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행위

84 선거사범의 처벌과 당선무효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선거위원회의 관할업무는 플로리다주법 제104장 및 제106장의 위반행위
에 대한 판단이다. 관할과 관련하여 제106장 제25조 제(3)항은 “위원회의
관할범위와 관련하여 위반이라 함은 제104장에서 금지된 행위의 의도적
실행과 제106장에서 요구되는 행위의 의도적 불이행을 말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 제104장은 선거법위반행위를, 제106장은 선거비용을 포함한 정
치자금에 관한 규제를 규정하고 있다.
선거위원회는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관련 규정위반에 대하여 자동으로
부과되는 벌금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후보자등에 대하여 청문을 할 수 있
으며, 州전역을 선거구로 하는 선거에 지급되는 선거보조금의 배분이 적정
하지 않음을 이유로 하는 불복에 대하여 청문하여 이에 관한 최종적인 결
정을 할 수 있는 준사법적 권한을 지니고 있다.
끝으로 선거결과의 확인을 행하는 선거결과확인위원회가 있다. 선거결
과확인위원회는 각 선거별로 후보자별 득표수(주민투표의 경우 찬성표와
반대표)를 확정하고, 당선인을 결정ㆍ공표(주민투표의 경우 가결ㆍ부결)하
는 책임을 진다.
선거결과확인위원회는 주단위의 선거결과확인위원회(Elections Canvassing
Commission)와 카운티단위의 카운티선거결과확인위원회(County Canvassing
Board)로 설치된다. 주단위의 선거결과확인위원회는 주지사와 각료 중 2
명57)으로 구성되며(Title Ⅸ Chapter 102. 111 Elections Canvassing Commission,
Florida Statues) 그 사무는 주무장관 소속의 선거부가 담당한다. 카운티선
거결과확인위원회는 선거감시관, 카운티법원소속 판사(위원장을 맡음) 및
카운티 위원회의 장58)(the chair of county commissioners)으로 구성된다
(Title Ⅸ Chapter 102. 141 County Canvassing board : duties-, Florida
Statues).
57) 검찰총장, 재무장관, 농무장관 중 2명을 말한다.
58) 카운티정부는 의회와 행정부가 혼합된 형태로, 일반 주민들은 카운티 위원을 선거하고
그 위원 중에서 임기제로 집행부의 장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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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단위의 선거결과확인위원회는 선거구가 1개 카운티 이상에 걸치는 선
거(주헌법개정을 위한 주민투표, 주ㆍ부지사 선거, 검찰총장ㆍ재무장관ㆍ
농무장관선거, 연방 상ㆍ하원의원선거, 대통령선거인단선거)의 결과를 확
정ㆍ발표하며, 카운티선거결과확인위원회는 선거구가 당해 카운티이거나
당해 카운티의 일부인 선거의 선거결과를 확정ㆍ발표하는 일 및 선거구가
당해 카운티보다 큰 선거의 선거결과를 확정하여 주 단위의 선거결과확인
위원회에 송부하는 일을 담당한다.

2. 미국의 선거관련범죄

미국의 선거관련범죄는 미국법 제2편 의회 제14장 연방선거운동, 제18
편 범죄 및 형사절차 제29장 선거 및 정치적 행위, 제26편 내국세법 제95
장 대통령선거운동기금 및 제96장 대통령예비선거대응보조금계정, 제36편
애국적이고 전국적인 의식 및 조직, 제47편 전보, 전화 및 무선전신 제5장
유선 및 무선통신 등에 산재되어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선거 및 관련범죄
에 대한 규정을 발췌하여 2004년 미국연방선거위원회는 연방선거운동관계
법(Federal Campaign Finance Law)으로 발간하였다. 같은 해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책자를 번역하여 「미국 연방선거운동관계법」
을 발간하였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상의 주요 벌칙 규정에 상
응하는 미국법의 관련규정을 발췌하여 소개하기로 한다.

가. 매수 및 이해유도죄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선거와 관련된 행위의 대가로 선거인․후보자․
선거운동원 또는 당선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 등 어떤 이익
을 제공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다. 이와 유사한 범죄행위로는 미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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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편 제29장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1) 제594조 투표자에 대한 협박

누구든지 타인의 투표권 또는 타인이 임의로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방
해할 목적으로,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대통령, 부통령, 대통령선거인, 상원
의원, 하원의원, 컬럼비아특별구 대의원이나 보호령대표직에 입후보한 어
느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하거나 투표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선거에서 타인을 협박, 위협 또는 강요하거나 협박, 위협 또는 강요를 시
도한 자는 이 편(Title)에 의하여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한다(18 USC 29, §594 Intimidation of voters).

2) 제597조 투표에 영향을 주기위한 지출

누구든지 타인에 대하여 투표를 하도록 또는 하지 않도록, 어느 후보자
를 위하여 찬성표 또는 반대표를 행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비용을 지출
하거나 지출할 것을 제의하는 자와 누구든지 그의 투표를 이유로 이러한
지출금을 요구 또는 승낙하거나 수령하는 자는 이 편(Title)에 의하여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한다. 이러한 위반행위가 의
도적인 경우에는 이 편(Title)에 의하여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
거나 이를 병과 한다(18 USC 29, §597 Expenditures to influence voting).

3) 제598조 구제예산에 의한 강제

누구든지 선거에서 개인의 투표권 행사를 방해, 제한 또는 강제할 목적
으로, 실업구제, 구제사업을 위하여 또는 공공사업에 대부금 및 보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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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함으로써 고용증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의 일
부를 사용하거나 또는 예산법(Appropiration Act)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행사 또는 집행한 자는 이 편(Title)에 의하여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한다(18 USC 29, §598 Coercion by means of
relief appropriations).

4) 제599조 후보자에 의한 임명약속

누구든지 후보자로서, 그의 후보직에 대한 지지를 확보할 목적으로, 직
접 또는 간접으로 타인에게 공직 또는 사직(public or private position)에
의 임명을 약속 또는 서약하거나, 공직 또는 사직에의 임명 또는 고용을
위하여 그의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지원하는 자는 이 편(Title)에 따라 벌
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한다. 이러한 위반행위가
의도적인 경우에는 이 편(Title)에 따라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
하거나 이를 병과 한다(18 USC 29, §599 Promise of appointment by
candidate).

5) 제600조 정치적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고용 또는 기타 이익의 약속

누구든지 정치공무원직을 위한 총선거나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또는 정
치공무원직에 입후보하는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예비선거,
전당대회 또는 코커스와 관련하여, 특정한 정치적 행위나 후보자 또는 정
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의회의 법률에 의하
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제공되거나 가능하게 되는 취업, 보직, 보수, 계
약, 임명 또는 기타의 이익을 약속하거나 배려, 호의, 보상 등 이익을 획득
함에 있어서 특별한 배려를 약속하는 자는 이 편(Title)에 따라 벌금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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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한다(18 USC 29, §600 Promise of
employment or other benefit for political activity).

나.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위반죄

기부행위란 선거와 관련하여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
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
는 행위를 의미한다. 미국법 제2편 제14장 제431조 ⑻ (A)에서는 기부
(contribution)를 연방공직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해지는 일체의
증여, 예약금, 대부금, 선금(advance) 또는 금전이나 유가물의 기탁 및 목
적의 제한 없이 정치위원회에 무상으로 제공된 타인의 용역에 대하여 다
른 사람이 보수로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2 USC 14,
§431 ⑻ (A) (i), (ii)).
기부행위의 금지제한에 대한 범죄는 미국법 제18편 제29장에 다음과 같
이 규정하고 있다.

1) 제601조 정치적 기부를 위한 취업 기타 이익의 박탈

누구든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특정 후보자 또는 정당의 이익을 위하여
(1) 미국정부나 주정부의 기관이나 기구, 주의 정치적 지부에의 고용, 보직
또는 업무종사, 또는 이러한 고용, 보직 또는 업무종사에 대한 보상이나
이익, 또는 (2) 미국정부, 주정부 또는 주의 정치적 지부의 사업으로 인한
급여 또는 이익을 거부, 박탈하는 방법으로 또는 거부, 박탈할 것으로 위
협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가물(용역을 포함한다)의 기부를 하도록 유도
하거나 하려고 한 자는 이러한 고용, 보직, 또는 업무종사, 보상, 급여 또
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의회의 법률에 의하여 제공되거나 가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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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인 경우에는 이 편(Title)에 따른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
하거나 이를 병과 한다(18 USC 29, § 601 ⒜ Deprivation of employment
or other benefit for political contribution).

2) 제602조 정치적 기부의 요구

(a) 다음의 자, 즉 (1) 의회의원 후보자, (2) 의회의 상원의원, 하원의원,
대의원 또는 보호령대표로 재직 중인 자, 또는 이에 당선된 자, (3) 미국정
부 또는 그 부처나 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 (4) 미국재무성으로부터 나
온 자금으로부터 역무에 대한 보수 또는 보상을 받는 자가 알면서 1971년
연방선거운동법 제301조 (8)호[제2편 제431조 (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
부금을 다른 공무원, 직원 또는 타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위법이다. 누구든
지 이 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이 편(Title)에 의하여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한다.
(b) (a)항에 명시된 금지사항들은 제5편 제7323조나 제7324조에 의하여
금지되지 않는 한, (제5편 제7322조 (1)호에 규정된) 어느 직원이나 미국우
체국 또는 우편요금위원회(the Postal Rate Commission)에 고용된 자의
행위에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18 USC 29, §602 Solicitation of political
contributions).

3) 제603조 정치적 기부금의 제공

(a) 미국정부 또는 그 부처나 기관의 공무원, 직원 또는 미국재무성자금
으로부터 그 역무에 대한 보수나 보상을 받는 자가 1971년 연방선거운동
법 제301조 (8)호[제2편 제431조 (8)호]에 해당되는 기부금을 다른 공무원,
직원이나 타인, 또는 의회의 상원의원, 하원의원, 대의원 또는 보호령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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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제공하는 것은 당해 기부금을 받는 자가 당해 기부금제공자의 고용
자이거나 고용권을 가진 자인 경우에는 위법이다. 누구든지 이 조를 위반
한 자는 이 편(Title)에 따라 법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한다.
(b) 이 조의 목적상, 1971년 연방선거운동법 제302조 (e)항(1)호[제2편
제432조 (e)항(1)호]에서 정의된 수권위원회에 대한 기부는 당해 위원회에
대하여 수권을 한 개인에 대한 기부로 간주되어야 한다.
(c) (a)항에 명시된 금지사항들은 제5편 제7323조나 제7324조에 의하여
금지되지 않는 한, (제5편 제7322조 (1)호에서 규정된) 어느 직원이나 미국
우체국 또는 우편요금위원회에 고용된 자의 행위에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18 USC 29, §603 Making political contributions).

4) 제604조 구제대상자로부터의 모금

누구든지 실업구제 기타 구제목적을 위한 의회의 예산지출법률에 의하
여 제공되거나 가능하게 된 보상, 취업 또는 기타의 이익을 받을 자격이
있거나 받는 것으로 판명되는 자로부터 정치적인 목적을 위하여 회비, 예
약금 또는 기부금을 받거나 이를 요청하는 자,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 요청이나 수령에 관여한 자는 이 편(Title)에 따라 벌금 또는 1년 이하
의 징역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한다(18 USC 29, §604 Solicitation from
persons on relief).

5) 제607조 기부요청장소

(a) 금 지
(1) 일반사항. 누구든지 연방선거, 주선거,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무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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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 호실이나 건물 내에서 기부금이나 금품을 요청하거나 받는 것은
위법이다. 대통령, 부통령 그리고 의회의원을 포함해 연방정부의 관리나
직원이 연방선거, 주선거,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무를 수행하는 호실이나
건물 내에서 기부금이나 금품을 요청하거나 받는 것은 위법이다.
(2) 벌칙. 이 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천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한다.
(b) (a)항의 금지규정은 의회의 상원의원, 하원의원, 대의원 또는 보호령
대표, 대통령실의 직원인 자에 의한 기부금의 수령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러한 기부금은 (a)항에 규정된 호실, 건물 또는 시
설로 이를 우송 또는 전달하도록 기부자에게 지시를 행하는 방법으로 요
청된 것이어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기부금은 수령된 후 7일 이내에 1971
년 연방선거운동법 제302조(e)항(1)호[제2편 제432조(e)항]에 해당하는 정
치위원회에 양도되도록 하여야 한다(18 USC 29, §607 Place of solicitation).

다. 선거의 자유방해죄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의 자유방해죄와 유사한 범죄로는 1993년 선거인등
록법(National Voter Registration Act of 1993) 제12조 벌칙(Sec. 12
Criminal Penalties) 규정을 예로 들 수 있다.

선거인등록법 제12조 (벌칙)
연방선거에 있어서 선거관리관을 포함하여, 다음의 자는 미국법 제18편
에 따라 벌금(다른 법에 불구하고 미국법 제31편 제3302조에 따른 기타
수입으로 재무부 일반기금에 납부된다)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거나
병과 한다.
⑴ 고의적으로 다음의 자를 위협, 협박, 강요하거나 위협, 협박, 강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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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고 시도하는 자
(A) 선거를 위하여 등록하는 자, 투표하는 자 또는 등록․투표하려
고 하는 자
(B) 선거를 위하여 등록하는 자, 투표하는 자 또는 등록․투표하려고
하는 자를 지원하고 도와주는 자
(C) 이 법에 따른 권리를 실행하는 자
⑵ 고의적으로 다음의 행위를 통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선거과정을 침해
하고 기만한 자 또는 침해하고 기만하려고 시도하는 자
(A) 선거가 실시되는 주의 법에 따라 허위 또는 부정한 것으로 밝혀
진 선거인등록신청서를 조달하거나 제출하는 행위
(B) 선거가 실시되는 주법에 따라 허위 또는 부정한 것으로 밝혀진
투표용지를 이용하도록 조달하거나 투표 또는 집계하는 행위

라.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폭행죄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폭행죄와 유사한 범죄로는 미국
법 제18편 제29장 제1505조 규정이 있다.

제1505조 부처, 기관, 위원회의 진행방해
누구든지 반독점절차법(Antitrust Civil Process Act)에 따라 정식으로
요구된 조사에 응하는 것을 부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회피, 기피, 차단, 방
해의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그 요구에 따른 관련서류, 질문서에 대한
답변, 구두증언을 고의적으로 보류하거나 틀리게 표현하거나, 제거하거나,
숨기거나, 은폐하거나, 파손시키거나, 훼손시키거나, 변경시키거나 기타 다
른 방법으로 허위로 만드는 자 또는 그렇게 시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렇게 하도록 요구하는 자, 또는 누구든지 부정하게 위협이나 완력 또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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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을 주는 서신이나 의사전달에 의하여 미국의 어느 부처나 기관에 의하
여 진행 중인 현안에 대한 정당하고 적합한 법의 집행에 대하여 또는 상
원 및 하원 또는 의회의 위원회, 공동위원회가 가진 질의나 조사를 위한
정당한 권한의 행사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거나 차단, 방해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행위를 시도하는 자는 이 편(Title)에 따라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한다(18 USC 29, §1505 Obstruction of
proceedings before departments, agencies and committees).

마. 각종 부정선거운동 및 제한규정위반죄

1) 제595조 연방, 주 또는 준주정부의 행정공무원에 의한 방해

누구든지 연방정부, 그 부처나 기구, 컬럼비아특별구, 그 기관이나 기구,
주정부, 준주정부, 미국령(Possession of the United States), 또는 그 정치
적 지부(Political Subdivision), 시 또는 그 기구, 또는 이러한 정치적 지부
나 시의 기관(주정부, 준주정부, 또는 미국령이나 그 정치적 지부, 시 또는
기관에 의하여 소유되고 통제받는 회사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행정공무원
으로 임용된 자가 미국정부나 그 부처 또는 기관에 의한 예치금 또는 보
조금으로 그 재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운영되는 행위와 관련하여, 대통령,
부통령, 대통령선거인, 상원의원, 하원의원, 컬럼비아특별구대의원, 또는 보
호령대표직(Resident Commissioner)에 입후보하는 후보자의 지명 또는 당
선을 방해하거나 영향을 줄 목적으로 그의 공적 권한을 행사할 경우 이
편에 따라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한다.
이 조항은 주정부, 그 정치적 지부, 컬럼비아특별구, 준주정부 또는 미
국령으로부터 또는 승인된 종교단체, 자선단체 또는 문화단체로부터 재정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는 교육, 연구기관, 시설이나 기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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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 속한 임직원의 행위를 금지하거나 이를 위법으로 하려는 것은 아
니다(18 USC 29, §595 Interference by administrative employees of
Federal, State, or Territorial Gavernments).

2) 제606조 정치적 기부금을 확보하기 위한 협박

누구든지 이 편 제602조에서 언급된 미국정부의 공무원 또는 직원인 자
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금전 또는 유가물의 기부를 행하거나 이를 보유 또
는 해태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공무원 또는 직원을 직위해제하거나 진
급 또는 강등시키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직급이나 보수를 변경시키거
나, 이러한 행위를 약속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행하도록 협박하는 자는 이
편에 따라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한다(18
USC 29, §606 Intimidation to secure contributions).

3) 제610조 정치적 활동의 강제

누구든지 미국법 제5편 제7322조 (1)호에 정의된 연방정부 공무원에 대
하여 특정 후보를 위해 투표하거나 또는 투표하지 말도록, 정치적 기여를
하거나 이를 거부하도록, 특정 후보를 위해 일하거나 이를 거부하게 하는
것과 이러한 행위들 외의 행위까지도 포함하여 어떠한 정치활동에 관여하
거나 관여하지 못하도록 협박, 위협, 명령 또는 강제하거나 협박, 위협, 명
령 또는 강제를 시도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 조항을 위반한 자는 이 편(Title)의 규정에 따라 벌금 또는 3년 이하
의 징역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한다(18 USC 29, §610 Coercion of
political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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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
선거비용부정지출 등에 관한 죄는 미국법 제26편 내국세법 제95장에 규
정된 일명 “대통령선거운동기금법”(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Fund
Act, 26 USC 95 §9001) 및 제96장 대통령예비선거대응보조금계정법
(Presidential Primary Matching Payment Account Act, 26 USC 96
§9031)에서 관련규정을 찾을 수 있다.
연방선거위원회는 1976년 처음으로 국고보조금 제도를 마련하였다. 정
당은 후보자지명대회에서 이 보조금을 사용하였으며, 대통령선거의 예비선
거 및 본 선거에서 수급자격을 갖춘 후보자들이 사용한 바 있다. 지금까지
도 대정당과 소정당․신생정당들이 국고보조금을 사용하고 있다.59) 대통
령선거60)에 입후보한 정당의 대통령후보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적어도 20개주의 주민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이 총
5,000달러를 넘고 그 기부금이 개인당 250달러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61) 또 당해 후보자의 적정 선거운동경비에 관하여 연방
선거위원회가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동위원회에 이를 제출할 것
을 동의하여야 한다. 나아가 동위원회가 요구하는 기록․장부 기타 정보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위원회에 이를 제출할 것을 동의하여야 한다. 끝으로
동위원회의 회계검사와 조사에 응해야 하며 반납이 요구되는 액수를 납부
할 것을 동의해야 하고, 이에 대한 각 서면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1) 내국세법 제95장 대통령선거운동기금법 제9012조 형사상 벌칙
⒜ 초과경비
59) http://www.fec.gov/info/pfund.htm.The Presidential Public Funding Program
60) 26 USC 95 §9002 (Definitions) (10) “대통령선거”라 함은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인
(electors) 선거를 말한다.
61) 26 USC 95 §903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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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대통령 또는 부통령에 입후보하는 정당의 수급
자격이 있는 후보자 또는 그의 수권위원회가 알면서, 의도적으로 이러한
선거에 관하여 제900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정당의 수급 자격 있는 후보
자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적정선거 운동경비의 지출
을 수반하는 것은 위법이다. 대정당 또는 소정당의 전국위원회가 알면서
그리고 의도적으로 대통령후보자지명대회와 관련하여 제9008조 제⒟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위원회에 적용되는 지출한도액을 초과하여 경비의 지출
을 수반하는 것은 당해 경비의 지출이 제9008조 제⒟항 제⑶호의 규정에
따라 연방선거위원회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위법이다.
⑵ 누구든지 제⑴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0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한다.

⒝ 기부금
⑴ 대통령선거에 입후보하는 대정당의 수급자격 있는 후보자 또는 그의
수권위원회가 적정선거 운동경비를 지불하기 위하여 알면서 의도적으로
기부금을 받는 것은, 제9006조 제⒞항의 적용을 근거로 기금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또는 제9002조 제⑾호
(C)에 규정된 적정선거 운동경비가 될 수 있는 경비를 지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의 범위 안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위법이다.
⑵ 대통령선거에 입후보하는 정당(대정당은 제외)의 수급자격이 있는
후보자 또는 그의 수권위원회가 당해 수급자격 있는 후보자 및 그의 수권
위원회가 지출할 수 있는 적정선거 운동경비를 초과하는 액수를 적정선거
운동경비로 지출하기 위하여 알면서 의도적으로 기부금을 수령, 지출 또는
보유하는 것은 위법이다.
⑶ 누구든지 제⑴호 또는 제⑵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0달러 이하
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한다. 수권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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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이 위반행위를 알면서 의도적으로 동의한 당
해 수권위원회의 임원 또는 위원에 대하여 5,000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1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한다.

⒞ 보조금의 불법사용
⑴ 제90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은 자 또는 동조의 규정에 의
하여 보조금의 일부를 양여받은 자가 알면서 의도적으로 다음과 같은 목
적이 아닌 다른 용도를 위하여 당해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거
나 사용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것은 위법이다.
(A) 당해 보조금의 관련되는 적정선거 운동경비의 지불을 위하여,
또는
(B) 그 수입금이 사용된 대부금을 상환하거나 기타 이러한 적정선거
운동경비를 지불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금(수령, 지출된 적정선거
운동경비의 지불을 위한 기부금은 제외)을 회복시키기 위한 경우
⑵ 제9008조 제⒝항 제⑶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은 대정당 또
는 소정당의 전국위원회가 당해 보조금을 제9008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
여 허용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것은 위법이다.
⑶ 누구든지 제⑴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만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한다.

⒟ 허위진술 등
⑴ 누구든지 알면서 의도적으로 다음 행위를 하는 것은 위법이다.
(A) 이 부편(Subtitle)의 규정에 의한 연방선거위원회에 허위, 가공
또는 거짓된 증거, 장부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또는 어떠
한 증거나 장부 또는 정보 속에 중요사실에 관하여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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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술 등을 포함시키는 행위 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연방
선거위원회의 인증이나 조사 및 검사에 관련되는 증거나 장부
또는 정보를 위조하거나 숨기는 행위, 또는
(B) 이 장(Chapter)의 목적상 연방선거위원회가 요구하는 기록이나
장부 또는 정보를 동위원회에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
⑵ 누구든지 제⑴호의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1만 달러 이하의 벌금 또
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한다.
⒠ 환급(리베이트) 및 불법급여(kickbacks and illegal payment)
⑴ 누구든지 알면서 의도적으로 수급자격 있는 후보자 또는 그들의 수권
위원회의 적정선거 운동경비와 관련하여 환급 또는 기타 불법급여를 주거
나 받는 것은 위법이다. 대정당 또는 소정당 전국위원회가 알면서 의도적
으로 대통령후보지명대회에 이러한 위원회에 의하여 지출이 수반되는 경비
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환급, 불법급여를 주거나 받는 것은 위법이다.
⑵ 누구든지 제⑴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만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한다.
⑶ 누구든지 수급자격 있는 후보자나 그들의 수권위원회의 적격선거운동
경비와 관련하여 또는 대통령후보지명대회와 관련하여 대정당이나 소정당
의 전국위원회에 의하여 지출이 수반된 경비와 관련하여 여하한 명목의 환
급(리베이트)이나 불법급여를 받은 자는 제⑵호에 규정된 벌금이 적용되는
것 이외, 그가 수령한 당해 환급이나 불법급여의 125퍼센트에 상당하는 액
수를 재무성의 일반기금 속에 예탁되도록 재무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허용되지 아니하는 지출과 기부62)
⑴ 제⑵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대통령
62) 연방대법원은 내국세법 제9012조 제(f)항이 언론과 집회의 자유에 관한 수정헌법 제1
조에 위반되기 때문에 문면상으로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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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부통령 입후보를 위한 정당의 수급자격 있는 후보자에 의하여 수권되
지 아니한 정치위원회가 알면서 그리고 의도적으로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출을 수반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러한 지출은 총 1천달
러를 초과하는 액수에 있어서는 그것이 당해 후보자의 수권위원회에 의하
여 지출이 수반된 경우에는 적정선거 운동경비를 구성하게 된다.
⑵ 이 항(subsection)의 규정은 다음 지출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A) 연방통신위원회에 의하여 규제되는 방송사는 정기간행물이 뉴스
보도 또는 사설을 발표하기 위하여 소요한 지출, 또는
(B) 이 편(title) 제501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가 면제되는
이 편 제501조 제⒜항에 규정된 조직이 당해 조직의 의사를 그
회원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소요한 지출
⑶ 제⑴호의 규정을 위반한 정치위원회는 5천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
며, 알면서 의도적으로 이러한 위법행위를 동의한 당해 위원회의 임원이나
위원, 또는 알면서 의도적으로 제⑴호의 규정을 위반한 기타의 자는 5천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한다.

⒢ 허용되지 아니하는 정보공개
⑴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장의 규정
에 의하여 알게 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위법이다.
⑵ 누구든지 제⑴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천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한다.

2) 내국세법 제96장 대통령예비선거대응보조금계정법 제9042조 형사벌칙

⒜ 초과선거운동경비(Excess campaign expenses)
누구든지 제903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만5천 달러 이하의 벌금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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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한다. 제9035조의 규정에 위반
되는 지출을 알면서 동의한 정치위원회 임원이나 회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 보조금의 불법사용(unlawful use of payments)
⑴ 제90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은 자 또는 보조금의 일부를
양도받은 자가 알면서 그리고 의도적으로 다음과 같은 목적이외의 용도를
위하여 당해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위
임하는 것은 위법이다.
(A) 적정선거 운동경비의 지불,
(B) 적정선거 운동경비를 지불하기 위하여 그 수입금이 사용된 대부
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또는 기타 적격선거운동경비를 지불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금(수령, 지출된 적격선거운동경비의 지불을 위
한 기부금이 아닌 것)을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
⑵ 누구든지 제⑴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만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한다.

⒞ 허위진술 등
⑴ 누구든지 알면서 의도적으로 다음 행위를 하는 것은 위법이다.
(A)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연방선거위원회에 허위, 가공 또는 거짓된
증거, 장부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또는 어떠한 증거나 장
부 또는 정보 속에 중요사실에 관하여 위와 같은 허위진술 등을
포함시키는 행위, 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연방선거위원회의
인증이나 조사 및 검사에 관련되는 증거나 장부 또는 정보를 위
조하거나 숨기는 행위, 또는
(B) 이 장의 목적상 연방선거위원회가 요구하는 기록이나 장부 또는

제3장 선거범죄에 대한 처벌과 내용 101

정보를 동위원회에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
⑵ 누구든지 제⑴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만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한다.

⒟ 환급(리베이트) 및 불법급여(kickbacks and illegal payments)
⑴ 누구든지 알면서 의도적으로 제90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
는 후보자 또는 그들의 수권위원회의 적정선거 운동경비와 관련하여 환급
또는 기타 불법급여를 주거나 받는 것은 위법이다.
⑵ 누구든지 제⑴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만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한다.
⑶ 제⑵호에 규정된 벌칙이 적용되는 것 외에도, 누구든지 후보자 또는
그의 수권위원회의 적정선거 운동경비와 관련하여, 여하한 명목의 환급(리
베이트)이나 불법급여를 받은 자는 그가 수령한 당해 환급이나 불법급여
의 125퍼센트에 상당하는 액수를 대응보조금계정에 예치되도록 재무장관
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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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당선무효제도의 의의
1. 당선무효제도의 의의 및 인정이유

공직선거법은 부정선거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할 뿐만 아니라 금권선거
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공명선거 추진의
제도적 표출의 하나가 바로 당선무효제도이다. 선거범죄를 이유로 후보자
의 당선을 무효화시키는 이른바 당선무효형 선거범죄를 인정하는 이유는,
금권을 동원한 매수 및 기부행위, 각종 이익의 제공 등 돈으로 선거를 치
러온 부정선거에 대하여 엄격하게 처벌할 뿐만 아니라 금권선거를 발본색
원함으로써 기존의 선거행태를 개혁하고 공명하고 깨끗한 선거풍토를 확
립하여 공명․투명선거를 추진하는데 있다고 한다.63)
결국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도는 부정선거를 엄벌할 뿐만 아니라
금권선거를 뿌리 뽑겠다는 당국의 공명선거 추진의지가 공직선거법에 반
영된 제도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인정취지에도 불구하고 현행 선거관련범죄로 인
한 당선무효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이 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실무에서는 선거사범의 재판에 있어서 적
정한 형벌의 선택보다는 오히려 당선유무효에 먼저 관심을 가지는 폐단이
나타나기도 하고 심지어 당해 선거범죄에 비하여 과경하다고 보이는 벌금
80만원 등이 선고되는 양형의 왜곡현상도 발생하고 있다.64)
63) 임성식/박영실, 앞의 보고서, 46면; 정병욱, 공직선거법, 356면.
64) 손명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문제점”, 지방자치 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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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의 당선무효제도와 구별해야 하는 제도로 당선무효소청이
있다.

2. 당선무효소청과의 구별

당선무효소청은 당선인의 자격이 없는 자가 당선이 되었음을 이유로 하
거나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인을 결정하는데 있어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그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소청이다. 즉 당선무효소청은 당선무효소송
에 상응하는 것으로 선거 자체는 유효한 것임을 전제로 한다. 이에 대해
공직선거법상의 당선무효제도에서는 후보자 및 관련자의 선거범죄를 이유
로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화시키는, 달리 말하면 선거범죄로 인하여 선거자
체가 무효화된다. 이점에서 양자는 구별될 수 있다.65)
당선무효소청사유로는 당선인의 자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당선인결정
절차에 위법이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따라서 당선인이 자신의 당선확인
을 구하는 내용의 소청은 허용되지 않는다.66) 당선인의 자격에 이의가 있
는 경우란, 당선인의 자격이 없는 자가 당선인이 되었음을 이유로 당선인
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그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이다. 후자의 당선인
결정절차에 위법이 있는 경우란,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결정(공직선거법
제190조, 제191조)의 위법을 이유로 그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이다.
당선무효소청사유와 관련하여 일찍이 대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판시를
제182호, 현대사회연구소, 2003년 11월, 70면; 법원행정처, 제4회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
판장회의 결과보고서, 2000년, 7-8면.
6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무팀, 선거소청실무편람, 2006년, 9면.
66) 권영설, “선거소송의 문제점과 과제”, 저스티스 통권 제66호, 한국법학원, 2002년 4월,
18면; 대법원 1992.11.24. 선고 92수99 판결: 국회의원선거법 제146조에 의한 당선소송
의 성격은 당선인의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있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132조 제1
항, 제133조 혹은 제135조 제1항 등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위법임을 주장하
는 데에 국한되는 형성소송이며 원고 자신의 당선확인을 구함과 같은 것은 위 제146조
에 의한 당선소송의 형식으로 다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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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바 있다. 즉 피고가 사기와 강박에 의하여 원고로 하여금 입후보사퇴서
를 작성․제출하게 함으로써 피고 자신이 무투표당선된 것은 위법이라고
하여 다투는 소송은 선거절차에 법률상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며
선거가 유효하게 시행되었으나 당선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여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아니므로 당선무효소송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67)
이하에서는 당선무효형 선거범죄에 대한 주요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하고
당선무효제도의 운용상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제2절 당선무효형 선거범죄의 비교법적 검토
1. 공직선거법상의 당선무효형 선거범죄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의 당선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른바 당
선무효형 선거범죄로 다음의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후보자 자신
이 선거범죄로 처벌받는 경우, 둘째 선거관계자 및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이나 배우자의 선거범죄로 인한 경우, 셋째 선거비용제한액의 초과지출로
인하여 회계책임자가 처벌받는 경우이다.

가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와「정치자금법」제49조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죄68)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67) 대법원 1958. 1. 9. 선고 4289지선32 판결.
68) 2005.8.4. 법개정시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조항이 대거 정치자금법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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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
다(공직선거법 제264조).
종래 대통령선거법 및 국회의원선거법에서는 당선무효가 되는 벌금형의
기준이 15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었으나, 1994.3.16. 제정된 통합 공직선거
법에서는 더욱 엄격해졌다.
여기서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된 경우
는 포함되지만, 판결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포함되
지 않는다. 그리고 당선이 무효로 되는 시기는 당선인에 대한 선거법위반
사건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를 말하고, 별도의 당선무효 소송절차를 요하
는 것은 아니다. 판례도 선거사범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선인이 확정판결로
써 처벌된 경우 당연히 당선무효를 초래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당선무효소송의 사유로 하지는 않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69)
나아가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의하여 재판결과에 따라 당선의 유·무효
가 판가름 나고 재선거의 유무가 결정되며, 선고받은 벌금 액수의 사소한
차이로 인하여 당선의 유·무효는 물론 공무담임권의 일정 기간 제한여부
가 결정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은 평등권(헌법 제11조) 및 공무담임
권(헌법 제25조)의 위반이라는 위헌제청신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의 취지는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자가 당선되었다고 하더
라도 그 당선을 무효로 함으로써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
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여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으므로
그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하여 재판의 결과에
따라 신청인의 주장과 같은 결과가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선인이
동하였다.
69) 대법원 1958.12.7. 선고 4291선43 판결 : 당선인이 구 국회의원선거법에 규정된 범죄로
인하여 확정판결로써 처벌된 때에는 당연히 당선무효를 초래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선
거사범에 해당하는 사유가 직접적으로 당선무효소송의 원인으로 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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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법을 위반함에 따른 당연한 불이익이며, 위 규정이 평등권․공무담임권
및 공명선거를 규정한 헌법 제114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위헌이 아니라고 하였다.70)
그리고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백
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 규정은,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라고 하는 자의적인 당선무
효의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최근의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청
구인의 이 사건에 대한 자기관련성을 이유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였다.71)

나.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
ㆍ신고 되지 아니한 자로서 후보자와 통모하여 당해 후보자의 선거비용으
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이상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직계 존ㆍ비속 및 배우자
가 당해 선거에 있어서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내지 제234조(당선무
효유도죄),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1항 중 기부행위를
한 죄 또는「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제1항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
70) 헌법재판소 1996.6.28. 선고 96초111 결정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4조에 의하
여 재판의 결과에 따라 당선의 유·무효가 판가름 나고 재선거의 유무가 결정되며, 벌
금 액수의 사소한 차이로 인하여 당선의 유·무효는 물론 공무담임권의 일정 기간 제한
여부가 결정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선인이 위 법을 위반함에 따른
당연한 불이익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위 규정이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공무담
임권을 규정한 헌법 제25조 및 공명선거를 규정한 헌법 제114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71) 헌법재판소 2004. 6. 8. 선고 2004헌마40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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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를 받은 때(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선임ㆍ신
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에는 그 후보자(대통령후보자, 비례
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의 당선
은 무효로 한다.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
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직선거법 제265조).
위와 같이 현행법은 연좌제를 강화하여 종래 국회의원선거법 및 지방의
회의원선거법에서 선거사무장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 추궁하던 것을, 이
제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직계 존ㆍ비속 및 배우자의 행위
에까지 확대하였다. 이러한 이른바 연좌제의 확대 취지는 상기 선거관계자
및 친족 등이 저지른 선거비용 초과지출을 비롯하여 매수 및 이해유도, 기
부행위 등은 선거에 있어서 전적으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한 행위로
서 총체적으로는 후보자의 의사지배 하에서 이루어진 행위이며 후보자 자
신의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보아 후보자를 공범으로 인정하지 못하여 형
사처벌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불법행위에 따른 이익을 박탈하는 것
이 정당하다는 고려에서 나온 것이다.
종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의 범위에 대하여 실제로는 회계책임자
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되지 않은 자를 본조
의 회계책임자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2004.3.12 법률개정시에 회계책임자의 개념에 “선거
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ㆍ신고 되지 아니한 자로서 후보자와 통모하
여 당해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고 명문으로 인정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
였을 뿐만 아니라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ㆍ신고되
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본조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리고 동
법률개정시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직계 존ㆍ비속 및 배우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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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대해서도 본조가 적용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특히 징역형
이외에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때에도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더
욱 엄격히 개정하였다.
이와 같이 당선이 무효가 되는 범죄의 주체를 확대하는 법률의 개정이
있은 후에, 이 규정이 헌법 제13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연좌제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있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는 헌법 제13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72) 그 근거를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 제13조
제3항은 ‘친족의 행위와 본인 간에 실질적으로 의미있는 아무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친족이라는 사유 그 자체만으로’ 불
이익한 처우를 가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그런데 배우자는 후보자와 일상
을 공유하는 자로서 선거에서는 후보자의 분신과도 같은 역할을 하게 되
는 바, 위 법률조항이 배우자가 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후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와 불가분의 선거운명공동체를 형성하
여 활동하게 마련인 배우자의 실질적 지위와 역할을 근거로 후보자에게
연대책임을 부여한 것이라고 한다. 즉 배우자는 후보자와 일상을 공유하는
자로서 선거에서는 후보자의 최측근에서 수시로 후보자와 협의할 수 있고,
후보자와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당선에 유리한 여러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시
를 할 수 있는 등 후보자의 분신과도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하여 입
법자는 배우자의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후보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 즉 후보자 자신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도를 배우자의 선
72) 헌법재판소 2005.12.22. 선고 2005헌마19 결정.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의 선거법위
반행위에 대한 위헌여부에 관해서는 대법원 1997. 4.11. 선고 96도3451 판결 : 선거사무
장 또는 회계책임자가 기부행위를 한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에 그 후보자의 당
선이 무효로 되는 것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5조의 규정에 의한 것일 뿐이
고, 그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연좌제를 금지한 헌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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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범죄에까지 확장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보아 이 법률조항을 두게 된
것이고, 이러한 입법자의 사실적ㆍ정책적 판단은 나름의 합리적 근거가 있
다고 하였다.

다. 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선거법은 선거비용의 지출을 최소화하고 산출기준을 법정화 함으로써
돈이 적게 드는 선거풍토의 조성을 도모하는 한편 일정기준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거나 선거비용 회계처리와 관련한 위반행위로 선거사무
장등이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경우 후보자의 당
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공직선거법 제263조). 즉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 등
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
과지출하거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정치자금법」제49조(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제1항73) 또는 제2항 제6호74)의 규정을 위반
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
자의 당선은 무효로 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
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한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다만, 정치자금법위반으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되는 후
보자의 범위에 대통령,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후보
자는 제외된다.
종래 국회의원선거법 및 지방의회의원선거법 등에서는 “공시된 선거비용
총액”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경우 당선무효의 요건에 해당하였으
73)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제40조(회계보고)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ㆍ위조ㆍ변조 또는 누락(선거비용의
수입ㆍ지출을 은닉하기 위하여 누락한 경우를 말한다)
74) 제39조(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본문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
위기재ㆍ위조ㆍ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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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합된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비용 자체를 최소화하면서 “공고된 선거
비용의 200분의1 이상”을 초과 지출해야 당선무효요건에 해당한다고 규정
하여 금권선거의 소지를 없애고자 하였고, 또 선거비용지출의 주체도 ‘선거
사무장’에서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확대하였다.
한편 2004.3.12. 법률개정시에는 돈 안 드는 깨끗한 선거풍토의 확립을
위하여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비용 초과지출로 징역형 이외에 300만원 이
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도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규정을
강화하였고,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도 그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선거비용
과 관련된 회계보고부정행위, 증명서류 허위기재 등에까지 당선무효를 확
대하였다. 그리고 2004.3.12. 법률개정시에는 본조 제2항이 “제258조(선거비
용부정지출 등 죄) 제1항 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죄를 범함으
로 인하여”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5.8.4. 법률개정시에 공직선거법상의
선거비용관련규정이 정치자금법으로 이동함에 따라 본조 제2항 규정도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제1항 또는 제2
항 제6호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라고 개정되었다.
‘당선이 무효로 되는 시기’ 및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때’의 의미에 대해
서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라. 당선무효의 결정․통지 및 통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2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위의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확정판결의 판결서등본을 송부 받은 때
에는 지체 없이 당해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결정․공고한다(공직선거관
리규칙 제144조). 나아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당선인과 그
소속정당에 통지하고, 대통령 및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장에
게 통보하며,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당해 지방의회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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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일본의 당선무효형 선거범죄

일본의 선거범죄로 인한 후보자 당선무효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일본의 공직선거법 제251조에서는 “당선인이 그 선거에 관하여 이 장
(제16장 벌칙)에서 언급하는 죄[제235조의6(인사목적의 유료광고의 제한위
반)ㆍ제245조(선거기일 후의 인사행위의 제한위반)ㆍ제246조(선거운동에
관한 수입ㆍ지출의 규제위반)제2호 내지 제9호ㆍ제248조(기부의 제한위반)
ㆍ제249조의2(공직후보자등의 기부의 제한위반)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7항
ㆍ제249조의3(공직후보자 등의 관계회사 등의 기부의 제한위반)ㆍ제249조
의4(공직후보자 등의 성명 등을 사용한 단체의 기부의 제한위반)ㆍ제249조
의5(후원단체에 관한 기부 등의 제한위반)제1항 내지 제3항ㆍ제252조의2
(추천단체의 선거운동의 규제위반)ㆍ제252조의3(정당 기타 정치활동을 행
하는 단체의 정치활동규제위반) 또는 제253조(선거인등의 위증죄)의 죄는
제외한다.]를 범하여 형에 처해진 때에는 그 당선인의 당선은 무효로 한
다.<개정 1954ㆍ1958ㆍ1962ㆍ1975ㆍ1989ㆍ1994ㆍ2000>”고 규정하고 있다.

나. 총괄주재자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및 입후보금지

일본 공직선거법 제251조의2는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제265조에 비견되는
다음과 같은 총괄주재자 등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규정을 두고 있다.
① 다음 각 호에 언급한 자가 제221조(매수 및 이해유도죄)ㆍ제222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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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매수 및 다수인 이해유도죄)ㆍ제223조(공직후보자 및 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또는 제223조의2(신문ㆍ잡지의 불법이용죄)의 죄를
범하여 형에 처해진 때(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한 자에 있어서는 이들 죄
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진 때)에는 당해 공직후보자 또는 후보
자가 되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직후보자등”이라 한다)이었던 자
의 당선은 무효로 하며, 또한 이들은 제251조의5(당선무효 및 입후보금지
의 효력과 발생시기)에 규정하는 때부터 5년간 당해 선거에 관한 선거구
(선거구가 없는 때에는 선거가 실시되는 구역)에서 실시하는 당해 공직에
관한 선거에서 공직후보자로 되거나 공직후보자일 수 없다. 이 경우 당해
공직후보자 등이었던 자로서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의 후보자이었
던 자가 당해 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에서
당선인으로 되는 경우 당해 당선인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1. 선거운동(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참의원명부등재자
를 위하여 실시되는 선거운동에 한한다. 다음 호를 제외하고, 이하
이 조 및 다음 조에서 같다.) 총괄주재자
2. 출납책임자(공직후보자 또는 출납책임자와 의사를 통하여 당해 공직
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에 관한 지출의 금액 중 2분의 1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출한 자를 포함한다.)
3. 3이내로 분할된 선거구(선거구가 없는 때에는 선거가 실시되는 구역)
의 지역 중 1 또는 2의 지역에 있어서의 선거운동주재자로서 공직후
보자 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정한 당해 지역에 있어서 선거운
동을 주재한 자
4. 공직의 후보자 등의 부모ㆍ배우자ㆍ자녀 또는 형제자매로서 당해 공
직후보자 등 또는 제1호나 전호에 해당하는 자와 의사를 통하여 선
거운동을 한 자
5. 공직후보자등의 비서(공직의 후보자등에 고용되는 자로서 당해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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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등의 정치활동을 보좌하는 자를 말한다)로서 당해 공직후보자
등 또는 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의사를 통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② 공직후보자 등의 비서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
칭을 사용한 자 중에서，당해 공직후보자 등이 이들의 명칭사용을 승낙
또는 용인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직후보자 등의 비서로 추정한다.
③ 출납책임자가 제247조(선거비용의 법정액 위반)의 죄를 범하여 형에
처해진 때에는 당해 출납책임자에 관련된 공직후보자이었던 자의 당선은
무효로 하며, 또한 그 자는 제251조의5에서 규정하는 때부터 5년간 당해
선거에 관련된 선거구(선거구가 없을 때에는 선거가 실시되는 구역)에서
실시하는 당해 공직에 관한 선거에서 공직후보자로 되거나 공직후보자일
수 없다. 이 경우에 제1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전3개항의 규정(입후보금지 및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에 있어
서 당선의 무효에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은 제1항 또는 전항에 규정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행위와 관
련된 것에 한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또는 전항에 규정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당해 행위자 이
외의 자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또한 그 유도 또
는 도발이 제1항이나 전항 또는 다음 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함으로
써 당해 공직후보자 등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거나 후보자 자격을
상실시킬 목적으로 당해 공직후보자 등 이외의 공직후보자 등 기타
공직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에 종사하는 자와 의사를 통하여 한 때
2. 제1항 또는 전항에 규정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제1항ㆍ전항 또
는 다음 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함으로써 당해 공직후보자 등의 당
선을 무효로 되게 하거나 입후보자 자격을 상실시킬 목적으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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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후보자 등 이외의 공직후보자 등 기타 공직후보자 등의 선거운
동에 종사하는 자와 의사를 통하여 한 때
⑤ 전 각항의 규정[제1항 후단 및 제3항 후단의 규정과 전항의 규정(중
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에 있어서 당선무효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을
제외한다.]은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
다.<개정 1962ㆍ1981ㆍ1994ㆍ2000>

다. 조직적 선거운동관리자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및 입후보
금지(제251조의3)

ⓛ 조직적 선거운동관리자 등[공직후보자 또는 공직후보자가 되고자 하
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직후보자 등”이라 한다)와 의사를 통하여 조직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선거운동에 있어서 당해 선거운동 기획의 입안ㆍ조정
또는 당해 선거운동에 종사하는 자의 지휘ㆍ감독 기타 당해 선거운동의
관리를 행하는 자(전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다)를 말한다.]이 제221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222조(다수인매수 및 다
수인이해유도죄)ㆍ제223조(공직후보자 및 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
죄) 또는 제223조의2(신문ㆍ잡지의 불법이용죄)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
의 형에 처해진 때에는 당해 공직후보자 등이었던 자의 당선은 무효로 하
며, 또한 이들의 자는 제251조의5(당선무효 및 입후보금지의 효과발생시
기)에 규정하는 때부터 5년간 당해 선거에 관련된 선거구(선거구가 없는
때에는 선거가 실시되는 구역)에서 실시되는 당해 공직에 관한 선거에서
공직후보자로 되거나 공직후보자일 수 없다. 이 경우 당해 공직후보자 등
이었던 자로서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의 후보자인 자가 당해 선거
와 동시에 실시되는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에서 당선인으로 되는
경우 당해 당선인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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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항의 규정은 동항에 규정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다음의 각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행위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전항에 규정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당해 행위를 한 자 이외의
자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그 유도 또는 도발이
전조 제1항 또는 전항의 규정에 해당함으로써 당해 공직후보자 등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거나 입후보 자격을 상실시킬 목적으로 당해
공직후보자 등 이외의 공직후보자 등 기타 공직후보자 등의 선거운
동에 종사하는 자와 의사를 통한 때
2. 전항에 규정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전조 제1항 또는 전항의 규
정에 해당함으로써 당해 공직후보자 등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거
나 입후보 자격을 상실시킬 목적으로 당해 공직후보자 등 이외의 공
직후보자 등 기타 공직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에 종사하는 자와 의사
를 통한 때
3. 당해 공직 후보자 등이 전항에 규정하는 조직적 선거운동관리자 등
이 동항에 규정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
여 상당한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때
③ 전2개항의 규정[제1항 후단의 규정 및 전항의 규정(중의원비례대표
선출의원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무효에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을 제외한다]
은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에 있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추가 1994,
개정 2000>.

라. 공무원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251조의4)

①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공무원ㆍ특정독립행정법인ㆍ특정지방독립
행정법인이나 일본우정공사의 임직원 및 공단 등의 임직원 등(공직에 있
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었던 자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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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원 등의 사직일 이후 최초로 공직후보자(선거기일까지 공직후보자이었
던 경우의 공직후보자에 한한다)가 된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의원선거(그
자가 공무원 등의 사직일 이후 3년 이내에 실시된 것에 한한다)에 있어서
당선인이 된 경우에 다음 각 호에 언급한 자가 당해 당선인을 위한 선거
운동 또는 행위에 관하여 제221조(매수 및 이해유도죄)ㆍ제222조(다수인매
수 및 다수인이해유도죄)ㆍ제223조(공직후보자 및 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또는 제223조의2(신문ㆍ잡지의 불법이용죄)ㆍ제225조(선거의
자유방해죄)ㆍ제226조(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의 자유방해죄)ㆍ제239조(사전
운동ㆍ교육자의 지위이용ㆍ호별방문 등의 제한위반)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또는 제239조의2(공무원 등의 선거운동 등의 제한위반)의 죄를 범하
여 형에 처해진 때에는 당해 당선인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1. 당해 선거인이 재직한 공무원 등의 직(그 자가 당해 공무원 등의 사
직일 전 3년간 재직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동일한
직에 있는 공무원 등 또는 당해 선거인이 재직한 공무원 등의 직무
에 관련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으로서의 당해 선거인으로부터
당해 선거에 관하여 지시 또는 요청을 받은 자
2. 당해 선거인이 재직한 공무원 등의 직무에 관련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으로서 당해 선거인에 관련된 전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당해 선거에 관하여 지시 또는 요청을 받은 자
3. 당해 선거인이 재직한 공무원 등의 직무에 관련된 사무와 동종이고,
또한 그 처리에 관하여 이와 관계가 있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리하는 지방공공단체의 공무원ㆍ특정독립행정법인의 임직원 및 공
단 등의 임직원 등으로서 당해 선거인 또는 당해 당선인에 관련된
전 2개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당해 선거에 관하여 지시 또는 요청
을 받은 자
② 전항의 규정은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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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다.<개정 1962ㆍ1975ㆍ1986ㆍ1994ㆍ1999ㆍ2000ㆍ2002ㆍ2003>

마. 당선무효 및 입후보금지의 효과발생시기

우리나라에서는 ‘당선이 무효로 되는 시기’에 대하여 판례가 선거법위반
사건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라고 유권적 해석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일
본의 공직선거법 제251조의5에서는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가
되는 경우(제251조)를 제외하고 선거범죄로 인하여 공직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로 되는 경우에 특히 당선무효 및 입후보금지의 효과발생시기에 대하
여 입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전3개조의 규정에 의한 당선무효 및 입후보금지의 효과는 제210조
(총괄주재자ㆍ출납책임자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공직후보자이었던 자의
당선의 효력 및 입후보자격에 관한 소송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에
서 원고패소의 판결(소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때, 당해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동항에 규정하는 출소기간이 경과한 때, 당해
소송에 대한 소의 취하가 있는 때 또는 동조 제2항이나 제211조(총괄주재
자ㆍ출납책임자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공직후보자 등이었던 자의 당선무
효 및 입후보금지의 소송)의 규정에 의한 소송에서 원고승소의 판결이 확
정된 때에 각각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75ㆍ1994ㆍ1999ㆍ2000>”고
규정한 것이 그것이다.

바. 비교 및 검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위반내용을 구분하지 않고 당선인이 공직선거
법위반으로 재판을 받아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판결확정시에 당선은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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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에서는 당선인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일정한 범죄(이에는 매수 및 이
해유도죄 등 대부분의 선거범죄가 포함되나, 그 위반내용이 비교적 경미한
‘인사목적의 유료광고 제한위반’, ‘기부의 제한위반’, ‘선거인등의 위증죄’
등 일부의 범죄에 대하여는 당선무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를 범하여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형에 처해진 경우 그 형의 종류와 벌금액의 대
소를 불문하고 당선은 무효가 된다고 하고 있다. 그 밖에 선거관련 회계책
임자 등이 선거범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진 경우 당선이 무효
로 되는 것은 우리나라와 유사하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특히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4에서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공무원ㆍ특정독립행정법인의
임직원 및 공단 등의 임직원이었던 자가 공무원 등의 사직일 이후 최초로
공직후보자가 된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의원 선거에서 당선인이 된 경우
에 그 당선인이 재직하였던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그와 관계되는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당선인의 지시 또는 요청을 받아 특정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공무원이 유죄판결을 받으면 당선인의 당선
또한 무효로 되는 조항을 두고 있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공직선거법은 제265조에서 범죄의 주체가 선거사무
장 또는 회계책임자인 경우와 후보자의 직계 존ㆍ비속 또는 배우자인 경
우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으나, 일본의 공직선거법 제251
조의 2에서는 이를 구별하여 후자 즉 후보자의 직계 존ㆍ비속 또는 배우
자인 경우에 그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후보자
의 형제자매도 범죄의 주체에 포함시키고 있다.

3. 독일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규정

독일 형법 제108조의c는 후보자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및 공
무담임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법률조항은 1974년 3월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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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법도입법(EGStGB) 제19조 제32호의 내용을 형법에 편입된 것75)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형법 제107조(선거방해)․제107조a(선거부정)․제108조(선거인에
대한 강요) 및 제108조b(선거인매수)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6월 이상의 자
유형에 부가하여 공적선거를 통한 권리취득자격 및 공직에 관한 피선거권
또는 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다(제45조 제2항․제5항).
따라서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및 공무담임 등을 제한하는 이 규정
은 독일형법 제107조의b(선거자료의 조작), 제107조의c(선거의 비밀 침해)
및 제108조의a(선거인에 대한 기망)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76) 이러
한 부수효과(Nebenfolge)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형법 제45조 내지
제45조의b에서 규정하고 있다.77)

가. 공무담임자격, 피선거권 및 선거권의 상실

독일형법 제45조는 중죄(Verbrechen)를 이유로 1년 이상의 자유형을 선
고받은 경우에 공무담임자격, 피선거권 및 선거권의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선거범죄의 경우에는 제108조의c에서 6월 이상의 자유형으로 규정
하여 그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다음은 형법 제45조의 규정내용이다.
① 중죄를 이유로 1년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받은 자는 5년간 공무담임
자격 및 공공선거를 통한 권리취득자격을 상실한다.
② 법원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
하여 제1항에 기재된 자격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안에서 박탈할 수
있다.
③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공무담임자격을 상실함과 동시에 해당 법적
75) Tröndle/Fischer, StGB, 53.Aufl., C.H.Beck, 2006, S. 771.
76) Wohlers, in: NK-StGB, 2.Aufl., Nomos, 2005, §108c Rn. 1.
77) Eser, in: Schönke/Schröder Kommentar-StGB, 24.Aufl., C.H.Beck, 1991, §10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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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및 권리도 상실한다.
④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공선거를 통
한 권리취득자격을 상실함과 동시에 해당 법적 지위 및 권리도 상실한다.
⑤ 법원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
하여 2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안에서 공직에 관한 피선거권 또는 선거
권을 박탈할 수 있다.

나. 자격 등 상실의 시기 및 상실기간의 기산

독일에서도 당선무효의 시기에 대하여 일본의 경우에서처럼 독일형법
제45조의a에서 규정하고 있다.
① 자격, 법적 지위 및 권리의 상실은 판결의 확정과 동시에 발생한다.
② 자격 또는 권리 상실의 기간은 자유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시
효가 완성되거나 형이 면제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자유박탈보안처분이 자
유형에 부가하여 명하여진 경우 그 기간은 보안처분이 종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또는 사면에 의하여 형, 잔형, 보안처분의 집행
을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기간이 경과한 후에 형 또는 잔형을 면제하거
나 보안처분을 종료하는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을 제2항에 의한 기간에 산
입한다.

다. 자격 및 권리의 재부여

이에 대해서는 형법 제45조의 b에서 규정하고 있다.
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제45조 제1항, 제2
항에 의하여 상실한 자격 및 제45조 제5항에 의하여 상실한 권리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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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할 수 있다.
1. 자격 등 상실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한 경우
2.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장래 고의의 범죄를 재범하지 아니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경우
②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관할청의 명령에 의하여 일정한 시설 안에
유치되었던 기간은 제1항 제1호의 자격 등 상실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관련 :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독일형법의 선거범죄로 인한 부수효과(제108조의c)를 보면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만이 아니라 동조에서 일정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나 일본의 경우에는 이러한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
담임 등의 제한을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공직선거법 제266조의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내지 제234조(당선무
효유도죄)ㆍ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내지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ㆍ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1항 및 제2항ㆍ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
한 등 위반죄) 내지 제259조(선거범죄선동죄)의 죄(당내 경선과 관련한 죄
를 제외한다)와「정치자금법」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100만원이상의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자는 일정
한 직에의 취임ㆍ임용이 제한되는 등 공무담임 등이 제한된다(제266조 제1항).
공무담임 등이 제한되는 기간은 ①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
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②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
간, ③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간이다. 그리고 취임하거나 임용이 제한되는 공직에는 ① 국가 및 지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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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원, 선거관리위원회위원,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정부투자기관 상근임원,
농업협동조합 등의 조합장 및 상근직원, ②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ㆍ리ㆍ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운
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임직원 등, ③ 「공직자윤리법」 제3조
(등록의무자) 제1항 소정의 기관ㆍ단체의 임ㆍ직원, ④ 사립학교 교원, ⑤
방송위원회 위원 등이 있다(제26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따라서 일정 선거범죄로 인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집
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제한됨(공직선거법
제18조, 제19조)은 물론 일정기간 공적 지위를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78)
나아가 2000.2.16. 법률개정시에 선거비용의 초과지출(제263조) 또는 선
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제265조)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는 당해 보
궐선거 등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 후 당선자가
선거법위반으로 재판을 받던 중 당선무효의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뒤 보
궐선거 등에 다시 입후보하는 변칙을 막기 위하여 2004.3.12. 법률개정시에
“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자”는 당해 보궐선거 등의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개정하였다(제266조 제2항).79)
한편 징역형 등의 선고를 받은 선거사무장 등이 판결확정 후, 나중에
사면을 받더라도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법률효과는 변경되는 것
이 아니므로 후보자의 당선무효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는
일본판례도 있다.80) 나아가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에 대하
78) 영국의「부패및위법행위방지법」(Corrupt and Illegal Practice Prevention Act) 제6조
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대검찰청, 공직선거법 벌칙해설, 제4개정판, 2006년,
104면 참조).
79) 이러한 내용의 규정이 입법이 되기 이전에도 이미 선거실무에서는 보궐선거 등의 입후
보가 제한되는 “당선이 무효로 된 자”의 의미를 이러한 의미로 적용하였다. 즉 국회의
원이 당선이 무효로 되는 선거범죄의 판결 확정 전에 사직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보궐
선거 등의 선거기간개시 전에 그 형의 선고가 확정된다면 사직한 국회의원은 그 보궐
선거 등의 후보자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당선이 무효로 된 자”의 의미에 대한 질의
에 2001년 7월 26일자의 회답내용이 소개되어 있다(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연
착자료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3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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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일본 공직선거법 제252조(선거범죄로 인한 처벌자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정지)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이 장(제16장 벌칙)에서 언급하는 죄[제240조(선거사무소ㆍ휴게소 등
의 제한위반)ㆍ제242조(선거사무소 설치계출 및 표시위반)ㆍ제244조(선거
운동에 관한 각종 제한위반ㆍ제245조(선거기일후의 인사행위의 제한위반)
ㆍ제252조의2(추천단체의 선거운동 규제위반)ㆍ제252조의3(정당 기타 정치
활동을 행하는 단체의 정치활동 규제위반) 및 제253조(선거인 등의 위증
죄)의 죄를 제외한다]를 범하여 벌금형에 처해진 자는 그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5년간(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재판이 확
정된 날부터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될 때까지의 사이)은 이 법률
에 규정하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다.
② 이 장에 해당하는 죄(제253조의 죄를 제외한다)를 범하여 금고 이상
의 형에 처해진 자는 그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형의 집행이 종료될 때까
지의 기간이나 형의 시효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형의 집행면제를 받을
때까지 및 그 후 5년간 또는 그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할 때까지의 사이에는 이 법률에 규정하는 선거권 및 피선거
권이 없다.
③ 제221조(매수 및 이해유도죄)ㆍ제222조(다수인매수 및 다수인이해유
도죄)ㆍ제223조(공직후보자 및 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또는
제223조의 2(신문ㆍ잡지의 불법이용죄)의 죄로 형에 처해진 자가 다시 제
221조 내지 제223조의2의 죄로 처해진 때에는 전2개항의 5년간은 10년간
으로 한다.
④ 재판소는 정상에 의하여 형의 선고와 동시에 제1항에 규정하는 자
(제221조 내지 제223조의2의 죄로 형이 처해진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동항의 5년간이나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다는
80) 日本 最高裁 1969.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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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중 이를 적용해야 할 기간을
단축하는 뜻을 선고하거나, 제1항에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 제1항ㆍ제2항의
5년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집행유예기
간 중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다는 뜻의 규정을 적용해야 할 기간을 단
축하는 뜻을 선고하거나 전항에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 동항의 10년간의
기간을 단축하는 뜻을 선고할 수 있다<개정 1952ㆍ1954ㆍ1958ㆍ1962ㆍ
1975ㆍ2000>.

제3절 당선무효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
1. 경합범에 대한 특례규정의 적용문제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은 선거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형
법 제38조의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선
거범죄의 의미가 문제된다.81) 공직선거법이 선거관련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처리에 관하여 특례규정을 둔 것은 선거관련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
가 선거관련범죄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당선무효결
정의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82) 그러나 이와 같은 경합범의 특례규
81) 선거범죄의 개념과 관련하여 먼저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죄 가운데
“선거범”은, 동조 제2항에 따르면 동법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하므로 ‘선거범죄’는 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
투표법 위반의 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아가 공직선거법 제264조의
당선이 무효가 되는 “이 법에 규정된 죄”는 엄밀히 말하면, 동법 제18조 제2항이 의미
하는 ‘선거범’ 가운데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지
만, 당선여부와 전혀 관계가 없는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는 공직선거법 제264조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264조가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죄”는 제18조 제
2항의 “선거범”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박미숙/유병규/윤동호/김범
식, 현행법상 선거사범 등에 대한 벌칙조항의 정비방안, 115면).
82) 황정근, 선거범죄와 형법총칙 적용상의 몇 가지 문제, 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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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있어서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과 제264조의 적용범위에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은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서만 형법 제38조의 경합범처리 규정을 배제하고 있다. 그런
데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들이 경합하는 경우, 예
를 들면 선거범과 정치자금부정수수범죄 또는 뇌물관련범죄가 경합범관계
에 있는 경우에도 경합범에 대한 특례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다. 이 문제의 관건은 그 표제어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제18조 제3항이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의 상실결정과 관련해서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제264조의 당선무효결정과 관련해서도 적용되는 것인지에 달려 있다.
그러나 동 조항은 선거권의 상실을 다루고 있는 제18조에 규정되어 있으
며 명시적으로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만을 경합범의 처벌예
(형법 제38조)와 달리 특별하게 취급하고 있고,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죄’
상호간에는 경합범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동일한 차원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제18조 제3항은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의 상실결정에만 관련된 규정으로 해
석되어야 한다.83) 즉 ‘선거범’과 ‘정치자금부정수수범죄나 뇌물관련범죄’ 또
는 ‘정치자금부정수수범죄’와 ‘뇌물관련범죄’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경우
에는 경합범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규정인 형법 제38조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공직선거법 제264조의 ‘이 법에 규정된 죄’는 전술한 바와
같이 제18조 제2항의 ‘선거범’과 동일한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여기서 당
선무효결정과 관련해서도 ‘선거범’과 ‘정치자금부정수수범죄나 뇌물관련범
죄’가 경합범관계에 있는 경우에 경합범에 대한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으
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의 문언해석에 충실하게 되면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지 않다

83) 박미숙/유병규/윤동호/김범식, 앞의 보고서, 1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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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자명하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이 당선무효제도를 인정하는 취지를 고려하고 또 문
제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한다는 의미에서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이 법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예)
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문언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84)
동일한 취지에서 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제263조)와 선
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265)의 경우에도, 당선무효결
정의 기준이 되는 선거비용초과지출죄(제263조 제1항), 선거비용부정지출
등죄(제258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230조), 당선무효유도죄(제234조), 기
부행위제공죄(제257조 제1항), 정치자금부정수수죄(정치자금법 제45조) 등
의 상호간 그리고 이들 범죄와 다른 선거범죄 내지 일반범죄가 경합범관
계에 있더라도, 위 당선무효형 선거범죄에 양형에 있어 다른 선거범죄나
일반범죄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각각 분리․심리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당선무효결정의 기준이 되는 범죄에 관한 경합범처리특례규
정은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의 상실결정과 관련된 제18조 제3항과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

2.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적용범위

공직선거법 제264조의 적용범위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문제될 수 있
다. 하나는 제264조의 의미에서 ‘이 법에 규정된 죄’가 다수인 경우(즉 다
수의 선거범죄)에는 ‘선거범’과 ‘다른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
도 포함하는지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수의 선거범죄’가 각각 기소
되어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나 선고된 벌금의 총액이 당선
84) 박미숙/유병규/윤동호/김범식, 앞의 보고서, 1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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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의 기준이 되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선무효가 되는지에 관한
것이다.

가. 선거범죄와 다른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인 경우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통상의 방법 이외의 방법으
로 출판물을 배부하여 동법 제252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행위는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출
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에도 해당하게 되어, 이 경우 형법 제40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인 형법상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법정형이 처단형으로 된
다. 이러한 경우는 당선무효가 되는 선거범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선거범죄
에 해당하지 않는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서 선거범을 달리 취급하는 입
법취지와 그 조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볼 때 그 처벌받는 가장 중한 죄
가 선거범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모든
죄는 통틀어 선거범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85)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동일한 행위에 대해 적용될 처단
형을 정하는 원칙이다. 따라서 서로 다른 두 행위가 경합범관계에 있는 경
우와 달리 행위가 두 개로 분리되어 그 불법성이 두 개로 평가될 수는 없
85)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3항은 선
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
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선거범이 아닌 다른 죄가
선거범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지 형법 제3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분리 심리하여 형을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선거범과 상상적 경
합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에 대하여는 여전히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그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해야 하고, 이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서 선거범을 달리
취급하는 입법 취지와 그 조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볼 때 그 처벌받는 가장 중한 죄
가 선거범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모든 죄는 통틀어
선거범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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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거범과 다른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두 범죄의 처
단형의 경중에 관계없이 선거범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란의 여
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법원판례의 취지에 따라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제2항에 ‘선거범과 다른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선거
범으로 본다.’라는 간주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86)
나. ‘다수의 선거범죄’에 선고된 벌금의 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다수의 선거범죄로 각각 기소되어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나 선고된 벌금의 총액이 당선무효의 기준이
되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공직선거법 제264조의 당선무효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선거관리실무에서는 이러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6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87) 그러나 이는 다수의 선거범죄가 경합범으로 병합심리
되어 한 번의 형사절차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와 비교
하면, 그 형평성에 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수개의 범죄를 동시에 심판하는 경우 경합범의 처벌예에 따라 원칙적으
로 가중주의 처벌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형법의 태도에 의하면, 수개의 범
죄가 형법상의 경합범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는 수개의 범죄에 대
해 수개의 선고형이 선고되고 단순 합산되는 경우와 비교하여 양형상 피
고인에게 유리하다.88)
86) 박미숙/유병규/윤동호/김범식, 앞의 보고서, 118면; 황정근, 선거부정방지법, 8면; 황정
근, “선거범죄와 형법총칙 적용상의 몇 가지 문제”, 법조 통권 532호, 2001년 1월, 38면.
87) 한나라당 심재철의원이 2003. 3. 28. 대법원에서 공선법위반죄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
아 확정된 후에 이 사건과 별도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만원이 선고 확정
된 사건에서, 심재철의원이 당선무효결정을 받는지를 2003. 5. 13. 새천년민주당법률구
조자문단장이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2003. 5. 2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심재철
의원에 대해서는 공선법 제264조의 당선무효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88) 신동운, 형법총론, 법문사, 2001년, 707면; 오영근, 형법총론, 보정판 박영사,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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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범죄가 공직선거법상의 선거범죄라면 피고인은 당선무효라는
커다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수개의 선거범죄가
분리․심리되는 경우 당선인인 피고인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비롯한 수개
의 선고형이 병과되어 형량은 다소 무거워지고 수개의 형사절차에 연루되
는 불이익을 받지만, 당선무효결정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더욱 의미 있는
커다란 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비교하게 되면 그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합범처리규정의 기본취지에도 어긋나게 된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다수의 벌금형 선고가 있는 경우 가장
중한 벌금형에 2분의 1을 가중한 금액 또는 각 벌금형의 합산액이 100만
원 이상인 때에도 그 당선이 무효가 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추가할 필요
가 있다.89)
이와 같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방법은 당선무효의 기
준을 벌금액의 다과로 정할 것이 아니라 공명선거의 정착을 위하여 필히
처벌해야 할 주요 선거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당
선을 무효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해결방안은 당선무효형
선거범죄의 도입 및 그 기준에 대한 형사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라고 고려되어 항목을 달리하여 서술한다.

3. 당선무효형 선거범죄의 기준과 관련된 문제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백
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선거관계자의 경우에는 3백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러한 당선무
효규정은 1백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라는 다소 자의적인 기준을 설정한

729면.
89) 박미숙/유병규/윤동호/김범식, 앞의 보고서, 1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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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예컨대 선거범죄에 대한 100만원의 벌금형과 90만원의 벌금형에는
금액상으로는 10만원이라고 하는 양적 차이에 불과하지만 후보자에게는
그 당선의 유․무효가 판가름되는 엄청난 실질적인 차이를 지닌다. 즉 선
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결정을 받은 후보자의 입장에서 보면, 법관마다 양
형기준이 조금씩 다른 현실에서는 어느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는지의 여부
에 따라 당선무효여부가 결정되는 불합리를 초래할 수도 있다. 또 당해 법
관의 입장에서는 당선의 유․무효가 결정되는 벌금형의 선고에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보다는 당선의 유․무효라는 사건의 결과가 법관의 양형에 영
향을 미치는 인자로 고려될 여지도 있다는 것이다.90)
당선무효형 선거범죄의 기준과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당선인이 공직선거
법에 규정된 일정한 범죄(이에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 대부분의 선거범
죄가 포함되나, 그 위반내용이 비교적 경미한 ‘인사목적의 유료광고 제한
위반’, ‘기부의 제한위반’, ‘선거인등의 위증죄’ 등 일부의 범죄에 대하여는
당선무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를 범하여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형에 처해진 경우 그 형의 종류와 벌금액의 대소를 불문하고 당선은 무효
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일본 공직선거법 제251조). 기타 선거관계자인
경우에는 일본 공직선거법 제221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222조(다수인
매수 및 다수인이해유도죄)ㆍ제223조(공직후보자 및 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또는 제223조의2(신문ㆍ잡지의 불법이용죄)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진 경우 당해 공직후보자 등이었던 자의 당선을 무
효로 하고 있다.
한편 독일에서는 중죄(Verbrechen)를 이유로 1년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 공무담임자격, 피선거권 및 선거권의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
으나, 선거범죄의 경우에는 6월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 받은 때에 공무담임
90) 이러한 점을 근거로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규정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견해로는 권
영설, 선거소송의 문제점과 과제, 33-35면; 손명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문제점, 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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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피선거권 및 선거권의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그 요건을 완화하
고 있다(독일 형법 제45조 및 제108조의c).
위와 같이 일본은 모든 선거범죄에 대하여 당선무효제도를 인정하고 있
는 것이 아니라 공명선거의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
서만, 그것도 벌금형의 다과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무죄를 기
준으로 하고, 선거관계인의 경우에는 금고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에 당
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당선무효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이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도를 둠으로써 선거의 공명성
과 투명성을 제고하려고 하였다면, 단순한 벌금액의 양적인 차이가 아니라
유․무죄라고 하는 질적인 차이를 가지고 당선무효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
는 것이 원래의 제도인정취지에도 부합될 것이다. 또 이런 방안이 선거범
죄에 대한 양형의 왜곡화와 당선무효에 관한 전국적 통일이라는 형평성을
제고할 수도 있을 것이다.

4. 관련 :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문제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2항은 동법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또는 제265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
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그 기소후 확정판결전에 사직한 자를
포함한다)는 당해 보궐선거 등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당선자’의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가 제263조
또는 제265조의 범죄로 당선무효결정을 받은 경우, 즉 ‘당선자’만 당해 ‘보
궐선거 등’의 후보자가 될 수 없고, ‘당선자이외에 당해 선거에 출마한 후
보자’의 선거사무장 등이 제263조나 제265조의 범죄로 당선무효형에 해당
하는 형벌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그 후보자의 재출마를 제한하지는 않는다.
연좌제로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당해 당선인의 ‘당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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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보궐선거 등’에 대한 입후보만 제한할 뿐 다른 선거에는 자유롭게 참
여를 허용하고 있어, 당선무효된 자들이 선거구를 이전하거나 다른 공직자
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에 자유롭게 입후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는 불법선거운동 지휘․관여자의 선거참여를 일정기간 배제한
다는 입법취지와 일치하지 않는다.91)
따라서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가 제263조 또는 제265조의 범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은 경우, 그 불법선거운동에 관여한 당선인뿐
만 아니라 후보자도 공직선거에서의 입후보를 제한해야 할 것이다. 이 경
우 당선인이나 후보자들에 대해 일체의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규
제하는 것은 연좌제의 지나친 확대로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입후보가
제한되는 선거를 ‘당해 선거와 같은 공직자를 선출하기 위한 보궐선거 등
및 선거구가 겹치는 지역에서 치러지는 다른 공직선거 등’으로 제한할 필
요가 있다.

5. 소 결

위에서 설명한 당선무효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먼저 공직
선거법 제18조 제2항에 ‘선거범과 다른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
에는 선거범으로 본다.’는 내용의 간주규정을 추가해야 한다. 즉,
현행규정 : 제1항 제3호에서 선거범이라 함은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
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한다.
개선방안 : 제1항 제3호에서 선거범이라 함은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
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한다. 선거범과 다른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선거범으로 본다.
다음으로 당선무효의 대상이 되는 범죄에 관한 경합범처리특례규정은
91) 박미숙/유병규/윤동호/김범식, 앞의 보고서, 1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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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의 상실결정과 관련된 제18조 제3항과 별도로 마련되
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이 법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
의 경합범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예)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문언이 추가될 필요
가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264조의 당선무효규정의 적용범위와 관련해서는
‘다수의 벌금형 선고가 있는 경우 가장 중한 벌금형에 2분의 1을 가중한
금액 또는 각 벌금형의 합산액이 100만원 이상인 때에도 그 당선이 무효
가 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즉
현행규정 :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와 정치자금
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법칙)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
로 한다.
개선방안: ①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와 정치자
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법칙)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
로 한다.
② 당해 선거에 있어 당선인에게 이 법에 규정된 죄와 정치자금법 제49
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법칙)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다수의
벌금형 선고가 있는 경우 가장 중한 벌금형에 2분의 1을 가중한 금액 또
는 각 벌금형의 합산액이 100만원 이상인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③ 이 법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경
합범과 처벌예)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선무효의 대상이 되는 범죄와 그 규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복
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방법은 당선무효의 기준을 벌금액의
다과로 정할 것이 아니라 공명선거의 정착을 위하여 필히 처벌해야 할 주

제4장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도 135

요 선거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내용의 법률안으로 개정함에 있어서는 모든
선거범죄가 아니라 공명선거의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 선거범죄에 대
해서만, 그것도 벌금형의 다과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무죄를
기준으로 하여 당선무효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일본의 공직선거법 관련 규
정이 참조자료가 될 수 있다.
끝으로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과 관련해서는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가 제263조 또는 제265조의 범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은 경우, 그 불법선거운동에 관여한 당선인뿐만 아니라 후보자도
공직선거에의 입후보를 제한해야 하며, 이 경우 입후보가 제한되는 선거를
‘당해 선거와 같은 공직자를 선출하기 위한 보궐선거 등 및 선거구가 겹치
는 지역에서 치러지는 다른 공직선거 등’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
다. 즉
현행규정 :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또는 제265
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
효로 된 자(그 기소후 확정판결전에 사직한 자를 포함한다)는 당해 보궐선
거등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개선방안 :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또는 제265
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
효로 된 자(그 기소후 확정판결전에 사직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당해 선
거의 당선자 이외의 후보자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제263조 또는 제265조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후보
자는 당해 선거로 선출되는 공직자의 임기동안 치러지는 같은 공직자를
선출하기 위한 일체의 보궐선거 등 및 같은 기간 동안 선거구가 겹치는
지역에서 치러지는 다른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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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제도

제1절 공소시효의 의의
1. 공소시효제도의 의의 및 본질

현행 형사소송법은 범죄에 대한 형사절차의 개시를 국가기관인 검사에
게 독점적으로 맡기면서 한편으로는 그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다. 즉 형사
소송법은 “공소의 제기는 검사가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제
264조), 검찰청법에서는 공소의 제기 및 유지가 검사의 직무임을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4조 제1항 제1호). 한편 검사의 독점적 소추권에 대한 제한으
로는 재정신청92)(형사소송법 제260조)과 공소시효가 있다. 재정신청제도가
검사의 소극적인 소추권행사에 대하여 기소를 촉구하는 것인데 반하여, 공
소시효제도는 시간의 경과를 이유로 검사의 소추권을 적극적으로 소멸하
게 하는 제도이다.
공소시효제도를 인정하는 취지는 일정한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발생한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사회와 개인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증거판단의 곤란을 방지하며, 범죄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약화된다는
점을 들어 형벌부과의 적정을 기하려고 하는데 있다.93) 공소시효제도의
92) 현행법상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공무원의 직권남용․불법체포․불법감금․폭
행․가혹행위(형사소송법 제260조), 내란죄․외환죄․반란죄․이적죄(헌정질서파괴범죄
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제4조), 의문사사건(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32조),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범죄(5․18민주화운동에관한특별법
제3조), 군형법위반사건(군사법원법 제301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당선무효유도죄․선거의 자유방해죄․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사위투표죄․허위사실공표죄․부정선거운동죄․기부행위금지제한 등 위반죄․선거비용
부정지출등의 죄(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3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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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범죄에 대
하여는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반드시 하는 것이, 즉 범인필벌이 형사사법적
정의에 부합한다. 그러나 공정한 재판에 의한 공정한 처벌이 형사사법적
정의의 실현이라고 할 것인데, 국가가 공소제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오랫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증거의 산일 등으로 공정한
재판을 못하게 되는 것은 국가에게도 책임이 있으므로 죄질에 상응한 일
정 기간 동안 공소제기를 하지 아니한 채 경과하면 소추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형사처벌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공소시효의 제도이다. 이와
같은 공소시효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소시효에 대한 이익은 단순
한 반사이익이라고는 할 수 없고,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법적인 이익
이라고는 할 것이다. (따라서) 공소시효에 대한 피고인의 이익은 형사소추
에 대한 국가의 이익, 즉 범인필벌의 실체적 정의의 요청과 필연적으로 충
돌되는 것이므로 상반되는 두 가지 이익을 상호 조정함으로써 그 보호범
위와 정도가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94)
여기서 공소시효제도의 인정취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범행 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형벌부과의 필요성이 감소되기 시작하여 일정기간이
지나가면 더 이상 형벌을 부과할 실익이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일반인이 범
죄사실을 망각하였거나 혹은 피해자 측의 응보요구도 약화되었을 것이므
로 형벌권의 행사가 오히려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피
의자 측도 장기간의 도피 기타 정상적 생활이 곤란한 탓에 형사처벌에 버
금가는 고통을 경험하였을 것이다.
둘째, 범행당시의 범죄인에 대하여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그의 현재 사실상의 생활상태를 붕괴시키는 형벌권을 행사하더라도 특
별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법적 안정
93) 박미숙, 공소시효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년, 22면.
94) 헌법재판소 1996.2.16. 선고 96헌가2 결정 중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
승형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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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범죄 후 장기간이 경과된 경우에
는 형벌권을 행사하더라도 소기의 형벌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소시효제도는 형사정의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법적 안
정성을 더욱 고려한 결과 생겨난 제도라고 한다.95)
셋째, 범죄 후 장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범행에 대한 증거가 산일되고
증인의 기억에 의존하기에도 곤란하여 범죄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사법오류를 발생시킬 우려도 있다.
넷째, 만약 시효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형사사법기구는 미제사건에
치여 아무리 기구를 확대하더라도 모든 형사사건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
고, 취급하는 형사사건도 경우에 따라서는 우연에 의하여 정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일정한 기준시간을 정하여 사건을 덜어냄으로써 형사사법의
경제성을 도모하고 형사사법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는 것이다.

2. 공소시효제도의 문제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의하면, 공소시효는 일정기간의 경과로 완성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상으로 공소시효제도는 모든 범죄에 일률
적으로 적용된다. 이처럼 현행법상 공소시효제도는 사실상 예외를 인정하
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 일부 특별법의 형태로 예외적으로 공소시효의 배
제나 정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96)
그런데 공소시효제도의 이와 같은 사실상 예외 없는 적용을 현행 공소

95) 조국, “공소시효특별법 제정을”, 한겨레신문 2002. 06. 06.
96)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제3조(공소시효의 적용배제)에서 형사소송
법 제249조 내지 제253조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 내지 제295조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 가정폭
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7조에서 부분적으로 공소시효의 정지를 규정하고 있다.

140 선거사범의 처벌과 당선무효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시효제도의 문제로 지적하기도 한다.97) 즉 공소시효제도의 예외 없는 인
정은 국가기관에 의하여 조작․은폐된 범죄가 밝혀졌는데도 공소시효기간
의 경과로 범인을 처벌할 수 없는 법적 현실 앞에서 수범자인 국민들은
법에 대한 실망을 넘어 법적대적 의식을 갖게 할 위험성도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시효제도의 인정취지는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범죄인 자신이 형벌에 상응하는 고통을 받았다거나 범죄행위로 인하여 초
래된 사회질서의 파괴가 회복되었다는 점에 있는데, 국가기관에 의해 조작
되고 은폐된 범죄가 밝혀진 경우까지 공소시효를 인정해야 할 조건이 달
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한다.98)
또한 공소시효기간이 단기간인 것이 문제라고 지적되기도 있다. 형사소
송법에서는 공소시효기간을,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15년, 무기
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경우에는 10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경우에는 7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
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다
액 1만원 이상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
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년,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다액 1만원미만
의 벌금․구류․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으로 정하고 있
다(동법 제249조).
그러나 이러한 공소시효기간은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하면 너무 단기간
이라는 것이다. 예컨대 독일의 경우에는 형법 제78조 제3항에서 공소시효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정형이 무기자유형인 범죄는 30년, 법정형이
10년 이상의 자유형인 경우는 20년, 법정형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자유
형인 때는 10년, 법정형이 1년 이상 5년 미만의 자유형인 경우는 5년, 기
타 범죄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소시효기간을 독일형법

97) 박미숙, 앞의 보고서, 31면.
98) 박상기, 공소시효배제입법토론회,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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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가 규정하고 있는 공소시효제도와 비교해보면 대략 3분의 1 혹은 2
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미국의 경우에도 공소시효제도를 인정하고 있지
만, 공금횡령이나 사형 혹은 무기형 해당범죄의 경우에는 많은 주에서 공
소시효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공소시효제도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원
칙적으로 피고인이 포기할 수도 있는 실체법적 항변사유로 보고 있다. 또
어떤 주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정의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의
시효주장포기를 인정하지 않기도 한다.99)
지나친 단기간의 공소시효기간을 설정함으로써 범인에게는 도주의 유혹
을 떨쳐버리기 어렵게 하고, 일반국민에게는 공소시효기간의 경과로 범죄
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하는 것은 용납되기 어려울 것이다.100)
마지막으로 각 범죄의 특성에 따른 구별 없이 개별 구성요건이 규정하
고 있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공소시효기간을 정하고 있다
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물론 법정형의 차이는 범죄의 악성과 일반
적으로 비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법정형에 속하더라
도 범죄의 주체나 성격에 따라 달리 취급해야 할 경우는 있을 것이다. 예
컨대 현행 형법상 수사기관의 고문행위에 해당하는 폭행ㆍ가혹행위의 법
정형은 5년 이하이고, 상해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인데 공소시효기간은 동

99) 김성돈, “공소시효제도와 소급금지원칙”, 법학논교 제11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1995년, 17면 참조.
100) 단기간의 공소시효문제는 특히 사형의 경우에 극명히 드러난다. 사형이 형벌의 한 종
류로서 헌법상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위헌성의 문제는 차치하고, 생명을 말살하는
사형제도를 존치시키면서까지 특정범죄를 방지하려는 입법의도와 15년의 공소시효경
과로 아예 그러한 범죄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단기 공소시효제도를 두는 입법의도는
서로 배치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현행법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무
기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의 공소시효기간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형벌의 종류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15년 또는 10년은 지나치게 단기간이 아닌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범행 후 15년 또는 10년이 지나면 형사책임의 추궁이 법률상 불가능하게
되어 아무런 장애 없이 나머지 인생을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다면 소추되어 사형이
집행되거나 종신형이 집행되는 범죄인과 비교할 때 형평에 맞는다고는 볼 수 없다;
김선택, “과거청산과 법치국가”, 법학논집 제31집,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1995년, 126
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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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게 5년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기관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
진 범죄와 일반인에 의한 범죄행위를 동일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러
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기간을 일
률적으로 연장하거나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범죄를 규정하여 범죄
의 성격에 따라 공소시효기간을 차별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101)
이하에서는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기간에 대한 주요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공소시효기간의 장단 및 단기공소시효규정의 적용여부에 대한
문제를 검토한다.

제2절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규정 비교법적 검토
1. 공직선거법상의 공소시효 기간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원칙
적으로 6월의 공소시효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즉 동법 제268조 제1항 본문
은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후 6월(선거일후에 행하
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고 하
여 6월의 단기공소시효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획일적인 단기공소
시효로 인하여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게 된 형사정의의 실현이라는 이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공소시효기간을 장기로 하고 있다. 즉 공직선
거법은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
고인을 도피시킨 때”(제268조 1항 단서)에는 3년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범인이란 실제로 범행을 한 자로서 수사기관에 의하여 범인으로
101) 박상기, 공소시효배제입법토론회, 12-13면. 구체적인 공소시효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원범연, “공소시효에 관한 고찰”, 검찰 제107호, 대검찰청, 1996년 6월, 206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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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되어 수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굳이 피의자로 입건된 자임을 요
하지는 않는다. 다만, 도피한 범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에게는 시효의 연
장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공범 중 1인이 도피하였다고 하여 범인이
그 공범을 도피시킨 것이 아닌 한 나머지 공범에게 3년의 공소시효가 적
용되는 것은 아니다. 도피한 때란 범인이 주관적으로 수사기관의 검거 및
추적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수사기관의 검
거․추적이 불가능한 상황이 있어야 한다. 도피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있어야 하므로 단순한 소재불명은 도피한 때와 다른 의미로 보아야 한
다. 또한 범인에게 도피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범인의 인적사항이 불
명이거나 수사기관이 범인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또는 단순히 수사
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 법률상 인정되는 구속 등의 강제수사
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도피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

2.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제268조에서 선거사범에 대한 별도의 공소시효(6
월)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일본의 공직선거법은 공소시효에 대한 별
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물론 일본에서도 과거에 선거사범에 대하여 단기공소시효제도를 운영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은 1962년 공직선거법 개정시에 단기공소시효 규정을
삭제하였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에는 선거사범에 대해서도 일본 형사소송
법 제250조에 규정된 공소시효기간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본 형사소송법에서는 시효기간을 범죄의 경중에 따라 6단계로 구분하
여 정하고 있다.102) 즉 ① 사형에 해당하는 죄(사형․강도살인․방화 등)
에 대해서는 15년, ② 무기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강도상해․강간치
102) 三井誠․酒卷匡, 入門 刑事手續法, 제3판, 有斐閣, 2001년, 1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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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인질강도 등)에 대해서는 10년, ③ 장기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절도․사기․공갈․상해 등)에 대해서는 7년, ④ 장기10년 미
만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배임․횡령 등)에 대해서는 5년, ⑤ 장기5
년 미만의 징역․금고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죄(손괴․폭행․명예훼손․
협박 등)에 대해서는 3년, ⑥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모욕 등)에
대해서는 1년의 공소시효기간을 정하고 있다.
일본의 공직선거법상으로는 선거범죄에 대하여 대부분 5년 이하의 징역
이나 금고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으므로 일본 형사소송법 제250조
의 구분에 의하면, 3년의 공소시효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6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는 경우로는 일본공직선거법 제222조
(다수인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3항, 제223조의 2 (신문․잡지의 불법이용
죄) 제2항 등의 위반에 대해서는 5년의 공소시효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3. 독일의 경우

독일의 경우에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선거범죄와 관련하여 별도의 공소
시효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독일 형법 제78조이하의 공소시효에
관한 일반규정이 적용된다. 동조 제3항에 따르면 공소시효기간은 법정형이
무기자유형인 범죄에 대해서는 30년, 법정형이 10년 이상의 자유형인 범죄
에 대해서는 20년, 법정형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자유형인 범죄에 대해
서는 10년, 법정형이 1년 이상 5년 미만의 자유형인 범죄에 대해서는 5년,
기타 범죄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독일 형법상의 선거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5년 이하의 자유
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 있으므로 제7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5
년이 최장의 공소시효기간이 된다. 대부분은 동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3년
이 공소시효기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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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의 경우

미국의 경우는 법체계를 우리나라와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법조문
을 단순․비교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문제를 노정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미국의 관련법규정을 소개하기로 한다.
가. 미국의 공소시효제도
개별범죄의 법정형의 경중에 따라 공소시효의 기간을 정하는 우리 형법
과 달리 미국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모든 범죄에
대하여 5년의 공소시효기간을 정하고 있다.103)
미국은 연방 및 각 주법을 통하여 살인죄 등 일부 범죄에 대하여 공소
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살인죄의 경우 일반적으로 연방법, 주법 모
두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있으며, 주에 따라서는 살인외의 중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경우도 있다.104)
미국에서 살인 및 일부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이유
는 유전자분석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발생한지 20-30년이 지난 살인사건
의 경우에도 최근에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각급 경찰서와 검찰에
서는 다른 업무부담 없이 이와 같은 장기미제사건(cold case file)을 전담
하는 부서를 조직하여 상당한 실적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장기미제
살인사건만을 전담하는 부서는 박스단위로 보관되어 있는 미제사건의 기
록과 증거물을 꺼내어 범행당시의 증거물에 현재의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
103) 18 USC 3282 ⒜.
104) 뉴욕과 같은 일부 주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 범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소시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뉴욕 주 형사소송법은 A급 중죄
(Class A' felony) 전체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며, A급이 아닌
기타 중죄에 대해서는 5년. 경죄 중 일부(misdemeanor)에 대해서는 2년, 경죄 중 일
부(petty defense)에 대해서는 1년의 공소시효를 정하고 있다(New York criminal
procedure law §30.10 Timeliness of prosecutions; periods of lim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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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추출가능한 증거자료가 있는지, 주요 용의자의 이후행태는 어떤지를 관
찰․점검하는 방법으로 발생한지 수십 년이 지난 상당수의 살인사건을 해
결하고 있다고 한다.105)
예외적으로 항공기 파괴 등 일부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8년으로
연장하고 있었으나, 9.11테러이후 모든 종류의 연방테러범죄에 대한 공소
시효를 8년으로 연장하였고 특히 테러로 인하여 사망이나 중대한 상해를
야기하거나 그러한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도
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였다.106)

나.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제도

미국법(United States Code) 제2편 의회(Titel 2. The Congress) 제14장
연방선거운동(Chapter 14-Federal Election Campaigns) 제2절 일반규정
(Subchapter II. General Provisions) 제455조(Sec. 455)는 제2편 제14장 제
1절의 연방선거운동 자금의 공개(Disclosure of Federal Campaign Funds)
에 관한 규정위반의 죄에 대하여 5년의 공소시효기간을 정하고 있다. 동조
제⒜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위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기소 또는 고발되지
아니하는 한, 이 장 제1절의 규정을 위반한 것을 이유로 기소되거나 재판
을 받거나 처벌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일반적인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미국법 제18편 제29장 선거 및 정
치적 행위(Elections and Political Activities)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
에 의하면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주로 1년에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나 그 병과형으로 처벌하고 있다.107)
105) 한동훈, 해외연수검사 연구논문: 미국 형사사법상 주요 제도의 실무운용에 대한 검토,
2006년 2월, 66면.
106) 18 USC 3286; Anti-Terrorism Act of 2001, Sec. 301.
10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미국연방선거운동관계법, 2004년, 138-1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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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선거범죄에 대한 단기공소시효기간의 적용문제
1.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규정과의 관계

가. 공소시효기간

외국의 입법례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선거범죄의 공소시효에 대한 특
별규정을 두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월이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동조 제1
항은 2004. 03. 12. 법률 제7189호에 의하여 선거일후에 행해진 범죄의 공
소시효는 그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함으로써 완성되게 일부 개
정되었다.108)
그런데 당해 선거일 훨씬 이전에 행해진 선거관련범죄는 선거일 후 6월
을 경과하기 전에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
108) 지난 11월 30일 대검찰청은 5․31지방선거에 대한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끝남에 따라
전국적으로 선거법 위반사범 6,872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401명을 구속하는 등 4,859
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6,974명이 입건돼 5,384명이 기소된 2002년 지방선거
때보다 감소한 수치이다(법률신문 2006.12.07 : ‘5.31’ 선거시범 모두 4,859명 기소).
한편 창원지검 선거사범전담수사반은 516명을 입건해(구속 40명) 이 중 381명을 기소
해 67.9%의 기소율을 나타냈다. 또 기소된 381명 중 57%에 해당하는 150명이 1심에
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선자의 경우 53명을 입건(구속 3명), 김해
시장, 남해군수, 거제시장 등 35명을 기소하고 1심 선고가 이뤄진 당선자 20명 중 8명
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됐다.
그리고 성남지청 형사3부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189명을 입건해 이 중 20명을 구속하
고 116명을 기소, 73명을 불기소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당선자 1명과 비당선자
50명이 1심에서 100만원 이상이 선고됐으며 성남시장과 경기도 광주시장은 1심 재판
이 계속중에 있다. 지청은 특히 성남시청 소속 공무원 2명이 현직 시장의 선거기획에
관여하는 등 공무원 5명을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순천지청은 370명을 입건(23명 구속)해 272명을 기소, 98명을 불기소처분했다. 당선자
의 경우 22명을 형사입건해 11명을 불구속기소하고 11명은 불기소처리했으며 2명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순천지청은 3회 지방선거에 비해 입건자 17.5%, 구속자
187.5%가 증가했으며 불법거소투표사범, 당비대납사범 등 새로운 범죄 유형이 나타났
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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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에도 공직선거법상의 단기공소시효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해 해석
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종래 공직선거법의 단기공소
시효규정은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기간을 단축시켜 선거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자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선거일 후 6월이 경과되기 전에 형
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의 단기공소시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었다.109)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기간과 공직선거법
상의 단기공소시효기간의 기산점에 대한 착오에서 기인하는 논란이다. 형
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최단기의 공소시효기간은 1년이지만, 이 1년이
라는 최단기의 공소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관련범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의 <표 10> 공직선거법상의 선거범죄 내용을 참조
하면 선거관련범죄에 대하여 적용되는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기간은 적
어도 3년의 기간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당해 선거일 이전에 공소시효
가 완성될 수 있는 선거관련범죄가 공직선거법상의 규정으로 인하여 공소
시효가 완성되지 않을 경우란(당해 선거일 후 6월이 경과해야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현행 대통령선거를 제외하고서는 각종 선거주기가 4년
임을 감안한다면 거의 없을 것이다.
반대로 실제로 그러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선거관련범죄
는 당해 선거와는 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즉 이 법
에 규정한 죄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의 단기공소시
효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즉 선거관련범죄는 일반적으로 선거가 임
박한 시기에 행해지거나 혹은 이 시기에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
이다. 이 과정에서 비록 오래 전의 선거법위반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선거범
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공직선거법
상의 단기공소시효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위에서 우려하는 그런 논란은 발
109) 황정근, 선거부정방지법, 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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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지 않을 것이다.

나. 공소시효의 정지와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2항의 관계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
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다시 진행된다(제253조 제1항). 나아
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
소시효는 정지하게 된다(동조 제3항). 이는 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국외
로 도피한 범인을 처벌하여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기 위하여 1995년
12월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때 신설한 규정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범죄를 행한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
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선거관련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기간도 3년으로 연장되게 규정하고 있다(공직선거법 제268
조 제2항).
이러한 경우에도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공직선거
법상의 공소시효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2. 선거비용범죄와 관련한 정치자금법과의 관계

선거비용관련범죄도 일반적인 선거범죄와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상의
단기공소시효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선거일로부터 6월 후 공소시효가 완성
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선거비용관련범죄
에 대하여 단기공소시효를 적용하게 되면 이 범죄의 특성상 실제로 공소
권행사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선거비용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
시효 문제는 공직선거법 제258조 및 정치자금법 제49조간의 관계에서도
의문의 여지가 있다. 먼저 선거비용과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 제122조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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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비용제한액의 공고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으로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동법 제258조). 이 규정의 위반행
위에 대해서는 6월의 단기공소시효기간의 적용을 받게 된다.
한편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제49조에서도 벌칙
규정을 두고 있다. 즉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동법 제40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
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을 은닉하기 위하여 누
락한 경우를 말한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특히 선거와 관련된 회계보고 기간은 전국을 단
위로 실시하는 공직선거에 참여한 연도 매년 1월 1일(정당선거사무소의
경우에는 그 설치일)부터 선거일 후 20일(20일 후에 정당선거사무소를 폐
쇄하는 경우에는 그 폐쇄일을 말한다) 현재로 당해 선거일 후 30일까지이
고,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경우에는 40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정치자금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 정치자금법에서는 선거비용관
련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렇다할 공소시효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형사
소송법의 일반규정에 따라 3년의 공소시효기간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런데 선거비용의 부정지출 및 제한액의 초과지출 여부는 선거비용지
출에 대한 회계보고가 있고 그에 대한 실사 및 조사여부에 따라 판가름
날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후 30일까지 제출하도록 된 선거
비용수입․지출보고서에 기하여 선거비용실사를 착수하여(실사에 최소
1～2개월 소요), 빨라야 선거일 후 4개월 정도 경과된 뒤에야 선거비용범
죄에 대한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 따라서 선거
비용범죄의 실질적인 공소시효기간은 2개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불법정치자금문제는 정치개혁의 핵심관건이자 국민의 최대관심사의 하
나이므로 매 선거마다 선거비용에 대한 정확한 조사․수사를 통하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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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충실한 조사․수사를 할 수 있는 합리적
수사기간의 확보가 필요하다.

3. 공소시효기간의 장단과 공소시효의 법적 성격

공소시효기간의 장단이나 일부 특수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규정의 적용배
제 및 소급효인정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공소시효제도의 법적 성격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110) 공소시효규정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는 종
래부터 실체법설과 소송법설 그리고 경합설 등의 대립이 있었다.
먼저 ① 실체법설은 공소시효의 본질을 실체법적 형벌권의 소멸에서 찾
고 있는 입장이다.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범죄인에 대한 사회의 처벌욕
구가 감소하거나 또는 범죄인이 심리적으로 처벌받은 것과 같은 정도의
고통을 받기 때문에 국가의 형벌권이 소멸한다는 것이다. 즉 시간의 경과
로 인해 국가의 처벌필요성이 사라지고, 공소시효가 완성하면 공소권뿐만
아니라 형벌권도 소멸한다.111)
실체법설에서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음이라는 조건은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 이외에도 요구되는 가벌성의 조건으로 보고, 어느 누구도 시
효가 완성되어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범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해
서는 안 된다고 한다.112)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실체법설을 지지하며,
이러한 실체법적 형벌권의 소멸이 형사절차의 실체 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의 완성은 실체적 소송조건으로서 실체 판결을 저지하는
효력을 가진다고 보고 있다.113)
110) 박미숙, 공소시효제도에 관한 연구, 24면.
111) 원범연, 공소시효제도에 관한 고찰, 204면; Walder, Schuldspruch trotz Verfolgungs
verjährung, in: Peter Noll-GS, S. 316.
112) Walder, 앞의 논문, 3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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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② 소송법설은 공소시효가 일정한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발생
하는 증거의 멸실이나 산일로 인하여 국가기관이 현실적으로 형사소추를
행하기 곤란하다는 점과, 국가기관의 임무태만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소송법적으로 인정된 제도라고 본다.114) 이 견해에 의하면 공소시
효는 법형식상으로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소시효완
성의 효과에 대해서도 면소판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현행법의 태도에
비추어보더라도 그 법적 성격을 소송법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그러나 소송법설에는 현행법이 공소시효기간을 구성요건에 규정된 법정
형을 기준으로 차등화하여 정하고 있는지를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
다. 또 법적 효력의 면에서도 다른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에는 공소기각
의 판결 내지 결정이 내려지는 것(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28조)과는 달리
면소판결을 선고하는 점(동법 제326조 제3호)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115) 소송법설의 주요근거가 되는 즉, 공소시효제도가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은 단순히 형식논리적으로 공소시효의 법적 성격을 규
명하려고 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공소시효제도가 갖는 본질적인 측면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마직막으로 ③ 경합설에서는 공소시효제도가 범죄에 대한 사회의 처벌욕
구감소 또는 범죄인의 처벌필요성 완화 등과 같은 실체형벌권에 관한 측면
(실체법적 측면)뿐만 아니라 증거의 멸실과 산일 등을 이유로 하는 형사소
113) 헌법재판소 1993.9.27. 선고 92헌마284. 결정 : “공소시효제도는 시간의 경과에 의한
범죄의 사회적 영향이 약화되어 가벌성이 소멸되었다는 주된 실체적 이유에서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국가가 형벌권을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형벌권의 소멸과 공소
권의 소멸로 범죄인으로 하여금 소추와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형사피의자의 법적
지위의 안정을 법률로서 보장하는 형사소송조건에 관한 제도이다. 비록 절차법인 형
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그 실질은 국가형벌권의 소멸이라는 점에서 형의 시효와
마찬가지로 실체법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다.”
114) 배종대/이상돈, 형사소송법 제7판, 홍문사, 2006년, 370면; 이재상, 형사소송법, 제6판,
박영사, 2002년, 364면; 김선택, 과거청산과 법치국가, 117면.
115) 김성돈, 공소시효제도와 소급금지원칙,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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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의 어려움(소송법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마련된 제도라고 한다.116)
결론적으로 공소시효제도는 증거의 산일과 멸실을 이유로 한 형사소추
의 곤란을 고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범죄에 대한 사회의 처
벌욕구감소 내지 범죄인의 처벌필요성완화 등 실체형벌권에 대한 사유도
동시에 고려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한다. 현행법상 공소시효의 기간이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있음은 공소시효의 실체법적 성격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처럼 공소시효는 범죄의 가벌성과
긴밀히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범죄인이 형사책임
을 벗어나는 것은 범죄인에 대한 일반ㆍ특별예방적 처벌의 필요성이 감소
되기 때문이라는 측면 모두를 갖고 있는 제도로서, 절차법상 소송장애사유
이면서 동시에 실체법상 인적 처벌조각사유로 봄이 타당하다117)고 생각한
다. 따라서 공소시효의 완성범위는 원칙적으로 실체법상의 범죄를 기준으
로 결정되어야 한다. 다만 공소시효는 실체형성과 관련된 소송조건의 의미
를 지니므로 공소시효의 완성은 면소판결의 대상이 된다. 또 공소시효는
소송조건의 하나이므로 공소시효의 기간을 연장하는 법률개정은 실체형법
의 경우와는 달리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도 있다.118)
공소시효는 기본적으로 죄를 범한 자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는 범인
필벌의 요청과 죄를 범한 자라고 하더라도 언제까지나 소추와 관련하여
불안정한 상태에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는 법적 안정성의 요청을 정책적으
로 조화시킨 제도이다. 따라서 공소시효에 관한 논점들의 해결에는 입법자
의 의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공소시효제도의 양면성을 경

116) 신동운, 형사소송법, 제3판, 법문사, 2005년, 312면.
117) 조국, 공소시효배제입법토론회, 45면; 하태훈, 공소시효배제토론회, 64면도 경합설(병합
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 독일에서도 공소시효제도는 소송장애사유이면서 동시
에 실체법상 인적 처벌조각사유로 보는 견해(Jescheck, Lehrbuch des Strafrechts, AT.
4. Aufl., §86 1)가 있다. 즉 공소시효완성이 소추권을 소멸하게 할 뿐만 아니라, 범죄
행위에 의해 파괴된 법질서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118)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김성돈, 형법총론, 현암사, 2006년, 50-5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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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4. 공소시효제도의 존재의의와 관련한 문제

공소시효제도를 인정하는 취지는 범죄 후 장시간이 경과하면 범죄에 대
한 사회적 관심과 사회적 응보감정이 감소 또는 소멸될 뿐만 아니라 증거
가 일실되어 진실발견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그 밖에 장기간의 도피생활을
통하여 사실상 형벌에 버금가는 고통을 당하였다는 점, 범인과 관련하여
장기간 형성된 사회적 ․경제적 또는 가정적 생활관계의 보호의 필요와
국가가 공소제기의 권리 및 의무를 장기간 방치한 결과 이를 행사할 명분
을 상실하였다는 점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요약하면 공소시효는 범인필
벌의 실체적 정의의 요구를 법적 안정성의 요구를 이유로 양보 내지 조화
시킨 제도라고 하겠다.
이와 같은 공소시효의 인정이유를 선거범죄에 투영하여 선거범죄에 대
해서는 법적 안정성의 요구를 실질적 정의의 요구에 양보시킬 이유가 없
다는 주장이 있다.119) 선거제도는 대의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헌법
상의 제도이며 선거의 결과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선거
와 관련된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현실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선거범죄의 경우에는 다른 일반범죄와 달리 실질적 정의실현의
이념을 법적 안정성 이념에 과도하게 양보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비
록 특정 시기에만 선거가 행해지고 선거관련범죄도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행해지고 있지만, 대의민주주의체제가 지속되는 한 선거는 반복․계속적으
로 시행된다는 점에서 다른 일반범죄와 다르게 공소시효기간이 설정할 필
요는 없다고 한다.
그러나 선거범죄에 대하여 단기의 공소시효를 인정하는 이유는 일반범
119) 박미숙/유병규/윤동호/김범식, 앞의 보고서, 161-1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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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에서 공소시효를 인정하는 취지와는 다른, 입법자의 형사정책적인 결단
이 있음을 경시해서는 아니 된다. 선거범죄에 대하여 범죄의 경중을 묻지
않고 단기의 공소시효기간을 인정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선거의 결과를 존
중하고 또 선거관련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게 하여 선거로 인한 정국의
불안정상태를 신속히 해소함으로써 당선인 등 이해관개인의 법적 안정을
조속하게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120)
선거범죄에 대하여 단기의 공소시효제도를 인정하는 취지는 일반범죄에
서 주장되는 것처럼 범인필벌의 실질적 정의감의 요구를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양보 내지 조화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적 조사 및 수사능력
과 재판의 가용성을 고려하고 무자격자의 의정활동을 가급적이면 단기간
으로 함으로써 실질적 정의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킨 것이라 하겠다.

5. 관련 : 선거범죄에 대한 재판기간의 문제

한편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에 대한 단기의 공소시효를 인정하는 이유
와 동일한 취지로 선거범죄와 그 공범에 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
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죄의 재판기간에 대한 강행규정을 두고,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
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
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 공직선거법 제253조의 2에서는 대부분의 선거범죄에 대
한 판결은 사건을 수리한 날부터 100일 이내에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훈시규정을 두고 있다.121) 일본의 법조계에서는 위 선거범죄에 대한 단시
의 재판기일 규정은 일본헌법 제14조 제1항(법 앞의 평등), 제37조 제1항
120) 정병욱, 공직선거법, 341면.
121) 동조의 훈시규정을 단순한 훈시규정으로 경시되지 않아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로는 東
京高裁 1976. 1. 27. 判決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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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한 재판소의 재판)에 위반되는 위헌법률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
였으나 일본 최고재판소는 거듭하여 위 조항은 헌법에 합치된다는 판결을
선고하고 있다.122)
6. 관련 : 당선무효결정과의 관계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제도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또 다른 문제는
당선무효제도와의 관련성이다. 즉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기간의 연장은
공직선거법 제265조 이하의 당선무효결정의 의미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의 규정상으로만 보면, 선거범죄에 대하여 당선무효결정이
나기까지는 제268조의 공소시효기간 6개월에 재판기간 1년(제270조 선거
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을 합하여 가장 길게는 1년 6월이 소요된
다. 따라서 당선무효결정이 나게 되면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의 임기
4년 가운데 적어도 1/2 정도의 범위에서는 당선무효의 효력이 적용될 수
있다. 이와 달리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기간을 일반범죄와 동일하게 적
용하여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하게 되면, 짧게는 3년 6월, 길게는 4년이
경과하여야 당선무효의 효력이 적용될 수 있다. 이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
회의원의 4년 임기를 고려하게 되면, 당선무효효력이 실질적으로는 당해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만료 후에 발생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한편 공소시효의 연장이 당선무효결정의 의미를 반감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가 공소시효기간의 연장을 부정하는 논거가 될 수 없다는 주
장도 있다.123) 그 이유는 당선무효규정을 인정하고 있는 일본의 공직선거
법에서도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기간을 다른 일반범죄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당선무효결정의 효력발생시기의 문제와 공소시효기간의
122) 最高裁 1961. 6. 28. 判決; 대법정판결 형집 15권 6호 1015면.
123) 박미숙/유병규/윤동호/김범식, 앞의 보고서, 162-1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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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문제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한다. 즉 당선무효결정이 임기개시와 동
시에 나지 않는 한, 당선무효결정의 효력발생시기는 임기개시 이후의 어느
시점이 될 수밖에 없으며 현실적으로 당선무효결정 이전의 의정활동을 전
부 무효화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당선무효결정 그 자체의 문제
이지, 공소시효기간을 연장하여 비로소 발생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주장하는 견해에서도 물론 공소시효기간을 연장하게 되면 그
러한 문제가 더욱 심화․확대될 수 있으며, 나아가 당선무효결정의 의미도
그 만큼 퇴색되는 것을 자인하고 있다. 그렇지만 당선무효결정의 이러한
문제는 선거범죄로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해당 의원의 의정활동이 정지된
다는 규정의 신설을 통해서 제거 또는 감소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결방안은 불이익처우금지원칙이 무죄추정원칙의 한 내
용으로 파악하는 일반법원칙설에 따르면, 헌법상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
에 어긋날 수 있다.124) 선거범죄에 대한 기소를 이유로 당해 선거의 당선
인에게 의정활동을 정지시키는 것은 심각한 불이익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행 공직선거법처럼, 공소제기된 선거범죄에 대한 재판결과가 당선무효결
정에 이르지 않는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다.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형사사건으로 공소제기된 변호사에 대해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법무부장관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변호사
법」 제15조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피고인이라도 유죄의 확정판결
이 있기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하고, 불이
익을 입혀서는 안 된다고 할 것으로 가사 그 불이익을 입힌다고 하여도 필
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비례의 원칙이 존중되어야하는 것이 헌법 제27
조 4항의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판시하여 위헌무효를 선언한 바 있다.125)
124) 일반법원칙설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신동운, “무죄추정의 원칙”, 판례월보 제246호,
1991년 3월, 16면 이하 참조.
125) 헌법재판소 1990. 11. 19. 선고 90헌가4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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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 결

공직선거법은 외국의 입법례와 달리 선거범죄의 공소시효에 대하여 당
해 선거일 후 6월이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동법
제268조 제1항). 그런데 앞에서 불법정치자금문제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충실한 수사를 위하여 합리적인
수사기간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필요성은 선거관련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기간의 연장으로 연결될 수 있다. 또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외국의 입법례는 선거관련범죄에 대해서도 일반 범죄와 동일한 공소시효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연장은 필연적으로 공직선거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당선무효제도의 의미를 반감시킬 것이고, 또 선거범죄에 대
한 재판기간의 강행규정을 경시하는 것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즉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거범죄에 대하여 단기의 공소시효기간을
인정하는 취지는 일반범죄에서 주장되는 것처럼 범인필벌의 실질적 정의
감의 요구를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양보 내지 조화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
려 현실적 조사 및 수사능력과 재판의 가용성을 고려하고 무자격자의 의
정활동을 가급적이면 단기간으로 함으로써 실질적 정의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킨 것이다. 나아가 공직선거법이 선거범죄에 대한 단기의 공소시효
를 인정하는 것과 동일한 이유로 선거범죄에 대한 재판을 다른 재판에 우
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두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물론 현행제도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단기의 공소시효
기간을 인정함으로 인하여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직전에 고소 또는 고발이
폭주하는 경향이 있다. 또 단기공소시효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
하여 당선인을 실제 처벌하기보다는 단순히 당선인신분의 불안정을 획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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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당선인에 대한 이미지를 훼손하기 위하여 공소시효 만료일에 임박
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남용하고 있는 실정도 있다.126) 이런 경우에는 사
실상 선거범죄에 대한 수사가 거의 불가능하며 당선인을 둘러싼 범죄혐의
에 대한 실체적 진실의 규명이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이런 현실적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공소시효 만료일전 30일부터 고소․고발
된 사건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함으로써 공소시효가
완성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최소한의 수사기간을 보장하자는 의견
도 있다.127)

126) 대검찰청 공안부의 자료에 의하면, 공소시효기간 만료전 10일 동안 제16대 총선에서
는 60여명, 제3회 지방선거에서는 43명이 각각 고발되었다고 한다.
127) 박미숙/유병규/윤동호/김범식, 앞의 보고서, 1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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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주권재민에 입각한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고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선거제도는 대의제를 원칙으로 하는
현대 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제도의 하나이다. 따라서 민주적
선거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거의 자유와 공정의
확보가 중요하다. 선거의 자유와 공정의 확보는 선거법제의 기본이념이며,
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의 조화로운 실현은 선거법의 궁극적인 과제라고
하겠다.
그러나 과거 우리의 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명분하에 선거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왔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의 자유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선거의 자유가 없이는
선거의 공정을 기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따라서 국민이 선거를 통해 자
유로운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정보는 자유
로운 상태에서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겠지만, 선거가 금권․타락․부패선거
가 되지 않도록 적정한 규제를 통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즉 선거의 공정은 선거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면서 선거관리의 중립
성과 후보자간의 평등 보장을 실현하고 나아가 선거비용에 대한 합리적
규제와 선거범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이룩할 수 있다. 이
러한 공명선거의 실현은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선거에 대한 그릇된 인
식을 불식시킬 뿐만 아니라 선거부정을 배격하고 적극적으로 신고․제보
하게 유권자의 의식을 개선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도 구비할 수
있도록 한다.
위와 같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함으로써 선거관련 부정부패를 근
원적으로 차단․봉쇄하여 민주주의 발전을 도모하려는데 그 목적으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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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1994년 제정되었다. 이 법률을 2005년 8월
에는 공직선거법으로 변경하면서 선거비용에 관한 규정을 정치자금법에
편성하는 등 선거비용의 규정체계도 정비하였다. 이와 같은 입법적인 노력
의 결과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함께 선거의 공정․투명성 제고에 크게 기
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전한 선거문화의 정착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렇지
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거사범의 처벌과 관련한 법률조항의 불합
리와 모순이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다.
선거사범의 재판에서 당선무효의 정치적 고려는 여전히 남아 있으며,
재선거비용 등의 현실적인 문제에 의하여 법원의 선고형량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선거범죄에 대한 단기의 공소시효기간은 형사소송의
기본이념의 하나인 신속한 재판에 기여하기는 하지만, 현실적인 선거법 위
반사례의 과다 및 과중을 생각하면 오히려 또 다른 기본이념의 하나인 실
체적 진실규명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정치적 색채가 짙은 선거사범에 대한
단기의 공소시효는 선거법위반자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하는 역기능을 수
행할 우려도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정치․경제의 부패근원이 되었던 공천헌금 등 불법
정치자금의 수수, 금품ㆍ향응의 제공, 비방ㆍ흑색선전, 공무원의 조직적 선
거개입, 대규모 사조직의 설치ㆍ운영행위를 ‘공명선거저해 5대 선거범죄’로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왔다. 이러한 선거범죄는 각각 공직선거법
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기부행위죄,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죄 등
으로 범죄구성요건화되어 각종 선거에서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범죄로써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다. 그러나 범죄구성요건을 신설하고 그 벌칙을 강화
하는 것만으로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
다. 이보다는 오히려 법을 집행하고 해석하는 사법기관의 강력한 의지가
부정선거를 감시․억지하고 공정선거를 유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즉 단속․수사․재판에 이르는 사법기관의 강력한 법집행 의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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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선거의 부정부패는 그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며 선거의 자유와 공
정이 보장될 것이다.
이처럼 공직선거법은 부정선거에 대하여 엄벌할 뿐만 아니라 금권선거
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는데, 그 제도적 표출의 하나
가 바로 선거범죄로 인한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화시키는 당선무효제도이
다. 당선무효형 선거범죄를 인정하는 이유는 금권을 동원한 매수 및 기부
행위, 각종 이익의 제공 등 돈으로 선거를 치러온 부정선거에 대하여 엄격
하게 처벌할 뿐만 아니라 금권선거를 발본색원함으로써 기존의 선거행태
를 개혁하고 공명하고 깨끗한 선거풍토를 확립하여 공명․투명선거를 추
진하는데 있다. 이러한 제도인정취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으로는 선거관
련범죄로 인한 당선무효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었는지의 여부
에 의하여 판가름이 나도록 규정되어 있어 선거사범의 재판실무에서는 적
정한 형벌의 선택보다는 오히려 당선의 유․무효에 먼저 관심을 가지는
폐단이 나타나기도 한다. 심지어 당해 선거범죄에 비하여 과경하다고 보이
는 벌금 80만원 등이 선고되는 양형의 왜곡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위와 같은 당선무효제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거범과
다른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선거범으로 본다.’는 내용의
간주규정이 공직선거법에 추가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당선무효의 대상이 되는 범죄에 관한 경합범처리특례규정은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의 상실결정과 관련된 제18조 제3항과 별도로 마련되
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이 법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
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예)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문언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264조의 당선무효규정의 적용범위와 관련해서는 ‘다수의 벌
금형 선고가 있는 경우 가장 중한 벌금형에 2분의 1을 가중한 금액 또는
각 벌금형의 합산액이 100만원 이상인 때에도 그 당선이 무효가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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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의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당선무효의 대상이 되는 범죄
와 그 규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방
법은 당선무효의 기준을 벌금액의 다과로 정할 것이 아니라 공명선거의
정착을 위하여 필히 처벌해야 할 주요 선거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
정된 경우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하여야 한다.
끝으로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과 관련해서는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가 제263조 또는 제265조의 범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은 경우, 그 불법선거운동에 관여한 당선인뿐만 아니라 후보자도
공직선거에의 입후보를 제한해야 하며, 이 경우 입후보가 제한되는 선거를
‘당해 선거와 같은 공직자를 선출하기 위한 보궐선거 등 선거구가 겹치는
지역에서 치러지는 다른 공직선거 등’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 공직선거법은 외국의 입법례와 달리 선거범죄의 공소시효에 대하여
당해 선거일 후 6월이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그
렇지만 불법정치자금문제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충실한 수사를 위하여 합리적인 수사기간의 확보가 필요
한 실정이다. 이러한 필요성은 쉽게 선거관련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기간의
연장으로 귀결되고 또 외국의 입법례는 선거관련범죄에 대해서도 일반 범
죄와 동일한 공소시효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소시효제도를 인정하는 취지는 범죄 후 장시간이 경과하
면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사회적 응보감정이 감소 또는 소멸될 뿐만
아니라 증거가 일실되어 진실발견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그 밖에 장기간의
도피생활을 통하여 사실상 형벌에 버금가는 고통을 당하였다는 점, 범인과
관련하여 장기간 형성된 사회적 ․경제적 또는 가정적 생활관계의 보호의
필요와 국가가 공소제기의 권리 및 의무를 장기간 방치한 결과 이를 행사
할 명분을 상실하였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즉 공소시효는 범인필벌의 실
체적 정의의 요구를 법적 안정성의 요구를 이유로 양보 내지 조화시킨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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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인 것이다. 그러나 선거범죄에 대하여 단기의 공소시효기간을 인정하는
취지는 일반범죄에서 주장되는 것처럼 범인필벌의 실질적 정의감의 요구
를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양보 내지 조화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적
조사 및 수사능력과 재판의 가용성을 고려하고 무자격자의 의정활동을 가
급적이면 단기간으로 함으로써 실질적 정의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킨 것
이다. 나아가 공직선거법이 선거범죄에 대한 단기의 공소시효를 인정하는
것과 동일한 이유로 선거범죄에 대한 재판을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
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두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연장은 필연적으로 공직선거법
에서 인정하고 있는 당선무효제도의 의미를 반감시킬 것이고, 또 선거범죄
에 대한 재판기간의 강행규정을 경시하는 것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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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nishment of Illegal Campaigning, and the Invalidation
of the Election

Lim, Sung-Sik**
Kyung Lyul**

128)Lee,

Free and fair election was basic concept of the election system to
harmonize freedom with justice of the election as final subject of the
Law of Election. To allow the people to make political decision freely
at the election, therefore, the information on political party and
candidates should be guaranteed enough at free situation: And, proper
control should guarantee justice of the election to prevent election
from being corrupted by the power of money.
Even revision of the Law of Election of Public Office still had
unreasonableness

and

contradiction

on

punishment

of

illegal

campaigning: In particular, existing law could invalidate winning
depending upon fine punishment of 1 million Won or more, so that
justice of illegal campaigning paid attention not to selection of proper
punishment but to effectiveness of the winning. Therefore, the paper
examined

problems

of

invalidation

of

the

election

to

compare

legislation case of Korea with that of foreign countries to enact
irregular campaigning and to invalidate winning at judgment of guilty
* Associate Research Fellow, K.I.C.J.P.,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Officer
** Professor, Dept. of Law, Sookmung Women's University, Ph.D. i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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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o suggest limitation on candidates for better election.
Extended statute of limitations might finally reduce values of
invalidation of the winning by half of which the Law of Election of
Public Office admitted, and it could make light of compulsory
regulations of judgment period on illegal campaig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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