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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요

1. 영국

❍

공직선거의 선거무효 : 『국민대표법1983』에 선거관리상의 하자가 발생
했을 때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선거무효의 결정은 선거
법정이 담당함.

❍

공직선거 당선자의 당선무효 : 당선무효의 사유로는 크게 부패행위,
선거비용 허위신고, 위법행위 등이 있으며, 당선무효소송의 절차 및
담당기관은 선거무효와 같음.

❍

공직자의 직위상실 :『국민대표법1983』과 『선거관리법2006』에 따르면,
부패·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자, 파산한 자, 공무원으로
취임한 자, 정부추천으로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자, 하원의원인 자가
세습귀족 지위를 상속한 경우 의원직을 상실함.

2. 독일

❍

연방의회선거의 선거무효 : 연방의회선거에 대한 이의제기는 선거 후
2개월 내에 서면으로 제기하여야 함.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연방의회는
선거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한 후, 최종 결정은 연방의회에서
표결로 이루어짐.

❍

주의회의 선거무효 : 주의회선거에 대한 이의제기는 선거결과가 공시된 후
1개월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주의회는 선거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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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후, 최종 결정은 주의회에서 표결로 이루어짐.

❍

연방의회 의원의 직위상실 : 의원직 상실의 사유는 ①선거결과의 무효로
인한 의원직 획득의 무효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결과의 새로운 확정
③상시적 피선거권 요건의 상실 ④사임 ⑤소속 정당의 위헌결정 등이며,
직위상실 결정기관 및 절차는 사유별로 상이함.

❍

주의회 의원의 직위상실 : 의원직 상실의 사유는 ①사망 ②사임 ③피선거권
상실 ④선거 또는 의석배분이 선거심사절차에서 무효로 선언된 경우
⑤의원직 박탈 결정 ⑥소속 정당 또는 정당의 일부조직이 위헌으로
판결된 경우 등이며, 직위상실 절차는 사유별로 상이하나 최종 결정은 주의회
의장이 내림.

3. 스웨덴

❍

공직선거의 선거무효 : 선거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선거일
1일 이후부터 10일까지이며, 제기된 이의에 대해서는 선거심의위원회가
결정을 내림.

❍

공직선거 당선자의 당선무효 : 당선무효의 사유는 선거 절차상의 문제나
선거사기 등이 주를 이루며, 선거심의위원회는 선거결과에 대한 심의를
통해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림.

❍

공직자의 직위상실 : 『헌법』 및 『지방정부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범죄행위를 저질러 공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직위상실을 결정할 수 있음. 직위상실 결정의 담당기관은 법원, 선거심의
위원회, 의회, 지방의회, 스웨덴지방정부연합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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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

❍

공직선거의 선거무효 : 미국 선거법에는 선거무효

❍

공직선거 당선자의 당선무효 : 한국에서와 같은 당선무효 규정은 존재하지

관련 규정이 없음.

않음. 다만, 많은 주에서 과거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선출직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기준은 주마다 다름.

❍

공직자의 직위상실 : 선출직 공직자는 탄핵, 주민소환, 결격사유로 인한
법원판결 등의 과정으로 그 직위를 상실할 수 있음.

5. 일본

❍

공직선거의 선거무효 : 선거규정 위반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
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선거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소송제기의 과정을 거쳐,
중의원·참의원 선거는 소송제기 과정을 거쳐 선거무효의 결정이 이루어짐.

❍

공직선거 당선자의 당선무효 : 당선무효의 사유로는 선거법에 명시된 범죄
행위, 당선인 본인 또는 선거 총괄주재자 출납책임자 등의 선거범죄 등임.
당선무효 결정의 절차는 선거무효와 같음.

❍

공직자의 직위상실 : 공직자가 다른 공직에 입후보한 경우, 『공직선거법』·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또는 수뢰·알선이득죄 등으로 금고이상의 형에
처해진 경우 직위상실의 사유가 됨. 직위상실·제명 절차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이 각각 다름.

❍

사임 : 국회의원은 국회의 허가를 얻어,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의회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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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싱가포르

❍

공직선거의 선거무효 : 선거무효와 관련한 법규는 따로 존재하지 않음.

❍

공직선거 당선자의 당선무효 : 당선무효소송은 당선인이 속한 선거구의 유권자가
제기할 수 있으며, 당선무효 결정은 고등법원이 내림. 당선무효의 사유로는
뇌물수수, 선거법 위반, 부정부패 등임.

❍

공직자의 직위상실 및 사임 : 싱가포르 시민권을 포기하는 경우, 공직 선출
당시의 소속정당에서 추방되거나 사퇴하는 경우, 국회 본회의에 2개월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국회에서 제명된 경우, 지명의원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국회의원 의석에서 사퇴한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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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영국 해외통신원 : 고영노

1. 공직선거의 선거무효

(1) 선거무효의 사유

❍『국민대표법1983(RPA

1983)』 Section 121(2)는 선거관리인을 피고로

선거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유권자·투표자, 피선거권자, 선거인이
선거관리상 하자로 인한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국민대표법1983』은 선거무효소송의 사유가 되는 선거관리관 및
기타 선거관리인의 과실로 인한 선거관리상의 하자에 대해 구체적·
적극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있으며, Section 23(3)에서 선거절차가 상당한

정도로 선거법에 따라 진행되고 선거관리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경우 법원이 선거 무효를 선언할 수
없음을 소극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국민대표법1983』Section 23(3)
23. 소송을 담당하는 선거법원에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 선거관리관 또는
기타 선거사무인이 선거 또는 의회선거 규정과 관련한 의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하여 의회선거의 무효를 선언할 수 없다.
(a) 선거가 선거법에 상당한 정도로 부합하여 진행되고,
(b) 작위나 부작위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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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o parliamentary election shall be declared invalid by reason of any act or
omission by the returning officer or any other person in breach of his official
duty in connection with the election or otherwise of the parliamentary elections
rules if it appears to the tribunal having cognizance of the question that

—

(a)

the election was so conducted as to be substantially in accordance with the law

(b)

the act or omission did not affect its result.

as

to elections; and

(2) 선거무효 결정의 시기, 절차 및 선거무효결정 담당기관

❍

선거무효의 결정 시기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한

❍

선거소송은 선거명령장(Writ
(Clerk

고등법원 형사부 서기

Court)에 제기되어야 함(RPA1983, Section 122(1)).

소장은 세장의 사본과 함께 영국
하여야

바 없음.

of the Crown Office)에게 반환된 날(통상 선거일 익일)로부터

21일 내에 고등법원(High

❍

of Election

)1)이

하며,

(Returning

사본

1부는

왕립재판소(Royal Court of Justice)에 제출

소의

대상이

된

선거구의

선거관리관

Officer)에게 송부되어야 함. 선거관리관은 수령한 소장을 선거구에

공표하여 함.

❍

선거소송이 제기되면 고등법원과 같은 권한과 관할권을
2인으로 구성된 선거법정(Election

갖는 법관

Court)이 열림. 선거법원은 배심원

없는 공개재판을 원칙으로 함(RPA1983 Section 123).

❍ 동

법원은 피고인인 당선자가 적법하게 당선된 것인가 또는 선거가 유효

한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RPA1983, Section 144(1), 145(1))
결정에 따라 당선자의 당선무효 또는 선거무효를 선언할 수 있음.2)
1) 하원의원 선거 실시를 위해 발부하는 영장으로, 선거 종료후

6

the Clerk of the Crown에게 반환됨

선거무효, 공직자의 당선무효, 직위상실 및 사임

❍

법원은 결정에 대한

증명서(certificate) 혹은 보고서(report)를 작성하여

하원의장(the Speaker

of the House of Commons)에게 제출하여야 함

(RPA1983, Section 144(7)).
법원의 보고서 수령 후 하원은 (a)선거관리관이 행한 선거결과선언의

❍

확정 또는

변경(for confirming or altering the return) 또는 (b)재선거를

위한 선거명령장 발부(for

issuing a writ for a new election) 또는

(c)필요시 법원 결정의 실행을 위한(for
execution as

carrying the determination into

the circumstances may require) 방향을 제시하여야 함

(RPA1983, Section 144 (7)).

(3) 선거무효의 실제 사례 및 선거무효소송 판례

①

M org an and Othe rs v Simpson and Othe rs3)

❍

사건개요

- 3명이 후보로 나선 가운데 1973년 4월 실시된 크로이든 노스이스트
(Croydon

North East)의 런던 지방선거(an election for a member

of the Greater London Council)의 개표결과 1위 후보자인 심슨
(Simpson)이 10,340표를, 2위 후보자인
얻어

모건(Morgan)이 10,329표를

두 후보자간의 표차가 매우 근소한 것(11표)으로 나타나자

수차례에

걸쳐 재검표가 이루어짐.

- 개표과정에서 선거관리관은 38표를 투표인의 과실로, 44표를
투표용지에 공식 직인(official validating stamp)이 찍혀있지
2) P arke r's
3)

Law and Conduct of Ele ctions,

19.38

Morgan and Others v Simpson and Others [1975] QB 151 [1974] 3 All ER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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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는 이유로 무효처리함에 따라 총 82표가 무효처리됨.

- 무효처리된 표가 무효처리 되지 않았더라면 모건 후보가
10,360표를 얻게 되어 10,353표를 얻는데 그친 심슨 후보를
선거에서

누르고

승리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바, 모건은 선거가 상당하게

선거법에 부합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며(it

had not been conducted

substantially in accordance with the law) 고등법원(Divisional
Court)에 선거무효의 소를 제기하였음.
- 법원은 1심에서 모건의 본 소송을 기각하였으며 모건은 이에
항소하였음.

❍

판결요지

- 항소법원 판결에서 데닝 경(Lord Denning)은 투표소에 투표용지에
공식직인이

찍혀 있는지에 대한 확인 안내 등 투표인을 위한

투표절차 안내가 되어 있으나, 사건을 심리한 자신을 포함한 대부분의
투표인들이 본 절차를 확인하거나 혹은 안내된 절차에 따라
투표하는 경우가 매우 드문 바, 공식직인이 없는 투표용지에
기표된 표들을 무효처리하는 것은 그러한 표에 기표한

투표인들의

투표권을 비난가능성 없이 부정하는 것이므로(if their votes
are

not to count, they are disfranchised without any real

blame attaching

to them), 무효처리된 표들을 유효한 표로 계산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음.4)

4)

Morg an v Simpson

사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Bob Watt, UK e le ction law : A critical

e xamination (Glass House Press, London 2006) 165 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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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alone v O ate n and Lindsay F ox (Winchester election petition)

②

❍

사건개요

- 1997년 총선시 윈체스터(Winchester)에서 1위 후보자인 자유민주당의
마크

오튼(Mark Oaten)이 2위 후보자인 보수당의 게리 말론

(Gerry

Malone)을 2표차로 앞서 당선됨.

- 말론 후보는 Winchester 선거관리관이 투표용지의 공식직인이
날인되지 않은 54표를 무효한 것으로 보아 개표대상에서

제대로

제외함으로써 선거가 선거법에 상당하게 부합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며 선거소송을 제기하였음.

❍

판결요지

- 고등법원은 무효처리 된 54표가 유효처리 되었을 경우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고, 공식직인이

찍히지 않은 선거

용지가 배포된 것이 선거관리인들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음을

감안하여 선거무효를 결정하였음.5)

2. 공직선거의 당선자의 당선무효

(1) 공직선거 당선자의 당선무효 사유, 결정 절차, 담당기관

❍

후보자의
(corrupt

불법행위로

인한 당선무효의 사유로는

크게

부패행위

practices), 선거비용 허위신고(False Declaration), 위법행위

(illegal Practices) 등이 있음.
5)

Isobel White, 'Election petition : Oldham East and Saddleworth' House of Commons Report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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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선무효 관련 주요법령

법령

행위내용

RPA 1983
S.65A(1A)

후보자가 노미네이션 서류에 생년월일, 자격 등을 허위로 진술한

RPA 1983
S.73(6)
RPA 1983
S.75(5)
RPA 1983
S.76(1B)
RPA 1983
S.82(6)
RPA 1983 S.84
RPA 1983
S.97(1)

경우(False
RPA

statements in nomination papers)

S.73(5)에

(Making

정한바

외에

선거비용을

지출한

경우

payments in respect of elction expenses other

than as specified in S. 73(5) RPA 1983)
선거에이전트에 의해 인가되고 선거비용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선거비용 지출(Incurring expenses

without written authority

of the election agent)
법정선거비용

초과 지출(Incurring expenses in excess of

the legal maximum)
선거비용지출 허위신고(Making a
expenses

incurred

with

the

false declaration as to

written

authority

of

the

election agent)
선거비용 미신고(Failure
선거집회

to submit a return or declaration)

훼방(Disturbances at election meetings)

투표인 운송을 위해 금전적 대가를 지불한 운송수단 제공

RPA 1983 S.101

(Paying

or receiving money for conveyance of voters from

or to voting stations)

RPA 1983 S.106
RPA 1983 S.109

후보자에 대한 허위진술(False

statements as to candidates)

광고비를 지불한 선거 홍보물 게시(Payments for exhibition
of election notices)

RPA 1983 S.111

캔버서 유급고용(Payment of canvassers)

RPA 1983 S.112

후보자

RPA 1983 S.113

뇌물(Bribery)

RPA 1983 S.114

접대(Treating)

RPA 1983 S.115

부당위압(Undue

PPERA S.56(3)
또는 (4)

불법기부

Communications
Act 2003
S.321(2)

매수 등을 위한 불법적인 금전 제공(Illegal payments)

influence)

미반환(Failing

to return a donation from an

impermissible or unidentifiable source)
영국

내·외정치

방송광고

political adverti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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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선무효 결정 시기, 절차 및 담당기관 등은 선거무효절차와 같음.

(2) 당선무효의 실제 사례 및 판례

❍

1955년 총선에서
(South

북아일랜드의 퍼마나그(Fermanagh)사우스타이론

Tyrone) 미드 울스터(Mid Ulster) 지역구의 신페인(Sinn Fein)당

후보자였던

필립 클라크(Philip Clark)가 IRA 테러사건 연루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당선무효가 된 이래로 후보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당선무효 사례는 없었음.

❍

1997년 총선에서
(F.

뉴악(Newark)의 노동당 후보였던 피오나 존스

Johns)와 선거에이전트인 데스몬드 휘처(D. Whicher)가 선거비용

허위신고를 이유로 고소당하였으나,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음.

❍

더스몬드 휘처 사건(R v Jones ; R v Whicher)6)

피오나 존스와

- 뉴악의 노동당 총선 후보였던 피오나 존스와 그의 선거에이전트인
데스몬드 휘처가 선거비용지출과 관련한 허위신고 혐의로 노팅햄
형사법원(Nottingham
따라

Crown Court)에서 유죄를 선고받음. 이에

검찰은 존스와 휘처를 형사 기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이 둘은

무죄를 선고받음.

- 선거비용 보고시 존스와 휘처는 공동으로 선거비용보고내용에 대한
최종선언을 행하였으며, 다른 용도로 임대하여 사용하다 선거기간중에
선거사무소로

전용한 건물의 총 임대기간중 일부 임대기간에 해당

하는 임대료만을 선거비용으로 산정한 것이 부정직행위(dishonesty)로
6) R

v Jones v R v Whicher [1999] EWCA 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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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표법1983』Section 82(6)에 위반하는 것인가가 주요
이었음. 항소법원은

쟁점

타 정당의 후보자와 선거 에이전트가 유사한

기준으로 선거비용을 산정하는 관행을

근거로, 존스와 휘처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음.

3. 선출직 공직자의 직위상실 및 사임

(1) 선출직 공직자의 직위상실 관련 법규 내용

① 직위상실의 사유

❍

부패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자(Section 160(4)
RPA 1983), 파산한 자(『선거관리법2006(Election Administration
Act 2006,

EAA 2006)』 Section 17), 공무원으로 취임한 자, 정부

추천으로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자, 하원의원인 자가 세습귀족
(peer) 지위를 상속한 경우 자격상실(disqualification)에 해당되어
의원의 직위를 상실함.

② 직위상실의 결정의 시기 및 절차

❍

부패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의원직을 상실하는 경우, 법원이
부패 또는 불법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후 이에 대해 하원에 보고서를
제출한

❍

날로부터 상실의 효력이 발생함(Section 160(4)(b) RPA 1983).

부패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의원직 상실의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법원의 판결이 확정 되는대로

곧바로 직위상실의 효력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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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출직 공직자의 직위 박탈 사례

올드햄 이스트(Oldham East)와 새들워스(Saddleworth) 선거소송

①

❍

2010년 총선 후

올드햄 이스트(Oldham East)와 새들워스(Saddleworth)

지역의 노동당 의원이던
허위진술(false

❍

필 울라스(Phil Woolas)가 자민당에 대한

statement)로 유죄가 선고되어 의원직을 상실하였음.

본 사건은 1955년

필립 클라크(Philip Clark)의원의 의원직 상실 이후

현역의원이 불법행위로 인해 의원직을 상실한

❍

첫 사건임.

사건개요

- 2010년 총선시 올드햄 이스트(Oldham East)와 새들워스(Saddleworth)
필 울라스는 자신의 홍보 팜플렛 및 The

지역의 노동당 후보였던

Examiner, Labour Rose
어윈

모조신문(mock newspaper)에 자민당의

등의

왓킨슨(Erwyn Watkinson) 후보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로부터

지지를 구하고 해외 기부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령하였으며,
유권자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지역구 밖에 거주하고 있다는 내용을

게재하였음.

- 이에 대해 어윈 왓킨스 후보는 해당사실이 확인 되지 않은 것이며,
따라서 허위진술에 해당한다며

필 울라스 후보를 상대로 선거소송을

제기함.

❍

선거법원 판결(1심판결)

- 법원은 피고가 모조신문 The Examine r 에서 자민당이 이슬람 극단
주의자들에게 지지를
이슬람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어윈 왓킨스 후보가

극단주의자들에 대해 비판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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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라는 주장을 Labour R ose 에 게재한 것에 대해 위의

위 주장의

두 주장은 『국민대표법1983』Section 106이 허위진술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개인의

성격

또는

행동(personal

character or

conduct)에 대한 공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또한 법원은 상기
주장에 관련한

증거를 심사한 결과 해당 필 울라스 후보측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untrue) 판단하였음.

- 또한 어윈 왓킨슨 후보의 선거구내 거주에 관한 필 울라스 후보의
왓킨슨 후보의 성격 또는 행동에 대한 공격에 해당하고,

주장 또한
사실이라고

볼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음.

- 이에 따라 법원은 필 울라스 후보의 상기 행위가 『국민대표법1983』
Section 106의 허위진술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하였음.

❍

행정법원 판결 (2심판결)

- 고등법원 판사와 같은 권한과 관할권을 갖는 판사로 구성된 선거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는가가

논란이 되었으나, 필 울라스

의원은 판결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고등법원은 이를
각하하였고, 이어 행정법원(Administrative

Court)에 재차 항소하였음.

- 행정법원은 선거법원의 항소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고 결정하여, 항소를
받아들임.

- 동 법원은 소의 대상이 된 행위가 개인의 행동 또는 성격
(personal

conduct or character)에 대한 것인가 혹은 왓킨슨 후보의

정치적 성격, 행동 또는 입장에 관한 진술(a

statement in relation

to his political character, conduct or position)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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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는 이슬람 극단주의와 관련한 필 울라스 후보측의 진술들은
정치적 입장 등에 대한 판단을

넘어서 개인의 성격 또는 행동에 대한

공격에 해당한다며 행정법원의 판결을 확정하였음.7)

② 의원비용스캔들(MP's

❍

Expense Scandal)

2009년 5월 본격화된 영국 최대의 정치스캔들이었던 의원비용스캔들이
터진 후

검찰은 2010년 의원비용을 허위회계처리(false account)한

혐의로 노동당 엘리엇 몰리(Elliot Morley), 데이빗 채터(David
Chayter), 짐 디바인(Jime Devine), 에릭 이슬리(Eric Illsley) 의원을
『절도법1968(Theft Act 1968)』 Section 17에 따라 형사 기소하였음.

❍

기소된 하원의원 4인은 회계상 문제가 있음은 시인하였으나 고의로 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며

❍

모두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법원은 에릭 이슬리에게

징역 12월을, 데이빗 채터에게 징역 18월

엘리엇 몰리, 짐 디바인에게 각각 징역 16월을 선고하였으며, 선고
내용에 대한 보고가 하원에 도착한

날로 상기 4인은 의원자격을

상실하였음.8)

4. 결론

❍

영국 선거법상 선거무효 선출직 공직자의 당선무효, 직위상실 및 사임에
관한 규정은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음.

7) Isobel White, 각주 5 참조
8) <http://www.bbc.co.uk/news/uk-politics-12418223><http://www.guardian.co.uk/politics/
2011/jan/07/david-chaytor-jailed-mps-expenses><http://www.bbc.co.uk/news/uk-politics-12918742>
<http://www.bbc.co.uk/news/uk-politics-12403945> (2011.9.26. 검색)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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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선거(법)전문가인 선거에이전트를 선임하여 선거를 치르고, 선거가
인물보다는 소속정당의 정책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영국의 선거문화로

인해 실제로 후보자의 부패 또는 불법행위에 대한 법원의 유죄판결로
인해 선거무효, 당선무효, 직위상실에 이르는 경우는

❍

드문 상황임.

따라서 선거무효, 선출직 공직자의 당선무효나 직위상실 등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 않은 편이며, 상기사항과 관련한 연구는 주로 선거소송 절차에
대한 연구에서 부수적으로 간단하게 다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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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독일 통신원 : 배정범

1. 개관

❍

독일의 경우 선거무효, 당선무효, 직위상실 및 사임 등에 대한 심사와
결정을 내릴 1차적 권한은 의회에 있음. 연방 차원에서는 연방의회에
선거심사 권한이 있는데, 다만 이러한 연방의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최종적
권리구제수단으로서 연방헌법재판소에 선거심사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구조는 『기본법』 제28조제1항제1문에 기초한
의거하여 주의회 선거심사의 경우에도

동질성의 원칙에

동일한 구조임. 즉 주의회 선거에

대한 선거심사 권한은 주의회에 있으며, 주의회의 선거심사 관련 결정에
대한 항고는 주(州)헌법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음.

❍

아래에서는 선거무효, 당선무효, 직위상실 및 사임 등에 대한 사항을
연방의회와 주의회로 나누어

살펴보겠는데, 주의회의 경우에는 바덴-

뷔르템베르크 주를 대표로 하여 살펴보겠음.
『기본법』 제28조제1항제1문
(1) 각 주의 헌법적 질서는 『기본법』이 의미하는 공화제적, 민주주의적, 사회국가적 원칙에
부합해야만 한다.
Art 28
(1)

Die verfassungsmäaßige Ordnung in den Lädern muß den Grundsäzen 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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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ublikanischen, demokratischen und sozialen Rechtsstaates

im Sinne dieses

Grundgesetzes entsprechen.

『기본법』 제41조
(1) 선거심사는 연방의회의 사무이다. 연방의회는 또한 연방의회 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도
결정한다.
(2) 연방의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연방헌법재판소에 항고할 수 있다.
(3) 세부사항은 연방법률이 정한다.
Art 41
(1)

Die Wahlprüfung ist Sache des Bundestages. Er entscheidet auch, ob ein

Abgeordneter
(2)

Gegen

die

des Bundestages die Mitgliedschaft verloren hat.
Entscheidung

des

Bundestages

ist

die

Beschwerde

an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zulässig.
(3)

Das Nähere regelt ein Bundesgesetz.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헌법』 제31조
(1) 선거심사는 주의회의 사무이다. 주의회는 또한 주의회 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도
결정한다.
(2) 이 결정에 대해서는 주(州)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수 있다.
(3) 세부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Artikel 31
(1)

Die

Wahlprüfung

Abgeordneter

ist

Sache

des

Landtags.

Er

entscheidet

auch,

seinen Sitz im Landtag verloren hat.

(2)

Die Entscheidungen können beim Staatsgerichtshof angefochten werden.

(3)

Das Nähere bestimmt ein Gesetz.

2. 공직선거의 선거무효

(1) 연방의회 선거의 선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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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의회 선거의 선거무효 심사 및 결정 주체

- 연방의회 선거의 선거무효 여부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주체는 연방
의회임(『선거심사법』 제1조제1항).

❍

선거무효 심사의 절차

- 선거무효 심사는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만 이루어지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자는

모든 선거권자, 선거권자의 단체, 주(州)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 연방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연방의회 의장 등임.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연방의회에 제출되어야 하며, 연방의회 선거가
실시된 후 2개월

안에 이루어져야 함. 2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연방

의회 의장만이 연방의회 선거 상에 중대한 결함이 있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 한해 그 사실을 인지한 지 1개월
심사를 요청할 수 있음. 이의제기가

안에 선거

철회된 경우에는 연방의회가

심사절차를 종료할 수 있음(『선거심사법』 제2조).

-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연방의회는 선거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
심사를 개시함(『선거심사법』 제3조제1항). 연방의회는 선거심사
위원회가 마련한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안에 대해 단순다수결로 표결에

붙여 찬반투표를 실시함(『선거심사법』 제13조제1항).

❍

선거무효의 결과

- 선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무효가 선언되면 재선거가 실시됨
(연방의회선거법 제44조제1항).

❍

연방헌법재판소에의 항고

- 선거심사에 대한 연방의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연방헌법재판소에
항고할 수 있음(『기본법』 제41조제2항, 『연방헌법재판소법』 제13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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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이의제기가 연방의회에서 기각되었던
선거권자로서, 다른 선거권자 1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항고를 할

수 있음(『연방헌법재판소법』 제48조제1항).

즉, 연방의회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자는 연방헌법재판소에 항고할 수 없음.

❍

선거무효의 사유

- 『기본법』 제41조제3항을 통해 주어진 입법권한을 통해 연방은
선거심사의 절차뿐만 아니라 실질적 『선거심사법』을 형성할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선거심사법』은 마련해 놓지 않은
상황임. 현행 『선거심사법』은 선거심사의 절차적
하고 있을

측면만을 규율

뿐, 선거무효의 구체적 사유를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선거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선거상의 하자에 대한 법률적인
개념정의는 존재하지 않음. 선거상의 하자로는 『기본법』 제38조
제1항제1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선거의 5대 원칙(보통·직접·자유·

평등·비밀선거)의 위반, 각종 선거법 규정들의 위반 및 『형법』
제107조 이하의 규정들(선거관련 범죄행위들)의 위반 등이 판례와

학설을 통해 언급되는데, 선거무효가 될 정도로 중대한 선거상의
하자로는 『기본법』 제38조제1항제1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선거의
5대 원칙(보통, 직접, 자유,

평등, 비밀선거)을 침해한 경우나 해당

선거의 기초가 되었던 선거 관련 법률 규정이 위헌인 경우 등임.

- 참고로 후자의 사유는 연방의회가 법령의 위헌성을 판단할 권한을
지니고 있지
로서

❍

못하기 때문에 연방의회의 선거심사절차에서는 이유

채택될 수가 없음.

연방의회 선거의 선거무효 실제 사례 및 선거무효소송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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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의회 선거가 무효로 선언되어 재선거가 실시된 적은 없음. 한편,
연방의회의 선거심사 결정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에의 항고제기를
통해 연방의회선거법상의 규정이 위헌으로 판시된 사건으로는

초과

의석제도 위헌 판례가 있음. 이 사건은 2002년 9월 22일에 실시된
제15대 연방의회선거에 따른 의석 배분 과정에서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초과의석이 많이

초과의석제도가 소수정당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위헌적 제도로서 선거가 무효임을 주장한 것과 관련된
사건이었음. 결론적으로 연방헌법재판소는 현행 연방의회선거법의

초과의석제도가 위헌이며 대체입법을 촉구9)하였으나, 판결이 내려진
때가 2009년이어서 이미 제15대 연방의회는 해산된 상태였음.

- 한편 이처럼 선거심사 과정이 지나치게 길어서 선거심사의 결과가
실질적으로 무의미하게 되는 것과 관련하여
재판관이었던
(Hans

전직 연방헌법재판소

카린 그라스호프(Karin Graßhoff)와 한스 H. 클라인

H. Klein) 등은 이처럼 긴 시간을 요하는 절차는 “의회의

민주주의적 정당성을 위한 선거심사의 중요성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현재의 2단계 심사과정(의회의 선거심사, 헌법재판소에의
항고)을 선거심사법원에서 결정을 내리는 하나의 과정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었

음.10)

『선거심사법』 제1조제1항
(1) 연방의회 선거의 유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기본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유보로 하여 연방의회가 결정을 내린다.

§ 1
Über die Gültigkeit der Wahlen zum Bundestag entscheidet vorbehaltlich der

(1)

Beschwerde gemäß Artikel 41 Abs. 2 des Grundgesetzes der Bundestag.
9)

BVerfGE 122,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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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심사법』 제2조
(1) 선거심사는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만 실시된다.
(2)

모든 선거권자, 선거권자들의 모든 단체 및 공직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주(州)선거관리
위원장, 연방선거관리위원장 및 연방의회 의장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3)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연방의회에 제출되어야 하며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단체 이의
제기의 경우에는

전권대리인이 임명되어야 한다.

(4) 이의제기는 연방의회 선거일 후 2개월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 기간의 경과 후에

연방의회 의장이 선거 상에 하자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된 경우에는, 연방의회
의장은 그러한 사정을 알게 된 지 1개월

안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5) 이 규정들은 연방의회 의원직의 사후 취득에도 준용된다.
(6) 이의제기가

철회된 경우에는, 연방의회는 심사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 2
(1)

Die Prüfung erfolgt nur auf Einspruch.

(2)

Den Einspruch kann jeder Wahlberechtigte, jede Gruppe von Wahlberechtigten

und in amtlicher Eigenschaft jeder Landeswahlleiter, der Bundeswahlleiter und der
Präsident
(3)

des Bundestages einlegen.

Der Einspruch ist schriftlich beim Bundestag einzureichen und zu begründen; bei

gemeinschaftlichen Einsprüchen soll ein Bevollmächtigter benannt werden.
(4)

Der Einspruch muß binnen einer Frist von zwei Monaten nach dem Wahltag

beim

Bundestag eingehen. Werden dem Präsidenten des Bundestages nach Ablauf

dieser Frist in amtlicher Eigenschaft Umstände bekannt, die einen Wahlmangel
begründen

könnten, kann er innerhalb eines Monats nach Bekanntwerden dieser

Umstände Einspruch einlegen.
(5)

Die Vorschriften gelten entsprechend beim späteren Erwerb der Mitgliedschaft.
Wird der Einspruch zurückgenommen, kann der Bundestag das Verfahren

(6)

einstellen.

『선거심사법』 제13조제1항
(1) 연방의회는 위원회의 제안에 대해 단순다수결로 의결한다. 연방의회가 위원회의 제안에

찬성하지 않는 경우, 그 제안은 위원회에 파기환송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연방
의회는 위원회에게

특정한 사실적 또는 법률적 상황에 대한 추가심사를 지시할 수

있다.

§ 13
(1)

Der Bundestag beschließt über den Antrag des Ausschusses mit einfacher

Mehrheit.

Soweit

er

ihm

nicht

zustim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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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rückverwiesen. Dabei kann der Bundestag dem Ausschuß die Nachprüfung
bestimmter

tatsächlicher oder rechtlicher Umstände aufgeben.

『연방의회선거법』
제44조 재선거
(1) 선거심사절차에서 선거가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무효로 선언된 경우에는 결정에

의거하여 재선거가 실시된다.

§ 44 Wiederholungswahl
Wird im Wahlprüfungsverfahren eine Wahl ganz oder teilweise für ungültig

(1)

erklärt,

so ist sie nach Maßgabe der Entscheidung zu wiederholen.

『연방헌법재판소법』 제13조제3호
연방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해 결정을 내린다.
3. 연방의회 선거의 유효성 또는 연방의회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대한 연방의회의 결정
사항에 대한 항고

§ 13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entscheidet
über Beschwerden gegen Entscheidungen des Bundestages, die die Gültigkeit

3.

einer

Wahl oder den Erwerb oder Verlust der Mitgliedschaft eines Abgeordneten

beim

Bundestag betreffen (Artikel 41 Abs. 2 des Grundgesetzes),

『연방헌법재판소법』 제48조제1항
(1) 의원직 상실과 관련된 해당 의원, 자신의 이의제기가 연방의회에 의해 기각되었으며
다 른 선 거 권 자 100명 이 상 의

동 의 를 얻 은 선 거 권 자 , 법 정 의 원 숫 자 의 10분

의 1 이 상 이 되는 연방의회 의원단 내지는 소수그룹 등이 연방의회 선거의 유효성
또는 연방의회 의원직 상실에 대한 연방의회의 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이 있은 지 2개월

안에 연방헌법재판소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 48
(1)

Die Beschwerde gegen den Beschluß des Bundestages über die Gültigkeit einer

Wahl oder den Verlust der Mitgliedschaft im Bundestag kann der Abgeordnete,
dessen Mitgliedschaft bestritten ist, ein Wahlberechtigter, dessen Einspruch vom
Bundestag

verworfen

worden

ist,

wenn

ihm

mindestens

einhundert

Wahlberechtigte beitreten, eine Fraktion oder eine Minderheit des Bundestages, die
wenigstens ein Zehntel der gesetzlichen Mitgliederzahl umfaßt, binnen einer Frist
von

zwei

Monaten

seit

der

Beschlußfassung

des

Bundestages

beim

Bundesverfassungsgericht erheben; die Beschwerde ist innerhalb dieser Frist zu
begrün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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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의회 선거의 선거무효

❍

주의회 선거의 선거무효 심사 및 결정 주체

- 주의회 선거의 선거무효 여부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주체는 주의회임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헌법』 제31조,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선거

심사법』 제4조제1항).

❍

선거무효 심사의 절차

- 선거무효 심사는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만 이루어지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자는
서명한

모든 선거권자, 선거에 참여한 모든 정당, 선거인명부에

모든 선거권자의 단체 및 주(州)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등임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선거심사법』 제1조제2항제1문 및 제2조).

-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주의회에 제출되어야 하며, 주의회 선거의 최종
결과가 공지된 지 1개월

안에 이루어져야 함(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선거심사법』 제3조).

-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주의회는 선거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심사를
개시함(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선거심사법』 제4조제1항). 주의회는
선거심사위원회가 마련한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안에 대해 단순다수결로
표결에

붙여 찬반투표를 실시함(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선거심사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

❍

선거무효의 결과

- 선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무효가 선언되면 재선거가 실시됨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회선거법』 제51조제1항).

10)

<http://www.dw-world.de/dw/article/0,2144,2170455,00.html> (2011.9.2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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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州)헌법재판소에의 항고

❍

- 선거심사에 대한 주의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주(州)헌법재판소에 항고할
수 있음(바덴-뷔르템베르크 주 헌법 제31조제2항,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헌법재판소법』 제8조제1항제4호).

- 항고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이의제기가 주의회에서 기각되었던
선거권자 또는 선거권자의 단체로서, 다른 선거권자 1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항고할 수 있음(바덴-뷔르템베르크 주 『헌법재판소법』
제52조제1항).

즉 주의회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자는 주(州)

헌법재판소에 항고할 수 없음.

❍

선거무효의 사유

- 연방 차원에서의 입법태도와는 달리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선거심사법』은
선거무효의 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르면 ①선거의 준비 또는 시행에 있어 선거법 내지는 선거법
시행령상의

강행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부적절하게 적용한 경우,

②후보자 명단의

승낙 또는 거절 내지는 선거결과의 확정에 있어 선거

기구의 결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③선거입후보자 또는 제3자가 『형법』
제107조, 제107a조, 제107b조, 제107c조, 제108조, 제108a조, 제108d조제2문
또는 제240조에 따른 범행을 선거 당시에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등과 같은 사유들로 인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 선거결과가 무효로 선언됨.

- 다만 주의회의 선거심사 과정에서는 선거법령의 위헌성 여부는 심사될 수
없음(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선거심사법』 제1조제1항 및 제3항).
주의회 선거의 선거무효 실제 사례 및 선거무효소송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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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회 선거의 선거무효와 관련된 대표적인 판례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판례가 있음.
① 2010년 8월 30일자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헌법재판소 판례11):

이 판례는 2009년 9월 27일 실시되었던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의회

선거의 유효성에 대한 2010년 1월 28일자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의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항고에 대한 판례로서, 주(州)
헌법재판소는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의회선거법상의 의석배분규정이

주(州)헌법에 비추어 위헌이라고 판시하고, 2011년 5월 31일까지
입법자로 하여금 주(州)헌법에 부합하는 새로운 선거법을 제정하고,
2012년 9월 30일까지 재선거를 실시하라고 판시함.
② 2008년 5월 22일자 자유한자도시
판례는 2007년 5월 13일 실시된

브레멘 헌법재판소 판례12): 이
브레멘 의회 선거 당시 132/02

선거구에서 선거 실시와 관련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여러

곳

에서 발생하여 이 선거구의 선거를 무효로 선언하고 판결일로부터
3개월

안에 재선거를 실시하라고 판시한 판례임.

③ 2005년 11월 25일자 작센 주 헌법재판소 판례13): 이 판례는 2004년
9월 19일에 실시된 작센 주의회 선거 당시 31번 선거구에서 당선된
후보자의 선거입후보자 등록상의 중대한 하자로 인해 해당 선거구의
선거를 무효로 선언하고 재선거를 실시할 것 및 해당 당선자의
주의회 의원직을 박탈한 판례임.

<http://www.wahlrecht.de/wahlpruefung/201008302.pdf> (2011.9.26. 검색)
<http://www.staatsgerichtshof.bremen.de/sixcms/media.php/13/%23%23St1.07-URTEIL-INTERNE
T-080522.pdf> (2011.9.26. 검색)
13) <http://www.justiz.sachsen.de/esaver/internet/2005_045_V/2005_045_V.pdf> (2011.9.26. 검색)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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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덴-뷔르템베르크 『주 헌법』 제31조
(1) 선거심사는 주의회의 사무이다. 주의회는 또한 주의회 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도
결정한다.
(2) 이 결정에 대해서는 주(州)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수 있다.
(3) 세부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Artikel 31

Die

(1)

Wahlprüfung

Abgeordneter

ist Sache

des Landtags. Er entscheidet

auch,

ob ein

seinen Sitz im Landtag verloren hat.

(2)

Die Entscheidungen können beim Staatsgerichtshof angefochten werden.

(3)

Das Nähere bestimmt ein Gesetz.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선거심사법』 제4조제1항
(1)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주의회가 결정을 내린다. 주의회의 결정은 선거심사위원회를
통해 준비된다.

§ 4
(1)

Über den Einspruch entscheidet der Landtag. Seine Entscheidung wird durch

den Wahlprüfungsausschuß vorbereitet.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선거심사법』 제1조제2항 제1문
(1) 선거심사절차는 이의제기를 통해 선거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만 개시된다.

§ 1
(2)

Das Wahlprüfungsverfahren findet nur statt, wenn die Wahl mittels Einspruchs

angefochten

wird.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선거심사법』 제2조
모든 선거권자, 선거에 참여한 모든 정당, 선거인명부의 서명자 또는 공동

이의제기는

서명자로서 선거에 관여한

모든 선거권자 단체들 및 공직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주(州)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 2
Der Einspruch kann von jedem Wahlberechtigten, von jeder an der Wahl beteiligten
Partei,

von jeder bei der Wahl als Unterzeichner oder Mitunterzeichner eines

Wahlvorschlags

aufgetretenen

Gruppe

von

Wahlberechtigten

und

in

amtlicher

Eigenschaft vom Landeswahlleiter eingeleg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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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선거심사법』 제3조
(1) 이의제기는 주의회에 서면으로 제출되고 사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다수의 선거권자가
제기하는 공동 이의제기의 경우 및 선거권자 그룹에 의한 이의제기의 경우에는

전권

대리인이 임명되어야 한다.
(2) 이의제기는 의석배분을 포함한 선거의 최종 결과 또는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의
대한 주(州)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불복결정이
공지된

충원에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관보에

날로부터 1개월 안에 주의회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3
(1)

Der Einspruch ist schriftlich beim Landtag einzureichen und zu begründen. Bei

gemeinschaftlichen Einsprüchen mehrerer Wahlberechtigter und bei Einsprüchen,
die

von

einer

Gruppe

von

Wahlberechtigten

eingelegt

werden,

soll

ein

Bevollmächtigter benannt werden.
Der

(2)

Einspruch

muß

binnen

eines

Monats,

nachdem

das

endgültige

Gesamtergebnis der Wahl einschließlich der Sitzverteilung oder die angefochtene
Entscheidung des Landeswahlleiters über den Ersatz eines ausgeschiedenen
Abgeordneten

im Staatsanzeiger für Baden-Württemberg bekanntgegeben worden

ist, beim Landtag eingehen.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선거심사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
(1) 주의회

전체 회의에서 단순다수결로 선거심사위원회의 안에 대해 의결한다. 제4조

제5항이 준용된다.
(2)

전체 회의에서는 선거심사위원회의 안 전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로만 의결할 수
있다.

안이 거부된 경우에는 선거심사위원회에 파기환송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선거심사위원회에게

특정한 사실적 또는 법률적 상황에 대한 추가심사를 지시할

수 있다.

§ 11
(1)

Die

Vollversammlung

des

Landtags

beschließt

über

den

Antrag

des

Wahlprüfungsausschusses mit einfacher Mehrheit. § 4 Abs. 5 gilt entsprechend.
(2)

Die Vollversammlung kann den Antrag des Wahlprüfungsausschusses nur im ganzen
annehmen

oder ablehnen. Lehnt sie den Antrag ab, so gilt er als an den

Wahlprüfungsausschuß zurückverwiesen. Dabei kann dem Wahlprüfungsausschuß die
Nachprüfung bestimmter tatsächlicher oder rechtlicher Umstände aufgegeben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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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회선거법』 제51조제1항
(1) 선거심사절차에서 선거의

전체 또는 일부가 무효로 선언되면, 해당 결정문에서 언급한

범위 내에서 재선거가 실시된다.

§ 51
Wiederholungswahl
Wird im Wahlprüungsverfahren die Wahl ganz oder teilweise fü ungültig

(1)

erklärt,

so

ist

sie

in

dem

in

der

Entscheidung

bestimmten

Umfang

zu

wiederholen.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헌법재판소법』 제8조제1항제4호
(1)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통해 할당된 사안들, 다시

말해 다음 각 호의 사안들에 대해

결정을 내린다.
4. 『헌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주의회의 결정에 대한 다툼(『헌법』 제31조제2항)

§ 8
Der Staatsgerichtshof entscheidet in den Angelegenheiten, die ihm durch die

(1)

Verfassung zugewiesen sind, und zwar
über die Anfechtung einer Entscheidung des Landtags nach Art. 31 Abs. 1 der

4.

Verfassung (Art. 31 Abs. 2 der Verfassung),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헌법재판소법』 제52조제1항
(1) 『헌법』 제31조에 따른 선거심사 사무에 대한 주 의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주 의회의

안에 헌법재판소에 항고할 수 있다. 항고권자는 다음과 같다:

결정이 있은 지 1개월

a) 자신의 의원직 상실여부가 관련된 해당 의원
b) 주의회에 의해 자신의 이의제기가 거절되었으며, 다른 선거권자 100명 이상의

동

의를 얻은 선거권자 내지는 선거권자의 단체

c) 주의회 의원단
d) 법정 의석수의 10분의 1 이상을 포괄하고 있는 주의회의 소수그룹.
§ 52
(1)

Ein Beschluß des Landtags in Wahlprüfungssachen nach Art. 31 der Verfassung

kann innerhalb eines Monats seit der Beschlußfassung des Landtags beim
Staatsgerichtshof angefochten

werden. Anfechtungsberechtigt sind:

der Abgeordnete, dessen Mitgliedschaft bestritten ist,

a)

b) ein

Wahlberechtigter oder eine Gruppe von Wahlberechtigten, deren Einspr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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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m

Landtag

verworfen

worden

ist,

wenn

ihnen

mindestens

hundert

Wahlberechtigte beitreten,
c) eine Fraktion,
d) eine Minderheit des Landtags, die wenigstens ein Zehntel der gesetzlichen
Mitgliederzahl umfaßt.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선거심사법』 제1조제1항 및 제3항
(1) 다음과 같은 사유들이 의석
선거심사절차를 통해

숫자의 배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주의회 선거는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무효로 선언되어야 한다.

a) 선거의 준비 또는 시행에 있어 선거법 내지는 선거법 시행령상의

강행 규정들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부적절하게 적용한 경우
b) 후보자 명단의

승낙 또는 거절 내지는 선거결과의 확정에 있어 선거기구의 결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c) 선거입후보자 또는 제3자가 형법 제107조, 제107a조, 제107b조, 제107c조, 제108조,
제108a조, 제108d조제2문 또는 제240조에 따른 범행을 선거 당시에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3) 선거법 및 선거법 시행령의 합헌성 및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는 선거심사절차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

§ 1
Wahlen zum Landtag sind im Wahlprüfungsverfahren ganz oder teilweise für

(1)

ungültig

zu

beeinflußt

worden sein kann, daß

a) bei

erklären,

die

Verteilung

der

Abgeordnetensitze

dadurch

der Vorbereitung oder Durchführung der Wahl zwingende Vorschriften des

Wahlgesetzes
angewendet
b)

wenn

oder

der

Wahlordnung

unbeachtet

geblieben

oder

unrichtig

worden sind oder

fehlerhafte

Entscheidungen

Zurückweisung

von

der

Wahlorgane

Wahlvorschlägen

oder

bei
bei

der
der

Zulassung

oder

Feststellung

des

Wahlergebnisses ergangen sind oder
c) Wahlbewerber oder Dritte sich bei der Wahl eines vollendeten Vergehens im
Sinne

der §§ 107, 107a, 107b, 107c, 108, 108a, 108b, 108d Satz 2 oder 240 des

Strafgesetzbuchs
(3)

schuldig gemacht haben.

Die Verfassungsmäßigkeit und Rechtsgültigkeit des Wahlgesetzes und der

Wahlordnung kann im Wahlprüfungsverfahren nicht nachgeprüf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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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직선거 당선자의 당선무효, 직위상실 및 사임

(1) 개요

독일의 경우 연방정부와 주정부

모두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어

의회의원 당선자가 행정부의 수상과 장관직을 수행하므로, 직위상실
등은 실질적으로 의회 의원직의 상실을 의미함. 따라서 아래에서는
연방의회와 주의회의 경우로 나누어 의원직 상실에 대해

살펴보겠음.

(2) 연방의회 의원직의 상실

❍

의원직 상실 사유

- 연방의회선거법에 규정된 의원직 상실의 사유는 총 5가지임. ①선거
결과의 무효로 인한 의원직 획득의 무효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결과의 새로운 확정 ③상시적 피선거권 요건의 상실 ④사임 ⑤소속
정당의 위헌결정(『연방의회선거법』 제46조제1항).

❍

사유별 결정기관 및 의원직 상실 절차

- 각 사유별로 의원직 상실을 결정하는 기관이 상이함. ①의 경우에는
『선거심사법』에 따른 선거심사절차를 통해 결정되며, ②와 ⑤의
경우에는 독일 연방의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되며, ③의
경우에는 우선 피선거권의 상실이 존속력 있는 법원 결정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독일 연방의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그

밖의

경우에는 선거심사절차를 통해 결정되고, 마지막으로 ④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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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의회 의장이 사임의 의사표시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을 통해 결정됨.

- 의원직 상실을 결정하는 것은 선거심사절차(당선무효, 존속력이 발생
하지 않은 피선거권 박탈), 연방의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선거결과의
재확정, 정당의 위헌판결, 존속력 있는 피선거권 박탈), 연방의회
의장의 확인서 발급(사임) 3가지임. 선거심사절차는 선거무효에 대한
선거심사절차와

동일함. 연방의회 운영위원회(Ältestenrat)는 연방의회

의장을 보좌하여 의회의 의사일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곳으로서 각 정당의 의회의원단 대표들로 구성됨.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해서는 표결로 결정함. 의원직을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에는 ①독일
연방의회 의장의 기록문서, ②연방의회선거법의 적용범위 내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공증인의 기록문서, ③독일 주재 외국대표부의 권한 있는
공무원의 기록문서 중 하나를 통해 사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만
유효하며, 공증인 또는 외국대표부에 의해 작성된 사임의 의사표시는
연방의회 의장에게

전달되어야 함. 사임의 의사표시는 철회될 수

없음(『연방의회선거법』 제46조제3항).

❍

의원직 상실 결정에 대한 권리구제

- 사임은 철회될 수 없으므로 권리구제를 논할 수 없으며, 선거심사
절차와 연방의회 운영위원회 의결에 의한 의원직 상실에 대해서는
선거무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방헌법재판소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
의원직 상실 관련 실제 사례 및 판례

❍

- 의원직 상실 관례 판례는 상당수 있는데, 그 중 피선거권 요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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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로 인한 의원직 상실에 대한 가장 고전적이고

오래된 판례로는

1956년 5월 3일자 연방헌법재판소의 판 례가 있음.14) 이 판 례는

더 이상 충족되지 못하는

피선거권의 요건 중 주거지 관련 요건이

제2대 연방의회 의원에 대해 의원직 상실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판례임.

- 한편 정당이 위헌정당으로 판결되어 해산되고 소속 의원들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대표적인 연방헌법재판소 판례로는 사회주의 제국정당
(Sozialistische Reichspartei) 위헌판결15)이 있음.16) 사회주의 제국
정당 위헌판결은 1952년 10월 23일자 판결로서 사회주의 제국정당이
독일 『기본법』상의 가치에 반하는 정당이라고 판시하고

승계조직

건설 금지와 아울러 연방의회 및 주의회의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판례임.

『연방의회선거법』
제46조 독일 연방의회 의원직의 상실
(1) 의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독일 연방의회 의원직을 상실한다.

1. 의원직 획득의 무효
2. 선거결과의 새로운 확정
3. 상시적 피선거권 요건의 상실
4. 사임
5. 자신이 소속된 정당 또는 정당의 일부조직이 『기본법』 제21조제2항제2문에 따라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확정된 경우 다른 법률규정에 따른 상실 사유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2) 자신의 선거구 선거가 무효인 경우에도 그가 주(州)비례대표 명단에 의해서도 당선된
경우에는 연방의회 의원직을 유지하는데, 다만 제6조제4항제3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사임은 독일 연방의회 의장의 기록문서, 이 법률의 적용범위 내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공증인의 기록문서 또는 독일 주재 외국대표부의 권한 있는 공무원의 기록문서

14)

<http://www.wahlrecht.de/wahlpruefung/19560503.htm> (2011.9.2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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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통해 사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만 유효하다. 공증인 또는 외국대표부에
의해 작성된 사임의 의사표시는 연방의회 의장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사임은 철회될

수 없다.

§ 46 Verlust der Mitgliedschaft im Deutschen Bundestag
Ein Abgeordneter verliert die Mitgliedschaft im Deutschen Bundestag bei

(1)
1.

Ungültigkeit des Erwerbs der Mitgliedschaft,

2.

Neufeststellung des Wahlergebnisses,

3.

Wegfall einer Voraussetzung seiner jederzeitigen Wählbarkeit,

4.

Verzicht,

5.

Feststellung der Verfassungswidrigkeit der Partei oder der Teilorganisation

einer Partei,

der er angehört, durch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nach Artikel

21 Abs. 2 Satz 2

des Grundgesetzes.

Verlustgründe nach anderen gesetzlichen Vorschriften bleiben unberürt.
(2)

Bei Ungültigkeit seiner Wahl im Wahlkreis bleibt der Abgeordnete Mitglied des

Bundestages, wenn er zugleich auf einer Landesliste gewählt war, aber nach § 6
Abs. 4 Satz 3
(3)

unberücksichtigt geblieben ist.

Der Verzicht ist nur wirksam, wenn er zur Niederschrift des Präsidenten des

Deutschen

Bundestages,

Geltungsbereich

dieses

eines

deutschen

Gesetzes

hat,

Notars,

oder

eines

der
zur

seinen

Sitz

Vornahme

im
von

Beurkundungen ermächtigten Bediensteten einer deutschen Auslandsvertretung
erklärt

wird.

Die

Verzichtserklärung

notarielle
hat

der

oder

bei

einer

Abgeordnete

Auslandsvertretung

dem

abgegebene

Bundestagspräsidenten

zu

übermitteln. Der Verzicht kann nicht widerrufen werden.

『연방의회선거법』
제47조 의원직 상실 결정
(1) 제46조제1항에 따른 의원직 상실에 대한 결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1. 제1호의 경우에는 선거심사절차를 통해
2. 제2호와 제5호의 경우에는 독일 연방의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3. 제3호의 경우에는 피선거권의 상실이 존속력 있는 법원 결정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독일 연방의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그

밖의 경우에는 선거심사절차를 통해

4. 제4호의 경우에는 독일 연방의회 의장이 사임의 의사표시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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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통해
(2) 선거심사절차에서 의원직 상실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존속력 발생과

동시에

독일 연방의회 의원직이 상실된다.
(3) 독일 연방의회 운영위원회 또는 의장이 의원직 상실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때부터 독일 연방의회 의원직이 상실된다. 이 결정은 지체 없이 직권으로 발령
되어야 한다. 이 결정의 송달 후 2주

안에 당사자는 의원직 상실에 대한 독일 연방

의회의 결정을 선거심사절차에서 내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송달은 『행정송달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 47 Entscheidung über den Verlust der Mitgliedschaft
Über den Verlust der Mitgliedschaft nach § 46 Abs. 1 wird entschieden

(1)
1.
2.

im Falle der Nummer 1 im Wahlprüfungsverfahren,
im Falle der Nummern 2 und 5 durch Beschluß des Ältestenrates des

Deutschen Bundestages,
im

3.

Falle

der

Nummer

wenn

3,

der

Verlust

der

Wählbarkeit

durch

rechtskräftigen Richterspruch eingetreten ist, durch Beschluß des Ältestenrates
des Deutschen Bundestages, im übrigen im Wahlprüfungsverfahren,
4.

im Falle der Nummer 4 durch den Präsidenten des Deutschen Bundestages in

der Form der Erteilung einer Bestätigung der Verzichtserklärung.
(2)

Wird

über

entschieden,
aus
(3)

den

Verlust

der

Mitgliedschaft

im

Wahlprüfungsverfahren

so scheidet der Abgeordnete mit der Rechtskraft der Entscheidung

dem Deutschen Bundestag aus.

Entscheidet der Ältestenrat oder der Präsident des Deutschen Bundestages über

den

Verlust

der

Mitgliedschaft,

Entscheidung

aus

dem

so

Deutschen

scheidet

der

Bundestag

aus.

Abgeordnete

Die

mit

der

Entscheidung

ist

unverzüglich von Amts wegen zu treffen. Innerhalb von zwei Wochen nach
Zustellung
Deutschen

der

Entscheidung

Bundestages

kann

über

der

den

Betroffene
Verlust

die

der

Entscheidung

des

Mitgliedschaft

im

Wahlprüfungsverfahren beantragen. Die Zustellung erfolgt nach den Vorschriften
des Verwaltungszustellungsgesetzes.
<http://www.servat.unibe.ch/dfr/bv002001.html> (2011.9.26. 검색)
난 것은 총 2건으로서, 하나는 독일 국가사회주의 노동자당
승계조직인 사회주의 제국정당에 대한 1952년의 위헌판결이며, 다른 하나는 독일 공산주의당
(KPD)에 대한 1956년의 위헌판결이다.

15)

16) 독일이 경우 정당에 대한 위헌판결이
(NSDAP)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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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의회 의원직의 상실

❍

의원직 상실 사유

- 의원직 상실 사유는 총 6가지로서, ①사망 ②사임 ③피선거권 상실
④선거 또는 의석배분이 선거심사절차에서 무효로 선언된 경우
⑤의원직 박탈결정 ⑥소속 정당 또는 정당의 일부조직이 위헌으로
판결된 경우 등임(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회선거법』 제47조제2항
및 제49조).

❍

사유별 결정기관 및 의원직 상실 절차

- 총 6가지 사유의 구체적인 절차는 상이하지만 최종적으로 해당 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결정·확인하는 것은 주의회 의장이며, 주의회 의장의
의원직 상실 확인서가 주(州)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도달했을
때 주(州)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누가 의원직을 승계할지를 결정

하게 됨(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회선거법』 제48조).

- 사임의 경우에는 주의회 의장에 대한 서면의 의사표시를 요건으로
하며

철회될 수 없음(바덴-뷔르템베르크 『주 헌법』 제41조제2항).

- 피선거권의 상실의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주의회 의장의 확인
만으로 의원직이 상실됨(바덴-뷔르템베르크 『주 헌법』 제41조제3항).
선거 또는 의석배분의 무효 선언으로 인한 의원직 상실은 선거심사
절차를 통해 이루어짐. 의원직 박탈결정은 주의회 의원이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자신의 지위를 남용했다는 강력한 의심이 있는

경우에 주의회가 주(州)헌법재판소에 해당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해

줄

것을 요구하는 절차를 신청하고 주(州)헌법재판소가 해당 의원의 의원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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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탈을 결정하는 판결을 내리면 의원직이 상실됨(바덴-뷔르템베르크
『주 헌법』 제42조). 정당의 위헌판결은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
있은 후, 주의회 의장이 해당되는 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결정함(바덴-

뷔르템베르크 『주의회선거법』 제49조).

❍

의원직 상실 결정에 대한 권리구제

- 의원직 상실 결정에 대해서는 주(州)헌법재판소에 항고할 수 있음.
의원직 상실 관련 실제 사례 및 판례

❍

- 선거무효로 의원직이 상실된 대표적 판례로는 2005년 11월 25일자
작센 주 헌법재판소 판례17)가 있음. 이 판례는 2004년 9월 19일에
실시된 작센 주의회 선거 당시 31번 선거구에서 당선된 후보자의
선거입후보자 등록상의 중대한 하자로 인해 해당 선거구의 선거를
무효로 선언하고 재선거를 실시할 것 및 해당 당선자의 주의회 의원직을
박탈한 판례임. 그

밖에 정당의 위헌판결에 따른 주의회 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연방의회 의원직 상실에 관한 판례 참조.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회선거법』 제47조제2항
(2) 다음과 같은 경우에 주의회 의원직이 상실된다.
1. 사망
2. 사임(『주 헌법』 제41조제2항)
3. 피선거권 상실(『주 헌법』 제41조제3항)
4. 선거심사절차(『주 헌법』제54조)에서 선거 또는 의석배분이 무효로 선언된 경우
5. 의원직 박탈결정(『주 헌법』 제42조)

§ 47
Ein Abgeordneter scheidet aus dem Landtag aus

(2)

17)

1.

durch Tod,

2.

durch Mandatsverzicht (Artikel 41 Abs. 2 der Landesverfassung),

<http://www.justiz.sachsen.de/esaver/internet/2005_045_V/2005_045_V.pdf> (2011.9.2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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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urch Verlust der Wählbarkeit (Artikel 41 Abs. 3 der Landesverfassung),
durch

4.

Ungültigerklärung

der

Wahl

oder

der

Sitzzuteilung

im

Wahlprüfungsverfahren (§ 54) oder
5.

durch Aberkennung des Mandats (Artikel 42 der Landesverfassung).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회선거법』 제48조
당선된 후보자가 의원직 획득을 거절한 경우 또는 의원직 상실의 경우에 있어

누가 이를

승계하는지에 대한 확정은 주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한다. 제47조제2항의 경우에는 주의회
의장에 의해 서면으로 의원직 상실이 주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송달된 후에야 주선거

승계 확정을 할 수 있다.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 48
Die

Feststellung,

Bewerbers

oder

welcher
dem

Bewerber

Ausscheiden

nach
eines

der

Ablehnung

Abgeordneten

eines

gewählten

nachrückt,

trifft

der

Landeswahlleiter. In den Fällen des § 47 Abs. 2 kann er diese Feststellung erst
treffen, nachdem ihm das Ausscheiden des Abgeordneten vom Präsidenten des
Landtags schriftlich mitgeteilt worden ist.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회선거법』 제49조
정당 또는 정당의 일부조직이 『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연방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으로 판결되면, 위헌정당금지신청 당시 또는 판결문 선고 당시에 이 정당 또는 정당의 일부
조직에 속해 있었던 의원들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제47조제1항 및 제48조의 규정은 위헌
정당금지신청 당시 또는 판결문 선고 당시에 금지된 정당 또는 정당의 일부조직에 속해
있었던 후보자를 의원직

승계에서 고려하지 않는 방식으로 준용된다. 적합한 의원직

승계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의석은 공석으로 둔다.
§ 49
Wird

eine

Partei

oder

Bundesverfassungsgericht

eine

nach

Teilorganisation
Artikel

21

Abs.

einer
2

des

Partei

durch

Grundgesetzes

das
für

verfassungswidrig erklärt, so verlieren die Abgeordneten, die dieser Partei oder
Teilorganisation zur Zeit der Stellung des Verbotsantrags oder der Verkündung des
Urteils angehört haben, ihren Sitz. § 47 Abs. 1 und § 48 finden mit der Maßgabe
entsprechende

Anwendung,

dass

Bewerber,

die

der

verbotenen

Partei

oder

Teilorganisation zur Zeit der Antragstellung oder der Verkündung des Urte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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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hört

haben, für die Mandatsnachfolge unberücksichtigt bleiben. Sind keine

geeigneten

Mandatsnachfolger

vorhanden,

so

bleiben

frei

gewordene

Sitze

unbesetzt.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헌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2) 의원은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 사임의 의사표시는 본인에 의해 주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의사표시는

철회될 수 없다.

(3) 의원이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되면, 자신의 의원직을

잃게 된다.

Artikel 41
(2)

Ein Abgeordneter kann jederzeit auf sein Mandat verzichten. Der Verzicht ist

von ihm selbst dem Präsidenten des Landtags schriftlich zu erklären. Die
Erklärung ist unwiderruflich.
(3)

Verliert ein Abgeordneter die Wählbarkeit, so erlischt sein Mandat.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헌법』 제42조
(1) 의원이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자신의 지위를 남용했다는 강력한 의심이 있는 경우

에는, 주의회는 헌법재판소에 그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해

줄 것을 요구하는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2) 소 제기의 신청을 위해서는 주의회 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소 제기의 의결을 위해서는 주의회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최소한 전체 의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Artikel 42
(1)

Erhebt sich der dringende Verdacht, daß ein Abgeordneter seine Stellung als

solcher in gewinnsüchtiger Absicht mißbraucht habe, so kann der Landtag beim
Staatsgerichtshof

ein

Verfahren mit dem Ziel beantragen, ihm sein Mandat

abzuerkennen.
(2)

Der Antrag auf Erhebung der Anklage muß von mindestens einem Drittel der

Mitglieder des Landtags gestellt werden. Der Beschluß auf Erhebung der
Anklage erfordert bei Anwesenheit

von mindestens zwei Dritteln der Mitglieder

des Landtags eine Zweidrittelmehrheit, die jedoch mehr als die Hälfte der
Mitglieder des Landtags betragen mu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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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스웨덴 해외통신원 : 이영

1. 공직선거의 선거무효
❍

공직선거의 선거무효 관련 법규 내용18)

- 선거무효의 법적 근거는 아래의 스웨덴 선거법에 명기된 내용과 같음.
『선거법』(스웨덴 법령 2005:837)
The Elections Act (Swedish Code of Statutes 2005:837)
15장 항소

Chapter 15. Appeals

제13조. 선거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경우 선거를 취소하고

해당 선거구에 재선거를 명령할 수 있다.
1. 선거의 준비 및 실행단계에서 선거당국이 사전에

계획된 선거체계에서 벗어난 문제를

발생시킨 책임 있을 때.
2.

누군가가 투표과정을 방해하거나 투표를 매수하거나 또는 이외 다른 방법으로 선거
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을 때.

만약 재검표나 다른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에는 선거심의위원회는

선거취소 대신 선거당국으로 하여금 재검표나 다른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

하도록 한다.
위의

두 가지 방법을 통한 문제해결은 위의 문제가 발생함으로 인해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선거취소로 국회나 지방의회의 재선거가 이루어질 경우, 재선거는 선거 취소에 영향을
받는 선거구에 할당된 영구의석 및 조정의석에 대해서만 이루어진다.

18)

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 2009 September, CANCELLATION OF

ELECTION R E 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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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13

The Election Review Board shall revoke an election to the extent that it

is necessary and make an order for re-election in the constituency affected
1.

if upon the prepar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election for which an authority
is responsible there has been a deviation from the prescribed system, or

2.

if someone has impeded voting, corrupted votes cast or improperly acted at the
election

in some other way.

If rectification can be achieved by a renewed count or some other such less
intrusive measure, the Board shall instead assign the deciding authority to
implement such rectification.
Rectification according

to the first or second paragraph shall only be effected if it

may be deemed that it is justified by what has occurred having had an effect on the
outcome of the election.
A

re-election to the Riksdag or county council assembly only relates to the number

of permanent seats and adjustment seats that have been allocated to the
constituency affected in connection with the revoked election.

❍

선거무효의 사유

- 선거무효 사유는 발생한 일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법규 위반에 의거하나, 선거
자유재량에

맡겨

않은 방법으로
당국에

❍

철회가 필요하다는 판단은

지는 요소가 있음. 또한, 재집계 또는 다른

침해적이지

교정될 수 있는 경우, 선거심의위원회는 결정권을 가진

철회 대신 개정을 수행하도록 결정할 것임.

선거무효 결정의 시기 및 절차

- 선거결과 확정 결정에 반대하는 항소를 할 수 있는 기간 : 선거 후 1일
이후부터 10일

전까지.

- 선거심의위원회가 항소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공식적 기한은 없음.

맥락

긴급한 문제라는 것과 그러한

그러나 선거결과에 대한 항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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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다루어져야한다는 것은 확실함.

❍

선거무효 결정 담당기관

앙

럽

- 중 선거위원회(Valmyndigheten)는 스웨덴 의회(Riksdag) 및 유 의회에
관한 선거결과를 확정함. 지방자치단체와 주의회의 선거결과는 각
주의 운영 위원회(Länsstyrelsen)에 의해 확정됨.

떠

사법기관은 아님. 따라서 이 결정에는 어

두 단체 모두 공식

한 법정상황도 수반되지 않음.

그러나 사법기관인 선거심의위원회(Valprövningsnämnden:
Review

럽

Election

Board)는 국회의원과 유 의회 의원, 그리고 의원 대리인들을

위해 중

앙

선거위원회가 발부한

토

증명서를 검

함. 선거심의위원회는

선거결과에 대해 항소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임. 선거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소할 수 없음.

❍

선거무효의 실제 사례 및 선거무효소송 판례

렸

- 1975년 이전에는 행정법원에서 선거관련 민원에 대한 결정을 내 으나,
1975년 선거심의위원회가 발족한 이래 국회의원선거 관련 판례가

70건

있었음.

- 이러한 판례 중 10건 이상에서 선거심의위원회는 기관이 책임을 갖는

견

선거의 준비와 실행에 있어서의 규정된 체계로부터의 이탈을 발

-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투표소의
실수였음. 선거심의위원회는 이러한
수가

떠

극히 작기 때문에 어

혼동

혹은 선거인명부 작성상의

변칙 사례들에서 의심되는 표의

한 경우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간주했음. 따라서 선거심의위원회는 지금까지 한
결정한

함.

번도 재선거를

바가 없음.

- 지방과 지역 위원회의 선거에서는 각 선거구에서의 전체 투표의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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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작고 배분되는 의석도 적기 때문에 아주 적은 수의 표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러한 선거에서는 선거심의위원회가

혹은 재집계를 결정하였음.

재선거

<지방선거에서의 재선거 또는 재집계 결정 사례>
1976년

주 의회. 의석 배분에 있어서의 실수. 재집계가 실시됨.

1980년

지방자치의회.

메

신저를 통한

차이. 한 표가 결과에 영향을

투표와 관련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음. 매우

근소한

줄 수 있었음. 재투표가 실시됨.

1985년

지방자치의회. 최소한 20 표가 미리 주어지는

1985년

지방자치의회.

변칙 사례가 있었음. 재투표가 실시됨.

특정 정당을 위한 투표용지의 배치가 투표소에서 이 정당의 이름을 정치

선전으로 간주한 지방자치 선거위원회에 의해 중단됨.

정치 선전은 선거법에 의해

투표소에서 행해지는 것이 금지되기 때문. 선거심의위원회는 정치선전을 금지하는
법칙이

투표용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재투표를 명함.

온투

혼

1988년

주 의회와 지방자치의회. 다른 선거에서

1994년

주 의회. 거의 500개의 우편투표가 우체국에서 선거위원회로 배달되지 않음. 재집계가

표용지의

선. 재집계가 행해짐.

실시됨.

몇몇

1994년

지방자치의회.

1998년

지방자치의회. 한 개의 의석이

2002년

지방자치의회. 다

섯

표가

장의 사전

한 표가 결과에 영향을

졌

두 번 세어 음. 재집계가 실시됨.

잘못

된 사람에게 배정되었음. 재집계가 실시됨.

투표가 우체국에서 선거위원회로 시간 안에 배달되지 못함.

줄 수 있었음. 재투표가 실시됨.

잘못

탓

겨

2006년

지방자치의회. 개인적인 표가

2006년

지방자치의회. 개인 등록에 관한 결정이 자격규정에 영향을

2006년

지방자치의회.

된 후보자

짐. 재집계가 실시됨.

으로 여

줌

. 재집계가 실시됨.

집계시의 변칙 사례. 하나의 표가 결과에 영향을

줌

. 재집계가 실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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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무효 관련 현지 연구사례 및 여론동향

-

요테보리(Göteborg)

대학교의

스웨덴

국가

(http://www.valforskning.pol.gu.se/english/)
(http://www.som.gu.se/)에서 관련 자료를

찾

및

선거

연구소

SOM-Institute

을 수 있음.

2. 공직선거 당선자의 당선무효

❍

공직선거 당선자의 당선무효 관련 법규 내용은 아래와 같음.

『스웨덴 지방 정부 법 (1991:900)』
Kommunallag (1991:900)
4장. 선거 당선자
임명의 종결
4

kap. De förtroendevalda

Uppdragets upphörande
7 § 의회 선거가 무효라 선언되어 재선거가 행해지거나 재집계에 의해 정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리고
이러한 일이 정당 간 의석의
재집계가
재선거

끝난

후

두 달

혹은 재집계가

끝

변화를 갖고

뒤

온

경우, 당선된 대표자들에 대한 임명은 의회에 의해 재선거나

종결된다.

나면 의회는

남은 재임기간을 위해 당선된 대표자들을 위한 새로운 선거를

실시한다.

7 § Om valet till fullmäktige har upphävts och omval har ägt rum eller om rättelse har
skett genom förnyad sammanräkning och mandatfördelningen mellan partierna därvid har

å

ändrats, upphör uppdragen för de förtroendevalda som har valts av fullmäktige tv

å

m nader efter det att omvalet eller sammanräkningen har avslutats. Detsamma gäller om
extra

å

val till fullmäktige har h llits.

När omvalet eller sammanräkningen eller extra valet har avslutats, ska fullmäktige

å

förrätta nytt val av förtroendevalda för terstoden av mandatti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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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법』
Riksdagsordningen
7장. 의회 내 선거에 대한 일반 법령
투표를 통한, 선거에 대한 항소

무기명

7 kap. Gemensamma bestämmelser om val inom riksdagen

Öv rkl g nd
e

a a

e av

val med slutna sedlar

선거결과에 대한 항소는 선거심의위원회(Election Review

Board)와 함께 의회 의원에 의해 무기명

투표를 통해 제기될 수 있다. 선거는 항소와 무관하게 유효하다.
5

§

Val

med

slutna

sedlar

å

f r

överklagas

av

en

riksdagsledamot

hos

Valprövningsnämnden. Valet gäller även om det har överklagats.
추가적 법령들.

Tilläggsbestämmelser
7.5.1 선거에 관한 서면으로 된 항소는 선거심의위원회에 의해 제기된다. 항소는 선거결과가 의회에
알려진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장에게 전달된다. 항소 기간이

끝

나자마자, 의장은 받아들인

모든

항소를 위한 위원회의 소집을 알린다. 의장은 항소가 언제 선거심의위원회로 제출될지에 대한
시기를 결정한다. 언제 제출 시기가 종료될지에 대해, 의장은 항소 서류를 선거심의위원회에
한다. 의장은 또한 항소에 대한 자신의 의

7.5.1

Skrivelse

견

med överklagande ställs till Valprövningsnämnden. Skrivelsen skall ha

å

å

kommit in till kammarkansliet inom fem dagar fr n den dag d
meddelades i kammaren.

å sn rt tid n för öv rkl g nd

S

a

전달

도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e

e

a a

e

resultatet av valet

å

har g tt ut, skall talmannen vid sammanträde med

kammaren tillkännage samtliga överklaganden som har kommit in. Talmannen skall
bestämma

den tid inom vilken förklaring över överklagandena skall ha kommit in till

Valprövningsnämnden.

å

När förklaringstiden har g tt ut skall talmannen genast sända skrivelserna med
överklaganden till Valprövningsnämnden. Talmannen bör dessutom skyndsamt till
Valprövningsnämnden ge in yttrande över överklagand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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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7.5.2 선거심의위원회는 항소의 검 가 4절의 법령 혹은 7.4.1부터 5까지의 추가 법령들19)의 요건이
선거에서 확보된 경우 선거가 무효라 선언하고 재선거를 요청한다. 그러나 재선거는 발생한 일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준다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간주되는 경우에만 요청된다. 재집계나 다른

덜 근본적인 방법에 의해 실수를 교정할 수 있다면, 선거심의위원회는 의장의 지시로 필요한
교정을 수행하도록 지시한다.
7.5.2 Valprövningsnämnden skall vid prövningen av ett överklagande upphäva ett val och
förordna om omval, om en föreskrift i 4 § eller i tilläggsbestämmelserna 7.4.1-5 har blivit

åsidos tt vid v l t
a

ae .

Ett omval skall dock förordnas bara om det med fog kan antas att vad som

å

å

förekommit har inverkat p valutg ngen.

å

Om felet kan avhjälpas genom förnyad sammanräkning eller annan s dan mindre

å

å

ingripande tgärd, skall Valprövningsnämnden dock i stället uppdra t talmannen att vidta
denna rättelse.

닐

7.5.3 투표용지와 다른 선거 자료들은 선거결과가 효력을 지
7.5.3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된다.

Valsedlar och annat valmaterial skall förvaras under betryggande säkerhet till

dess att valet har vunnit laga kraft.

❍

당선무효의 사유

- 이른 항소가 법정으로 전달되지 않는 등의 절차상의 문제 혹은 선거
사기와 같은

❍

룸

쟁점들이 주를 이

(아래 실제 사례 및 판례 참조).20)

당선무효의 실제 사례 및 판례

21)

2011년의 사례 및 판례 들
- Västra Götaland 주 운영 위원회가 Trollhattan 시 의회의 새로운 의원의 임명 결정에 대해 항소함.
- Västra Götaland 주 운영 위원회가 Västra Götaland 주가 주 의회에 새로운 의원을 임명 결정한
것에 대해 항소함.

- Norrbotten 주 운영 위원회가 Norrbotten 주의 2009년 5월 17일 사미(Sami)족 의회 선거의 결과
투표의 절차에 관한 상세 내용
http://www.val.se/det_svenska_valsystemet/overklaga/avgoranden/index.html

19) 무기명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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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에 대해 항소함.

톡
å

톡
å

- 스 홀름 주 운영 위원회의 스 홀름 주의 Järfälla 시 의회 의원 임명에 대한 결정에 대한 항소.
- Sk ne 주 운영 위원회의 Sk ne 주의 2010년 9월 19일 England 의 주 위원회 선거의 결과
결정에 대한 항소.

å

å

- Sk ne 주 운영 위원회의 Sk ne 주의 2010년 9월 19일 Helsingborg 시의 자치단체 선거결과
확정 결정에 대한 항소.

앙

- 중 선거위원회의 Västra Götaland 주의회 선거를 위한 정당명 등록 선택 경로 결정에 대한 항소.

å å

- Västra Götaland 주 운영위원회가 V rg rda 자치단체의 시의회에 스웨덴 민주당
(Sverigedemokraterna) 의원을 임명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항소함.

- Gävleborg 주 운영 위원회가 Gävleborg 주의 Hudiksvall 시의회에 스웨덴 민주당 의원을
교체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항소함.
- Västra Götaland 주 운영 위원회가 Västra Götaland 주가 Orust 자치단체의 시의회에 스웨덴
민주당 의원을 임명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항소함.

- Västra Götaland 주 운영 위원회가 Västra Götaland 주가 2011년 5월 15일 주의회의 재선거의
결과에 대한 결정에 대해 항소함.

Ör

-

ebro 주 운영 위원회가

Kumla 자치단체의 시의회에 새로운 의원을 임명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항소함.

3. 선출직 공직자의 직위상실 및 사임

❍

선출직 공직자의 직위상실 관련 법규 내용

스웨덴 지방 정부 법 (1991:900)
Kommunallag (1991:900)
4장. 선거 당선자
임명의 종결
4

kap. De förtroendevalda

Uppdragets upphörande

21)

http://www.val.se/det_svenska_valsystemet/overklaga/avgoranden/index_20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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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선출된 공직자의 직권이 중단 되는 경우, 임명은 곧바로 종결된다. 그러나 의회는 의원들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가

남은 임기 동안 자신의 직권을 유지할 수 있을지의 여부에 대해 결정할 수 있다.

§ Om en förtroendevald upphör att vara valbar, upphör ocks

8

å

å

uppdraget genast.

å

Fullmäktige f r dock besluta att en förtroendevald som valts av fullmäktige f r ha kvar

å

sina uppdrag under terstoden av mandattiden.

9

§ 의회는 선출된 공직자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그에 반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그의

직권을 경감해
9

줄 수 있다.

å

§ Fullmäktige skall befria en förtroendevald fr n uppdraget när den förtroendevalde

å

önskar avg , om det inte finns särskilda skäl mot det.

10

§ 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의회선거에 의해 당선된 공직자의 직권을 철회할 수 있다.

1. 법적 책무의 이행이 거부당한 경우,
2.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에 의해 2년 이상의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
10

å åt rk ll

§ Fullmäktige f r

e

a a

uppdraget för en förtroendevald som valts av fullmäktige,

om den förtroendevalde
1.

har vägrats ansvarsfrihet, eller

2.

genom en dom som har vunnit laga kraft har dömts för ett brott för vilket det är

å år

föreskrivet fängelse i tv

10 a

eller

däröver.

§ 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위원회 내의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의 직권을 철회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정치적 다수가
2. 위원회 조직에

더 이상 의회 내에서 같지 않을 때,

변화가 생길 때.

새로운 구성원과 대체 요원이 당선되었거나 새로운 위원회 조직이 효력을
적용이 중단된다.
10 a
1.

å åt rk ll

§ Fullmäktige f r

e

a a

갖기 시작했을 때 임명은

uppdragen för samtliga förtroendevalda i en nämnd

när den politiska majoriteten i nämnden inte längre är densamma som i fullmäktige,

eller
2.

vid förändringar i nämndorganisationen.

Förtroendeuppdragen upphör att gälla när val av nya ledamöter och ersättare har
förrättats eller när en ny nämndorganisation träder i k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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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헌법』
Regeringsformen
4장. 의회의 일
의회의 개방성
4

kap. Riksdagsarbetet

Ledamöternas ställning

11

§ 의회 의원들 혹은 의원 대리인들은 의회의 동의가 없는 한 사임할 수 없다.

사임의

근거가 있다면, 선거심의위원회는 특정 위원 혹은 대리인이 3장 4절 2단22)에 의해

자격 유무를
위원

토

검

한다. 자격이 없다고 공표 되는 개인은 직권이 상실된다.

혹은 대리인은 3장 4절 2단에 명시된 경우 이외에 범죄행위를 저질러서 직권을 유지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확실시 되는 경우 직권이 상실된다. 그러한 경우는 재판소에서 결정된다.
11

å

§ En riksdagsledamot eller en ersättare f r inte lämna sitt uppdrag utan att

riksdagen har medgett det.
När det finns anledning till det, ska Valprövningsnämnden självmant pröva om en
ledamot eller en ersättare är behörig enligt 3 kap. 4 § andra stycket. Den som

å

förklaras obehörig är därmed skild fr n sitt uppdrag.

å

å

En ledamot eller en ersättare f r i annat fall skiljas fr n uppdraget endast om han
eller

hon genom brott har visat sig uppenbart olämplig för uppdraget. Beslut om

detta fattas av domstol.

❍

직위상실의 사유

- 『헌법』과 『지방정부법』에 명시된 대로 범죄행위를 통해 선출된
공직자의 직권을 지속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 경우 및 직권이
중단된 경우.

22) 『헌법』 3장. 4절. 2단의 내용

Endast den som uppfyller villkoren för rösträtt kan vara ledamot av riksdagen eller ersättare för
ledamot.
투표 자격이 있는 자만이 의회 의원 혹은 대리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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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와 주의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주의회의 선출직 공무원
으로 구성되는

The Swedish Association of Local Authorities and

협

Regions(SALAR)가 관여함. 이
위원이 임무를 수행하지

❍

회의 규정에 따르면,

협

회 위원회는

못하는 경우 내규에 의해 제명할 수 있음.23)

직위상실 결정의 담당 기관 등

- 법원, 선거심의위원회, 의회, 지방 의회, SALAR 위원회 등

❍

선출직 공직자의 직위박탈 사례 및 판례

- 스웨덴 지방자치단체에도 다

양

한 부패 사건이

늘

어나는 추세이나24)

선출직 공직자의 직위가 박탈된 실제 사례나 판례는

찾

http://english.skl.se/
The Local, 2010년 4월 30일, 뇌물이 요테보리(Göteborg)시를
들다,
http://www.thelocal.se/26384/20100430/
Asia Times, 2010년 12월 22일, 스웨덴은
들었다, http://www.atimes.com/atimes/front_page/ll22aa01.html
23)

흔

24)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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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해외통신원 : 박세민

1. 공직선거의 선거무효

(1) 공직선거의 선거무효 관련 법규 내용

통상 미국에서는 선거가 무효로 된 사례가

❍

역사상 거의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무효라는 단어조차 생소함.

- 우리나라에서는 선거절차의

삼

아 관할 선거의

’

흠

을 이유로 선거 자체의 불법성을 문제

‘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선거무효

소송 이라고 하나, 미국 정서상 국가 공권력이 국민의
받고 있고 실제로도

깊

은 신뢰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임.
실제 연방선거위원회(Federal

❍

Election Commission)의 과거 또는 현재

진행중인 소송사례를 보아도 선거무효와 관련된 소송은 존재하지
않음.25)
통상 연방직 선출은 연방선거위원회(Federal

❍

Election Commission)의

소관사항이고 각 주의 공직인사 선출은 각 주 선거담당기관의 소관
사항임.

25)

#

<http://www.fec.gov/law/litigation_CCA_Subject.shtml B> (2011.8.2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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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직선거 당선자의 당선무효

(1) 공직선거 당선자의 당선무효 관련 법규 내용

벌

❍

미국 헌법에는 형사 처

확정범이 공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으나 상원·하원의회에서 제명 등의 방식은 가능함.26)
미국 각주의 선거규정에는 우리나라에서와 같은 당선무효 규정은

❍

존재하지 않음.

벌

- 하지만 미국의 선거관련 규정상의 처

수준이 한국에 비해

약하다고

볼 수는 없음. 미국의 여러 주에서 단 한번이라도 중범죄가 확정되면
공직선거 출마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제한을
사례가 많음.

- 이는 공직자들에게 매우

❍

예컨

엄

격한

두고 있는

윤

리의식을 요구하기 때문으로 보임.

대 미주리 주의 경우 연방법에 의해 중범죄(felony) 또는 경범죄

(misdemeanor)가 확정되거나, 주법에 의해 중범죄(felony)가 확정되면
선거로 선출되는 공직에는

평생 출마가 불가능함.

<미주리 주 선거관련 법령>
연방법에 따라 유죄가 확정되거나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선거로 선출되는

115.348

공직에는 출마가 불가능
주법에 따라 중범죄로 유죄나 확정되거나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선거로 선출

115.350

되는 공직에는 출마가 불가능

*

115.348 .

26)

Conviction or plea under federal laws, disqualification for elective public

<http://www.ehow.com/about_5187861_rights-do-convicted-felons-lose_.html> (2011.9.2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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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No person shall qualify as a candidate for elective public office in the state
of Missouri who has been found guilty of or pled guilty to a felony or
misdemeanor under the federal law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viction or plea under state laws, disqualification for elective public

115.350.

—No p rson sh ll qu lify

office.

e

a

as a

a

candidate for elective public office in the state

of Missouri who has been convicted of or found guilty of or pled guilty to a
felony under the laws of this state.

❍

펜

실베니아 주의 경우 공금의

횡령

렴

, 위증, 뇌물 등 파

치한(infamous)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출직 공무원이 될 수 없음.

펜실베니아 주 헌법
Pennsylvania Constitution 27)
유죄판결로 인한 자격상실
제

7 항

공금

횡령

렴

, 뇌물, 위증 또는 다른 파

치한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해당 인물은

펜

실베니아

주의회 등의 직을 수행할 수 없다.

Ineligibility by Criminal Convictions
Section

7.

No person hereafter convicted of embezzlement of public moneys, bribery, perjury or
other infamous crime, shall be eligible to the General Assembly, or capable of
holding any office of trust or profit in this Commonwealth.

❍

일리노이 주의 경우

펜

실베니아 주와 유사한 주헌법 조항을

있지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27)

두고

완화 가능

#

<http://law.justia.com/constitution/pennsylvania/ article2> (2011.8.29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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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주 헌법
Constitution of the State of Illinois 28)
제 13조제1항
공금

횡령

렴

, 뇌물, 위증 또는 다른 파 치한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해당 인물은 일리노이 주

헌법에 의한 직을 수행할 수 없다. 다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XIII

ARTICLE

GENERAL PROVISIONS
SECTION 1.
A
be

DISQUALIFICATION FOR PUBLIC OFFICE

person convicted of a felony, bribery, perjury or other infamous crime shall

ineligible to hold an office created by this Constitution. Eligibility may be

restored as provided by law.

❍

캘

리포니아주의 경우 공직 당선이나 임명을 위해 뇌물수수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공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헌법에 명시

캘리포니아 주 헌법
CALIFORNIA CONSTITUTION 29)
제7조제8항
개인적인 당선이나 임명을 위해 뇌물을 주거나 받는 행위로
받은 자는

ARTICLE
SEC. 8.

누구라도
7
(a)

캘

PUBLIC

캘

리포니아에서 유죄를 확정

리포니아 주의 공직을 수행할 수 없다.

Y

OFFICERS AND EMPLO EES

Every person shall be disqualified from holding any office of profit in

this State who shall have been convicted of having given or offered a bribe to
procure personal election or appointment

28)

<http://www.ilga.gov/commission/lrb/con13.htm> (2011.8.3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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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선무효의 실제 사례 및 판례

당선무효 조항이 없기 때문에 당선무효의 실제사례는 없으나 당선자가

❍

전과로 인해 공직을 박탈당한 경우는 있음.

과거 형사

❍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불가능함.
(Presiding

캐

최근

당선

티

카운

의

허

셀

셀

캐

스

영은

캐

스

티 검찰

카운

티

카운

셀

영이

십

셀

의장(Presiding

셀

에서 허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해 허

- 2010년 6월 허

)

의장

Commissioner)31)으로

영이 선거를 한

올해 1월 소송을

영은 정치적 공세라고 반발

대소년을 구타하여 형사처

바 있어 법원에서는 이를 근거로 허

받은

Young

영(Herschel

Commissioner)은 과거 형사전과로 인해 직위를 박탈당했음.30)

- 2010년 11월 허

- 그러나

미주리 주는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공직출마가

스

셀

벌 pro
(

bation)을

영의 공직을 박탈

(3) 당선무효 관련 현지 연구사례 및 여론동향

형사처

벌

을 받은 인사가 공직에 출마하지

못하는 것은 크게 이슈화

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공직출마자에 대한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

높

덕

은 도

성을 기대하기

보임.32)

=

+++&

=

<http://www.leginfo.ca.gov/cgi-bin/waisgate waisdocid 76079511622 2 0 0 waisaction retrieve>
(2011.8.30 검색)
<http://showmeprogress.com/tag/Herschel%20 oung> (2011.8.31 검색);
<http://www.pitch.com/plog/archives/2011/02/22/herschel-youngs-win-as-presiding-commissioner
-of-cass-county-deemed-illegal> (2011.8.31 검색)
31) Presiding Commissioner는 카운
차원의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은 역할임.
29)
30)

Y

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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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출직 공직자의 직위상실 및 사임

(1) 선출직 공직자의 직위상실 관련 법규 내용

❍

선출직 공직자의 직위상실의 사유로는 탄핵(impeachment), 주민소환
(recall), 결격사유로 인한 법원 판결 퇴출 등이 있음

❍

예컨

대 일리노이주의 경우 행정부 및 사법부 관료에 대한 탄핵을

입법부가 할 수 있도록 주 헌법에 명시

일리노이 주 헌법 33)
Illinois Constitution
제14항
주 하원의원만이 탄핵사유가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부,
사법부 관료들을 탄핵하기 위해 소추할 수 있다. 탄핵에 대한 판단은 주 상원에서 이루어진다.
이 경우 상원은 선서 등을 통해 정의실현을 위해 법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SECTION 14.

IMPEACHMENT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has the sole power to conduct legislative
investigations to determine the existence of cause for impeachment and, by the
vote of a majority of the members elected, to impeach Executive and Judicial
officers. Impeachments shall be tried by the Senate. When sitting for that purpose,
Senators

shall be upon oath, or affirmation, to do justice according to law. If the

Governor is tried,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shall preside. No person
shall be convicted without the concurrence of two-thirds of the Senators elected.
Judgment shall not extend beyond removal from office and disqualification to hold
any

public office of this State. An impeached officer, whether convicted or

acquitted,

shall be liable to prosecution, trial, judgment and punishment according

to law.
<http://www.examiner.com/conservative-in-kansas-city/jackson-county-voters-will-not-be-draini
ng-the-swamp-any-time-soon> (2011. 8.31 검색)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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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

❍

대

18개 주(state)에서 주헌법에

(statewide

근거를 두고 주 정부기관 공직자

officers)에 대한 주민소환(recall)을 허용

- 주마다 세부적인 절차는 다르지만 통상 3단계 절차를 거침.
- 유권자들은 서명을 통해 청원(petition)을 해야 하는데 이 청원요건

토

충족여부를 선거관련 기관에서 검

함.

-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소환 투표가 개최되는데, 정해진 공식에 의한
서명수를 요구함.

-

캘

몇몇

리포니아를 포함한

있어서 어

떠

주에서는 주민소환 사유를 명시하고 않고

한 이유든지 소환 사유가 될 수 있음.

- 최소 10개주는 특정 직권남용(misconduct)에 대해서만 주민소환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에서는 주민소환의 사유

충족 여부를

사법부가 결정함.

주

근거법령(주 헌법)

알라스카

Alaska
Ariz.

아리조나

캘

리포니아

콜

§ 8

,

(2002

Cal. Elec. Code

§ 1

,

아이다호

Idaho Const. art. VI, § 6

캔자스

Kan. Const. art. 4, § 3
La. Const. art.

X

,

～

Supp. 2006)
11,000

19-234

～

11,386 (West

Supp. 2007)

～- & upp
- - ～

1-12-101
(West 2000

Ga. Const. art. 2, §§ 2, 4

나

2003

&
§§
&

15.45.720(2006)

§§ 19-201

Colo. Rev. Stat. Ann. §§

XXI

조지아

애

§§ 15.45.470

Arix. Rev. Stat. Ann.

Const. art. 8, §§ 1-6

Colo. Const. art.

～

Alaska Stat.

Cal. Const. art. 2, §§ 13-18

로라도

루이지

33)

근거법령(주 법)

XI

Const. art.

1 12 123
S

. 2006)

Ga. Code Ann. §§ 21 4 1

21-4-21 (2003)

～
～

Idaho Code Ann. §§ 34-1701
(2001

&

34-1715

Supp. 2007)

Kan. Stat. Ann. §§ 25-4301

25-4317

(2000)

La. Rev. Stat. Ann. §§

～

§ 26

18:1300.1

18:1300.17 (2004

&

Supp. 2007)

http://www.ilga.gov/commission/lrb/con4.htm (2011.9.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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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출직 공직자의 직위박탈 사례 및 판례

① 탄핵 : 일리노이 주 로드

블라 예
드 블라 예

비치(Rod

고

- 일리노이 주 주지사 로

고

비치는

Blagojevich) 주지사

락 오바

버

마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공석이 된 일리노이 주 상원의원직을
판매하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그 결과

블라 예
고

돈

을 받고

비치 주지사는

2009년 1월 탄핵되었음.

- 일리노이 주 상원의회는
에서 선출직 공직을

-

블라 예
모 갈
캘
고

공

,

고

지

비치 주지사는

비치 주지사가

암

거래 공모,

리포니아 주 그레이

- 2003년 10월

묻

앞으로 일리노이 주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함께 의결했음.

취 기도, 허위 진술 등의

② 주민소환 :

여부를

맡

블라 예

캘

전자매체 이용 사기,

취

데이비스(Gray Davis) 주지사

리포니아에서는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의 소환

는 주민투표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 그레이

주지사의 소환이 성립됨과

갈

혐의로 연방정부에 의해 기소됨.

널드

동시에 아

데이비스

슈워제네거가 신임

주지사로 당선됨.

- 미국 역사상 82년 만에 이루어진 이 주민소환으로 데이비스 주지사는
1921년 소환당한
이어 미국

코

린 프레지어(Lynn J. Frazier) 노스다 타 주지사에

째

역사상 두 번 로 소환된 주지사가 되었음.

- 이 주민소환은 데이비스 주지사가 당선 이후 6.5%의 실업률과

억달

380

러의 재정적자,

전력난과

닷컴 붕괴 너
, 에

지 위기, 그리고

불법 이민자들의 범람 등과 같은 문제들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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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들에게 실망과 불만을

낳

은 결과임.

셀 캐

③ 결격사유로 인한 법원 판결 직위박탈 : 허

영

스

티

카운

의장

-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동 의장은 당선 전 유죄 판결이 결격사유가
되어 법원에서 직위박탈 판결을 받았음.

(3) 선출직 공직자의 직위박탈 관련 현지 연구사례 및 여론동향

선출직 공직자의 직위박탈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특별한 논쟁거리가

되지 않는바 대부분 형사 유죄 확정과 직결되는데 이러한 경우 직위
박탈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됨

(4) 선출직 공직자의 사임 절차 및 사례

선출직 공직자의 사임절차로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으며 불미스런

사유로 스스로 사임한 대표적인 사례는
있음.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유명한

닉슨

닉슨

대통령 사례를 들 수

대통령은 연방의회에서의 자신의

탄핵이 거의 확실해 지자 1974년 스스로 사임한

34)

바 있음.34)

#

http://en.wikipedia.org/wiki/Richard_Nixon Resignation (2011.9.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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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본 해외통신원 : 구본규

1. 공직선거의 선거무효

공직선거의 선거무효 관련 규정은『공직선거법』 제15장(쟁송)에 명시됨.

(1) 선거무효의 사유

선거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러한 위반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심사
청구의 경우 도도부현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재판소가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재결 또는 판결함.

(2) 선거무효 결정의 시기 및 절차

❍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 및 장의 선거
① 이의신청 :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불복하는 선거인 또는 공직선거
후보자는 해당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문서로 해당 선거사무를 관리
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공직선거법』제202조제1항)
② 심사청구 : 시정

촌

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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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서를

․

교부받은 날 또는 결정서 재결서의

교부 및 그 요지를 고시(『공직선거법』 제215조)한 날부터 21일 이내에
문서로 해당 도도부현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심사청구(『공직선거법』
제202조제2항)
③ 소송제기(『공직선거법』 제203조)
· 원고 : 이의신청, 심사청구에 대한 도도부현의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
또는 재결에 불복하는 자
· 피고 : 해당 도도부현의 선거관리위원회
· 소송제기 기간 : 선거일부터 30일 이내

⇒

선거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를 결정(이의신청),

재결(심사청구), 판결(소송)함. 다만, 당선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하는 자를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자에 한하여 당선을 상실하지 아니한다는

뜻

을

함께 결정하거나 재결 또는 판결하여야 함.(『공직선거법』 제205조)

❍

중의원 또는 참의원 선거(『공직선거법』 제204조)

- 소송제기
· 원고 :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 또는 공직선거후보자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신고정당,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중의원명부신고정당 등, 참의원
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참의원명부신고정당 등 또는 참의원
명부등재자 등)
· 피고 :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 또는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해당 도도부현의 선거관리위원회,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앙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중

선거관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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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제기 기간 : 선거일부터 30일 이내

⇒

선거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를 결정(이의신청),

재결(심사청구), 판결(소송)함. 다만, 당선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하는 자를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자에 한하여 당선을 상실하지 아니한다는

※

뜻

을

함께 결정하거나 재결 또는 판결하여야 함.(『공직선거법』 제205조)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에 대하여
선거의 일부를 무효로 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중의원명부신고정당 등
또는 참의원명부신고정당 등에 관련된 당선인수 및 당선인의 결정은 해당
재선거의 결과에 따라 새로운 결정의 고시가 있을 때까지 효력이 있음.

(3) 선거무효 결정의 담당 기관 등

❍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 및 장의 선거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해당 선거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 심사청구에 대한 재결 : 해당 도도부현의 선거관리위원회
- 소송 : 고등재판소
- 중의원 또는 참의원 선거에 대한 소송 : 고등재판소

(4) 선거무효의 실제 사례 및 선거무효소송 판례

❍

『공직선거법』

제205조제1항의

이른바

선거무효의

요건으로서의

“선거규정에 위반하는 일이 있을 때”란, 주로 선거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선거의 관리 및

집행절차에 관한 명문 규정을 위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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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있을 때, 또는 직접 그러한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선거법의 기본

․

이념인 선거의 자유

키

공정의 원칙이 현저하게 저해될 때를 가리

는

것임(최고재판소 1950년, 1976년 판결 등).

❍

선거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 이외의 사람의 행위라도, 선거의 관리

집행에 밀접하게 관련하는 사무를 실시하는 사람이, 선거지역 내의
선거인

․

전반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해 선거의 자유

공정의 원칙을 현저하게 저해했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선거

규정에 위반하는 일이 있을 때”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함
(최고재판소 2002년 판결).

❍

투표가 진정한 선거인의 자유 및 공정한

선거의 공명성은 처음에

의사에 따르는 것에 의해 확보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선거인을
선별하기 위한 절차인 선거인과 선거인명부와의 대조확인이

엄

정하게

행해지도록 배려하는 것은 선거의 신뢰성을 위해서도 선거의 관리

집행기관으로서 소홀하게 할 수 없는 사항임. 이 점에 관한 선거법규는

엄

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적어도

❍

쿠오카

편의적으로 다루어져서는 안 됨

(후

고등재판소 1957년 판결).

개표할 때

투표함에서 정규 투표용지 이외의 종이 조각 118매(그 중

견

117매 현존)가 발
있는

되었고, 그 종이 조각은 선거인에 의해

투표소에

투표함에 투입되었다고 생각되고, 형상 및 종이의 질을 보면,

위 종이 조각

렇

투입행위에 조직적 집단적인 계획성이 인정됨. 그 다면

위 사실은 본건 선거의 관리집행기관에 있어서 선거의 관리집행에

말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선거의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사무 처리에 적정성이 부족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저해되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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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선거의 결과에 대해 선거인에 대해

막대한 의혹이 생기는

결과가 됨. 본건 선거는, 선거의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에 위반해, 선거의
관리집행기관의 선거사무 처리에 적정성이 부족해, 선거의 결과에
대해 선거인에게
이념이

막대한 의혹을 가지도록 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의

전체적으로 저해되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본 선거는 이것을

무효로 한 피고의 재결은 정당하고, 이것이 취소를 요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부당함(센다이 고등재판소 아

❍

키

타 지부 1962년 판결).

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용 포스터에 기재된 후보자의 정

과 그 외의

주장에 관한 문구의 정당성 여부를 심사해, 취소 또는 수정을 명하는
권한을 가지지 않음. 선거관리위원회가
포스터에 기재된 문구의

특정의 후보자의 선거 운동용

․

말소를 요구한 사안으로, 선거의 자유 공정을

현저하게 저해했다고 하여 시장선거가 무효가 됨(최고재판소 1976년 판결).

❍

2003년

7월의 기후현 카니시의 시의회 의원 선거에서 전자 투표를

실시했지만, 기계

블

트러

이 대규모로 발생하여 시민이

“선거무효”를

현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하였지만, 기각되어 나고야 고등 법원에 제소

온

“선거무효”의 판결이 나

하여

사례임. 판결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투표소를 방문하지 못하였고, 투표할 수 없었다는 것도

수의 선거인이

추측할 수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기후현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무효의
제기를 기각한 결정을 취소해, 선거를 무효로 하였음.

싼트 블

둘러

러

로 선거를 무효로 하는

첫 판결임(나고야 고등재판소

2005년 3월 판결).

❍

2010년

쿄

7월의 참의원선거와 같은 날 시행되었던 도

궐

구장선거와 구의회의원 보

전자투표를

도 스기나미구

선거에서, 구선거관리위원회가

64

투표용지를

선거무효, 공직자의 당선무효, 직위상실 및 사임

동시에 배포해,

잘못 넣

는 등으로 1할에 가까운 무효표가 나

왔

다고

해서, 구민 2명이 도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선거무효 등을 요구한
소송에서

투표용지의 동시배포를 무효표 발생의 한 요인으로 인정

하는 한편,

투표용지의 색

깔

구분 등

필요한 방지조치가 취해져 있었다는

“투표방법이 불공정했다고는 할 수 없고, 선거의 자유

이유를 들어

눈 띄

공정의 원칙이 현저하게 저해된 사정은
결함. 판결에 의하면,
구장선거에서는

양

선거의 총

지 않는다”라고 판

에

투표수는 각각 약 25만 8천표임.

약 2만 4900표, 구의회의원 보선에서는 약 2만 3800표가

무효표였음(동경 고등재판소 2012년 5월 판결).

(5) 선거무효 관련 현지 연구사례 및 여론동향

❍

1인별산정방식 선거구 분할 방식의 합헌성

키오

2011년최고재판소판결(에노

❍

榎透

), 법학세미나, 2011년

도루(

국회의원은 지역 이익의 대변자가 아니다

토

- 중의원총선거무효소송
7월)

- 헌법 제43조제1항을 근거로

宮川 淑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요시

미야가와(

), 월간 『상황과 주체』,

1996년 11월호)

2. 공직선거 당선자의 당선무효

(1) 당선무효의 사유

❍

당선인 본인에 의한 당선무효 사유 : 당선인이 그 선거에 관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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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

열거하는 죄[제235조의6(인사목적의 유료광고의 제한위반)

제236조의2(선거인명부
의무 위반)

․

초본 등의 열람에 관계된 명령위반 및 보고

․
호․

제245조(선거기일후의 인사행위의 제한위반)

․

(선거운동에 관한 수입

․

(기부의 제한위반)

지출의 규제위반)제2호 내지 제9

제248조

제249조의2(공직선거후보자 등의 기부의 제한위반)

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7항

․
․

회사 등의 기부의 제한위반)

제249조의3(공직선거후보자 등의 관계
제249조의4(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성명

등을 사용한 단체의 기부의 제한위반)
기부 등의 제한위반)제1항 내지 제3항
운동의 규제위반)

제246조

․

․
․

제249조의5(후원단체에 관한
제252조의2(추천단체의 선거

제252조의3(정당 기타 정치활동을 행하는 단체의

정치활동규제위반) 또는 제253조(선거인 등의 위증죄)의 죄는 제외
한다.]를 범하여 형에 처해진 때

❍

총괄주재자, 출납책임자 등의 선거범죄에 따른 공직후보자등의 자의
당선무효(『공직선거법』 제251조의2 및 제251조의3):
선거운동의 총괄주재자, 출납책임자, 선거운동의 지역주재자, 후보자

예

또는 입후보

녀

예

장자의 비서, 후보자 또는 입후보

․

정자의 부모

․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조직적 선거운동 관리자 등이 제221조(매수 및

자

이해유도죄)

․

제222조(다수인매수

(공직선거후보자 및 당선인에 대한

․잡

(신문

및

다수인이해유도죄)

․

제223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 또는 제223조의2

지의 불법이용죄)의 죄를 범하여 형에 처해진 때(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있어서는 이들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진 때

❍

공무원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제25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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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등이었던 자가 공무원 등의 사직일 이후 최초로 공직선거후보자
(선거기일까지 공직선거후보자였던 경우의 공직선거후보자에 한함)가
된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의원선거(공무원 등의 사직일 이후 3년 이내에
실시된 것에 한함)에 있어서 당선인이 된 경우에, ①해당 당선인과

동일한 직에 있는 공무원 등 또는 해당 선거인이 재직한 공무원 등의
직무에 관련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으로서 해당 당선인으로부터
선거에 관하여 지시 또는 요청을 받은 자, ②직무와 관련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으로서 해당 당선인에 관련된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해당 선거에 관하여 지시 또는 요청을 받은 자, ③해당 당선인이
재직한 공무원 등의 직무와 관련된 사무와
사무에 있어서도

동종이고 그 처리하는

전부 또는 일부가 같은 지방공공단체의 공무원, 특정

독립행정법인이나

특정 지방독립행정법인의 임직원 및 공고의 임직원

으로서 해당 선거인 또는 해당 당선인에 관련된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해당 선거에 관하여 지시 또는 요청을 받은 자가,
해당 당선인을 위한 선거운동 또는 행위에 관하여 제221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

제222조(다수인매수

(공직선거후보자 및 당선인에 대한

․잡

(신문

지의

불법이용죄)

․

및

다수인이해유도죄)

제225조(선거의

․

(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의 자유방해죄)
지위이용

․호

․

제223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 또는 제223조의2

․
․교육

자유방해죄)

제239조(사전운동

제226조
자의

별방문 등의 제한위반)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또는

제239조의2(공무원 등의 선거운동 등의 제한위반)의 죄를 범하여 형에
처해진 때

※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67

2011-8 해외통신원 보고서

(2) 당선무효 결정의 시기 및 절차

❍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 및 장의 선거
① 이의신청 :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불복하는 선거인 또는 공직선거
후보자는 제101조의3(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
이외의 선거의 당선인결정의 보고

․

고지 및 고시)제2항, 제106조

(당선인이 없는 경우 등의 보고 및 고시)제2항의 고시일부터 14일
이내에 문서로 해당 선거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
신청(『공직선거법』 제206조제1항)
② 심사청구 : 시정

촌

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 그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서를
재결서의

․

교부받은 날 또는 제215조(결정서

교부 및 그 요지의 고시)의 규정에 의한 고시일부터 21일

이내에 문서로 해당 도도부현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심사청구(『공직
선거법』 제206조제2항)
③ 소송제기(『공직선거법』 제207조)
· 원고 : 이의신청, 심사청구에 대한 도도부현의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 또는
재결에 불복하는 자
· 피고 : 해당 도도부현의 선거관리위원회
· 소송제기 기간 : 결정서나 재결서를

⇒

․

당선의 효력에 관한 이의신청

․

제205조(선거무효의 결정

교부받은 날 또는 고시일부터 30일 이내

심사청구 또는 소송이라 해도 해당 선거가

재결 또는 판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재판소는 그 선거의

68

전부 또는 일부의

선거무효, 공직자의 당선무효, 직위상실 및 사임

무효를 결정하거나 재결 또는 판결하여야 함.(『공직선거법』 제205조)

❍

중의원 또는 참의원 선거(『공직선거법』 제208조)
① 소송제기
· 원고 :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의원선거에 있어서 당선되지 아니한 자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신고정당, 중의원비례
대표선출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중의원명부신고정당 등, 참의원비례대표
선출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참의원명부신고정당 등을 포함한다.)로서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불복하는 자
· 피고 :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 또는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해당 도도부현의 선거관리위원회를,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앙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중

선거관리회

· 소송제기 기간 : 제101조(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의 당선인결정의

․

보고

․

고지 및 고시)제2항

제101조의2(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의

․

당선인수 및 당선인결정의 보고

․

고지 및 고시)제2항

제101조의2의2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의 당선인수 및 당선인으로 될

․

당선인결정의 보고

순위와

고지 및 고시)제2항 또는 제101조의3(중의원의원

․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 이외의 선거의 당선인결정의 보고

고지 및 고시)제2항 또는 제106조(당선인이 없는 경우 등의 보고 및 고시)

⇒

제2항의 고시일부터 30일 이내
당선의 효력에 관한

․

쟁송에 있어서 선거무효의 결정 재결 또는 판결 :

선거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를 결정(이의신청),

재결(심사청구), 판결(소송)하는 경우, 당선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하는
자를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자에 한하여 당선을 상실하지 아니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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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

을 함께 결정하거나 재결 또는 판결하여야 함.(『공직선거법』 제205조)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해당 선거와

동시에 실시된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한

※

사유를 이유로 하여 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선거무효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

(3) 당선무효 결정의 담당 기관 등

❍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 및 장의 선거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해당 선거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 심사청구에 대한 재결 : 해당 도도부현의 선거관리위원회
- 소송 : 고등재판소

❍

중의원 또는 참의원 선거에 대한 소송 : 고등재판소

※

당선인 본인의 선거범죄 등에 따른 당선무효 효과발생시기 : 제251조의2

․

내지 제251조의4조의 규정에 의한 당선무효의 효과는 제210조(총괄주재자

출납책임자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공직선거후보자이었던 자의 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송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에서 원고패소의 판결(소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때, 해당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동항에 규정하는 출소기간이 경과한 때, 해당 소송에 대한 소의 취하가

․

있는 때 또는 같은 조 제2항이나 제211조(총괄주재자

출납책임자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공직선거후보자 등이었던 자의 당선무효의 소송)의 규정에
의한 소송에서 원고승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 각각 발생(『공직선거법』
제251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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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선무효의 실제 사례 및 판례

❍

1표차 당선에서 1표가 무효로 판단되어 당선무효가 된 사건(2011년

7월 27일 동경도 선거관리위원회 재결) : 2011년 4월에 행해진 시부야구
의원 선거에서 1표 차이로

쿄

도

낙선한 후보로부터의 심사제기에 대해서,

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최하위로

씨

마사야
재결에

코

첫 당선 한 민나노당의

(44)의 당선을 무효로 재결함. 도

쿄

코

야나기

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앞서 투표용지의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전에 유효로 판단했던

야나기

씨

의

투표 가운데, 1표를 무효표라고 판단, 당선을 무효로

재결하였음. 문제의 1표는, 성은

코

야나기

씨

였지만, 이름은 타 후보의

것이었음. 이 당선 무효재결에 따라 최하위당선자 2명의 득표수가

첨

동수가 되어 최종적으로 추 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당선자가
위 재결에 대해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

비서에 대하여 까지 연좌제의 대상을 확대한 것에 대한 판례(1998년
최고재판소) : 『공직선거법』 제251의2제1항5호의 규정은, 이른바
연좌의 대상자를 총괄 주재자, 출납책임자, 지역 주재자 및 공직의
후보자의

친족에게 한정해 그 효과를 당선 무효로 하고 있던 종래의

연좌제에서는 선거 범죄를

충분히

억

제할 수 없었다고 하는 실태를

고려하여, 연좌의 대상자로서 공직의 후보자등의 비서를
효과에 입후보의 금지를

더해 연좌의

더하고, 연좌의 범위 및 효과를 확대하여

비서가 소정의 악질적인 선거 범죄를 범했을 경우에, 해당 후보자등의
당선무효 등의 효과를 발생하는 것에 따라 선거의 공명, 적정을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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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하는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위 규정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공직 선거의 공명 및 적정을 보증한다고 하는 지극히 중요한
법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이며, 그 입법취지는 합리적이라고

판시함.

(5) 당선무효 관련 현지 연구사례 및 여론동향

❍

당선인의 선거범죄에 따른 당선무효와 의원의 보수청구권(아사노 요
시하루(

❍

浅野 善治

), 『자치연구』, 2005년 3월)

연좌제에 따른 당선무효 및 입후보금지규정의 합헌성(고바리
(

小針 司

), 『민상법

잡

츠

까사

지』, 1998년 3월)

3. 선출직 공직자의 직위상실 및 사임

(1) 직위상실의 사유

❍

공통 : ①다른 공직에의 입후보(『공직선거법』 제89조, 제90조에 따라,
자치단체장 및 의원이 공직 후보자가 된 경우, 다만 본인의 임기만료로
재선을 위한 경우 제외) ②피선거권을 상실한 경우 : 『공직선거법』

견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선거 후에 피선거권이 없어진 경우(성년후
된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해당 도도부현, 시구정

촌

에서

인이

전출한

경우,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공직 재임 중에 수뢰죄,
알선이득죄,

『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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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가 된 경우, 공직재임 중에 수뢰죄, 알선이득죄,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규정법위반 등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진 후
일정 기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비서,

친족, 선거의 총괄책임자 등이

해당 선거에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된 경우
국회의원 : 『국회법』 제7조 및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중의원이 해산된

❍

벌

징

경우,

절차로서의 제명(일본헌법 제58조, 『국회법』 제122조,

중의원규칙 제245조, 참의원규칙 제245조), 중의원 또는 참의원 비례
대표선출 의원이, 의원이 된 후 명부등재 정당 또는 다른 정치단체에

병
겸

소속하는 경우(합

❍

지방의회 의원 :

벌

징

의 경우) 퇴직함(『국회법』 제109조의2).

직금지의무를 위반한 때(『지방자치법』 제 127조),

로서의 제명(『지방자치법』 제135조), 의회의 해산청구 및 해직

청구(『지방자치법』 제76조부터 제88조까지)

※
❍

특례법)

자주적 해산(지방자치단체 의회의 해산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

겸

직금지의무를 위반한 때(『지방자치법』 제143조),

불신임결의(『지방자치법』 제178조), 해직청구(『지방자치법』 제76조부터
제88조까지)

(2) 직위상실 결정의 시기 및 절차

❍

국회의원의 제명(『국회법』 제121조부터 제124조까지)

벌
토

- 중의원, 참의원 각 의원에 있어 징
징

이것을

벌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선고하며, 위원회에 있어서

벌

징

먼

사범이 있을 때, 의장은

저

록 하고, 의원의 의논을 거쳐

사범이 있을 때는, 위원장은 이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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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에게 보고하고 처분을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됨.

- 중의원에 있어서는 40명 이상, 참의원에 있어서는 20명 이상의 찬성

벌안

징

으로

벌

을 제출

- 징 사범이 있는 날부터 3일 이내 제출, 회기 종료일 또는 그 전날에

벌

생긴

징

사범으로서 의장,

폐

벌

징

회 중 위원회 그 외 원 내부에

사범이 있는 경우는 의장은 다음 국회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징

벌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고, 각 원은

폐

회 중 위원회 그 외 원

내부에 생긴 사범에 대하여 중의원은 40명 이상, 참의원은 20명 이상의

벌안

찬성으로 다음 국회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징

을 제출할 수

있음.

-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집에

응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회의 또는 위원회에 결석한 경우,
또는 허가받은 기한을

넘긴 경우, 의장이 소장을 발하고 소장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사람은 의장이 위원회에
회부함.

- 제명 대상 의원이 소속하는 의원의 본회의에 있어서 출석 의원의
3분의 2이상(지방의원은 4 분의3이상)의 다수의

※
※

제명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 후의 선거로 당선하는 것에 의해서, 다시
의원이 될 수 있음.
의원규칙에

근거해, 본회의 결의에 있어서의 제명 결의에 대해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에 의한
과반수의

❍

찬성에 의한 의결

벌

찬성이 없었던 경우, 출석 의원의

찬성으로 다른 징 을 할 수 있음.

지방의회 의원의 직위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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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명(『지방자치법』 제134조

→

이상의 사람의 발의

제137조) : 의원의 정수의 8 분의 1

해당 보통 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 의원의

동의가 필요

3 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그 4 분의3 이상의 자의

- 지방의회의 해산 청구 및 해직 청구(『지방자치법』 제76조부터
제88조까지) : 해당 자치단체의 유권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의회의 해산청구 또는
주민투표를 실시
청구의 경우

→

특정의원의 해직청구

→

유효투표총수의 과반수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찬성으로, 의회해산

전의원이 실직, 특정의원의 해직청구의 경우 해당 의원이

실직

- 자주적 해산 : 의원 4분의 3 이상의 출석하고, 출석의원 5분의 4
이상의

❍

찬성이 있으면 의회는 자주적으로 해산 가능

지방자치단체 장의 직위상실

- 불신임결의(『지방자치법』 제178조)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로부터
불신임의결이 있는 경우 10일 이내에 의회를 해산할 수 있지만 해산
하지 않는 때는 10일을 경과하는 시점에 직위를 상실, 장이 의회를
해산한 경우는 선거 후에 다시 불신임의결안이 제출, 가결되면

바로

직위상실(이 경우, 의회를 다시 해산 할 수는 없음)

- 해직청구(『지방자치법』 제78조부터 제88조까지) : 해당 자치단체의

→

해직

유효투표총수의 과반수의

찬성

유권자의 3부의 1이상의 연서로 자치단체장의 해직을 청구

→

청구가 인정되면 주민투표 실시
으로 직위상실

※

피선거권의 유무에 대해 결정

→

본인에게 문서로

촌

불복하는 경우 도도부현의 장은 총무대신, 시정

교부

→

결정에

의 장은 도도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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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에게 심사청구

→

심사청구에 관한 행정불복심사법 제14조제1항

본문의 기간은 결정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21일 이내로 함.

(3) 직위상실 결정의 담당 기관 등

❍

국회의원 : 각 소속 의원(참의원 또는 중의원), 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의회 의원 :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회(제명), 선거관리위원회(의회
해산 또는 실직청구, 피선거권유무 결정)

❍

지방자치단체 장의 직위상실 결정 : 선거관리위원회(해직청구), 지방
의회(불신임결의)

(4) 선출직 공직자의 직위박탈 사례 및 판례

국회의원 제명 사례 :

❍

- 1950년 참의원 오가와
관해 반대

토론

전후 일본국 건국 후 2건

토모죠 小川 友三
(

예 안 채택
던졌던
렀

) : 본회의에서

을 실시하고 있으면서

찬성표를

운영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해 야당의 반발을 불
제명된 사례

川上 貫一
․ 난

- 1951년 중의원 가와가미 간이치(
발언(정부·GHQ의 정책을 반대

칭찬

비

산

에

것이 국회
기 때문에

) : 대표질문에서 불규칙

하고, 사회주의 국가와

혁

명을

, 의회정치를 부정하는 것도 받아들이는 발언)에의 사죄를 거부

하였다는 이유로 제명된 사례

❍

지방의회 의원 제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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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 질문 방해, 모리모

일족의 부정, 부당한 이권개입, 인사 개입에

대해 지탄하고, 무례한 차별 발언이 원인이 됨. 그러나, 제명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경찰의

밝혀졌

쿠

히노데 의원의 발언이 적합함은 도 시마현

판결에서는

토

모리모

일족에 대한

검거 등 그 후의 경위에 의해 분명히

동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제명 처분은

고,

촌

토

모리모

과 의회가

일족과 유착 하여, 자의적으로 행하여 진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가

승소한 사건임.

코

양

- 2002년 6월 25일 요 하마시 의회 국기 게

양

회의장에서의 국기 게

반대 의원 제명 : 의회

에 반대해, 의장석을

점거한 여성 시의회

의원 2명을 제명한 사례.
지방자치단체 장 직위상실 사례

❍

- 도도부현 지사에 대한 불신임결의 사례 : 4건, 그 중 2건은 사직
(76년 기후현지사, 2006년 미야자

키

머

현지사) 하였고, 나

지 2건은

직위상실 후 선거에 재 입후보 1건은 재당선(2002년 나가노현지사)
되었고, 1건은

쿠
阿久根市

낙선(2003년 도

쿠네
쿠네

- 2010년 12월 아

시(

시마현지사)한 사례가 있음.

) 시장에 대한 해직청구 성립 사례 :

시의 시장 해직청구에 대한 주민투표에서

가고시마현 아

유효투표의 과반수에 이르러 해직청구가 성립됨.

높

높았
銚子市

많다), 시민의 관심의

폐쇄
토 키

투표율은, 75·63%로

고(통상의 선거는 50% 이하, 40%이하가 되는 것이

비정상적으로

- 2009년 3월

찬성표가

쵸

음.

병

) 시장에 대한 해직 청구 성립 : 시립

시시(

해, 공약 위반으로서 시민으로부터 반발을 받고 있던

원을

오카노

시장에 대한 해직청구가 주민투표로 성립된 사례

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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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출직 공직자의 직위박탈 관련 현지 연구사례 및 여론동향

❍

지방의회 의원의 제명처분의 효력정지 결정과 제명처분에
보충에 의한 당선의 효력(

쿠

와하라 요신(

桑原 勇進

근거한

), 『자치연구』,

2000년 10월)

❍ 광역연합의

장이 의회로부터 불신임 되었을 경우 장은 의회를 해산할

수 있을까-광역연합에 있어서 장의 불신임 의결과 의회의 해산(자치
실무세미나, 2010년 10월)

❍

의원 해직 청구 대표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정령의 적법성(테마다
(

寺田 友子

), 『민상법

잡

토모꼬

지』, 2010년 11월)

(6) 선출직 공직자의 사임 절차 및 사례

❍

국회의원의 사직 : 참의원 또는 중의원은 각각 그 의원의 사직을 허가,

❍

지방의회 의원의 사직 : 지방의회의 허가를 얻어 사직,

폐

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국회법』 제107조)

폐

회 중의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사직(『지방자치법』 제126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퇴직 : 퇴직하려고하는

촌

있어서는 30일, 시정

장에 있어서는 20일까지 해당 보통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단, 의회의
그 기일

날 전, 도도부현지사에

전에 퇴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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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싱가포르 해외통신원 :

김

리라

1. 공직선거의 선거무효

(1) 공직선거의 선거무효 관련 법규 내용

당선자의 당선무효에 관한 법규 외에 선거무효와 관련한 법규는 따로
존재하지 않음.

2. 공직선거 당선자의 당선무효

(1) 공직선거 당선자의 당선무효 관련 법규 내용

① 당선무효의 사유

❍

공직선거 당선자의 당선효력은 부패, 불법 사건의 유죄확정판결에
의해 상실됨.

❍

선거재판관이 당선자의 당선효력을 판단하는

근거인 『총선거법』

제90조에 따르면 당선무효의 사유는 다음과 같음.
(a) 뇌물수수,

협

박, 기타 유사한 상황 등으로 인해 유권자의 대다수가

지지하는 후보자나 후보그룹에게

투표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b) 선거가 선거와 관련된 위 법 조항에 반하여 실시되고 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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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될 때;
(c) 후보자, 후보자의

동의에 의해, 혹은 후보자의 선거사무실과

관련하여 선거부패, 선거불법행위가 이루어질 때;
(d) 후보자가 부패와 관련된 범죄로 지방법원
의해 기소된 지

혹은 선거재판관에

7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선거운동원으로

채용할 때;
(e) 후보자가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을 때.

② 당선무효 결정의 시기 및 절차

❍

당선자의 자격이 박탈되었을 때 당선자의 자격과 행위에 대하여
고등법원이 심사절차를 시작함.

- 당선인이 속한 선거구의 유권자만 당선자 자격심사와 관련한
절차를 시작할 수 있음.

- 심사절차는 당선인의 문제가 되는 행위가 발생한 마지막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작해야 함.

❍

선거재판관이 『총선거법』 제90조의 선거무효의

❍

선거재판관이 대통령에게

근거 중 어

느

하나라도 해당한다고 판단할 때 당선을 무효로 결정함.

증명함으로서 당선무효에 대한 결정은

종료됨.

- 이로서 이의가 제기되었던 당선자의 당선효력 여부가 확정되고,
필요한 경우 대통령은 선거재판관의 결정 이후 1개월 이내에
관보에 공시하는 방법으로 해당 선거구의 선거 실시를 명령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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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대표선거구의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로 확정되는 경우, 해당
선거구의 다른 당선인의 당선도 무효로 간주됨.

③ 당선무효 결정의 담당 기관

❍

고등법원에서 당선자의 자격과 행위에 관한 심사절차를 시작하고
이로 인해 당선자는 당선인으로서 자격을

잃은 것으로

봄

.

- 심사절차 과정에서 피고가 당선인으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행한 행위로 판명이 될 때 고등법원은 a) 피고의 직위가
공석임을 선언할 수 있고, b) 피고에게 해당 행위에 대한 금지
명령과,

❍

c) 절차의 비용에 대한 명령을 내릴 수 있음.

선거재판관이 이의가 제기된 당선자나 당선자의 행위가 당선무효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고, 이를 대통령에게

증명함.

- 선거재판관은 최고법원 수석 재판관 혹은 지명된 재판관이

맡

음.

<선거무효 관련 법조항>
후보자의 유죄판결에 의한 무효
『총선거법』 89. 국회의원 후보자의 당선 효력은 부패 또는 불법 사건의 유죄확정
판결에 의해 상실된다.

Avoidance by conviction of candidate
The election of a candidate as a Member is avoided by his conviction for

89.
any

corrupt or illegal practice.

선거무효에 해당하는 근거

느

『총선거법』 90. 선거재판관이 다음의 경우 중 어

하나에라도 해당한다고 판단할

때 국회의원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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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뇌물수수,

협

박, 기타 유사한 상황 등으로 인해 유권자의 대다수가 지지하는

후보자나 후보그룹에게

투표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b) 선거가 선거와 관련된 위 법 조항에 반하여 실시되고 이 위반행위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될 때;
(c) 후보자, 후보자의

동의에 의해, 혹은 후보자의 선거사무실과 관련하여 선거부패,

졌

선거불법행위가 이루어

을 때;

(d) 후보자가 부패와 관련된 범죄로 지방법원

혹은 선거재판관에 의해 기소된 지

7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선거운동원으로 채용했을 때;
(e) 후보자가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을 때.

Application for avoidance of election on certain grounds
The election of a candidate as a Member shall be declared to be void on

90.

an application

made to an Election Judge on any of the following grounds

which may be proved to the satisfaction of the Election Judge:
(a)

that by reason of general bribery, general treating, or general intimidation,

or other misconduct, or other circumstances, whether similar to those before
enumerated

or not, the majority of electors were or may have been prevented

from electing the candidate or group of candidates whom they preferred;
(b)

non-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ct relating to elections, if it

appears

that the election was not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laid down in those provisions and that the non-compliance affected the result of
the election;
(c)

that a corrupt practice or an illegal practice was committed in connection

with the election by the candidate or with his knowledge or consent or by any
agent
(d)
a

of the candidate;

that the candidate personally engaged a person as his election agent, or as

canvasser or an agent, knowing that the person had, within 7 years prior to

the engagement, been convicted or found guilty of a corrupt practice by a
District Court or by the report of an Election Judge;
(e)

that the candidate was at the time of his election a person disqualified for

election as a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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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심사에 관한 절차
『총선거법』 91.(1) 위 행위로 인해 이 법의 의미상 당선자 자격이 박탈되었을 때
이를 이유로 당선자의 자격과 행위에 대해 고등법원이 심사절차를 시작한다.
(2) (1)향의 규정에 의한 절차는 당선인의 문제가 되는 마지막 행위가 일어난 시점
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시작할 수 없다.
(3) 심사절차 중에 피고가 부적격 상태에서 당선인으로서 한 행위로 판명이 될 때에는
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a) 피고의 직위가 공석임을 선언할 수 있다.
(b) 피고가 그러한 행위를

못하도록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c) 절차의 비용에 관련하여 적합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닌

(5) 본 조항에서의 절차는 이 법에 따라 해당 당선인이 속한 선거구의 선거인이 아
사람에 의해 제기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잃은 것으로 간주한다.

(6) 이 조항에서 다음의 경우에는 당선인 자격을
(a) 당선인 또는 해당 직위를 유지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자격이 박탈된 경우

(b) 사임이나 의회 불출석 또는 여타 이유로 해당 의석이 공석이 되고 선출직에서
물러나게 된 경우

Proceedings in respect of qualification
91.

—

Proceedings

(1)

acting

may be instituted in the High Court against any person

or claiming to be entitled to act as an elected Member on the ground of

his being disqualified within the meaning of this section for so acting.
Proceedings

(2)

aforesaid

under subsection (1) on the ground of a person acting as

shall not be instituted after the expiration of 6 months from the date

of the last occasion on which he so acted.
Where in proceedings instituted under this section it is proved that the

(3)

defendant has acted as an elected Member while disqualified from so acting,
then the High Court shall have power
(a)

—

to make a declaration to that effect and to declare that the office in which

the defendant has acted is vacant;
(b)

to grant an injunction restraining the defendant from so acting; and

(c)

to make any order which may seem fit as to the costs of the 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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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in proceedings instituted under this section it is proved that the

(4)

defendant claims to act as an elected Member and is disqualified from so
acting,
and

the High Court shall have power to make a declaration to that effect

to declare that the office in which the defendant claims to be entitled to act

is vacant, and to grant an injunction restraining him from so acting.
No proceedings shall be instituted under this section by any person other

(5)

than a person who pursuant to this Act is an elector for the electoral division
for which the person against whom proceedings are to be instituted was
elected.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a person shall be deemed to be

(6)

disqualified for acting as an elected Member
(a)

—

if he is not qualified to be, or is disqualified from being, an elected Member

or a holder of that office; or
(b)
any

if by reason of resignation or failure to attend meetings of Parliament or for
other reason his seat has become vacant and he has ceased to be an

elected

Member or to hold that office.

선거효력에 관한 재판관의 인증
『총선거법』 95. (1) 제90조에 적용되는 심리가
제기된 당선인의 당선이 유효한지,
결정을 대통령에게
(2) (1)항에 의한
확정되거나

끝

나면, 최고법원 수석재판관은 이의가

혹은 선거가 유효한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이러한

증명한다.

증명이 제출되면 선거무효에 대한 결정은 종료되고, 당선 여부가

변경된다. 필요한 경우 대통령이 재판관 결정 이후 1 개월 이내에 관보에

공시하는 방법으로 해당 선거구의 선거 실시를 명령할 수 있다.
(3) 그룹대표선거구의 당선인이 (1)항의 조항에 따라 당선무효가 결정된 경우, 해당
선거구의 다른 구성원의 당선도 무효인 것으로 간주한다.

Certificate of Election Judge as to validity of election
95.

—

(1)

At

the conclusion of the hearing of an application under section 90,

the Election Judge shall determine whether the Member whose return or
election

is complained of, or any other and what person, was duly returned or

elected,

or whether the election was void, and shall certify such de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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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he President.
[42/2005]
Upon the certificate being given under subsection (1), the determination

(2)

shall be final; and the return shall be confirmed or altered, or the President
shall within one month of the determination, by notice in the Gazette, order the
holding of an election in the electoral division concerned, as the case may
require, in accordance with the certificate.
[10/88]
Where the election of any Member for a group representation constituency

(3)

is determined by the Election Judge under subsection (1) to be void, the
election

of the other Members for that constituency shall be deemed to be void.

[10/88; 9/91]

3. 선출직 공직자의 직위상실 및 사임

(1) 선출직 공직자의 직위상실 관련 법규 내용

① 직위상실의 사유

❍

『헌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국회의원 의석에서
사퇴한 것으로

봄

.

a) 싱가포르 시민권을 포기하는 경우;
b) 선출 당시 소속되었던 정당에서 추방당하거나 사퇴하는 경우;

c) 국회의장에게 자신의 사퇴를 서면으로 알린 경우;
d) 2달 동안에 국회 본회의에 국회의장의 허

락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e) 『헌법』 제45조에 명시된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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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국회에서 제명당한 경우;
g) 지명의원으로서 임기가 만료된 경우.

❍

비선거구의원(A

non-constituency Member of Parliament)이 다른

선거구의 국회의원으로 선출되는 경우, 지명의원(A

nominated

Member of Parliament)이 선거에서 정당의 후보자가 되거나 다른
선거구의 국회의원으로 선출되는 경우, 사퇴한 것으로

봄

.

<직위상실 관련 법조항>
국회의원으로서 부적격사유
『헌법』 45. (1) 다음과 같은 사람은 국회의원이 될 수 없다.
(a) 정신박약자
(b) 파산자
(c) 수익이 있는 사업장을 가진 자
(d) 국회의원, 대통령 사무소, 선거운동원으로 지명이 되었던 자로

필요한 시간

안에 법정 경비를 갖추지 못한 자
(e) 싱가포르

혹은 말레이시아 법정에서 기소된 적이 있고 1년 이하의 구금 혹은

2,000달러 이상의

벌

금형을 받은 자

(f) 자발적으로 외국 시민권을 획득하는 자
(g) 국회의원 선거

혹은 외국에 충성선언을 한 자

혹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법에 의해 자격이 박탈된 자

(2) 제(1)항의(d) 또는 (e)에 해당하는 자의 직위상실은 대통령에 의해 회복될 수 있다.

렇

그

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의(d)에 명시된 경비의 반납일, 또는 제(1)항의(e)에

명시된 유죄선고를 받은 자가 구금에서 석방된
부과된

날, 또는 제(1)항의(e)에 명시된

벌

금이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직위상실의 효력이 정지된다.

(3) 영연방과 아일랜드는 제(1)항(f)의

“외국”에 포함되지 않는다.

Disqualifications for membership of Parliament
45.

—

(1) Subject

to this Article, a person shall not be qualified to be a

Member of Parliament who

—

(a)

is and has been found or declared to be of unsound mind;

(b)

is an undischarged bankru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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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

holds an office of profit;
having been nominated for election to Parliament or the office of

President

or having acted as election agent to a person so nominated, has

failed to lodge any return of election expenses required by law within the
time and in the manner so required;
(e)

has been convicted of an offence by a court of law in Singapore or

Malaysia and sentenced to imprisonment for a term of not less than one year
or to a fine of not less than
Provided

$

2,000 and

has not received a free pardon:

that where the conviction is by a court of law in Malaysia, the

person shall not be so disqualified unless the offence is also one which, had
it been committed in Singapore, would have been punishable by a court of
law in Singapore;
(f)

has

voluntarily

acquired

the

citizenship

of,

or

exercised

rights

of

citizenship in, a foreign country or has made a declaration of allegiance to a
foreign country; or
(g)

is disqualified under any law relating to offences in connection with

elections

to Parliament or the office of President by reason of having been

convicted of such an offence or having in proceedings relating to such an
election been
(2)

proved guilty of an act constituting such an offence.

The disqualification of a person under clause (1) (d) or (e) may be

removed by the President and shall, if not so removed, cease at the end of 5
years beginning from the date on which the return mentioned in clause (1)
(d)

was required to be lodged or, as the case may be, the date on which the

person convicted as mentioned in clause (1) (e) was released from custody or
the date on which the fine mentioned in clause (1) (e) was imposed on such
person; and a person shall not be disqualified under clause (1) (f) by reason
only of anything done by him before he became a citizen of Singapore.
(3)

In clause (1) (f), “foreign country” does not include any part of the

Commonwealth or the Republic of Ire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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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직위상실 결정의 시기 및 절차

❍

국회의원은 직위상실 결정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직위상실 결정

즉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거나 투표할 권리를 잃게 됨. 하지만
항소가 아직

끝

나지 않은 경우 판결이

난 날로부터 180일까지

해당 직위를 유지할 수 있음.

❍『헌법』

제45조제(1)항의(d) 또는 (e)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직위

상실의 회복에 대한 결정은 대통령이 할 수 있으며, 회복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선거위원회가 공고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야 직위

상실 효력이 정지됨.

③ 직위상실 결정의 담당 기관 등

❍『헌법』제48조에

따라 a)국회의원 의석의 공석여부, 또는 b)국회

의원이 아니면서 국회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선출된 경우 제46조
제(2)항의(a) 또는 (e)에 의한 의석 박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회에서 결정하며 이 결정이 최종결정이 됨.

의석박탈 문제에 대한 결정
『헌법』 48. 다음과 관련한 문제는 국회가 결정하며 이 결정이 최종결정이 된다.
(a) 국회의원의 의석이 공석인지 여부 또는

닌

(b) 국회의원이 아

자가 국회의장이나 부의장으로 선출된 경우, 만약 해당인이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었더라면 『헌법』제46조제(2)항의(a) 또는 (e)에 의해
의석이 박탈될지의 여부

Decision on questions as to disqualification
48. Any
(a) any
(b)

question whether

—

Member of Parliament has vacated his seat therein; or

in the case of any person who has been elected as Speaker or Dep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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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

from among persons who are not Members of Parliament, any

circumstance has arisen that, if he had been elected to a seat in Parliament,
would cause him to vacate his seat by virtue of Article 46 (2) (a) or (e),
shall be determined by Parliament whose decision shall be final:

(2) 선출직 공직자의 직위박탈 사례 및 판례 35)

❍

1986년 11월 10일,

앤슨

(Anson) 지역의 싱가포르노동당(Workers' Party

of Singapore) 국회의원 조슈아

벤

자민 제야렛남(Joshua

Benjamin

Jeyaretnam)은 적절하지 못한 증언에 대한 유죄판결의 항소심에서
패하고 1개월의 구금과 5,000달러의

벌

금형을 선고받음. 12월 9일

국회의장은 제야렛남이 유죄판결과 2,000달러가
받아 국회의원의

품

위를

손

넘는

벌

금형을 선고

상하였으므로 제야렛남의 직위를 박탈한다는

발표를 함.

❍

이후 제야렛남은 법정에서 자신이 1986년 국회의원 직위를 상실하지
않았으며 국회에서 직위박탈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회
의장의 발표는 무효라는 주장을 함. 그러나 1990년
제야렛남은 법의 효력(operation
국회에 의한 별도의 결정은

35)

7월 9일 고등법원은

of law)에 의해 직위가 박탈되었으며

필요하지 않다고 판결함.

Jeyaretnam J.B. v. Attorney-General.[1990], James Gomez(2006), Restricting Free Speech: The Impact
on Opposition Parties in Singapore, The Copenhagen Journal of Asian Studies. 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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