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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획정위는 언제까지 정치권 눈치만 볼 셈인가(총2매)

획정위는 언제까지 정치권 눈치만 볼 셈인가
선거구획정위는 원칙대로 선거구 획정에 임하라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법정 시한인 13일까지 국회에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할 수 없게
됐다. 결국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위해 출범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치권의 눈치나 살피다
법정 시한도 지키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경실련>은 선거구 획정위가 정치권 대리전을 중
단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선거법에 따라 원칙대로 선거구 획정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당초 선거구획정위를 국회 외부에 설치하도록 했던 것은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이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를 위해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안에 법적 구속력까지 부여했다. 그러나 획정위는 ‘독립’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여
야의 눈치만 살피는 아바타로 전락했다. 농어촌에 배려하기로 한 2석을 여당 측 위원들은 경북
과 강원에, 야당 측 위원들은 경북과 전남에 나눠주자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 동수 추천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여야가 텃밭으로 삼고 있는 영남과 호남 의석을 단 1석이라도 지켜내기 위한
대리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상 금지된 ‘자치구·시·군 분할 금지’ 원칙의 예외를 확대
하는 방안까지 나왔다. 이는 특정 시·군·구의 일부를 다른 시·군·구에 붙여 하나의 선거구를 구
성하겠다는 것으로 ‘게리맨더링’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획정위원회가 여야 대리전으로 변질된 것은 획정위원 9인 중 중앙선관위 1인을 제외한 8인을
여야가 각각 4인씩 추천해 구성하는 방식 때문이다. 여야 추천으로 선정된 획정위원들이 독립
적인 활동 보다는 추천 정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리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위원들은 스스
로 획정위원으로서의 독립성을 반드시 인식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선거구 획정에 나서야 한
다. 아울러 이번 선거가 지난 뒤, 독립성 확보를 전제로 위원 구성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
다.
정치권이 선거구획정위에 영향을 미쳐서 안되지만 선거구 문제는 국회의원들의 밥그릇이 달린
문제인 만큼 이런 저런 성토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선거구획정위는 결코 이런 문제에 흔
들려서는 안 된다. 그럴수록 획정위는 정치권의 이해관계나 압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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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선거구 문제를 다뤄야 한다. 획정위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현행 선거법에 근거해서 원칙
대로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 획정위가 정치권의 이익을 고려할 필요도 없고, 고려해서도 안
된다. 획정위는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위해 어렵게 독립기구로 설치한 의미를 명심해야 한다.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구획정위는 정치권의 눈치나 보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이라도 원칙대로 선거구 획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획정위는 국회의 하부기관이
아니다. 엄연한 독립기구다. 획정위의 안에 대해 정개특위가 1회에 한해 사유를 붙여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후 국회는 본회의에서 가부 결정만 할 수 있다. 그만큼 획정위에 힘이 실려
있다. 그럼에도 첫 출발부터 법정시한을 못 지키는 선례를 남긴 데 이어 계속 정치권에 휘둘리
며 본연의 임무조차 수행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존재 이유를 무너뜨리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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