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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여야는 나눠먹기식 선거구 획정을 즉각 중단하라 (2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선거구 통폐합을 시키지 않은 채 분구와 신설을 통해 지역구
3곳 더 늘리고 대신 비례대표 의석수를 3석 줄이는 방안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언
론에 보도되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정개특위 합의안에 따르면 인구 하한선에 미달
하는 선거구를 인근 선거구로 통폐합하지 않고 경기도 파주시와 강원도 원주시를
갑·을로 나누고 세종시를 독립지역구로 신설해 지역구 의석을 3석을 늘리고 비례대
표 의석을 3석 줄이도록 하고 있다. 정개특위의 합의안은 전형적인 게리맨더링 선
거구 획정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번 정개특위 합의안은 선거구 평등이라는 선거구 획정의 취지를 무시한 채 기존
정당의 기득권을 보장하기 위한 나눠먹기식 선거구 획정에 불과하다. 지난해 국회
의장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 간 인구편차가 3대 1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기준에 따라 지역구 8곳을 분할하고 대구 달서, 부산 남구, 여수 등 5곳은 통폐합
하라는 선거구 획정안을 정개특위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정개특위는 이러한 선
거구 획정안은 완전히 무시한 선거구 획정안을 내놓았다. 이번 안을 살펴보면 한나
라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등 각 당에 유리한 지역구 하나씩 총 3곳을 늘렸다.
반면 현역 지역구 의원의 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해 선거구 통폐합은 전혀 시키지 않
았다. 선거구 획정위가 권고한 통폐합 지역에서는 자신들의 전통적인 우세 지역이
포함되어있기도 한 이유도 있어 보인다. 결국 정개특위는 선거구 획정의 합리적인
기준을 무시한 채 오로지 자신들이 정략적 이해 관계에 따라 제멋대로 선거구 획정
을 한 것이다.
현재 정개특위 합의안은 위헌의 소지가 매우 분명한 안이다. 헌재는 지난 2001년
선거구 간 인구편차가 3대 1을 넘으면 선거권의 평등에 위배된다며 헌법 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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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선거구 획정은 3대 1을 넘지 않는 선에서 선거구
가 조정되어야 한다. 지난해 10월 말 현재 인구가 가장 적은 선거구인 남해-하동
(10만4342명)을 기준으로 하면 용인 기흥구(3.52대1/37만4천여명)을 비롯해 천안
을, 용인수지, 이천-여주 등이 위헌 선거구가 될 수 밖에 없다. 위헌 논란이 불보듯
뻔한데도 정개특위는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한 나머지 선거구 획정을 서두
르고 있는 것이다.
정개특위는 국민의 뜻을 무시한 나눠먹기식 선거구 획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
개특위는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선거구 획정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옳
다. 선거법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해 선거구 획정 의견을 제
시하도록 규정한 것은 정략적 이해관계를 벗어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구 획정하
기 위한 것이다. 정개특위가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안을 무시한채 합의안을 강행하
려한다면 선거구 획정위원회 활동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입법
기관인 국회가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헌법에 위배되고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
를 자행해서는 안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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