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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
본 연구에서는 주민소환제 도입 사례를 중심으로 주민소환 단계를 발의단계, 청구단계, 투표
단계로 구분하여 각각의 단계에서 발생한 소환 사례의 특성을 분석하고 제기된 쟁점의 대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주민소환 발의단계에서는 주민소환 사유의 특정화 문제와 주민소환
대상자 확대의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제시하였다. 주민소환제는 법적 책임성보다는 정치적 책임
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소환 사유를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소환 대상자
는 주인대리인의 관점에서 교육감, 지방의원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까지 선출직 공직자를 확대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소환 청구단계에서는 청구 서명과정에서 개인정보 노출
문제와 관권개입의 문제, 청구기한 제한의 문제 등을 주요 쟁점으로 제시하였다. 주민소환제의
긍정적 활용을 위해서는 청구기한 제한을 완화, 관권개입을 차단하고 처벌하기 위한 규정을 추
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 억제 등의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
하다. 마지막으로 주민소환 투표단계에서는 주민소환에 대한 주민들의 찬성과 반대 입장의 적극
적 개진을 위해 유효투표율 1/3 미만 시 미개표 규정을 삭제하는 방향으로의 제도개선이 필요하
다. 한편 주민소환제와 같은 직접민주주의 제도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주제어 | 주민소환, 주민참여, 직접 민주주의, 대리인이론,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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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995년 4대 지방선거를 부활시켜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가 20년에 이르고 있
다. 짧은 기간 동안 지방자치 제도가 성숙해왔다는 긍정적 평가와 더불어 선출된 일부
공직자의 독선과 부패 등의 문제로 이들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
으로 제기되어 왔다. 현대의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에 위임하는 대의제 민
주주의로 선출된 대표자의 주민에 대한 수직적 책임성의 확보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다. 이러한 대의제 민주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통한
통제 장치로서 주민발의,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소송 등의 제도가 논의되어 왔다. 특히
주민의 직접참여를 통해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종료 전에 해직시킬 수 있는 주민소환투표
제도는 가장 강력한 통제 장치로 이해되고 있다. 위임 대리인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대리
인 문제(agent problem)는 대리인인 선출직 공무원이 위임자인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고 도덕적 해이 내지 역선택 등의 행동을 할 때 발생하는데, 주민소환제도는 대리인
문제의 해결 수단으로 선출직 공무원을 주민이 직접 해임하는 주민에 의한 통제수단으로
서의 제도적 의의가 있다(하혜영 외 2012).
미국, 독일 등 지방자치 선진국에서도 각 국가와 지역의 실정에 맞춰 다양한 유형의
주민소환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03년 1월 로스앤젤레스 시헌장
에서 최초로 채택된 이후 2011년 현재 29개 주정부에서 주민소환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소환 대상, 소환개시 가능시기, 유효서명수, 서명기간 등에 있어서 주정부별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다. 국내에서도 2004년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으로 주민소환 등 주민직접참여
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이후 2006년 주민소환제도를 도입하여(2006년 5월 제정,
2007년 5월 시행) 지방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소환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2007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64건의 주민소환이 진행되면서 주민소환에 대한 다양한 논의
가 전개되어 오고 있다. 학문적 차원에서도 주민소환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주민소환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
다(조경련 외 2008; 전영상 외 2009; 현근 2009; 김동욱 외 2010; 전영상 2010; 하혜영
외 2011).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개별 주민소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경향을 보이
고 있어 현재까지 진행된 주민소환 사례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도 도입 이후 주민소환 추진사례를 주민소환 발의단계, 주민소환
운동단계, 주민소환 투표단계로 구분하여 현재까지 진행된 주민소환 사례를 체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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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여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주민소환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먼저 II절에서는 주민소
환제도의 의의와 국내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선행연구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실시한다.
다음으로 III절에서는 2006년 주민소환제도 도입 이후 주민소환 추진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3단계로 구분하여 각각 단계에서 제기된 주민소환사례의 특징을 분석한다. IV절에
서는 주민소환 단계별 쟁점을 정리하고 선출직 공무원을 민주적으로 직접 통제하는 수단
으로서 주민소환투표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II. 주민소환제도의 이론적 논의

1. 주민소환제도의 의의
1) 주민소환제도의 개념
일반적으로 주민소환제도는 공직의 정해진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한 공직자를 유권자의
고발이나 청원, 그리고 투표로서 그 공직으로부터 해임하는 절차로 정의된다(Zimmerman
1997; 정연정 2007). 주민소환제도는 정책과정에서 주민참여의 단계를 구분한 안스타인
(Arnstein 1969)의 구분에 따를 때 시민통제의 단계로서 가장 높은 주민참여 유형으로
볼 수 있다(하혜영 외 2011). 주민소환제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직접민주
주의의 한 방식으로서 주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된 공직자에 대해 주민투표를 통해
불신임하는 제도로서 의의가 있다. 주민소환제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주민의 통제를
강화하고 주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이해되고 있다(하승수 2007;
김계홍 2008; 안전행정부 2013).
우리나라에서 주민소환제도는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하
여 공무원 임기 전에 주민이 소환투표를 통해 해직을 결정하는 제도로 이해되고 있다(이
기우 2008). 개념상 주민소환제도는 주민소환의 주체는 선거권을 가진 주민이며, 주민소
환의 절차는 주민 청구에 의한 주민투표로 효력을 확정짓고, 주민소환의 성격은 선출직
공직자에게 법적 책임이 아닌 정치적 책임을 묻는 성격을 지닌다(김영기 2006; 김동욱
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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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소환제도의 도입과정
2004년 1월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주민투표제도 ․ 주민소환제도 ․ 주민소송제도
등의 주민직접참여를 위한 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2004년 1월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2006년 6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주민소환에 관한
규정(지방자치법 제20조)을 마련하고 동시에 2006년 6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
었다. 이에 앞서 2004년 광주광역시 의회가 시민단체 중심으로 구성된 주민의 조례제정
청구에 부응하여 만장일치로 광주광역시 공직자소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대법원
은 본 조례가 지방자치법의 위임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법 판결을 내렸다(김준석 외
2005; 김계홍, 2008). 2006년 5월 제정된 주민소환제도는 2007년 5월 25일부터 시행되
었다.
3) 주민투표제도와 주민소환제도의 비교
주민투표가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지방정책에 대해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제도로서 개
별적인 정책 사안에 대한 평가인데 비하여, 주민소환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문제를 주민
이 직접 결정하는 제도로서 특정 정치인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의 특성을 지닌다(이기우
2008). 주민투표법과 주민소환법의 주요 차이는 다음 <표 1>과 같다.
먼저,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의 청구대상은 크게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친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 조례로 정하는 사항(주민투표법 제7
조)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도하는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주민투표법 제8조)로 구
분된다. 반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소환법으로 약칭)에서 청구대상에는 제한
이 없다. 주민소환제도의 도입과정뿐만 아니라 도입이후에도 주민소환 사유를 구체화하
는 문제는 많은 논쟁을 야기하는 부분이다. 주민소환제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소
환 사유를 법령위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으로 한정시키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지만,
주민소환제도는 법적 책임을 묻는 사법적 절차가 아닌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정치적 절차라
는 측면에서 주민소환 사유를 제한하지 않는 것이 주민소환제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한다
는 주장이 보다 설득력을 얻고 있다(하승수 2007; 이기한 2008; 김동욱 외 2010; 양길현
2011). 즉 주민소환제도는 선거와 마찬가지로 선출직 공직자를 통제하기 위한 정치적 수
단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이기우 2008).
둘째, 청구요건에 있어 주민투표법은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그 지방자치단
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주민투표법 제9조). 반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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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민투표법과 주민소환법의 주요 내용 비교
구분
제정일(시행일)

주민투표법

‣ ’04.1.29(’04.7.30)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 ’06.5.24(’07.5.25)

청구대상

‣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결정 사
‣ 제한 없음
항으로 조례로 정함
‣ 국가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청구요건

‣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1/20 이상 1/5
‣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
– 광역단체장: 10/100 이상
이상의 서명
– 기초단체장: 15/100 이상
– 단체장 직권 청구 가능
– 의원(비례제외): 20/100 이상
– 지방의회 청구 가능

청구제한 기간

서명요청활동기간
발의권자

제한 없음

임기개시일 1년 미만
임기마감일 1년 미만
소환투표 실시일부터 1년 미만

‣ (조례) 시도 180일 이내, 시군구 90일 ‣ (시행령) 시도 120일 이내, 시군구 60일
이내
이내
‣ 지방자치단체장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일

‣ 발의일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
‣ 발의일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
내에서 단체장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와
내에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함
협의하여 정함

결과 확정

‣ 투표권자 총수의 1/3 이상 투표와 유효 ‣ 좌동
투표수 과반수 득표로 확정
※ 주민소환투표안 공고한 때부터 투표
결과 공표시까지 권한 정지
– 투표자수 1/3 미달 시 미개표

출처: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민소환법에서는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를 광역단체장은 100분의 10 이상, 기초단체
장은 100분의 15 이상, 지방의원(비례제외)은 100분의 20 이상으로 각각 상이하게 규정
하고 있다. 주민투표법은 청구요건을 일정 범위내에서 조례로 각각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반면에 주민소환법은 따로 조례로 정하지 않고 법률에 일률적으로 규정하되 선출
직 공무원의 유형에 따라 청구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주민투표법 상의 주민투표 청구 기한은 제한이 없으나 주민소환법 상의 주민소환
투표는 임기개시일 1년 미만, 임기마감일 1년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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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중에 2년 만 주민소환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환투표 실시일부
터 1년 미만인 경우도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4년 임기 중에 한 번만 소환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창원대 산학협력단 2012).
넷째, 주민투표법상 발의권자와 주민투표 관리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되나, 주민
소환법상 발의권자와 주민투표 관리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된다. 따라서 주민소환
제의 정착과 효과적 운용에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적이고 공정한 운영이 무엇보다
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되고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주민투표법 제24조). 주민투표법의 규정이 주민
소환투표 결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주민소환법 제22조).

2. 주민소환제 관련 선행연구
주민소환제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는 내용상 주민소환제 도입 전후로 연구 경향이 구분
되는 측면이 있다. 먼저 주민소환제도 도입 이전에는 규범적 차원에서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대안으로서 직접민주주의 제도인 주민소환제의 의의와 도입 필요성에
관한 규범적 연구가 대부분이었다(최승범 2001; 김영기 2003; 김준석 외 2005; 천성권
2006; 하승수 2006). 이들 연구들은 주민소환제도 도입을 위해 해외 주요국의 주민소환
제도의 특징을 소개하고 국내 여건에 맞는 소환제도 도입에 초점을 두고 있다. 최승범
(2001)은 대의제 민주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직접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제도로서 주
민투표와 주민소환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주민소환제도는 행정의 외적 통제장치
로서 행정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수단이지만 대의제 민주주의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제도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영기(2003)는 설문조
사를 통해 주민소환제도의 도입 형태에 대한 선호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천성권(2006)은
선출직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수단으로서 주민에 의한 직접수단인 주민소환제의
도입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하승수(2006)는 주민소환제도가 도입된 시점에서 외국의 주
민소환 사례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한국 소환제도와 비교를 통해 주민소환제도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으며, 특히 주민소환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NGO를
중심으로 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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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제도 도입 이후에는 주민소환 현황 및 주민소환 사례분석을 통해 제도개선에 관
한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다(이기한 2008; 조경련 외 2008; 전영상 2009;
전영상 외 2009; 김동욱 외 2010; 양길현 2011; 하혜영 외 2011; 하혜영 외 2012; 정연정
2012). 이기한(2008)은 주민소환제의 쟁점으로 주민소환 사유 제한 여부, 주민소환의 대
상, 주민소환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한 청구요건 등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으로서 발의
요건을 지방정부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조정할 것, 주민소환 발의와 동시에 직무정지
하도록 규정한 조항의 개선, 주민소환 청구권자를 주민에서 지방의회로 확대 할 것, 주민
소환 청구기한 제한의 완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조경련 외(2008)는 주민소환 사례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도입된 주민소환제도의 주요 쟁점으로 소환 사유의 범위, 청구요건, 소
환청구된 공직자의 직무권한 정지 문제, 비용부담 문제 등을 제시하고 각각 쟁점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전영상 외(2009)도 주민소환 사례분석을 통해 제도의 적실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주민소환청구 서명요청활동자의 범위 확대, 청구요건 완화, 소환투표
율 완화, 소환투표운동비용의 공영제 등의 주민소환제도의 개선점을 제시하고 있다.
현근(2009)은 주민소환 대표 사례를 중심으로 소환단계별로 청구자와 대상자의 활동을
분석하여 이들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하혜영 외(2012)는 주민소
환 운영 실태를 발생분포, 소환 사유, 단계별 현황 등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주민소환 대상
자를 비례대표의원으로 확대, 주민소환 서명요건의 지역별 인구에 따른 차등화, 공무원
등의 주민소환 반대활동 제한 강화, 주민소환 청구 이전의 갈등 조정 방안 등을 개선안으
로 제시하고 있다. 양길현(2011)은 제주 해군기지 유치를 계기로 2009년 제기된 제주
주민소환운동의 실패를 자원동원이론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다. 한편, 하혜영 외(2011)
는 주민소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소환사유가 정책 사유인 경우와 소환
추진자가 개인이나 시민단체보다는 이해관계 주민단체가 주도하는 경우 소환 성공 가능
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이 주민소환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실제 주민소환 사례가 발생하면서 주민소
환 사례를 분석하는 실증연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최근 주민소환 사례
연구들이 개별 주민소환 사례 중심의 특징을 기술하는 데 그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제도 도입 이후부터 2013년 12월까지 발생한 주민소환 사례를 단
계별로 구분하여 보다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한다. 이를 통해 주민소환제도 운용의 문제점
과 쟁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22

제5호

III. 주민소환 사례분석 결과

주민소환법에 따른 주민소환 절차는 소환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시행령 제4조 1항),
서명요청활동(법 제9조 1항), 소환투표청구(법 제7조 1항), 청구인서명부 심사 ․ 확인(시
행령 제9조 1항), 청구요지공표 및 소명요청(법 제12조 1항, 제14조 1항), 소명요지 및
소명서 제출(법 제14조 2항), 소환투표발의(법 제12조 2항), 주민소환투표인 명부 작성
(법 제14조 1항), 소환투표실시(법 제13조 1,2항), 주민소환투표 개표(법 제22조 2항),
투표결과 확정(법 제22조 1항), 소송 등 불복절차(법 제24조) 순으로 진행된다(안전행정
부 2013). 이러한 주민소환 절차는 선행연구에서 주민소환 주체인 시민들의 활동을 중심
으로 주민소환 준비단계, 서명요청 활동단계, 주민소환투표 운동단계, 주민소환 투표단계
의 네 단계로 구분되기도 하고(전영상 2009), 주민소환청구과정, 주민소환투표과정, 주민
소환투표 확정 이후의 과정의 세 단계로 구분되기도 한다(김동욱 외 2010). 하혜영 외
(2011)도 전영상(2009) 연구와 유사하게 주민소환 절차를 소환청구준비단계, 소환청구활
동단계, 소환투표활동단계, 소환소청소송단계의 4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민소환 절차를 크게 ‘주민소환 발의단계, 주민소환 청구단계, 주민소
환 투표단계’의 3단계로 구분하여 접근하기로 한다. 4단계로 구분한 선행연구(전영상
2009; 하혜영 외 2011)에서 주민소환 투표 확정 이후의 과정을 제외하였다. 실제로 주민
소환 투표 확정 이후의 과정은 정치적 과정에서 법적 과정으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한편,
3단계로 구분한 선행연구(김동욱 외 2010)에서 주민소환청구과정을 주민소환 발의단계와
주민소환 청구단계로 세분화했다. 대부분의 주민소환 사례가 두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분
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소환 발의단계는 주민소환을 선언하고 소환청구인대표자증명
서 교부 신청 단계까지를 포함한다. 다음으로 주민소환 청구단계는 주민들에게 소환대상
의 소환청구서명을 받는 과정으로 청구인서명부 심사 ․ 확인하는 단계이다. 여기에는 선거
관리위원회의 청구인서명부 심사 ․ 확인, 소환청구요지 공표 및 소환대상자에게 통지, 소
환대상자의 소명요지 및 소명서 제출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주민소환 투표단
계는 소환투표 발의 및 주민소환투표 작성, 주민소환투표 운동기간 및 소환투표 실시,
주민소환투표 결과가 확정되는 단계를 의미한다.
2007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진행된 주민소환 사례 현황을 주민소환 3단계로 구
분하여 개괄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단계별로 제기된 쟁점에 대한 심층적인 사례분석을 실
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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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소환제 현황
1) 주민소환 추진 현황
2006년 5월 제정되어 2007년 5월부터 시행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민소환
투표의 연도별 현황은 다음 <표 2>와 같다. 연도별로 주민소환제도가 최초로 도입된
2007년에는 18건(28.15%), 2008년 14건(21.9%), 2009년 8건, 2010년 0건, 2011년 7건,
2012년 7건, 2013년 10건(15.6%)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소환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주민소환법 제8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기간)의
규정에 따라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 1년 미만, 임기마감일 1년 미만에는 청구가
제한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따라 제5회 지방선거가 2010년 6월 2일 실시되
었기 때문에 2009년 6월부터 2011년 6월까지는 주민소환 청구가 불가능한 기간이다. 또
한 제6회 지방선거가 2014년 6월 4일 실시되었기 때문에 2013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
<표 2> 주민소환 추진 현황
단계별 빈도
구분

소환 빈도

소환 비중(%)
발의단계

청구단계

투표단계

2007년

18

28.1

8

6

4

2008년

14

21.9

4

10

0

2009년

8

12.5

3

4

1

2010년

0

0.0

0

0

0

2011년

7

10.9

2

4

1

2012년

7

10.9

3

3

1

2013년

10

15.6

8

1

1

2014년

0

0

0

0

0

소계

64

100

28

28

8

출처: 안전행정부(2014), 주민투표 ․ 소환 ․ 소송 운영현황(2014.9.10 기준)1)

1) <표 2>에서 <표 5>까지는 안전행정부 홈페이지에 제시된 ｢주민투표 ․ 소환 ․ 소송 운영현황(2014.9.10 기준)｣
기본 자료를 활용하여 주민소환 절차를 3단계로 구분하여 저자가 재가공한 표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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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주민소환 청구가 불가능하다.
한편, 주민소환 절차 단계별로 주민소환 현황을 구분해 보면 2013년 12월까지 파악된
64건의 주민소환 사례 중에서 주민소환 발의단계에 해당되는 사례는 28건, 주민소환 청
구단계까지 진행된 사례는 28건, 주민소환 투표단계까지 진행된 사례는 8건인 것으로 나
타났다. 주민소환 3단계인 투표단계까지 진행된 8건의 연도별 분포는 2007년 4건, 2009
년 1건, 2011년 1건, 2012년 1건, 2013년 1건이다. 주민소환제도가 도입된 첫 해에 주민
소환 성공률이 가장 높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주민소환제도의 성공을 단순히 가장 높은
단계인 주민소환 투표단계까지 진행되어 소환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보다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단계 주민소환 발의단계 28건은 청구기한도래 3건, 대표자증명신청취하 18건, 소환사
유해소 7건(소환 대상자 사퇴 2건 포함)으로 구분된다. 먼저, 주민소환법 제8조(주민소환
투표 청구기간 제한) 규정으로 2009년에 소환 청구된 3건(강원도 춘천시 의원 소환, 전북
전주시장 소환 사례, 경북 경주시장 소환 사례)이 청구기간 도래로 종료되었다. 다음으로
주민발의 단계 28건 중에서 18건(62%)이 대표자증명신청취하로 주민소환 절차가 중단되
었다. 마지막으로 7건은 소환사유 해소로 주민소환 절차가 종료되었다. 이 중에서 2008
년 10월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과정에서 뇌물수수로 구속된 서울시의회 광진구시의원의
주민소환 사례와 2011년 서민혈세 낭비 및 시의회 출석 거부, 무상급식 주민투표 강행
등을 이유로 소환 청구된 서울시장 주민소환 사례는 소환후보자가 자진사퇴함으로써 주
민소환 절차가 종료되었다. 2013년 초등학교 학군 조정 갈등을 이유로 대전교육감에 제
기된 주민소환 사례와 LNG복합화력소 유치 관련 주민의견 무시로 2013년 충북 보은군
군수와 군의원 3명을 소환대상으로 주민소환이 추진된 사례는 소환사유가 해소(화해 내
지 합의)된 사례이다.
2단계 주민소환 청구단계 28건 중에서 27건은 서명부미제출 사례로 나머지 1건은 소환
청구 각하 사례로 구분된다. 서명부미제출된 소환사례는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례가 대부분이다. 다만, 서명부미제출 사례 중에서 농업 ․ 복지예산 부당한
삭감 이유로 소환 추진된 2008년 전남 장성군의원 소환 사례는 추경예산 반영을 통한
상호 화해로 주민소환 절차가 종결된 사례이다. 뇌물수뢰 혐의로 구속되어 행정공백을
이유로 추진된 2008년 7월 경기도 시흥시장 주민소환 사례는 청구요건인 유권자 15%에
해당하는 4만 3천 명을 상회하는 4만 7천 명의 명부를 제출하였으나 2009년 전출입한
6천여 명과 중복서명 3천여 명이 무효처리되어 주민소환투표청구가 각하된 사례이다.
3단계 주민소환 투표단계로 분류된 8건 중에서 주민소환법 제22조(주민소환투표결과

주민소환투표 사례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125

의 확정 규정)에 의해 6건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율 미달로 미개
표되었고, 2건은 투표율 조건을 충족하고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어 주민소환이 이뤄
졌다.
2) 지역별 주민소환 추진 현황
지역별 주민소환 추진 현황을 보면, 서울이 14건(21.9%), 경기 11건(17.2%), 전남과
충북이 6건(9.4%)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의 소환 사례 빈도가 높은 이유 중 하나는
같은 이슈에 대해 다수의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소환이 동시에 추진된 측면도 있다. 경기
도 하남시의 경우 2007년 주민의견 수렴없이 추진된 화장장 건립 사유를 근거로 하남시
<표 3> 지역별 주민소환 추진 현황
단계별 빈도
지역

소환 빈도

소환 비중(%)
발의단계

청구단계

투표단계

서울

14

21.9

11

3

0

부산

4

6.3

3

1

0

인천

1

1.6

0

1

0

대구

1

1.6

0

1

0

광주

1

1.6

1

0

0

대전

3

4.7

3

0

0

경기

11

17.2

0

6

5

강원

4

6.3

2

1

1

충북

6

9.4

4

2

0

충남

3

4.7

0

3

0

전북

5

7.8

1

4

0

전남

6

9.4

0

5

1

경북

2

3.1

2

0

0

경남

2

3.1

1

1

0

제주

1

1.6

0

0

1

소계

64

100

28

2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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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과 3명의 하남시 의원에 대한 동시 소환 추진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2007년 서울시
노원구 소환 사례(시의원 1명, 구의원 3명), 2008년 전남 장성군 소환 사례(군의원 4명),
2013년 충북 보은군 소환 사례(군수, 군의원 3명) 등이 그런 사례이다.
한편 주민소환 투표단계까지 진행된 지역은 경기가 5건, 강원 1건(삼척시장 소환), 제
주 1건(제주도지사 소환), 전남 1건(구례군수 소환)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2007년
하남시 소환 사례 4건이 모두 주민소환 투표단계까지 진행되었고, 2011년 과천시장에
대한 소환 사례도 3단계까지 진행되었다.
3) 소환 대상자 유형별 주민소환 추진 현황
<표 4>에서 주민소환 대상자 유형을 보면, 광역 수준이 11건(17.2%), 기초 수준이 53
건(82.8%)으로 기초 수준의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주민소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부적으로 광역수준에서 광역 단체장은 4건(6.3%), 광역의원 7건
(10.9%)으로 나타나고 기초수준에서 기초 단체장은 24건(37.5%), 기초의원은 29건
(45.3%)으로 상대적으로 단체장보다는 기초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이 빈번하게 발생했음
을 알 수 있다.
주민소환 단계별로 구분해 보면, 광역 차원에서 제기된 11건 중에서 3단계 주민소환
투표단계까지 진행된 경우는 1건(2009년 제주특별도지사 소환 사례)인 반면, 기초 차원
에서 제기된 53건 중에서 3단계까지 진행된 사례는 7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상대

<표 4> 소환 대상자 유형별 주민소환 추진 현황
단계별 빈도
구분

광역

기초

합계

소환 빈도

소환 비중(%)
발의단계

청구단계

투표단계

단체장

4

6.3

3

0

1

의원

7

10.9

4

3

0

소계

11

17.2

7

3

1

단체장

24

37.5

8

16

4

의원

29

45.3

13

13

3

소계

53

82.8

22

24

7

64

100

28

2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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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기초 수준에서 주민소환의 가능성이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4) 소환 사유별 주민소환 추진 현황
<표 5>는 소환 사유별 주민소환 추진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현행 주민소환법에서는
주민소환제를 법률적 책임이 아닌 정치적 책임을 묻는 주민의 직접 통제 수단으로 접근하
여 ‘법령위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으로 주민소환 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제한하
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청구된 소환 사유도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
혜영 외(2011) 연구에서는 이러한 주민소환 사유를 크게 개인적 사유, 조직적 사유, 정책
적 사유로 구분하여 접근하고 있다. 개인적 차원의 주민소환 사유는 소환대상자가 공인으
로서 개인적으로 갖추어야 할 인격, 자질과 능력에 대한 주민들의 가치평가와 밀접한 관
련된 것으로 업무수행 능력,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비도덕적 행위, 사적 이익 추구 행위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조직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사유는 조직의 장으로서 수행해야 할
의무와 관련된 책임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불공정한 인사제도 운영, 예산의 부적절한
사용 및 남용, 공권력의 사적인 사용 등이 해당된다. 정책과 관련된 소환사유는 정책결정
과 집행 과정에서 주민참여, 민주성, 책임성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가에 관한 것으로 주로
선거공약이나 정책 추진과 관련된 사유가 이에 해당한다(하혜영 외 2011, 188-189). 이들
소환 사유 구분이 반드시 배타적인 것은 아니고 또한 소환추진과정에서 여러 사유가 동시
에 제기되는 측면이 있지만 <표 5>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소환 청구취지를 토
대로 세 가지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를 보여준다.
소환 사유별로 보면, 개인 사유가 13건(20.3%), 조직 사유가 15건(23.4%), 정책 사유
가 36건(56.3%)으로 나타나 정책 사유에 따른 소환 청구가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정책 사유로 소환 청구된 경우가 3단계인 주민소환 투표단계까지 진행된 경우
<표 5> 소환 사유별 주민소환 추진 현황
단계별 빈도
구분

소환 빈도

소환 비중(%)
발의단계

청구단계

투표단계

개인사유

13

20.3

4

8

1

조직사유

15

23.4

5

10

0

정책사유

36

56.3

19

10

7

소계

64

100

28

2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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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7건으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책에 대한 주민
투표제도가 도입된 상황에서 주민소환제의 활용에 앞서 정책 추진과정에서 주민의 의견
을 반영하는 민주적 절차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2. 주민소환투표 단계별 주요 사례
1) 주민소환 발의단계
주민소환 발의단계는 주민소환사유가 될 사건이나 쟁점이 발생하여 다수 시민들의 의
견이 반영되는 공론화 과정이 진행되면서 시민층에 지지기반이 어느 정도 형성되고 주민
소환청구인대표와 그 수임인에 대한 지원자를 모집하고 조직화함으로써 주민소환운동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이 마련되는 단계이다(전영상 2009). 주민소환법상으로는 소환청구
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이 마무리되어 서명요청활동을 시작하기 전 단계를 의미한다.
지역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 소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청구인대표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인적사항과 청구취지 및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를 신청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이내에 소환청구인대표증명서와 소환청구인명부
를 교부하여 서명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표 5>에서 확인한 바대로 공식적으로 집계된
64건의 소환 사례 중에서 발의단계에 해당되는 사례는 28건이다. 이들 발의단계의 소환
사례들은 주민소환 사유가 발생한 이후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신청 받고 청구인서명
활동을 하는 도중에 대표자증명신청을 취하한 경우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다만, 여기에는
주민소환 추진의사를 표명하고 시도하였지만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신청까지는 가지
못한 사례는 제외되고 있다.
2007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주민소환 사례를 분석한 조경련 외(2008) 연구에 따
르면, 언론을 통해 주민소환 추진의사가 확인된 사례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접
수된 사례를 포함하면 소환 사례가 1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민소환 대상
이 된 자치단체는 48개 단체이며, 주민소환대상자로 거론된 공직자는 광역단체장 5명,
기초단체장 26명, 광역의원, 2명, 기초의원 67명으로 100여 명이 이른다는 것이다(조경련
외 2008, 200-2005). 다만 여기에서는 공식적으로 집계된 소환 사례를 중심으로 발의단
계의 주요 소환 사례의 쟁점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먼저, 강원도 춘천시 소환 사례는 주민소환법 제8조(주민소환투표 청구기간 제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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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주민소환 발의단계 주요 소환 사례
증명서
교부일

지역

소환 대상

강원
춘천시

춘천시
의원

2009.5.11 춘천주민소환운동본부

동료의원 폭행

청구제한기간
도래로 종료

서울
광진구

서울시
의원

2008.10.24 광진주민소환본부

뇌물수수로 구속

소환대상자
사퇴로 종료

충북
보은군

보은군수
군의원

2013.1.8

소환 청구자

소환 사유

추진 결과

보은LNG발전소 유치반대 LNG복합화력발전소유치 소환사유해소로
투쟁위원회
관련 주민의견 무시
종료

으로 2009년에 주민소환 절차가 종료된 사례이다. 강원도에서 최초로 주민소환이 추진된
강원도 춘천시의원 주민소환 사례의 경우 11개 춘천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춘천주
민소환운동본부가 의회 내 폭력 사태를 일으킨 춘천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을 시작하여
2009년 5월 11일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009년 5월 11일 주민소환투표 청구인대
표자 증명서를 교부받았으나 청구제한 기한 도래로 소환절차가 종료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민소환법 제8조 규정에서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때 혹은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로 제한하고 있어,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 1년 전인 2009년 6월 2일에 주민소환 절차가 모두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서울시 광진구 소환 사례는 뇌물수수로 구속된 서울시의원이 자진사퇴함으로
써 주민소환 절차가 종료된 사례이다. 서울시의회 의장선거과정에서 뇌물을 제공한 혐의
로 구속된 광진구 출신 서울시의원에 대해 광진구 주요 시민단체들이 2008년 10월 ‘광진
주민소환본부’를 발족하여 2008년 10월 24일 주민소환청구인 대표자증명서를 교부받고
2008년 11월 1일 본격적인 청구서명운동에 돌입한지 10일 후인 2008년 11월 10일에 시
의원이 자진사퇴함으로써 소환운동이 종결된 사례이다.
충청북도 보은군 소환 사례는 소환사유가 해소되어 주민소환 절차가 종료된 사례이다.
보은군이 삼승면 우진리 보은첨단산업단지에 LNG발전소를 유치하려는 계획을 추진하자
보은 LNG발전소 유치 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2012년 11월부터 반대집회와 시위를
시작으로 보은군수와 보은군의원 4명에 대한 주민소환 추진이 시작되었다. 2013년 1월
8일 보은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소환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받고 청구인 서
명운동을 시작하려 했으나 중앙정부(지식경제부)가 제6차 전력수급계획 사업자를 심사하
면서 이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던 그린에너지를 사실상 탈락시킴으로써 주민소환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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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한 사례이다.
2) 주민소환 청구단계
주민소환 청구단계는 청구인대표와 그 수임인이 소환사유에 동의하는 주민들에게 소환
대상의 소환청구서명을 받는 과정으로 이들을 중심으로 여론을 확산하고 지역사회 전반
에 걸쳐 지지와 참여를 확대해 나가는 단계이다(전영상 2009, 115). 주민소환법 상으로는
소환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 이후 본격적으로 소환청구서명을 받는 과정으로 청구
인서명부 심사 ․ 확인까지의 단계를 의미한다. 서명요청활동기간은 광역자치단체장은 120
일 이내, 기초자치단체장과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은 6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다.
<표 5>에서 확인한 바대로 공식적으로 집계된 64건의 소환 사례 중에서 주민소환 청구
단계에 해당되는 사례는 28건이다. 서명부미제출 사례가 27건이고 나머지 1건은 청구
후 각하된 사례이다. 서명부미제출 사례 중에서는 청구인 서명 과정에서 상호 화해한 사
례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 대표 사례를 중심으로 청구단계의 주요 소환사례의 쟁점을 정
리해 보기로 한다.
먼저, 충청북도 충주시 소환 사례는 서명수 부족으로 주민소환 절차가 종료된 사례이
다. 2008년 5월 충주시의회 의원들이 관광성 해외연수 일정 중에서 성매매 의혹이 언론
에 보도되면서 충주지역 내 40여 개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2008년 6월 주민소환을 선언
하면서 시의원향락성외유사태해결을 위한 충주범시민대책회의를 구성하였다. 2008년 7
월 충주경찰서가 성매매 증거 부족으로 내사종결을 발표하면서 충주시의원 두 명에 대해
2008년 12월 5일, 2009년 2월 6일 주민소환투표청구인 대표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청구서

<표 7> 주민소환 청구단계 주요 소환 사례

지역

소환 대상

증명서
교부일

충북
충주시

충주시
의원

2008.12.11

시의원향락성외유사태 해결을
관광성 해외 연수
위한 충주범시민대책회의

경남
함양군수
함양군

2007.9.27

함양군수 주민소환투표추진
위원회

골프장 등 유치 관련
갈등

경기
시흥시장
시흥시

2008.7.21

시흥시장 주민소환을 위한
운동본부

장기간 직무정지에 따른
행정공백

소환 청구자

소환 사유

추진 결과

서명부미제출
(서명수부족)
서명부미제출
(관권개입 주장
서명활동 중단)
소환투표청구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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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활동에 돌입했으나 필요서명수를 충족하지 못해 무산되었다. 2009년 2월 12일부터
4월 13일까지 60일 동안 6,270명의 서명을 받았으나 필요서명요건 6,628명에 358명 부족
하여 주민소환 절차가 종료된 사례이다(현근 2009, 147). 청구인 서명수를 충족하지 못한
주민소환 실패 요인으로 소환사유 발생 후 6개월의 시간이 경과하여 시민들의 관심이
줄어들고 주민등록번호 게재사유로 인해 상당수 유권자들이 서명을 꺼렸다는 점, 혈연 ․ 지
연 ․ 학연 등으로 묶인 지방 지역사회의 분위기 등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주민소환운동에
나선 단체들 중에서 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많았는데, 이들 단체들 대표에 대
한 주민소환 자제 요청의 압력이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전영상 2009,
127). 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들의 경우 보조금의 크기와 확보 여부
가 단체대표로서의 역량을 나타내는 주요 잣대로 작용하고 있어 단체의 대표로서의 지위
와 역량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예산결정권을 가진 자들과의 관계가 원만할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주민소환과 같은 견제활동에의 참여와 역할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
이 제기되고 있다(전영상 ․ 현근 2009).
다음으로 경상남도 함양군수 소환 사례는 주민소환을 위한 청구인서명활동 과정에서
과도한 관권 개입으로 서명활동이 중단되면서 주민소환 절차가 종료된 사례이다. 함양군
서상, 서하, 지곡면 주민들로 구성된 함양군수 주민소환투표추진위는 함양군수가 골프장
개발을 이유로 독선 행정과 난개발로 주민생존권을 위협하고 지역공동체를 파괴한다는
소환 사유로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접수하여 2007년 9월 7일 증명서를 받고 서명활동을 벌여 왔다. 그러나 청구인 서명과정
에서 소환추진위는 주민소환운동을 시작한 뒤 6천여 명의 주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았지만
최근 서명을 한 주민 1천300여 명으로부터 서명철회요청서를 받았으며 철회요청이 잇따
르고 있다면서 주민소환 추진을 중단하였다. 소환추진위는 중단이유로 청구인 서명과정
에서 함양군청 공무원과 이장 등이 조직적인 방해를 벌여 공정한 서명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 때문이라고 밝혔다. 밀양시장 소환추진 사례에서도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는 주
말에 공무원을 비상 근무시키고 면장을 통해 이장과 주민자치위원장을 소집하여 주민소
환서명을 방해하고, 마을방송 ․ 상설시장방송을 통해 서명방해활동을 하는 한편 공무원들
이 사회단체들에게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는 협박까지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선관위에
고발해도 법조항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는 의견이 제시되었다(전
영상 ․ 현근 2009).
경기도 시흥시장 소환 사례는 청구인 서명수를 충족하였으나 청구인서명부 심사 ․ 확인
과정에서 무효 및 중복 처리된 서명부를 제외하여 주민소환투표청구가 각하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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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지방선거 당선된 시흥시장이 선거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80만 원 벌금형
을 선고받고 2007년 11월에는 개발사업과 관련해 1억 원대 뇌물 수뢰 혐의로 구속됨에
따라 2008년 6월 주민소환운동본부가 구성되면서 주민소환운동이 시작되었다. 주민소환
운동본부는 2008년 7월 21일 청구인 대표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청구서명 활동에 돌입하
여 청구조건인 유권자 15%(4만 3천 명) 이상인 4만 7천여 명의 서명을 확보하여 주민소
환투표청구인 명부를 제출하였으나 1만 1천여 명이 무효처리되면서 주민소환투표청구가
각하되었다(창원대 산학협력단 2010, 79-80). 시흥시 소환 사례는 법규상의 복잡함이 시
흥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가 각하되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시흥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의 청구는 총투표권자의 15%인 4만 1,042명을 훨씬 넘긴
4만 7,042명의 서명과 함께 제출되었으나 서명부의 심사 ․ 확인 결과 전년도 12월 이후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서명 6,037건이 무효로 처리되는 바람에 5,849명의 유효서
명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던 것이다(전영상 ․ 현근 2009). 시흥시장은 2009년
1월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서 시장직을 박탈당했다.
3) 주민소환 투표단계
주민소환 투표단계는 청구인서명부 심사 ․ 확인 이후 소환투표명부를 작성하고 주민소
환운동기간을 거쳐 주민소환투표에 이르는 단계를 의미한다.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
소환투표 대상자의 소명요지 또는 소명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민소
환투표일을 공고일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주
민소환법 제12조, 제13조). 또한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투
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되며, 전체 주민소환투표자의 수가 주민소환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주
민소환법 제22조).
<표 5>에서 확인한 바대로 공식적으로 집계된 64건의 소환 사례 중에서 주민소환 투표
단계까지 진행된 사례는 8건이고, 이 중에서 8건은 투표율 미달로 미개표되고 2건은 투표
율 충족 후 개표되어 소환된 사례이다.
경기도 하남시 소환 사례는 주민소환법에 따른 최초의 주민소환 사례로서 주민의견 수
렴 없이 독단적으로 화장장 건립을 추진한 하남시장과 하남시의원(3명)에 대해 주민소환
이 이루어져 투표단계까지 진행된 사례이다. 하남시 주민소환은 김황식 하남시장이 2006
년 10월 16일 시의회에서 경기도 광역화장장을 하남시에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
서 촉발되었다. 2006년 11월 하남시 광역화장장 유치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발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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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주민소환 투표단계 소환 사례
대표자증명서
교부일

주민소환
투표일

소환 대상

투표율
(개표여부)

투표 결과

’07.9.21

’07.12.12

하남시장

화장장 건립 추진관련 갈등

31.1
(미개표)

소환무산

’07.9.21

’07.12.12

하남시의원 화장장 건립 추진관련 갈등

23.8
(미개표)

소환무산

’07.9.21

’07.12.12

하남시의원 화장장 건립 추진관련 갈등

37.6
(개표)

소환

’07.9.21

’07.12.12

하남시의원 화장장 건립 추진관련 갈등

37.6
(개표)

소환

’09.5.13

’09.8.26

제주도지사

제주해군기지 건설관련 주민의견수렴
부족

11.0
(미개표)

소환무산

’11.7.19

’11.11.16

과천시장

보금자리지구 지정 수용

17.8
(미개표)

소환무산

’12.6.26

’12.10.31

삼척시장

원자력발전소 유치 강행

25.9
(미개표)

소환무산

’11.12.1
(’13.12.4)

’13.12.4

구례군수

법정구속으로 인한 군정공백 유발

8.3
(미개표)

소환무산

소환 사유

출처: 안전행정부 자료(2014), 주민투표 ․ 소환 ․ 소송 운영현황(2014.9.10 기준) 재정리

반대운동에 돌입하였고 2007년 5월 25일 주민소환법이 시행되고 주민소환이 가능 기간
이 도래한 2007년 7월 1일부터 소환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2007년 7월 2일 주민소환
투표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받고 청구인 서명활동에 돌입하였다. 공식투표권자인 10
만 5,056명의 30%가 넘는 3만 2,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하남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소환
청구하였으나 하남시장은 소명서 제출기한 동안 주민소환청구활동금지 가처분신청을 내
고 헌법소원을 동시에 제기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상 업무 착오로 청구인서명부
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무효판결을 받게 되어 2차 주민소환절차를 거쳐 2007년 10월
10일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통해 2007년 12월 12일 전국 최초로 하남시장과 3명의 시의원
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되었다. 투표 결과, 김황식 하남시장과 김병대 하남시의원은
33.3% 투표율 미달로 미개표된 반면, 유신목 하남시의원과 임문택 하남시의원은 소환되
었다. 광역화장장 유치라는 정책적 문제를 소환 사유로 주민소환이 추진된데 대해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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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도 제기되고 있지만(창원대 산학협력단 2012), 단순히 광역화장장 유치를 정책의 문
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정책 추진 과정의 비민주성에 보다 주목하여 주민소환이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주민소환제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민소환 사례는 전국 최초로 실시된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
소환 사례로서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도지사의 독선과 무능이 소환 사유로 주민소
환이 추진된 사례이다. 2007년 4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와 국방부가 체결한 해군기지건
설 기본협약서(MOU) 체결을 계기로 해군기지 건설을 주도적으로 반대한 35개 단체를
중심으로 2007년 5월 6일 제주자치도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출범하였다. 이후 46일
동안 유권자의 10%(4만 1,000여 명)를 훨씬 상회하는 7만 6,904명의 서명을 받은 주민소
환청구인서명부를 2007년 6월 29일 제주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5만 1,044명
의 최종 유효서명인 수가 확정되어 주민소환 투표 절차에 돌입하게 되었다(김동욱 외
2010, 83-84). 2009년 8월 26일 주민소환 투표결과 유권자 41만 9,504명 중 4만 6,075명
만이 참여해 투표율이 11.0%에 그쳐 미개표된 상태로 종료되었다.
경기도 과천시 소환사례는 과천보금자리지구 지정 정책 결정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대
립되는 과정에서 반대측 주민들을 중심으로 주민소환이 추진된 사례이다. 2011년 7월
12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교부신청을 시작으로 2011년 11월 16일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된
결과, 과천시 유권자 5만 5,096명 중에서 9,890명이 주민투표에 참여하여 17.8% 투표율
에 그쳐 미개표로 종료되었다.
강원도 삼척시 소환사례는 삼척원자력발전소 유치 강행을 이유로 주민소환이 추진된
사례이다. 2012년 6월 20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이 이루어진 이후 2012년 10월
31일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되었는데, 유권자 6만 705명 중에서 1만 5,689명이 투표에 참
여해 25.9%의 투표율을 보여 미개표로 종료되었다.
전라남도 구례군 소환사례는 인사비리 및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되어 군정공백을 초래한
다는 사유로 2011년 1월 11일 소환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신청 이후에 2012년 1월
30일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수리되었으나 2012년 2월 13일 주민소환투표취소소송 및 집
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중단되었다. 이후 2013년 11월 14일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되어
2013년 12월 4일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되었으나 8.3% 투표율에 그쳐 미개표된 상태로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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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주민소환제도 쟁점 및 제도 개선방안

2006년 주민소환법 제정 이후 제기된 주민소환 사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주민소환
제도 운영 과정에서 주민소환 발의단계, 주민소환 청구단계, 주민 투표단계별로 나타난
문제점 및 쟁점을 정리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주민소환 발의단계
1) 주민소환 사유의 특정화 문제
주민소환 청구 사유의 범위 문제는 주민소환법 제정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제도 운영과
정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된 주요 쟁점이다. 이에 따라 소환 사유를 ‘법령위반, 직무
의무 위반, 직무태만’ 등으로 한정하거나 정책 추진과 관련된 사안을 소환 이유로 두는
문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명재진 2007; 창원대 산학협력단 2012). 그
러나 주민소환제도의 입법 취지가 선거와 마찬가지로 선출직 공직자를 통제하기 위한 정
치적 통제 수단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하승수 2007; 이기우 2008) 소환
사유를 구체화하는 문제는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청구 사유의 포괄적 허용이 선출
직 공무원의 소신있는 정책 추진을 어렵게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주민소환된 사례들의
대부분이 정책 추진 과정에서 비민주적이고 독단적인 정책 추진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는 점을 고려하면 주민소환 사유를 포괄적으로 인정할 때 주민에 의한 직접 통제라는
주민소환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어 발전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도 이
와 같은 취지로 김황식 하남시장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조 등에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주민소환제는 기본적으로 대표자에 대한 신임을 묻는 것으로 재선거와 속성이
같기 때문에 선거와 마찬가지로 그 사유를 묻지 않는 것이 취지에 맞으며 비민주적, 독선
적 정책 추진 등을 광범위하게 통제하려면 청구 사유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
다(양길현 2011, 102).
2) 주민소환 대상자의 확대
현재 주민소환법에 따른 주민소환 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구 출신 지방의회
의원으로 한정되어 있다. 교육자치와 지방교육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주민통제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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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이기우 2007; 정연정 2007). 교육감과 교
육위원이 직선제로 선출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만이 주민소환대
상이 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10년 2월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2(교육감 소환)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이 교육감을 소환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013년 1월 대전광역시에서 초등학교 학군 조정 이슈로 교육감
에 대한 소환 청구 활동이 최초로 제기되었으나 소환사유해소로 종결된 사례가 있다. 주
민소환법이 제정된 이후에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만큼 주민자치와 더불어 교육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
제 적용도 동일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민소환법에 교육감을 주민소환 대상으
로 포함시키는 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같은 논리에서 지방의원 비례대표 의원도 주민소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법적
형평성에 부합한다는 주장이 보다 타당하다(이기우 2008; 이기한 2008; 창원대 산학협력
단 2012). 충주시 주민소환 사례의 경우에 향락성 해외연수를 다녀와 물의를 일으킨 시의
원의 수는 모두 10명으로 이 가운데 9명은 선출직이며, 1명이 비례대표이다. 따라서 문제
의원 전원에 대한 주민소환의 청구가 이루어질 경우 현행법적 한계로 인해 형평성의 문제
가 제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전영상 ․ 현근 2009).
나아가 주민소환제도가 2006년 도입되어 2007년부터 시행된 기간이 7년이 넘어 주민
소환제도가 제도적으로 정착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 선출직 공무원에 한정된 소
환 대상자를 선출직 공무원인 국회의원으로까지 확대하자는 주장(전영상 외 2009)에 대
해서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공론화를 시도할 시점에 있다고 본다.

2. 주민소환 청구단계
1) 청구 서명과정에서 개인정보 노출 및 관권개입 차단
현재까지 추진된 주민소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주민소환을 위한 청구서명 과정에서 과
다한 개인정보 노출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저해하고 관권 개입을 초래할 가능성을
높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7년 함양군 소환사례에서도 주민청구 과
정에서 과도한 관권 개입으로 주민소환 절차 중단을 선언한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주민소
환 추진 측은 ‘현재의 주민소환법은 공무원 및 이장, 반장, 관변단체가 서명청구운동 시작
때부터 개입하지 못하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되며 만약 강화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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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주민소환 준비단계에서부터 공무원 개입을 법규로 제한
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전영상 2010). 또한
주민청구서명 과정에서 과다한 개인정보 요구로 주민소환 절차가 종료될 경우 보복의 가
능성 등의 협박과 회유가 진행된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명부 열람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과다 공개로 인한 악용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도록 현행의
주민소환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창원대산학단 2012)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
될 필요가 있다.
2) 청구기한 제한 문제
현행 주민소환법 제8조에서는 주민소환 청구 제한 기한을 ①임기 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②임기 만료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③해당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의
적절성에 대한 논쟁도 주요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방선거를 1년 앞둔 시점에서의
주민소환의 시의성 문제, 소환된 경우 보궐선거 실시 여부의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제한기
한을 보다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김동욱 외 2010, 89)도 제기되고 있지만 반대
로 현재의 규정이 주민소환 제도의 활용을 제약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창원대 산학
협력단 2012).
청구기한 제한으로 주민소환 절차가 중단된 강원도 춘천시 소환 사례, 경상남도 경주시
소환 사례에서 보듯이 청구기한 제한이 주민소환제도의 활용을 저해하는 측면을 고려하
여 청구기한을 완화할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주민소환법 제8조 ①임
기 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를 임기 개시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로 부분개정하는 대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선거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공약을 파기하거
나 선거과정에서 제기하지 않은 주요 정책을 주민동의 없이 추진하는 경우에 1년을 경과
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오히려 지역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3. 주민소환청구 투표단계: 주민소환 투표율 규정
주민소환법 제22조에서는 ①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
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되고, ②전체 주민소환투표자의 수가 주민소환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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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주민소환 투표율 규정을 두고 많은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쟁점은 현행 유효투표율
1/3 규정이 적절한 가에 관한 논쟁이다. 지금까지 주민소환이 발의되어 주민소환 투표단
계까지 진행된 8건의 사례에서 6건의 사례(경기 하남시장(31.1%), 경기 하남시의원
(23.8%) 제주지사(11%), 경기 과천시장(17.8%), 강원 삼척시장(25.9%), 전남 구례군수
(8.3%))에서 투표율 미달로 미개표된 채 주민소환 절차가 종료되었다. 실제 소환된 2건은
하남시의원 2명(투표율 37.6%)뿐이다. 한편에서는 주민소환제도의 적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민소환투표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김동욱 외 2010; 전영
상 외 2009; 양길현 2009).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하락하는 추세에 있고 재 ․ 보궐선거의
평균 투표율이 상당히 낮은 상황에서 현행 규정이 주민소환제의 실제적 운용에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이다. 한편 주민소환제도의 남발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현행 규정을 유지하든
지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현행 투표율 규정으로 인해 주민소환
투표운동 자체가 투표참여와 투표거부의 프레임이 형성되어 주민소환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주민소환 투표가 진행된 제주도지사 소환투표 운동과정에
서 제주도지사가 투표불참을 촉구함으로써 주민소환투표가 특정 공직자의 소환을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가 아니라 투표장에 투표하러 갈 것이냐 말 것이냐의 프레임으로
전환되어 소환투표의 참여가 위축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양길현 2009).
따라서 주민소환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유효투표율의 조정의 문제보다는 유효
투표율에 미치지 않은 경우에 미개표한다는 주민소환법 제22조 2항의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유효투표율 1/3규정은 유지하되 유효투표율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투표를 공개하게 함으로써 주민소환 투표에 참여할 유인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유효투표율에는 미치는 못해 소환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소환 반대
보다 소환 찬성이 높을 경우에는 소환대상자가 정치적 부담을 지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표 불참 전략보다는 투표 참여를 통한 반대 전략을 취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Ⅴ. 결론: 연구 의의 및 한계

주민소환제도는 지방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주민의 직접적인 통제 수단을 부여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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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의 확대와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이다. 2006년 주민소환
법이 제정되어 2013년까지 64건의 주민소환 사례가 추진되어 8건이 주민투표 단계까지
진행되었고 2건의 주민소환이 이루어졌다. 다만 주민소환제도의 성패를 주민소환성공률
로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주정부차원에서 주민소환제
도가 도입된 지 100년이 지났지만 실제로 소환에 성공한 사례는 단 2번에 불과하며, 지방
정부차원에서 주민소환성공률은 시장이 경우에 20% 내외, 시의원의 경우 30% 내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계홍 2008, 8-9). 관건은 주민소환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맞춰 운영
하여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인인 주민이 대리인인 선출직 공직자를 실질적으로 통제하여
수직적 책임성을 민주적으로 확보하는 데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민소환제 도입 사례를 중심으로 주민소환 단계를 발의단계, 청구단계,
투표단계로 구분하여 각각의 단계에서 발생한 소환 사례의 특성을 분석하고 제기된 쟁점
의 대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주민소환 발의단계에서는 주민소환 사유의 특정화
문제와 주민소환 대상자 확대의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제시하였다. 주민소환제는 법적
책임성보다는 정치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소환 사유를 포괄적으로 허용하
는 것이 바람직하며, 소환 대상자는 주인대리인의 관점에서 교육감, 지방의원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까지 선출직 공직자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소환 청구단계에서는 청구 서명과정에서 개인정보 노출 문제와 관권개입의 문제,
청구기한 제한의 문제 등을 주요 쟁점으로 제시하였다. 주민소환제의 긍정적 활용을 위해
서는 청구기한 제한을 완화하고 관권개입을 차단하고 처벌하기 위한 규정을 추가하고 주
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주민소환 투표단계에서는 주민소환 투표율 규정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
다. 현재 유효투표율 1/3규정과 유효투표율 1/3 미만 시 미개표 규정이 주민소환 투표참
여와 투표거부의 프레임이 형성되어 운영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유효
투표율 1/3규정을 완화하거나 강화하는 문제가 아니라 주민소환에 대한 주민들의 찬성과
반대 입장의 적극적 개진을 위해 유효투표율 1/3 미만 시 미개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만 주민소환제와 같은 직접민주주의 제도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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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Abstract ]

A Case Study on Public Recall Vote for
Recall Policy Improvement

Park, Yun Hee | Dongguk University

This paper analyzes Korean public recall case by classifying three stages which
ares proposal process, preparing recall process, and voting process. And this paper
suggests the alternative policy for improving the public recall system through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recall cases. The first step(proposal process)
have a major issue which included the range of causes of recall and the object
persons to be recalled. It is necessary to be ruled broadly the range of causes of
recall, and the object persons to be recalled is expanded to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lawmakers and congressman. The second step(preparing recall
process) have debating issues such as the disclosure of individual privacy information,
government intervention, limit of recall term. For revitalizing the recall system,
the limit of recall term is revised more shortly, and the rules for punishing civil
servant which intervene the process of recall is regulated more strictly. The third
step(voting process) have hot topic how rules the rating of valid voting. A present
1/3 rules for valid voting rules and the rules which is closed in case of under 1/3
turnout bring out racing turnout to the bottom. So it is needed to be revised that
the result of turnout under 1/3 also disclosed for promote the civil participation.

■ Keyword: public recall, citizen’s participation, direct democracy, agent theory,

case stu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