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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사퇴 홍준표 후보, 유권자가 심판해야
심야사퇴는 반헌법·반지방자치적 행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어제(9일) 자정 직전에 경남도지사 직을 사퇴했다. 법을 악용
한 홍 후보의 꼼수사퇴로 경남도는 보궐선거를 치르지 못하고 다음 지방선거까지 1년 2개월 
동안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경실련>은 경남도민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지방자치 정
신을 훼손한 홍 후보를 강력히 규탄한다.

첫째, 홍준표 후보의 꼼수사퇴는 선거법 악용한 시민 선거권 침해다.
대통령이 되겠다며 선거에 나선 후보가 편법행위로 시민의 기본권인 선거권과 참정권을 유린하
고 있다. 홍준표 후보의 꼼수사퇴는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을 악용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보궐선거인 이번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는 선거일 전 30일, 즉 4월 9일까지 공직을 
사퇴해야 했다. 문제는 사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데,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보궐선거 실시
사유'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지자체로부터 통지를 받는 날이 기준이라는 점이다. 홍 후보는 
이를 악용해 선거일 전 30일 자정에 사퇴해 사퇴 효력은 발생시키고, 다음날 관할선관위에 
통지되도록 해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는 대선일에 실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홍 후보의 행위는 대선에는 출마하면서 도지사 보궐선거는 치르지 못하게 훼방을 놓는 꼼수이
자 시민의 선거권과 참정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위다. 법을 전공한 검사 출신인 홍 후보가 
법을 이용해 법망을 빠져나가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이기적이고 오만한 행태다. 국정운영의 
철학과 비전을 제시하고 대선 공약화시키기에도 부족한 시간에 온갖 꼼수로 정치를 희화화하
고, 도정 농단을 획책한 홍 후보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우려스럽다. 

둘째, 지방자치 정신을 무시한 홍 후보는 유권자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홍준표 후보는 1년 남짓한 임기의 도지사 보궐선거를 위해 도민의 세금 수백억이 낭비되는 사
태를 막아야 했다는 것을 ‘심야사퇴’의 이유로 들었다. 어불성설이다. 홍 후보가 진정으로 경남
도민을 걱정하고 세금을 우려했다면 대선에 불출마를 선언하고, 도지사직을 유지했어야 한다. 
조선업 불황으로 경제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경남도민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1년여의 기간 
동안 도정 공백을 가져온 것은 경남도민을 무시하고 우롱한 것이다. 무엇보다 도지사 선거를 
하게 되면 기초단체장 중에서 후보가 나올 수 있고, 줄지어 보궐선거를 하는 게 비용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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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번거롭다는 식의 태도는 지방자치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도민을 무시하고 
지방자치를 우롱한 홍준표 후보의 처사는 결코 쉽게 넘길 수 없는 일이다.

시민의 선거권과 참정권은 헌법이 시민에게 부여한 기본권이다. 대통령은 선거와 지방분권, 국
민의 기본권 등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 정신을 지켜야 하는 자리다. 시민의 헌법적 권리인 선거
권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우롱한 홍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이 있는지 우려스럽다. 이번 
대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해 탄핵되면서 실시되는 선거다. 출마 때부터 헌법 정
신을 부정하고 법을 유린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유권자를 우습게 보
는 행동이다. 이념과 정당을 막론하고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후보는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
다. 홍 후보의 반헌법적 행태에 대해 유권자들이 준엄하게 심판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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