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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민주주의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천하는데 있어 중요한 과정이 대표 

자를 선출이다. 선출된 대표자는 선거과정의 공정성을 바탕으로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며， 국민은 투표에 참여하여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다. 이처럼 간단하게 표현되는 민주주의 대표자 선출과정이 현실적 실천 

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이 결과적으로는 대표성의 향상에 도웅을 주지 못할 뿐 아니 

라 오히려 대표성의 왜곡을 더욱 심화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 글에서는 비교적 민주주의를 잘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미국을 

대상으로 선거운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경험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들이 제시될 수 있는지를 살피도록 한다. 

투표는 하나의 체계적인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지며 투표 시스템은 몇 단 

계로 나누어볼 수 있다. 투표운용에는 유권자동록， 투표소 방문， 투표결정， 

개표 그리고 개표확인 등이 포함된다. 그런데 이 모든 단계가 오류 없이 

수행되어야만이 유권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어느 한 단계에서의 오류는 다른 단계에서 수정이 불가능하며 종국적으로 

선거결과의 오류를 가져오게 된다. 

* 이 논문은 2002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뼈F-2뻐2-072- BM20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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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선거제도의 문제점들은 계속 지적되고 개선에 관해 다양한 의견 

이 개진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으로 대통령 선거제도의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선거인단(electora1 college)제도이다. 미국에서는 선거인단을 통한 대 

통령 선출방식으로 간접선거가 실시되며 2때0년 선거에서 나타난 것처럼 

유권자투표에서 다수득표를 하고도 선거인단 투표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를 우려하여 제도의 문제점이 부단히 

지적되어 왔지만 선거인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수정이 필요 

한데 사실상 각 주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헌법개정을 위한 동의를 확보하 

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1) 

또한 현행선거제도에서 개혁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분야가 선거자금에 

관한 것이다. 특히 연성자금(soft money)은 정치적 영향력의 평등성 문제 

로 인하여 지난 대선 이후 개혁요구가 강했으며， 2003년 3월에는 연성자금 

을 제한하는 법률이 통과되었다. 그런데 이상에서 지적한 문제들을 다루 

는 연구들은 비교적 많이 발표되고 있지만 투표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개 

선에 대해서는 소홀한 편이다. 이 글에서는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 

고 투표결과가 집계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 

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하도록 한다. 

미국선거에서 나타나는 문제 중 하나로 우선 낮은 투표율을 들 수 있다. 

최근에는 대통령선거와 의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동시선거에서도 투표율 

이 50%를 기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물론 수적으로 전체유권자의 절반 

정도가 기권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양적인 측면에서 대표성 문제를 

야기하지만 만일 특정집단의 투표율이 전체의 투표율보다 두드러지게 낮 

다면 이것은 대표성의 질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된다. 더욱이 어떤 집단의 

투표율이 낮은 원인이 선거운용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이는 당연히 선거제 

도의 개혁을 필요로 한다. 

이 글은 운영적 측면에서 투표참여와 개표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1) Longley, Lawrence and NeaI R. Peirce, πJe Eledoral College Primer (New He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1않l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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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시도한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조기투표(early voting), 적극적 부재자투표 시행(urπestricted 

absentee voting), 우편투표(voting by maiD 등의 효과를 경험적으로 검토 

하면서 과연 이들 제도가 어떤 특성의 유권자들의 투표율을 증가시켰는가 

를 살펴본다. 또한 투표 자격부여와 관련된 신분확인(verification of 

identity), 임시투표(provisional voting) 둥에 관한 문제도 검토한다. 

2000년 미국 대통령선거는 그동안 미국인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종래의 

선거제도와 그 운용을 다시금 평가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2뼈년 11 

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대통령 선거결과는 플로리다 주의 문제가 확대 

되어 결국 미연방대법원까지 이어지는 정치적 영역을 넘어 법적인 논란 

속에 놓여있었다. 이처럼 대통령선거 결과가 논쟁에 빠지게 된 것은 1876 

년이래 처음의 일이다.2) 이 선거결과의 혼란으로 인해 미국인들이 느껴왔 

던 민주주의 정치과정의 정통성과 자부심에 금이 가게 되었다. 1996년 조 

사에 따르면 3/4의 응답자들이 당시 선거에 대하여 어느 정도 공정한 것 

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2000년 설문결과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 

은 전체의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다. 특히 민주당원틀 가운데 3/4는 선거과 

정의 공정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공화당원들 역시도 이번 선거 

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견해가 1996년 12% 정도에서 25%로 증가하였다. 

1996년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승리하여 자연스레 공화당원들의 선거공정성 

에 대한 불만이 많았고， 2000년 선거에서는 공화당이 승리하여 공화당원 

의 만족이 이전보다 커졌다는 것은 추측하기 어렵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96년 패배한 선거와 비교하여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원들의 

2000년 선거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두 배정도 늘어났다는 사실을 통해 

2000년 선거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의심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3) 

2) 1800년의 선거혼란으로 인해 수정헌법 12조가 이루어졌으며. 1824년의 위기는 미국정당체 

계의 변화를 가져왔다 

3) 무당파의 선거에 대한 평가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발견된다 즉 1996년 선거에 대해서 무 
당파의 11%가 공정성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지만 2000년 선거에 대해서는 40%에 달하는 
무당파들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하였다(Nationa1 Election Studies 1996, 2뻐0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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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심각하게 지적해야 할 사실은 비록 2때0년에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선거혼란이 문제가 되기는 했지만 사실은 현행 선거제도 속에서는 어떤 

주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이다. 

II. 쟁거운용의 권한과 평가 

1. 선거쩨|풀옐 멸한 

유권자들이 기대하는 공정한 선거과정의 핵심은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 명단을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둘째， 모든 유권자들이 투표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유권자의 선택을 정확히 식별할 수 있는 투표기구를 사용해야 한다. 넷째 

예측가능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박빙의 선거를 관리해야 한다. 그려고 마 

지막으로 연방정부는 제한적이지만 적절한 방법으로 관여를 해야 한다.4) 

그러나 과연 현재의 미국선거제도가 이러한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 

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먼저 미국에서 선거를 운용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 연방선거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은 연방정부의 권한이다. 연 

방선거는 미국헌법이 비준을 받은 후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에 

주정부는 연방선거에 대해 어떠한 권한도 갖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헌법 제정자들은 연방선거를 운영에 관련하여 주와 연방정부 간의 관 

계를 예측하였다. 즉 헌법 제 1조 4절에서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을 선거할 

시기， 장소 및 방법은 각 주에서 그 주의회가 정한다. 그러나 연방의회는 

료 분석) 

4) The National Commission of Feder외 Election Reforrn, To Assure Pride and Co때dence 

in the Electoral Process (Virginia’ University of Virgi미a， 2001), pp.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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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법률에 의하여 그러한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수정헌법 12조와 헌법 제 2조에서 대통령과 부통령 

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인단은 주에서 뽑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 

방의회는 선거인들의 선임시기와 이들의 투표일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 

투표일은 전국적으로 같은 날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연방정부 

의 선거를 규제하는 독점적인 권한을 주 입법부에 부여한다면 연방의 존 

립을 전적으로 주에 맡겨야 한다는 논려적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해보면 서로 다른 여건에 처해 있는 주들에 대해 연방정부가 선 

거의 상세한 부분까지 규정한 단일한 선거법을 적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Federalist 뼈rper 59). 따라서 헌법제정자들은 선거관리를 실질적 측 

면과 권한적 측면으로 분리하여 선거의 실질적 운영은 주에 그리고 특별 

한 상황으로 인한 안전을 위해 개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나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을 연방정부에 남겨두었다. 

연방법원은 예비선거이건 본 선거이건 연방의원 후보자들의 이름이 둥 

재되는 선거에 대해서는 연방의회가 선거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갖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연방선거를 중립적으로 치르기 위한 주의회는 

선거 시간， 장소 그리고 방법에 관한 제한적 권한만을 갖는다. 그리고 연 

방의회는 그러한 규칙들을 변경시킬 수 있는 법을 제정할 권한을 갖는다. 

이러한 선거운영 원칙에 따라서 1993년 전국유권자동록법 (National Voter 

Registration Act)은 그 내용이 주정부가 연방선거를 위해 어떻게 유권자 

둥록을 해야하는지와 유권자 등록양식을 규정하고 있어 주의 권한을 침해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법원에 의해 합헌으로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헌법 

상 선거규정에 관한 연방정부의 권한은 수정헌법 14조의 평둥보호 조항과 

선거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다른 조항들에 의해 더욱 강화되어왔다. 

2. 선커를뿔 뿔빽 

2000년 대선 개표과정은 그동안 투표와 개표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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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비판을 명시적으로 보여준 계기가 되었다. 이전까지는 투개표상의 오 

류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고 간주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다. 그러나 박빙의 선거경쟁에서는 투개표과정의 작은 오류가 

선거에서 승패를 뒤바꿀 수도 있으며 바로 2000년 플로리다의 경우가 여 

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투개표 과정 운영의 오류가 승 

자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유권자 권리의 

절대적 의미를 감안한다면 오류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미국선거 역 

사에서 투개표상의 문제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를 검토해보면 의외로 그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2개주 31회 

40개주 70회 

주단위 선거로 살펴보면 1따8년이래 대통령선거에서 1% 미만의 득표차 

로 선거가 끝난 사례가 31회나 되고 2% 이하인 경우는 무려 70회나 된다. 

1968, 1972 그리고 1988년 대선에서는 1% 미만의 득표차를 보인 주가 없 

었다. 그러나 1960년 선거에서는 6개 주에서 그리고 2000년 선거에서는 5 

개 주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간에 득표 차이가 1% 미만이었다. 1없8년 

이후 14번의 대선에서 22개 주가 1% 미만의 득표차로 선거인단을 독식하 

는 경험을 하였으며 2% 미만의 경우를 따져보면 40개 주가 해당된다. 결 

국 대통령 선거에서 50개 주중에서 최소한 한 개 이상의 주에서 1% 미만 

의 박빙 선거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90%에 달하게 된다. 

선거가 치열하기는 의원선거나 주지사선거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50년 

동안 상원의원 선거의 약 4%, 하원의원 선거의 2%가 1% 미만의 석패율 

을 보여준다. 그리고 주지사 선거에서도 지난 50년 간 전체의 5%가 1% 

미만의 득표 차이로 당선자가 갈려졌다. 이를 확률로 계산해 보면 하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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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선거에서 최소한 하나 이상의 선거구에서 1% 미만의 득표차가 나타날 

확률이 99%이고 상원선거에서는 71%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지난 50년 간 단지 미시시피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만 1% 미만의 석 

패율을 보이지 않았을 뿐 나머지 모든 주들은 연방선거나 주지사 선거에 

서 1% 미만의 득표차로 선거결과가 결정된 경험이 있다. 이러한 선거역사 

를 볼 때 유권자의 자격이 얼마나 정확하게 주어졌는가， 선거제도가 특정 

집단에게만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았는가， 유권자들이 자신의 선호를 정 

확히 나타낼 수 있는 투표방식 이 사용되 었는가 그리고 유권자의 표가 정 

확하게 집계되었는가 동 투개표 과정의 모든 부분에 대해 엄격한 기준올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상에서 선거자료를 통해 선거경쟁이 치열하고 투개표의 정확성이 중 

요하다는 것을 지적했다면 유권자들이 투개표 과정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 

고 있는지 검토해 본다. 유권자들이 투개표 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 

한다면 선거결과에 대해서도 불만을 갖게될 수 있다. 따라서 투개표 운영 

에 비판적이면 이에 대한 개선은 시급하다.2000년 대선을 치르면서 미국 

인들이 투표제도에 얼마나 불만을 갖게되었냐는 것을 경험적 자료를 통해 

서 알 수 있다. 19개 민주주의 국가 비교조사를 보면 미국인들이 전반적인 

민주주의 정치과정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비율이 1996년 80.7%, 

2000년 80.5%로 별 차이를 보이 지 않고 있으며 19개 국가 중 노르웨 이 와 

네덜란드에 이어 3위에 위치한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선거과정에 

대해서는 다른 평가를 보인다.1996년 선거 후 조사에서 선거가 비교적 공 

정했다는 답변은 75.3%로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19개국 중 9위로 상 

대적으로 전체 정부의 민주주의 운영에 비하여 선거과정에 대한 불만이 

높았는데 특히 20에년 선거 이후 조사에서는 선거과정에 대한 긍정적 답 

변이 52%로 19개 민주주의 국가 중 이스라엘 다음으로 17위로 선거과정 

에 대한 매우 낮은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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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선거공정성 평가 (%) 

26.0 29.31126.1 29.8 25.6 32.9 26.3 26.71126.9 30.5 19.6 24.8 

15.0 10.911 12.0 9.9 15.2 9.3 18.3 12.31114.8 11.1 16.0 11.0 

6 1 21.8114.2 낌 5 7.0 12.9 7.3 껑 1116.2 21.6 5.4 21.4 

3.6 15에껑 때 1 4.9 8.0 4.2 15.8113.5 12.0 4.2 34.5 

513 141에1593 477 때 3퍼 480 닮1111302 1132 168 1뼈 
자료: Ameriα National Election Studies, 1996년， 2'αm년 

위의 표를 보면 1996년 선거에 대해서 민주당원들의 81.6%가 매우 공정 

했거나 혹은 어느 정도 공정했다고 평가하여 공화당원들의 72.9%보다 약 

9% 정도 더 많이 선거 공정성을 평가하였다. 이는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 

에서 승리하였으므로 당연히 민주당원들이 선거결과 뿐 아니라 투개표 과 

정에 대한 평가에서도 공화당원보다 긍정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2000 

년 대선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다른 분포를 보여준다. 공화당이 이긴 이번 

선거에서 양당원간의 선거공정성 여부에 대한 평가는 이전보다 극명하게 

갈라진다. 공화당원은 69.9%가 선거가 공정했다고 보고 있어 민주당원의 

45.5%에 비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경우가 24% 이상 많았다. 그러나 

돼뻐년 선거와 비교하여 20뻐년에는 선거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공 

화당원들의 선거공정성에 대함 불만이 크게 늘어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화당이 패배했던 1996년 선거가 불공정했다는 공화당원은 약 12% 

정도였으나 선거에서 승리한 2뻐0년에는 약 21%가 선거공정성에 대해 만 

족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비교적 객관적인 무당파의 평가를 보면 2000년 

선거평가에 부정적 비율이 41%로 1996년에 비하여 거의 4배 가까이 증가 

하였다. 

이같이 선거평가의 부정적 분포차이가 정당소속감에 의한 것만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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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인종별로 보아도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1996년 선거공정성에 대한 

불만의 정도는 백인과 흑인 모두가 10% 미만으로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그러나 2000년 선거평가에 대해서는 흑인이 백인보다 불만이 22% 정 

도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55%의 백인들은 2000년 선거가 공정했다고 

판단하는 반면에 흑인들 가운데서는 닮%가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부정 

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표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여성들의 선거공 

정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남성보다 두드러지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2000년 대선과정 에 대 해 사회 적 약자(rninority )들의 불만이 

두드러지게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짧。 챔깨훌용왜 풀체 

1 . 뿔멸椰 훌훌훌 

노스다코타를 제외하곤 미국의 모든 주에서는 유권자 동록이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이다. 그런데 2000년 대선 통계를 보면 투표자 

격 연령의 76%가 유권자 동록을 하였다. 다시 말하면 1/4에 가까운 투표 

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유권자 둥록을 하지 않아 유권자의 자격을 

갖지 못하고 선거로부터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둥록된 유권자 가 

운데 67.5%가 선거에 참여했다.5) 그런데 시계열적 추이로 살펴보면 1968 

년이래 투표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유권자동록과 투표율은 주별 

로 매우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데 투표당일 유권자등록이 이루어지는 메인， 

미네소타 그리고 위스콘신에서는 유권자동록율이 90%가 넘는데 반하여 

5) 동시선거에서는 투표율이 높고 중간선거에서는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1998년의 통계를 
보면 67.1%의 투표연령 시민들이 유권자동록을 하였고， 등록한 유권자 중 68%가 투표를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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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리조나는 투표자격 연령의 60% 이하만이 유권자등록을 하였다.6) 결국 

유권자 등록제도는 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추가적 

부담으로 시민들의 투표참여를 어 렵 게 하고 있다. 

유권자등록은 역사적으로 긴 전통을 가지고 있다. 1800년 메사추세츠에 

서 처음으로 유권자등록제도가 생겼지만 널리 확산된 계기는 남북전쟁이 

끝난 1877년 이후였으며 1876년부터 1912년 사이에 북부 주의 절반 가량 

이 주 헌법에 유권자등록 조항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1929년에 이르러 알 

칸사， 인디아나， 텍사스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유권자동록의 형식을 요구 

하게 되었다. 유권자등록은 도시지역의 부패한 정치동원조직 (political 

machine)을 반대하는 진보운동의 선거개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진보운 

통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시민에 대한 서비스， 직접예비선거， 비밀투표를 

주장하였는데 이를 위한 방안 중 하나가 유권자등록제도이다. 그런데 유 

권자둥록제 이후 투표율에는 급격한 변화가 생겼는데 남부이외의 지역에 

서는 유권자등록이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투표율이 

1잃8년 86.2%에서 1912년에는 67.7%로 김소하였다. 전국적으로 1876년 대 

통령선거에서 82.6%가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였고 1924년 48.9%로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유권자등록이 그 이전에 있었던 부정투표(vote fraud)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해서는 상반된 주장이 있다. 한편에서는 유권자동록으로 인 

하여 선거에서 투표자격이 없거나 허위투표를 배제하였기 때문에 투표율 

이 낮아졌다는 주장이 있다. 따라서 투표율 감소는 정상투표에 가까워졌 

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른 학자들은 진보운동가들이 유권자등록이라는 부 

담을 가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세련되지 못한 유권자들의 정당한 참여를 막 

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아졌다고 보고 있다. 경험적 분석 

에 따르면 선거개혁 이전에는 정당들이 표를 매수하거나 한 유권자의 반 

복투표를 통해 표를 부풀리는 부정을 저질렀으나 선거개혁 이후 정당들은 

이전과 반대로 반대자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게 방해함으로써 투표율 저하 

6) “Voter Registration and Tumout 2000‘" http://www.fec.gov (겁색일: 200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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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이다，7) 따라서 전체적으로 볼 때 그동안 유 

권자등록제도는 자격이 없는 유권자를 가려내는 기능과 투표자격이 있는 

유권자들에게 부담이 되어 배제하는 두 가지 역할을 모두 했다고 할 수 

있다. 

초기의 유권자등록법은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엄격하였다. 1929년 

에는 18개 주에서 유권자둥록을 매 1년， 2년， 혹은 4년마다 주기적으로 하 

도록 요구하였다. 1962년에는 38개 주에서 유권자동록을 위해서는 최소한 

1년 이상 통일한 주에 거주하는 것을 요구하였다. 그려고 1972년에는 17개 

주에서 지난 2년 내에 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는 유권자 명부에서 이름 

을 삭제하는 둥 매우 엄격하게 유권자둥록을 관리하였다. 전체 유권자의 

40%가 해당되는 23개 주에서는 선거 30일 전에 유권자 동록을 하도록 규 

정하고 있었으며 어떠한 주도 선거당일 유권자 등록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같이 엄격한 규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완화되어 갔다. 1972년 

당시 정기적 유권자동록은 10년마다 둥록을 요구하는 애리조나와 사우스 

캐롤라이나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사라졌으며 현재는 어떠한 주도 이전과 

같은 정기적인 유권자동록을 요구하지 않게 되었다. 투표권볍 (Voting 

Rights Actl과 대법원의 지속적인 판결을 통해 연방선거에서 유권자 등록 

30일 거주규정이 가장 장기적인 요건으로 하여 모든 주에서 시행하게 되 

었다. 그리고 1993년 전국유권자 동록법 (National Voter Registration Act) 

은 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권자 명부에서 이름을 삭제하는 것을 

금지하였다.8)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 등록 자체는 민주국가들 중 가장 

부담이 되는 제도로 간주되고 있다.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유권자 

명부 작성은 국가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미국의 유권자 

7) Cox, Gary W. and Morgan Kousser, “Tumout and Rural Corruption’ New York as a 
Test Case," Ameriam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5 (1981), pp. 646-63. 

8) 유권자등록법의 주요내용은 유권자등록이 운전면허관리소나 사회복지담당 기관에서도 가 
능토록 한다는 것과 우편으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법이 시행된 이후 4 
천만명 이상이 이 법의 혜택을 받았다 1앉96년 조사에서 이들 중 33%는 운전면허관리소 

에서 그리고 30%는 우편으로 유권자동록을 하였다， 결국 유권자동록법은 유권자의 등록 

비율을 약 4%가량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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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록은 유권자에게 부담이 전가되기 때문이다. 

학자들은 유권자 등록과 투표율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유권자등록 

부담이 투표율을 낮추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에 일반적으로 동의하 

고 있다. 전국유권자 등록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유권자 등록을 하기 위해 

유권자들은 등록사무소에 직접 찾아가야만 했다. 따라서 시간에 맞추어 

유권자 등록하는 것이 투표보다 더 힘든 것이라고 평가되기도 하였다. 로 

젠스톤과 볼핑 거 (Rosenstone and Wolfinger)의 연구에 따르면 유권자등록 

사무소를 여는 시간과 주말에 업무여부 등이 2-5% 정도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유권자등록을 위한 거주기 

간 제한으로서 30일 거주조건을 갖는 주들은 선거당일 유권자등록제도를 

가진 주들에 비하여 투표율이 약 3-9%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예 

측한 바와 같이 유권자등록제도는 교육수준이 낮고 정치참여에 관심이 적 

은 사람들에게서 더욱 부담이 된다.9) 

최근 2때0년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구의 16.1%에 해당하는 4300만 명 이 

지난 1년간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유권자 등록법에 따라 같은 

카운티 내로 이사한 경우에는 새로 유권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어졌지만 

다른 카운티나 다른 주로 이사한 경우에는 유권자등록을 해야만 한다. 따 

라서 보다 정확한 추정을 위해서는 유권자이동의 내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99년 한해동안 이동유권자의 20.3%인 880만 명이 같은 주의 다른 

카운티로 이동했으며 19.4%인 840만 명이 다른 주로 이사를 갔다. 그런데 

유권자등록을 위해서 주들이 요구하는 거주기간이 평균 28일이 되므로 결 

국 132만 명이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들은 유 

권자명부에 오르지 못하게 되며 전체 등록유권자의 1.25%에 해당한다. 

따라서 유권자등록에 의한 투표율 저하현상이나 제외되는 유권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가장 즉각적인 실천방안은 유권 

자등록을 선거당일로 하는 것이다. 아이다호， 메인， 뉴햄프셔에서 당일등 

9) Rosenstone, Steven J and Raymond E. Wolfinger, “The Effect of Registration on Voter 
Tumout," American Politiml Science Review, 72 (1978), pp. 8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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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그로 인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또 다른 보안적 방법으로는 미시간처럼 주별로 유권자 명부가 통합된다면 

같은 주의 다른 차운티로 이사한 잃0만 명의 유권자들이 새로 유권자동록 

을 하지 않고도 투표를 할 수 있다. 주별로 유권자 명부가 통합되어 있지 

않다 하더 라도 임 시 투표(provisiona1 voting) 방식 을 적 극 활용한다면 같은 

주 내의 이동유권자를 구제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사를 하는 유권 

자들의 인구통계적 분포를 보면 젊은층과 임대주택에 사는 유권자들이 두 

드러진다. 이들은 투표등록이라는 부담 이외에도 정치효능감이 낮고 정치 

에 관심이 적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투표참여가 낮은 집단이다. 따라서 

이들의 유권자 둥록 부담을 줄여 투표율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면 

선거대표성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2. ξ쩍흩뿔g 뽑째짧 훌麗， 용뿔훨훌훌훌 

투표율이 계속 낮아졌던 지난 20년 간 각 주들은 조기투표， 부재자 투표 

그리고 우편투표의 방식을 채용하여 유권자들에게 투표기회를 부여하려 

노력해왔다. 유권자의 45%가 살고 있는 26개 주에서 이들 제도 중 두개 

이상을 백하고 있다. 부재자 투표(absentee voting)는 주로 서부에 위치한 

주들에서 시작되어 전국유권자의 32%를 차지하는 22개 주에서 특별한 사 

유가 없다하더라도 신청만 하면 부재자 투표가 가능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991년에 텍사스에서 처음 도입한 조기투표(early voting) 제도는 부 

재자 투표와 유사한 면이 있지만 부재자 투표는 유권자가 직접 신청을 해 

야만 가능한데 비해서 조기투표는 투표장에서 신청만 하면 가능하다는 점 

에서 차이가 있다. 1995년 처음 우편투표를 시행한 오래건 주에서는 1998 

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우편투표만을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선거일 투표장 

방문투표방식 이외에 다양한 대안적인 투표방식이 도입을 통해 투표율 제 

고를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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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적으로 볼 때 조기투표나 부재자 투표의 확대가 가져온 효과는 상 

당하다고 평가된다. 부재자 투표의 확대가 시작된 1980년 선거에서 투표 

자의 5%가 부재자 투표를 하였으며 1996년에는 부재자 투표가 투표자의 

10%, 우편투표가 8% 그리고 조기투표가 3%의 비율을 차지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지역을 보면 2000년 대선의 경우 텍사스에서는 39%의 투표자가 

조기투표를 하였으며， 캘리포니아에서는 약 25%가 부재자 투표를 하였다. 

그리고 오래건에서는 모든 투표가 투표장 설치 없이 우편으로만 이루어졌 

다. 그러나 대안적 투표방식으로 투표한 유권자들이 모두 그 투표방식 덕 

분에 이루어진 투표참여로 간주하는 식으로 대안적 투표방식의 영향력을 

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대안적 투표방식을 이용한 유권자들 

이 모두 새로운 투표방식 때문에 투표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투표 

소 방문보다 편리하기 때문에 투표장 방문 투표에서 투표방식을 바꾼 경 

우가 상당수 있기 때문이다. 즉 대안적 투표방식을 이용한 투표자 대부분 

이 만일 그러한 새로운 투표방식이 없었다 하더라도 기존의 투표소를 이 

용한 투표의사가 있는 유권자들일 가능성이 높다. 

〈표 3> 연렁에 따른 투표방식 분포(19961. % 

않71/부재자 투표 r| ;;우편루효ι 
18-24 87 2 11 
25-34 93 2 5 

35-64 91 3 6 

65-74 85 3 12 

75 이상 ~ 3 ffi 

자료: Bureau of the Census, Current Populatiα1 SUTVey Voter Sμ!pplement (1996) 

한편， 전반적인 투표율 제고의 의미 이외에 조기투표나 부재자 투표가 

차별적으로 어떤 집단에 도움이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대안투표는 

투표장소에 갈 수 없는 것을 예상한 사람들에게 유용한 방법이므로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드러지게 나이든 연령층에서 선호되는 것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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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스타인(Stein 1998)의 연구에 따르면 조기투표와 투표소 투표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연령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다.10) 또한 노 

인들이 부재자 투표를 선호하는 것처 럼 조기투표도 선호한다는 것을 발견 

하였다. 위의 표와 유사하게 1994년 조사에 따르면 조기투표자의 1/3 이상 

이 %세 이상의 노인들이었으며 때세 이상이 절반을 넘었다. 반면에 젊은 

계층의 부재자 투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조기투표는 별로 많이 이 

용하지 않는다. 

투표소 투표나 조기투표를 택하게 되는 이유는 주로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정치에 관심이 많다고 응답한 유권자들은 관심이 적은 사 

람들보다 조기투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정 당소속감이 높은 사 

람들이 조기투표를 택하는 사람들 중 다수를 차지한다. 따라서 정치에 관 

심이 많고 정당소속감을 가진 사람들이 투표율을 높이는데 기여하며 결국 

조기투표는 투표할 의사가 충분한 사람들이 투표를 일찍 할 수 있도록 도 

와주는데 많이 기여한다. 따라서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조기투표를 하 

는 유권자들 대부분이 조기투표제도가 없었다면 투표장 투표를 했을 것으 

로 추측된다. 우편투표는 조기투표나 부재자 투표와는 다른 성격을 지닌 

다. 오레건에서 시행하는 우편투표 방식은 등록된 유권자에게 우편투표를 

위해 다른 특별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경험적으로 보면 우편투표는 새 

로 이사한 유권자들이나 정치적 효능감이 낮은 유권자들의 투표를 증가시 

키는 역할을 한다.11) 그러나 우편투표는 현재 오레건에서만 시행되어 투 

표소 투표자와 비교하여 일반화하기는 아직 무리가 있다. 

이처럼 새로운 투표방식이 도입되면서 가장 관심 있는 것은 과연 이들 

대안적 투표제도가 투표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이다. 기권 

자에 대한 연구들은 기권의 이유가 투표를 하기 위한 비용이 크기 때문이 

10) Stein, Robert M. and Patricia A. Garcia-Monet “Voting Early but Not Often," Sκ띠l 

Science Quarterly 78 (1997), pp. ffi7-71. 
11) Traugott, “Why Electoral Refonn Has Failed: If You Build It, WilI They Come?" 

unpublished (2000). University of Michigan; Southwell and Burchett, “Survey of 
Vote-by-Mail Senate Election in the State of Oregon," PS (l댔7， March) , pp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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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투표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함으로써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게 된다. 그러나 투표율 증가의 관 

점에서 본다면 대안적 투표방식의 도입이 투표율 증가에 미친 영향은 기 

대만름 크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재자 투표의 확대는 기껏해야 

약간의 투표율 상승을 가져왔으며， 그나마도 정당이 어떻게 투표참여를 촉 

진하였는가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12) 폐쇄적 예비선거를 치르는 

주에서는 정당에 의한 투표둥록이 이루어지므로 투표율 증가가 약간 나타 

나지만 공개 예비선거를 치르는 주에서는 부재자 투표 확대의 영향이 거 

의 나타나지 않는다. 

조기투표에 대한 경험적 연구에서는 부재자 투표 확대의 경우보다 투표 

율에 영향을 약간 더 크게 미치기는 하지만 기대한 바와 같은 투표율 증 

가에 크게 기여하지는 못하였다.2000년 선거를 분석한 미국선거연구위원 

회 (Comrnittee for the Study of the Arnerican Electorate)에 따르면 오히 

려 조기투표나 부재자 투표를 확대가 투표율을 증가시켰다는 증거가 없다 

는 것이다.13) 우편투표제도가 도입되면서 분명히 투표의사가 적은 유권자 

나 최근에 이사한 유권자 그리고 정치효능감이 낮은 투표자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우편투표가 선거 

에 참여하지 않은 유권자를 자극하기보다는 투표의사가 있는 유권자들이 

투표의 용이성으로 인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14) 이러한 주장 

은 우편투표뿐만 아니라 부재자 투표의 확대 그리고 조기투표에도 마찬가 

지이다. 대안투표 방식에 대한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투표소 투표이외에 

대안적 투표방식은 투표율 증가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그 효과는 상당 

히 미약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1990년 이후 대안투표 방식은 유권자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대 

12) Oliver, ]. Eric. “The Effects of Eligibility Restrictions and Party Activity on Absentee 
Voting and Overall Tumout," Ameriα JOUI7UlI cf Politi，αzl Sα’ence 40(1腦)， pp‘ 

498-513. 
13) http//www.gspm.org!csae! (검 색 일: 2003. 6. 12) 
14) Traugott. Ibid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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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투표 방식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이들 투표방식에 

대한 우려도 있다. 첫째로 대안투표 방식이 선거운동이나 정당들이 유권 

자들을 투표장으로 동원하는 노력을 감소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는 투표율 

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집단이나 정당의 유권자 동원은 

투표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에만 유권자 동원을 위해 노력한다. 그런데 투표가 투표일 하루가 아 

닌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유권자 동원을 위한 비용이 증가됩으로 집 

중적인 유권자 동원이 어려워진다. 둘째로 대안투표를 할 경우에는 투표 

결정이 조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거 마지막까지 제공되는 정보를 감안 

하지 못한 채 투표에 임한다는 문제이다. 한편으로 보면 조기에 투표를 하 

는 사람들은 정당소속감이 높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새로 제공되 

는 정보에 따라 투표선택을 바꿀 가능성이 적기는 하지만 투표일 이전에 

투표를 함으로써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투표선택을 하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무시할 수는 없다.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최고정점으로 이루 

어진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조기에 이루어지는 투표에 대 

한 우려는 시민의 참여 자체가 가지는 의미를 감소시킨다는 점이다. 선거 

일은 전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거의 유일한 행사이다. 이 행사를 통해 국 

가의식 고양이나 정치참여의 의미를 고취시킬 수 있는데 단지 편의성을 

위해 대안적 투표방식을 통해 개별적 투표를 한다면 국민으로서 참여하고 

느낄 수 있는 경험의 기회를 잃게 된다는 것이다. 

3. 뽑면활멈 (v용 wific없뼈뼈 빽 뼈뼈g때업앤) 

주들은 투표소에서 세 가지 방식으로 본인확인을 한다. 가장 많이 사용 

되는 방법이 등록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입하는 것이다.39개 주에서 본인 

이라는 것을 선서하는 서명만으로 본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려고 사인 

을 한 용지를 유권자등록을 할 때 사인과 비교하여 본인을 확인하는 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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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H 있다. 두 번째는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는 

방법이다. 약 절반의 주에서는 본인확인을 위하여 이 방법을 채택하고 있 

다.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117H 주에서는 선거관리인과 당의 참관인이 주 

민과 이미 알고 있는지에 따라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미 

국에서는 오랫동안 그리고 상당히 엄격한 수준에서 개인의 사적생활을 보 

호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 흔히 사용되는 개인의 신분 

증을 요구하는 것이 미국에서는 엄격하게 규제된다. 

투표소에 서명한 것과 유권자 퉁록시 서명을 비교하거나 신분증을 요구 

하는 주들은 역사적으로 정당조직이 강한 주들이다. 메이휴(Mayhew)의 

연구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정당조직이 강한 주에서는 정당에 의한 부정투 

표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보다 높은 수준의 본인확인을 요구하 

게 되었다.15) 본인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선거부정을 막기 위한 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이 가져오는 부정적 의미도 있다. 본인확인 과정 때문 

에 투표를 위해 대기해야 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선거관리인이 서명비교를 

통해 본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판단의 자의성이 생길 수도 있다. 

본인확인은 최소한 두 가지 문제를 발생시킨다. 우선 본인확인을 위한 

부담이 유권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주들이 반드시 요구하지는 않는지 

만 일반적으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선호한다. 그러나 사진이 붙은 신분 

증이 미국에서는 보편적이라고 할 수 없다.1990년 초 운송국의 통계에 따 

르면 투표연령의 87%만이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았다. 그리고 2000년 갤럽 

조사에서는 투표연령의 92%가 운전면허증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물 

론 학생증， 공무원증， 여권 등이 신분증이 될 수 있지만 운전면허증이 없 

으면서 다른 종류의 신분증을 갖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8% 가량이 

사진이 있는 신분증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어떠한 사람이 신분증이 없는가 

에 대한 조사는 없지만 자동차가 없고 시골지역에 거주하며 가난한 사람 

들이 신분증이 없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추측하기는 어렵지 않다. 따라 

15) Mayhew, David R. Placing Parties in Ameriam Politics. (1986,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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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신분증을 통한 본인확인은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에게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다. 

4. 임시톰훌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식이든 본인확인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지 

만 19개 주에서 전국유권자동록법 의 안정장치 (f.며l-safe)에 의 해 유권자 명 

부에 없는 유권자에게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임시투 

표권이라 부르는데 임시투표권은 3가지 특정을 갖는다. 첫째로 유권자 명 

부에 동재되지 않은 유권자에게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발부한다. 유권자 

는 투표용지와 함께 왜 임시투표를 하게 되었는지를 적어서 자신의 서명 

을 한 봉투에 넣는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난 후 선거관리자는 그 유권 

자가 투표권을 가졌는가를 조사하여 합법적인 유권자로 확인되면 투표함 

에 넣는다. 이처럼 투표가 종료된 후에 표의 자격유무를 따진다는 점에서 

다른 형태의 투표와 구분된다. 또한 미시간이나 일리노이에서는 유권자 

명부에 없는 경우 본인의 선서만으로 투표를 할 수 있고 차후에 합법여부 

를 따지지 않고 투표권을 인정하는 것과도 차이가 있다. 워싱턴 주의 경우 

가 가장 확대된 임시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워싱턴에서는 이사를 옹 유 

권자 모두에게 이전 주소에 관계없이 임시투표 자격을 주고 조사결과 투 

표권이 다른 지역에 있을 때에는 해당투표 관할지로 우편을 통해 투표용 

지를 송부한다. 

유권자 등록에는 오류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수의 유권자들이 임 

시투표를 통해 투표권을 행사한다.2000년 선거의 경우 로스앤젤레스에서 

는 전체투표자의 4%에 해당하는 10만 명 이상이 임시투표제를 이용해 투 

표했으며 이들 중 62%가 적법한 유권자로 밝혀졌다. 한편 워싱턴의 킹 차 

운티(King county)에서는 1만 7000명 이상이 임시투표에 해당하는 특별투 

표(speci머 b머lots)를 이용했으며 78%가 유효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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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등록상 필연적으로 오류가 발생하므로 임시투표는 그 보완책으로 

서 기능을 한다. 임시투표제는 우선 투표소에서 진행을 원활히 하는데 도 

움을 준다. 일단 투표를 허용하고 유권자등록 문제가 투표 후에 해결되므 

로 다른 투표자들이 선거관리원들이 유권자 명부 누락을 확인하는 동안 

공연히 기다릴 필요가 없다. 둘째로 유권자가 투표소를 찾았다가 돌아가 

는 일을 막아준다. 투표소에서 이름이 유권자 명부에 둥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표를 하지 못하고 돌아서는 유권자들은 분노에 차게된다. 20에 

년 Current Pop버ation Survey에 따르면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의 7.4% 

가 유권자 등록에 문제가 있어서 투표를 하지 못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 

러한 유권자의 수는 무려 300만 명 가까이 된다. 임시투표제를 활용하여 

이들을 구제한다면 이번 선거뿐 아니라 차후 선거에 이들이 참여하지 않 

을 수 있는 것을 막는 효과도 있다. 셋째 임시투표 후 선거관리원들이 그 

표가 유효한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유권자 명부의 누락을 수정할 수 있 

는 기회를 줌으로써 보다 충실한 유권자 명부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임시투표제의 문제는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력이 많이 필요하 

다는 것이다. 임시투표를 한 유권자가 합법적인지의 여부는 카운티 선거 

관리소에서 이를 책임진다. 워싱턴의 킹 카운티에서는 1만 7000명의 임시 

투표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9일 동안 15명의 직원이 이 일에 매달려 

야 했다. 또한 이처럼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최종적인 선거결과를 발표 

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가 생긴다. 다행히 대부분의 선거 

가 임시투표의 결과에 따라 승패가 갈라지지는 않기 때문에 선거결과 발 

표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지만 정확한 선거결과를 합산하기까지 

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더욱이 부재자 투표를 한 사람이 임시투 

표를 한 경우 이를 밝혀내기는 더욱 쉽지 않다. 왜냐하면 부재자 투표는 

선거당일 우편소인까지 유효하므로 이들의 표가 임시투표와 중복되는가를 

확인하려면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 또한 만일 임시투표가 광범위하게 

실시되게 되면 유권자들은 유권자등록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투표소에 

서 임시투표를 남용할 가능성도 있다. 마지막으로 임시투표의 부작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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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들이 임시투표를 하면 자신들의 표가 유효하게 계산되는지에 대하 

여 의구심을 갖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테네시에서는 임시투표 대신에 정 

규투표 자격을 주고 있다. 

g 。 뿔짧2J빽| 때한 챔재짧 뿔휠 

미국의 상당 수 주에서 현재나 과거의 중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투표 

권을 박탈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는 숫자가 전 투표연령의 2.1%인 420만에 

달하고 있다. 메인과 벼몬트 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현재 복역중인 죄인 

들에 대해서는 투표권을 주지 않고 있다. 그리고 29개 주에서는 가석방이 

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죄인에게도 투표가 허락되지 않는다. 더욱이 

몇몇 주에서는 이들에 대해 투표권을 영구히 박탈을 하고 있는데 재범의 

중범죄인에게 투표권을 종신으로 박탈하는 메릴랜드에서는 전체유권자의 

3.2%가 투표권이 없으며 앨라바마와 플로리다에서는 무려 6.2%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1/3은 이미 형기를 모두 채운 사람들이다. 

이러한 중죄인 선고는 특히 흑인들이 많은데 미국흑인의 7% 가량이 중 

죄를 저지른 이유로 투표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종신투표권 박탈의 문제 

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흑인의 비율이 적고 평생 투표권 박탈 

제도를 가고 있는 아이오와나 뉴멕시코에서 투표권을 박탈당한 흑인남성 

은 전체흑인남성 유권자격자의 40%에 이른다. 흑인남성에 대한 평생 투표 

권 박탈이 가장 낮은 메릴랜드가 7.6%로 백인과 기타인종 남성에 대해 가 

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플로리다의 5.1%보다 훨씬 높다. 만일 현재 가석 

방이거나 집행유예 중인 범죄자에 대한 투표권 박탈이 폐지된다면 흑인의 

투표권 박탈비율은 2.5%, 백인과 다른 인종은 1.5%로 낮아질 것이다. 현재 

일시적인 투표권 박탈을 하는 39개 주 중에서 28개 주에서는 선고， 가석 

방， 집행유예 등의 결과에 따라 투표권을 자동으로 획득할 수 있다. 그러 

나 70만에 달하는 중범죄 경력자들은 투표권 회복을 위하여 본인이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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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IV. 투표소와 투표장비 관리 

1 . 투표예훌 발표와 투표소 운영 

박빙의 선거 때가 되면 선거결과 예측이 투표율이나 실제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 2에0년 대선이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미디어에서는 출구조사를 바탕으로 동부시간 8시경에는 플로 

리다에서 고어가 승리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서부의 투표가 1시간 남은 

동부시간 10시경에는 그 예측을 정정하였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플로리 

다에서 부시가 승리했다고 정정보도를 하였다. 권위 있는 뉴스에서 선거 

의 승패가 결정되었다는 보도는 분명 유권자의 투표의사를 감소시킨다. 

단지 유권자들이 자신의 표가 승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 

문만 아니라 선거라는 역사적 행사에 참여코자 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역 

사의 장으로 기록된 선거에 참여하는 것에 의미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거예측의 오류와 투표참여를 감소시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투표예측이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투표예측 보도에 따른 투표율 감소의 효과는 그들의 주장만큼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따져보면 조기투표예측은 아직 투표가 진행되는 

지역의 유권자들에게만 영향을 미친다. 다수의 미국인들은 동부시간이 적 

용되는 지역에 살며， 또한 다른 1/3의 미국인은 중부시간대에 맞추어 살기 

때문에 그 이외의 나머지 지역에 사는 유권자만이 영향을 받게 된다. 게다 

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거주자라 할지라도 이미 투표를 한 유권자 

나 원래 투표의사가 없는 유권자에게는 투표예측 보도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결국 선거예측보도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상집단이 그리 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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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1980년 선거의 경우를 보면 동부지역에서 선거가 끝난 직후인 8시 15분 

에 언론은 레이건의 승리를 보도하였고 한 시간 후인 9시 15분에 경쟁자 

카터는 전국적 방송을 통해 이를 인정하였다. 그 시간에는 아직도 중서부 

의 주에서는 선거가 진행 중에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레이건의 승리를 예 

측하는 보도는 동부시간으로 오후 6시부터 방송을 타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한 비판적 사람들은 이러한 조기 선거결과 예측보도로 인하여 투표율이 

낮아졌고 서부지역에서 카터의 패배가 두드러지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선거예측 뉴스를 보고 투표의사를 가지고 있으나 아직 투표를 하지 않 

은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1980년 선거보도는 

그 이전이나 이후에서 찾아보기 힘든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980년의 경우를 예로 선거예측 보도의 영향을 너무 과장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 치열한 선거에서 투표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선거결 

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항상 있다는 점에는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지 

역별 시차를 감안하여 선거예측보다 시간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선거정보 제공의 시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지역별 시 

차에 관계없이 동일한 시간에 투표를 끝내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동부시간에 맞추건 서부시간에 맞추건 어떤 지역에선가는 투표시 

간이 더 길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심지어 뉴욕 일부지역에서는 4시 

간의 투표시간이 연장되어야 한다. 다른 방안으로는 투표소 운영시간을 

맞는 방법이 있지만 아래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별로 투표소 

를 찾는 유권자 비율과 집단의 특성이 다르므로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할 

수 없다. 

투표소를 늦게 여는 것은 60%가 넘는 사람들이 12시 이전에 투표를 하 

는 나이든 사람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며， 일찍 문을 닫는 것은 가장 젊은 

층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현재의 지역에 따라 

다양한 투표소 운영시간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게 되면 서부지역에서는 오 

후에 일찍 투표소를 닫게되고 따라서 젊은층과 노동차 계층의 투표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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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시간， 지역， 연령별 투표 빈도 

43.4 42.8 43.9 29.7 37.5 45.8 63.1 

21.5 23.0 17.3 23.7 20.6 20.4 25.8 

18.7 18.7 21.0 19.8 24.9 22.8 20.2 7.9 

16.5 16.5 12.3 19.0 21.8 19.1 13.6 3.3 

55 20351 5699 6610 8414 26764 19502 12017 

자료: Current Population Survey, 1980 

장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동부지역에서는 오전시간이 짧아 

져서 백인계층과 노인층의 투표가 비대칭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여진다. 

투표소 개장시간의 단일화를 이루게 되면 서부지역에서는 오후 7시까지 

운영하게 되고 따라서 13시간 동안 운영되는 동부지역 투표소에서는 9시 

이전에는 투표소를 열 수가 없게된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절반을 차지하 

는 동부지역에서는 저녁시간이 늘어나고 오전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젊은 

층에게 좀 더 유리한 투표조건이 된다. 그러나 서부에서 오전시간을 늘이 

고 오후시간을 줄이게 되면 노동자 특히 라틴계 노동자들의 투표율이 감 

소될 것을 예상된다. 투표가능 시간이 바뀌면 대부분의 투표의사가 있는 

유권자들은 다시 가장 알맞은 시간을 찾아 투표장을 찾을 것이다. 그러나 

투표비용이 투표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투표시간 

변경으로 불편을 겪게되는 유권자들이 기권할 가능성도 있다. 

g 。 톰훌장빽 

투표장비는 20C에년 플로리다 선거에서 문제가 일으켰던 주범이었다. 그 

러나 이러한 문제는 플로리다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플로리다의 경우 제 

대로 표시가 되지 않거나 잘못된 투표용지가 전체의 3%로 다른 주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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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많았을 따름이다. 다른 주들도 정도의 차이가 있었을망정 마찬가지 

로 잘못 표기된 투표용지가 상당히 많았다. 오히려 시카고나 뉴욕 둥에서 

는 플로리다보다 더 많은 무효표가 나왔다. 매 선거 때마다 투표장비로 인 

하여 수많은 무효표가 발생한다. 지난 4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평균 2%의 

무효표가 발생하였으며 상원이나 주지사 선거에서는 이보다 훨씬 높은 무 

효표 비율을 보이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는 1백 50만 표가 무효처리 되었 

다. 그리고 상원과 주지사 선거에서는 무효표가 2백 50만표에 이르렀다. 

이러한 무효표에 대한 통계치는 투표장비를 개선하여 투표자의 의사를 보 

다 정확하게 집계하도록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미국에서는 현재 5가지의 다른 투표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그 중 3가지 

는 종이를 이용한 것으로 손으로 집계하는 투표용지， 펀치카드 그려고 광 

학스캔 투표용지가 있다. 손으로 집계하는 투표용지는 가장 오래된 방식 

으로 시골지역에서 아직 사용되고 있다. 펀치카드와 스캔차드는 집계방식 

이 보다 진보된 형태이다. 다른 두 가지 방식은 레버머신을 사용하는 것과 

전자투표(DREs) 방식으로 투표자들은 자신의 선호도에 대한 반용식 투표 

를 하게 된다. 이 두 가지 방식은 기계적이든 전자적이든 투표와 기록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데 레버머신과 전자투표 방식은 투표자들의 

선호를 따로 기록해 두지 않기 때문에 재검표는 거의 불가능하다. 더욱이 

투표자들이 종이용지가 아닌 진보된 반응식 투표장비에는 익숙지 않다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있다. 현재의 사용분포를 보면 수작업을 해야하는 투 

표용지 사용은 1%, 약 34%가 펀치카드， 약 25%가 광학스캔카드 그리고 

18%가 레버머신을 마지막으로 10% 정도가 전자투표 장비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1980년대에만 해도 레벼머신과 수작업 투표용지를 사용하 

는 경우가 60%가 넘었던 것에 비하여 많이 변한 것이다. 

무효표의 비율을 통해 각 투표장비의 유효성을 측정해 볼 수 있다. 앞에 

서 밝힌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는 약 2% 정도의 투표가 무효표로 처리되 

는데 출구조사를 바탕으로 보면 고의적인 무효표는 전체 무효표의 약 

30% 가량된다고 추측된다. 그렇다면 결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150만의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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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자가 무효처리되고 상원이나 주지사 선거에서는 350만명이 무효처리되 

는 셈이다. 아래의 〈표 5>는 각 투표장비별로 무효표 비율을 보여준다. 

〈표 5> 투표장비별 무효표 비율(%) 

• ;주l:1사f總t떼거;끼강 
3.3 

4.7 

3.5 

7.6 

5.9 

위의 표는 장비별로 무효표가 발생하는 비율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 

을 보여준다， 종이투표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레버머신이나 전자투표를 사 

용하는 경우보다 상당히 낮은 무효표 비율을 나타낸다. 표에 따르면 광학 

스캔과 수작업 종이투표지가 가장 낮은 오류를 범하게 하는 것으로 밝혀 

졌다. 펀치카드는 광학스캔 방식보다 1.5배 높은 무효표 비율을 나타낸다. 

그리고 기계를 이용하는 레버머신과 전자투표가 가장 좋지 못한 투표장비 

로 판단된다. 물론 위의 결과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통제되어야 한다. 투표율， 소득， 지역별 인종비율， 연령분포， 새로운 기술이 

도입된 햇수， 투표용지에 등재된 후보자의 수 등 많은 변수를 고려해야 한 

다. 이에 대한 집중적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4년 선거에서는 펀치카드나 

레버머신 대신에 광학스캔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 

다.16) 

물론 광학스캔카드가 가장 이상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장비도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비록 다른 투표장비에 비하여 무효표 

비율을 작지만 여전히 무효표를 발생시키며 또한 종이걸림， 인쇄비용， 투 

16) “Residual Votes Attributable to Technology: An Assessment of the Reliability of 
Existing Voting Equipment," in www.vote.caltech.edu (검색일 2003.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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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관리동 문제가 많다. 그러나 최소한 현재의 투표방식 중에서는 가장 

오류가 적다는 점에서 유용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v‘ 끼훌 훌 

미국의 투표제도는 크게 4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유 

권자 확인， 투표자 선호 표시， 유권자 선호 계산 그리고 투표제도의 안전 

성이 그 요소들이다. 유권자를 확인하는 방법이 바로 유권자 등록이다. 선 

거일 이전에 투표를 원하는 유권자들은 유권자 등록을 해야만 한다. 지방 

정부는 유권자 명부를 작성하여 각 투표소에 배포한다. 그러면 투표소 직 

원들이 투표하러 온 유권자들을 확인한다. 둘째는 투표자가 자신의 선호 

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기표를 의미한다. 투표소에 가던지 혹은 투표일 전 

에 대안적 투표를 통해 기표하여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한다. 투표소 

투표에는 종이에 기표하는 방식부터 터치 스크린을 이용하는 다양한 방식 

이 사용되고 있다. 어떤 방식을 택하는가는 수천 개의 지방정부에서 결정 

한다. 세 번째로 개표과정을 보면 이전에는 손으로 직접 개표를 하는 방식 

을 사용하였는데 현재는 약 1%의 개표에서만 수작업 개표를 한다.20세기 

들어서 개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한 방안들이 고안되었지만 투표 

자의 의사가 투표용지에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판정하는 

규칙이 주의회에 의해 정해져왔다. 네 번째로 투표의 안정성에 관련된 문 

제가 있다. 강제나 매표를 막기 위하여 주들은 비밀투표를 채택하였다. 그 

리고 개표를 공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투표체계의 구성요소는 광범위하고 분권적인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선거는 주가 관리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주는 지방정부에 그 권한을 

위임한다. 따라서 50개의 선거관리 책임기구가 있지만 3뻐0개가 넘는 선 

거운용자들이 유권자 명부， 기표도구 선택， 투표용지 결정， 투표소 지정， 

부재자 투표관리， 개표와 검표 등을 책임지고 있다. 따라서 선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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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책임을 지방정부가 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선거비용은 2000 

년에 10억 달러쯤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분권화된 선거관리로 인하여 다 

양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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