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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논의는 정보화의 진전에 기반하여 활성화되고 있지만 전자투표
의 시행에서는 한일 간 차이률 보이고 있다. 전자투표 도입올 위한 기슐적
조건에서는 커다란 차이가 없음에도 물구하고 한국과 일온의 전자투표 논의
와 시앵에서 나타난 차이가 무엇인지 ， 그리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훌 고
칭하는 것이 이 글의 주된 목표이다 한일 양국은 전자투표의 개녕， 도입목
적 ， 정책형성과정에서 차이툴 보였으며， 이는 전자투표 도입을 둘러싼 앙국

의 제도적 조건과 앵위자들의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또한 한국
이나 일몬의 전지투표 경험자들은 전자투표 도입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

웅올 보였다 그렇지만 전자투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른 인식을 가
지고 있었다 일본의 유권자들온 무효표의 감소나 개표시간의 단축 등과 길
은 선거앵정의 차원에서 필요성을 인식하였지만， 한국의 경험자들온 투표율
의 제고， 경비절감 등에서 그 필요성융 찾았다

주져l어

전자투표 정보회 투표율 투표제도， 한국， 일온， 지방선거 ‘

1. 머리말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은 정치제도와 정치 과정에도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시
민들은 기존의 매스미디어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벗어나 자유홉게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정치적 토론이 활성화되고 직접적인 정치척 결

본 연구는 학술진흥재단 2005년 기초학문육성지원사업 인문사회분야 -선자투표와 민주
주의

아시아와 서구국가의 비교흉 중싱으로" (2005-079-ßSαl(6)의 지원올 받았옹

128

한국정치연구

제 18집 제 2호 (2009)

정에의 참여가 증대되었다 또한 인터넷을 흉하여 선거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다

최근 여러 나라에서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전자투표 (e-v어 ing) 도 제도적 차원에서
정보화 물결을 수용하는 중요한 정치적 쟁점이자 전자 민 주주의 논의의 기초라고
할수있다
전자투표 도입에 대해서는 크게 보아 긍정론과 회의론이 맞서고 있다 긍정론은

진자투표 의 시행이 단기적으료는 투표융 제고 및 투개표 방식의 효율성을 증진 시
키고 선거관리 비 용올 절감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그러고 장기적으로는 종래의 정
치과정을 재구조화하여 시민참여와 e-거벼넌스 (e-govem띠1ce) 를 활성화하여 직접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망향성을 갖는다고 분삭한다 반연 회의론은 무엇보다도 전
자투표가 고위험 시스댐 ( hi밍l-nsk system ) 이기 때문에

오류 발생애 의해 심대한 민

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최근의 사헤들에서 진자투표

가 투표융을 재고하고 있다는 뚜렷한 징후를 발견할 수 없으며， 종래의 투표방식
과 병행 실시되고 있기 때 문에 선거관리 비 용도 오히려 증니l 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도 인터넷이나 모바일 투표 퉁이 도입될 경우. 투표행위라는 공적
영역의 활동이 사적 영역으로 연입됨으로써 그 정치적 가치가 쩨손휠 수 있다고

설영한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IT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으며

전자투표 논의도 예외는 아니 다 최근에는 민주주의를 시행하고 있는 동서양의 많
은 국가들 이 진자투표를 새로운 투표의 방식으로 도입하고 있마 현재 미 국 영국

브라질‘ 호주， 스위스‘ 에스토니아， 일본 인도 등 천 세제 37개국에서 광범위하게
시험 증이거나 실제 공직 선거에 적용되고 있다(조회정 2006 , 5) 그 중에는 민주

주의로의 전환기를 거친 국가들이 있는가 하연 민주주의의 공고화 단계를 넘어선
국가도 있다 또한 기 술적 인 조건으로서 정보화의 칩병을 달리고 있는 국가가 있
는가 하띤 정보화에서 중간 정도의 발전 단제를 밟고 있는 국가도 있다 이와 같
이 전자투표를 도입하는 정치적 ， 기술적 환경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전자투표의 도입이 기술환경이나 민주주의 수준의 종속변수가 아니라는 접올 보
여준다

또한 전자투표의 도업을 흉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도 다양하다‘ 투표융의 저
하 방지 (혹은 제고)‘ 무효표의 방지 . 투표과정에서의 용이성과 정확도 증진

시l 표

과갱에서의 비 효율성 제기 둥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도입 1앙식도 다

전자투표 논의의 생점과 현설

129

양하여 일본과 같이 터치스크린 방식을 이용하기도 하며 ， 영국이나 스위스같이 휴
내폰을 통한 오바일 ( mobile ) 방식의 투표를 하거나 에스토니아와 깜이 전국적으
로 인터넷올 통한 웬격 진자투표를 행하는 국가도 있다

한일 양국 모두 정보화를 국가진략의 차웬에서 적극 추진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
두었고 이재 새계적인 인터넷 강국의 반열에 올라있다(유석진 외 2006 참조) 그
페냐 인터넷의 정치적 환용은 아직 미약하거나 신중한 면이다 한국은 특히 선거

운동 과정이나 정치적 토론의 장에서는 인터넷 정치의 역동성 이 보이지만 진자투
표 논의는 갱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반연에 일본은 전자투표 논의를 둘러싸고 상
당한 논의와 제도적 뒷받침이 진행되고 있지만 선거운동과정에서의 인터넷 규제
는 "H 우 엄격한 것이 현실이다(김용복 2007)

이러한 lT 정치의 양국 간 차이는 각국이 처한 정치적 환경과 제도에 의해 비 롯
펀 것이다 이 달은 진자투표 논의와 시행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의 π 정치의 특
정과 그 원인올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자투표 논의는 정보화의 진전에
기만하여 활성화되고 있지만， 진자투표의 시행에서는 한일 간 차이를 보이고 있

다 전자투표 도입을 위한 기술적 조건에서는 커다란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의 선자투표 논의와 시행에서 나타난 차이가 무엇인지‘ 그러고 그 원
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고창하는 것이 이 글의 주된 목표이다 선거제도와 환경 정

치문화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전자투표의 도입과정과 활용과정을 비 교하는
갓은 진자투표 논의와 시행에 있어서 앞서 있는 일본의 정힘이 진자투표의 도입쓸

시도하고 있는 한국에 주는 기술적

제도적 차윈의 시 사점이 무잇인지를 파악하는

데 있다

II .

전자투표의 이론적 쟁점: 비교의 관점

전자투표 도입을 둘러싼 논의뜰은 전자투표의 개념

도입목적

정책형성과정，

그리고 시행의 효파와 과제 등에 초정을 두고 진행되고 있다 여 기서는 선자투표
에 대한 인식， 정책과정

그러고 시행 동의 단계로 구분하여 각 쟁점을 이론적으로

정려하고 이를 한일 비 교의 관정으쿄 삼고자 한다
칫애

진자투표를 어떻게 이해하고 왜 도입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인식의 문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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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먼저 천 :>:r투표의 개녕 문제이다 진자투표의 유형은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지

만 ， 그 요체는 투표소나 관공서 동의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되는 PSV (PolJ Sile

Voting) 방식 과 웹

모바일 기 반의 RVEM (Remore VOtiDg by E1 ocrronic Means) 방식

으로 크게 분류된다 이는 다시 〈표 1 )과 같이 7개 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기술적 위험의 제고와 효용의 검증을 위해 전자투표는 양 방식의 순
차적인 도입 과정올 거치고 있다 현재는 PSV 방식이 지배적으로 시행되고 있으
며 ， 앞으로는 RVEM 방식이 확대될 전망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전망이 단순히
선자투표의 기술 방식의 진화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대의재 정치과정을 척지

않게 또는 전반적으로 변화시 킬 가능성올 내포하고 있다는 정이다 즉 RVEM는
온라인 공간의 개방성

역동성과 맞물려 정치과정을 재구조화하고 직접민주주의

의 속성올 강화할 거시적 방향성올 내포 하고 있다‘

〈표
지역적 범주

1) 전자투표의 주요 방식

주요방식
터치스크린 푸표

내

-

용

스크린의 정해진 부분을 누르는 방식

- 2<XXl년 영국 지 방선거 한국의 인간선거 풍
지갱왼장소

(PSV)

PC기반기 슐투표

키때 드의 조합을 활용하는방식

브라질에서 공직선 거에 활용
고정식

이동식

키오스크투표

전화투표

단운서비스투표

원격투표

(RVEM )

인터넷투표

- 션거구내 다를 장소로 이동투표 가능한 방식
- 터치스크린 풍의 다양한 기술 걱용 가능
-

유선천화나 무선전화 이용

-

영국

π루표

Gibson elol.( 2OO3)

퉁의 주민투표에 활용

활용한 이동전화 루표

- 2002년 영국의 지방선거에서 실험
-인 터넷 이용한투표

- 2<XXl년 미국 애려조나 주 민주당 예비선거 둥
양망향 디지털 까흘 동해 투표

-

정진우 (2003.

서 채인용 장우영 (2006)

Millon Keynes

- SMS 기능

양방향디지털

출처

투표자가 투표권 동록 잊 투표용 위해 스크련과

2003년 영국 지방선거 3개 선거구에서 실험

112- 123) 에서 재구성 한국정치학회 (2007) 4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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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이러한 전자투표 개념을 3단계 논의로 정리하였다(텀子機잃利用 ι

.1:.:0앓썼 γ ÃT ι IiIf'!Ef↑ 2002). ') 1 단계가 선거인이 지정된 투표소에서 전자투표
기를 이용하여 투표하는 투표소 전자투표 ( PolI Site Voting) 단계이다 2단 711 는 지정
왼 투표소 이외의 투표소에서도 투표할 수 있는 키오스크 방식의 전자투표 (Kiosk

Voting) 단계로서 이에는 본인확인 및 이중투표 방지를 위해 선거인 명부의 네 트
워크화 및 후보자 정보의 네트워크화가 필요하다‘ 3단계는 투표소에서의 투표를

의무화하지 않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컴유터 단말기를 이용하여 투표하는 개앙
된 네트워크화 단계인 원격 인터넷 투표 (Remote lntemet Voting) 인데

네트워크상

확인되는 본인과 실제로 투표를 행하는 사랍이 통일한지 그리고 유권자의 자유로
운 의사에 의한 투표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중요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이

다 이러한 전자투표 개녕에 대해 한국과 일본 정부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볼것이나

다음으로 각국이 전자투표를 도입하는 배경과 정책적 옥표가 상이하기 때문에
선자투표의 시행방식‘ 제도화 수준 그리고 의도하는 효과 또한 차이 를 낳고 있다
는 사실이다 한 조사에 의하연‘ 전자투표 도입의 목적은 정보화를 통한 선거환경

의 개선 투표융 제고 선거부정의 해소 국가전략 및 공공 효융성 증진 ， 경제적으
로 선거비용의 절감 등으로 나뉘는데， 기존 도입국가들의 경우에는 선거환경의 개

선이 가장 많았고 그 뒤가 투표율의 재고 선거관리 비 용 절감 둥이었다(조회정

2006 , 7) 미국의 경우 2000년 플로리다 재짐표 사태에서 쟁점이 왼 투표 에러의
문세를 시청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연방정부 차원에서 전자투표가 강력하게 권

고되기도 하였다(임혜란 2007: S띠1lllan2α)6 ‘ 정연정 2005) 영국과 스위스의 경우
투표율의 지속적인 저하가 전자투표 도입의 주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 호
주 네덜란드 풍은 주로 선거관리의 혁신이 주된 목표로 제기되었다 . 이 들 국가에

서는 진자투표의 활성화를 통해 선거관리 행갱 자체를 혁신하려는 전자선거 (e
election ) 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도입옥척의 차이는 각국의 전자투표 정책의 차이를 가져왔으며， 전자투
표의 방식이나 적용규모의 차이를 야기하였다 이러한 관정에서 한국과 일본은 전

1) 1 999년 7월에서 2때년 2월까지 환용한 〈전자기기 이용에 의한 선거시스탱연구회 〉는
션자투표의 개념용 정려하연서 3단계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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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투표릎 무엇올 위해 도입올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차이가 나타나는 왼인이 무

엇인지릅살펴볼것이다
둘째， 전자투표 정책의 형성과정과 관련된 쟁점이다 일반적으로 전자투표의 도

입 시기

도입수준 기술선택 등과 관련된 정책 결정에는 기술이라는 내적 연수

외에 사회적 이해관계 ( interest ) 가 작용한다 전자투표 정책의 형성은 관료-정치인
시민사회-시장이 주요 행위자이며
형

이틀의 영향력에 따라 정부주도형， 시민사회

네트워크 거버넌스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조회정 2006) 네 트워크 거 버년

스 유형은 정책형성에 각 행위자들이 모두 개엽하고 영향을 "'1 치며 ‘ 이들 간의 합
의창출이 중요하다‘ 시띤사회형은 정부와 업계가 포함되지만 정책행성에 시민사
회의 의견이 보다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 정부주도형인 경우가 보통 많이 나타나

는 유형으로 정보화 정책 혹은 전자투표 정책을 정부가 제시하고， 입찰과정을 통
해 시장 혹은 기엽이 참여하고 정책수립 이후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
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행에도 정부주도 정책과정에서 관료중심이 되거나 정치
인의 참여， 시장과 시민사회의 이해관계 반영 둥에 있어서 차이가 나며， 그것이 정

책형성의 차이를 야기한다고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척으로 살펴보연， 선거와 투표를 관리하는 관료집단은 제도적 차원에
서 시신의 업무 영역을 확장하고 신기술의 도잉올 흉한 지위의 향상올 꾀 한다는

접 그리고 선거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 에서 는 전자투표의 도입

을 선호하변서 전자투표관련 정책올 생산하고 추동하는 촉연이 있다 하지안 다른
한편에서는 투표의 국가적 중요성 등에 대한 고려로 인하여 실질적 인 도입과 시행

의 과정에서는 모호한 입장을 나타내 기도 한다 정당과 정치인들은 새로운 방식의
투표제도 도업에 따른 이해득실올 따지연서‘ 기존의 정치판에서 자신들이 정하고
있던 위상과 지지기반 둥에 대한 판단을 통하여 전자투표 제도의 도입여부와 속도
에 대한 입장올 정하게 된다 지지기반이 넓지 못하연서 새로운 유권자릎 확보하

여야 하는 소수 정당의 경우에는 부분적 혹은 전연척 도입을 찬성할 가능성이 높
고 기존의 거 대 쟁당틀은 이러 한 방식에 상당한 유보적 입장올 표명할 가능성이
높다 사회적 관념과 당론올 생산해내는 지식인충과 사회단체 ( NG이 동은 기술의

완벽성에 커 다한 유보조건을 달면서 도입의 반대를 주징하거나 기껏해야 조성스
럽고도 신중한 전자투표제 의 도입올 주장한다. 시장적인 요인으로서 전자투표 관
련 기기와 소프트웨어 산업 더 나아가서는 정 보산업 전체의 이해판계가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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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은 기술의 완벽성을 강조하연서， 신속한 전자투표 방식의 도입을 선호하는 세럭
으로서 이 를 풍하여 새로운 시장의 창출을 시도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는 전자투표 논의와 시챙올 둘러싼 한일 간 정책형성 과정의 비교를 통하
α| 진자투표 시앵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진자투표의 시행과 관련된 문제로서 전자투표를 도입하는 국가는 이떠한
제도를 만들었는지‘ 그러고 시행에 따 른 효과와 과제가 무엇인지가 초점이 된다
각국의 전자투표는 제도 형성의 조건과 환경에 따라 통일한 유형과 정로를 띠지 않
을 것이라고 가정된디

새로운 제도의 형성은 그 사회에 존재하는 초기 조건들에

의해 규정되는 경향이 강하며

상이한 ‘제도화의 동학

(dynamic instinnio"，~ization )

을 결파한다 따 라서 전자투표는 개옐 독립변수의 영향이 아니라 다양한 변수들의
결합과 인과관제에 의해 채택된다 또한 동일한 변수들의 결합이랴 할지라도 이 들
요인들이 질함되는 역사적 시점과 상황에 따라 제도적 특성 이 다른 전자투표가 채
테되 는 것이다

또한 각국의 전자투표 시행은 전국선거에 도입하거나 지방선거에반 도입하였는
지

그리고 선거에 전자투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였는지 부분적으로만 허용하였

는지 혹은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시법적으로 시행하였는지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표 2) 비교 분석의 관점과 쟁점

단재
인식

초점

일본

한국

개념이해

l 단계

l 단계+<<

주도입목적

선거판리의 효융화

투표율의 제고

정부주도형

정부주도형

(지방위임형)

(증앙집중형 )

추진체제

과정

도입옥칙에 따른
이해관계

도입망식파원인
시앵
효과와반옹

정치인 시장의 칭이

정치인의 소극성

( 정당파 정치인의

(정당과정치인의

중립척 입장)

당파적 입장)

부운적 시행(지방선거)

법제도정비

갱치 적 효과

민간선거에서의
시볍척 또입

갱책선언(로드랩 )
참여자의 반용
유권자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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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시행 이후에 나타난 정치적 효과는 이떠하였으며

유권자와 정치인들의 반옹

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장애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해결

되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도 중요한 쟁정이다 일본은 지방선거에서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은 공직 선거 도입 이전에 각종 민간 수준의 선거에서 시법
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양국 간 경험의 비교고찰을 통해서 시행과갱에 나
타난 제도적 특정

정치적 효과 그리고 과제 퉁을 고찰할 것이다

〈 표 2 }는 위의 비 교 관정에 입각하여 한일비교의 쟁점을 요약한 것이다

III. 전자투표 도입과 추진과정: 한일 전자투표정책의 재괄
1 일본
일본에서의 전자투표 논의는 일본 정보화전략의 수립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일본의 갱보화추진온 1 990년대 중반에 시작되었다 세계화와 정보화

의 물결이 거세지고 신경제로 상징되는 π산엽의 발전이 두드러졌던 당시 상황에
서， 일본의 π에 대한 관심은 그리 높지 않았으며

인터넷 보급율도 미국 유럽에

비하여 훨씬 뒤떨어져 있었고 심지어 아시아 각국과 비교하여 보아도 뒤쳐져 있

었다 그러나 2000년 이후에 일본정부는 매우 척극적으로 π혁명을 추구하였으며
그 결과 200 1 년 l 월에는 일본의 π정책에 관한 국가전략인 “e-Ja뼈n 전략’ 올 결정

하기도 하였다(I1lx l용本部 2001) 이러한 정보화 전략 중에 공공부문의 정보화 ‘
즉 전자정부 구축의 일환으로서 자치성(후에는 총무성)을 중심으로 전자투표가

선거행갱의 효융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되었다‘
일본정부는 전자투표를 우선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 2001
년 지방선거에서 컴뮤터나 단말기를 사용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전자투표
특례법〉을 국회에 제출하여 법재화하였다 특혜법은 일갱 기간 동안의 임시적인
조치로서 2002년 2월 l 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에 의하여 지방선거(의회

및 단체장)에 전?}투표를 도입할 수 있게 규정한 법률이다 전자투표의 도입올 지
방에 위임하는 방식의 입법은 일본에서 지역단위 선거에 전자투표가 활발히 도입
된 제도적 기초가 된다 이에 반하여 한국에서는 중앙집중적인 관리방식을 로드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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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통하여 도입되면서 기껏해야 민간 수준의 선거에만 도입되는 결과릎 가져오게
된다

〈 전자투표특헤법 〉에 따르면， 전자투표는 터치스크린 방식 2)올 채택하고. 진기통
신회선에의 접속올 금지하였다 또한 부재자투표‘ 정자투표 ， 가투표는 전자투표의

대상에서 세외하였다

J)

그리고 정보격차와 장애자 문제에 대 용하기 위하여 기존

에 행하던 대리투표제도를 인정하고， 새홉게 조작보조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하
나의 선거에서도 일부지역에서는 전자투표릅， 다른 지역에서는 다른 투표를 용인
하였다 따라서 통일선거에서도 조례에 따라 부분척으로 진자투표의 도입이 가능
하게되었다

그런데 일본에서의 전자투표는 신속하고 간연한 개표의 효융화가 충요한 도입

의 이유였는데. 전자투표 대상에서 제외된 부재자 투표의 증가는 개표 작영올 더
디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부재자 투표를 전자투표의 대상으로 하려는 요
구들이 제기되었으며

2003년에 공직선거법융 개정하여 ‘기 일전 투표제도 를 창

성하였다 투표일 이전에 투표핸 기일전 투표는 부재자 투표를 선자투표의 대상

이 되게 하였다 기일전 투표제도에 의하여 유권자는 기일전에 투표하는 날에 투
표권을 가지고 있으연‘ 유효한 투표로 인정올 받았으며， 기일전 투표의 개시는 선
거일 공시일 또는 공시의 다음날로 하였다

2002 년 발효된 〈전자투표특혜법 〉은 도도부현 (~I뼈府縣)과 시정 촌(市l메村) 의 자
치단체장이나 의씬올 진자투표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특헤볍 〉
이 제정된 이후 전자투표는 2008년까지 11 개의 지자체 에 서 20회 에 걸쳐 실시되었

다 오카야마현 니이미(新見)시에서 최초로 실시된 이래
선거에서도 시법적으로 도입되었으며

2004년 7월에 는 참의원

그 해 11 훨 28일 에 는 인구 30딴 명 이상인

요카이치(四日市)시에서도 성공적으로 실 시되었 다

〈 표 3 )은 그동안 진자투표가 실시된 지역올 투표일 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그동안 실시된 전자투표 중에서 여러 기술적인 장애들도 발생하였다 기술적인
장애는 대 제로 큰 문제없이 해결되었지만 몇몇 지역에서는 선거결과에 대한 이의
2) 터치패널 방식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 앙식은 일본에서는 객집기륙식 전자투표. 파고
짤린다

3) 당시에는 선거인이 유권자로서 자격올 인정받는 시정이 투표일이 기준이어서
투표는 선자투표 대상에서 재외되었던 것이다

부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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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일본의 전자투표 실시 현황
신시

투표지역

년도

{실시일)

2002년

니이미(新見)시

(1회)

(6

선거종류

깅)

히로시아시
安향없 (2 ，

2)

시로이시 (Ó ::[i) 시

(4 , 27)
샤바에(뼈江) 시
2003년
(6회 )

(7, 6)
가니(可兒)시

(7 , 20)
오다uf(大조)촌

(8. 3)
에비냐(海:l!'; t， )시

( 11 , 9)
로쿠노베(六?)정

( 1. 18)
교로(자뻐il시
짜 lU 따 (2 .

8)

2004년

나이 "1 (新않)시

(5회)

(1 0. 24)
시로이시(白쥐)시

(10 , 3 1)

2005년

로쿠노베(六戶) 정

(1회)

(6. 12)

2007년

로쿠노에정

( 3회)

(4

깅)

투표윤

(!츄표소 수)

(전회) '

개표
시간

득정

••

86 ,83%

2시간

(-0, 53%)

(25분)

52‘ 52%
(2 ,67%)

44분
( 20분)

72 ,50%

2시간

(0 ,44%)

5분 ( 55 )

73 ,34%

l 시 간 30훈

조헤매지

(-2, 34%)

(1 4)

(04 ,9)

시장/의회

19 ,689(43)

시장

58 ，7얘 (17)

시의회

32 ,274(38)

시의회

51 ,034( 18)

시의회

68 ,612 (29)

촌의회

6 ,637 (6)

시 장/의회

90.4 18(20)

정장

8,917 ( 10)

81.37%
(1 4.75%)

시장

35 ,667( 13)

43.51%
(-2. 12%)

현지사

19 ‘ 155(43 )

52 ‘ 09%
(-8.57%)

35분

조해빼지

( 1 5분)

(0. 4l. 2회

시장

32 ,7 77(38)

61 .96%

l 시간 1 0분

이의신청

(-7 .08%)

(30)

기각 2회

최초선거

64 ,95%

l 시간 6분

선거우효

(-2 ,47%)

( 13)

판결

83 ‘ 44%
(-6.05%)

( 1 6분)

l시간

66.05%

이의신청

(10.25%)

기각
23분

기일선

(1 0 분)

투표개시

22분

(1 3운)

229 .696

42 .07%

l 시간 20분

보궐

(56)

( 10.66%)

(30)

갱장

8, 852(10)

갱의회

8,833 (10)

요카이치(맨 Bm)시 시장/의회

( 11 . 28)

유권자수

83 .21%

20~윤

(1 .84%)

( 7분)

78.09%

26분
(2분)

’

최 대규모

2회

〕회

전자투표 논의의 갱점과 현성

137

〈효 3) 계속

실시

투표지역

년5'.

(실시일)

선거종류

시로이시시

(4. 22)
오다"H:I.냐î)촌

(8. 5)
교토시 찌 11.11낄

(2. 17)
쿄토시 l:.}ji:~
2008년

(2. 17)

( 4회 )

시 로이시 이

(10 26)
요카이 지 (때 B 市)시

( 11 .

3이

유권자수

투표올

개표

(투표소수)

( 잔희)'

시간..

시의회

32.072(38)

촌의회

6 .7 55 (6)

시장

34.021 (13)

시장

64 .3 17( 19)

시장

31.920 (38)
242.879

시장

(56)

7 1.55%

49운

(-0 .95%)

(25운)

80.62%
(-2.82%)
38 .19%

(-4 .72%)
43 깅% 분

(0.87%)
68.33%
(6.37%)
42 .24%
ω

17%)

l 분 40초

5 분 22 초

득정

3회

2회

부분선거
2회

9분 1 5초

부분선거

9분 2 1 초

4회

6분 5초

2회

• 시장과 의회의 동시선거인 경우에 는 의회투표융로 제시하였음
.. ( )는 선자투표 분만의 개 표시간임
자료

핀 111λ웹 (2005 :

17)

챙짜쉬 ( httpjfwww.soumu.go.j끼'senkyo ) 자료

1[ 7 校앨션:&때業해合 (2009 ) 산조하여 재작성

신청이 있었으며 4) 가니시 경우에는 선거무효가 질정되 어 자서식으로 재선거 를
치루어야 했다(따빠잉없 2006. 86- 87)

이 룹 계기 로 많은 지역에서 진자투표의 신

뢰성에 의 문이 재기되었다 총무성 내부 자료에 의하면

2002년 전자투표의 도입

을 검토한 자치체가 43 1 개었는데‘ 선거무효 딴걸 이후에 80개 로 격감하였다고 한

다

5)

가니시의 판결 이후， 오카야마헌과 히로시마현 후쿠이현 사바에시가 진자투

4) 그동안 기니시의회 선거

에비나(써老名)시장과 시의원 선거‘ 시 로이 시 (白石)시장선거

결.ï!.에 대해 이 의신 갱 이 있었다 이 종 에비나 시 장 및 의원선거에 대해서 는 동경고법
에서 기 Z바있으며

시로이시 시장선거에 대해서는 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각되었

다 그러나 가니시의 경우는 선거무효 걸정이 되었다

5) 총무성의 조사에 따르띤 진자투표를 검토하고 있는 지 자채 가 2002 년에는 431 개 . 2003
년에는 4 1 3개였다가 가니시의 선거우효 판결 이 후 2004년에는 15871. 2005년에 는 η개
2006년에는 8711 . 2007년에는 82개

2008년에 는 78개 로 줄었 다고 한다<itt子싸껑뺑f:&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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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조례를 빼지하였다 무효판결 이후에 새롭게 전자투표조헤를 제정한 지자체는
없었다 총무성에서는 기계의 검사를 ;<113 71 관에 위탁하여 질과를 공표하는 둥 신

뢰회복에 노력하였지만 지자체의 불신감올 불식시키지는 못하였다(朝日新깨
'lJXl7/'여/ 16)

2 한국

한국에서 전자선거 논의는 선거관리의 정보화로부터 출발하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는 1994년 최초로 선거관리 정보시스탱올 구축하여 선거정보화의 초석올
마련한 이후 지속적인 보완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200 1 년에는 인터넷 선거정보시
스탱올 구축하였으며 2002년 제 3회 동시지방선거부터는 투표지 분류기 를 개발

도입하여 개표에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올 대폭 단축함으로써 심야개표로 인한 사
회적 폐단을 제거하고 개표질과를 신속하게 제공하고자 하였다 'lJXl2년 제 17대 대
통령선거부터 본격적인 개표관리시스탱을 추가하여 방송사 퉁 언륜사에 개표자료
륜 실시간으로 제공하기도 하였다(중앙선관위 2αl6a， 2)
이러한 전자선거 관련 정부사업은 2뼈년 2월 1 6일 개갱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
갱 방지법 에 새로 추가된 제 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개표 및

· 개표)에 근거하여

투

기타 선거사무 의 전산화라는 의미 릎 가지고 있다

중앙선 관위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투표 및 전자선거 사업은 'lJXl3 년 8월 참여정부
갱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전자정부 전문위원회가 전자정부로 드맴 과제 중 온라

인 국민참여 확대의 4대 세부추진과제 중의 하나로 선정되었다(정부혁신지방분권

위웬회 'lJXl5, 62) 6) 이후 주관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의 검토와 토론을
거쳐 뼈4년 7월에 사업추진올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 되었고 ‘ 전자정부전문위원회

와의 협의를 거쳐 2004년 11 월부터 정보화전략계획 (I SP) 이 추진되었고， 'lJXl5년
1 월 17일 전;<}투표사엽 추진 계획과 로드뱀올 공표하였다(갱부혁신지방분권위원

회 'lJXl5, 227) 이에 따르면 갱부는 CD 2006년 지방선거에서 총이투표와 터치스크

~*Il 응 2009. 1It~î!/i 3 창조)

6) 옹라인 국민 캉여 확대 천자정부 서비 스 이용 할성화 행정정보 옹라인 공개 확대가
나머지 3대 세부추진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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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방식의 투표를 병행하고‘ @ 2007년 공직선거에서 시범 전자투표 를 실시하며
@ 2008년 1 8대 총선부터 본격적으로 전자투표를 도입한 후. @201 2년 19대 총선

부터는 개인용 컴퓨터와 노트북 휴대전화 PDA 동을 통해서 선거 를 치를 수 있는
모바일 전자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었다 지방위임적인 방식을 택한 일본과는
달리 중앙집중적으로 일괄적인 방식 올 채택한 것이다

로드 맴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2005년 5월부터 전자투표기 및 인터넷 투표
시스댐올 동시에 개발하는 데， 개발시스댐은 분산방식올 채택한 중앙처리시스탱으

로 결정하였고， 모든 시 스댐에서 안정적으로 자료를 실시간 저장하기 위해 액업
시 스템을 구축하고 전자투표기 시 스댐 은 키오스크 방식올 채택하였다 선거인영

부는 통합선거인명부 확인시스템올 구축하여 중복투표 를 방지 하고 개표 및 겁 표
시 스댐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투표방식은 전자투표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투

표를 병행 도입 하며

궁극적으로 선거인명부는 통합선거인명부가 온라인화 되 어

유권자는 선국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자신의 지역 구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는 시 스
댐을 구축하는 것올 목적으로 삼았다

이에 더하여 2005 년 8월 공직선거법 에 ‘전 자선거추진협의회‘ 의 설치와 전자투
표 시범실시’ 에 대한 법플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관련제도의 정 비 를 추진하는 한
연 2005년 11 월부터 터치 스크린 투표 시염시 스댐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
였다
이 과정을 도표로 간단히 정려하연 〈표 4)와 같다
〈표 4 ) 효택의 전자투표 추진경괴

추진 시 기

|

추진 내용

2003. 8

전자정부 로드맴 과제 「온라인 국민 참여 확대 」 의 핵심사업으로 선정

2004. 7

진자투표 및 진자선거 시 스댐 구축 기본계획 수립

2이15.

I

2005 . 3
뼈5 . 3

진자투표 및 전"t선거 로드엠 딴표
진자선거 도입올 위한 국>11 컨퍼 런스 및 공청 회 개최
전자선거추진협의회 및 전자선거실무추진단 발족

2005 . 5

신자선거 추진갱책 및 기술자문올 위한 전자선거자문위원회 구성

2005 .5

선자투표 및 진자선거 시 스탱 구축올 위 한 정보화션략계획

2005 . 9

전자투표 시 냉시 스템 시재풍 개딸완료

2005 . 1I
2006. I

선자투표 시범시스탱(Pi IOl System)개딸 확수

전자선거추진단 (정규 추진조직) 신설

(TSP) 수립

14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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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2α￡년도 전자투표 현휠2006년 12월 31 일 현재)
구분

횟수

선거인수

투표자수

투표기수

명부기수

정당경선

4

49.350

19.767

344

162

대학장추천
농

수

축협

’9

2.899

2 .4 78

19

11

1 3.0잃

10.8 15

41

m

26

37.573

26.811

173

97

41

102.910

59871

577

290

이고

동조함장
학생

띤간

선거
계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6a)

현재 한국에서는 전자투표가 공직선거의 도엽이나 국민투표 퉁에 도입되기 보

다는 이에 대한 전 단계로서의 공공기관. 민간단체 그 리고 정당의 공직후보자 선
춤을 위한 당내경선 과정 둥에 부분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뼈년

현재 국립대 총장 추천선거

농수축협 조합장 선거. 중고퉁학교 및 대학교 학생회

장 선거를 위시해 총 이 회의 선거에서 선거인원은 102. 9 \0영을 대상으로 59‘ 871 영
이 실제 투표에 참가하여 터치스크린 투표 망식이 시법적으로 도입되었다( 중앙선

관위 2αl6a) 이를 〈 표 5 )와 같이 위탁한 기관별로 나누어 보면 정당경선이 4회 끼
대학의 총장정선이 2 회 8) 조합장 선거 9회‘9) 학생 선거가 총 26회 1 0)었다
결국 한국의 전자투표는 아직 전국적인 차원이건 지자채의 차원이건 공직선거

에는 도입되고 있지 못하고. 시법적인 시행안올 하는 단계이며， 더욱이 전자투표
에 대한 광엉위한 토론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단지 행정적 연의성이

7) 열린우리당 당대표 선흉 (2웰 18일)‘ 한나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4웬 1 2일l. 열린우
리당 서울시장 후보 갱선 (5월 2일 ) ‘ 한나라당 당대표 정선 (7웰 11 일) 둥이다

8) 경욱대짝교 ( 6월 16일) 션북대학교(1 0월 25일 ) 둥이다
9) 충냥 영인농혐 ( 10월 4일) 강원도 개인택시조함(1 1 월 3일) 전북 고창농혐(1 1 월 8일 )
경냥 창녕촉혐 ( 11 웠 15일l. 경남 거째농험( 11 월 18일) . 경냥 상동농협(1 1 월 2 1 일l. 경
북 와촌농협 ( 11 월 24일 ). 충냥 진상농협 ( 12웠 7일)‘ 인진광역시 걸상농협(1 2월 1 9일 )
등이다

10) 한남대 ( 11 웰 7일)외 3개의 대학， 인씨고 ( 11 헨 4일)외 12개 의 고풍학교 구리토펑중 ( 11
원 20일 )외 7개의 중학교 등이 었고， 충주공우원 직장협의회 회장선거가 추가로 있다

션자투표 논의의 쟁정과 현실

나 투게표 과정의 간편함과 신속함 풍의 필요성만 제기되고 있지

14.1

많은 비용이 드

는 진자투표의 시행이 왜 필요하고 어떠한 정치척 효과기 있는지에 대해서 는 아직
설득릭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IV .

전자투표를 둘러싼 쟁점과 연실: 인식， 과정 ， 시앵에
대한한일비교

1 인식 ‘ 전자투표의 개념과 도입목적
일본에서 전자투표 논의는 개념정리쿄부터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 3 단게로 진
자투표의 개념을 정러한 일본정부는 2단계와 3단계의 과제는 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제 l 단셰에 중쟁을 두고 각총 대 응

책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논의가 법제 도 정바로 이어졌는데 . ( 전자투표득에볍 〉에
서 전자투표는 터치스크린 방식을 채택하고

전기통신회선애의 접속을 금지하였

다 이는 투표소에서 개표소로 투표정보를 송신하는 것을세한하는 것으로 제 l 단
계 선자투표에 국한하여 전자투표를 도입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논의는 다소 혼란스럽게 진행 되었다

현재 한국에서 도엽올

추진하고 있는 전자투표 냉씌은 지쟁된 장소에서 전자기기괄 이용한 투표소 내 또

는 이동 가능한 지정된 장소에서의 터치스크린 전자투표이다 그런데 인터넷 투표
의 도입도 단재적인 구분 없이 과제로 제시되고 있어 다소 혼동올 주고 있다 더 욱

이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로드댐 에 따르면 20 1 2년 이후 해외부재자 인더넷 투표가
들어가 있어서 현재의 추진하고 있는 터치스크린 투표와 체계적인 구분 없이 논의
되고 있는실정이다

이러한 인식은 전자투표 도입에 대한 옥적의 차이와도 밀정하게 관련되어 있다
한국과 일본의 전자투표 도입 옥적은 운영하게 달랐다

일본정부는 진자투표 도입을 통하여 선거깨표가 신속하게 진행 되고 ， 유권자가

선거결과를 빨리 알 수 있으며 선거관리의 입장에서는 다수가심야까지 개표작업
에 종사하지 않아도 되고 무효표와 의문표가 적어진다는 점 둥의 이점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일본이 진자투표 도임을 선거행정의 효윤화에 초점을 둔 것은 일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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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본은 오랫동안 투표용지에 후보의 이름융 직접 기

입하는 자서식(업쩔式) 투표를 행하여 왔다

11)

예외적인 시기와 몇 곳을 제외하고

는 모든 국정선거와 지방선거에 자서식 투표를 실시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전
자투표를 도입한다는 것은 투표망식이 자서식에서 기호식으로 바뀌게 되는 투표
제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자서식 투표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유권자가
투표용지 에 후보자의 성명올 기재하는 것이므로 유권자의 능동적인 정치의사가
표출되는 것이라고 주장된다(머中宗孝

2005 , 50-51) 반연에 전자투표의 도입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자서식 투표방식은 노인과 장애인들이 투표하는 데 어려움
이 있고‘ 똥성(同姓)이 존재할 때 의문표와 무효표가 발생하며. 개표에 있어 글씨
체가 유권자마다 다르끼 때문에 판별이 어허운 경우가 있으며， 기계화가 불가능하
여 개표과정에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는 문제정 동을 제기한다
더불어 일본에서 특정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역과는 달리 전자투표의 도입

을 결갱하게 된 데에는， 지방위엽적인 〈전자투표특례법 〉이라는 보연적 제도의 기
초 위에 지역의 특수한 요인이 작용하였다 일본 최초로 전자투표를 질시한 니이
띠시는 유권자수에 비 해 투표소가 많이 설치되어야 하는 산간지역이었다 따라서
개표시간도 많이 걸리고 선거사무 종사자도 많았는데， 이러한 요인이 전자투표 도
입을 촉진시컸다(놈田￥ 2002 ，

68-76

해水大흉

2002 (2) , 54-55)

히로시마는 려더

심의 요인이 중요하게 영향올 미친 지역이다 사민당 출신의 히로시마 시장은 전
자투표 도입에 매우 적극적이었으며

이러한 시장의 개인적 성향과 리더십이 히로

시마시에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게 만들었다

많은 지역에서는 지역정보화 기반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전자투표의 도입올 모색하는 정책적 판단도 영향올 주었다 로

쿠노베정이 전자투표를 도입하게 된 이유는 무효표와 의문표흘 줄이기 위해서였
다 로쿠노베에 전자투표 도업의 계기가 된 것은 1999년 정의원 선거였다 최하위
당선과 차정의 차이가 23표었는데， 무효표는 69표였다 그 가운데 27표는 기재왼

이 릅이 불명료한 것이었는데， 무효표 처리는 당락에 영향융 미칠 정도였다 또한
로쿠노배정온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26%를 넘었는데. 투표용지에 연필로 쓰는 것
1 1) 일본에서 기호식 투표방식이 채택되지 옷하는 실무적인 이유로는 선거운동기간이 짧아

투표용지의 제조가 어렵다는 정 ， 선거 기일진에 후보자가 사망하는 둥의 사태에 대웅이
필요하다는 정 , 국정선거 등 다흔 선거가 자서식이어서 유권자의 혼란올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갱 퉁이 지척되었다 (m 이1중孝

2005 , 46)

전자투표 논의의 생정과 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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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려운 조건이었다 그 러고 지방에서는 동성의 후보자가 많아 안분표(:4't分앉 ，
비융에 따라 나뉘는 표)가 되기 쉬 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4년 정장

선거부터 전자투표를 도입하여 무효표와 의문표를 줄이고 정확하게 개표하는 것

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2003년 시의원 선거와 2뼈년 시장선거에 전자투표를
도입한 시로。l 시시는 진자투표 도엽의 이유로 정확한 선거결과의 반영올 거론하
였다(휩IB 新뻐

2007/ 04/ 16)

한국의 경우에는 전자투표가 참여정부의 온라인 국민참여 과제 중의 하나로 선
칭되었다 정부혁신위는 전자자투표 및 진자선거 시스댐 구축이 추진 페어야 하는
이유륜 ‘민주화와 더붙어 전반적으로 정치척 투입이 증대되는 것과는 반대로 공직

선거의 투표융은 저하되고 있다 특히 최근 지방선거의 경우 어떤 지역에서는 투
표윤이 10% 대까지 떨어져

민주주의의 위기’ 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최근까

지 한국에서는 부정투표 방지와 공정성 유지가 선거관리의 가장 중요한 옥표가 되
어왔기 때문에 투표방식올 포함한 선거관리가 대단히 경직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
러나 민주화의 진전파 정보화의 도래라는 정치 환경의 변화는 투표에 대한 획기적

인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잦은 선거로 인한 막대한 비용딸생도 정
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보다 효융적인 선거행정이 요구되고 있다 전자투표 도업

에 대하여 한국정부는 이러한 선거 환경의 변화애 발맞추이 선거(혹은 투표)라는
행정서비스를 혁신하고 민주적 과정흘 현대화시키기 위해 본 사업올 기획 하였다
라고 밝히고 있다(정부혁신위

2005 , 220) ‘

즉 민주주의의 진션에 따라 ’선거의 일상화

시대률 맞이하고 있으나， 현재의

종이투표에 기반을 둔 선거시스댐은 종이투표용지 재조 개표장 설치 및 부재자우

편투표 판리 둥 소모척 비 용의 반복직 투입 에 따른 예산

인력 낭비 륜 초래하고‘

전반적인 투표융 하락경향에 따른 대의민주주의 위기의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
이 높으며， 효융적인 선거관리의 걸컴률이 되고 있다. 따라서 예산 및 인력의 낭비

를 방지하고 참여의 저조로 인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해소하며‘ 모든 선거에 광범
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전자투표시스댐 도입 이 펼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중앙선
관위 2006a, 기 더 욱이 전자투표 및 전자선거사업은 투표연의와 투표율 제고는 물
론 참여망업의 다양화즐 용하여 국민참여블 확대하고 정당 후보자와 유권자 간

의 다양한 커뮤니케이 션을 촉진 하며. 정보통신기술의 적극적 활용올 홍한 정책결
정과정 및 선거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률 제고함으로써 전자적 선거서비스를 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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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삶의 질 개선’ 에 그 목적으로 두고 추진되고 있다(중앙선관위 2006b)

결국 진자투표플 도입하려는 한국정부는 애산과 인력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부
차직 목적과 더불어 투표윤의 제고를 풍한 참여의 확대과는 본원적 목적올 추구하
였다 그런데 현재의 터치스크린 방식을 전국적인 선거에서 도입하기 위해 드는

경제적 비용은 매우 클 것이고. 이것 또한 장기적으로는 도입이 예상되고 있는 인
터넷 투표와의 호환성 문제로 인하여 단기적인 용도로 그칠 가능성이 높아서 예산

정깜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도 전자루표활 실시하
다가 조례를 뼈지한 지역이 있는데 그 폐지의 이유가 경제적 비 용 때문이었다 12)
더욱이 션자투표의 도입이 얼마나 투표참여 효과를 유발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물확실하다 투표융 제고라는 전자투표 도입의 목표가 현재의 터치스크린 앙식이
란 l 단계에 국한되어서는 달성되기 이렵다는 분제릎 까지고 있다 전자투표 도입
의 복적과 기술적인 조건이 불일치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영국에서 투표융제고라
는 목적으로 도입을 검토하다가 도입올 유보한 사레도 있다

그러띤 이렇게 한국과 일본이 전자투표 도입에 대한 옥적이 다른 。l 유는 우잇
때문인가? 기존 양국의 투표제도 차이가 선거정보화 인식에 상이한 영향올 주었
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기호식 푸표제도이었지만 일본의 경
우에는 자서식 투표제도였다 기호식 투표제도는 선거의 정보화에 의해 상당히 높
은 효융적인 관리가 진행되었지만 자서식의 경우에는 정보화의 진전에도 불구하
고 제약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선거행정의 정보화 및 효융화‘ 는 상당
한 진전이 이루어진 상태어서 비용이 많이 드는 전자투표의 도입 목적은 그 정도
로서는 충분한 설득력을 가질 수 없었으띠， 그래서 투표융 재고라는 목적이 강조
되었다 반연 일본은 선거행정의 효융화 륭 위해서는 투표제도의 번화가 요구되었
고 전자투표는 좋은 대안이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일본에서의 전자투표 도입은

자서식 투표세도가 야기한 문제정을 해결해주는 선거행갱의 차웬에서 적극 추진
되었던 것이다

또한 전자투표의 개념과 목적을 고려할 매

일본과는 달리 한국의 경우에는 목

표와 추진전략이 판일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전자후표 l 단

12)

2004년 9월 2일 사바에시는 비용폴 이유로 조에원 떼지하였으"1. 2006년 3월 28일 히로
시아 안케이구도 계정난융 이유로 전자루표 조헤흠 빼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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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국한하여 전자투표룹 도입하고자 하였으며 그러한 단계에 맞는 선거행정의
효융화룹 도입의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투표융 세고라

는 중요한 목적에 비해 진자투표 논의는 그 목적의 달성괴는 상당한 피려가 있는
| 단계에 그치고 있어‘ 목적과 방식의 정협성이 부족한 현실이다 유권자가 지정된
투표소로 나아가야 하는 | 단계의 전자투표로는 투표융 제고라는 도입옥적을 실현
하는데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 단계와 2단계의 진자투표
진전에 대한 기술적 고려도 중요하게 검토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2

과정 추진체계와 사회적 이해

전 À)-투표 정책형성을 정부주도형 ， 시민사회형‘ 네트워크 거버넌 스형으로 구분

한 것에 따르연， 일본과 한국 모두 정부주도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일본과 한
국은 모두 국가전략의 차왼에서 정보화 정책쓸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자

투표 정책이 논의되고 추진되었다 이러한 정부주도형에서는 전자투표 방식. 적용
지역

도입 시기 퉁도 정부에 의헤 칠정된다‘ 그러나 정부주도형이라고 하더라도，

한국과 일본의 정책과정은 상이하게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에는 관료-정치인 -엮

게-지방자치단체 퉁이 모두 논의와 준비과정에 참여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추진되

었다 13) 일본 진자투표의 논의와 도입은 지치성과 자민당이 주도하여 깨우 적극적
으로 진행되었다 그 논의와 절정 과정은 중앙이 주도하는 하향식 방법이었지만

실 질적으로 전자투표 를 도입할 것인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초건. 단체장과 의
회의 의지와 합의 둥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총무성의 전자투표 논

의와는 별도로 지방차원에서도 체계적으로 전자투표에 대한 논의와 준비를 진행

하여 왔다 대표적으로 1 999년 9월에는 도쿄도 선거관리위원회도 연구회를 설치하
여 실무적인 검토롤 행하였으며

진자투표의 도엽에 적극적인 자치단체에사도 연

구회를 발족시켜 사전준비작업을 행하였다 특히 도쿄도의 연구회는 전자선거를
국정선거에 초기에 도입힐 것

부재자 투표에도 도입할 것

그려고 투표데이타를

개표소로 온라인 송신할 것 둥을 재언하기도 하였다 (해水大줬 2아)2( 1 ) ， 26-28)

13)

업계에서는 〈신자투표보급혐업조합) (200 1 년 ) 이 구성되이 전자푸표기의 보급 및 판애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홈페이지 htlp:llwww.cvs-j.COI1l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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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전자투표에서 비 롯된 여러 가지 장애에도 불구하고 관료와 정치인들은

적극적으로 전자투표를 옹호하였다 대표적으로 가니시의 선 거무효 판결 이후에
도 정치인과 관료들은 이 를 계기로 선자투표블 확대보완하자고 주장하였다 자민
당 의원들은 가니시 선거무효 사건은 ‘전자투표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상에

서 발생한 문제-라고 판단하였으며

〈 전자투표문제 프로젝트팀 〉을 발족시켜 때5

년 12월 7 일회 모임 올 열어 전자투표를 국정선거 에까지 확대하는 검토를 시작

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의 정당과 정치권이 전자투표의 도업에 적극적인 이유는
도입의 결과가 특정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당파적인 이
해관계가 작동하지 않았던 것 때문인 것으로 추흔된 다 선거행갱의 선진화 차원에
서 추진되었기 때운에 중립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것이다 총무성도 전자투표
의 기술적인 신뢰성 향상을 위해서 새로운 조직을 안들어 〈전자투표시스댐 조사검

토회 〉를 개최하고 전문적인 입장에서 조사 검토하여 제 3자에 의한 새로운 인중재
도의 도입과 민간에 의한 검사와 더불어 정부에 의한 검사라는 2단계의 검사를 기

본으로 할 것으로 제안하였다(電子投뀔 '/^7 A 짧효옳討會 20(6).
그러 나 한국의 경우는 정치권의 참여가 소극적이고 관료가 주도한다는 특정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전자투표 도입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주요 세력 은 중앙
선판위와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한 관료들이며

이 들과 일갱한 정도 관련업계와

의 연합 하에 서 청책이 결정되었을 것 이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과 사회세력의 이

익과 관념은 배 제된 것이 현실이다

한국의 전자투표 및 전자신거 의 추진체계인

전자선거추진단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심이 되고 있다

각 정당 유판부처

학계 동의 인사로 구성왼 협의기구인 ‘전자선거추진협의회’ (2005년 3월) 와 사업
추진의 전문적 자문올 워하여 정책 및 기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자선거자문

위왼회 (때5년 5월)가 있고 2뼈년 l 월 전자선거추진단이 갱규 조직으로 신설이
되었지만 국가적 갱책사안인 전자투표의 도입 이라는 큰 쟁짐을 다루기에는 실질

적으로 너무나 미약한 초직이다 또한 지자체에 투표방식을 위임하는 일본과는 달
리 중앙이 선거방식올 관리하는 한국의 경우 지자체 별로 별도의 선거방식을 도입

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 이다 이러한 추진체 계의 한계로 인하여 한국의 전자투표
놈의와 시행 이 행정적인 차원에서만 진행 되 는 욕정을 가진다

또한 현재 전자투표 정책은 행정적인 차웬 에서 로드댐의 형태로 거창한 정책선
언만이 행하여지고 있지， 법척 뒷받침올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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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과정을 거치연서 다양한 정지사회세력들이 갱문회의 챙태를 동해 자신들의
의견과 우허를 깨진하고 이것이 국회라는 입 엽의 장에서 다양한 갱당과 정파들
사이의 논의를 거쳐 이루어지는 과정이 생략되어 있다는 것이다 결국 한국에서의
전자투표 정책이 로드뱀의 발표라는 거창한 형 태로 시작되었옴에 반해. 이에 대한

사회적 반옹이 긍정

부정적이거나 큰 반향올 불러일으키지 옷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공론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론화
의 부씨가 곧바로 전자투표에 니l 한 기술적 괄신과 사회적 자본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하여야 한다

진자투표 추진에는 정당의 이해관계가 매우 중요한 영향올 미치는데， 정당의 참
여가 01 약하다는 정도 전자투표 추진에 제약으로 작용한다 일본의 전자투표는 행
정의 효융화에 그 일차적인 목표를 두었기 때문에 정치권의 합의와 지지를 이끌이

내기가 수월하였다

반연 한국의 전자투표 도입의 주요 목표가 투표융 제고이기

때문에‘ 이에 따과 새흠씨| 투표시장에 유입될 유권자가 어느 정당올 지지할 것인

가의 운씨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이슈이다 l야
2α)8년 현재까지 전자투표가 공직선거에 척용되지 않았기 때문이 사안이 장복
해 있지만 공직선거에 적용이 휠 경우 장복해었던 사안들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높
다 국회와 정치권에서 전자투표와 관련되어 제기된 사안들은 다음 세 가지로 분

류휠 수 있다 첫써， 기 술의 차원에서 신뢰성， 보안성， 사후검 중 해킹

프로그랭

의 조작 둥의 문제이다 둘째. 선거원칙과 판련된 문제로 "1 밀투표와 이종투표의
문제 둥이다 o~지막으로. 정보격차로 인한 특정 사회집단 특히 정보소외계총인
노년층에 대한 전자투표 적용의 문제는 개별 갱당의 이해득실에 대한 계산으로부

터 발생한다(한국정치학회 2007 ‘ 25) 전자투표의 도입에 따른 새 로운 진입장벽의
설정과 새 로운 유권자의 진입이랴는 문제가 개별 정당의 득표윤과 의석수에 직접
적인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권의 합의에는 많은 노력 이 필요하

14) 2005년 국회의원 의견조사 철과에 따르민 혜외부재자에개 선거기회릎 제공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는 의견이 84%이고 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옹당은 5%에 판과하였다 그런
데 투표앙법에는 정당 간 이견올 보였다 열린우리당은 ‘인터넷 투표 (30 .4 % )‘ 한 선호하

는 반연 한나라당용 공판투표(때 7%) 환‘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은 80 .0%의 동일한 비
융로 우연

인터넷 선해투표 를 선호하고 있어 정당 간 입장 차이윤 보이고 있다(월드

리서 *1 2005) 투표망식에 따라 각 쩡당의 유암리용 계산한 걸파로 추론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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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인다 따라λ1 ‘함에서의 전자투표 도입은 정치적 쟁점이 심각하게 개입되

어 있는 과제이기 때문에 추진 주체와 추진 방안을 둘러싹고 그리고 추진 속도를
둘러싸고 앵정적인 고려에만 의존할 수 없고. 정치권 특히 정당 수준에서의 합의
를 도출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라는 특성윤 가지고 있다 그 결과 현재 급하지 않은
사안은 피하고 보자는， 격월한 논쟁이 아닌 ‘무논의의 논의‘ 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도표현할수있을것이다

3 시행 제도정비와 정치적 효과
일본의 부분적 실시와 한국의 민간 수준에서의 시엠척 도입이란 전자투표 시행

에서 나타난 차별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만지 전자투표 시행을 위한 지| 도정 비 에
서도 차이가 보였다 일본은 〈 전자투표특례법 〉이란 법제도의 제정 형태로 추진되
었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로드‘냉이라는 정책선언만 존재하였지 법제도의 정비는

없었다

그펴고 중앙집중형 선거관리 방식을 채딛l 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공직선거 에서
전자투표의 도입은 일팔적인 도입안 가능하다

따라서 위험부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지방자치가 진전되어 있는 일본에서는 전자투표의 실시를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지자채의 상황과 뭘요성에 의해 부분적으로 채택이 가놓하
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위험분산의 효과가 있으며

점진적인 신뢰형성 과정

이 존재하는 단계척 추진의 효파를 낳을 수 있다고 보인다
전자투표 시행에 따른 정치적 효과는 부문적인 실시 경험융 가지고 있는 일본의
사례흘 흉해서 살펴찰 수 있다

첫째， 개표시간의 감소로 인한 선거행정의 효융화 문제이다 일본의 경험운 전자
투표를 실시한 모든 지역의 전자투표 개표시간은 대폭 단축되었음올 보여주었다

특히 부재자투표에도 전자투표가 도입되띤서 개표시간은 현1<1 하게 출어들었다

15)

15) 최초로 진자투표가 도입왼 니이미시의 경우 칙진 선거에서는 개표시간이 4시간 25분
이었지안 션자투표가 도염원 。l 후 부재자부표블 포함한 션제 개표시간이 2시간으로 축

소되었고 션자투표용만의 개표시간은 25운이었다 이는 다용 지역에서도 유사하게 나
타났다 우재자 투표에도 전자투표가 도인원 로구노에의 경우 직전 개표시간이 l 시간이
었지안 전얘개표 시간이 깅분으료 줄어틀었다 (1tn-段영 '/Ä7 Â.혜효-M~Ht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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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투표개표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의 욕띤에서 보면， 선자투표의 도엽은 매우
큰 효과가 있음올 보여주었다(홈잃었- 2αμ( 1 ) ，

15; 띤子投핑 '/^7 b. 째유檢討

션 2006) 이는 한국에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무효표와 의문표가 감소되어 유권자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일본의 투표망식이 자서식인 이유에서 빚어지는 무효표와 의문표가 진
자투표의 도입으로 인하여 없어질 것으로 기대되었는데， 투표결과릎 보연 무효표
와 의문표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민의의 정확한 반영이라는 점에서 무효표와
의문표의 감소는 깨우 중요한 정치적 효과라고 팔 수 있 다 그러 나 전자투표의 실

시과정에서 ‘투표하지 않고 종료-하는 사헤도 상당수 나타나고 있어‘ 이를 해석하
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한국에서는 왼천적으로 의문표는 존재하지 않으며，
무효표의 감소 효과는 이느 정도 기대될 수 있을 것이나. ‘투표하지 않고 종료 하

는 사례는 한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셋째 전자투표가 투표율을 향상시켜 참여의 확대를 가져올 컷인가의 쟁점이디
우표융을 제고하기 위해서 전자투표의 도입옹 주장하는 견해는 일본의 경힘에 비
추어 보연 유보직이고 신중한 평가만이 가능하다 터치스크린 방식은 기존의 투표

방식과 같이 특정의 투표장에 나가야 하기 때문에 특멸히 투표윤올 제고하는 방식
이라고 보기는 어핍다 현재 일본의 선자투표는 채 | 단계로 확정되이 있고

l 단계

에서의 목표는 주로 개표사무에 있어 서 효융화 및 신속화흘 도오히는 깃 이 기 때문

에 투표융의 향상은 다소 부차적인 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투표율 제고
의 효과는 아직도 검증되어야 할 과세로 남아있다

특히 각 선거의 투표율은 당시의 정치 환경

쟁점 풍에 띤감하게 연판되어 있기

때문에 투표율의 중감이 전자투표 도입에 따 른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은 떼우 어렵
다 전자투표 시행 이 후 투표율의 증감쓸 고항하띤 높게 증가한 지역도 있는 반연

에 상당히 감소한 지역도 않았다 2008 년 까지 실시된 종 20회 가운데. 직전 선거에
비해 투표율이 증가한 지역은 9개로 가장 높은 증가폭은 1 4 ，75 % 이었으며

투표율

이 감소한 지역은 10개 지역이었고 감소폭은 -8 .5 7 % 가 가장 컸다(표 3 참초)

따

라서 이 견과로는 전자투표의 도입에 따른 투표율의 영향을 고철하기는 어렵다
다만 2003년의 히로시마와 2004 년의 교토시의 경우에는 전자투표가 부분적으료
실시되었기 때문에 자샤식으효 선거한 지역과 전자투표로 선거한 지역을 단순 비
교하여 릎 수는 있올 것이다 한 죠사에 따르면(펴 I핑였- 2004 ( 1) , 15) , 히로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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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경우. 전자투표가 실시된 선거구(安훌區)의 투표율이 8개 구 중에서 l 위(전
회에도 |위 )였으며‘ 시전체 평균을 약 7.5% 상회하였다. 특히 자서식이 실시된 다
른 모든 선거구들은 투표융이 전회보다 낮아졌지만 安활區안 유일하게 전회보다
투표율이

2.67%

중가하였 다

교토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추세를 올 수 있었

다 교토시에서도 전자투표가 실시된 선거구(束iJJ 區)의 투표율이 U 개 구 중에서
l 위(전회는 8위)였으며
올과 비교하여 볼 때

시 전체 평균을 약 5 % 로 상회하였다 특히 전회의 투표

모든 구에서의 투표율은 감소하였지만， 그 중에서도 전자투

표가 실시왼 束山區의 투표율 감소가 가장 낮은 -2. 1 2% 였다 그런데 2008년 교토
시 시장선거에서 束山區와 上京 區에만 전자투표가 실시되었는데. 직전선거에 비

해 束山區는 4.72% 투표융이 감소하였고 上京區는 0 .87 % 로 투표윷이 증가하였
다(표

3 참조) 반면에 전자투표 실시 이후 행해진 조사에 따르면. 전자투표라서

투표를 하였다라고 웅답한 사람이 가니시에서는

10 .2%. 히로시마시에서는

13.6% 시로이시시에서는 5 .6% 였다 전자투표 도엽이 선거인의 투표행동에 영향
올 주고 있다는 결과도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고려활 때‘ 제 l 단계로서의 전자투표 실시는 유권자의 정 치참여
확대라는 투표융의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올 주고 있는지는 현재의 자료로는 단정
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몇몇의 조사와 데이터 들은 유권자들의 정치참여에 긍정척
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정올 보여주기도 한다

이러한 전자투표 시행에 대한 일본 유권자들의 반웅온 긍정적이었다 니이미시
에서 처음으로 전자투표가 행해진 다음에 유권자 803명이 용담한 조사질과에 따르

연. 진자투표 도입에 찬성하는 용답이 83.4% 였으며 l이 그 이후 전자투표가 시행
왼 자치단체 10개 명균도 전자투표 도입올 찬성하는 비융이 82 .4% 에 이르렀다고
한다(電子投떻뽑及뼈業組융

2009) 한 다른 죠사에 의하연 ， 니이미시의 유권자들

온 76 .4 %가찬성하였으며 . 히로시마시는 84 .4%가찬성하였던 반연에 시로이시시
는 50.1 % 였는데

이는 시로이시시에서 일어났던 전자투표 장애 때운에 상대척으

로 부정적인 반옹이 높았다고 추론된다 터치때널 혹은 터치 스크린 방식의 전.At투

16) 찬성한 사랑들은

죠작이 용이하다가 547영

무효표가 없어진다가 169영이었다

개표가 신속하다는 이유가 292 명

반대한 이유로는 도입경비가 높다가 1 3명

지에 익숙해져 있다가 3명. 조작이 어쉽다가 l 명이었다

의문표
투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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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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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시마시는

86.8% , 시 로이시시는 74 ， 8 %가 조작이 용이하다고 반옹하여 호의적 인 명가를 하
였 다 (lIl 中宗孝

2005 , 52)

한국의 경우에 중앙선거관리 위 원회가 밝힌 전자선거 로드 엠에 의하띤 2αJ7년

재보궐 선거에의 확대적용과 2008년 국회의원 총선 거에서의 전국 모든 투표소에
서 시행하기로 되 어 있지만， 시행되지 못하였고 2009년 현재 논의도 중지되 어 있
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시법적 인 투표조사에 따 르연 ， 국회의원， 정당인 ，

일반유권자 모두 전자투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17)

첫째‘ 2005년 국회의원들의 의식조사에 따르면， 전자투표 도입의 필요성 에 대해
시 는 매우 긍정적이었지만， 전자투표에 대한 인식은 다양하게 혼재 되어 있었다
전자투표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는 긍정적 의견이 94% 부정적 의견 이 4 % 에 불과
하였다 전자투표에 대해 인식은 지정된 장소에서 터 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기
를 이용하는 투표 형태 라는 생 각이 전체의 52 .0%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터치

스크린파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 이용의 혼합원 투표형 태. 라는 인식은 43.0%
로 다음 순위로 높았고

집이 나 사무실에샤 인터넷을 이용하여 투표’ 하는 원격투

표 라는 인식은 5 . 0% 에 불과하였 다 (월드리서치 2005 ) ,
둘째 ， 열린우리당 경선이 나 한나라당 경선에 참여한 대의 원들 이 가진 전자투표
에 대 한 인식은 큰 차이가 없이 안족도가 높았다 한나라당 제주도지사 경선 에 참
여한 사용자들은 86%가 전자투표에 딴족하였으며， 불만족은 7 .8 % 애 찰과하였다

전자투표를 공직 선거에 도입하는 것에 대해 열린우리당 경선 참여자 95 .5% , 한

17)

국회의원의 의식 조사는 2005년 4월 헨직 국회의원 1 00명을 표본조사한 것임(월 드 리서

치

’

200.

창조)

얼린우리당과 한나 파당 정선에 참가한 당원 및 유권자를 대상으호 한

조사는 다음을 창조하였음 <D 2006년 2월 1 8일 진행왼 열린우리당 당의장 및 최고위웬
선출올 위한 당내 경선에 참여한 대의원 12 . 130명 중 터치스크린 투표방식응 사용하여

투표한 9 .229영의 대의웬올 대상(유효 표본수 1 ， 1 39명)으로 터치스크린 투표방식의 연

의성， 신뢰도. 공직선거에 적용가능성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한국정치
학회가 조사한 것(한국정치학회 2α)6)，

<ID 2006년

한나라당 재주도지사 후보 경선에 투

표한 1745명올 대상(유효표본수 500명)으로 조사한 것(월드리서치 2006a),

@ 2006년

7월에 실시왼 한나라당 당대표 경선에서 시앵된 전자투표 사용자 대 의원올 대 상(투표
참여자 7.588명중 유효표본수 1 ， 170영)으로 실시한 월드 리서치의 터치스크린 투표기
사용자 의견 조사(월드리서치

2006b) 둥올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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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당 채주도지사 경선 참여자

89.8 %. 그리고 한나라당 대표경선 참여자 89.7%

가 찬성하였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열린우리딩 경선참여자들은 이다서나 편리하
게 투표할 수 있기 때문이 39.2%. 사회적 비용 절감이 23.5% 둥이었으며 한나라
당 제주도지사 경선참여자틀은 전국 이디서나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기 때문이

65.5 % . 사회적 비용절감이 16.5% 둥이있다(한국정치학회 2006 ‘ 월드리서치
2αl6a 월드리서치 2006b)

이들은 투표의 편리성과 사회적 비용의 절감을 전자투

표 공직선거 도업에 대한 주된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투표의 편리성 문제는

전자투표 2단계로 진전되이야 가능한 방식이기 때문에，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전자
투표의

l 단계로는 비용대비 만족하기 어럽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

된다
이러한 인식의 연장선에서 한나라당 경선참여자들은 전자투표가 투표율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제주도지사 경선참여자들은 전자투표가 투표
율 향상에 도융이 될 것이라고 88 .4% 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으띠， 당대표경선
참여자 92.9% 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이들은 전자투표 도엽의 주된 목적올

투표융 향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조사자들은 진자투표 도입쓸 위한 과제에 대해서

다소 다른 의견을 보였다 열린우리당 경선참여자들은 전자투표 도입을 위한 선결
과지l 로서 기술적 신뢰성

59 .4% . 사회적 합의 20.1%. 소외계충에 대한 홍보

13.65% 순이었으며， 한나라당 재주도지사 경신참여자들은 기술적 신뢰성 확보
55% 정보소외계충에 대한 홍보 27. 5%‘ 사회척 합의 11 .4% 정치권 합의 3.6%
순이었다 이틀 모두는 전자투표 도입올 위해서는 기술적 안정성과 신뢰생을 확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었지만 열린우리당 참여자는 사회적 합의률‘
한나라당 참여자는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홍보플 더 우선시하였다 이는 상대적인
정보소외계충인 노년층에서 보다 많은 지지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특
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추론하여 볼 수 있도록 만드는 부분이다
결국 한국이나 일본의 선자투표 경험자들은 전자투표 도업에 대해 매우 긍정적

인 반용을 보였지만， 전자투표 도엽의 펼요성에 대해서는 다른 인식올 가지고 있
었다 일본의 유권자들은 무효표의 감소나 개표시간의 단축 둥과 같은 선거행정의
차씬애샤 펼요성을 인식하였지만， 한국의 경험자들은 투표율의 시1 고. 경비절감 등

에서 그 필요성을 찾았다 . 하지만 전자투표의 도입에 찬성하는 것과 여론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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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나타난 기대효과가 현실에서 달성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는 여진히 남아있
어 실제로 도입할 때의 논거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 문에

이 부분

의 논의는 참고자료로서의 의미만올 가진다고 할 수 있다

V.

맺음말: 시사점

최근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일본의 전자투표는 스위스 ， 에스토니아 등에 비
해 낮은 수준이지만 투표과정에서 무효표가 없이지고 유권자의 의사가 보다 정

확하고 신속하게 정치에 반영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
다 특히 일본에서 진전되고 있는 전자정부에 발맞추이 선거행정업무의 간소화와

효율화를 가져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대 된다 그동안 일본의 경험은 몇 가
지 문제점과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투표과정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진자투표에서 본인임을 확인하는 문제와 투표결과에 대한 익명성 확보
또한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었다 그리고 전자투표기의 검사 및 인정기관을 설립하

고 기측 0" 체를 보존하는 문제 또한 검토해야 할 파제로 부각되었다 무엇보다도
전자투표 도입의 가장 큰 장이| 요인은 경제적인 비 용의 문제이었 다 자치성 보고

샤나 도쿄도 보고서 오두 비 용 대 효과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며‘ 직접적인 효과
릎 추구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보고 있다 이 점이 지방재정이 매우 어려 운 상황에

서 전자투표의 도입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라고 주장된다(해水大資

2002 (4 1. 44 1. 181
이러한 일본의 경험과 교훈은 한국의 전자투표 도입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고 있

는가?
만지 일본처렴 중앙수준에서 전자투표 실시를 위한 엽셰도의 정 비와 추진기관，

지원기관의 설치를 동해 중앙정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댐의 구축이 필

18) 2005년 8윗에 총무성에서 설시한 조사에서는 전국 23607>> 지자제 가운데 진자투표의
도엽윷 검토하고 있는 지자세는 72곳에 불과하였다 진자투표의 도입 에정이 없다고 한

지자셰갇 대상으로 그 이유할 붙은 칠파에 따르떤. 가장 많은 용답이
다

도입비용이 비싸

75% “기숭적인 신뢰성이 낮다’ 58% 동으로 주료 비용과 R안상의 문깨를 우려히

고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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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할 것이다 전자투표로 인하여 예상되는 이정과 문제정올 심도 있고 신중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차원의 뒷받칭이 있어야 초기의 기술적

갱치적 어려웅을

극복할수있을것이다
그리고 전자투표 도입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융척으로 결갱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본처럼 한국도 〈 공직선거법 〉을 고쳐서， 지방선거 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바꾸어， 지방
의 특수한 사정과 필요에 의해 전자투표를 시법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방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험들이 축적됩에 따라 국가 단위의 선거에

도 도입되어 전자투표의 획기척 실시를 앞당길 수 있는 공감대와제도걱 . 기술척

개선올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본에서 전자투표의 도입은 무엇보다도 투개표 행정의 효율화를 위한 것

이었다 자서식 투표제도를 갖고 있는 일본에서는 무효표 의문표， 개표과정의 어
려움 퉁이 자주 발생하였다 그러나 기호식 투표제도를 갖고 있는 한국에서 전자
투표의 도입에는 다른 필요성이 제기되이야 한다

특히 투표융의 지하가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는 투표율을 제고하고 민주주의를 내 실화하기 위한 전
자투표의 도엽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에서처럼 l 단계에 그치는 전자투표의
실시는 그다지 큰 의미를 찾기가 이려울 것이다 그것보다는 어떠한 투표소에서도

본인 확인안 되연 투표할 수 있는 제 2단계의 전자투표 실시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한 것은 투표율과 유권자의 관심올 제고시킬 수 있는 유

인올 제공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의 전자투표 실시과정에서 나타난 시행착
오와실째 사례 훌 참고로 하여， 기술적 신뢰성과 안진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

지의 노력이 전재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정책형성과 집행에 있어서 관료중심에
서 탈피하여 정치권， 시민사회‘ 시장이 참여하는 공론화의 과정을 통하여 사회척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된다

투고일 2뼈년 4월 30일

심시일 2α19\1 5월 '1 일
게재확정일 2α8년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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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parative Study of e-Voting in South Korea and Japan

SI빠Jln LI띠 | 썩ar맹 벼없W
뻐ng Bah ftlm Kyur핑때mU뼈'sity

I

끼le 뻐α>SeS

of lhis article are 1) to identify the

di佈rences

in the adoption

proc양s

of e-

voting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 2) [0 probe the cause of the differences and 3) [0 figure
ou[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from the Japanese experiences. Both ∞untries belong [0 the
[OP c1 ass in the world in tenns of both lT infrastrucrure and its usage. Japan is quite active in
adopting e-voting compared to Korea. However, two countries differed in many ways
conceprualizatioD, purpose of adoption , and decision-making process of e-vαing. Main causes
of the clifferences lie in the initial instirutional conditions, and cognitive maps of citizens,
bureaucmts , and politicians. Voters who have cxpericnced e-voting in both ∞untries have very
positi ve attitudes towards cmploying e-voting. Howcver, main reason for supporting e-voting
in each ∞un따

diffe때‘ Ja때nese

are more ∞ncemed with improving cfficiency in

eleαlon

management, while Koreans are more concemed with enhancing vO!er-tumout and cutting the
management cos잉

’

Ke) words: e-voting, infonnatization, voter-rurnout, electoral
election

sysκm ，

Korea, J때an ‘

loc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