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투표의 원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제5~6회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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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최근 한국의 지방선거에서 나타났던 무효투표의 원인이 무엇인지
를 밝히는데 있다. 분석은 5~6회 광역단체장선거에 초점을 두었으며, 중앙선관위와
통계청의 집합자료를 주로 사용하였다. 선거법과 실제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한국 선거의 개표과정에서 실수에 의한 무효표의 인정이 최소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사
실이다. 이와 관련해서 살펴 본 선관위의 기록은 무효표의 대다수가 의도성이 강한 무
기표였음을 보여주었다. 집합자료 분석을 통해 논문이 발견한 것은 학력이 낮은 사람
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농촌지역, 투표참여가 높은 지역, 후보 간 경쟁성이 높은 지
역, 그리고 사퇴후보가 있는 지역에서 무효투표율이 높았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지방
선거에서 나타난 무효투표의 결정요인이 정보처리능력, 연고적 투표성향의 정도, 투표
참여에 대한 동원성, 선거경쟁성, 그리고 사퇴후보의 유무임을 말해준다. 이들은 모두
투표효능감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분석 결과는 한국 유권자들의 무효투표가 주로
의도적인 것임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
주제어: 무효투표, 지방선거, 광역단체장선거, 무기표, 의도적 무효투표

I. 서론
지난 6·4 지방선거는 한국에서 거의 처음으로 무효표가 주목을 받았던 선거였다.
경기도지사 선거와 부산시장 선거에서 사전투표 직후에 사퇴한 통합진보당 후보에게
*이 논문의 분석과 관련해서 유익한 논평을 주신 이현우·황아란 교수와 서복경 박사, 그리고
자료수집과 정리에 많은 도움을 주신 국회 정치경영연구소의 조정욱·홍인숙 씨께도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
구임(NRF-2013S1A3A205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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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진 표들이 무효처리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들 선거에서 1~2위 후보의 득표율 격
차가 각각 0.8%와 1.3%에 불과하였는데 유권자의 실수나 고의에 의하지 않은 표가 무
효처리되면서 만일 사전선거가 없었다면 선거결과가 뒤바뀔 수 있었다는 추측이 언론
매체를 통해 퍼져나갔다.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무
효투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누가 주로 무효표를 던지는가? 어떻게 무효표가 발
생하는가? 무효투표는 투표자의 실수인가 아니면 의도적 불참인가? 이 논문은 무효투
표가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던 지난 지방선거를 계기로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고자 한
다. 그리하여 논문은 무효투표를 선거분석의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하나의 시발적
연구가 될 것이다.
투표연구는 주로 유권자들이 투표에 왜 참여하는지에 대해, 그리고 어떻게 투표소에
서 정당과 후보를 선택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설명 모형을 발전시켜 왔다. 그러
나 투표의 세 번째 현상, 즉 투표소에 갔는데(turnout) 막상 투표용지에 누구에게도 기
표하지 않았거나(blank) 기준에 맞지 않게 기표하는(spoiled) 무효투표 현상에 대해서
는 연구의 열려진 공백으로 남아 있다. 그 이유는 첫째, 무효표는 많은 선거구에서 무
시해도 될 정도로 사소하기 때문이다. 특히 투표행태연구가 발달한 선진민주주의 국
가에서 무효 투표율은 무시해도 될 정도로 낮았다. 둘째, 정치학자들은 정당일체감이
나 권력배분의 문제를 밝히는 투표행태에 대한 연구를 선호하기 때문에 유효투표에 대
한 정보에만 주의를 기울여왔기 때문이다. 세 번째 이유는 무효투표에 대한 분석이 주
로 집합자료에 기초한 비교정치학적 전망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 해석이 매우 어렵다
는 데 있다. 높은 무효투표율이 정치체제에 대한 불만 때문인지, 투표 기기 혹은 용지
의 결함 때문인지, 혹은 투표자의 어떠한 사회경제적 배경이 투표 오류를 가져오게 하
는지 등 무효표 분석의 결과에 대한 해석은 쉽지 않다.
그러나 무효투표연구는 정치적 소외에 관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고, 특정 투표시
스템의 결함을 알아내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도 있다. 무효표가 최근에 대
중적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2000년 미국 대통령선거였다. 이 선거는 고어가 부시에게
대중 투표에서는 이기고 선거인단 선거에서 졌던 기이한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상황
은 초박빙의 결과가 나온 선거구에서 기표하지 않거나 계산될 수 없는 무효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관심으로부터 이어진 연구들은 무효투표율의 높고 낮음
의 주원인이 주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투표시스템에 있다고 가정하고 무효투표에 대한
관심은 ‘잘못 설계된’ 펀치카드시스템을 다른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등 투표시스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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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으로 이어졌다.1) 이후 무효투표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투표
시스템에 대한 관심에서 보다 거시적인 사회경제적·제도적 접근으로 발전하였다.
이 논문은 최근 한국의 선거에서 발생하고 있는 무효투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탐색
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즉, 어떤 동기에서 누가 무효표를 만드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국내에서 무효투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2) 따
라서 연구는 무효투표에 대한 선행연구를 참고하면서도 한국적 맥락에서 나타나는 무
효투표에 대한 정보에 기초해 설명요인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조작화를 통하여 후속연
구에서 체계적인 자료수집과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를 둔다. 이 논문
의 분석 범위는 무효투표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방선거로 좁힐 것이며, 그 중에서도 가
장 최근에 실시된 두 선거, 즉 제5~6회 지방선거의 광역단체장 선거로 한정할 것이다.
분석 범위를 이렇게 정하는 이유는 이 두 선거가 1990년대 중반 이후 무효투표율이 낮
아지다가 높아지게 된 지방선거로서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무효투표
분석에 대한 초기 접근으로서 이 연구는 선행연구로부터 도출된 이론적 가설을 대표성
있는 표본에 근거해서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작업보다 표본의 대표성이 다소 떨어진다
하더라도 향후 한국의 무효투표 분석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자 하는데 그 의의를 둔다.
분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선거자료와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인구사회
학적 자료를 사용하고, 분석의 단위는 시도지방정부 하의 시군구 행정구역으로 한다.

1) 2000년 미국 대선 이후 무효투표와 다양한 투표시스템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앤솔래비헤
어와 스튜어트(Ansolabehere and Stewart 2005)와 핸머 외(Hanmer et al. 2008)의 연구를
참조.
2) 최근 김대래와 강경태(2014)가 무효투표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제6회 지방선거의 경
기도지사선거와 부산시장선거에서 나타난 무효표가 투표결과에 미친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설계된 이 연구는 범위가 경기도와 부산에 한정되어 있어 무효투표의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
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무효투표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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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선행연구와 이론적 논의
1. 무효투표의 유형과 동기
무효투표(invalid vote)란 투표자가 투표용지에 어떤 선호도 나타내지 않았거나, 검
표원이 투표자가 자신의 선호를 정확하게 나타내지 않았다고 판단한 표를 말한다. 선
호가 정확히 나타나지 않았다고 간주되는 표에는 해당 선거에서 선택하도록 요구하는
수 이상의 후보에 기표한 표와 어느 후보를 선택했는지 분간 할 수 없게 기표한 표, 정
해진 기표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표 등이 있다.
그러나 무효투표의 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무효표가 만들어지는 이유이다. 투표
자가 투표소에서 무효표를 만드는 경우는 의도적인 경우와 비의도적인 경우가 있다
(Aldashev and Mastrobuoni 2013).3) 비의도적인 무효표란 투표자가 인지하지 못한 가
운데 부적절하게 투표한 경우로서 정신적·신체적 문제나 개표과정에서의 기술적·행
정적 오류로 발생한다. 의도적인 무효표는 투표자가 인지하고 부적절하게 투표하는
경우로서 기표를 하지 않거나 2명 이상의 후보 란에 투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무효투표를 투표자의 실수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하
는 경향이 있다. 기권하면 되지 투표소까지 가서 표를 자발적으로 무효화시킨다는 것
을 납득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실수에 의한 무효투표는 주로 문맹자, 저학력자 및 고
령층 사이에서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무효투표를 투표자의 저
항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투표자는 투표소에서 자신이 직면한 선택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지 모르고, 그러한 부정적 감정의 표현으로써 무효표를 만든다는 것이다
(Aldashev and Mastrobuoni 2013). 이러한 의도적인 무효투표는 투표자의 불만과 투
표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정치적, 제도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3) 헤론과 세콘(Herron and Sekhon 2003)은 투표자의 인지 혹은 의지에 따라 재량적 무효표
(discretionary residual vote)와 비재량적 무효표(non-discretionary residual vote)로 나누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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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효투표에 대한 이론적 접근
무효투표에 대한 이론적 접근은 맥알리스터와 맥카이(McAllister and Makkai 1993)
의 호주사례연구와 파워와 로버츠(Power and Roberts 1995)의 브라질 사례연구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었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무효투표에 대한 이론적 접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제도적 접근이고 두 번째는 사회경제적 접근이며, 그리
고 세 번째는 정치저항 혹은 체제수준의 접근이다. 이들 접근은 무효투표의 변이를 설
명하기 위해 가정된 경쟁적 변수 집단을 도출하였고, 이 변수 집단은 대부분 투표참
여 관련 문헌에서 가져온 것이다. 그리고 투표참여와 무효투표의 관련 모형들은 거의
모두 투표효능감이라는 매개변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관심을 갖는다(Power and
Garand 2007).
사회경제적 접근은 무효투표가 사회적 구조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사회경제적 발
전과 도시화는 유권자에게 표를 완성하기 위한 필요한 정치적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하
게 하고, 교육과 문자해독은 개별 투표자의 정치적 숙련에 기여한다. 맥알리스터와 맥
카이(McAllister and Makkai 1993)는 그들의 호주 연구에서 무효표가 영어가 능숙하
지 않은 이민자들 사이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남미에서 투표자의
상당부분은 문맹이거나 반문맹이었고, 이것이 투표지를 완성하는 것을 어렵게 하였다
(Power and Roberts 1995). 그리하여 이들 접근은 의도하지 않은 무효투표, 즉 실수에
의한 무효투표를 설명하는 데 유효하다.
제도적 접근은 의도하지 않은 무효투표와 의도된 무효투표를 모두 설명한다. 자연
적 무효투표와 관련한 제도적 접근은 투표기기를 사용하는 미국에서 발전하였다. 다
양한 투표기기의 속성으로부터 의도하지 않은 무효표가 나오기 때문에 투표시스템의
변화가 무효표의 증감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Kimball and Kropf 2008; Hanmer et
al. 2008). 그러나 투표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고무도장 기표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는
나라에서는 기계에 의한 무효표는 발생하기 않을 것이다. 다만 현재 한국에서 시행되
고 있는 것처럼 손으로 기표했어도 투표분류를 기계에 의존할 경우 기계에 의한 오류
를 고려할 수 있다.
의도적 무효투표에 대한 제도적 접근은 투표를 바람직하거나 바람직하지 않게 혹
은 간편하거나 어렵게 만드는 법적 혹은 공식적 구조에 주의를 기울인다(Powell 1986;

32 한국정치연구 제24집 제1호(2015)
Jackman 1987; Jackman and Miller 1995; Perez-Linan 2001). 예를 들면, 의무투표제
가 새롭게 실시되면 자발적 투표제도에서 선거에 불참하던 정치무관심층이 투표장에
나가서 무효표를 던질 수 있어 무효표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와
같이 비례성이 낮은 선거제도는 유권자에게 선호하는 소수정당 후보의 선택을 못하게
하는 심리적 압박을 준다. 따라서 이러한 선거제도 하에서 소수정당 지지자들은 진심
투표와 전략투표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고, 투표장에 나가 무효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
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접근은 선거제도가 다른 국가 간 비교나 다른 시기 간 비교를
요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택할 수 없다. 다만 제도적 접근과 관련하여 이번 연구에
서는 선거수준에 따른 무효투표의 증감을 비교하고자 한다.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
거 그리고 지방선거 간에 무효투표의 비교이다. 유권자의 관심이 높은 선거일수록 기
권율이 낮은 것처럼 투표장에 가서도 무효투표를 던질 가능성이 적다고 기대할 수 있
다. 그리하여 한국의 선거에서는 대통령선거가 국회의원선거보다 선거관심이 높기 때
문에 무효투표가 적게 나올 것이고, 지방선거보다는 국회의원선거에서 무효투표가 적
게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체제저항적 접근은 주로 의도적 무효투표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파워와 가랜드
(Power and Garand 2007)에 따르면, 무효투표는 투표자의 불만의 표시이고, 이 불만
은 나쁜 경제사정, 현직에 대한 거부감, 존재하는 정치체제에 대한 반감 등을 반영한
다. 파워와 로버츠(1995)는 브라질에서의 무효표가 1964~1985년 사이의 군부체제가
불신을 받았을 때, 특별히 군의 장군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선거규칙을 폭력적으
로 조작했을 때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유권자의 반체제적 혹은 반정부적
저항의식이 체제유지를 위해 작동하는 선거에서 무효투표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체제
저항적인 유권자들에게 선거는 어차피 체제를 유지하는 기제이기 때문에 투표효능감
이 거의 없을 것이며, 따라서 투표에 불참하거나 투표장에 가더라도 표를 무효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권위주의체제에서 정부가 불신을 받았을 때, 특
히 관권부정선거가 자행되고 선거규칙의 조작이 심하다고 느낄 때 무효표가 많았을 것
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높은 무효투표율은 권위주의 정부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표시
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 들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 또한 공존한다.
앨다쉐프와 마스트로부니(2013)는 투표자 행태에 초점을 둔 앞에 논의한 접근과는
달리 검표원의 행위 차원에서 무효투표의 증감을 설명하였다. 1994년에서 2001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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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의 하원의원선거에서 나타난 무효투표를 분석한 결과, 선거경쟁성이 높으면
투표효능감이 높아져 무효투표율이 낮아진다는 일반적인 경쟁성 가설에 대한 역의 현
상을 발견하고 검표원의 행위 차원에서 이들을 설명하였다. 즉, 특정 후보의 승리 가
능성이 큰 선거구일수록 투표결과를 정확하게 집계하려는 검표원의 노력과 집중력이
약해져, 무효표를 유효표로 집계하는 오류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4) 따라서
검표원의 행태를 고려한 경쟁성 가설은 투표자의 행태와 관련한 경쟁성 가설에서 보
이는 선거경쟁성과 무효투표의 관계가 역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검표원의 행위에
초점을 둔 이러한 접근은 한국의 경우 적실성이 낮다. 왜냐하면 민주화 이후에도 권위
주의체제 하에서 자행되었을 법한 관권부정선거에 대한 민감한 견제가 존재하고, 각
정당의 감독원이 투표소에 배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효투표의 크기에 영향을 미칠 만
큼 검표원의 태만 및 부정 행위가 존재할 가능성은 적다.
무효투표에 대한 또 다른 접근으로는 선거상황적 접근이 있다. 투표자의 행태에 기
초한 이 접근은 선행연구에서는 드물게 다루어졌다. 선거에 놓여 진 조건이나 상황이
투표자의 투표효능감에 영향을 주어 무효투표율의 증감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무효투표에 관한 선거상황적 접근에는 다양한 설명이 존재한다.
첫째는 선거경쟁성이다. 선거에서 특정 정당의 우세가 압도적이면 패배하는 후보 지
지자들의 투표효능감이 떨어져 투표소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자신의 표를 무효화
시킨다는 것이다(Brennan and Lomasky 1993; Schessler 2000). 이는 역으로 경쟁성이
높은 박빙의 선거에서는 경쟁 후보의 지지자들의 투표효능감이 높아져 무효투표율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 상황적 변수는 사퇴후보의 존재이다. 후보가 후보 등록 이후에 사퇴하는 경
우, 사퇴한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이들 후보의 란에 기표함으로써 무효투표율
을 높인다는 것이다. 사퇴후보와 연관된 무효표에는 의도적인 것과 의도적이지 않은
것이 있다. 후보가 사퇴한 줄 모르고 그에게 투표한 경우나 지난 지방선거에서처럼 사
전투표에서 특정 후보에 기표하였으나 이후 그 후보가 사퇴한 경우는 의도적이 않다.
후보가 사퇴한 줄 모르고 그 후보의 란에 기표하는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중앙선관위
4) 검표원의 오류에는 유효투표를 무효투표로 잘못 검표하는 경우보다 무효투표를 유효투
표로 간주하는 오류가 훨씬 더 많다. 이는 무죄를 유죄로 판결하는 ‘제1종 오류’가 유죄
를 무죄로 방면하는 ‘제2종 오류’보다 더 중대한 오류라고 느끼기 때문이다(Aldashev and
Mastrobuoni,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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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투표소에 사퇴후보를 고지해왔고, 최근에는 인쇄된 용지에 ‘사퇴’를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표시도 투표용지의 인쇄 이후에 후보가 사퇴하면 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러
한 기술적 이유들이 무효투표율에 영향을 미친다. 한편, 사퇴후보를 고지하거나 용지
에 표시하여도 사퇴후보의 란에 기표하는 의도적 무효표도 있다. 이 경우는 대체로 후
보단일화를 이루는 선거연합적 상황에서 발생한다. 충성심 강한 지지자가 정치적 이유
로 자신의 지지 후보의 사퇴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고의적으로 사퇴한 후보 란에 기표
한다.
다음으로 고려할 수 있는 선거상황적 변수로는 기권율이다. 기권율의 높고 낮음이
무효투표율의 높고 낮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개인적인 수준에서 기권과 무효투
표는 상호배타적이다. 기권하는 사람이 무효투표를 던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
합 수준에서 지역의 기권율은 그 지역의 무효투표율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 기권은
원래 정치불신이나 정치무관심으로부터 오는 행태이다. 경험적으로 한국에서 기권은
주로 정치무관심에 기인한다.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이 정치 관심층에 비해 기권을 하
거나 투표소에 가서 기표를 하지 않는 등 무효표을 던질 가능성이 높다. 정치무관심층
이 기권을 많이 하게 되면 그 지역의 무효투표는 적게 나올 것이다. 그러나 정치무관심
층이 투표참여 분위기 혹은 동원 압력 때문에 기권을 적게 하면 투표소에 가서 무효투
표를 던질 가능성이 생긴다. 즉, 참여의 사회적 압박 때문에 기권율이 낮은 지역일수록
정치무관심자가 투표장에 더 많이 나가게 되고, 이들이 투표소에서 무효투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기권율이 낮은 지역이 높은 지역보다 무효투표율이 더 높
다는 가설이 성립한다.

III. 한국의 선거에서 나타난 무효투표의 성격
1. 무효투표의 기준
<표 1>은 한국의 공직선거법 제179조에 적시되어 있는 무효투표의 기준이다. 이 조
항에 따르면, 어느 후보의 란에도 기표를 하지 않은 표, 두 개 이상의 란에 기표한 표,
사람 인(人)자가 들어있는 둥근 표시가 아닌 다른 문자나 물형을 기입한 표, 정해진 기
표용구가 아닌 다른 용구로 기표한 표, 이름 등 투표자의 신상이 드러난 표 등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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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공직선거법 상의 무효투표 기준(거소투표 제외)
무효투표로 인정하는 기준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무효투표로 인정하지 않는 기준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㊇표 안이 메워
1. ㊇
진것

2. 한 후보자란에만 2 이상 기표된 것
3.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외에 추가 기표된 것이 누구에게
3. 후보자란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4. 어느
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것

기표되었지만 어느 후보자에게
4. 구분선상에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5. ㊇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기입한 것

것이 전사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
5. 기표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6. ㊇
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
7. 선거관리위원회의

오손되거나 훼손되었으나 어느
6. 인육으로
로 표를 한 것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14), “공직선거법”

표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무효투표 조항에는 무효투표에 대한 기준뿐만 아니라 무
효로 간주하지 않는 투표행위에 대한 규정도 많이 적시되어 있어 표의 무효화를 최소
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표의 오른쪽 열의 3항은 ‘후보자 란의 밖에 추가로 기표를 하였더라도 특정 후보에
기표한 것이라고 알아 볼 수 없는 표’는 유효표로 인정한다. 특히 4항은 ‘두 후보자란
의 구분선상에 기표되었어도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하다고 판단되면
유효투표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어, 검표원이나 판정관의 자의적 판단의 여지를 많이
두고 있다.
<그림 1>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으로 금천구 기초단체장선거의
재검표에 참여하였던 서강대 이현우 교수가 제공한 사진이다. 이를 보면 실제 판정이
표의 유효화에 얼마나 관대한가를 알 수 있다. 그림의 왼쪽 사례는 기표가 구분선상에
서 조금이라도 특정 후보에 기울었으면 유효투표로 인정함을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오른쪽 사례처럼 기표란의 선을 조금 닿아있어도 혹은 선 밖에 기표했어도 특정 후보
이름 가까이 있으면 유효투표로 인정한다.
유효투표 인정에 대한 관대함은 극히 적은 표차로 당락이 결정된 선거구의 재검표
과정에서 무효처리된 표에 대한 후보자들의 유효화 요구 수용 사례가 나오면서 현실
화되었다. 기표란의 경계에서 한 후보에 약간 기울어도 유효로 인정하는 선례는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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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서강대 이현우 교수 제공)
<그림 1> 무효표로 보이지만 유효표로 인정한 사례

출처: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서강대 이현우 교수 제공)
<그림 2> 2000년 국회의원 선거 경기도 광주군 선거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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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국회의원선거 당시 경기도 광주시 선거구의 새천년민주당 문학진 후보가 한나라당
의 박혁규 후보에게 3표차로 패한 선거 직후 재검표 과정에서 남았다. <그림 2>는 당
시 재검표 과정에서 기표란의 경계에 기표해 무효표로 간주되었던 표의 人자가 문학진
후보에게로 더 많이 기울어져 있다고 해서 유효로 인정된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이 사
례는 두 후보 란의 경계에 기표한 표도 유효표로 인정하는 대표적인 선례가 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한국의 검표과정 혹은 재검표과정은 무효표를 가려내는 엄격함보다는 유효
표를 인정하려는 관대함의 습관 혹은 규범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보면, 한국
은 앞에서 언급했던 이탈리아와 달리, 한표 한표가 민감한 개표소에서 검표원은 무효
표 분별을 엄격히 하기보다는 후보진영의 격렬한 항의를 피하기 위해 표의 유효화에
관대하기 때문에, 개표사무원의 행태에 근거한 무효투표와 선거경쟁성 관계의 가설은
적실성이 없어 보인다. 또한 표의 유효화에 대한 관대함으로 인해 한국 선거의 무효투
표에는 기준에 맞지 않은 기표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며, 전체 무효투표율
또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도 낮을 것이다.
민주주의와 선거지원을 위한 국제기구(International IDEA: International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 2014)의 자료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평균 무
효투표율은 약 5%이고, 선진민주주의 국가는 3% 아래 한자리수를 유지하는 데 반해,
개발도상국들은 10%를 넘는 나라들도 많이 있다(<부록 1> 참조). 한국은 2012년 국회
의원선거에서 1.12%의 무효투표율을 보였으며, 이는 캐나다와 영국보다는 약간 높지
만 미국, 일본 및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보다도 낮은 편이다. 한국은 국민들의 교
육수준이 높고 문맹률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무효투표율이 낮은 것이 이상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캐나다와 영국을 제외한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무효투표율이 낮은 것
은 개표과정에서 유효투표 인정에 대한 관대함이 일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
렇다면 다음 장에서는 무효투표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2. 무효투표의 유형
<표 2>는 지난 지방선거의 모든 선거수준에서 전국적으로 나타난 무효투표 비율을
유형별로 구분해서 보여주고 있다. 어느 후보 란에도 기표를 하지 않는 무효표가 전체
무효표의 64.8%를 차지하고, 사퇴한 후보자 란에 기표한 무효표가 14.9%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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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제6회 지방선거에서의 유형별 무효투표
유형 무효투표 사유

비율

1호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호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64.8

3호

사퇴·사망 또는 등록 무효된 후보자(정당) 란에 표를 한 것

14.9

4호

사퇴·사망 또는 등록 무효된 후보자(정당) 란을 포함하여 2이상의 란에 표
를한것

1.0

5호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4호 제외)

15.2

6호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7호

㊇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8호

㊇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9호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

3.6
0.1
0.1
0.1

10호 선거인 자신이 투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것

0.1

11호 도장으로 표를 한 것

0.1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박홍근 국회의원실 제공)

그리고 2개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이 15.2%, 사퇴 후보 란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란
에 표를 한 1.0%를 합치면 2개 이상의 란에 표를 한 무효표는 16.2%를 차지한다. 나
아가 어느 란에 기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무효표가 3.6%, 정해진 기표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도장을 사용했다거나 이름 등 다른 표시를 한 무효표가 합쳐서 0.5%이
다.
앨다쉐프와 마스트로부니(2013)가 지적한 것처럼, 어느 란에도 기표하지 않는 행위
는 투표자의 의도된 불참, 불만족의 표현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무효표 중 빈
칸으로 남은 용지 64.8%는 의도적인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한국의 선거에서 무
효표의 2/3가 의도적인 무효표인 것이다. 또한 전체 무효표 중 14.9%를 차지하는 ‘사
퇴한 후보에게 투표한 무효표’ 또한 의도적 무효표를 포함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후보
등록 후에 후보가 사퇴한 경우 그 후보의 란이 이미 인쇄되었기 때문에 투표소 주변에
공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잘 지키지 않는 투표소도 있고 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권자가 사퇴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 후보에 투표하였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의도하지 않은 무효표가 된다. 그러나 후보의 사퇴를 알고도 그를 지지하는 유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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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게 투표하는 사례도 있다. 이는 의도적인 무효투표인데, 지지한 후보가 사퇴하게
되는 선거 지형에 대한 불만의 표시인 것이다.5)
두 후보 이상의 란에 기표하였거나 어느 란에 기표했는지 식별할 수 없는 표와 정해
진 기표 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표 등은 실수에 의한 무효표인지 의도적 무효표인지 그
성격을 하나로 규정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 란에 기표한 사
실을 깨닫고 다른 후보에도 기표함으로써 표를 무효화시키는 경우는 실수에 의한 무
효표로 볼 수 있지만, 두 후보 사이에서 우열을 가릴 수 없어 고의적으로 두 후보에 투
표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적어도 지난 지방선거의 경우 한국 유권자가
던지는 무효표의 80% 이상은 의도적인 무효표라고 간주할 수 있다. 무효표의 압도적
비중이 의도적인 무효표인 것이다. 그리하여 무효투표의 대부분이 유권자가 인지하는
의도적인 무효투표라는 사실은 적어도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무효투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는 데에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IV. 자료와 조사 설계
무효표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 연구은 기본적으로 집합자료에 의존한다. 선거정보
는 중앙선관위의 집합자료를 사용하고, 인구사회학적 정보는 통계청의 인구센서스 자
료를 활용한다. 집합자료에 의한 분석은 ‘생태학적 오류’(ecological fallacy)라고 알려
진 집합통계의 편향(aggregate bias)을 경계해야 한다. 생태학적 오류란 개인들의 성
격을 그들이 속하고 있는 집단의 성격으로부터 추론할 때 생기는 해석상의 논리적 오
류이다. 로빈스(Robins 1950)가 미국의 집합자료를 이용해 문맹률과 인종과의 관계
를 조사한 결과 이민자가 많은 주가 백인이 많은 주보다 문맹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이민자들이 자녀 교육열이 높아 교육수준이 높은 곳으로 이주와서 살고 있었
기 때문인데, 집합통계에 기초한 발견이 개인 수준에서의 관계를 감추고 있는 대표적
인 예이다. 그리하여 집합자료에 의존하는 이 연구에서는 집단수준에서 나타나는 성격
5) 지난 2014년 7월 30일, 동작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은 1403
표의 무효표가 나온 가운데 노회찬 정의당 후보가 929표 차이로 새누리당의 나경원 후보에
게 패한 사실을 놓고 분석가들은 무효표의 대부분이 사퇴한 기동민 새정치연합후보에 대한
지지표였을 것으로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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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석 모형이 지향하는 개인 수준의 관계를 지지하는지를 검토함으로써 생태학적 오
류를 경계하고자 한다(Rose 1973).
연구의 분석 대상은 제5~6회 지방선거의 광역단체장 선거이고, 분석의 단위는 시군
구이다. 무효투표에 대한 이 탐색적 연구는 선거 상황이 비슷한 같은 수준의 선거에서
나타난 보편적인 현상을 파악하고 이를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을 발견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분석의 단위인 시군구는 기초자치단체로서 광역시의 자치구, 도의 자치시와 군을 의
미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자치시가 행정구를 포함할 경우 분석단위를 행정구로
하였다. 즉 경기도 고양시는 일산서구, 일산동구, 그리고 덕양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논문의 분석단위는 고양시가 아니라 그 밑의 세 개 행정구로 하였다. 이렇게 한 이유는
분석의 사례수를 가능한 많이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그 행정구들이 광역시의 자
치구만큼 규모가 커서 자치구와 동등한 분석단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6) 그리고 자
치시의 행정구를 분석단위로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들을 광역시의 자치구와 동등하게
취급하여야 집합분석에서 항상 중요한 변수로 사용되는 도시화를 보다 정확히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치시군구에서 도시화의 중간 정도로 간주되는 자치시에 광역시의
자치구만큼 도시화되어 있는 행정구로 구성된 (성남시와 고양시와 같은) 자치시를 포
함하면 여러 가지 선거정보의 분석에서 자치시와 자치구가 잘 구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무효투표 분석은 먼저 역대 선거에서 나타난 무효투표율의 추이 분석으로부터 시작
한다.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그리고 지방선거 등 각 선거수준별로 다른 무효투표
의 규모를 살펴봄으로써 보다 거시적 차원에서 무효투표의 제도적·정치적 원인을 조
망할 것이다. 다음으로 분석은 무효투표의 원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제
5~6회 지방선거의 광역단체장선거로 그 범위를 좁힌다. 이때 분석은 관련 경쟁 변수

6) 만약 분석 대상이 기초단체장선거라면 분석단위는 정확히 자치시와 자치군 그리고 자치시
만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영역이 곧 선거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광역단
체장선거는 시·도가 한 선거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타난 무효투표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서 분석단위를 세분화한다면 반드시 기초단체장선거의 선거구 단위에 맞추어야할 필요
는 없다. 만약 광역단체장선거와 기초단체장선거를 비교분석한다면 당연히 기초단체장선거
의 선거구인 자치시군구에 맞추어야 할 것이다. 2014년 지방선거의 경우, 자시시의 행정구
를 분석단위에 포함하면 분석 사례수는 251개이지만 자치시군구만으로 하면 230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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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효과를 통제하면서 각각의 변수들이 무효투표율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할 수 있
는 다변량 회귀분석의 통계기법을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연구는 최근 한
국에서 발생한 무효투표의 원인을 경험적으로 규명하게 될 것이다.
무효투표를 설명하는 독립변수는 제2절에서 논의한 경쟁적 접근들과 제3절에서 고
찰한 한국적 맥락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관련 변수들은 크게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선거상황적 변수로 나눌 수 있다. 인구사회학적 변수에는 학력과 연령, 그리고 도시화
정도를 상정할 수 있다. 선거상황적 변수로는 투표참여율 혹은 기권율, 후보 간 선거
경쟁성, 그리고 사퇴후보의 존재 유무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여기서 밝혀 두어야 하는
점은 한국에서 나타난 무효투표의 대부분이 의도적이기 때문에 실수에 의한 무효투표
를 전제한 선행연구의 가설들이 많이 변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변수의
조작화와 이에 따른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효투표에 대한 학력의 영향은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다. 하나는 투표시스
템의 이해 정도에 따른 기술적 처리능력이며 또 다른 하나는 정치정보에 대한 인지적
능력이다. 전자는 실수에 의한 무효투표를 설명하고 후자는 의도적인 무효투표를 설
명한다. 무효투표 중 의도적인 무효투표가 대부분인 한국에서 학력 효과는 정보처리능
력으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다. 학력이 낮을수록 정치정보가 부족하고 정보처리능력
이 낮아서 후보나 정당 간 차이를 식별하지 못하여 어느 후보에도 기표하지 않을 가능
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동시에 여러 번 투표해야 하는 지방선거에서 그 가능성이 더
높다. 통계청 자료에서 학력 변수는 시군구의 6세 이상의 인구에 대한 대재 이상의 인
구비율로 측정하였다. 그리하여 집합적 가설은 대재 이상의 고학력자가 적은 지역일수
록 무효투표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기대한다.
두 번째로는 연령 변수이다. 연령 변수는 실수에 의한 무효투표를 설명한다. 젊은층
보다 고령층이 판단력과 집중력이 떨어져 실수에 의한 무효표를 만들 가능성이 더 높
다는 것이다. 연령 변수는 한 지역의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의 비율로 조
작화하였다. 그리하여 집합자료에 기초한 가설은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높은 지역일수
록 무효투표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연령변수를 분석에 포함하는 이유는 의도적인
무효표가 많은 한국에서도 실수에 의한 무효표 변수가 영향력을 가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셋째, 무효투표의 요인으로 도시화 변수를 들 수 있다. 구시군과 같은 거주지 성격
이 무효투표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지역 공동체성이 강한 농촌지역에서 혈연이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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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도시화에 따른 제6회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에서의 무효투표율 차이
도시화(N)

광역단체장 - 기초단체장

표준편차

군(82)

1.30

1.50

ANOVA

시(67)

0.82

2.10

F=6.79

구(102)

0.31

1.87

p<0.001

전체(251)

0.77

1.87

* 두 번째 칸의 값는 광역단체장선거에서 기초단체장선거의 무효투표율을 뺀 값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info.nec.go.kr)

연에 의한 연고적인 투표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농촌지역 유권자들은 선거구가 넓어
지역성이 약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누구에게 투표하지 않을 개연성이 도시지역 유권
자들보다 높다. <표 3>에 의하면, 광역단체장 선거의 무효투표율과 기초단체장 선거의
무효투표율의 차이가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커짐을 알 수 있다. 농촌지역 유권자일수
록 혈연·지연·학연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군수 후보에게는 투표해도 선거구가 광범위
한 도지사 후보에게는 투표하지 않는 경향이 도시지역보다 강하다는 것이다.
네 번째, 의도적 무효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상황적 변수 중 하나로 투표참여율
을 들 수 있다. II장에서 언급했지만, 개인적인 수준에서 정치무관심자는 기권할 수도
있고 투표장에 무효표를 던질 수도 있지만, 기권과 무효투표와는 연관성이 없다. 그러
나 집합수준에서는 동원가설을 통해 두 변수의 연관성을 설명할 수 있다. 즉 투표참여
의 분위기가 높은 지역일수록 정치무관심자가 투표장에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따라서
투표소에서 무효투표가 나올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기권율이
낮은 지역은 높은 지역보다 정치무관심층이 투표장에 많이 나가기 때문에 무효투표가
더 많이 나올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다섯째, 선거경쟁성 변수이다. 한 지역의 1~2위 후보가 박빙이 경쟁을 벌이면 유권
자의 투표효능감이 높아져 투표장에 간 무당층 혹은 정치무관심층이 표를 무효화시키
는 경향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선거 경쟁성은 선거구의 1위 후보와 2위 후보의 득표율
의 차이로 알 수 있다. 광역단체장선거의 선거구는 시도이기 때문에 17개 시도에서의
1~2위 후보 득표율차를 선거경쟁성으로 하여 무효투표와의 연관성을 보는 것이 이론
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이 연구의 분석단위가 시군구이기 때문에 시도 단위의 1~2
위 후보 득표율차는 시군구 단위의 무효투표율의 증감을 설명하는 설명변수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분석에서는 시군구 단위의 1~2위 후보 득표율차이를 경쟁성 변수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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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후보단일화와 같은 선거적 상황이 무효투표에 영향을 준다는 가설을 고
려할 수 있다. 후보단일화의 명분으로 특정 후보가 사퇴하면 사퇴한 후보의 지지자들
중 일정 수는 투표장에 가서 빈 용지를 낸다든지 사퇴한 후보에 기표하여 무효표를 만
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사퇴한 후보에 기표한 무효표는 의도적일 수도 있고 실수
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지지 후보가 사퇴한 것을 모르고 투표할 수도 있고 지지후보
가 사퇴하는 정치지형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사퇴한 후보에 투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사퇴한 후보가 있는 선거구의 무효투표율이 그렇지 않은 선거구의 무효투표
율보다 높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V. 분석
1. 역대 선거에서 무효투표율의 추이
2014년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무효투표를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전에 역대선거에서
선거수준에 따라 무효투표가 얼마나 다르게 발생하였는지를 살펴본다. <표 4>와 <그
림 3>은 지난 20년 동안 한국 선거에서 무효투표가 어느 정도의 크기로 나타났지를 보
여주고 있다. 선거의 수준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그리고 지방선거는 광역단체

<표 4> 역대 선거에서 나타난 무효투표율 추이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광역단체장선거

기초단체장선거

15대(1997)

16대(2002)

17대(2007)

18대(2012)

1.54

0.90

0.51

0.41

15대(1996)

16대(2000)

17대(2004)

18대(2008)

19대(2012)

2.33

1.31

1.16

1.17

1.13

2회(1998)

3회(2002)

4회(2006)

5회 (2010)

6회(2014)

2.63

1.71

1.36

2.41

2.42

2회(1998)

3회(2002)

4회(2006)

5회 (2010)

6회(2014)

2.86

2.23

1.73

2.31

2.13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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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그림 3> 역대 선거에서 나타난 무효투표율 추이

장선거와 기초단체장선거를 나누어서 보았다.
<표 4>로부터 작성된 <그림 3>에서 잘 보여주고 있듯이, 1990년대 중반 이후 역대
선거에서 무효투표율은 대통령선거에서 가장 낮고 지방선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무효투표율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의 중간에 놓였다. 선거수준
에 따라 무효투표율이 일관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선거수준에 따라 유권자의 선거관
심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다. 국회의원선거보다는 대통령선거에서 선
거관심이 높고, 지방선거보다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관심이 더 높아 유권자가 선거
정보를 더 잘 인식하는 가운데 투표에 임하기 때문에 무효투표가 적게 발생한다는 것
이다. 국회의원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정치무관심층일수록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출마한 후보자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대통령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전국
적으로 두세 사람의 의미있는 후보들의 경쟁을 지켜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높아 투표율이 높은 것처럼 투표장에 가서 무효표를 던질 확률도 줄어든다. 지방
선거에서의 높은 무효투표율도 낮은 선거관심과 적은 선거정보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러나 광역과 기초의 단체장과 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는 투표시스템 또한 지방선
거에서의 무효투표율을 높이는 요인일 것이다. 한 사람이 여러 표를 행사하는 지방선
거에서는 유권자가 한 수준의 선거에 투표해도 다른 수준의 선거에는 투표하지 않을
개연성이 훨씬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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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에서 무효투표율은 1997년 1.54%에서 지난 18대 대선에서 0.41%까지 줄
어들었다.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무효투표율은 1996년의 2.33%에서 2012년의 1.13%
로 감소하였다.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무효투표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
소하는 현상은 유권자들의 학력이 높아지고 문맹률 또한 낮아져서 인물과 정책과 같
은 선거정보의 인지능력이 높아져서 무효표가 줄어든다는 정보처리능력 가설로 설명
될 수 있다.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무효투표율의 추이도 2006년까지는 앞의 두 수준의
선거와 마찬가지로 감소하는 경향이었다. 1998년부터 2006년까지 광역단체장선거와
기초단체장선거의 무효투표율은 각각 2.63%에서 1.36%까지 그리고 2.86%에서 1.73%
까지 감소하였다. 기초단체장선거의 무효투표율이 광역단체장선거의 그것보다 높은
이유는 앞의 선거관심에 따른 정보인지 가설로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두 수준의 선
거에서 무효투표율이 2006년까지 줄어드는 것은 학력과 연관된 정보처리가설로 설명
될 수도 있지만, 정치적 요인이 작용했을 개연성도 있다. 즉 2002년의 지방선거는 대
선 전초전 성격이 강한 선거였고, 2006년 지방선거는 참여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
격이 강한 선거로서, 두 선거 모두 선거관심이 매우 높아 무효투표율이 낮아졌다는 것
이다.
그러나 광역단체장선거와 기초단체장선거의의 무효투표율은 제5회에서 각각 2.41%
와 2.31%, 제6회에서는 2.42%와 2.13%로 증가하였다. 자연적 감소에 역행하는 이러
한 현상은 선거상황적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제5회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간의 지역별 선거연합이 활발히 벌어졌고 이에 따라 사퇴하는
후보가 많아 무효투표율이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았다. 제6회 지방선거에서의 무효투
표율 또한 공천잡음, 일방적 후보사퇴 등의 선거상황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광역단체장선거의 무효투표율이 2010년을 기점으로 기
초단체장선거의 무효투표율을 넘어섰다. 제5회와 제6회 지방선거에서는 야권의 후보
단일화로 인해 사퇴한 후보가 많았는데, 후보사퇴로 인한 무효투표율의 증가는 선거
구의 범위가 큰 광역단체장선거에서 훨씬 큰 폭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7)

7) 실제로 제6회 지방선거의 광역단체장선거에서 후보사퇴 지역은 경기도, 부산시, 광주시 그
리고 울산시였다. 기초단체장선거에서의 사퇴지역은 31개 지역이었지만 이들 지역의 유권자
수는 광역 4곳의 유권자수보다 훨씬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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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광역단체장선거에서 나타난 무효투표의 결정요인
여기서는 4장에서 논의한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선거상황적 요인들이 제5회 지방선
거와 제6회 지방선거의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나타난 무효투표율과 어느 정도의 연관
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은 경쟁 변수들의 영향을 동시에 통제한 가운데
각각의 변수들이 무효투표율의 증감에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갖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다변량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5>는 제5~6회 광역단체장 선거에 나타난 무효투표의 결정요인에 관한 회귀분
석을 요약하고 있다. 분석모형의 종속변수는 제5~6회 광역단체장선거에서 나타난 무
효투표율이며, 독립변수는 4장에서 언급했던 3개의 인구사회학적 변수(학력, 연령, 도
시화)와 3개의 선거상황적 변수(기권율, 사퇴후보 유무, 선거경쟁성)이다. 분석단위
는 자치시의 행정구를 포함한 시군구 단위이다. <모형 1>은 제5회 광역단체장 선거에
서 나타난 무효투표의 분석을 위한 회기모형이며, <모형 2>는 제6회 광역단체장 선거
를 위한 회귀모형이다. <모형 3>은 제5회와 제6회 광역단체장 선거를 통합한(pooled)
자료에 기초한 회귀모형이다. 이 회귀모형에 사용된 학력과 연령 변수는 연속변수이
며, 도시화는 군을 1, 시를 2로, 그리고 구를 3으로 한 서열변수이다. 기권율과 선거경

<표 5> 제5~6회 광역단체장선거의 무효투표율에 대한 결정 요인
모형 1: 제5회 지방선거
B (표준오차)

베타

모형 2: 제6회 지방선거
B (표준오차)

베타

모형 3: 통합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4.825*** (.731)

학력

-.073*** (.010)

-.426

-.083*** (.009)

-.534

-.077*** (.007)

-.466

연령

.037*

(.017)

.152

-.024

(.016)

-.111

.006

(.012)

.028

도시화

-.397** (.144)

-.175

-.060

(.127)

-.029

-.227*

(.096)

-.105

기권율

-.004

(.012)

-.019

-.064*** (.012)

-.314

-.034*** (.008)

-.168

사퇴후보

2.244*** (.157)

.505

2.136*** (.145)

.546

2.192*** (.106)

.524

경쟁성

.018*** (.003)

.215

.027*** (.003)

.370

.023*** (.002)

.293

adjusted R²

.754

7.378*** (.736)

.737

주: 제5회 사례수 249, 제6회 사례수 251, 통합 사례수 500
* P<0.05, ** P<0.01, *** P<0.001

6.067*** (.519)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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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성 또한 연속변수이며, 사퇴후보유무는 사퇴가 있으면 1, 사퇴가 없으면 0으로 하였
다.
<모형 1>과 <모형 2>를 비교하면, 제5회와 제6회 지방선거에서 학력이 다른 경쟁변
수의 효과를 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효투표와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모형은 학력이 낮을수록 무효표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을 지지한다. 학력이 낮
을수록 무효표를 만들 가능성이 높은 이유에는 기술적 처리능력의 부족이 있을 수 있
지만, 최근 한국의 무효투표의 대부분이 의도적 무효투표임을 감안하면 정보처리능력
가설이 설명에 더 적합하다. 즉, 학력이 낮을수록 정치와 선거지형에 대한 정보처리능
력이 낮아서 후보나 정당 간의 차이를 식별하지 못하여 어느 후보에도 기표하지 않는
등의 의도적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무효투표에 대한 연령 효과는 제5회 광역단체장선거에서는 나타났지만 제6회 광역
단체장선거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모형 1>의 결과는 고령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
일수록 무효표가 많이 나온다는 가설을 지지한다. 이는 개별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건
강이 나빠지고 판단력이 흐려져 실수에 의한 무효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제6회 선거에서는 연령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
는 제5회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실수에 의한 무효투표가 많이 나왔으나 제6회 선거
에서는 실수에 의한 무효투표가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표 3> 참조).
무효투표에 대한 도시화의 효과 또한 제5회 광역단체장선거에서는 나타났지만 제6
회 광역단체장선거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모형 1>의 결과는 무효투표가 농촌의 군
단위로 갈수록 많이 나왔고 대도시의 구단위로 갈수록 적게 나왔음을 알려준다. 이는
농촌지역일수록 혈연과 학연 등에 의한 연고적인 투표경향이 강해 지역성이 두터운 기
초단체장 선거에는 투표하지만 지역성이 엷은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투표하지 않을 개
연성이 도시지역 주민들보다 높다는 가설을 지지한다.
제5회와 제6회 광역단체장선거 모두 사퇴후보유무가 무효투표율의 증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사퇴후보유무의 베타 값이 다른 변수의 베타 값에
비해 가장 크다). 두 회귀모형의 결과는 사퇴후보가 있으면 사퇴한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가 무효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예측을 지지한다. 사퇴한 후보에 기
표한 무효표는 의도적인 것일 수도 있고 의도적이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지지 후보
가 사퇴한 것을 모르고 투표할 수도 있고 지지후보가 사퇴한 정치지형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사퇴한 후보에 기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이든 후보사퇴 지역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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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율은 눈에 띠게 높았다.
두 광역단체장선거 모두 후보 간 선거경쟁성이 무효투표율과 높은 연관성을 갖는다
고 나타났다. 두 모형의 결과는 한 지역의 1~2위 후보 간에 경쟁이 치열하면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무효표를 던질 가능성이 낮아지고, 경쟁이 한쪽으로 기울면 무효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가설을 지지한다. 1~2위 후보가 박빙의 경쟁을 벌이면 유권자의
투표효능감이 높아져 투표장에 간 무당층 혹은 정치무관심층이 표를 무효화시키는 경
향이 낮아지지만, 경쟁이 한쪽으로 기울어 선거결과가 불을 보듯 뻔하다면 이들이 무
효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무효투표율에 대한 기권율의 효과는 제5회 광역단체장선거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제6회 광역단체장선거에서는 크게 나타났다. <모형 2>의 결과는 투표참여가 높은 지
역일수록 무효표가 많이 나온다는 가설을 지지한다. 투표참여의 분위기가 강한 지역에
서는 그러한 분위기가 약한 지역보다 무당층 혹은 정치무권심층이 동원 압력으로 인해
기권하려다가 투표장에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들이 투표소에 들어가서 무효표를 던
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모형 3>은 제5회와 제6회 광역단체장선거 자료를 통합한 자료에 기초한 것으로, 최
근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무효투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을 종합적으로 보여준다.
<모형 1>과 <모형 2>에서 모두 무효투표율과 연관성이 높았던 학력, 사퇴후보유무, 선
거경쟁성은 당연히 이 통합모형에서도 연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모형 1>에서 유의미
하게 나타나지 않았던 기권율과 <모형 2>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도시화 변수도 <모형
3>에서는 무효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형 1>에서 나타났지
만 <모형 2>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무효투표에 대한 연령효과는 통합모형에서 사라
졌다. 결국, 최근 지방선거를 관찰하였을 때, 인구학적 변수로는 학력과 도시화, 그리
고 선거상황적 요인으로는 기권율, 사퇴후보유무 그리고 선거경쟁성이 무효투표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의도적인 무효투표를 설명해 주는 변수들
이다. 실수에 의한 무효투표를 설명하는 연령효과는 통합모형에서 사라졌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유권자들의 무효투표가 대부분 실수에 의한 무효투표가 아니라는 사실과
연결된다. 그리하여 분석은 낮은 정보처리능력, 농촌의 연고적 투표성향, 동원된 투표
참여, 그리고 낮은 선거경쟁성이 한국 유권자들의 무효투표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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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분석 결과의 함의
민주주의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통치자를 선출하여 국민의 의사가 통치에
반영되게 하는 정치체제를 말한다. 이때 국민의 정치 참여는 민주주의의 작동에 매우
중요하다. 무효투표 분석은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적 소외에 관한 실마리를 제공함으로
써 결국 민주주의의 작동과 관련한 문제에 맞닿아 있다. 그리하여 무효투표 분석은 그
크기가 적어서 연구관심에서 멀어져 있었지만 사실 투표참여와 투표선택만큼이나 민
주주의의 작동과 관련하여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
이 논문이 첫 번째로 확인한 것은 한국 유권자들이 던지는 무효표의 크기가 매우 작
다는 것이다(<표 2> 참조). 그러나 선거의 공정성을 감안하면 무효투표의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이 논문의 III절 1장에서 논의했지만 한국에서 무효표가 작게 나타난 이유
중의 하나는 검표 혹은 재검표 과정에서 검표원이 무효표를 가려내는 엄격함보다 유효
표를 인정하려는 관대함이 더 앞서는 규범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후보
란의 경계에 기표한 표라도 기표 도장의 사람 인(人)자 부분이 더 기운 후보의 유효표
로 인정하는 것은 선거 공정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명백히 어느 후보에도 마음이
없는 표인데 이를 유효표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표가 많지 않겠지만 적은 수
의 표를 두고 경쟁하는 초박빙의 선거에서는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규
칙이 정비될 필요가 있겠다.
다음으로 이 논문이 중요하게 발견한 것은 한국 유권자들이 던지는 무효표가 실수
에 의한 것보다는 고의적인 것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한 자료에서 알 수 있었듯이(<표 3> 참조), 어느 란에도 기표하지 않은 무효표가
전체 무효표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었다. 무기표는 인지하고 던지는 의도적 무효표
임이 분명하다. 그 다음으로 많이 나타난 2개 이상의 란에 기표한 무효표(15.2%)와 사
퇴한 후보의 란에 기표한 무효표(14.9%) 중 의도성이 있는 무효표를 합치면 이번 지방
선거에서의 의도적 무효표는 80%를 넘겼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발견은 무효투표에 대한 이 논문의 경험분석의 결과와도 연결되고 있었다.
인구학적 변수와 선거상황적 변수와 무효투표와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정보처리능
력, 연고적 투표성향의 정도, 투표참여에 대한 동원성, 그리고 선거경쟁성이 한국 유권
자들의 무효투표에 대한 결정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선거정보에 대한 판단능력이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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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람일수록, 연고적 투표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동원 압박에 의해 참여하는 경향
이 강한 사람일수록, 그리고 선거경쟁성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일수록 무효표
를 던질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분석에서는 사퇴한 후보가 있고 없음이 무효투표의 증
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후보가 사퇴했다는 정보를 모르고 투
표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요청된다. 후보등록 이후에 후보 사퇴를
허용하지 않는 규칙을 두지 못한다면, 중앙선관위는 후보 사퇴를 알리는 장치를 지금
보다 훨씬 눈에 띠게 해서 적어도 실수에 의한 무효표를 줄여야 할 것이다. 의도적 무
효표는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하나이지만 실수에 의한 무효표는 제도적 개선을 통해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제5회와 제6회 지방선거 중 광역단체장 선거만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한국
선거에서 나타나는 무효투표의 전체적인 상을 포착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최근에 무효투표가 많이 나온 두 선거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 선거에서 나타
난 무효투표의 결정요인에 관한 대체적인 윤곽을 파악할 수 있었다. 무효투표를 기권
과 비교함으로써 기권으로부터 무효투표 행위를 구분해내는 보다 정교한 분석과 시군
구 단위로 무효투표의 유형별 정보를 확보하여 실수에 의한 무효투표와 의도적 무효
투표의 원인의 차이를 비교하는 분석 등은 후속연구의 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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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세계 각국의 무효투표율(국회의원 선거 기준)
국가

해당연도

무효투표율

스웨덴

2010

1.14

독일

2013

1.55

프랑스

2012

2.14

이태리

2013

3.59

영국

2010

1.03

스페인

2011

1.29

터키

2007

2.80

이집트

2005

3.40

알제리

2007

14.40

우간다

2011

4.05

앙골라

2008

10.58

파키스탄

2008

2.70

인도네시아

2009

14.38

태국

2014

12.05

일본

2005

1.70

한국

2012

1.13

미국

2012

3.42

캐나다

2008

0.70

멕시코

2012

4.95

브라질

2010

8.64

콜롬비아

2014

15.65

아르헨티나

2013

4.45

출처: IDEA(2014), “Voter Turnout”

무효투표의 원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53

ABSTRACT

An Explorative Study on Invalid Voting in Korea:
Focusing on the 2010 and 2014 Local Elections

Jiho Lee |

Sogang University

This paper is an explorative study to find the causes of invalid voting that appeared
in the Korean elections. The focus of analysis is on the 2010 and 2014 local elections,
using aggregate data collected from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and Statistics
Korea.
The finding of the analysis is that invalid voting was more likely to appear in lowereducated and rural areas, the areas of higher turnout rate and closer electoral race,
and the constituencies where candidates withdrew. It is therefore informed that the
determinants of invalid voting in Korea are cognitive skill, clientelistic voting behavior,
closeness of electoral competition, and presence of candidate-withdrawal. Since these
variables are related with electoral efficiency, such findings confirm that most of invalid
voting by Korean voters was intentional rather than being mistaken.

Keywords: invalid voting, intentional invalid voting, blank ballot, aggregate data
analysis, local elec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