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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
선거가 대의민주주의 운영에 있어 핵심이지만 낮아지는 정치 및 선거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대의민주주의는 위기에 놓여 있다.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사전투표제가 도입되
었고 전국 단위 선거로는 2014년 지방선거가 사전투표제가 실시된 첫 선거였다. 본 연구는 사전
투표제가 도입 취지에 맞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전투표
제의 첫 실시로 인해 이에 대한 영향력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2014년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율과 실제투표율 비교를 통해 그리고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기권자, 사전투표 유권자,
그리고 선거일에 참여한 유권자의 비교 분석을 통해 사전투표제의 영향력에 대해 알아보았다.
거시적 분석과 미시적 분석을 통해 사전투표제는 새로운 유권자를 투표소를 이끌어 투표율을
높이는 효과보다는 기존에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의 투표일을 분산시키는 데 그쳤다고 말할
수 있다. 사전투표율은 11.5%로 높은 편이지만 전반적 투표율은 2010년 지방선거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점을 찾을 수 있으며 사전투표한 유권자의 정치적 관심, 사회 ․ 경제적 배경, 그리
고 과거 투표경력을 보았을 때 선거 기권 유권자보다는 기존의 전통적 유권자에 가깝기 때문이
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제의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2014년 지방선거만을
통해 사전투표제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앞서 2014년 지방선거가 가지는 세월
호라는 특수성 때문에 더욱 그렇다. 앞으로 많은 선거가 치러지고 사전투표제에 대한 논의가
풍성해질 때 좀 더 분석적이고 체계적인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 기대한다.

주제어 | 사전투표제, 2014년 지방선거, 선거 기권 유권자, 투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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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대의민주주의 운영의 핵심 원칙은 선거라는 기제를 통해 선출된 대표가 의회라는 논의
의 장에서 위임된 권한을 바탕으로 국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선
거는 대의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대의민주주의는 참여와 관심이라는 점에서 취약성을 띠고 있는데
이를 반영하듯이 많은 국가에서 투표율은 점점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
도 투표율 하락이라는 추세에 예외는 아니다. 최근 들어 전국 단위 선거에서 투표율이
상승하면서 이러한 우려가 잠잠해지기는 하였지만 젊은층의 선거 무관심, 정치에 대한
전반적 불신 등으로 인해 투표율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지는 모르는 상황이다. 낮은
투표율이 문제시되는 것은 선거결과가 갖는 정통성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특히 선거제도
와 맞물려 낮은 투표율로 당선된 대표는 전체 유권자의 과반보다 훨씬 낮은 지지를 받아
당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많이 논란이 되는 사안은 유권자의 선거 참여가 개인의 경제상황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즉,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유권자의 경우 투표 참여에
어려움이 없지만 선거참여로 인해 경제적 생활에 타격을 받는 유권자는 투표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선거일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만 이는 공
무원 등에만 적용되고 일반 기업 등에는 적용되지 않아 이들의 참여가 용이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공정하고 평등한 투표참여가 실시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특히 한국정치학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뢰를 받아 실시한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 투표참여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가상준 외 2명 2011)에 의하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들 중 정치 무관
심으로 인해 투표가 가능하였지만 투표하지 않은 근로자도 있었지만 고용계약상의 문제,
임금의 감액, 고용주나 상사의 눈치 때문에 투표하지 못하였다고 대답한 근로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들 말고도 투표일에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의지는 있지만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
는 유권자가 있어, 선거 참여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투표율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되었었
다. 많은 논의 및 시행을 통해 결과적으로 사전투표제가 도입되었는데 사전투표제는 선거
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 동안(일반적으로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사전투
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선거 참여의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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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일 것이라는 기대에서 출발하였다. 전국단위 선거에서 사전투표제가 실시된 것은 2014
년 지방선거가 처음인데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는 아직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2014년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상승한 원인이 사전투표제 실시에 따른
결과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이는 사전투표제가 실시
되기 전인 2012년 국회의원선거와 2012년 대통령선거의 투표율도 과거 동일 선거에 비해
상승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2014년 투표율 상승이 이러한 경향의
연장선인지 아니면 사전투표제 실시에 따른 결과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본 연구는 전국단위 선거에서 처음 실시된 사전투표제가 도입 취지에 맞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전투표제의 첫 실시로 인해 이에 대
한 영향력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2014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율과 실제투표율
비교를 통해 그리고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기권자, 사전투표 유권자, 그리고 선거일에
참여한 유권자의 비교 분석을 통해 사전투표제의 영향력에 대해 알아보려 하며 앞으로
필요한 과제는 무엇인지 논의해 보려 한다. 이를 위해 제II절에서는 투표 및 사전투표제
관련 연구들에 대해 고찰해보고 제III절에서는 사전투표제 도입 배경과 이에 대한 유권자
들의 평가를 살펴보려 한다. 제IV절에서는 2014년 지방선거 투표율과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사전투표제의 영향력을 측정해 본다. 특히 사전투표한 유권자들의 정치적 태도와
사회 ․ 경제적 배경, 그리고 과거 투표 경험을 통해 사전투표제의 영향력에 대해 알아본다.

II. 투표 및 투표율에 대한 기존 연구

선거는 대의민주주의 운영의 핵심 기제로 유권자의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강한
민주주의 제도의 필수적 요소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선거 참여는 연령층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교육과 소득 또한 투표 참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정수현 2012; Wolfinger and Rosenstone 1980). Wolfinger
and Rosenstone는 교육의 영향력을 감안한다면 소득의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점을 밝히
고 있으며 남성의 투표율이 여성보다 조금 높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투표 참여를 보이고 있다는 결과들은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
나 최근 들어 투표율에 있어 차이가 없다는 혹은 여성이 남성을 앞서고 있다는 결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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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되고 있다(Norris 2002). 교육, 연령의 영향력은 과거에 비해 변화하지 않고 있는데
성별에 의한 투표율 차이가 과거와 달라진 것은 여성 교육 수준의 향상 그리고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지위가 향상되면서 나타난 것이라 하겠다(Norris et al. 2004).
한국의 경우 20대 후반부터 30대 후반까지는 여성들의 투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65세 이상부터 남성의 투표율이 높아지는 미국과 캐나다와 달리 한국에서는
40대부터 남성의 투표율이 여성의 투표율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구본상 외
2명 2015) 이에 대한 많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한편 낮은 연령대라고 하더라도 후보자
의 연령대에 의해 투표 참여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젊은 후보가 출마했
을 때 젊은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가 높아진다는 것이다(Pomante II and Schraufnagel
2015). 앞서 소득은 투표 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하였는데 소득뿐만 아니라 유권
자의 직업, 실업여부와 같은 경제적 상황은 투표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
용하고 있다(Rosenstone 1982; Stevens 2007).
일반적으로 선거 참여는 정당에 대한 일체감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정당
일체감은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설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Campbell et al.
1960), 정당일체감이 강한 유권자일수록 투표에 참여하는 경향이 강하며 지지하는 특정
정당에 투표할 가능성이 크다. 정당일체감이 유권자의 심리적 귀속감에 중점을 둔 연구라
면 합리적 선택 이론은 비용과 기대효용에 초점을 맞춰 투표 참여를 설명하는 연구라
하겠다(Downs 1957; Riker and Ordeshook 1968). 한편, 투표와 같은 정치참여를 설명
함에 있어 정치 효능감은 중요한 설명변수라 말할 수 있다. 정치 효능감은 자신의 정치적
활동이 정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지(cognition) 또는 믿음(belief)으로 정치 신뢰와
더불어 민주주의 유지에 있어 중요한 정치 정향이라 하겠다(Erikson and Tedin 1995).
정치 신뢰감이 정부 생산(output)에 대한 평가와 관련이 있는 데 비해 정치 효능감은 정
부 투입(input) 결과와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Erikson and Tedin 1995). 이로 인해, 정치
효능감은 정치 참여, 특히 선거 및 정치활동과 관련이 크다고 하겠다(Verba and Nie
1972).
투표율을 설명함에 있어 투표개혁의 영향력이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는 미국에서 실
시되고 있는 선거 등록제도는 투표율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Converse 1971; Kaufmann et al. 2008).1) 미국의 경우 매우 낮은 투표율로 인해 발생

1) 선거 등록법의 엄중성에 따라 투표율은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선거 실시 오래전에 등록을 마감하는
주들의 투표율은 그렇지 않은 주들에 비해 낮은 편이다(Bibby and Holbrook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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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종류의 사전투표(early voting) 예를 들어 우편투표(vote
by mail), 부재자투표(absentee voting), 사전직접투표(early in-person voting) 등이 도
입되어 실시되고 있다. 사전투표 도입의 취지는 투표일에 투표장에 가는 부담을 줄이고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투표율을 제고시키기 위함이다. 그러나 사전투표제는 투표율에 크
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혹은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Burden et al. 2014; Fitzgerald 2005; Gronke et al. 2007; Primo et al. 2007;
Southwell 2009). 이러한 결과들은 투표율과 선거법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구조
차원에서의 법률적 이론(structural legal theory) 주장(Rusk and Stucker 1978)과는 다
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쉽게 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된다면 투표 비용을 줄여 투표율 상승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 예상이
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사전투표제는 경쟁적 선
거 등과 같이 선거에 대한 관심과 선거 참여의 효용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하
고 있기 때문이다(Fitzgerald 2005; Gronke et al. 2007).
또한 정치 지식, 관심, 관여 등은 선거 참여 비용과 관련이 있기에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과 민주 시민성은 선거 비용을 낮출 수 있지만 사전투표제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Fitzgerald 2005; Gronke et al. 2007). Burden과 그의
동료들(2014)은 사전투표제는 투표일에 참여가 어려운 유권자를 끌고 오는 효과는 있지
만 선거동원을 분산시키고 선거 당일 중요한 행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사회적 동력을 약화
시켜 투표율 향상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 사전
투표율이 높을 경우 정당의 선거운동과 광고, 동원을 위한 노력 등 선거 자원의 배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다(Burden et al. 2014). Stein(1998)은 분석을 통해
사전투표하는 유권자들의 정당일체감이 높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사전투표제가
새로운 유권자를 끌어오기보다는 선거에 참여하는 기존 유권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
뿐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Neeley and Richardson(2001) 또한 사전투표
유권자와 선거일에 투표하는 유권자와는 차이가 없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결과적으로
사전투표제는 개표의 정확성, 행정비용의 절감, 유권자의 만족감 고취를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일지 모르지만 이를 통해 투표율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Gronke et al.
2007).
그러나 투표를 위해서는 선거 등록이 필요한 미국에서의 연구 결과가 한국에서도 유사하
게 나타날지 정확히 말하기 힘들다. 특히 사전투표제가 선거당일 등록제(EDR: Election
Day Registration) 그리고 등록과 선거를 동일에 실시하는 제도(SDR: Same Day Reg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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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tion)와 동시에 실시될 경우 투표 상승의 영향력이 발견되고 있기에(Burden et al.
2014) 우리의 경우와 사전투표제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무리가 있다. 그럼에
도 사전투표제의 영향력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및 논의(김도경 2014; 이공주 2014)가
이어지고 있는데 김도경(2014)은 사전투표제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줄였지만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투표 기권자 흡수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
들 분석은 자료를 통한 검증이 시도되지는 못하였으며 사전투표제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에 논의를 정밀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와는
별도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전투표제의 과제에 대해 논하고 있는 연구들도 발견된다(김
남수 2014; 이상신 2013).

III. 사전투표제 도입 취지 및 평가

1. 사전투표제 도입 취지
사전투표제는 선거 당일 지정투표소에서 투표가 불가능한 유권자를 위해 별도의 부재
자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 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선거인명부와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사전투표
제의 도입 취지는 유권자에 투표참여에 편의성을 도모함으로써 투표율 상승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무엇보다 선거 당일 투표가 경제적 여건상 어려워 선거참여를 포기해야 하는
유권자에게 사전에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투표권 행사를 확대하려는 것이다.
사전투표제는 부재자투표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좀 더 진일보된 유권자의
참여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제도다(김대년 2014). 기존의 부재자투표는 저
조한 참여율로 인해 문제점이 지적되었는데, 이는 무엇보다 사전에 부재자 신고가 필요했
으며 투표소는 각 시 ․ 군 ․ 구마다 설치되었지만 400여 개에 불과하였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여의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2009년 사전투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선거일 전에 투표하려
는 선거인은 별도의 신고나 신청 없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투표소에 가서 선거일
전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며, 선거구단위 또는 구 ․ 시 ․ 군단위로 전산통합선거인명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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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하여 투표소가 설치된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국
회는 2012년 2월 29일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통합선거인명부를 활용한 부재자투표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통합선거인명부를 활용하여 부재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누
구든지 신고할 필요 없이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2013년
재보궐선거부터 통합선거인명부를 활용한 부재자투표가 실시되었으며, 2014년 1월 17일
국회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통합선거인명부를 활용한 부재자투표를 사전투표로 대체
함으로써 2014년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제는 첫 실시되었다.

2. 사전투표 현황
2013년부터 실시된 사전투표제에 대해 유권자들은 잘 인지하고 있으며 사전투표한 유
권자들은 어떠한 이유로 사전투표했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사전투표제가 도입되었음에
도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유권자들은 어떠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
해 2014년 6월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련 유권자 정치의식조사”를 이용하였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뢰를 받아 한국정치학회와 한국정당학회에 의해 실시된 유권
자 정치의식조사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과 인식을 알아보고 있다. 먼저
설문조사 응답자 1,204명에게 2014년 선거에 참여하였는지 물어보았는데 이 중 322명
(26.8%)이 투표하지 않았다고 반면, 882명(73.2%)은 투표하였다고 대답하고 있다. 2014
년 지방선거 투표율이 56.8%인 데 비해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투표율은 73.2%로 차이
가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 중 149명은 사전투표하였다고 말하고

<표 1> 2014년 지방선거 투표 여부
빈도

%

투표하지 않았다

302

25.1

보통 투표를 하는 편이나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못했다

20

1.7

사전투표하였다

149

12.4

선거 당일 투표했다

733

60.9

총계

1,2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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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사전투표제 인지도
빈도

%

알고 있었다

1,110

92.2

알지 못하였다

94

7.8

총계

1,204

100.0

있는데 이는 투표하였다고 말한 유권자 중 12.4%로 실제 사전투표율 11.5%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사전투표제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물어보았는데 응답자의 92.2%가 사전투표제를 알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사전투표제가 2013년부터 실시되어 유권자들은 이에 대해 잘 알
고 있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속적인 홍보로 인해 좋은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 하
겠다. 한편 사전투표제 인지 여부와 투표여부 간 관련성이 있는지 교차 분석해 보았는데
<표 3>에서 보듯이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 중 사전투표제를 알고 있었다고 말한 응답자는
85.1%인 데 비해 알지 못했다고 말한 응답자는 14.9%였다. 이에 비해 2014년 지방선거
에 참여한 유권자 중 94.4%가 사전투표제를 알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와 비교하여 볼 때 높은 인지도라 하겠다. 2014년 지방선거에 투표하지 않은 유권
자가 사전투표제를 인지 못해 참여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선거에 관심 없어 투표하지
않은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와 그렇지 않은 유권자 간 사전투표제
<표 3> 투표 여부 및 사전투표제 인지 정도 교차분석 결과
선생님께서는 사전투표제도를
알고 계셨습니까?

선생님께서는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셨습니까?

총계

알고 있었다

알지 못하였다

투표하지 않았다

257

45

302

보통 투표를 하는 편이나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못했다

20

0

20

사전투표하였다

147

2

149

선거 당일 투표했다

686

47

733

1,100

94

1,204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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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사전투표한 이유
빈도

%

개인적인 사정으로 선거 당일에는
투표가 어려워서

77

51.7

선거 당일에는 직장이나 생업 등으로
투표시간이 보장되지 않아서

23

15.4

우연히 사전투표소 근처에 볼일이 있어
들렀다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15

10.1

사전투표에 참가하고 선거 당일에는
휴일을 즐기고 싶어서

24

16.1

기타

5

3.4

모름 / 무응답

5

3.4

총계

149

100

인지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전투표한 유권자에게 사전투표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 물어보았는데 이에 대한 결과
를 살펴보면 개인 사정으로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워서 사전투표했다는 응답이 51.7%로
가장 높고, 사전투표에 참여하여 선거 당일 휴일을 즐기고 싶다는 응답과 선거 당일 직장
이나 생업 등으로 투표시간이 보장되지 않아서라는 응답 비율이 각각 16.1%와 15.4%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사전투표제는 선거일에 투표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줄여줌으로써
많은 유권자를 투표소로 향하게 하는 데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개인 사정으로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렵다고 대답한 응답자와 선거 당일 직장이나 생업 등으로 투표시간 보장이 어렵
다고 대답한 응답자에게 있어 사전투표제는 유익한 제도라 하겠다. 그러나 사전투표제의
효과를 과거 투표 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새로운 유권자를 투표소로 인도한다는 데 맞춘다
면 사전투표제의 영향력은 미약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응답자에게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개인적인 일/출
근/여행 등으로 참여하지 못하였다는 응답자가 45.3%로 가장 높고,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가 18.6%,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가 14.9%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출근
때문이라 대답한 응답자도 있지만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어렵고, 투표절차가 너무 복잡
해서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0.9%인 것을 감안하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응답자의 대부분
은 정치에 대해 무관심하고 냉소적인 유권자라 말할 수 있다. 특히 개인적인 일/출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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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빈도

%

개인적인 일 / 출근 / 여행 등으로

146

45.3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어서

28

8.7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60

18.6

마음에 드는 정당이 없어서

4

1.2

후보자에 대해 잘 몰라서

28

8.7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

48

14.9

누가 당선될지 뻔해서

5

1.6

투표절차(과정)가 너무 복잡해서

3

.9

총계

322

100.0

행이라고 대답한 응답자들 중 87.0%(146명 중 127명)가 사전투표제를 알고 있었다고 대
답하고 있는데 이들은 선거 전 사전에 투표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이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이 낮고 참여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라 하겠다.
위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사전투표제는 확정된 투표일과 정해져 있는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 가야 하는 유권자의 부담을 줄여준 것은 확실하다. 물론 사전투표제가 과
거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유권자들의 부담도 줄여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을 투표장으로
유인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이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 사전투
표율과 공식 선거일 투표율에 대해 알아보았고 유권자 수준에서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IV. 사전투표제 영향력 평가

1. 지역별/연령별 사전투표제 분석
2013년 치러진 상반기와 하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을 보면 먼저 상반기에서
는 서울 노원병, 부산 영도구, 충남 부여 ․ 청양군에서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는데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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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투표율은 각각 8.38%, 5.93%, 5.62%였다. 한편 하반기에는 화성시갑과, 포항시남
구 ․ 울릉군에서 국회의원선거가 있었는데 사전투표율은 각각 5.30%와 5.58%였다. 과거
이 지역에서 실시된 2012년 총선에서 부재자 투표율과 비교해 보면 다섯 지역 모두 크게
상승하였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2) 2013년 전반기와 2013년 후반기 평균 투표율도
과거 재보궐선거 투표율과 비교해 매우 높은 편인데 이는 사전투표제의 영향력이라 말할
수 있다.
한편 사전투표제가 전국 단위 선거에서 처음 실시된 것은 2014년 지방선거가 처음이었
는데 사전투표율은 11.5%로 매우 높은 편이었다. 무엇보다 2013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실시된 재보궐선거에서의 사전투표율을 비교해 볼 때 크게 상승한 결과라 하겠다. 이는
2013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와 유권자의 경험 그리고 2014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 홍보가 낳은 결과라 말할 수 있다. 한편, 성별로 구분해 사전투표율을 살펴보면 남성의
투표율이 13.8%로 여성의 투표율 9.2%보다 높았다. 지역별로 사전투표율을 살펴보면
<표 6>에서 보듯이 도시보다는 도지역의 투표율이 높은 편이다. 특히 전남, 전북의 투표
율이 가장 높으며 대구와 부산이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
연령대별로 사전투표율과 실제투표율을 살펴보면 <표 7>과 <표 8>이 이에 대한 결과
를 보여주고 있는데 <표 7>을 통해 20대 전반 남성의 사전투표율이 28.6%로 가장 높고,
19세 남성이 23.4%로 그 뒤를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군복무 혹은 학업을 위해
<표 6> 지역별 사전투표율
지역

투표율

지역

투표율

지역

투표율

서울

11.1

울산

10.7

전북

13.1

부산

8.9

세종

15.1

전남

18.0

대구

8.0

경기

10.3

경북

13.1

인천

11.3

강원

14.2

경남

11.9

광주

13.3

충북

13.3

제주

11.1

대전

11.2

충남

11.9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2012년 총선 부재자 투표율을 보면 서울 노원병 2.1%, 부산 영도구 1.5%, 충남 부여 ․ 청양군 2.2%, 경기
화성갑 1.5%, 경북 포항 남구 ․ 울릉군 2.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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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성별 ․ 연령대별 사전투표율
19세

20대
전반

20대
후반

30대
전반

30대
후반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전체

남성

23.4

28.6

11.7

9.9

10.2

11.4

13.8

14.8

12.2

13.8

여성

10.5

10.7

10.3

9.0

8.5

8.6

9.3

9.8

8.6

9.2

전체

17.4

20.2

11.1

9.5

9.3

10.0

11.5

12.2

10.0

11.5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신의 지역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는 남성이 많기 때문이라 하겠다. 한편 사전투표율에
서 눈에 띄는 것은 50대 이후 연령대에서도 발견되는 높은 사전투표율이다. 원래 선거에
높은 참여를 보이는 50대 이상 유권자의 사전투표 참여가 높다는 점은 전체 11.5% 사전
투표율에서 이들이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다. 물론 <표 8>에서 보
듯이 50대 이후 연령대의 실제투표율 또한 높은 편이며 사전투표율을 제외하고도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19세, 20대 전반, 20대 후반, 30대 전반의 투표율은 사전투
표율을 제외할 경우 30%대로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30대 후반 남성
유권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반면 50대, 60대, 70대 이상 유권자의 사전투표를 제외한
투표율은 대부분 50% 이상으로 앞선 연령대와 비교하여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50
대 이상 유권자의 사전투표율과 전반적 투표율이 높다는 점, 19대 남성과 20대 전반 남성

<표 8> 성별 ․ 연령대별 투표율
19세
남성

여성
전체

20대
전반

20대
후반

30대
전반

30대
후반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전체

51.9

53.4

42.3

42.1

47.1

52.3

63.7

77.0

77.8

57.2

(28.5)

(24.8)

(30.6)

(32.2)

(36.9)

(40.9)

(49.9)

(62.2)

(65.6)

(43.4)

52.6

49.2

48.2

48.2

52.9

54.4

62.5

72.0

60.6

57.2

(42.1)

(38.5)

(37.9)

(39.2)

(44.4)

(45.8)

(53.2)

(62.2)

(52)

(48)

52.2

51.4

45.1

45.1

49.9

53.3

63.2

74.4

67.3

57.2

(34.8)

(31.2)

(34.0)

(35.6)

(40.6)

(43.3)

(51.7)

(62.2)

(57.3)

(45.7)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는 사전투표율을 제외한 투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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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전투표율은 높지만 전반적 투표율은 낮다는 점을 통해 사전투표제가 19세 남성, 20
대 전반 남성의 투표율은 올렸지만 전반적인 투표율을 높였다고 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고 하겠다.
2014년 사전투표율 11.5%는 2010년 지방선거 부재자 투표율 3.9%와 비교해 보면 커
다란 차이를 보인다. 물론 부재자 투표율과 사전투표율을 직접 비교한다는 것은 절차 및
편의성 등을 감안할 때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선거 전 투표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한다는 점에서 비교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한편, 사전투표율이 전반적
으로 투표율을 높였는지에 대해 알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표 9>는
이러한 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2010년에 비해 2014년 전국 투표율은 2.3% 상승하였는데
대부분 지역에서 2014년 투표율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2010년 부재자투표를 제외한 투
표율과 2014년 사전투표를 제외한 투표율을 비교해 보면 2010년 투표율이 대부분 지역에
서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전투표한 유권자들이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워 사전투표한 것이라기보다는 과거 선거 당일 투표소에 가던 유권자들이 다른 이유
로 사전투표한 유권자라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거시 집합자료를 통해 입
증하는 것은 어렵지만 2010년 비교해 크게 차이 나지 않는 평균 투표율 그리고 사전투표

<표 9> 2010년, 2014년 지방선거 투표율 비교
2010년

2014년

2010년

부재자
제외
투표율

투표율

사전투표
제외
투표율

지역

투표율
서울

53.9

50.7

58.6

45.3

부산

49.5

45.7

55.6

대구

45.9

41.5

인천

50.9

광주

2014년

투표율

부재자
제외
투표율

투표율

사전투표
제외
투표율

강원

62.3

57.6

62.3

48.1

47.5

충북

58.8

54.6

58.8

45.5

52.3

46.7

충남

56.5

52.4

55.7

43.8

47.1

53.7

44.3

전북

59.3

54.4

59.9

43.8

49.8

45.1

57.1

42.4

전남

64.3

59.1

65.6

47.6

대전

52.9

48.7

54.0

43.8

경북

59.4

54.7

59.5

46.7

울산

55.1

50.9

56.1

42.8

경남

61.8

57.3

59.8

47.9

경기

51.8

48.2

53.3

45.4

제주

65.1

61.4

62.8

51.7

지역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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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투표)한 유권자를 제외한 선거 당일 투표율을 보았을 때 2014년 투표율보다는
2010년 투표율이 높다는 점이 이를 반영하고 있다. 물론 전반적으로 2014년 지방선거에
대한 낮은 관심과 참여로 인해 2014년 투표율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사전
투표제가 이를 보완하여 2010년보다 높은 투표율이 나오게 되었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그러나 집합적 자료를 통해 보았을 때 사전투표제의 영향력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유권자 수준에서 사전투표제 분석
과연 사전투표제가 투표율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좀 더 구체
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2014년 지방선거 후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미시적으로 분
석해 보았다. 사전투표제가 유권자에게 편의를 제공해 투표율 상승으로 연결되기 위해서
는 과거 선거에 무관심하고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유권자를 투표장으로 데려와야 한다.
그렇다면 사전투표를 통해 선거권을 행사한 유권자는 선거 당일에 투표한 유권자보다는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유권자(nonvoter)와 비슷한 정치적 태도 및 사회, 경제적 배경을
보여야 한다. 만약 사전투표를 통해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가 전통적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라며 이들의 정치적 태도 및 사회, 경제적 배경은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유권자보
다는 선거에 일반적으로 참여하는 유권자와 비슷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알아보기 위해
세 개 집단, 즉 선거 기권자, 사전투표 유권자, 선거일 투표 참여 유권자의 2014년 지방선
거 관심, 일반적 정치관심, 연령, 그리고 소득수준을 알아보았다.
<표 10>은 세 집단의 평소 정치에 대한 관심, 2014년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 평균 연
령, 평균 소득구간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정치에 대한 일반적 관심을 보면 투표에 참여하
지 않은 기권자들의 관심도가 가장 낮으며 투표일에 선거에 참여한 전통적 유권자, 사전
투표 유권자순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전투표 유권자의 정치 관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세 집단의 2014년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도를 비교해 보았을 때도
발견할 수 있다. 사전투표 유권자의 2014년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으며, 기권
유권자의 관심도가 가장 낮게 나오고 있다. 특히 사전투표 유권자의 정치에 대한 일반적
관심도와 2014년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투표 기권 유권자보다는 전통적 유권자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 집단의 평균 연령을 비교해 보면 투표 기권
유권자의 평균 연령은 38.36으로 사전투표 유권자, 전통적 유권자보다는 젊지만 사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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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투표 기권자, 사전투표 유권자, 전통적 투표 유권자 비교
정치에 대한 관심3)

2014년 지방선거 관심4)

연령

소득 5)

투표 기권 유권자

3.01

2.96

38.36

4.33

사전투표 유권자

2.21

1.85

48.64

3.87

선거 당일 투표
유권자

2.31

2.02

48.70

4.04

전체 평균

2.48

2.25

45.93

4.10

F값

117.281
(p<0.001)

225.264
(p<0.001)

56.101
(p<0.001)

4.768
(p=0.009)

표 유권자와 전통적 유권자의 평균 연령은 거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세 집단의
소득을 보았을 때 사전투표 유권자의 소득이 가장 낮고, 투표 기권 유권자의 소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는 정치적으로 무관심하
고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며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선거 참여가 힘든 유권자
라 예상하게 된다. 그러나 <표 10>의 결과에서 투표 기권 유권자는 정치적 관심은 낮으나
경제 상황은 예상과는 달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소득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전투표 유권자는 투표 기권 유권자보다는 전통적 유권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표 10>의 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사전투표 유권자가 과거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유권자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투표일에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가 사전에 투표에 참여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잠시 논의했지만 사전투표제가 투표 기회를 확대함으로
3) 이에 대한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은데 1에 가까울수록 매우 높은 관심을 4에 가까울수록 매우 낮은 관심을
의미한다.
“선생님은 평소 정치 문제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① 매우 관심이 많다
② 관심이 있는 편이다
③ 관심이 없는 편이다
④ 전혀 관심이 없다
4) 이에 대한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은데 1에 가까울수록 매우 높은 관심을 4에 가까울수록 매우 낮은 관심을
의미한다.
“선생님께서는 이번 지방선거에 얼마나 관심이 있었습니까?”

① 매우 많았다
② 조금 있었다
③ 별로 없었다
④ 전혀 없었다
5) 소득을 묻는 질문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으며 소득 평균은 소득구간인 1~9 사이다.
“선생님 댁의 한달 가구소득은 얼마나 되십니까?”

① 100만 원 미만
⑥ 500~599만 원

② 100~199만 원
⑦ 600~699만 원

③ 200~299만 원
⑧ 700~799만 원

④ 300~399만 원
⑨ 800만 원 이상

⑤ 400~499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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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2014 지방선거 투표와 2012년 국회의원선거 투표 교차분석
2014년 지방선거
구분

합
투표 기권

사전투표

일반투표

투표 기권

109
(37.3%)

6
(4.1%)

34
(4.9%)

149

투표 참여

183
(62.7%)

140
(95.9%)

664
(95.1%)

987

292

146

698

1,136

2012년
국회의원선거

합
카이제곱: 202.249(p<0.001)

써 유권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다. 그러나 과연 누구한
테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면 투표 기권자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전통 유권자라고 하겠다.
다음으로 사전투표 유권자들의 과거 투표행태를 통해 이들이 과거 투표 기권자인지 아
니면 전통적 유권자에 가까운지 알아보았다. 사전투표 유권자들이 과거에 투표에 참여하
지 않은 모습을 보였지만 사전투표제를 통해 선거에 참여한 것이라면 사전투표제는 새로
운 유권자를 투표소로 끌어들인 역할을 한 것이다. 그러나 사전투표 유권자가 과거에도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라면 사전투표제는 일반적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에게 편의를
제공한 역할을 한 것이다. <표 11>은 2014년 지방선거 투표 여부 및 방식과 2012년 국회
의원선거 투표 여부 교차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2014년 지방선거에 기권한 292명의
유권자 중 37.3%는 2012년 국회의원선거도 참여하지 않았으며 62.7%는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상보다 높은 참여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이 투표 참여가 항상 기권
의 형태도 나타나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 사전투표한 유권자와 선거 당일
투표한 전통적 유권자 중 95.9%와 95.1%는 2012년 국회의원선거에 투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사전투표 유권자는 새로운 유권자라기보다는 전통적 유권자임을 보여주는 결
과다.
<표 12>는 2014년 지방선거 투표 여부 및 방식과 2012년 대통령선거 투표 여부 교차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표 11>의 결과와 매우 비슷하다. 전국 단위 선거 중 가장
중요한 선거여서 그런지 2014년 기권한 유권자 중 25.4%만이 2012년 대통령선거에 기권
하였고 74.6%는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사전투표 유권자 중 4.1%만이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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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2014 지방선거 투표와 2012년 대통령선거 투표 교차분석
2014년 지방선거
구분

합
투표 기권

사전투표

일반투표

투표 기권

74
(25.4%)

6
(4.1%)

22
(3.1%)

102

투표 참여

217
(74.6%)

139
(95.9%)

679
(96.9%)

1,035

291

145

701

1,137

2012년
대통령선거

합
카이제곱: 129.879(p<0.001)

년 대통령선거에서 기권한 것으로 나오고 있다. 전통적 투표 유권자 중에서도 3.1%만이
기권 투표자로 사전투표 유권자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12>의 결과도 사전투
표 유권자는 과거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새로운 유권자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선거에 참여
하는 유권자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4년 전 실시된 2010년 지방선거 참여 여부와 2014년 지방선거 투표 여부
및 방식에 대해 교차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표 13>은 이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2012년 실시된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비해 2014년 지방선거에서 기권한 유권자
의 2010년 지방선거 투표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2014년 기권 유권자
중 56.0%가 2010년 지방선거에 참여한 것으로 나와 기대보다 높은 투표율을 발견할 수

<표 13> 2014 지방선거 투표와 2010년 지방선거 투표 교차분석
2014년 지방선거
구분

합
투표 기권

사전투표

일반투표

투표 기권

124
(44.0%)

12
(8.6%)

62
(9.1%)

198

투표 참여

158
(56.0%)

128
(91.4%)

622
(90.9%)

908

282

140

684

1,106

2010년
지방선거

합
카이제곱: 175.042(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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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그러나 이번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전투표 유권자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높은 참여율을 보였고 이러한 참여율은 전통적 유권자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특히 <표
13>의 결과는 두 번의 지방선거의 투표 여부를 교차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와 비교해 보았을 때와는 달리 유권자의 행태를 조금 더 비슷
한 상황에서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여기에서도 앞선 결과와 다르지 않은 결과
가 나왔다는 것은 사전투표 유권자가 과거 투표 기권 유권자가 아니며, 사전투표제가 과
거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기권 유권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기보다는 과거에 선거에
참여했던 유권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3. 분석 결과의 의미
사전투표제는 선거 참여 장벽을 낮춤으로써 과거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던 혹은 못했던
유권자의 선거 참여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2014년 지방선거 결과
를 지역 및 연령대별 그리고 유권자 수준에서 분석해 보면 도입 취지에 맞는 결과가 나타
나고 있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물론 이번 선거가 전국 단위 선거 중 사전투표제가 실시된
첫 번째 선거였기에 이를 통해 사전투표제의 영향력이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단정적으로
결론내리는 것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제의 영향력은 예상과는 달리 나타
나고 있지 않다. 여기에 대한 원인을 찾아보면 대부분의 유권자가 사전투표제에 대해 매
우 잘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두 가지 차원에서 논의가 가능하다. 첫 번째로
앞서 언급했듯이 사전투표제는 도입 취지와는 달리 기존에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의 참
여방식만 바꾸었을 뿐 여러 가지 이유로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유권자의 참여를 이끌지는
못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사전투표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효과가 발
휘된 것으로 사전투표제는 선거 기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하게끔 하는 동력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이번 2014년 지방선거의 특수성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세월
호 사건으로 인해 후보자와 정당은 조용한 선거운동을 벌였는데 이는 유권자는 정당 혹은
후보자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였다. 이로 인해 유권자는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2014년 선거에 대한 관심이 낮아졌다고
말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쟁적 선거일수록, 유권자와 후보자의 접촉이 많을수록 투표
율은 상승하는데(Riker and Ordeshook 1968; Rosenstone and Hansen 1993) 2014년
지방선거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그렇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낮은 관심 속에서 사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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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 자체 효과는 있었지만 선거 전반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기대와 같은 투표율의
커다란 상승은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 하겠다.
특히 2014년 지방선거의 특수성은 과거 선거와 비교해 지나치게 높아진 일관투표 유권
자의 비율을 통해 알 수 있다(가상준 2015). 선거운동과 미디어 효과를 통해 후보자, 정
책, 정당의 영향력이 유권자에 미쳐야 하는데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진 선거운동으로
인해 유권자는 후보자와 정당 정책에 대한 정보를 얻기에 한계가 있었고 이에 유권자는
과거 어느 때보다 정당 영향력에 의존하여 투표하는 경향을 보이다보니 일관투표 유권자
는 많아지게 되었다(가상준 2015). 이는 2014년 지방선거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전투표제 영향력을 2014년 지방선거를 통해 결론내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V. 결론을 대신하여

대의민주주의의 운영에 있어 핵심은 선거라 말한다. 그러나 대의민주주의하에서 유권
자들은 정치에 대한 낮은 관심 및 참여로 인해 선거에서 낮은 투표율은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무엇보다 선거결과가 갖는 정통성 때문이다. 최근 치러진 주요 선거에서 투표율은
높아졌지만, 과거에 비해 낮아진 투표율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정책적 방안들이 논의되었
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과거의 부재자투표제를 사전투표제로 대체함으로써 문
제 해결에 접근하였다. 한국의 사전투표제는 선거 당일 지정투표소에서 투표가 불가능한
유권자를 위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전국 어디에
서나 투표할 수 있게 한 제도로 투표에 있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완화시킴으로써 투표
참여의 기회를 확대시키는 데 도입 취지를 두고 있다.
본 연구는 사전투표제가 도입 취지에 상응하여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지역별, 연령별 분석과 유권자 수준에서의 분석을 통
해 사전투표제는 새로운 유권자를 투표소로 이끌어 투표율을 높이는 효과보다는 기존에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의 투표일을 분산시키는 데 그쳤다고 말할 수 있다. 사전투표율은
11.5%로 높은 편이지만 전반적 투표율은 2010년 지방선거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점을 찾을 수 있었다. 또한 사전투표한 유권자의 정치적 관심, 사회 ․ 경제적 배경,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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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투표경력을 보았을 때 투표 기권 유권자보다는 기존의 전통적 유권자에 가깝다는
점을 통해 사전투표제의 미비한 영향력을 발견할 수 있었다. 외국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전투표제의 영향력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선거의 참여가 편의를 제공
한다고 해서 선거 참여 유권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사전투표제는 경쟁
적 선거 등과 같이 선거에 대한 관심과 선거 참여의 효용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으며(Fitzgerald 2005; Gronke et al. 2007), 교육과 민주 시민성과 같이 선거
비용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Fitzgerald 2005; Gronke et al.
2007).
근본적으로 사전투표제가 투표율 상승이라는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치효용은 높
이고 비용을 줄이는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효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치관
계법 개정을 통한 선거운동의 확대가 필요하다. 선거운동의 많은 제약으로 인해 선거운동
이 유권자의 관심을 끌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좀 더 심도 있는 민주시민교육
의 확대를 통해 유권자의 선거에 대한 의무 및 책임감을 높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사전투표제는 많은 유권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제의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2014년 지방선거
만을 통해 사전투표제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앞서 2014년 지방선거가
가지는 세월호라는 특수성 때문에 더욱 그렇다. 즉, 2014년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제 효
과의 문제보다는 2014년 지방선거에 유권자와 후보자 그리고 정당이 교류할 수 있는 기
회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사전투표제의 영향력은 기대와 달리 발휘되지 못했을 가능성
이 높기 때문이다. 앞으로 많은 선거가 치러지고 사전투표제에 대한 논의가 풍성해질 때
좀 더 분석적이고 체계적인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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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Evaluation of the Early Voting System
in the 2014 Local Election

Ka, Sangjoon | Dankook University

Election is the core factor in representative democracy; however, scholars contend
that representative democracy is in crisis due to low interest and participation in
election. In order to expand electoral opportunity of voters, the National Assembly
adopted the early voting system. The early voting system was implemented in
nationwide scale election for the first time in the 2014 local election.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measure the effect of the early voting system on turnout. The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the early voting system by comparing a early voting
rate with a real turnout rate and analyzing political attitude and socio-economic
background of early voters, nonvoters, and traditional voters casting ballot in the
official election day. The results that the turnout rate of the 2014 local election
is not much different from the rate of 2010 local election in spite of high early
voting rate and early voters are similar to traditional voters than nonvoter in terms
of political attitude, socio-economic background, and voting career indicate that
the early voting system does not play a role in attracting new voters. Rather, the
system just expands election days of voters planing to cast ballot. Since early voting
system has been conducted only once in national election, it is too early to conclude
the effect of the early voting system. It is expected to discuss more about the effect
of the system as scholars have more results of national e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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