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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투표율 제고를 위한 의무투표제에 관한 사례 연구: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그리스

김정곤*1)

｜논문요약｜

의무투표제가 투표율 저하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의무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 이 글은 왜 어
떤 나라는 어떻게 의무투표제를 채택하는지 그 이유를 오스트레일리아와 
벨기에, 그리스의 의무투표제 도입과정을 분석하여 알아보고 한국에서 의
무투표제를 도입할 때 시사점을 알아보았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벨기에, 그
리스의 의무투표제 도입과정을 사례분석한 결과 의무투표제의 도입을 좌
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당과 정치인의 역할, 특히 집권당의 역할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의무투표제, 투표참여, 선거, 정당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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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 제기

선거는 시민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국적인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시민교육이 투표율을 높이기도 하지만 역으로 투표참여가 정치

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중요

한 시민교육의 장이 될 수 있다(Mackerras, Malcolm, and McAllister 

1999; 이준한 2005). 그래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시민으로

서의 의식을 확립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투표율을 높이는 

것이다. 이의 일환으로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그동안 투표율을 제

고하기 위하여 각종 홍보활동과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중앙

선관위의 투표참여활동이 더욱 활발해짐에 반비례하여 투표율은 지속적

으로 추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2008년 국회의원선거에서는 

46.1퍼센트, 2002년 지방선거에서는 48.8퍼센트의 투표율을 기록하여 절

반 정도의 유권자만이 선거에 참여하였다. 일반적으로 1987년 민주화 이

후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총선거, 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율이 평균 30퍼

센트 정도 하락하였다. 

국내외에서는 이와 같이 저조한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

들이 제시되고 있다. 예를 들어 그동안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제도로

는 의무투표제가 있고, 시범적으로 실시되거나 논의가 이루어진 제도로는 

비례대표제와 전자투표제, 투표참여자 우대제도가 있다(박명호 2005). 의

무투표제는 아직 공론화가 되지 않고 있지만 투표율을 높이는데 가장 효

과적인 방안으로 알려져 있다. 의무투표제는 선거는 시민의 권리이자 의

무이고 불참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나 공직에 취업제한, 참정권제한 등 제

재를 가하는 제도이다(Power 2009). 특히 불참자에 대한 벌칙을 강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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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집행하는 나라에서는 투표율이 90퍼센트 이상을 기록하고 있어 투표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Birch 2007).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의무투표제 도입에 대한 논의는 공론화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투표참여를 제고하여 민주

주의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의무투표제에 대하여 논의하

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무슨 사건을 계기로 의무투표제 실시에 대한 논의

가 이루어졌는지, 왜 어떤 나라는 어떻게 의무투표제를 채택하였는지 그 

이유를 오스트레일리아와 벨기에, 그리스의 의무투표제 도입과정을 분석

하여 알아보고 한국에서 의무투표제를 도입할 때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의무투표제도에 관한 기존연구

1. 의무투표제의 기원

의무투표제는 그 기원을 중세시대 스위스의 시민의회에 두고 있다. 중

세 스위스의 시민의회에서 시민들은 칼을 차고 시민의회에 참석하도록 

요구되었고, 시민의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칼을 차고 오지 않으면 시민들

에게 제공되는 무료 만찬을 먹을 수 없도록 하였다(Birch 2007). 이것은 

17세기 미국(America) 식민지에서 처음으로 적용되어 플리머스 컬러니

(Plymouth Colony)에서는 1636년에 선거 불참자에게 벌금을 부과하였

고, 버지니아(Virginia)는 1649년에 투표 불참자에게 100파운드의 담배로 

납부하도록 벌금을 부과하였다. 근대 민주주의 선거권의 체계가 확립된 

이후로는 벨기에가 1893년부터 시행해오고 있으며, 오스트레일리아가 

1915년부터, 오스트리아가 1929년부터, 미국의 조지아(Georgia)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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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부터 의무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반면에 네덜란드는 1917년부

터 의무투표제를 실시하다가 1970년경에 폐지하였다(김정곤 2009). 

2. 의무투표제의 종류 및 효과

의무투표제를 실시하는 나라들은 투표 불참자에게 소명요구, 주의, 공

표, 벌금, 참정권 제한, 공직취업 제한 등 다양한 제재조치를 사용하고 

있다(Birch 2007). 첫째, 소명요구는 다른 대부분의 제재조치들과 병행하

여 실시되고 있다. 제재조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투표 불참에 대

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주의는 소명요구

보다는 다소 강력한 제재조치이다. 셋째, 공표는 유권자가 시민으로서 의

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다. 공표방

법으로써 투표소나 시청, 구청 등의 청사에 투표 불참자의 성명과 인적사

항을 게시하는 방법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 넷째, 벌금은 투표 불참자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제재조치이다. 스위스는 1.3프랑, 룩셈부르크는 재범

자에게 가장 많은 1,0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다섯째, 참정권 제

한은 투표라는 시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사람에게 선거권, 피선거권 등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싱가포르는 불참자의 투표권을 제한하고 벌금

도 부과한다. 아르헨티나와 볼리비아, 브라질, 싱가포르, 태국에서는 후보

로서 선거에 출마할 권리인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벨기

에는 연속적으로 투표에 불참한 자는 공직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

다. 아르헨티나도 투표 불참자에게 3년 동안 공직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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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의무투표제 실시 국가 현황 

종류1)
국가 제재유형2)

최근선거3) 
평균투표율

시행년도

강성

의무투표제

벨기에 1, 2, 4, 5 90.9 1893
사이프러스 1, 2 91.0 1960
룩셈부르크 1, 2 87.4 1919
우루과이 2, 4 91.6 1924

오스트레일리아 1, 2 95.5 1924
피지 1, 2, 3 82.1 1990

나우루 1, 2 90.3 1965
싱가포르 4 95.3 1958

평균투표율 90.5

연성

의무투표제

그리스
1, 3, 5

(2001년 폐지)
75.7 1929

터키 1, 2 86.2 1982
아르헨티나 1, 2, 4 78.4 1912

브라질 2 80.4 1932
칠레 1, 2, 3 89.2 1925

에콰도르 2 57.6 1929
멕시코 5 57.8 1917
페루 2, 4 81.7 1931

평균 투표율 75.9

선언적

의무투표제

코스타리카 없음 75.6 1936
도미니카공화국 없음 65.8 1966

과테말라 없음 43.6 1965
온두라스 없음 68.4 1894
파라과이 2(집행안됨) 73.4 1967

베네수엘라 없음 40.9 1958
태국 없음 66.2 1997

이집트 1, 2, 3(집행안됨) 46.2 1956
평균투표율 60.0

출처: http://www.idea.int/vt/compulsory_voting.cfm 

1) 제재수준에 따른 국가들의 분류는 Gratschew(2002)와 Kato(2007)에 따랐다.
2) 제재유형: 1=불참이유 소명, 2=벌금, 3=구속, 4=시민권 혹은 투표권 박탈, 5=기타.
3) 최근 선거투표율은 2008년 이전 두 차례의 의원(하원)선거에서의 평균투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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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의무투표제의 종류로는 불참자에 대한 

제재 강도에 따라 강성의무투표제와 연성의무투표제, 선언적 의무투표제

가 있다(Gratschew 2002; Birch 2007; Kato 2007). 첫째, 강성의무투

표제는 헌법이나 법령으로 투표가 의무이고 불참자에게는 다양한 제재를 

부과함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이를 강력하게 집행하는 경우

를 말한다. 강성의무투표제를 실시하는 나라로 벨기에, 사이프러스, 룩셈

부르크, 우루과이, 오스트레일리아, 피지, 나우루, 싱가포르 등이 있다. 강

성의무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의 투표율은 평균적으로 90퍼센트

를 상회하고 있어서 투표참여에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둘째, 연성

의무투표제는 헌법이나 법령으로 투표가 의무이고 불참자에게는 다양한 

제재를 부과함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이를 약하게 집행하거나 집행하

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연성의무투표제를 실시하는 나라로 그리스, 터

키,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에콰도르, 멕시코, 페루 등이 있다. 연성의

무투표제를 실시하는 나라의 투표율은 강성의무투표제보다 평균적으로 

15 퍼센트 정도 낮은 75퍼센트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선언

적 의무투표제는 헌법이나 법령으로 투표참여는 의무라고 규정하면서 벌

칙은 규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선언적 의무투표제를 실시하는 나라

로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과테말라, 온두라스, 파라과이, 베네수엘

라, 태국, 이집트 등이 있다. 선언적 의무투표제를 실시하는 나라의 투표

율은 강성의무투표제보다 평균적으로 30퍼센트 낮은 60퍼센트 정도를 기

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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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제재수준에 따른 평균투표율 비교4) 

제재수준5) 포함된 국가 수 평균 투표율(%)

자발적 투표 국가 142 69.2

선언적 의무투표제 국가 7 63.9

연성 의무투표제 국가 10 76.9

강성 의무투표제 국가 7 91.3

출처: http://www.idea.int/vt/compulsory_voting.cfm, Kato(2007). 김욱(2009) 

가토(Kato 2007)는 전 세계 166개국을 의무투표제의 유형에 따라 네 

가지유형으로 구분하고 투표율을 조사하였다(<표 2> 참조). 의무투표제를 

실시하지 않는 나라는 142개국이고 투표율은 69.2퍼센트를 기록하였다. 

선언적 의무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7개국이고 투표율은 63.9퍼

센트였다. 역설적으로 선언적 의무투표제 국가의 투표율이 의무투표제를 

명시적으로 채택하지 않은 나라보다 5퍼센트 정도 낮았다. 이는 정치적

으로 민주화가 되지 않고 불안정한 남미국가들이 대부분 선언적 의무투

표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투표율이 낮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연성

의무투표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10개국이고 투표율은 76. 9퍼센트이었다. 

강성의무투표제를 실시하는 국가는 7개국이고 투표율은 91.3 퍼센트이었

다. 모든 의무투표제가 투표참여에 효과적인 것이 아니라 불참자에 대하

여 벌칙을 얼마나 강력하게 집행하는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4) 2002년을 기준으로 하여 가장 최근에 실시된 의원(하원) 선거에서의 투표율을 기
준

5) 제재수준에 따른 국가들의 분류는 Gratschew(2002)와 Kato(2007)의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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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무투표제 실시에 대한 찬반논쟁

그러나 의무투표제가 투표율을 제고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일지라도 현

대 민주적 선거에서 의무투표제 실시는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어 왔다. 의

무투표제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모든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면 대표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의무투표제는 모든 국민들이 선거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출할 수 있으므로 민의를 정치과정에 정확히 

전달할 수 있고 권력에 정당성과 대표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다. 반면에 의무투표제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투표를 강제하면 후보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누가 적합한 후보자인지도 판단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선

거에 참여하여 민주주의에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결과적으로 의무투표제는 선거의 정당성과 대표성을 증가시키

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의무

투표제로 인하여 정치에 관심을 갖도록 촉구하고 교육시키는 시민교육적 

효과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다(Birch 2007; 

김정곤 2009). 

그리고 반대론자들은 의무투표제가 정치적 선택에 대한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으며, 유권자의 기권할 권리를 박탈한다고 주장한

다. 반대론자들에 의하면 기권은 법률로 제약될 수 없는 유권자의 권리이

다. 이런 맥락에서 반대론자들은 의무투표제는 비민주적이라고 한다. 반

면에 찬성론자들은 투표할 의무는 많은 다양한 의무들, 즉 납세의무, 국

방의무, 근로의무 등과 비교해서 경미한 제약에 불과하다고 반박한다. 일

부 찬성론자들은 합리적 선택이론을 적용하여 선거와 같은 집합행위에서 

의무투표제는 무임승차자(Free-rider)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의무투표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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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선거와 같은 집합행위에 유권자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목초지의 비극” 또는 “공유재의 비극”을 초래하여 민

주주의라는 공공재는 파괴되고 말 것이라고 한다. 또한 찬성론자들은 정

당이나 후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들의 투표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지출할 필요가 없으므로 국가예산을 절감하는 효과

도 있을 것이라고 한다(Birch 2007; 김정곤 2009). 

Ⅲ. 의무투표제 도입과정에 관한 주요 국가의 사례분석

주요 국가의 의무투표제 도입과정에서 어떤 요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강성의무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로 오스

트레일리아와 벨기에를 선정하고, 연성의무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

로 그리스를 선정하였다. 이 나라들을 비교사례로 선정한 이유는 한국처

럼 OECD에 가입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정치적으로 안정적인 

민주주의 국가로서 한국에 적용가능성이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국가

들을 국가의 계통과 국가구조, 정부체제, 선거제도, 정치체제의 발전단계

로 구별하였다. 캐슬(Francis Castle 1993; 1998)에 의하면 오스트레일리

아의 계통은 영국계에 해당하고, 벨기에는 서유럽계, 그리스는 남부 유럽

계에 해당한다. 그리고 국가구조에 따라 분류하면 오스트레일리아와 벨기

에는 연방제 국가이고 그리스는 단방제 국가이다. 정부체제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세 나라 모두 입법부와 행정부가 융합되는 의원내각제 국가이

다. 선거제도에 따라 분류하면, 벨기에와 그리스는 비례대표제 국가이고 

오스트레일리아는 다수대표제 국가이다(Denk 2007). 정치발전 단계로 분

류하면 후발 민주국가, 이전 식민지 국가, 안정적 민주국가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리스는 후발 민주국가이고, 오스트레일리아는 이전 식민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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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서 안정적 민주국가, 벨기에는 안정적 민주국가이다. 다음에서는 나

라별로 의무투표제 도입과정에 대하여 상술하겠다.

1.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의 연방선거법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를 제외하고 모

든 국민이 선거인 명부에 등록할 것을 규정하고 선거인 명부 등록을 해

태한 사람은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 또

한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선거법은 선거에서 투표하는 것은 유권자의 의무

라고 규정하여 의무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의무투표제 하에서 유권자의 

실제적 의무는 투표장소에 참석하여 유권자 명부에서 이름을 확인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이를 투표함에 투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투표 불참 시에는 불참에 대한 이유를 소명하도록 하고 타당한 

이유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20호주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법정 소송까

지 가는 경우에는 50호주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으며 법정비용은 투표불

참자가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체납자는 법

정모독죄로 구속될 수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 의무투표제를 실

시한 결과 오스트레일리아는 투표율이 1946년부터 2004년까지 평균 

94.5퍼센트로 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지니고 있는 

나라이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의무투표제 실시에 관한 도입과정을 보면, 1900년

대 초에 연방하원의원선거의 투표율이 평균적으로 50퍼센트 정도로 매우 

저조하여 선거참여를 높여야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연방정부 차원에

서 1915년에 국민투표에 의무투표제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국민투표가 시행되지 않아 의무투표제는 도입되지 않았고, 같은 해 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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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Queensland)주 선거에서 자유당(Liberal Party) 소속 주지사 데넘

(Digby Denham)이 처음으로 의무투표제를 도입하여 실시하였다. 국민당 

하원의원인 샘슨(Sydney Sampson)이 의무투표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연방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자유당 소속 멀로니(William Maloney)

는 샘슨 의원의 개정안을 지지하면서 투표는 신성한 의무이며 민주주의

는 시민들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국민당 소속의 글

린(Patrick Glynn)은 1917년 연방선거에서 나타난 투표율 78.3퍼센트는 

높은 수준이므로 의무투표제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여 개정안은 

통과되지 않았다(Parliamentary of Australia 2008). 

그러나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1915년에 의무투표제를 도입한 퀸

즈랜드(Queensland)의 1917년 연방선거 투표율은 오스트레일리아 평균투

표율 보다 10.7퍼센트 높았고, 1919년 연방선거 투표율은 오스트레일리

아 평균투표율 보다 13.3퍼센트 높았다. 결정적으로 1922년 연방선거에

서 오스트레일리아 평균투표율은 59.4퍼센트의 낮은 투표율을 보인 반면 

퀸즈랜드(Queensland)의 투표율은 82.7퍼센트로서 오스트레일리아 전체 

평균투표율보다 23.3퍼센트 더 높게 나타났다. 국민당 상원의원인 페인

(Herbert Payne)은 이 결과에 충격을 받고 연방선거에도 의무투표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의원입법으로 제출하였다. 국민당 정부는 의무투표제를 

도입하기를 원치 않았으나, 국민당 소속의 페인과 맨(Edward Mann)이 

의무투표제 법안을 주도한다는 사실에 안도하였다. 따라서 의무투표제 도

입을 내용으로 하는 연방선거법 개정안은 1924년에 신속하게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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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914-1922 연방선거에서 투표율 

                     연도

 주 

1914 1917 1919 1922

(%) (%) (%) (%)

뉴사우스웨일즈
(New South Wales) 66.1 71.2 67.0 58.0

빅토리아
(Victoria) 80.4 84.2 76.5 57.3

퀸즈랜드
(Queensland) 76.4 89.0 84.9 82.7

남부호주
(South Australia) 79.9 72.2 66.4 53.2

서부호주
(Western Australia) 71.6 78.2 63.1 50.0

타스매니아
(Tasmania) 77.4 76.2 58.7 45.6

연방
(Commonwealth) 73.5 78.3 71.6 59.4

 호주 전체 평균과 
퀸즈랜드주 투표율 차이 +2.9 +10.7 +13.3 +23.3

출처: Hughes and Graham, A Handbook of Australian Government and Politics 

1890-1964, Compulsory voting in Australian national elections

의무투표제를 도입한 후 처음 실시한 1925년 연방선거는 이전 선거보

다 32퍼센트가 높아진 91.4퍼센트의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이에 자극을 

받아서 주 선거에서도 의무투표제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었

고 국민당이 집권하고 있던 빅토리아(Victoria)주는 1926년에, 뉴사우스

웨일즈(New South Wales)주와 타스매니아(Tasmania)주는 1928년에 의

무투표제를 도입하였다. 자유당이 집권하고 있던 서부호주(Western 

Australia)는 1936년에 의무투표제를 도입하였고, 자유국가연맹이 집권하

고 있던 남부호주(South Australia)는 마지막으로 주하원의원선거는 1942

년에, 주상원의원선거는 1985년에 의무투표제를 도입하였다. 그래서 모든 

주의 투표율이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뉴사우스웨일즈주는 12.4퍼센트, 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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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리아주는 32.6퍼센트, 남부호주는 37.8퍼센트, 서부호주는 21.5퍼센트, 

타스매니아주는 13.1퍼센트 증가하였다. 여전히 의무투표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북부준주(Northern Territory)는 1985년부터 2005년까지 평균

투표율이 78.9퍼센트를 기록하여 이를 도입한 다른 주보다 10퍼센트 이

상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다(Parliamentary of Australia 2008). 

의무투표제를 도입하면서 동시에 유권자들의 반발을 완화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이 용이하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일을 휴일인 토요일

로 지정하였고, 투표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쉽게 찾을 수 있는 투표

소를 최대한 많이 설치하였으며, 기관이나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도 편리

하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병원이나 교도소, 격오지 등

에도 투표소를 설치하였다. 그동안 의무투표제도를 폐지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는데 특히 남부호주에서 1994년에 자유당 정부가 이를 폐지하는 법

안을 제출하였으나 노동당과 민주당에 의해서 저지되었다. 

이상에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의무투표제 도입과정을 알아보았다. 의무

투표제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다수당 즉 집권당의 의

지라고 할 수 있다. 집권당이 투표율을 제고하여 민주주의의 대표성을 확

보하고자하는 노력이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위기

라고 할 수 있는 낮은 투표율이 의무투표제 도입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

었다.

2. 벨기에

벨기에 헌법은 투표권이 있는 모든 시민은 선거일에 투표소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시

민은 자동적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다.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벨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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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은 대사관에 한번만 등록하면 다음부터는 자동적으로 선거인명부에 

등록되고 의무투표제가 적용된다. 벨기에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기초지

방자치단체 선거에서 한번만 등록하면 다음부터는 자동적으로 선거인명

부에 등재되고 의무투표제가 적용된다. 그래서 벨기에는 투표를 법적 의

무로 규정하고 실질적 제재를 집행하는 강성의무투표제 국가이다. 벨기에

는 소명요구, 주의, 벌금, 참정권 제한, 공직취업 제한 등 다양한 제재조

치를 사용하고 있다. 먼저 소명요구는 투표 불참자에게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를 설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

지 못하고 처음으로 투표에 불참한 사람에게 주의나 경고를 주는데 이는 

의무투표제를 처음 실시하였을 때 벌금 대신 널리 사용되었다. 벌금은 투

표 불참자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제재조치인데 처음으로 불참한 경우에

는 25유로에서 50유로를 부과하고 두 번째로 불참한 경우에는 50유로에

서 125유로를 부과하고 있다. 참정권 제한은 투표라는 시민의 의무를 게

을리 한 사람에게 선거권, 피선거권 등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벨기

에에서 유권자가 15년 동안 4회 이상의 선거에 불참하면 10년 동안 투

표권이 제한된다. 마지막으로 벨기에에서 연속적으로 투표에 불참한 자는 

유권자등록명부에서 삭제하고 공직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며, 이미 공직

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승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Birch 2007). 특히 

선거일 전날에 모든 신문과 방송은 투표가 의무이고 불참자는 고발되고 

벌금을 부과 받는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한다. 이와 같이 의무투표제를 실

시함으로써 1981년부터 2003년까지 연방선거의 평균 투표율은 92.6퍼센

트로 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매우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다.

벨기에의 의무투표제 도입과정은 다음과 같다. 1800년대 말에 하원의

원선거의 투표율은 30퍼센트에서 40퍼센트 정도였고 보통선거권의 확대

와 함께 투표율을 제고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격렬하게 논의가 전개되었



투표율 제고를 위한 의무투표제에 관한 사례 연구 ｜ 99 ｜

다. 결국 의무투표제는 1893년에 21세 이상 모든 성인 남성에게 선거권

을 확대하면서 도입되었다. 1860년부터 1893년까지 모든 성인 남성에게 

선거권을 확대하는 것은 벨기에의 가장 중요한 정치현안이었다. 노동당

(POB, Parti Ouvrier Belge)과 자유당(Parti Liberal)내 급진파, 카톨릭당

(Parti Catholique)내 민주파는 보통선거권 확대에 찬성하였다. 반면에 대

다수의 카톨릭당원들과 자유당내 보수파는 반대하였다. 마침내 1893년에 

21세 이상 성인 남성에게 선거권이 부여되면서 보통선거권 부여 차원에

서 의무투표제도 동시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의무투표제의 도입은 논란이 

매우 심하였고 보통선거권 부여에 찬성하는 자는 의무투표제 도입에 찬

성하고 보통선거권 부여에 반대하는 자는 의무투표제 도입에 반대하였다

(Pilet 2007). 

의무투표제 도입과 관련된 배경은 다음 네 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 기

권을 줄이는 것, 급진적인 유권자와 정당에 대한 우려, 정당의 이익추구, 

가치와 원칙의 문제(Pilet 2007). 첫째, 19세기 하반기에 의회선거의 투표

율은 단지 30퍼센트에서 40퍼센트 정도로 매우 저조하였다. 1843년에는 

겨우 14퍼센트의 유권자만이 투표를 하였다(Dewachter 1967). 모든 성

인 남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한다면 기권율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였고 의무투표제가 가장 적합한 효율적인 대안으로 대두되었다. 

의무투표제 도입을 촉진시켰던 두 번째 배경은 급진적이고 열성적인 유

권자들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보수파는 중도온건 유권자들이 기권을 하고 

급진적이고 열성적인 유권자들이 주로 선거에 참여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급진적인 정당들과 노동당(POB)이 득세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였다. 보통

선거권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격렬한 시위에 의해서 이러한 우려는 기름

을 부은 격으로 더욱 증폭되었다. 1893년 4월에 발생한 파업과 폭력은 

보수파 엘리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다(Mabille 1997).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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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자들의 움직임은 보통선거권을 도입하여 당세를 확장하려는 의도

가 있었다. 사회주의자들에게 보통선거권 부여는 민주적 수단으로 정권을 

장악할 수 있는 중대한 조치였다(Bergounioux and Manin 1979). 보수파

에게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카톨릭 우파에 의해 추진되

고 있었던 의무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보수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온건 중도파들이 정치에 무관심하여 기권함으로써 급진파들이 득세

하게 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벨기에에서 의무투표제의 

도입은 정당들의 자기 이익추구로 설명될 수 있다(Bowler, Donovan, 

and Karpp 2006). 전통적으로 농촌지역에서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카톨릭당에게 의무투표제는 농민들이 대규모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보증수표로 생각되었다. 노동당과 자유당 급진파도 의무투표제가 보

통선거권 부여와 함께 득표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가장 효율적인 장

치로 간주하였다. 노동당과 자유당 급진파는 의무투표제를 도입하지 않으

면 결국 명사들과 여론주도층이 그들의 잠재적인 지지자들이 정치에 무관

심해지고 선거에 기권하도록 유도하게 될 것이라고 걱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념 논쟁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요인이었다. 의무투표제에 

대해 강력한 반대자인 카톨릭당과 자유당의 보수파들은 의무투표제를 국

가에 의한 개인의 자유에 대한 강력한 규제, 간섭으로 간주하였다. 이들

은 기권도 법으로 규제될 수 없는 시민의 권리라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의무투표제에 대한 찬성론자들은 의무투표제는 시민에 의해 정치제도들

이 정당화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카톨릭당 소속의 

수상인 비네르트(Beernaert)는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시민의 뜻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의견이 왜곡될 것이라고 하였다(Dupriez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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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의 의무투표제 도입과정을 보면 정당들이 당리당략적인 접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투표율 저하와 모든 성인 남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려는 보통선거제도가 각 당의 지지기반을 뒤흔들어 놓았고 보수 

정당들은 중도층의 기권이 급진 좌파와 급진 우파정당들의 득세를 가져

올 것을 우려하였으며, 급진 정당들은 의무투표제가 자신들의 득표를 극

대화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의무투표제가 도입될 수 있었다.

3. 그리스

그리스는 1929년에 의무투표제를 실시하였는데 선거에 불참한 경우에

는 70세 이상 유권자와 거동이 불편한 자, 투표소로부터 200km 떨어져 

사는 사람을 제외하고 1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였으며, 여권

이나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를 

강력하게 집행하지 않고 있어서 가토(Koichi Kato 2007)는 연성 의무투

표제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2001년 헌법 개정 시에 벌칙규정을 모두 삭

제하여 선언적 의무투표제로 분류할 수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0).

그리스의 의무투표제 도입과정은 다음과 같다. 의무투표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그리스는 30년 동안 의무투표제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논쟁이 

주로 벌어진 시기는 1911년, 1923년과 1926년의 세 차례였다

(Malkopoulou 2007). 이 논쟁은 민주적 대표에 관한 이론과 실제, 정부

와 정당, 시민간의 관계, 선거 자유의 의미에 대하여 숙고와 혁신을 촉발

하였다. 먼저 의무투표제 도입에 관한 논쟁은 1911년 4월에 헌법 개정에 

관한 논의에서 이루어졌다. 의무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아타나사키스

(Athanasakis) 하원의원의 제안이 드라거미스(Dragoumis) 상원의원이 의

장인 30인 헌법개정위원회에서 1911년 2월에 통과되었다. 헌법개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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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와 아타나사키스 의원은 그리스 고대에도 의무투표제에 관한 근거가 

있다고 주장하여 의무투표제의 논거를 그리스인들에게 친숙한 고대의 사

상에 기원을 두고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에서 기원하고 있

다는 주장은 외국의 제도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이 아닌 것이라는 면

에서 그리스인들의 동의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방편이었다. 이러한 전통의 

권위는 의무투표제를 정당화하고 신성화하는 근거를 제공하여 그리스인

들이 더욱 이해하기 쉽게 하였다. 예를 들어, 의무투표제를 지지하는 자

들은 솔론의 개혁에 그 기원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솔론은 과두제 사회체

제의 유지에도 불구하고 정치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하여 아테네인들이 공

익을 사익보다 우선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솔론의 개혁뿐만 아니라 플라

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적 의무라는 관념을 구체화시켰다. 특히 플라

톤은 국가론에서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자신들 보다 더욱 사악한 

자들에 의해 지배받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비난하였다. 그리고 의무투표

제의 정당화 논거로서 1833년에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조직법의 투표권을 

지닌 모든 의원은 선거에 참석해서 투표해야 하고 3분의 2 미만이 참석

하면 투표결과는 무효라는 규정을 제시하였다. 또한 1899년에 베니젤로

스(Eleftherios Venizelos)가 크레타(Crete) 의회에 의무투표제 법안을 제

출하였으나 조지(George) 왕자의 반대로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조지 

왕자가 반대한 이유는 법원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을 모두 처벌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었다. 의무투표제 도입에 관한 또 다른 논거는 의무투

표제를 실시하고 있는 성공적인 벨기에와 독일 등 외국의 사례를 제시하

는 것이었다.

첫 번째 시기인 1911년 논의에서 의무투표제를 지지하는 측에서 볼 

때 보통선거제를 도입함에 따라 급진적인 투표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과

다 대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의무투표제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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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여 중도 온건한 성향을 지닌 중산층들이 기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급진적인 노동자 계층의 투표성향을 저지하거나 최소한 균형추

를 맞추어주기를 바랬다. 그리고 노동당을 비롯한 좌파정당에서는 의무투

표제가 저소득층 사람들이 부유층의 먹이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저소득층에게도 유리한 제도라고 판단하였다. 루포스(Roufos)는 의무투표

제가 저소득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여 부유층의 착취로부터 벗어나

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해결할 방안으

로서 의무투표제가 제시되었다. 선거 참여를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에 맡

길 경우 많은 시민들이 기권하게 되고 대표를 가질 수 없게 되어 진실한 

대의민주주의는 실현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진정한 대의민주주의 실

현에 대한 필요 때문에 선거권의 본질이 권리인지 의무인지에 대하여 의

문이 제기되었다. 결국 1911년 의회는 헌법 제66조에 법률로 투표권의 

실천의무를 규정할 수 있다는 선언적 규정을 두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헌법의 공포 시에는 그 조항은 삭제되었고 1917년 선거법 개정 시에 전

혀 반영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20년의 성공적이지 못했던 헌

법 초안은 1923년의 선거법의 근거를 제시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Malkopoulou 2007).

두 번째 시기인 1923년의 논의에서 의제의 정치적 차원은 분명해졌다. 

선거일 며칠 전에 선거 불참자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려는 시도는 뜨거운 

논쟁을 촉발하였다. 반대자들은 의무투표제를 국가에 의한 억압과 폭력이

라고 비난하였고 정부는 반대자들의 보이콧을 정치적 테러라고 비난하였

다. 정치적 저항의 표시로써 기권은 선거의 정당성, 정부의 안정성과 정면

으로 배치되었다. 정당간의 경쟁심과 불신은 모든 정치적 자산을 건 도박

을 하도록 했고 대의제의 한계와 흠결을 노정시켰다. 그러나 의무투표제 

도입과 관련된 1923년의 혼란은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다. 고나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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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natas) 수상이 의무투표제 도입계획을 발표하고 플라스티래스

(Plastiras)가 법안을 준비하도록 요청하자마자 반대자들은 한 발 물러서서 

의무투표제의 강력한 반대자이자 저명한 헌법 교수인 사리폴로스

(Nicolaos Saripolos)의 의견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다. 왜냐하면 대부분

의 나라에서 의무투표제는 소수자의 의견도 반영시킬 수 있는 비례대표제

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지 않은 

의무투표제는 제안될 때처럼 신속하게 철회되었다(Malkopoulou 2007). 

미칼라코폴로스(Michalakopoulos)가 이끈 제4대 국회에서 1925년 6월

에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였다. 파나갈로스

(Panagalos)가 콘딜리스(Kondylis) 장군의 쿠데타로 실각될 때까지 그 법

안은 통과되지 않았고 의무투표제를 담고 있는 새로운 법안은 1926년 9

월에 콘딜리스 장군이 집권한 후에야 빛을 보게 되었다. 1926년 11월에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한 선거를 처음으로 실시하는데 9월부터 11월까지 

두 달 동안 의무투표제는 격렬히 논의되었다. 자유당 지지자인 파파나스

타시오(Papanastasiou)만이 유일하게 공개적으로 의무투표제를 찬성하였

다. 의무투표제의 기본원칙은 지지받았을지라도 모두가 그것을 찬성하지

는 않았다. 그리스 국민들에게 벌금을 과하여 투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선거자유에 대한 모욕이라고 간주되었다. 새로운 선거법을 기획했던 콘딜

리스는 며칠 후에 사퇴를 강요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딜리스는 의

무투표제를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무투표제

를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지는 않았다. 그는 유권자들의 참여를 증가시킬 

수 있는 더욱 효율적인 제도는 비례대표제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비례대

표제를 통해서 정당은 모든 사회계층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이념

을 세분화시키고 유권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을 지지하기 

위하여 참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현행 정당구조와 유권자 세력의 지각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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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예측하였다. 그래서 의무투표제는 실시되지 않았고 3분의 1 이상의 

유권자들은 기권하였다. 의무투표제 논의는 잠잠해졌고 1927년에 통과된 

새 헌법에 포함되지 않았다. 의회의 분열로 베니젤로스(Venizelos)는 다

시 집권한 후 1928년에 다수대표제를 재도입하고 의무투표제가 포함되어 

있는 1926년 선거법의 정당성을 인정한다고 공포하였다. 하지만 투표불

참자들이 너무 많아서 사법적인 제재는 집행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의무투표제의 상징적인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고 선거인의 투표를 

방해하는 자는 누구든지 더욱 무거운 처벌을 가한다는 1929년의 법안에 

의해서 보완되었다. 그러나 1946년에 실시된 의회선거에서 투표율은 

53.5퍼센트로 매우 저조해지자 1952년의 헌법 규정은 투표불참자에 대한 

1개월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하고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없도

록 하는 강제조치를 규정하였지만 이를 집행하지는 않았다(중앙선거관리

위원회 2010). 

이러한 역설은 의무투표제를 둘러싼 논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의무투표제의 도덕적 이상과 현실적인 어려움 간

에 엄청나게 큰 괴리가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결국 2001년 헌법 

개정에서는 투표불참자에게 1개월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하고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벌칙은 삭제되었다. 따라서 그리스

의 의무투표제는 2001년 이전에는 연성 의무투표제이고 이후로는 선언적 

의무투표제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의 투표율은 강성의무투표제를 

실시하는 나라보다 낮은데 1951년부터 2007년까지 평균 투표율이 79.13

퍼센트이었다. 특히 1996년 이후 최근의 하원의원선거에서 평균투표율은 

75.52퍼센트로 강성의무투표제를 도입하고 있는 오스트레일리아나 벨기

에와 15퍼센트 정도 차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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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의무투표제를 지지하는 자들과 의무투표제를 반대하는 자들은 

모두 똑같이 정치적 자유를 그 주장의 논거로 제시하였다. 사실, 자유당원

들이 의무투표제 법안을 주도하였고 자유당의 설립자인 베니젤로스는 크레

타 헌법에 의무투표제 도입을 제안하였다. 반면에 의무투표제에 반대를 했

던 왕당파들은 의무투표제를 기본적인 정치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

았다. 이처럼 자유에 대한 정반대의 개념 규정은 강조점을 국가에 두느냐 

개인에 두느냐의 차이에 있다. 자유주의자들은 자유를 국가 안에서만 가능

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시민들은 내부와 외부의 적들로부터 국가를 보호하

고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투표에 의해서 투표를 통해서 스스로 자유를 쟁

취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에 왕당파들은 자유를 선거 이상으로 확장되

고 개인 의지에 대한 국가의 간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4. 각국에서 의무투표제 도입 시 공통점과 차이점 비교

오스트레일리아와 벨기에, 그리스의 의무투표제 추진과정의 공통점으로

는 집권당과 집권당 리더의 역할, 정당의 사익추구, 낮은 투표율이 의무

투표제를 도입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집권당과 

집권당의 리더의 역할을 비교해 보면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먼저 퀸즈

랜드주의 자유당 소속 주지사인 데넘이 의무투표제 도입을 주도하였다. 

그리고 연방선거에서는 국민당 소속 상원의원인 페인과 맨이 의무투표제 

법안을 주도하였다.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다수파를 점유하고 있는 집권당

의 의지 특히 집권당의 대표나 리더의 의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벨기에의 경우 다수파인 노동당과 자유당내 급진파, 카톨릭당의 민주파가 

의무투표제의 도입을 지지하고 주도하였고, 대다수의 카톨릭당원과 자유

당내 보수파가 이를 반대하였다. 다수파가 의무투표제를 주도한 결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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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투표제가 도입될 수 있었다. 그리스의 경우 잦은 쿠데타로 집권자가 바

뀌면서 의무투표제 도입이 30년 동안 지체되었고 결국 크레타의회의 의

무투표제 법안을 주도했던 베니젤로스가 집권하면서 그리스 하원의원선

거에서 의무투표제를 도입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이 집권당과 집권당의 리

더가 의무투표제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가가 의무투표제 

도입의 성패를 좌우하였다.

둘째, 정당이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명분상

으로는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해결해야한다고 하면서도 정당들은 의무투

표제 도입으로 인한 이해득실을 먼저 계산하고 있었다. 정당의 당리당략

적인 접근이 오스트레일리아와 벨기에, 그리스의 의무투표제 도입을 가능

하게 하였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의무투표제를 실시하여 국민당의 지

지자들을 더욱 많이 투표장에 나오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벨기에의 

경우 보수파는 중도온건 유권자들이 기권을 하고 급진적이고 열성적인 유

권자들이 주로 선거에 참여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급진적인 정당들과 노동

당(POB)이 득세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였다. 보수파에게 이러한 우려를 불

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카톨릭 우파에 의해 추진되고 있었던 의무투표제

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보수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온건 중도파들이 

정치에 무관심하여 기권함으로써 급진파들이 득세하게 되는 것을 저지하

는 것이었다. 전통적으로 농촌지역에서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카톨릭

당에게 의무투표제는 농민들이 대규모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보증수표로 생각되었다. 노동당과 자유당 급진파도 의무투표제가 보통선

거권 부여와 함께 득표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가장 효율적인 장치로 

간주하였다. 노동당과 자유당 급진파는 의무투표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결

국 명사들과 여론주도층이 그들의 잠재적인 지지자들이 정치에 무관심해

지고 선거에 기권하도록 유도하게 될 것이라고 걱정하였다. 그래서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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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와 급진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의무투표제를 도입할 수 있었

다. 그리스의 경우에도 의무투표제를 지지하는 보수파는 급진적인 투표성

향을 지닌 사람들이 과다 대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의무투표제를 도입하여 중도 온건한 성향을 지닌 중산층들이 기권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급진적인 노동자 계층의 투표성향을 저지

하거나 최소한 균형추를 맞추어주기를 바랬다. 그리고 좌파계열의 정당들

은 의무투표제가 저소득층 사람들의 선거참여를 촉진하여 부유층의 먹이

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유리한 제도로 판단하였다.

셋째, 낮은 투표율이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고 투표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의무투표제를 고려하도록 하였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경

우 1922년 연방선거에서 퀸즈랜드주를 제외한 오스트레일리아 평균투표

율은 52.8퍼센트의 낮은 투표율을 보인 반면 퀸즈랜드주의 투표율은 

82.7퍼센트로 호주 전체 평균투표율보다 30퍼센트 정도 높게 나타났다. 

국민당 상원의원인 페인(Herbert Payne)은 이 결과에 충격을 받고 연방

선거에도 의무투표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의원입법으로 제출하였다. 의무

투표제를 도입한 후 처음 실시한 1925년 연방선거는 이전 선거보다 32

퍼센트가 높아진 91.4퍼센트의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이에 자극을 받아서 

주 선거에서도 의무투표제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었고 국민

당이 집권하고 있던 빅토리아주는 1926년에, 뉴사우스웨일즈주와 타스매

니아주는 1928년에 의무투표제를 도입하였다. 벨기에의 경우 19세기 하

반기에 의회선거의 투표율은 단지 30퍼센트에서 40퍼센트 정도로 매우 

저조하였다. 심지어 1843년에는 겨우 14퍼센트의 유권자만이 투표를 하

였다(Dewachter 1967). 모든 성인 남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한다면 기권

율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였고 의무투표제가 가장 적합

한 효율적인 대안으로 대두되었다. 그리스에서도 1946년에 실시된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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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서 투표율은 53.5퍼센트로 매우 저조해지자 1952년의 헌법은 투표

불참자에 대한 1개월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하고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강제조치를 규정하였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벨기에, 그리스는 이러한 공통점 이외에도 의무투표

제 추진과정에서 각국의 독특한 사례들이 발견된다. 먼저 오스트레일리아

의 경우 의무투표제를 강력하게 집행하면서 유권자들의 반발을 완화시키

기 위해 근로자들이 용이하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일을 휴일인 

토요일로 지정하였고, 투표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쉽게 찾을 수 있는 

투표소를 최대한 많이 설치하였으며, 기관이나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도 

편리하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병원이나 교도소, 격오지 

등에도 투표소를 설치하였다. 그리스의 경우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나라

답게 의무투표제의 기원을 고대 그리스에서 찾음으로써 외국의 제도를 

무비판적으로 도입하려고 한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있었다. 즉, 솔론은 

과두제 사회체제의 유지에도 불구하고 정치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하여 아

테네인들이 공익을 사익보다 우선시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의무투표제 찬

성론자들은 솔론의 개혁에서 의무투표제의 기원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

리고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자신들 보다 더욱 사악한 자들에 의

해 지배받게 될 것이라고 하였던 플라톤의 국가론을 의무투표제의 기원

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의무투표제의 정당화 논거로서 1833년에 시

행된 지방자치단체 조직법의 투표권을 지닌 모든 의원은 선거에 참석해

서 투표해야 하고 3분의 2 미만이 참석하면 투표결과는 무효라는 규정을 

제시하였다. 또한 그리스에서는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가 의무투표제 도입

논의를 대체하는 관계에 있었다. 시민들의 선거참여를 늘리는 방편으로서 

비례대표제가 의무투표제보다 더욱 효과적인 방법으로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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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에서 의무투표제 도입 시 시사점

오스트레일리아와 벨기에, 그리스가 의무투표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낮은 투표율이 의무투표제 도입을 논의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은 1987

년 민주화 이후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 1987년 89.2퍼센트를 정점으로 

1992년 81.9퍼센트, 1997년 80.7퍼센트, 2002년 70.8퍼센트, 2007년 

63퍼센트로 30퍼센트 정도가 하락하였으며, 국회의원선거에서는 1988년 

75.8퍼센트를 정점으로 1992년 71.9퍼센트, 1996년 63.9퍼센트, 2000년 

57.2퍼센트, 2004년 60.6퍼센트, 2008년 46.1퍼센트로 30퍼센트 정도가 

하락하였다.(<그래프 1> 참조)

 

<그래프1> 역대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 투표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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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OECD 회원국의 국회의원선거(하원)의 투표율을 1990년부터 

2009년까지 비교해 보면 한국은 25위로서 일본, 미국, 멕시코와 함께 최

하위그룹을 형성하고 있다.(<그래프 2> 참조) 최근에 실시된 전국단위선

거에서 50퍼센트를 밑도는 경우가 많아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볼 수 

있는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다. 오히려 오스트레일리아와 벨기에, 

그리스가 의무투표제 도입을 논의할 당시보다 더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

고 있어 의무투표제 도입을 공론화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그래프2> OECD 회원국의 투표율6) 비교 

출처: http://www.idea.int/vt/

6) 1990-2009년 기간 동안 실시된 의원선거(하원)의 평균투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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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들 각국에서는 집권당과 집권당 대표의 역할이 중요하였다는 

점에서 한국의 경우에도 집권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의무투표제의 

도입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의회의 과반수를 장악하고 있는 집권당은 

결국 의무투표제가 득표에 유리할지 불리할지 당리당략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인다. 1999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적으로 투표불참자

에게 5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의무투표제를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으로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국민과 정당, 정치인이 의무투표제에 대한 인

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하는 의무투표제 도입

은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왜냐하면 당시에 다수당인 집권당은 의무투표

제를 도입하는 것이 별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 

당시 낮은 투표율의 주요원인은 젊은 20대, 30대 유권자들이 기권을 많

이 하는 것이었고 이들은 주로 야당의 지지세력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집권당은 투표율을 높이고자 하는 유인이 약했었다. 그리고 여당이나 야

당과 일반 국민들도 투표를 과태료로 강제한다는 것이 개인의 자유를 과

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 2008년 7월 정치관계법제 선진화를 위한 여론조사에 의하

면 77.4퍼센트의 국민이 의무투표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자유선거원칙은 우리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민주국

가의 선거원리에 내재하는 법원리로서 국민주권의 원리, 의회민주주의의 

원리, 참정권 규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고 투표의 자유, 입후보의 

자유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포함한다고 판시하였다. 의무투표제가 도입되

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들에게 의무투표제를 도입하였을 경우 장점과 단

점이 무엇인지를 알려서 의무투표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필

요가 있다. 끝으로 이 글이 의무투표제 공론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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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단위선거에서 의무투표제 도입으로 인한 정당의 유불리에 대해서는 

더욱 계량적인 분석이 필요함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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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ative Analysis of a Compulsory Voting: 

Australia, Belgium, Greece

Jeong-gon Kim*7)

ABSTRACT

Many countries in the world face a serious low turnout, 
which damages the legitimacy of democracy in the country.  
One of the ways to boost turnout is known to be a 
compulsory voting, even though it is not widely used in the 
world. Utilizing a comparative analysis, this paper aims to find 
a reason why a country has adopted a compulsory voting and 
other countries has not.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will of 
political parties and party leaders, especially a ruling party, is 
the key to introduce a compulsory voting in a political system.  
When introducing, furthermore, the calculus of a ruling party 
whether the introduction of a compulsory voting would benefit 
or harm it is considered to be important.   

Key Words : Compulsory Voting, Electoral Participation, 
Election, Political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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