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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계십니까? 

미국장로교 투표 캠페인에서 전해 드리는 투표 정보 

선거 관련 정보 

• FairVote 는 "8 백만 명 이상의 미국 시민들이 현 거주지에서 투표할 수 없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주에 살고 있으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 국제 민주주의 및 선거 지원 기구(International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에 따르면 투표율에 있어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114 번째입니다. (Lift 

Every Voice: Democracy, Voting Rights, and Electoral Reform) 

• 투표 등록에는 2 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Vote.org) 

• 일반 등록을 통해 5 천만 명 이상 -미국 유권자의 거의 3 분의 1- 의 미등록 미국인들이 선거 

당일에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Lift Every Voice: Democracy, Voting Rights, and Electoral 

Reform 에서 인용) 

• 미등록 유권자는 젊은 층, 저소득층, 소수인종에서 치중되어 있습니다. 

• 미국에는 각각의 법률과 규칙을 가진 만 개 이상의 선거구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민의 

투표권리는 거주지의 선거구에 의해 좌우됩니다. (Lift Every Voice: Democracy, Voting Rights, 

and Electoral Reform 에서 인용) 

• 워싱턴 D.C.에 거주하는 600,000 명의 납세자들은 하원이나 상원 선출을 위한 투표권이 

없습니다. (Lift Every Voice: Democracy, Voting Rights, and Electoral Reform 에서 인용) 

• 최근에는 투표권을 지닌 미국 시민 중 50-55 퍼센트만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없는 해에는 그보다 더 적은 수의 사람들이 의회, 주 정부, 지방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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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서 투표했습니다. 이 비율은 소수인종 및 저소득층 시민권자에게서 현저하게 

낮아집니다.(from Lift Every Voice: Democracy, Voting Rights, and Electoral Reform) 

• 1993 년에 의회는 운전자-유권자 법령(the Motor-Voter law)을 통과시켜 모든 미국 시민들의 

유권자 등록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from Lift Every Voice: Democracy, Voting Rights, 

and Electoral Reform) 

• 일곱 개 주는 "당일" 등록을 허용해, 선거일에 등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등록 

마감일을 확인하시려면 이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vote.org/voter-registration-

deadlines  (Lift Every Voice: Democracy, Voting Rights, and Electoral Reform 에서 인용) 

• 두 정당은 자기 정당에 유리하게 의회 및 주 의회 선거구를 정해왔는데 이는 두 정당이 

지금까지 선호해 온 방법입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선거구는 한 정당에 유리하게 조정되어 

있습니다.(Lift Every Voice: Democracy, Voting Rights, and Electoral Reform 에서 인용) 

• 2000 년의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논란의 결과로, 의회는 연방 선거 지원법(Help America 

Vote Act of 2002)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각 주에 전자투표장비를 갖추도록 자금을 

지원하고 선거 지원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Lift Every Voice: Democracy, Voting Rights, and 

Electoral Reform 에서 인용) 

• 1 억 명 이상의 미국인이 정기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지만, 그 수의 3 분의 1 이상은 당 

후보를 선출하는 대통령 예비선거에 투표하지 않습니다.(Lift Every Voice: Democracy, Voting 

Rights, and Electoral Reform 에서 인용) 

 

차별 

• 1882 년에 의회는 중국인 배제법(Chinese Exclusion Act)을 통과시켜, 중국계 이민자들에게 

제한을 두고 법적으로 중국계를 시민권과 투표에서 배제했습니다. 

• 1868 년에 통과된 수정헌법 14 조를 통해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구체적으로 미 원주민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o 미 원주민은 1924 년에 미 원주민 시민권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완전한 시민권을 

얻지 못했습니다.  

• 1870 년에 통과된 수정헌법 15 조는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국민의 인종, 피부색, 이전의 

노예 신분 여부에 따라 투표권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https://www.vote.org/voter-registration-dead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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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애석하게도 이는 여성이나 미 원주민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 1920 년에, 50 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후에, 수정헌법 19 조가 통과되어 여성에게 투표권이 

부여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로 백인 여성이 혜택을 보았습니다. 유색 인종 여성들은 여전히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많은 주가 미 원주민들에게는 투표권을 

완전히 거부했습니다.   

• 주마다 치열한 투쟁을 거친 후 1962 년에 유타주를 끝으로 모든 주가 미 원주민에게 완전한 

투표권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미 원주민들은 흑인 유권자들에게 사용되었던 것과 

같은 투표 방해 전략에 직면했습니다.  

• 1965 년에 의회는 선거권법(Voting Rights Act)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흑인과 미 

원주민의 투표 권리를 강화했습니다. 이 법안으로 인해 유권자 등록과 투표율이 남부 

지역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 일부 주는 전과자들이 형기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기록에 기초해 평생동안 

이들에게서 선거권을  박탈했습니다. 1974 년에 대법원은 중범죄자 선거권 박탈법을 

유지했으며, 그 결과로 2016 년까지 6 백만 이상의 미국민이 이전의 중범죄 기록으로 인해 

투표할 수 없었습니다.  

o 이전에 중범죄로 기소되었던 사람의 선거권에 관한 법령은 각 주마다 다릅니다. 

중범죄자 선거권 박탈에 관한 여러분 주의 정책에 관해서는 이 사이트를 방문해 

보세요:  ACLU’s Felony Disenfranchisement Map. 

• 2013 년 6 월 25 일에 선거권법의 4(b)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5-4 투표) 이 

법률의 근거가 1965 년에 이미 소멸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역사적으로 투표 방해 전략을 

사용한 전례가 있는지에 기초하여, 어떤 주나 카운티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를 

명시한 것이 선거권법의 4(b)항입니다. 4(b)항에 따른 보장이 없으면, 연방정부는 선거권법 

5 항을 사용하여 차별적 투표 관행이 실행되기 전에 이를 미리 차단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 2013 년의 대법원의 결정 이후, 투표 방해 전략은 현저하게 증가했는데, 유권자 추방, 

신분증 규제 법령, 투표소 폐쇄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o 최소한 1700 만 명의 유권자들이 2016 년과 2018 년 사이에 미국 전역에서 

추방되었는데, 비슷한 수가 2014 년과 2016 년 사이에 추방되었습니다. (브레넌 

센터)  

o "2010 년 선거 이후로, 미국 내의 거의 절반의 주 의회들이 투표를 어렵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새로운 법안들은 조기투표를 줄이는 것에서부터 유권자 

등록을 어렵게 한다든가 유권자 신분증 요구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2012 년 선거 이전에 개입해 이와 같은 법안 상당수에 제동을 

https://www.aclu.org/issues/voting-rights/voter-restoration/felony-disenfranchisement-laws-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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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었지만, 2013 년의 대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각 주가 제약이 심한 투표법을 

이전보다 더욱더 쉽게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브레넌 센터) 

• 선거권 향상법(Voting Rights Advancement Act: H.R. 4/S. 561)은 의회에 권한을 부여해 

유권자 차별을 금지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게 했습니다. 선거권법의 본 취지를 살렸습니다.  

• 미 원주민 선거권법 (H.R.1694/S.739)은 미 원주민이 투표 과정에서 동일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감독하도록 했습니다. 

 

부정 선거  

brennancenter.org/sites/default/files/analysis/Briefing_Memo_Debunking_Voter_Fraud_Myth.pdf 

• 분명한 사실은 투표장에서의 부정 선거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선거를 

"조작"할 정도로 큰 규모의 부정선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컬럼비아 대학교의 정치학자가 출판한 한 연구는 2 년간의 부정선거 비율을 추적했는데, 

부정 선거라고 보고된 것들은 부정선거라고 보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박빙의 선거에서 

패배한 사람의 거짓 주장이거나 행정적인 실수, 또는 투표자의 실수"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 워싱턴포스트에 실린 2014 년도 종합 연구에 따르면 31 건의 대리투표 건이 2000 년부터 

2014 년 사이에 발생했는데, 이는 1 억 이상의 투표용지 중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이 연구의 

저자는 기소나 유죄 판결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모든 주장을 포함했기 때문에, 이 작은 

숫자조차 과장된 것일 수 있습니다. 

• 2012 년과 2016 년에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에 의해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2000 년과 2012 년 

사이에 전국적으로 대리 투표가 10 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후속 연구에서는 정치인들이 그 

투표 사기를 심각한 문제라고 논쟁했던 주의 부정 투표 사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2012 년과 2016 년 사이에 다섯 개 주에서 대리투표 사기에 대해 기소가 전혀 

없었습니다. 

• 2016 년 선거 결과를 살펴본 결과 단 네 건의 부정 선거 사건이 문서화되어 있었습니다. 

• 2016 년에 작성된 논문은 2012 년의 선거에서 이중 투표의 최대치는 0.02%라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2 명의 연구자가 한 감사에서 "이중 투표로 보이는 것 상당 부분이 측정 오류의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음을 감안할 때, 이중 투표 발생율은 훨씬 낮을 것 같다고 

이 논문은 지적했습니다. 

https://www.brennancenter.org/sites/default/files/analysis/Briefing_Memo_Debunking_Voter_Fraud_Myth.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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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년도 논문은 "최근의 미국 선거 중에서 비시민권자의 투표 비율은 0"이라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 2014 년의 전국적인 연구에 의하면 2012 년의 선거에서는 "대규모의 대리투표 부정 선거에 

대한 증거는 없습니다."  

• 현장 투표와 우편 투표에서의 대리투표를 조사한 2014 년도의 연구에 따르면, 조사한 

선거구에서는 이런 사건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 정당 중립적인 정부 신뢰도 사무처에 의해 실시된 2014 년도의 연구는 부정 선거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문서적인 측면에서 검토했는데, 기존의 연구들이 "사람에 의한 직접적인 

부정 투표는 전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 한 연구원은 2012 년도에 책을 쓰면서, 30 년 전의 자료까지 검토하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대리투표 부정선거의 예를 찾으려고 했으나, 단 한 건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 2012 년도의 한 연구는 부정 선거 혐의를 받은 사건 기록들을 각 주로부터 철저하게 

모았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전반적인 부정 비율은 "지극히 미미"했으며 투표장소에서의 

대리투표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12 년 동안 단 10 건이 있었습니다. 같은 연구는 

비시민권자에 의한 투표는 12 년 동안 56 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 조지아주의 2006 년도의 선거에 대한 2012 년의 평가에 따르면 "사망한 유권자의 이름으로 

투표했다는 부정 선거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전국 공화당 변호사 협회가 실시한 2011 년도의 연구에 의하면 2000 년과 2010 년 사이에 

21 개 주에서 대리 투표나 기타 다른 형태의 부정 선거는 한 건이거나 아니면 전혀 

없었습니다.  

• 부정 선거라고 보고된 사건 전체 목록을 담고 있는 책이 2010 년에 발행되었는데, 이 책은 

모든 혐의가 부정 선거 행위가 아니라, 행정적인 오류나 실수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 2009 년도에 이루어진 한 분석 보고서는 12 개 주를 검토했는데 유권자에 의한 부정은 

"매우 드물다"고 했고, 또 언론의 관심을 모았던 많은 사건들은 궁극적으로는 근거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장로교의 역사적인 조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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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칼뱅은 교회 안 기독교적 삶의 자유와 정치 영역에서 누리는 자유에 관한 2 개의 

항목으로 <기독교 강요> 제 4 권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Lift Every Voice: Democracy, 

Voting Rights, and Electoral Reform 에서 인용) 

• 1947 년도의 미국장로교(PCUS) 총회는 모든 소수인종이 "그의 시민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있어 이를 저해하고 인종, 신념, 계급, 피부색에 근거하여 그 권리를 부인하는" 모든 

조직이나 개인들을 비난함으로써 시민 인권 운동에 대한 그의 공식적인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총회 회의록, PCUS, 1947, 1 부, p. 164).  

• 2 년 후에 총회는 "국가의 권리와 인권 (States’ Rights and Human Rights)"이라는 보고서를 

받아서 하위 조직에 내려보냈습니다. 이 보고서가 논란의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채택하도록 제안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총회는 이 보고서를 연구해 보도록 각 교회에 

추천했습니다. 이는 "시민의 권리 분야에서의 문제를 분명하게 직시하고 있으며... 우리의 

책임을 동일한 분명함으로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총회 회의록, PCUS 1949, 

1 부, p. 100) 

• 1953 년에 미국장로교(PCUS) 총회는 투표권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모든 시민들의 동일한 

특권"을 위해 일하라고 교단의 남녀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때, 미국 장로교는 개별 

기독교인이 가지는 정치적 의무가 우리 이웃에 대한 책임의 일부라고 확정했습니다.(총회 

회의록, PCUS, 1952, 1 부, p. 93; 총회 회의록, PCUSA, 1956, 1 부, p. 234 와 총회 회의록, 1974, 

1 부, p. 164 도 참고할 것) 

• 1956 년에 이 문제가 실제적인 차원, 즉 투표 차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북장로교에서는 

1956 년의 미국장로교 총회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투표세를 없애고 "많은 시민들이 

투표장에서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인간으로서의 위엄을 저해하는 다른 여러 

제약"을 제거하도록 촉구했습니다.(총회 회의록, PCUSA, 1956, 1 부, p. 235; 또 총회 회의록, 

PCUS, 1957, 1 부, p. 194 을 참고할 것)  

• 171 회 총회(1959)는 더 나아가 투표 연령대의 모든 시민들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미국 

시민운동 위원회를 미국 정부의 상설 기구로 설립하도록 하는 조치들을 

강구했습니다.(총회 회의록, UPCUSA, 1959, 1 부, p. 380) 

• 172 회 총회(1960)는 주 의회와 연방의회가 인종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이 선거권을 

효율적으로 보장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을 위해 계속해서 일하도록 

촉구했습니다.(총회 회의록, UPCUSA, 1960, 1 부, p. 356) 

• 미국연합장로교(UPCUSA)의 174 회 총회(1962)는 연방정부 지도자들이 인종에 따른 선거권 

제한을 모든 주에서 철폐하도록 촉구했습니다.(총회 회의록, UPCUSA, 1962, Part I, p.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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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5 년에 미국장로교(PCUS)는 역사적인 선거권법을 다음과 같이 인증했습니다: "시민 

인권 운동의 기본적인 목적은 흑인과 모든 소수 인종에게 일상생활에서의 정의를 부여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구속하고자 하는 인간으로서의 존경받아야 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예수는 그의 말씀과 삶을 통해 우리를 그의 제자로 부르신 바 우리는 이 투쟁에서 

그를 지지해야 한다."(총회 회의록, PCUS, 1965, 1 부, p. 159)  

• 1981 년과 1982 년에, 미국연합장로교(UPCUSA)는 1965 년도 선거권법을 확대할 것을 

지지했으며, 미국으로 새롭게 온 이민자들에게 시민의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려는 시도에 

대해 반대했습니다.(총회 회의록, UPCUSA, 1981, 1 부, p. 309; and 총회 회의록, UPCUSA, 

1982, 1 부, p. 425) 

• 미국연합장로교의 194 회 총회(1982)는 선거 과정에서 모든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하려는 모든 노력을 지지했습니다. 선거권법으로 규정된 이중 언어 투표 용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이 노력의 일환입니다. 또 시민들의 권리 행사를 저해하는 정부의 

행위에 대한 반대를 표명했습니다.(총회 회의록, UPCUSA, 1982, 1 부, p. 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