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하거나 공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덜 침해적인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현재 단계에서 기본계획보다 수험생의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방법으로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비를 줄이는 다른 방
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연


혁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으로 시작된 제1공화국에서는 선거
관리 기관의 조직·구성에 관한 근거가 개별 선거법에 있었다.
1960년 4·19혁명 직후인 6월 15일 탄생한 제2공화국 헌법
에서 중앙선거위원회의 조직·권한 등을 법률로 정하도록 위
임함에 따라 1960년 6월 17일 선거위원회법이 제정·공포됐다.
오늘날과 같은 선거관리위원회 명칭은 1962년 12월 26일 제
3공화국의 제5차 개정헌법에서 규정됐고, 1963년 1월 16일 선
거관리위원회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같은 해 1월 21일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됐다.
■ 조


■ 주
 요

활동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제114조에 따라 설치된 헌법상 독립
기관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시ㆍ도 교육위원회 위
원 및 교육감 선거 포함)에 관한 사무,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 및 공공단체의 위탁 선거, 국민
의식 개선 활동과 민주시민 교육 등 각종 연수교육, 정치관계
법의 제ㆍ개정 등 정치문화 개선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한다.

직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7개 시ㆍ도선거
관리위원회, 249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3천490개의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4단계 조직으로 구성돼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는 사무처
를 두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는 사무국 또는 사무과
를 두고 있다.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에는 해당 지방자치
단체 공무원 중에서 각각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고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
위원회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선거연수원이 있다. 중
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방송토
론위원회와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있다.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각 재외공관에 재외선거관리위
원회를 설치하고 선거일로부터 30일 후까지 운영한다.
■ 구


원회가 선정한 4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6년이고, 위원장은 위
원 중에서 호선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
원회에는 각각 상임위원 1인을 두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
임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
임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권순일 대법관이 2017년 12월
27일부터 제20대 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2017년 말 현재 위원
으로는 대통령이 임명한 문상부 상임위원, 김정기 위원, 최윤희
위원과 국회가 선출한 이상환 위원, 김용호 위원, 김태현 위원
그리고 대법원장이 지명한 조병현 위원, 조용구 위원이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재직 공무원은 2018년 1월 31일 현재 정무
직 3명, 일반직 2천848명 등 총 2천851명이다.

• 제19대 대통령선거
2017년 5월 9일 치러진 제19대 대통령선거를 관리했다.
3월 10일 제18대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따라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됐다. 황교안 대통
령 권한대행은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
인 5월 9일을 선거일로 공고했다.

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
법원장 지명 3인 등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모두 국회의 인
사청문회를 거친 후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된다.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과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이 추천하는 각 1인과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 교섭단
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과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

▲ 5월 1일 서울 중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각 투표소로
보낼 제19대 대통령 선거 투표용지를 검수하고 있다.

3월 10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개시돼 4월 10일까지 총
26명이 등록했고 그중 5명이 사퇴하거나 등록 무효 처리됐다.
4월 16일 대선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15명이 등록을 마쳤다.
이는 역대 대선 중 가장 많은 후보가 출마한 대통령선거로 기
록됐다. 이 중 2명은 중도 사퇴했다.
3월 17일 대통령선거 선거 비용 제한액을 509억9천400만원
으로 산정·공고했다. 이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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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559억7천700만원보다 49억8천300만원(-8.9%)이 줄어든 액
수다.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비율이 3.8%
로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15.9%보다 12.1% 줄었기 때문이다.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인 수는 재외선거인 4만7천297명
을 포함한 4천247만9천710명으로 전국 인구수 5천171만6천959
명의 82.1%였다. 이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인 수 4천50만
7천842명보다 197만1천868명(4.9%) 증가한 것으로 인구 고령
화 추세와 19세 이상 선거권자의 신규 진입에 따른 것으로 보
인다.
대통령선거의 투표는 5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1만3천964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진행됐다. 제19대 대통
령선거는 임기만료가 아닌 대통령의 궐위에 따라 실시됐기 때
문에 보궐선거 등의 투표와 같이 오후 8시까지 실시됐다. 선거
일 오후 8시에 투표를 마감한 결과 선거인 수 4천247만9천710
명 중 3천280만7천908명이 투표에 참여해 77.2%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제18대 대통령선거 투표율 75.8%보다 1.4%포
인트 상승한 것이다.
후보자별 득표 상황은 당선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
보 1천342만3천800표(41.08%)에 이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785만2천849표(24.03%),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699만8천342
표(21.41%),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220만8천771표(6.76%), 정의
당 심상정 후보 201만7천458표(6.17%) 순이었다.
이 밖에 6위 조원진 후보 4만2천949표(0.13%), 7위 김민
찬 후보 3만3천990표(0.1%), 8위 김선동 후보 2만7천229표
(0.08%), 9위 장성민 후보 2만1천709표(0.06%), 10위 윤홍식 후
보 1만8천543표(0.05%), 11위 이경희 후보 1만1천355표(0.03%),
12위 이재오 후보 9천140표(0.02%), 마지막으로 오영국 후보 6
천40표(0.01%) 순으로 집계됐다.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 건수는 총 333건으로 고발 99건, 수
사 의뢰 16건, 경고 등 218건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보다 176건
(34.6%) 감소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43건(12.9%), 국
민의당 33건(9.9%), 자유한국당 30건(9.0%) 순이었다.
• 재·보궐선거
2016년 3월 15일부터 2017년 3월 13일까지 확정된 재·보궐
선거는 4월 12일에 실시됐고, 3월 14일부터 4월 9일까지 확정
된 재·보궐선거는 대통령선거일에 동시선거로 치러졌다.
4월 12일 실시된 재·보궐선거는 국회의원 1곳, 기초단체
장 3곳, 광역의원 7곳, 기초의원 19곳 등 총 30개 선거구에 109
명의 후보가 등록해 평균 3.6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국회의
원선거의 투표율은 53.9%, 기초단체장 선거의 평균 투표율은
42.6%였으며, 충북 괴산군이 62.4%로 최고를, 경기 하남시가
30.1%로 최저를 기록했다. 광역의원 평균 투표율은 27.4%, 기
초의원 선거는 평균 30.3% 투표율을 기록했다.
국회의원은 자유한국당 1명, 기초단체장은 더불어민주당 1
명, 자유한국당 1명, 무소속 1명이 당선됐다. 광역의원은 자유
한국당 3명, 국민의당 2명, 더불어민주당 1명, 무소속 1명이 차
지했고, 기초의원에서는 자유한국당 6명, 더불어민주당 5명,
무소속 4명, 국민의당 2명, 바른정당 2명의 당선자를 배출했다.
5월 9일 실시된 재·보궐선거는 광역의원 1곳, 기초의원 3
곳 등 총 4개 선거구에 11명의 후보가 등록해 평균 2.75 대 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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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을 보였다. 광역의원선거 투표율은 78.4%, 기초의원선
거는 평균 78.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3명, 자
유한국당 1명이 당선됐다.
• 국민투표 관리
국민투표는 헌법에 근거해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 안
위에 관한 중요 정책이나 헌법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뜻을 물
을 때 실시하는 것으로, 1962년 헌법 개정과 관련해 처음 실시
된 후 선거관리위원회는 총 6회의 국민투표를 관리했다.
최근에 실시된 국민투표는 1987년 10월 27일 제6공화국 헌
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로 투표율 78.2%를 기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투표 참
여를 확대하기 위해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재외·선상·사
전투표 제도를 도입하고, 투표 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며, 국민
투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의견을 2017년 10
월 17일 국회에 제출했다.
• 재외선거 관리
중앙선관위는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
정 후 곧바로 대통령선거 관리체제로 전환해 인력을 증원하고
24시간 재외선거상황실을 설치했다. 이를 통해 재외공관 지원,
재외선거인 등의 신고·신청 개시, 재외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재외선거관리 교육, 투표용지 발급 시험운영 등을 실시했다.
3월 10~30일(21일간) 전 세계 117개국 175개 재외공관에서
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
록 신청을 받았다. 같은 기간 전국의 구·시·군청(읍·면·동
포함)에서도 국외부재자 신고를 접수했다. 재외선거인 등의 신
고·신청은 총 25만9천531건으로 재외공관은 재외선거인 등
록 신청 1만788건, 국외부재자 신고 24만8천580건 등 25만9천
368건을, 국내 구·시·군청은 국외부재자 신고 163건을 각각
접수했다.
재외투표는 재외공관 현지시각으로 4월 25~30일 6일간
204개 재외투표소에서 실시됐다. 재외유권자 29만4천633명
중 재외투표 마감 결과 역대 가장 많은 22만1천981명(75.3%)이
투표했다.

주요 국가별 투표율은 미국 4만8천713명(71.4%), 중국 3만5
천337명(80.5%), 일본 2만1천375명(56.2%), 캐나다 1만2천103명
(78.3%), 호주 1만264명(79.9%), 독일 9천536명(85.2%), 영국 5
천673명(82.3%), 프랑스 4천828명(84.3%) 등으로 나타났다. 대
륙별 투표자 수는 아주 10만6천496명(73.9%), 미주 6만8천420
명(72.0%), 구주 3만6천87명(84.7%), 중동 8천209명(84.9%), 아
프리카 2천890명(85.3%)이었다.
중앙선관위는 재외선거사무를 수행할 재외선거 담당 영사
를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재외투표소 설치 및 재외투표 관리요
령, 투표용지 발급기 설비 및 운영요령, 재외투표 회송 등에 대
해 교육했다.
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는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
거보다 6개의 투표소가 추가 설치돼 총 204개의 재외투표소
(재외공관 재외투표소 175개, 재외공관 외 추가투표소 25개, 파
병부대 추가투표소 4개)를 설치·운영했다.
관리 인력은 연인원을 기준으로 투표사무원 8천271명, 투표
안내원 1천917명, 투표소경비 2천145명 등 총 1만2천333명을
투입했다. 참관인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75개 투표소에 546
명, 자유한국당 23개 투표소에 163명, 국민의당 30개 투표소
에 204명, 바른정당 3개 투표소에 11명, 정의당 6개 투표소에
15명과 선관위에서 171개 투표소에 1천788명이 재외선거를 참
관했다.

• 주민투표 관리
2004년 1월 29일 주민투표법이 제정됨에 따라 2005년 제주
도 행정구조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를 시작으로 청주시ㆍ청원
군통합,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 2011년 서울시
초ㆍ중교 무상급식 지원범위 결정, 영주시 평은면 면사무소 부
지선정, 2012년 청주시ㆍ청원군 통합, 남해군 화력발전소 유치
신청서 제출 등 7차례의 주민투표를 관리했다.
2011년에 실시한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주민청구 방식
에 의한 최초의 주민투표였으나, 투표 결과 투표권자 총수 838
만7천278명의 25.7%인 215만9천95명만이 투표에 참여해 개표
요건인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투표에 미달해 무산됐다.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면사무소 부지선정을 위한 주민투
표는 투표권자 총수 1천981명의 39.2%인 776명이 투표에 참여
해 개표한 결과 면사무소 이전 장소가 확정됐다. 영주시 주민
투표는 주민의 직접청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항이
주민투표에 부쳐진 최초의 사례가 됐다.
앞서 3차례의 실패를 거친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 주민투
표는 36.8% 투표율에 79%의 찬성을 얻어 통합으로 결정됐다.
2012년 남해군화력발전소 유치와 2013년 완주군·전주시 통합
에 대한 주민투표는 각각 53.2%의 투표율을 기록했으나 과반
수의 반대로 부결됐다.

▲ 4월 10일 오후 부산 영도구 한국해양대학교 실습선 한바다호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마련한
선상투표 모의체험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이 대형 카드로 투표도장을
상징하는 ‘사람인’자를 만들어 보이고 있다.

• 주민소환투표 관리
2006년 5월 24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2007
년 12월 12일 하남시장과 하남시의회 의원 3명을 대상으로 주
민소환투표가 최초로 실시됐다.
하남시장의 주민소환투표는 투표권자 총수 10만6천435명의
31.1%인 3만3천58명만이 투표에 참여해 개표요건(투표권자 총
수의 3분의 1 이상 투표) 미달로 무산됐다. 하남시장과 함께 주
민소환투표 대상이었던 1명의 하남시의원도 개표요건 미달로
주민소환이 무산됐다. 그러나 2명의 하남시의원은 투표자 수
가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을 넘어 개표한 결과, 유효투표수
과반수가 주민소환에 찬성해 2명 모두 의원직을 상실했다.
2009년 8월 26일에는 주민소환제도가 도입된 이래 시ㆍ도 단
위의 자치단체장으로서는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됐다. 투표권자 총수 41만9천504명의 11%
인 4만6천75명만이 투표에 참여해 개표요건 미달로 무산됐다.
2011년 11월 16일에 과천시장, 2012년 10월 31일에 삼척시장,
2013년 12월 4일에 구례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됐으
나 모두 개표요건 미달로 무산됐다.

선상투표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이어 19대 대통령선거에서 세 번째로 실시됐다. 선상투표는 선
거인명부 작성기간 중인 2017년 4월 11~15일 구·시·군의 장
에게 선상투표 신고를 한 선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확정된 선상투표 신고인 수는 4천90명으로 외항화물(여객)
선이 3천148명(77.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외국국적
선 852명(20.8%), 원양어선이 90명(2.2%) 순으로 나타났다. 제
19대 대통령선거 선상투표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2천611명에
비해 42%가 증가한 3천710명이 투표해 신고자 수 대비 90.7%
의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 위탁선거 관리
2004년 12월 31일 농협법, 수협법, 산림조합법의 개정으로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조합장선거는 선거관리위원
회가 위탁ㆍ관리하도록 개선됐다. 이러한 제도 개선의 취지는
축적된 공직선거 관리 경험을 보유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
장선거를 관리함으로써 조합장선거도 공직선거에 준하는 바
르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선관위는 2005년 256개 조합을 시작으로 2015년부터는 전
국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하는 등 총 3천823개의 조합장선거
를 관리했다. 2016년에는 54개(농협 41, 수협 8, 산림조합 5개)

• 선상투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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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합선거를 위탁 관리했으며 그 사유로는 재선거 18개, 보
궐선거 24개, 동시선거 미참여로 인한 선거 12개 등이었다.
2005년 5월 31일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돼 국립대학의 총
장을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직접선거로 선출하
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대학의 총장 후보
자 추천선거 제도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2006년 대
구교육대학교를 시작으로 12개 대학, 2007년 15개 대학, 2008
년 10개 대학, 2009년 9개 대학, 2010년 9개 대학, 2011년 17개,
2012년 4개, 2015년 1개 등 총 77개 대학의 총장 후보자 추천선
거를 관리했다.
2010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의 개정으로 선거관리위
원회가 정비사업조합 임원선거의 위탁관리와 아파트, 연립주
택 등 공동주택 임원선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생활주변 선
거관리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영역이 대폭 확장됐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2010년 8개 공동주택, 2011년에는 11
개 정비사업조합과 5개 공동주택, 2012년에는 2개 정비사업조
합과 2개 공동주택, 2013년 정비사업조합 2개, 공동주택 5개,
2014년 정비사업조합 3개, 공동주택 76개, 2015년 정비사업조
합 1개, 공동주택 241개의 임원선거를 관리했다.
2011년 새마을금고법의 개정으로 새마을금고 임원선거의 선
거관리위원회 위탁관리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돼 2011년 1개,
2012년 2개, 2013년 1개, 2014년 3개, 2015년 10개, 2016년 11개
의 새마을금고의 임원선거를 관리했다.
2017년에는 개별 조합장선거로 농협(축협 포함) 55건, 수협
5건, 산림조합 3건과 국립대학 총장 선거 3건, 장애인 체육회
장선거 1건, 정비사업조합 임원선거 1건, 새마을금고 임원선거
2건, 기타 2건을 관리했다.

▲ 1월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제4대
대한장애인체육회장선거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에서 정영식 서울시
선관위 사무처장(뒷줄 가운데), 손진호 대한장애인체육회 사무총장,
이명호 후보자, 장춘배 후보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정당 사무
정당이 헌법과 정당법에 근거해 설립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
받고 정책정당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의 등록·변경·활동 및 소멸에 관한 감독 사무, 정책추진에
대한 실적공개 및 정책토론회 개최, 정책정당으로의 발전과 지
원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다.
2018년 2월 말 현재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은 33개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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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
한애국당, 민중당, 가자코리아, 경제애국당, 공화당, 국민새정
당, 국민행복당, 국제녹색당, 그린불교연합당, 기독당, 기독자
유당, 노동당, 녹색당, 대한민국당, 민중민주당, 사회민주당, 새
누리당, 우리미래, 인권정당, 진리대한당, 친박연대, 통일한국
당, 통합민주당, 한국국민당, 한나라당, 한누리평화통일당, 한
반도미래연합, 홍익당 등이 있다.
• 정치자금 사무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년 국고보조금(경상보조금, 선거보조
금, 여성추천보조금, 장애인추천보조금) 총 842억7천600여만
원을 8개 정당에 지급했다.
정당별 지급액은 더불어민주당 249억6천535만2천760원, 자
유한국당 245억8천264만6천840원, 국민의당 176억7천764만4
천920원, 바른정당 114억8천252만4천450원, 정의당 54억9천
187만9천570원, 민중당 2천834만2천940원, 대한애국당 709만
4천690원, 새누리당 4천64만7천390원이었다.
2017년 선관위에 기탁된 정치자금은 기부자 4만3천571명
에 총 40억300여만원이다. 이 중 10만원 이하 소액 기부자는
4만3천508명(99.9%)으로 소액 기부자 1인당 평균 기탁금은 9
만1천987원이었다. 이를 정당별로 나누어 더불어민주당 12억6
천730만6천500원, 자유한국당 12억9천152만5천740원, 국민의
당 9억4천968만4천800원, 바른정당 2억3천36만7천650원, 정
의당 2억5천433만5천원, 민중당 803만7천220원, 대한애국당
269만7천830원, 새누리당 1만2천170원을 지급했다.
• 민주시민교육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연수원은 국민의식 개선을 통한 깨
끗한 선거·정치문화 정착을 위해 당원, 교사, 학생, 시민단체
회원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7년에 선거·정당 관계자 131회 2만2천329명, 유권자 543회
2만6천632명, 미래 유권자 2천27회 13만2천826명, 다문화가족
등 194회 4천717명, 전문강사 양성 6회 148명을 교육했다.
•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 제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에서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
적으로 보장하고, 투표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며, 투표의 공정성
확보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개정 의견을 10월 17
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 의견은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재외·선상·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투표운동을 상시 허용하며, 정당 및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 등의 대담·토론회와 정당의 방송·신문·인터넷
광고를 확대·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밖에 국민투표안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
해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를 신설했고, 정보 제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보제공 방법을 개
선했다. 또 국민투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직선거법에 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투표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 및 단속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투·개표 등에 관한 전반적인 절차
를 정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