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선거 / 임단협 찬반투표 / 조합원 설문조사

다채널 통합
양방향 전자투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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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회사 개요

회사명

사업분야

연락처

㈜우리리서치

1994년 2월

전자투표, 여론조사
컨설팅, 빅데이터 분석,
SW개발, 시스템 개발,
기타 솔루션 개발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399
시티렉스 701호

T. 02-785-4448
F. 02-6008-4447
메일. urirnc@naver.com

www.urir.kr
www.mvoe.co.kr

설립일

주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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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서비스 강점

노하우

기술력

신뢰
리딩

품질

1994년 설립 이후 24년 간의 다양한
프로젝트 수행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적의 서비스와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공정성·정확성이 생명인 주요 정당 중앙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경선 전자투표 및
여론조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전자투표,여론조사,컨설팅,SW 운용 등
모든 부문에서 ‘원하는 것 이상의 품질’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Prophet, Keybot, MVoe, Bic story,
Wide shot 등 전자투표,여론조사,데이터분석,
모바일 솔루션의 창조적 혁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자투표, 여론조사 분야에서
국내 최초, 국내 최대의 개발 이력 및
수행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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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리서치 전자투표
국내 최초·최대 실적이 증명하는 신뢰성
2007년 국내 최초로 대선 후보 경선 전자투표 주관, 2014년 민주노총 위원장 직선제(최초) 전자투표 부문 주관

공직선거법의 엄격한 규제 및 공정성·신뢰성이 핵심인 공직선거에서 국내 최대실적 보유

전자투표 기술력 + 선거관리 노하우
보안성·투명성·객관성이 담보되는 기술력과 대규모 프로젝트 시행 노하우 집약 선거관리 프로세스 운용
전자투표 위탁기관들의 IT, 보안 전문가들에 의한 철저한 사전·사후 검증 통과 및 신뢰성 확보

특허등록! 다채널 양방향 모바일투표 시스템
(발명의 명칭 – 전자투표 서비스 제공 방법, 컴퓨터 프로그램 등)
다채널(ARS, SMS, WEB) 양방향(수신·발신 자유선택) 통합 전자투표 시스템 운영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원하는 통신 채널과 수신·발신 방식의 선택이 가능해 선거관리 및 투표참여 편리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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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실적 – 공직선거/당직선거
연도

내용

2007년

제17대 대통령선거 후보 선출 (선거인단 24만명)

2012년

제19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 선출 (40개 선거구)
민주통합당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 선출 (선거인단 91만명)

2014년

제6회 동시지방선거 후보 선출 (광역단체장 등 30개 선거구)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시도당위원장 선출

2016년

제20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 선출 (70개 선거구, 선거인단 145만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시도당위원장 선출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 선출 (선거인단 100만 명)

2018년

제7회 동시지방선거 후보 선출 (164개 선거구, 선거인단 177만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시도당위원장 선출

2019년

더불어민주당 통영시·고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선출

2020년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 선출(59개 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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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실적 – 노동조합/기관단체
연도
2011년
2012년
2014년
2015년
2017년
2018년

2019년

내용
한국기자협회 회장 선출
KBS 기자협회 회원 방송제작거부 투표
민주노총 최초 직선제 선거 (전자투표 선거인단 10만명)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임원선거
민주노총 제9기 위원장 및 16개 지역본부장 선거 (선거인단 33만명)
진보교육감 선출 경선 (경기,인천,경남,경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13대 회장 및 감사 선거
민주노총 서울·강원본부 임원선거
한국노총 전국공공조합연맹 노동조합 임단협 투표
CBS 노사공동대표 선출 투표
공무원노동조합 시도 지역본부 및 시군구 지부 임원선거
산업별/기업별 노동조합 임원선거 및 임단협 찬반투표
CBS 편성, 보도국장 추천 투표
전국금속노동조합 제 11기 조합-지부-지회 임원 동시선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2020년 3대 동시선거 (전국 193개 선거구)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5기 전국동시선거 (전국 600개 선거구)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5기 대의원 선거(38개 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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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시스템 Mvoe(엠보)
Mvoe(엠보) : Mobile + Vote + Election

다채널 통합 양방향 모바일 전자투표 시스템 – Mvoe의 특징
- 핸드폰에 별도의 앱을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 선거인의 통신환경이나 취향에 따라 ARS, SMS, WEB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다채널 통합
- 투표 참여 안내 메시지(전화·문자)를 받아서 투표에 참여하는 방법(하향식)과 선거인이 원하는 때에
직접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서 투표에 참여하는 방법(상향식)이 있습니다. → 양방향
-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때에, 각자 편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 선거관리와 투표참여 편리성이 향상됩니다.

각자 편한
방법 선택 !

WEB

걸거나 받거나
마음대로 !

불편은 최소화
편리성·참여율은 최대화 !

ARS

5

임원선거
한 눈에 보는 임원선거 모바일투표 과정

1

문자수신

02-850-6480

수신된 문자의 주소를
터치하여 접속
※ 투표를 완료하시면 더 이상
발송되지 않습니다!

7 결과안내

2

투표안내

3

4

본인인증

순서에 따라 투표 진행

안내 화면 확인 후
투표 참여하기

6 6 투표종료

선거인(본인) 정보
확인 및 본인인증

5

결과제출

02-850-6480
0000님

사후 투표결과 검증이
필요한 경우 사용하는
개인별 코드입니다

투표 완료 문자 수신

투표진행

꼭 눌러주세요 !

최종 완료

투표 내용 확인 및 제출
“제출하기” 해야 투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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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 찬반투표

협상안을 시청각 자료(이미지, 설명 동영상 등)로 안내 후 찬반 투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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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설문조사

▶각종 이슈에 대한 인식조사, 노동환경 개선, 노동조합 활동 설문조사 등 조합원의 여론수렴을 위한
쉽고 편리한 모바일웹 설문조사
키봇 모바일웹 설문조사의 장점
- 중복응답 차단이 안 되는 검색 포털(구0, 네00)의 설문조사와 달리 1인 1회만 설문에 참여 가능
- 일방적으로 전화를 걸어서 조사하는 방법이 아닌, 휴대폰 문자로 수신 받은 URL에 원하는 시간에 접속하여
설문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조합원의 시간 편의성 보장
- 이미지, 동영상 등 시청각 자료가 첨부된 설문 진행 및 숙의형 심층 조사 가능
- 각종 집회에서 행사 참가자의 전화번호가 없어도 설문조사가 가능한 개방형 조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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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암호화
조합에서 우리리서치 암호화 SW를 이용하여 직접 개인정보 암호화 후 전달
실제 전화번호는 시스템 서버 어디에도 저장하지 않고 진행

497a9a3ad16790

497a9a3ad16790

497a9a3ad16790

※ 실제 문자를 전송하는 화면입니다.
암호화된 전화번호로 문자를 전송합니다.

※ 실제 직원의 번호를 암호화하여 저장한 DB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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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증 및 결과검증
예
✓ 우리리서치 직인으로 결과 보증
✓ 개표 후 1시간 이내 원본 스캔하여 이메일 전송
✓ 원본과 전산자료(투표로그, 검표 프로그램) 우편
전달(필요시)

예
✓ 접속시간, 접속 후 행동 등 상세 로그 제공
✓ 개인별 투표인증코드를 이용하여
개인정보가 없어도 투표결과검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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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Mvoe(엠보) Q&A
No problem!

Q
과거 일부 정당이나 조직의 부정투표 사례가 있던데 문제없나요?

A
문제없습니다.
이중투표 방지기술, 암호화 알고리즘, 투개표 결과 검증 시스템 등 철저한 부정투표 차단
장치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리서치가 수행한 모든 전자투표에서 부정선거 시비
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Q
조합원 명부를 전자투표 위탁업체에게 건네기가 꺼림칙합니다.

A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노동조합은 우리리서치에게 조합원의 휴대전화 가상번호만을 넘겨줍니다.
가상번호는 우리리서치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노동조합이 직접 변환시킵니다.
때문에 가상번호가 실제 누구의 번호인지 알 수 없으며, 투표 종료 후에는 복구가 불가하
도록 전자적 파괴 및 폐기 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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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Mvoe(엠보) Q&A

Q
근무 중이거나 특정 시간대에는 전화를 받지 못해 투표하기가 어렵습니다.

A
아무 때나 투표하세요.
조합원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한 시간에 전화를 직접 걸어서 투표(In-bound, 상향식)하거나,
문자로 부여 받은 웹 주소에 모바일로 접속하여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투표

Q
조합원이 전국 사업장에 흩어져 있어 현장 투표와 개표가 쉽지 않습니다.

A
전자투표! 그래서 필요합니다.
전자투표는 시·공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투표소 설치는 물론 투개표 관리 인원을 현장에 배
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로지 휴대전화만 있으면 투표가 가능하며 투표결과는 자동으로
집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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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Mvoe(엠보) Q&A

Q
△△지역의 노동조합 선거가 중첩되어
A조합원은 ○○기업 노조위원장과 △△지역본부장에게 투표하고,
B조합원은 △△지역본부장과 □□산별위원장에게 투표하는 등 제 각각입니다.
조합원마다 투표를 몇 번에 걸쳐 나누어 해야 하고 선거인 명부 관리도 힘듭니다.

A

원샷으로 단번에 끝내드립니다.
아무리 복잡한 선거라도 각각의 조합원은 단 한 번의 참여로 자신 이 투표해야
할 선거에만 정확하게 투표가 가능하고, 선거인 명부 를 선거마다 분리해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리서치는 노동조합, 정당 등 각종 선거에서 복합선거를 오류 없이 수행해 왔
습니다.

Q
조합원들이 후보들의 면면을 잘 알지 못해 묻지마 투표가 될까 걱정입니다.

A
선전 동영상이나 이미지를 보고 투표할 수 있습니다.
WEB 방식 채택 시 후보자들의 홍보 이미지나 동영상을 본 후 투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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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Mvoe(엠보) Q&A

Q
조합원이 수만 명에 달하는데 별 탈 없이 진행될까요?

A
실적을 보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리서치는 10만 명의 민주노총 직선제 전자투표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
한, 수십만 명에서 수백만 명에 달하는 대선·총선 등 정당의 후보경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
는 등 공명성·무결성·보안성이 생명인 전자투표에서 국내 최대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OK !

Q
조합원 수가 아주 작은 규모인데 우리리서치의 전자투표 시스템 이용이
가능합니까?

민주주의의 가치는 동일합니다.
선거인이 수십 명이든 수만 명이든 조합원의 선거에 의한 민주적 의사결정이라는 ‘가치’는
동일합니다. 우리리서치는 조합원 규모에 상관없이 항상 최상의 서비스와 최적의 프로세스
를 제공합니다.

A
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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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합원 중에 고령자나 모바일 전자투표에 익숙지 않아 어렵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A

음성으로 설명해드립니다.
ARS, SMS, WEB 방식 중 조합원마다 익숙한 투표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투표 과정을
읽어주는 음성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Q
노조의 각종 집회나 행사 현장에서 민주적으로 조합원 의견을 모으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키봇(Keybot)이 있습니다.
참여·개방형, 소통·숙의형 투표․설문 시스템인 키봇(Keybot)을 활용 하십시오.
우리리서치가 개발한 키봇은 촛불집회 광화문 현장과 전국에서 1일 30만 명이 참여한
‘국민투표’ 형식의 설문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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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참여플랫폼 Keybot(키봇) 소개

키워드를 이용한 개방형 참여 모바일 플랫폼
- 누구나참여하고싶은주제의키워드를문자로보내면 웹 주소(url)를 수신 받아설문조사나전자투표에 참여할수 있는개방형 플랫폼입니다.
- 공개 장소의 불특정 다수, 조합원 등 대상 설문조사, 의견·제안접수, 전자투표, 홍보물·지침전달 등 다양한 필요에따라 활용할수 있습니다.
- Keybot은 광화문광장국민투표(전국30만여명 참여)에서수십~수백 명 규모 집회 참가자의여론수렴까지 편리하게 활용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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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이용 가이드

투표 준비
01

02

03

04

05

투표 1주일 전

투표 1주일 전

투표 5일 전

투표 3일 전

투표 1일 전

선거방법 결정

투표방식 결정

신청서 제출

선거자료 전달

모의투표 실시

- 전자투표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신청서 바탕으로
투표 진행 협의

- 선거후보자 정보,
공보물 등
- 투표화면에 탑재
할 선거관련 자료
전달

- 선택투표, 찬반투표,
점수 투표, 척도투표,
복수투표
- 동시투표, 숙의투표,
선호투표

- ARS, SMS, WEB
- 상향식,하향식
- 동영상, 이미지 첨부
※ 모든 투표방식
병행 가능

- 실제 진행 될 투표
화면으로 모의투표
진행
- 투표화면 및 모의투
표 결과 보고서 확인

※ 투표 준비 일정은 변동 가능합니다

투표 진행
06

07

08

09

투표 12시간 전

투표일

투표일

투표기간 중

선거인 명부 암호화 및 전달

관리자 계정 개설(요청시)

투표 진행

투표 진행사항 안내

- ARS, SMS, WEB / 상·하향
- 전화 발신 및 문자전송
→ 본인인증 → 투표 →
투표완료문자 전송

- 정기적인 투표율 안내
- 조직별 투표율, 미투표자
명단 제공(요청시)

- 우리리서치에서 제공하는
가상번호 변환SW로 고객
측에서 직접변환 후 명부
전달

- 고객이 투표율 등을
직접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관리계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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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종료

10

11

12

13

투표종료 후 즉시

개표 후

개표 후 1시간 이내

종료 후 30일 이내

개표

(필요시) 투표결과 출력

결과보고서 작성∙전달

사후관리

- 투표 프로그램과 분리된
개표 전용프로그램 이용
※ 투표 관련 DB접근 차단

- 투표 값(무기명) 출력 :
검수검표 활용
- 서면결의서 출력 :
제출용

- 결과보고서 원본을 스캔
하여 이메일 전달
- 결과보고서 원본 + 전산
자료 우편발송(요청시)

- 이의 없을 경우 개인정
보, 로그값,결과값 파기
(복구 불가)
- 필요 시 일부 소스코드
공개(투명성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