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렇게 
활용하세요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선거정보

제공, 참정권 보장을 위한 투표편의지원, 투표참여불편자에

대한 각종 지원 등 다양한 선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만화책은 2017년 5월 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선거서비스 가운데

유권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를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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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친절한 선거서비스! 이렇게 활용하세요

친철한
서비스

1 ‘정책+공약알리미 사이트(http://policy.nec.go.kr)’

후보자 정책, 꼼꼼히 따져보려면?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제공 서비스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제공 서비스 | 5

친철한
서비스

2 후보자의 재산, 납세, 병역, 전과, 학력을 인터넷과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어요.

후보자! 궁금해요?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제공 서비스



6 | 친절한 선거서비스! 이렇게 활용하세요

친철한
서비스

3 투표율은 매시간, 개표진행상황은 개표단위별 실시간 공개합니다.

현시각, 우리지역 개표 상황은?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제공 서비스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제공 서비스 | 7

친철한
서비스

4 일반 유권자도 개표참관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투명한 개표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제공 서비스



8 | 친절한 선거서비스! 이렇게 활용하세요

친철한
서비스

5 ‘선거정보앱’만 있으면 내가 있는 위치에서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을 수 있어요.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아드려요.참정권 보장을 위한 

투표편의 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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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철한
서비스

6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투표소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내 투표소’는 어디?참정권 보장을 위한 

투표편의 지원서비스



10 | 친절한 선거서비스! 이렇게 활용하세요

친철한
서비스

7 투표소와 사전투표소를 1층 또는 승강기 등 편의시설이 있는
곳으로 선정했습니다.

투표소 계단이 없어졌어요!투표참여 불편 선거인에 대한

선거서비스



투표참여 불편 선거인에 대한 선거서비스 | 11

친철한
서비스

8 점자 해독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음성으로 변환되는 
2차원 바코드를 인쇄하고 있어요.

점자 해독, 어려우세요?투표참여 불편 선거인에 대한

선거서비스



12 | 친절한 선거서비스! 이렇게 활용하세요! 

친철한
서비스

9 대중교통 1일6회 이하 운행지역에는 투표소로 가는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투표소에 가는 대중교통이 없다구요?투표참여 불편 선거인에 대한

선거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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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철한
서비스

10 장애인의 투표소 이동지원을 위해 전용차량 및 활동보조인을 
운영합니다.

투표소까지 편하게 모실게요.투표참여 불편 선거인에 대한

선거서비스



14 | 친절한 선거서비스! 이렇게 활용하세요

친철한
서비스

11 투표소 입구에는 투표안내를 도와줄 투표사무원이 있습니다.

투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투표참여 불편 선거인에 대한

선거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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