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꿈꾸는 고양•고양 오늘

4월 15일(수)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알아보기

내가 만드는 고양시! 투표로 시작됩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번 달 15일에 실시된다. 선거권자 연령 하향으로 만 18세 이상부터 선거에 참여할 수 있고, 

준연동제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자.

정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간략 개요

•선  거  일  2020. 4. 15(수) 6:00~18:00

•선거권자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국민 

(2002. 4. 16 이전 출생)

•고양시 투표소

사전투표소 : 고양시 39개 투표소

선거일 투표소 : 고양시 243개 투표소

•투표용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에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를 총 

2장 받게 된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는 흰색, 비

례대표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는 연두색이다. 투표용지 

후보자란 사이에 여백이 있는 이유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구분한 선에 기표하여 발생했던 투표지의 유·무효 논란

을 방지하고자 정당·후보자 칸 사이에 여백이 있는 투표

용지를 사용한다.

우리동네 후보자의

정책·공약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 후보자 정보, 이렇게 확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nec.go.kr) 방문하기

•선거벽보 살펴보기

※   소속 정당명, 후보자 사진, 성명, 기호, 경력 등 게재되어 있으며 

4월 3일(금)까지 게시됨

•선거공보 꼼꼼히 확인하기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정책, 공약이 게재되어 있음. 모든 세대에 

투표안내문과 함께 4. 5(일)까지 발송됨

# 정책과 공약, 놓치지 말기!

•정책·공약알리미(policy.nec.go.kr)확인하기

•후보자토론회 시청하기

후보자 토론주간인 4월 2일~4월 9일에 집중 개최되며 방송사와 

시간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누리집(debates.go.kr)에서 확인

할 수 있음

※   토론회는 인터넷과 모바일로 다시 볼 수 있음(후보자토론회 다시보기 

tv.debates.go.kr/유튜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주요 일정

•사전투표

투표기간  4. 10(금)~4. 11(토) 6:00~18:00

투표장소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준비물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투표절차

- 관내선거인 :   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 → 본인확인기에 손도장을 찍거

나 서명 → 투표용지(2장) 받음 → 기표 후 관내 사전투표

함에 넣음

- 관외선거인 :   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 → 본인확인기에 손도장을 찍거

나 서명 → 투표용지(2장)와 회송용봉투 받음 →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하여 관외 사전투표함에 넣음

•선거일 투표

투표일시  4. 15(수) 6:00~18:00

투표장소  지정된 투표소(세대별 발송 투표 안내문 참조)

준비물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투표절차    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 → 선거인명부에 서명하거나 

날인 또는 손도장 → 투표용지(2장) 받음 → 기표 후 투표

함에 넣음

※ 주의사항

- 선거인은 선거마다 한 명의 후보자 또는 하나의 정당을 선택해야 합니다.

-   투표 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에 마련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도장을 찍거나 다른 표시를 하면 무효가 됩니다.

-   투표소 내에서는 사진 촬영 등이 금지되며 투표지를 촬영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선거운동기간  4. 2(목)~4. 14(화)

투표안내문 발송  4. 5(일)까지 

사전투표소 투표  4. 10(금)~4. 11(토) 6:00~18:00 

선거일 투표  4. 15(수) 6:00~18:00

※ 투표소에 갈 때는 마스크와 신분증을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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