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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일 치러지는 제

19대 대통령선거 유권자

수는 모두 4243만명인 것

으로 집계됐다 또 호남

(광주 전남북) 유권자는

525만명인것으로나타났

다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

회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

참여할수있는유권자수

는 모두 4243만2413명인

것으로확정됐다

이는 지난달 11일 선거

인명부 작성 기준일 우리

나라전체인구수인 5171

만6959명의 8205%에 해

당하는 수치다 유권자 수

는 지난 18대 대선 당시

4046만4641명보다49%P

(196만7772명) 늘어났다

행자부가 집계한 유권

자 수에는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 29만4633명

거소투표 대상자 10만

1089명 선상투표 대상자

4090명등이포함돼있다

4년6개월 전의 대선 당

시와 유권자 구성을 비교

해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단연 고령층의 증가

다 올 대선에서 60세 이

상 유권자는 1036만2877

명으로 전체의 244%를

차지한다

지난 2012년대선당시 60세이상유권

자는 842만8748명으로 전체의 208%였

으나 4년 사이에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기며비중이 36%P급증했다

60세 이상 다음으로는 40대 유권자가

873만6420명으로 전체의 206%를 차지

했고 50대 유권자가 847만7808명(19

9%) 30대 유권자가 747만3957명(17

6%) 등으로뒤를이었다 유권자수와비

중 모두에서 50대 유권자는 늘어나고

3040대 유권자는 줄어드는 현상을 나

타냈다

특히 30대 유권자의 비중은 제18대 대

선당시 201%에서올해 176%로 25%P

급감했다 20대 유권자의 경우 2012년

661만9594명에서 올해 676만6283명으로

소폭증가했지비중은 163%에서 159%

로감소했다

성별로는여성유권자가2143만7021명

으로 남성 유권자(2104만2689명)보다 39

만4332명많았다

지역별로는광주가 116만6515명 전남

은 157만1201명 전북은 152만4791명이

었다 경기도가 1026만230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울(838만2999명) ▲

부산(295만224명) ▲경남(273만8889명)

▲인천(240만7692명) ▲경북(224만5631

명) ▲대구(204만1868명) ▲충남(171만

1033명)등이뒤를이었다

유권자가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특별

자치시(18만9421명)다

이날부터 유권자들은 전국 시군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신

의선거인명부등재번호 투표소위치등

을확인할수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오는 4일부터 5일

까지 치러지는 제

19대대통령선거광

주전남지역 사전

투표소가 392곳에

설치된다

1일 광주시선거

관리위원회와 전남

도선거관리위원회

에 따르면 오는 9일

치러지는대선에투

표할 수 없는 유권

자는 4일과 5일 이

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

간 광주(95곳)와 전

남(297곳)지역에 설

치된 사전투표소에

서 미리 투표할 수

있다

전남지역 사전투

표소 297곳 중 247

곳은 1층이다 또 2

층 이상 50곳은 승

강기가설치된장소

로 정하는 등 거동

이불편한유권자에

대한투표소접근성

을 최대한 보장했

다 사전투표는별

도신고없이전국의

어느 사전투표소에

서나 투표할 수 있

다 투표하러 갈 땐

주민등록증여권

운전면허증국가

유공자증학생증

등공공기관이발행

하고사진이첩부돼

본인임을확인할수있는신분증을지참해야한다

사전 투표소는 선관위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하거나 포털 사이트에 검색 후

2017 대선사전투표소 장소를확인하는방법등이있다

주요 대선주자 캠프는 사전투표에서 최대한 많은 표를 확보할 방안을 마련

하기위해고심중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당 소속 의원지방자치단체장과 저명인사

들을사전투표에총동원할계획이다

이들의인증샷을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올려사전투표를독려하겠다는

것 사전투표가황금연휴중간에시행되는점을고려해주요기차역과공항에

서의 인증샷도 SNS에 올려 나들이객으로부터표를받겠다는의도도깔려있

다

안철수국민의당후보측은안후보가개발한백신프로그램V3를활용한캠

페인으로지지자들의사전투표율을높일예정이다

안후보측이내세운V3 캠페인은 투표(Vote)한 뒤 휴가(Vacation) 가고

승리(Victory)하자는의미다

한편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이번대선과관련 이날부터 4일까지선장이정

한일시에총568척의배에승선하고있는4090명을대상으로선상투표를실시

중이라고밝혔다 지난 18대 대선에서는 선상투표신고인 7060명 중 6617명이

투표해 937%의투표율을보였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유권자 4243만명60대이상 1036만최다

60대 이상 244%4년새 36%P 급증

40대 873만30대 176%로 급감

광주 116만6515명전남 157만1201명

45일 대선사전투표하세요

광주전남 392곳 등 전국어디서든가능

오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일을 앞두고 쌩곰등

반클럽(대장 박창용) 대원들이 경기도 양주시 북

한산국립공원에서투표율 100%를기원하며대통령선거투표독려캠페인을하고있

다 연합뉴스

투표율 100% 기원등반

정상적으로 대선이 치러진다면 신임

대통령의 임기는 취임식 당일(2월25일)

오전 0시를 기해 시작된다 선거법상 전

임 대통령의 임기만료일 다음날 0시 규

정에 따른 것으로 날짜와 시간까지 명기

돼있다

그러나 이번과 같이 조기 대선이 치러

지는경우에는언제임기가시작될까 구

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새 대통령의 법적

권한이 발효되는 것일까 공직선거법 제

14조 1항은 궐위로 인해 선거가 치러지

는 경우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개시된다고규정하고있다

하지만대통령궐위선거라는개념자체

가생소하다보니이처럼법에명시된 당

선이 결정된 때의 의미를 두고도 갖가지

해석이난무하며혼선을빚는모양새다

중앙선관위는 궐위 선거로 선출된 대

통령의 임기는모든개표가완료된후중

앙선관위전체위원회의에서대통령당선

인 결정안이 의결되면 시작한다고 밝혔

다

대통령은임기개시와함께군(軍) 통수

권을넘겨받는다한반도안보위기국면과

맞물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배치논란등이정국의혼란을

가중하는 이때 군 통수권 이양 과정에 조

금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다

조기 대선으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의

경우 5월 9일오후 8시투표종료직후개

표를시작해다음날인 10일새벽개표를

완료하고 이르면 오전 1011시께 당선

인확정의결을위한위원회의소집이가

능할것으로선관위는내다보고있다 19

대 대통령은 선관위의 의결 시점에 임기

개시와함께군통수권등을 이양받게된

다 연합뉴스

19대 대통령임기언제시작될까

선관위 개표완료뒤당선인결정안의결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