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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1. 이 편람은 재외선거 관련 자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작성한 재외선거
사무편람에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발췌한 것임.
2.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업무는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 등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본 편람에 의하여 처리하되, 선거관리 과정에서 통일적인
기준 또는 적용이 필요한 사항 등은 행정안전부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3. 재외선거 사무편람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약기하였음.
가. 법 규 명
○ 공직선거법 ·································································································· 법
○ 공직선거법시행령 ······················································································· 영
○ 공직선거관리규칙 ··············································································· 규 칙
나. 선 거 명
○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 공직선거
○ 지역선거구국회의원선거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 비례대표전국선거구국회의원선거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다. 선거관리위원회명
○ 선거관리위원회 ··················································································· 선관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선관위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 구·시·군선관위
○ 재외선거관리위원회 ···································································· 재외선관위
라. 별지서식의 표기
○ 재외선거 업무편람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1호서식 ··························· 규칙별지 제1호서식
4. 이 편람에 수록된 내용은 관계법규 등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의문사항이 있는 때에는 반드시 법령 등을 확인하고 운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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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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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재외선거 일반

제

1장

1. 목

재외선거 일반

적

이 편람은 재외선거사무의 처리에 관한 통일적인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관리가 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2. 재외선거 제도 의의
가. 재외선거 개념
일반적으로 재외선거는 국외에 거주하는 자국민에게 일정한 절차에 따라 특정인을
대표자로 결정하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를 말함

나. 재외선거제도 의의
○ ｢대한민국헌법｣ 제24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되어있고, ｢공직선거법｣ 제15조에서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선거권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음
○ 「공직선거법」에 선거기간 중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유권자들이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었으나,
○ 주민등록만을 기준으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재외국민의 참정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07.6.28)에 따라 2009년 2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2012년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및 대통령선거에 재외선거제도를 도입함
○ 재외국민이 참정권을 가지게 됨으로써 우리나라가 국민주권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기본권을 실현하고,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게 되었으며, 세계화에 발맞춰 재외국민의 권익 신장 및 애국심 고취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3

Ⅰ재외선거제도
다. 재외선거 도입 연혁
1966. 12. 대통령선거법에 국외부재자투표제도 도입
⇨ 제6대 대통령선거(1967.5.), 제7대 국회의원선거(1967.6.), 제7대 대통령선거
(1971.4.), 제8대 국회의원선거(1971.5.)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재외국민에게만 선거권 부여(영주권자 제외)
1972. 12. 통일주체국민회의법에 의해 국외부재자투표제도 폐지
1997. 일본 및 프랑스 거주 재외국민의 헌법소원 제기
⇨ 1999. 1. 28.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37조 제1항 합헌 결정
⇨ 1999. 3. 25.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38조 제1항 합헌 결정
2003, 2005, 2006. 중앙위원회 공직선거법 개정의견 국회 제출
2004. 일본, 미국, 캐나다 거주 재외국민의 헌법소원 제기
⇨ 2007. 6. 28. 공직선거법 헌법불합치 결정
❖ 제37조(명부작성)제1항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선거권 행사 여부가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어떠한 정당한 목적도 찾기 어려움.
※ 재외국민의 선거권 및 평등권 침해, 보통선거원칙 위반
❖ 제38조(부재자신고)제1항 :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에 대해서만
부재자신고를 허용함으로써 재외국민과 단기 해외체류자 등 국외거주자 전부에
대해 국정선거권의 행사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은 정당한 입법목적을 갖추지
못함.
※ 국외거주자의 선거권 및 평등권 침해, 보통선거원칙 위반
2008. 10. 15. 중앙위원회 공직선거법 개정의견 국회 제출
2009. 2. 12. 공직선거법 개정
⇨ 재외선거제도 도입(제14장의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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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재외선거 일반

| 헌법재판소 결정문 비교표 |
구

분

1999년 결정문(합헌)

2007년 결정문(헌법불합치)

북한주민이나 조총련계 재일동포가 재외국민등록제도, 국내거소신고제도 및
여권 소지여부를 활용하여 북한주민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조총련계 재일동포의 선거권 행사를 예방할
수 있음
근소표차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 재 보통선거의 원칙상 누구든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함
외국민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음
선거의 공정성 확보가 어려움

선거의 공정성 확보책임은 일차적으로
국가에 있으므로 이를 선거권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타당치 아니함

선거기술상 불가능함

선거기술상의 어려움은 선거운동기간 연장,
투표용지 등의 현지인쇄 등 대안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37조
제1항
관련 논거

우편투표제도가 발달한 일부국가에 우편제도 발달정도에 따라 가능지역에서
먼저 재외국민 투표를 실시하더라도 애초
대하여만 가능한 재외선거제도를 만들
부터 차별적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닌 사실
경우 평등문제가 야기됨
상의 결과일 뿐이므로 평등원칙 침해가 아님
선거권은 납세, 병역, 기타의 의무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행사는 납세나 국방의
의무이행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님
결부되나, 재외국민은 이러한 의무
이행을 하지 않음
선거기술상 이유와 공정성 확보의 선거기술상 이유와 공정성 확보 관련 문제는
법 제37조 제1항 관련 검토와 동일함
어려움

공직선거법
제38조
제1항
관련 논거

선거기간 연장에 따른 후보자들의 비용부담 증가가 우리나라 경제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님
선거비용 증가 및 국가적 부담증가
해외거주자들은 투표권행사의 장애를 직업·학문 등의 사유로 인한 자진출국자의
선거권 행사 제한은 해외거주자의 국외
스스로 초래하였으므로 국내거주자와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차이가 있음
것임
법 제38조 제1항은 선거권 관련 문제가 법 제38조 제1항은 실질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임
아닌 투표편의 제공의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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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외선거 제도 개요
가. 재외선거 대상 및 선거권자
1) 대통령선거
가) 대상선거: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궐위로 인한 선거, 재선거
나) 선거권자: 선거권이 있는 모든 재외국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

2) 국회의원선거
가) 대상선거: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비례대표, 지역구)
나) 선거권자
◦비례대표: 선거권이 있는 모든 재외국민(대통령선거의 선거권자와 같음)
◦지 역 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재외국민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로 등록･관리되는 사람은 제외)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사람(이하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라 함)은 외국에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투표를
할 수 없음(법 제218조의4①)
※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의 도입으로 국내거소신고제도는 2016년 6월 30일 폐지

나. 국외에서의 재외선거관리기관
1) 재외투표관리관
가) 대

상: 공관장이 해당 공관의 당연직 재외투표관리관(상시)

☞ 다만, 공관의 장과 총영사를 함께 두고 있는 공관의 경우 그 공관의 장이 총영사를 재외투표
관리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나) 임

무

◦ 재외선관위 운영 지원
◦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의 홍보･지원
◦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과 국외부재자신고의 접수 및 처리
◦ 재외투표소 설비 및 재외투표 국내회송 등 재외선거사무 총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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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외선관위
가) 설치단위: 「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에 따른 공관
☞ 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와 「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
제3조의 분관 또는 출장소를 포함하되, 영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영사관할구역이 없는
공관 및 영사관할구역안에 공관사무소가 설치되지 아니한 공관은 제외(법 제218조①)

나) 설치기간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관위 설치･운영기간
☞ 2019. 10. 18. ∼ 2020. 5. 15.
⦁제20대 대통령선거 재외선관위 설치･운영기간
☞ 2021. 9. 10. ∼ 2022. 4. 8.

◦ 단, 재외선관위를 설치･운영하는 중 또는 해당 재외선관위의 설치･운영기간이
만료된 후 6월 이내에 다른 선거의 재외선관위 설치･운영기간이 시작되는 때에는
그 다른 선거의 재외선관위는 설치하지 아니하고, 이미 설치･운영 중인 재외
선관위를 그 다른 선거의 재외선관위로 봄
다) 위

원

◦ 자격요건: 국회의원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
☞ 재외투표관리관은 위원이 될 수 없음

◦ 구

성

- 중앙선관위가 지명하는 2명 이내
-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 재외투표관리관이 아닌 공관장 또는 공관장이 공관원 중에서 추천하는 1명
- 위원 정수는 홀수로 함
☞ 단, 재외선관위를 구성한 후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수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현원을 위원 정수로 봄

라) 간사･서기 등
◦ 재외선관위위원장이 공관장과 협의하여 공관소속 직원 중에서 간사･서기 및 선거
사무종사원을 위촉할 수 있음
마) 임

무

◦ 재외투표관리관이 행하는 선거관리사무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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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범죄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사무
◦ 재외투표소 설치장소와 운영기간 등 결정･공고
◦ 재외투표소 투표사무원 위촉 및 투표참관인 선정
◦ 재외투표소의 투표관리
◦ 재외투표관리관이 재외선관위에 부의하는 사항

「주민등록법」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1. 거주자 :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2. 거주불명자 :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
3. 재외국민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
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나.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제19조(국외이주신고 등)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된 거주자 또는 거주불명자가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하거나, 같은 법 제4조제3호의 현지이주를 한 경우에는 이 법 제6조
제1항제3호의 재외국민으로 구분하여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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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 현황(2018.12월 기준) |
자격별

재외국민 수
계(A)

영주권자

일반체류자

2,687,114

1,031,782

1,362,175

293,157

2,149,696

소계

757,373

368,933

317,676

70,764

605,900

일본

449,459

361,351

71,058

17,050

359,568

중북

307,914

7,582

246,618

53,714

246,332

남아시아태평양

525,355

96,619

351,682

77,054

420,284

소계

1,172,069

480,750

586,828

104,491

937,656

미국

1,064,926

426,643

560,566

77,717

851,941

107,143

54,107

26,262

26,774

85,715

중남미

64,454

53,244

10,699

511

51,564

유럽

132,709

30,569

65,377

36,763

106,168

아프리카

10,727

1,555

8,584

588

8,582

중동

24,427

112

21,329

2,986

19,542

지역별
총계

동북아시아

북미

캐나다

유학생

예상선거인수
(A×80%)

※ 출처: “재외동포현황”(외교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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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등
① “공관”이란 「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제2조에 따른 공관(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영
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분관 또는 출장소를 포함하고, 영사 사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영사관할구역이 없는 공관 및 영사관할구역 안에 공관사무소가 설치되지
아니한 공관은 제외함)을 말함(법 제218조①)
② “재외투표관리관”이란 재외선거에 관한 사무를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 위 “①”의 공관마다 두는
사람을 말하며, 공관의 장을 당연직으로 임명한다(법 제218조의2)
※ 다만, 공관의 장과 총영사를 함께 두고 있는 공관의 경우 그 공관의 장이 총영사를 재외투표관리
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③ “재외선거인등”이란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신고인을 말함(법 제218조의10④)
④ “재외투표”란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등재된 재외선거인등이 재외투표기간 중 재외투표소에 가서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것을 말하며, 투표용지는 재외투표소에서 책임위원등이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법 제218조의16, 제218조의18)
⑤ “귀국투표”란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이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
하는 것을 말함(법 제218조의16③)
⑥ “여권”이란 대한민국 정부가 「여권법」에 따라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에 대한 신분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한 공문서를 말함
⑦ “외교행낭(파우치, pouch)”이란 국제협약에 의거,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교문서 전달의 한 방식으로
외교부와 재외공관 간 공문서 및 공용 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수단이며 목적국과 경유국 통과 시
불가침의 특권을 누리는 외교문서 운반 도구를 말함
☞ 선거장비･물품, 재외투표 등은 외교행낭으로 외교부를 경유하여 수･회송(비용 발생)

⑧ “재외선거 개표”란 재외선거인등이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한 재외투표를 구･시･군선관위에서 개표
하는 것을 말함
⑨ “공관개표”란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재외투표가 선거일 오후 6시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오후 8시를 말함)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도착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중앙선관위 결정에 따라 재외선관위가 공관에서 개표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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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외선거사무 절차도
| 국외부재자신고 및 명부작성 |
구 ･

시 ･

군 의 장

②접수 및 선거권 등 조회･확인(신고기간 중)
⑥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선거일 전 49일부터 40일까지)
⑨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선거일 전 30일에)
① 국외부재자신고
[신고기간 중 중앙선관위 홈
페이지, 전자우편, 서면(우편,
인편) 이용]

재 외 투 표 관 리 관(공관)
②접수 및 선거권 등 조회･확인
③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④명부 등 송부
(외교행낭 이용)

국
내
거
주
자

⑦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선거일 전 39일부터 35일까지)

⑩ 확정된 명부 및
국외부재자신고서
송부(확정 후 즉시)

⑧불복신청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

구･시･군선관위

국외체류자

명부 등 보관･관리

국외부재자신고인

구･시･군별분류
･정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④명부 등 송부
(전산조직 이용)

⑤중앙선관위(송부)

외 교 부(경유)
인계 ･ 인수

∙국외부재자신고서 접수부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국외부재자신고서

∙국외부재자신고서 접수부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국외부재자신고서

|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 및 명부작성 |

재 외 투 표 관 리 관(공관)
②접수 및 선거권 등 조회･확인
③재외선거인 등록신청자명부 작성

①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

구･시･군선관위

[신청기한까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전자
우편, 우편, 방문･순회(가족 대리제출 포함)]

명부 등 보관･관리

⑧확정된 명부 송부
(확정 후 즉시)

④명부 등 송부
(외교행낭 이용)

구･시･군별
분류･정리

재외선거인
④명부 등 송부
(전산조직 이용)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있지 아니한 사람)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자명부
∙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서

(선거일 전 39일부터
35일까지)

중 앙 선 관 위

외 교 부(경유)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접수부

⑥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인계･인수

⑤재외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 전 49일부터 40일까지)

⑦재외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 전 30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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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투표 및 개표 |
책임위원등

재외선관위

④투표용지 교부

(재외투표소)

②투표소 설치 및
재외투표 실시

⑨접수(선거일 오후 6시까지) 및 개표

③재외투표용지
작성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
거일 전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 이내)

구 · 시 · 군선관위

※ 신분증 지참

※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재선
거는 오후 8시까지 접수

투표

재외선거인등
※ 재외선거인
[국적확인 필요서류 원본 제시]

⑤재외투표 인계

홈
페

(투표기간 중 매일)

전
자
우

재외투표 송부

편
송

이
지

(국내등기우편 이용)

부

게
시

재외투표관리관(공관)
회

인계･인수

송

⑥재외투표 인수 및 송부

①정당·후보자 정보자료 제공
(후보자등록 마감 후)

⑦재외투표 인수 및 인계

(외교행낭 이용)

(투표기간 종료 후 또는 수시)

중 앙 선 관 위

외교부장관(확인)

⑧재외투표 인수 및 송부

(인수받은 때마다 즉시)

(인수받은 때마다 즉시)

| 재외투표 및 개표(투표용지 발급기 장애시) |
재외선관위
②투표소 설치 및
재외투표 실시

책임위원등

④사유

⑨투표용지 교부

(재외투표소)

발생
보고

③장애발생시
일시중지
⑦재외투표용지 작
성(인쇄·복사)
⑧재외투표용지
사본 공고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
거일 전 9일까지의
기간중 6일 이내)

구 · 시 · 군선관위

(일련번호 절취)
※신분증지참

⑭접수(선거일 오후 6시까지) 및 개표
※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재선거는
오후 8시까지 접수
투표

※ 재외선거인

재외선거인등

[국적확인 필요서류 원본 제시]
④사유발생통보
⑩재외투표 인계
(투표기간 중 매일)

재외투표 송부
⑥재외투표용지
(정보저장매체) 인계

(국내등기우편 이용)

④사유발생보고

회

⑫재외투표 인수 및 인계
(외교행낭 이용)

①정당·후보자 정보자료 제공
인계･인수

송

⑪재외투표 인수 및 송부
(투표기간 종료 후 또는 수시)

중 앙 선 관 위

외교부장관(확인)

재외투표관리관(공관)

(인수받은 때마다 즉시)

(후보자등록 마감 후)

⑤사유발생알림
(정당·후보자 및 각급선관위에)

⑬재외투표 인수 및 송부
(인수받은 때마다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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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선거와 재외선거 비교표 |
구 분

국내선거

재외선거

명부작성권자

구·시·군의 장

재외선거인명부: 중앙선관위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구·시·군의 장

명부작성방법

직권주의

신청주의

투표방법

기표식(記票式)

기표식(記票式)

투표장소

투표소·사전투표소·거소

공관투표소(협소시 대체투표소)

4. 재외선거사무의 처리
가. 선거관리 자세 및 일반적 선거사무 처리
1) 공정성과 중립성을 견지하고 언행에 유의하여야 함
☞ 중립기관의 특성상 관리자의 사소한 말 한마디도 지연･학연･정치성향 등과 결부되어 후보자 등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음

2) 국내선거의 경험･관례에 의한 업무처리를 지양하고 법규･편람･지시･지침 등에
근거하여 처리하되, 반복적으로 확인･점검하여야 함
☞ 재외선거안내문, 정당･후보자 정보자료 등의 내용 및 발송과정 등

3) 정당･후보자 등과 관련된 업무는 그 처리상황을 반드시 기록하여 법적 다툼에 대비함
☞ 면담 또는 전화시 상황기록 등

4) 선거업무는 반드시 현장 확인･점검을 통하여 실제상황과 부합하도록 준비･관리
하여야 함
5) 단위업무별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세부계획을 별도 수립･시행하되, 가급적 편람
내용과 겹치는 불필요한 계획서 작성을 지양함
6) 재외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 절차나 방법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재외선관위(재외투표관리관)의 의견을 첨부하여 중앙선관위에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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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외선거에 관한 신고·신청 등
1) 재외선거에 관한 기간 계산
재외선거와 관련하여 공관에서 날짜로 정한 기간을 계산하는 때에는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날짜에 상응하는 해당 공관의 현지 날짜에 따름(법 제218조의34②,
규칙 제136조의31)
☞ 재외투표기간(선거일 전 14일부터 9일까지)이 2020년 4월 1일부터 4월 6일까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인 경우 공관별 현지시간으로 2020년 4월 1일부터 4월 6일까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임

2) 신고･신청 등의 시간
가) 후보자등록마감일 이전에는 재외선거인등의 신고･신청, 재외투표소 설치･운영과 관련한
신고･신청 등은 공관의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 중에 해야 함. 다만, 그 신고･신청
등의 기간 개시일이나 마감일이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공관의 공휴일인 때에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관의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에 이를
할 수 있음
☞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 및 국외부재자신고(다만,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전자우편을 이용한 신고･
신청의 마감시각은 24시까지로 함)
☞ 재외투표참관인 선정 및 교체신고를 후보자등록마감일 이전에 하는 경우 등
※ 후보자등록마감일: 대통령선거는 선거일 전 23일, 국회의원선거는 선거일 전 19일

나)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공관의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에 하여야 함(법 제274조①)
☞ 재외투표참관인 선정 및 교체신고를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하는 경우

다) 선거기간 중인지 여부를 떠나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엄격하게
지켜야 함
☞ 재외투표소는 재외투표기간 중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8시에 열고 오후 5시에 닫음(법
제218조의17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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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외선거사무에 관한 지시･협조요구
1) 근거규정
가) 각급선관위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 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음(헌법 제115조①, 선위법 제16조①)
나) 각급선관위는 선거사무를 위하여 인원･장비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 또는 협조요구를 할 수 있음(선위법 제16조②)
다) 선거사무에 관하여 지시를 받거나 협조요구를 받은 행정기관･공공단체 등은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함(헌법 제115조②, 선위법 제16조③, 법 제5조)
라) 재외선관위는 재외선거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공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협조요구를 받은 공관의 장은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함
(법 제218조⑤)
마) 중앙선관위는 재외선거인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정당한 신청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음(법 제218조의8⑤)
바) 국가는 재외선거인명부의 정확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함(법 제218조의8⑥)

2) 주체
가) 원칙적으로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응하는 선관위가 행함
나) 중앙(전국)단위 기관･단체는 중앙선관위, 공관은 재외선관위, 시･도단위 기관･
단체는 시･도선관위, 구･시･군단위 기관･단체는 구･시･군선관위
다) 다만, 특정한 사안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선관위가 해당기관
(공관 포함)･단체에 직접 지시 또는 협조요구를 할 수 있음

3) 방법
가) 지시 또는 협조요구의 대상기관･내용･시기 등을 명확히 하여 구두 또는 전화협의
후 서면으로 요구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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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연령의 계산 기준
① 기간을 시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하며 정하여진 시간이 종료되는 때에 기간이 만료함.
② 기간을 일･주･월 또는 년으로 정하는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기간 말일의
종료로 그 기간이 만료함.
☞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함.

③ 기간을 주･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역(曆)에 의하여 계산하며 주･월 또는 년의 처음부터
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월 또는 년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함.
☞ 기간을 월 또는 년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함.

④ “선거일 전 ○일까지”는 초일인 선거일을 제외하고 선거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일에 응당하는
날의 24시까지를 말함.
☞ 선거일이 4월 15일이면 선거일 전 20일까지 투표소공고를 하는 경우 선거일을 제외한 4월 14일
부터 기산하여 20일에 응당하는 3월 26일 24시까지임.

⑤ “선거일 전 △일”은 초일인 선거일을 제외하고 선거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일에 응당하는 날을
말하며, “선거일 △일전”은 초일인 선거일을 제외하고 선거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일에 응당하는
날의 전일을 말함.
☞ 선거일이 4월 15일이면 "선거일 전 9일"은 선거일을 제외한 4월 14일부터 기산하여 9일에 응당하는
4월 6일을 말하며, "선거일 9일전"은 선거일을 제외한 4월 14일부터 기산하여 9일에 응당하는
날의 전일인 4월 5일을 말함.

⑥ “○일부터 △일이내”라고 할 때 ○일이 오전 0시부터 시작되는 때에는 ○일을 초일로 산입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일을 산입하지 아니함.
⑦ “○일 이후” 또는 “○일 이전”이라고 할 때에는 ○일을 포함하고, “△일후” 또는 “△일전”이라고
할 때에는 △일을 포함하지 아니함.
⑧ 연령계산에 있어서는 출생일을 산입함.
☞ 2020년 4월 15일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선거권은 19세 이상, 피선거권은 25세
이상이므로 선거권자는 2001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를, 피선거권자는 1995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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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선거 관계기관별 협조사항 |
관계기관
국무조정실

대 법 원

협

조

사

항

비고

∙ 행정 각 부의 재외선거 관련업무 총괄 조정

∙ 선거권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정보 등 제공

∙ 재외선거 관련 구상서 통보 또는 MOU 체결(필요시)
외 교 부
(공관 포함)

∙ 재외선거 제도 홍보 및 공명선거추진활동 전개
∙ 재외선거인등 신고･신청 접수 및 공관명부 등 작성･송부
∙ 재외투표소 설치･운영, 재외투표 회송 지원
∙ 선거권 확인을 위한 여권정보 제공 등

법 무 부

국 방 부

대 검 찰 청

∙ 국외선거범에 대한 조치 등 공정성 확보
∙ 선거권 확인을 위한 복수국적자정보 제공 등

∙ 파병군인 등의 국외부재자신고 및 투표지원 등

∙ 선거권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없는 사람의 수형정보

∙ 국외부재자신고 접수 및 명부 작성･송부
행정안전부
(구･시･군 포함)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등 열람을 위한 기술적 조치
∙ 명부 이중등재 검색을 위한 기술적 조치
∙ 선거권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정보, 수형정보 제공 등

경 찰 청

∙ 국외에서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조치 등

병 무 청

∙ 복수국적자의 병역정보 등 제공

우정사업본부

∙ 재외투표의 구･시･군선관위 회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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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인 등 명부 작성·관리
개 요

1. 업무흐름도
가. 재외선거인
재 외 선 거 인

처리기간

신규등록신청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
(재외선거인)

직전 재외선거인명부 정비
(중앙선관위)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재외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선거권자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전자우편,
우편, 공관방문 또는 순회등록
신청(직접 또는 가족 대리제출)을
통하여 등록신청서 제출

⦁직전에 실시한 대통령선거 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재외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선거인이
성명, 여권번호･생년월일 및 성별,
국내 최종주소(등록기준지),
부･모의 성명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등록 신청

⦁직전에 실시한 대통령선거
또는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의 선거권
유무 등을 확인하여 정비

접수･처리
(재외투표관리관)

접수
처리
기한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60일까지

명부
정비
기한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60일까지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
정보 등 선거권제한 관련
정보를 해당기관을 통해 조회

⦁형식적요건 등 확인･접수(직접･스캐너)
⦁선거권 유무 조회･확인(시스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자명부 작성･송부(시스템, 중앙선관위에)
재외선거인명부 작성･확정
(중앙선관위)

선거일 전
49일부터 40일까지
재외선거인명부 작성

⦁국적･연령･수형 등 선거권 유무 조회･확인
⦁직전 선거에서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와 재외투표관리관이 송부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포함)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송부(구･시･군선관위, 행정안전부장관, 재외
투표관리관에)
⦁명부열람, 이의･등재신청 처리
⦁재외선거인명부 확정･송부(재외선거관리시스템, 구･시･군선관위에)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와 하나로 합하여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송부함.

선거일 전
39일부터 35일까지
명부열람･이의신청
선거일 전
34일부터 31일까지
명부누락자 등재신청
선거일 전 30일에
재외선거인명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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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외부재자
국 외 부 재 자

처리기간

국외부재자신고
(국외 체류자)

국외부재자신고
(국내 거주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전자우편,
서면(우편･인편)으로 공관에 신고서
제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전자우편,
서면(우편･인편)으로 구･시･군의
장에게 신고서 제출
선거일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접수･처리
(재외투표관리관)
⦁형식적요건 등 확인･접수(직접･
스캐너)
⦁선거권 유무 조회･확인(시스템)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송부
(시스템, 중앙선관위에)

접수･처리
(구･시･군의 장)
⦁형식적요건 등 확인･접수(직접입력)
⦁선거권 유무 조회･확인(국외부재자
신고인명부 관리프로그램)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확정
(구･시･군의 장)

선거일 전
49일부터 40일까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선거일 전
39일부터 35일까지

⦁국적･연령･수형 등 선거권 유무 조회･확인

명부열람, 이의･불복신청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송부(구･시･군선관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 불복신청은 국외부재자에 한하여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신청함.

⦁명부열람, 이의･불복･등재신청 처리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송부(선거관리시스템, 구･시･군선관위에)

선거일 전
34일부터 31일까지

※ 중앙선관위가 재외선거인명부와 하나로 합하여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송부함
명부누락자 등재신청
선거일 전 30일에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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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부관련 용어의 정의 등
① “국민”이라 함은 「국적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을 말하며, 「국적법」상의 국적
선택기간 중에 있거나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복수국적자도 국민에 해당됨
복수국적자(｢국적법｣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의2)
1. 개 념
“복수국적자”라 함은 출생이나 그 밖에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을 말함(「국적법」 제11조의2)
2. 유 형
≪ 외국국적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 ≫
◦ 국적선택기간 중의 복수국적자(「국적법」 제12조)
- 만 20세가 되기 전에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만 22세 미만인 사람
- 만 20세가 된 후에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취득한 때부터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국적법」 제1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한 사람은 국적선택기간 경과 후에도 복수국적 인정(국적선택기간
이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 및 출생 당시 모가 자녀에게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 체류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제외)

- 다만, 남자의 경우 「병역법」의 규정에 의해 병역을 해소(복무만료, 병역･소집 면제, 전시근로역 편입)한
날부터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국적선택기간이 경과한 복수국적자(「국적법」 제14조의2)
- 위 국적선택기간이 경과되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후 1년 이내의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귀화자) 또는 국적회복자(「국적법」 제9조, 제10조) ≫
◦ 그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1년 이내의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기타 「국적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
무부장관에게 서약한 사람
※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인재로 특별귀
화한 사람,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인재로 인정되는 사람,
해외입양 되었다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사람, 외국에 장기 거주하다가 국내에 영주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65세 이상의 사람,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또는 제도로
인하여 외국국적포기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 등

②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란 사실상의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함(대법원 판례)
③ “비자”란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허가증으로서, 개인이 외국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외국의 대사･
공사･영사로부터 여권에 그 나라의 출･입국 허락서명을 받은 증서를 말함
④ “영주권증명서”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그 나라에서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한
서류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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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장기체류증”이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그 나라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한 서류를 말함
⑥ “외국인등록증”이란 외국정부에서 그 나라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발급한
등록서류로서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함
⑦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 입증서류”란 『국적법』 제12조에 따른 복수국적자에 한하여 대한민국에서
발행한 것으로 국적취득신고사실증명서, 외국국적포기확인서, 국적보유신고사실증명서, 국적
선택신고사실증명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 병적증명서 등 복수국적 입증가능 서류를 말함
⑧ “신고･신청”이란 “국외부재자신고등”의 약칭으로 국외부재자신고･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또는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을 말함(규칙 제136조의4③)
⑨ “신고･신청서”란 “국외부재자신고서등”의 약칭으로 국외부재자신고서･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및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서를 말함(규칙 제136조의6②)
⑩ “신고･신청인”이란 “국외부재자신고인등”의 약칭으로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이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또는 변경등록신청을 한 사람을 말함
⑪ “공관명부”란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등”의 약칭으로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자명부를 말함(규칙 제136조의5①)
⑫ “신고･신청서 접수부”란 국외부재자신고서 접수부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접수부를 말함.
⑬ “재외선거인명부등”이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와 재외선거인명부를 말함
(법 제218조의10①)
⑭ “영구명부”란 해당 선거의 직전에 실시한 대통령선거 또는 임기만료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를 말함

2. 명부 등재자격 및 명부의 효력
가. 명부 등재자격
1) 국외부재자
◦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또는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것이 예정되어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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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중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신고함

2) 재외선거인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중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기한까지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을 한 사람
◦ 해당 선거의 직전에 실시한 대통령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에서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사람

선거권이 있는 사람(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①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인 국민으로서(법 제15조①)
☞ 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2001. 4. 16. 이전 출생자

② 선거일 현재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법 제18조①)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선거권이 있음).
∙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
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
∙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 되는 경우를 포함)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위 형량별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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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명부의 효력
1) “재외선거인명부등”은 등재자격이 있는 사람의 신고･신청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
(중앙선관위, 구･시･군의 장)이 작성한 공부로 그 명부에 등재된 사람에 대하여
선거권 행사의 필요적 요건으로서 “재외선거인등”임을 공증하는 효력을 가짐
☞ 재외투표관리관이 작성하는 “공관명부”는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작성하기 위한 예비명부의 성격을 가짐

2) “재외선거인명부등”에의 등재가 선거권 행사의 필수적 요건이기는 하나 재외선거인
등이 될 자격의 형성적 효력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님
3) 따라서,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등재되지 아니하면
재외투표를 할 수 없으며, 그 명부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으면
재외투표를 할 수 없음
☞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한 투표는 개표시 무효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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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외부재자신고 등 접수･처리

1. 업무흐름도
① 국외부재자등 신고･신청

② 신고･신청서 확인･접수 및 처리
<접수시 마다 즉시>
㉮ 형식적요건 심사(서면확인)
∙ 신고･신청서 기재내용 확인

∙ 국외체류자의 국외부재자신고
(국내거주자는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신고)
⇒ 신고기간 중
∙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
(국내･외 체류자 모두 공관에 신청)
⇒ 신청기한까지(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60일까지)

∙ 임의 기재사항 또는 경미사항
기재･표시 누락자는 직권보완･
정정 또는 공란으로 처리
∙ 필수사항 미기재, 서명･날인
누락, 공관접수 또는 순회접수시
가족 이외의 사람에 의한 대리
신청 등 필수요건 미비자
⇒ 방문신고･신청인은 접수
현장에서 바로 보완요구
또는 반려
⇒ 우편･전자우편 제출자는
일단 스캔접수 후 부적격자로
처리 및 그 사실통지

③ 신고･신청서 정리･보관
<접수처리 완료 후 즉시>
∙ 신고･신청서를 접수 순서대로
각각 정리
∙ 신고･신청서 등 보관봉투에 각
각 투입･관리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한 신
고･신청의 경우 시스템상 보관

∙ 보관봉투 봉함･봉인 후 겉면에
접수기간별 투입상황 기록･별도
보관
⇒ 봉함･봉인은 명부 확정일 후
즉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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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적요건 심사(시스템 활용)
∙ 신고･신청서 스캔 또는 직접
입력･확인･수정
∙ 국적･연령･수형사실 등 선거권
유무 조회･확인
∙ 신고･신청서 접수부, 공관명부
등재
∙ 요건 미비자에게 그 사실 통지
(시스템이용 전자우편 발송,
전화통지 등)
∙ 요건 구비자에게는 접수증 출력･
교부 또는 시스템이용 전자우편
송부(전자우편이 없는 경우 출력･
별도보관)

<신고기간･신청기한 만료 후 즉시>

⑤ 공관명부 등 국내송부
<작성완료 후 즉시>

∙ 신고･신청서 접수부(2종)와 공관
명부(2종)는 구･시･군별 각각

∙ 신고･신청서 접수부, 공관명부(신고･
신청서 포함)는 시스템에 의해 전산

출력･편철
∙ 재외투표관리관 직인 날인, 별도
보관

송부
∙ 전산장애 등으로 시스템에 의한 전산
송부가 어려운 경우 외교행낭으로

④ 공관명부 등 출력･작성

송부(외교부장관 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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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부재자신고등의 방법
가. 신고･신청대상자(법 제218조의4①, 법 제218조의5①)
국 외 부 재 자 신 고

∙
∙

∙
∙

재 외 선 거 인 (변 경) 등 록 신 청
신규등록신청

변경등록신청

∙ 직전에 실시한 대통령선거 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재외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사람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출국하여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
하고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으로서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나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 외국에서 투표하려고 하는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 ∙ 외국에서 투표하려고 하는
선거권자 중 성명, 여권번호･
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중
선거권자
생년월일 및 성별, 국내 최종
주소(등록기준지), 부･모의
외국에서 투표하려고 하는 선거권자
성명 등에 변경이 있는 사람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외국에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할 수 없음
☞ 선거권 유무는 “제2장 제1절 2. 선거권이 있는 사람”(22쪽) 참조

나. 신고기간･신청기한(법 제218조의4①, 제218조의5①, 제218조의12)
1) 임기만료 선거
가) 국외부재자신고: 선거일 전 150일부터 60일까지(91일간)
나)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 선거일 전 60일까지

2) 대통령의 재선거･궐위선거: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

다. 신고기간･신청기한 마감시각
1) 우편･방문･순회접수 이용 신고･신청
국내 신고기간･신청기한 마감일에 상응하는 해당 공관의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
마감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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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전자우편 이용 신고･신청
◦ 국내 신고기간･신청기한 마감일에 상응하는 해당 공관의 24시
◦ 접수 담당자는 마감시각(24시)에 임박해서 제출된 신고･신청을 익일 지체 없이
접수･처리

라. 제출서류(법 제218조의4①, 제218조의5①, 규칙 제136조의4 ④)
1) 국외부재자신고: 국외부재자신고서
2)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서

마. 제출처(법 제218조의4 ①, 제218조의5 ①)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 구･시･군의 장
☞ 국외부재자신고대상자 중 국내에서 신고하는 사람(국내거주자)은 주소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바. 제출방법(법 제218조의4 ①, 제218조의5 ①)
1) 국외부재자신고: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전자우편, 서면(우편, 인편)으로 제출
2)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전자우편, 우편, 공관을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제출(본인 또는 가족 대리제출)
☞ 가족의 범위는 본인의 배우자와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함
☞ 전자우편에 의한 제출은 본인 명의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신청서에 한하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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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이용한 신고･신청 절차 및 작성요령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이용 신고･신청 절차]
∙
∙
∙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에 접속
선거인 유형(국외부재자 또는 재외선거인)을 선택
이메일주소 기재(유효성 검증)
신고･신청서 작성(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신고･신청시스템 내에서 직접 입력)
☞ 재외선거인 중 영구명부 기재사항 변동으로 변경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신청
메뉴를 클릭한 후 화면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을 함

[신고･신청서 작성요령]
∙ ｢전자우편 및 서면(우편･인편)을 이용한 신고･신청서 작성요령｣(27쪽)에 따라 작성함. 다만,
‘서명 또는 날인’은 하지 않음
∙ ‘접수공관’ 기재란에는 신고･신청인이 재외투표기간 중 실제 투표하고자 하는 공관(투표 예정
공관)을 ‘대륙 선택 ⇒ 거류국 선택 ⇒ 공관 선택’의 순으로 작성함

전자우편 및 서면(우편･인편)을 이용한 신고･신청서 작성요령
① 국외부재자신고서･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 “현재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은 국외부재자신고서에 ☑표시를 하고,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
이나 처음부터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에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성명”칸에는 여권에 적혀있는 성명(영문포함)을 그대로 적어야 합니다.
☞ 다만, 여권의 성명과 가족관계등록부(호적)상의 성명이 다른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호적)상의
성명을 적습니다.

∙ “신분에 따른 구분”칸에는 현재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은 해당 칸에 ☑표시 후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적고,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은 해당 칸에 ☑표시 후 “말소된 주민
등록번호와 대한민국 최종주소지”를 적어야 하며, 처음부터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은 해당 칸에
☑표시 후 “생년월일과 가족관계등록부(호적)상의 등록기준지(본적지)”를 적고 “성별”의 해당
칸에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부모 성명” 칸에는 처음부터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에 한해 국적･본인여부 및 등록기준지
(본적지)의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부(호적)상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성명”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칸에는 거류국에서 연락이 가능하도록 가정･사무실 등의 전화번호
(국가번호-지역번호-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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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는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요건확인, 우편물 수취여부 확인, 투표기간･
장소 등 안내, 그밖에 각종 선거정보 제공에 활용되므로 외국의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 연락
가능한 대한민국 내 전화번호를 적을 수 있습니다.

∙ “전자우편(E-mail)”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발송하는 정당･후보자 정보자료 송부,
재외선거인명부등 등재여부 통지, 이의신청 결과 안내, 투표기간･장소･지참물 등 각종 선거관련
정보･자료 등의 제공에 활용되므로 이러한 자료 등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 “국외거소”칸은 거류국에서 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는 장소를 로마자 또는 영문대문자
(현지어를 추가로 적을 수 있음)로 반드시 점선 안에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 다만, 직장･생업･이사･주소불확정･거류국의 우편제도 미비 등의 사유로 국외에서 우편물을 받아
보기 어려운 사람은 공관을 거소지로 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 표시 후 “주소”칸에
공관명만을 기재합니다.

∙ “투표예정 공관”칸은 재외투표기간 중에 실제 투표하고자 하는 공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 끝부분의 “(신고인)･(신청인)”칸에는 반드시 본인이 성명을 적고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②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서
∙ “인적사항”칸은 변경등록 신청자의 현재 인적사항 정보를 기재합니다.
∙ “성명”칸에는 가족관계등록부(호적)상의 성명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 “말소된 주민등록번호”칸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은 말소된 주민등록번호를, 처음부터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은 생년월일과 성별을 적어야 합니다.
∙ “부모 성명”칸에는 처음부터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에 한해 국적･본인여부 및 등록기준지
(본적지)의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부(호적)상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성명”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 “국내 최종주소”칸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은 “대한민국 최종주소지”를 적고, 처음부터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은 가족관계등록부(호적)상의 “등록기준지(본적지)”를 적어야 합니다.
∙ “국외거소”칸에는 거류국에서 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는 장소를 로마자 또는 영문대문자
(현지어를 추가로 적을 수 있음)로 적어야 하며, 국외거소의 ( )안에는 전자우편 주소와 거류국
에서 연락이 가능하도록 가정･사무실 등의 전화번호(국가번호-지역번호-전화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 국외거소, 전자우편 주소 및 전화번호는 정당･후보자 정보자료 송부, 선거인명부 등재여부 통지,
이의신청 결과 안내, 투표기간･장소･지참물 등 선거관련 각종 정보･자료 등의 제공에 활용되므로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 “변경항목”칸에는 성명, 여권번호, 말소된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성별), 국내 최종주소지(등록
기준지), 국외거소(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내용을 적습니다.
∙ 끝부분의 “신청인”에는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적고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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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신청 등의 접수･처리
가. 업무흐름도
단계별

1
단
계

서면 확인
(형식적요건
심사)

2
단
계

신고･신청서
스캔확인

업 무 진 행 절 차
∙ 신고･신청서 기재내용 및 본인여부 등 확인
∙ 임의 기재사항 미기재, 표시사항 누락 내용은 직권정정･보완 또는 공란처리
∙ 필수요건 미비자[필수사항 미기재, 서명･날인누락, 가족 이외의 사람에 의한 공관접수
또는 순회 등록 대리접수] 중
⇒ 방문 제출자는 접수현장에서 바로 보완요구
⇒ 전자우편, 우편 제출자는 아래 “3. 나. 2) 나) 처리방법” 절차에 따라 처리

∙ 스캐너에 의해 신고･신청서 스캔 후 스캔 인식 이미지와 신고･신청서 원본과의 일치여부
확인
∙ 전자우편 접수시 신고･신청서 출력 후 스캔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이용 신고･신청의 경우 신고･신청인의 정보는 별도의 스캔 과정 없음

∙ 스캔인식 정보와 신고･신청서 내용 비교, 오인식 내용 수정 또는 입력
⇒ 여권번호, 부･모 성명, 전화(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거류국명, 우편번호 등

3
단
계

입력정보
확인 및
수정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이용 신고･신청의 경우 신고･신청인의 정보는 시스템으로 자동 전송
되어 표출되며(스캔에 따른 오인식 내용 수정과정 불요) 이후 단계(여권정보 조회)부터는
다른 방법에 의한 신고･신청과 동일하게 진행함

∙ 여권번호 조회를 통해 성명･주민번호 또는 생년월일･성별 등 기본정보 조회･입력
(재외선거관리시스템)
∙ 스캔 인식정보 등을 저장하고, 관계기관 연계정보 조회를 통해 주민등록지･최종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본적지) 정보를 확인･입력

4
단
계

시스템입력
및 선거권등
조회･확인
(실질적요건
심사)

☞ 처음부터 주민등록이 없었던 재외선거인은
성명･생년월일과 부 또는 모 성명을 이용
하여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의 연계정보를
조회함

☞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선거인과 주민
등록이 있는 국외부재자는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시스템의 연계정보를
조회함

∙ 관계기관 연계정보를 통해 국적･연령･수형･여권유효성 등 선거권 유무 등 실질적
요건 조회･확인
☞ 신여권통합정보관리시스템, 주민등록시스템,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 출입국정보시스템,
결격사유조회시스템

∙ 시스템 연계정보 조회결과 적격･부적격이 혼재하는 경우 접수담당자가 직접 판단 후
결과입력 또는 판단보류를 선택 후 선거권 유무를 확인하여 결과입력

5
단
계

접수처리 및
공관명부
등재

∙ 실질적요건 심사 완료 후 접수처리
∙ 신고･신청서 접수부(부적격자는 비고란에 그 사유 기재) 및 공관명부(적격자)에 등재
(국내 전산송부)
∙ 적격자에게는 접수증 출력･교부하거나 시스템 이용 전자우편 송부
∙ 부적격자에게는 공관명부 미등재 사유 통지(시스템 전자우편, 전화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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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면확인[형식적 요건 심사]
1) 본인 신고･신청 여부 등 확인
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신고･신청시스템 이용자
◦ 신고･신청시스템 절차에 따라 신고･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형식적 요건 심사를
갈음함
나) 전자우편 또는 우편 제출자
◦ 국외부재자신고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의 기재내용에 의해 본인신고 여부 등을
확인함
◦ 타인의 전자우편으로 국외부재자신고서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신고･신청서 접수부에 접수하지 않고 즉시 반려 처리함
☞ 반려 처리시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에 한하여
할 수 있음을 안내함

다) 직접 또는 인편(대리) 제출자
◦ 국외부재자신고는 인편(대리) 제출이 가능하므로 위 “우편제출자의 확인방법”에
준하여 본인여부 등을 확인함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본인이 직접 제출한 경우 기재내용을 통해 본인신청
여부를 확인함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가족이 대리 제출한 경우 가족 여부를 구두로 확인하고
상단 여백에 “가족대리접수(○○○)”를 수기로 기재함
☞ (○○○)안은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 본인의 직계존속(아버지 등),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으로 기재함
☞ 대리 제출한 사람이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본인 또는 가족이 직접 방문･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신청서를 반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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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신고･신청서를 잘못 제출한 경우의 처리(신고･신청서 접수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경우)
1. 착오 신고･신청 사례
∙ 국외부재자신고 대상자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경우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대상자가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경우
2. 처리방법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이용 신고･신청
접수자가 직권으로 시스템에서 신고･신청인의 신분에 맞게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으로 변경하여 접수･처리함
☞ 국외부재자신고기간 전의 국외부재자신고는 반려 처리함

∙ 서면(우편･인편), 전자우편 이용 신고･신청
신고･신청서의 여백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신분에 맞게 접수･처리함
3. 신고･신청 변경 접수 후 조치사항
직권으로 신고･신청 신분을 변경하여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신고･신청인에게 전화, 전자
우편 등을 통해 안내함

2) 필수요건 미비자 처리
가) 필수요건 미비사유
◦ 여권번호,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부 또는 모 성명(모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미기재
◦ 신고･신청인의 서명･날인 누락(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신고･신청의 경우 서명･날인
불요)
예규
성명이 인쇄체로 표기되고 사인이 병기되었거나 성명(서명 포함)이 표기되지 않고 도장만 날인
된 경우 또는 성명(서명 포함)만 기재(인쇄체로 기재한 경우 제외)하고 도장이 날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격자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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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리방법
◦ 여권번호의 누락이 있는 때에는 해당 선거권자에게 신고기간･신청기한까지 보완
할 것을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선거권자가 그때까지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접수하지 아니함(법 제218조의4⑤･제218조의5⑤)
◦ 기타 필수요건 미비시 처리기준
∙ 방문･순회접수 제출자는 접수 현장에서 직접 정정･보완요구
∙ 필수요건 미비자 중 시스템상 ‘여권정보 조회’ 등을 통해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필수요건을 정정･
보완할 수 있는 경우 실질적 심사를 거쳐 적격자 또는 부적격자로 접수･처리하고, 정정･보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스캔 후 부적격자로 접수･처리함.

3) 임의 기재사항 오류･미기재･표시누락자 처리
가) 대

상: 국내주소지(주민등록지･최종주소지･등록기준지), 연락처(일반전화, 휴대

전화, 전자우편 주소), 국외거소, 투표예정 공관, 각종 ☑ 표시, 신고･신청연월일,
구･시･군의 명칭
나) 처리방법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전자우편･우편 제출자는 전화 등으로 확인하여 직권으로
보완하거나 공란으로 처리
◦ 방문･순회접수 제출자는 접수현장에서 직접 보완하도록 요구하거나 당사자의
확인을 거쳐 접수자가 직권으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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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신청서의 형식적요건 심사요목 |
❑ 필수 기재사항 미기재
⇒ 방문･순회접수 : 직접 정정･보완요구
⇒ 우편･전자우편 : “3. 나. 2). 나). 처리방법” 절차에 따라 처리
항

목

심 사 요 목

①규 정 서 식

∙ 규칙별지 서식 사용 여부(「별지 제2호 참조)

②성
명
(영 문 포 함)

∙ 성명(영문포함)은 기재했는지 여부

③여 권 번 호

∙ 여권번호를 기재했는지 여부

④ 생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심사
결과

∙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을 기재했는지 여부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자 중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사람의 경우
“말소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했는지 여부
※ 처음부터 주민등록번호가 없었던 사람의 경우 “생년월일”을
기재했는지 여부

⑤ 부
성

또는

모
명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의 부 또는 모 성명 중 1명 이상 반드시
기재했는지 여부
※ 부･모 성명을 모두 기재한 경우 어느 한명의 성명이 부정확시
부적격자로 처리됨에 유의

⑥ 서 명 ･ 날 인

∙ 신고･신청서 하단에 신고･신청인이 이름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였는지 여부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이용 신고･신청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한 경우에만 접수되도록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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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 기재사항 오류･미기재･표시 누락시 ⇒ 보완 요구, 직권 정정･보완 또는 공란 처리
항

목

심 사 요 목

①성 별 표 시

심사
결과

∙ 처음부터 주민등록번호가 없었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자의 경우
“성별”칸에 ☑표시 여부

국외부재자 ∙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의 경우 대한민국 주소(주민등록상
신 고 서 주소지)를 기재했는지 여부
②대 한 민 국 주 소
(최종주소지)
(등록기준지)

∙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의 경우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상
재외선거인
최종주소지를 기재했는지 여부
등록신청서 ∙ 처음부터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의 경우 가족관계
등록부상의 등록기준지를 기재했는지 여부

③연
락
처
(전화번호)
(전자우편)

∙ 연락처로서 거류국의 국가번호-지역번호-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했는지 여부(거류국의 전화번호 체계 적정여부 확인)
∙ 정당･후보자 정보자료 등을 받기 원하는 사람의 경우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했는지 여부

④국 외 거 소
(로마자･영문)

∙ 거류국명･우편번호･주소를 로마자 또는 영문대문자로 정확히 기재
했는지 여부
∙ 공관을 거소로 신고할 경우 해당란에 ☑표시 후 “주소”칸에 “공관
명”을 기재했는지 여부

⑤투
표
예 정 공 관

⑥ 각 종 ☑표 시

⑦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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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 투표하고자 하는 공관명 기재 여부
☞ 신고･신청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기재

∙ 각종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표시 적정 여부
☞ 신고･신청 기재사항에 따라 ☑표시가 일치하도록 정정･보완

∙ 신고･신청 연월일의 정확한 기재 여부
∙ 국외부재자신고의 경우 신고서 하단에 “구･시･군 명칭” 기재 여부

최소한
1가지
이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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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고기간･신청기한 경과 후 제출된 신고･신청서 처리
가) 국외부재자신고
요건 심사 없이 바로 해당자에게 신고기간이 경과하여 접수할 수 없음을 구두･
전자우편･전화 등을 통하여 안내함(신고서는 반려하거나 별도 보관)
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신청기한이 경과하여 해당 선거에 참여할 수 없고, 요건 심사를 통하여 다음
재외선거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로 접수･처리함을 안내함
다)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
신청기한이 경과하여 직전 선거의 영구명부 기재사항이 변경될 수 없으나 해당
선거에 참여할 수 있고, 요건 심사를 통하여 다음 재외선거의 재외선거인 변경
등록신청서로 접수･처리함을 안내함

다. 신고･신청서 스캔･확인 및 수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된 경우 스캔절차 없이 인터넷 신고･신청접수 메뉴의
미접수자를 선택하여 선거권 등 조회 후 접수･처리하는 절차를 진행함(라. ∼ 마. 단계를 진행)

1) 신고･신청서 스캔
◦ 신고･신청서를 스캐너에 올려 놓고 스캔함
◦ 스캐너 고장･장애시 또는 접수한 신고･신청서를 스캐너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고･신청서 기재내용 전체를 직접 입력함(이 경우에도 신고･신청서 스캔파일을
첨부해야 함)
☞ 전자우편으로 접수된 경우 신고･신청서를 출력 후 스캔
☞ 스캐너 장애발생시 지체없이 중앙선관위에 보고 후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함

※ 여권사본 미첨부로 여권번호 오기 사례가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고･신청인에게
여권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적극 안내하고, 스캔 불량으로 접수자가 여권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경우 정확히 입력하도록 각별히 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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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캔인식 이미지 및 인적정보 확인･수정(시스템 화면에서)
◦ 신고･신청서의 스캔이미지를 통해 신고･신청서의 정상 스캔여부 등 확인
◦ 신고･신청서와 스캔 인식데이터상의 여권번호, 부･모 성명, 전화번호(휴대전화 포함)
등 대조･확인 ⇒ 불일치시 해당내용 수정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이용 신고･신청의 경우 신고･신청인의 정보는 별도의 스캔 과정 없이 그
기재내용대로 시스템으로 자동 전송되어 표출되므로 스캔에 따른 오인식내용 수정과정 불요

◦ 재외선거관리시스템 여권정보 조회를 통해 인적정보 확인･표출
☞ 표출정보: 여권번호, 한글성명, 영문성명, (말소된)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성별

◦ 신고･신청서 기재내용과 시스템조회 표출정보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본인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인적정보로 신고･신청내역을 정정한 후 다시 조회 실시
◦ 전자우편 주소, 투표예정 공관, 거류국명 등 미인식 정보는 신고･신청서 이미지
(좌측)에 의해 인식데이터(우측)에 직접 입력함

라. 정보입력 및 선거권 등 조회･확인(실질적 요건 심사)
1) 스캔인식･수정정보 저장
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이용 신고･신청
◦ 선거인이 홈페이지에 입력한 신고･신청 내용을 대상으로 심사하므로 별도 입력
할 사항이 없음
나) 전자우편, 우편, 서면 이용 신고･신청
◦ 스캔인식정보 확인 후 신고･신청 정보를 접수화면에 입력

2) 선거권등 조회･확인
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이용 신고･신청
◦ 여권정보 조회･확인을 통해 신고･신청인의 정당한 여권번호 여부 확인
◦ 연계정보 요건심사
- 여권정보 확인 후 관계기관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해당 신고･신청인의 연령･
국적･수형사실 등 선거권 유무 및 최종주소지(등록기준지) 또는 국내주소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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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망 장애 등으로 관계기관 정보시스템과 연계되지 않는 때에는 장애원인 등
파악･복구 후 다시 조회･확인
◦ 선거권 등 실질적 요건 심사결과 요건 미비자는 “제2장 제2절 3. 마. 2) 요건이
불비된 신고･신청의 처리”(39쪽)절차에 의하여 처리함
나) 전자우편, 우편, 서면 이용 신고･신청
◦ 스캔인식･수정정보 저장 후 관계기관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해당 신고･신청인의
연령･국적･수형사실 등 선거권 유무 및 최종주소지(등록기준지) 또는 국내주소지를
확인
◦ 통신망 장애 등으로 관계기관 정보시스템과 연계되지 않는 때에는 장애원인 등
파악･복구 후 다시 조회･확인
◦ 선거권 등 실질적 요건 심사결과 요건 미비자는 “제2장 제2절 3. 마. 2) 요건이
불비된 신고･신청의 처리”(39쪽)절차에 의하여 처리함
| 정보연계를 통한 실질적요건 심사요목 |
구
① 연

② 국

분

국외부재자신고
령

적

③ 수 형 사 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지 여부(행정안전부, 대법원)
☞ 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2001. 4. 16. 이전 출생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인지 여부(대법원)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인지 여부
∙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
(행정안전부)
국적법상 합법적 복수국적자인지 여부
(법무부)
∙ 법 제18조①에 해당하는 수형사실이 있는지 여부(행정안전부, 대검찰청)
☞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의 수형사실 확인은 중앙선관위가 대검찰청에 서면으로 확인

3) 신고･신청서의 오기사항 등 확인･정정
가) 명백한 오기사항의 직권정정
신고･신청서 각 란의 기재사항이 재외선거관리시스템 조회결과 오기 또는 착오임이
명백한 때에는 재외투표관리관이 재외선거관리시스템에서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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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정정이 가능한 사례
∙
∙
∙
∙

영문성명이 여권 성명과 상이(오기) 또는 영문 소문자로 기재
전화번호(국가･지역번호), 전자우편 주소, 성별 표시의 오기
공관을 거소로 신고한 사람의 경우 주소란에 공관명을 미기재한 경우
신고･신청서에 기재된 국내주소(최종주소) 또는 등록기준지(본적지)가 재외선거관리시스템의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
※ 신여권통합정보관리시스템, 주민등록시스템,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을 기준으로 직권 정정

나) 중대한 오기사항의 확인･점검 및 처리 등
◦ 신고･신청서 각 칸의 기재사항 중 성명･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재외선거관리시스템 조회결과와 서로 달라 정당한 신고･신청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신청인에게 구두 또는 전화･전자우편 등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처리함
◦ 확인결과 정당한 신고･신청인으로서 단순한 오기임이 명백한 때에는 직권으로
정정 처리함
◦ 해당 신고･신청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정당한 신고･
신청인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때에는 부적격 처리함(명부미등재)

마. 접수처리 및 공관명부에 등재
1) 신고･신청 접수처리
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이용 신고･신청
◦ 선거권 등 실질적 요건 조회･확인이 완료되면 해당 신고･신청을 접수 처리함
※ 신고･신청이 시스템에서 처리되므로 별도로 신고･신청서를 출력하지 아니함

◦ 접수처리가 완료되면 해당 신고･신청서 파일, 신고･신청서 접수부 및 공관명부
등재자료가 중앙선관위 서버로 자동 전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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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자우편, 우편, 서면 이용 신고･신청
◦ 선거권 등 실질적 요건 조회･확인이 완료되면 해당 신고･신청을 접수처리함
☞ 형식적 요건이 구비된 신고･신청서는 실질적요건 구비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별지 제4호 서식』의
신고･신청서 접수부에 등재함
☞ 다만, 타인의 전자우편으로 국외부재자신고서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고･신청서 접수부에 등재하지
아니함

◦ 접수처리가 완료되면 해당 신고･신청서의 이미지 파일, 신고･신청서 접수부 및
공관명부 등재자료가 중앙선관위 서버로 자동 전송됨

2) 요건이 불비된 신고･신청의 처리
가) 요건불비 사유
◦ 형식적 요건 미비자 중 신고･신청서를 우편,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사람(서면심사)
-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미기재
- 신고･신청인의 서명･날인 모두 누락
- 본인의 의사에 의한 신고･신청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실질적 요건 미비자(시스템에 의한 심사)
◦ 연령･국적･수형사실 등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이 없는 경우
※ 불법적 복수국적자(미신고 복수국적자) 여부 확인

- 여권･주민등록･가족관계정보 불일치 등 본인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기타 신고･신청서 기재내용과 시스템조회 결과 정당한 신고･신청인이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
나) 요건확인 방법
◦ 형식적 요건은 육안으로 서면심사
◦ 실질적 요건은 시스템의 관계기관 정보조회 결과(요건심사 요약, 요건심사 상세
조회) 확인
◦ 불법적 복수국적자, 본인의사에 반한 신고･신청, 기타 정당한 신고･신청여부 등은
구두･전화･전자우편 등을 통해 신고･신청인 또는 관계기관 등의 조회･확인을 거쳐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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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에 의해 요건불비 사유 이상유무 확인 및 저장
☞ 접수담당자가 직접 심사한 부적격 결과는 "부적격 사유"칸에서 해당사유 선택입력 후 저장
☞ 시스템 메뉴에 없는 불비 사유의 경우에는 "그밖의 사항 사유"칸에 직접 입력 후 저장

다) 요건불비자 처리
◦ 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한 신고･신청은 접수 후 신고･신청서 접수부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함. 다만, 여권번호의 누락이 있는 때에는 해당 선거권자에게 신고
기간･신청기한까지 보완할 것을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선거권자가 신고기간･
신청기한까지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접수하지 아니함(법 제218조의4⑤)
◦ 요건이 미비된 신고･신청서의 우측상단에

요건미비로 명부 미등재

표시(고무인 또는

수기) 후 접수담당자가 서명 또는 날인함
◦ 재외선거관리시스템에 의해 해당 신고･신청인에게 공관명부 미등재사유 통지문을
전자우편으로 통지함
☞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경우 통지문을 출력하여 전화 등으로 미등재 사유를 안내하고 “비고”란에
안내일시･통화자 등을 기재 후 접수담당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별도 보관함

◦ 요건이 불비된 신고･신청서는 요건이 완비된 신고･신청서와 함께 접수순서대로
정리하되, 요건이 완비된 신고･신청서와 구분이 되도록 별도 쪽지 등을 부착하여
보관봉투에 투입함

공관명부 미등재사유 통지문(재외선거관리시스템에 의해 통지)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귀하가 신고･신청하신 국외부재자신고
(재외선거인 등록신청)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재외선거인 등록신청자
명부)에 등재할 수 없음을 통지하오니 요건을 구비하여 2020년 2월 15일까지 다시 신고･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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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성 명

생년월일

10

홍길동

1950. 7. 7.

요 건 불 비 사 유
“선거권 없음(국적, 연령, 수형사실 등)”,
“서명 또는 날인 없음” 등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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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신청요건 불비사유(예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자명부 미등재 사유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미등재 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님. 〈시스템〉

1. 제218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
〈접수담당자〉

2. 본인 의사에 의한 신청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접수담당자〉

2. 본인 의사에 의한 신고로 인정되지 아니함.
〈접수담당자〉

3. 연령이 만 19세가 되지 않았음. 〈시스템〉

3. 연령이 만 19세가 되지 않았음. 〈시스템〉

4. 선거권이 없는 수형사실이 확인됨. 〈시스템〉

4. 선거권이 없는 수형사실이 확인됨. 〈시스템〉

5. 여권정보 불일치 〈시스템〉

5. 여권정보 불일치 〈시스템〉

6. 주민등록정보 불일치 〈시스템〉

6. 주민등록정보 불일치 〈시스템〉

7. 가족관계등록정보 불일치 〈시스템〉

7. 그 밖의 사항 〈접수담당자〉

8. 그 밖의 사항 〈접수담당자〉

[그 밖의 요건불비 사유]
① 신고･신청서에 기재된 인적사항, 재외선거관리시스템 조회 등의 결과에 의해 정당한 신고･신청이
아닌 것이 명백한 것
② 신고･신청서에 신고･신청인의 성명 기재 또는 서명･날인이 누락된 것

3) 요건이 완비된 신고･신청의 처리
가) 입력내용 최종 확인 및 공관명부 등재처리
◦ 형식적･실질적 요건이 모두 완비된 신고･신청은 재외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내용을 최종 확인함
◦ 입력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 접수처리 후 명부등재 처리함
◦ 신고･신청서 우측상단에 접수번호･일시를 적고 “접수자”란에 서명 또는 날인함
나) 접수증 출력･교부
◦ 명부 등재처리 완료 후 시스템에서 접수증을 출력･교부함.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전자우편, 우편으로 신고･신청한 사람은 시스템에 의해 전자
우편으로 송부함
☞ 전자우편이 없는 경우 접수증을 출력하여 별도 보관

41

Ⅰ재외선거제도
다) 신고･신청서의 분류･보관
◦ 명부 등재처리가 완료된 신고･신청서는 요건 미비된 신고･신청서와 함께 접수순서
대로 정리하여 보관봉투에 넣어 보관함
☞ 신고･신청서는 접수처리 완료시마다 투입하되, 국외부재자신고서와 재외선거인(변경)등록신청서를
구분하여 따로 보관함

◦ 보관봉투에 적정 수량의 신고･신청서(약 200매 정도)를 넣어 보관하되, 명부
확정일 후 즉시 봉함용 테이프로 봉투를 봉함하고 재외투표관리관의 직인으로
봉인함
◦ 보관봉투의 앞면에 접수기간･수량 등을 기재한 후 캐비닛 등 안전한 장소에 보관함

접수요원의 행정착오 등에 따른 신고･신청 취소처리
① 대

상: 접수요원이 신고･신청서를 잘못 접수 처리한 경우

※ 신고･신청인의 철회신청서에 의한 신고･신청의 철회처리와는 그 성격이 다름에 유의함.

② 처리방법: 취소처리 대상여부를 최종 확인 후 “취소”버튼을 누름.
③ 유의사항: 취소된 신고･신청은 신고･신청서 접수부와 공관명부에 모두 등재되지 않음.
※ 신고･신청인의 철회신청서에 의해 철회된 신고･신청은 신고･신청서 접수부에는 등재되나, 공관
명부에는 등재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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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신청서 보관봉투 앞면 기재요령(예시)

1

2020년 4월 15일 실시
제 21대 국 회 의 원 선 거

3

□ 국 외 부 재 자 신 고 서 보관봉투
√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보관봉투
접수기간

수량

접수번호

2019.11.17. ∼ 2019.12.22.

200 매

001∼200

공관명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 이 봉투에는 국외부재자신고서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각각 구분하여 접수
순서대로 정리하여 투입합니다.
[□에 체크(√)하여 보관봉투를 종류별로 구분해서 사용]
※ 이 봉투 앞면에는 봉투 안에 보관된 신고서(등록신청서)의 접수기간별 접수수량 및
접수번호를 기재합니다.
[예 : 2019. 11. 17. ~ 2019. 12. 22. (200매, 1∼200)]
※ 재외선거인명부 등 확정 후 사용된 종류별 보관봉투의 수량이 2개 이상인 공관은
각각의 보관봉투 상단에 관리번호를 기재하고, 투입부분을 선거관리위원회
봉함용 테이프(흰색)로 봉함한 후 재외투표관리관의 직인으로 봉인하여야 합니다.
[예 : 국외부재자신고서 보관봉투가 총 3개인 경우 1/3, 2/3, 3/3]
※ 중앙선관위의 별도 안내가 있을 때까지 신고서(신청서)는 선거가 종료된 이후에도
재외투표관리관이 계속 보관･관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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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사위 신고･신청 여부 확인
1) 확인대상
◦ 동일 필체로 서명된 신고･신청서가 다량 접수된 경우
◦ 동일한 장소를 국외거소로 한 신고･신청서가 다량 접수된 경우 등

2) 확인방법
◦ 전화･면담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의사에 의한 신고･신청인지 여부 등 확인
◦ 해당 신고･신청서의 여백에 확인일시･방법, 답변자 및 확인내용 등을 기록한 후
담당자가 서명 또는 날인함

3) 확인결과 처리
사위 신고･신청인임이 명백한 때에는 “제2장 제2절 3. 마. 2) 요건이 불비된 신고･
신청의 처리”(39쪽)절차방법에 의하여 처리함

사위의 방법으로 신고･신청한 사람의 처리방법
① 신고기간･신청기한 중 발견된 때(재외투표관리관 또는 구･시･군의 장)
☞ 공관명부에 등재하지 않고 그 사유를 지체없이 해당자에게 통지

② 명부 작성기간 중에 발견된 때(중앙선관위, 구･시･군의 장)
☞ 명부에 등재하지 않고 그 사유를 지체없이 해당자에게 통지

③ 명부작성 후부터 명부확정 전까지 발견된 때(중앙선관위, 구･시･군의 장)
☞ 명부에서 해당자를 삭선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사위등재자"라 표시 후 명부
작성권자의 사인을 날인하며 그 사유를 해당자에게 통지

④ 명부확정 이후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작성･교부 전 발견시(중앙선관위, 재외선관위)
☞ 중앙선관위가 각 재외선관위에 통보하고, 그 사유를 해당자에게 통지
※ 해당자가 재외투표소 방문시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투표록에 기록함.

⑤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한 후에 발견한 때(구･시･군선관위)
☞ 명부의 "비고"란에 "사위등재자"라 표시하고 해당자의 회송용 봉투가 접수되면 봉투겉면에 '사위등
재자'라고 기재한 붙임쪽지를 첩부하여 재외투표함에 투입하고 개표시 무효로 처리함.
※ 이미 재외투표함에 투입된 경우에는 개표소에서 이를 가려내어 무효로 처리함.

⑥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고발･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구･시･군의 장 및 중앙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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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신고･신청 철회서 접수･처리
1) 기

간: 신고기간･신청기한 중

2) 요

건: 이미 접수･처리된 신고･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

☞ 신고기간･신청기한 중에 선거권자의 자격이 변경되었더라도 해당자로부터 별도의 신고･신청이
없으면 당초 신고･신청 시점의 자격에 따라 명부에 등재해야 함

3) 방

법: 철회서 제출(『별지 제5호 서식』)

4) 제 출 처: 당초 신고･신청서를 제출한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전자우편, 서면(방문･우편) 또는 모사전송(FAX)을 통하여 제출해야 함

5) 철회서 접수
◦ 철회서 및 시스템에 의해 신청인이 기 접수･처리된 신고･신청인(본인) 인지 여부,
철회서 각 항의 적정 기재 여부 등을 확인함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전자우편, 우편, 모사전송(FAX)으로 철회서를 접수한 경우 전자우편･전화
등을 이용하여 반드시 본인의 철회의사를 확인함.

◦ 철회 신청인이 기 접수･처리된 정당한 신고･신청인임이 명백한 때에는 아래 “6)”
방법에 의하여 처리함
◦ 철회 신청인이 기 접수･처리된 신고･신청인이 아닌 것이 명확한 때에는 즉시 그
철회서를 반려함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전자우편, 우편, 모사전송(FAX)으로 접수된 경우 전자우편･전화 등으로
그 사유를 통지함

6) 철회서의 처리
◦ 그 사람의 당초 접수된 신고･신청서 우측상단에 “신고･신청 철회”라 기재한 후
접수담당자가 서명 또는 날인함
◦ 철회서(별지 제5호 서식)를 스캔하여 그 사람의 신고･신청서와 함께 저장함
◦ 시스템에 의해 그 사람의 신고･신청서 접수부에 그 사유 등을 기재(전산입력)하고
명부에는 삭제 처리함
☞ 해당 접수부의 "비고"란에는 그 사유와 연･월･일이 기재됨.

◦ 철회서의 우측 상단에 접수담당자가 서명 또는 날인 후 그 사람의 신고･신청서
맨 앞에 합철 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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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신청기한 경과 후 명부작성기간 중 철회요청시 조치방법
∙ 철회 기간: 재외선거인명부등 작성기간 만료일까지
☞ 제21대 국선: 2020. 2. 16.∼3. 6.

∙ 철회 요건: 이미 접수･처리된 신고･신청인이 귀국 등을 사유로 선거일에 투표하고자 신고･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
☞ 직전에 실시한 대통령선거 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 등재자도 철회 가능

∙방

법: 철회서 제출(『별지 제5호 서식』)

∙ 제 출 처: 해당 명부작성권자(중앙선관위 또는 구･시･군의 장)에게
∙ 철회서 접수･처리: 명부작성권자는 신고기간･신청기한 경과 후 철회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제2장.
제2절. 3. 사. 5) 철회서 접수” (45쪽) 참조

재외선거인명부등 작성기간 경과 후 철회요청시 조치방법
∙ 철회가능여부: 이미 접수･처리된 신고･신청인이 귀국 등을 사유로 철회를 요청시에도 철회할 수
없음(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2020. 3. 6. 후의 철회요청을 말함).
∙ 조치방법
-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 예정인 재외선거인등은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의 투표방법”에
의하도록 안내함
☞ 법 218조의16, 규칙136조의14

-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이후 귀국예정인 재외선거인등은 외국의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하여야 함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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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관명부 등 작성 및 송부
가. 공관명부 등 작성
1) 시

기: 신고기간･신청기한 만료일(선거일 전 60일) 후 즉시

2) 기 준 일: 신고기간･신청기한 만료일 현재(선거일 전 60일)
3) 작성권자: 재외투표관리관
4) 부책의 종류: 4종(접수부 2종, 명부 2종)
☞ 국외부재자신고서 접수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접수부,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자명부

5) 작성부수: 종류별, 구･시･군별 각 1부(자체보관용)
☞ 전산장애 등 전산조직에 의한 송부가 불가능한 경우 중앙선관위에 보고 후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함

6) 작성방법
가) 신고･신청 접수･처리상황 확인
◦ 접수된 신고･신청서 중 접수부 및 명부에 누락된 것이 있는지 여부
◦ 신고･신청서 스캔자료가 누락된 것이 있는지 여부
◦ 요건미비 신고･신청인에게 그 사유통지가 누락된 것이 없는지 여부
◦ 다음 처리기준에 따른 이중 신고･신청인의 공관명부 작성 적정 여부

이중 신고･신청인 등의 처리
① 이중 신고･신청인 처리기준
㉮ 동일인이 2 이상의 공관 등에 각각 신고서 또는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이미 다른 공관에 신고･신청서가 접수된 사람으로 확인되면 기 접수된 공관에 철회서를 제출
하게 한 후 신고･신청하도록 함(철회서가 접수처리 되면 신고･신청서 접수부 “비고”란에 철회
표시됨).
➩ 구･시･군의 장과 공관에 이중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구･시･군의 장이 명부작성시 이중신고인을
확인하여 가장 늦게 접수된 신고서에 의해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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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인이 하나의 공관 등에 2이상의 신고서 또는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이미 공관에 신고･신청서가 접수된 사람으로 확인되면 새로운 신고･신청서의 기재내용 등을
비교하여 임의 기재사항의 경우 공관명부를 수정함.
☞ 그 신고･신청서는 먼저 접수･처리한 신고･신청서의 맨앞에 합철함.
➩ 신분변동(재외선거인에서 국외부재자로)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기 접수된 내용을 철회처리하고
(신고･신청서 접수부 “비고”란에 철회 표시됨) 늦게 접수된 신고･신청서에 의하여 신규로 접
수･처리함.
☞ 그 신고･신청서는 먼저 접수･처리한 신고･신청서와 별개로 처리함.

②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신고기간･신청기한 중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거나 최
초로 주민등록신고를 하는 경우
➩ 해당 공관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철회하지 아니하고 국외부재자신고도 다시 하지 않을 경우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자명부에 계속 등재함.
➩ 해당 공관에 철회신청 후 국외부재자신고를 할 경우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처리함.
➩ 구･시･군의 장에게 국외부재자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구･시･군의 장은 중앙선관위가 송부한 재외
선거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과 구･시･군의 (국내)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이중등재 여부 검색 후
늦게 접수된 신고서에 의하여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하고 중앙선관위에 그 사실을 통보함.
☞ 중앙선관위는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이중등재자 삭제처리

나) 공관명부 등 출력
◦ 시

기: 신고기간･신청기한 만료 후 즉시

◦ 출력대상
- 구･시･군별 국외부재자신고서 접수부와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 구･시･군별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접수부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자명부
◦ 출력방법: 시스템에 의해 구･시･군별로 각각 출력함
다) 공관명부 등 편철･날인
◦ 출력한 구･시･군별 국외부재자신고서 접수부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접수부를
각각 표지와 합철한 후 표지에 재외투표관리관의 직인을 날인함
◦ 출력한 구･시･군별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자명부를 각각
표지와 합철한 후 표지에 재외투표관리관의 직인을 날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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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관명부 등 정리, 봉투 투입 및 봉함･봉인
◦ 신고･신청서 접수부와 공관명부는 구･시･군별로 각각 정리함
◦ 정리가 완료된 신고･신청서 접수부와 공관명부는 시･도별로 구분한 후, 별도 행정
봉투 또는 상자 등에 투입하여 보관함
☞ 신고･신청서 접수부 및 공관명부를 투입한 행정봉투(상자)는 신고기간･신청기한 만료일 후에
봉함용 테이프로 봉함하고, 명부확정일 후 즉시 재외투표관리관의 직인으로 봉인함

◦ 신고･신청서 보관봉투, 신고･신청서 접수부 및 공관명부 보관봉투･상자는 재외
투표관리관의 책임 하에 캐비닛 등 안전한 장소에 보관･관리함

신고･신청서 접수확인 및 보관
∙ 접수순서대로 정리된 신고･신청서 접수부를 출력한 후 신고･신청서의 접수번호와 대조하여 접수
누락여부를 확인
∙ 신고･신청서는 업무효율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접수순서가 아닌 시･도별로 보관 가능

나. 공관명부 등 송부
1) 시

기: 신고기간･신청기한 만료일 다음날까지(중앙선관위에)

☞ 전산장애 등으로 외교행낭을 이용하여 송부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을 경유하여야 함

2) 송부책임자: 재외투표관리관
3) 송부대상 서류
◦ 신고･신청서 접수부(2종) 및 공관명부(2종)
◦ 신고･신청서(이미지 전산자료)

4) 송부방법
◦ 「공관명부 등의 송부」 문서 작성･시행
◦ 신고･신청서, 신고･신청서 접수부･공관명부 등재 전산자료는 매건별 접수･처리
완료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전송됨
◦ 통신장애 등 시스템을 통한 전송 불가시에는 지체없이 그 상황을 중앙선관위에
보고하고 별도 지시에 따라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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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계･인수 및 구･시･군 송부
◦ 중앙선관위는 시스템 조회를 통해 송부상황 및 시행문서 조회･확인
◦ 중앙선관위는 모든 신고･신청 관련 전산자료 접수완료 후 국외부재자신고 관련
전산자료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구･시･군의 장에게 송부(선거관리시스템에서 내려
받기 등)
☞ 구･시･군의 장에게 송부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에 의뢰하여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재자･미등재자의
주소를 명부작성기준일 현재로 정비
☞ 중앙선관위가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및 국외부재자신고서를 구･시･군의
장에게 전송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경유하여 보낼 수 있음(규칙 제136조의6④)

◦ 통신장애 등 시스템을 통한 전송 불가시에는 이동식 정보저장매체에 저장･송부
등 별도의 송부대책 마련･시행

공관명부 등 송부방법(시스템 장애 등 예외적인 경우)
① 공관명부 등의 송부공문 시행
∙ 「공관명부 등의 송부」문서를 준용하여 작성･시행함
∙ 시행문서 1부를 출력하여 별도의 행정봉투에 넣어 봉함함
☞ 시행문서 사본을 중앙선관위 및 외교부와의 인계･인수서로 활용

② 신고･신청 관계서류 봉투 확인･포장
∙ 신고･신청서 등 보관봉투의 봉함･봉인상황과 봉투 앞면의 기재사항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함
∙ 봉함･정리가 완료된 관계서류 봉투와 「공관명부 등의 송부」시행문서를 외교행낭에 넣고 봉인
용 씰(Seal)을 이용하여 압봉함
☞ 한 공관의 외교행낭이 2개 이상인 경우 공관명부 등 송부 시행문서(봉투)는 1번 행낭에 넣음.

∙ 한 공관에서 발송하는 외교행낭 수가 2개 이상인 때에는 각각의 외교행낭마다 그 전면에 관
리번호(예: 총 3개인 경우 1/3, 2/3, 3/3 등)를 기재함
③ 송부시 유의사항
∙ 외교행낭 국내 회송일정 등을 사전 확인･예약하는 등 국내회송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대비함.
∙ 외교행낭은 통상적인 수송절차에 의하되, 공항이동 등 발송과정에서 분실･훼손 등 사고가 발
생되지 않도록 유의함
∙ 환적 등으로 회송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지역은 인편에 의한 송부 등 적기 회송대책을 사전
강구･시행함
∙ 공관명부 등의 송부 절차에 재외선관위 정당추천위원의 참여로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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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명부 등 인수･인계 및 구･시･군 송부(시스템 장애 등 예외적인 경우)
∙ 외교부장관은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관계서류 등을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중앙선관위에 인계하여야 함(법 제218조의7①)
☞ 공관명부 등의 인계･인수장소･절차･방법 등에 대하여 외교부와 사전 협의함

∙ 중앙선관위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인수한 구･시･군별 국외부재자신고 관계서류 등을 지체없이
우체국을 통한 택배(등기) 등의 방법으로 해당 구･시･군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함(법 제218조의7②)
☞ 국외부재자신고 관계서류 등의 국내 송부방법 등에 대해 우정사업본부와 사전 협의함

∙ 외교부, 중앙선관위의 인계･인수 및 송부시에는 공관명부, 신고･신청서 접수부, 신고･신청서 등의
수량을 정확히 확인하고 인계･인수서 작성 등 그 증빙을 명확히 하여야 함
∙ 중앙선관위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인수한 구･시･군별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관계서류 등을 재외
선거인명부 작성 전까지 별도 보관･관리함

5. 전산 송부시 원본 등 보관･관리(규칙
가. 주

체: 재외투표관리관

나. 기

간: 해당 선거 당선인의 임기 중

제136조의6③, 제136조의27)

☞ 단,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공관명부 등 원본의 보존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자명부,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서 및 접수부는 제외]

다. 대

상

◦ 신고･신청서 접수부(2종) 및 공관명부(2종) 원본(행정봉투 또는 상자 포함)
◦ 신고･신청서 원본(보관봉투 포함)

라. 방

법

◦ 보관봉투에 넣어 공관의 캐비닛 등 안전한 곳에 보관
◦ 임의로 보관봉투 등의 봉함･봉인 상태를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재외선거인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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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관리(구･시･군의 장)

1. 업무흐름도
① 국외부재자신고
접수･처리
<신고기간 중>

②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수령(외교행낭･전산 송부)
<신고기간 만료 후>
∙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신고서
접수부, 신고서 등
∙ 외교행낭 송부시
공관 → 외교부장관 → 중앙선관위
→ 구･시･군의 장

∙ 국내거주자의 국외부재자
신고서 접수･처리
∙ 신고요건 등 심사･등재 등

∙ 전산 송부시
공관 → 중앙선관위 →(행정안전부
장관) → 구･시･군의 장
※ 구･시･군의 장이 선거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여 공관 부재
자신고인명부 등 전산 자료를
수신할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
경유 생략

④명부열람, 이의･불복･
등재신청 처리
<선거일 전 39일 ~ 31일>
∙ 서면 또는 인터넷 열람
∙ 이의신청 접수･처리
∙ 불복신청 결정결과 정리
(불복신청 접수･결정 : 구･시･군
선관위)
∙ 명부누락자 등재신청 접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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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국외부재자신고인
명부 확정･송부
<선거일 전 30일에>
∙ 명부확정 및 그 상황 통보
(구･시･군선관위에)
∙ 확정된 명부 전산자료 복사본 및
신고서 송부(구･시･군선관위에)
※ 중앙선관위가 각 구･시･군의
명부를 하나로 합하여 재외투
표관리관에게 전송

③ 국외부재자신고인
명 부 작 성
<선거일 전 49일 ~ 40일>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 이중등재자 통보･처리
(명부 작성권자에게)
∙ 명부 전산자료 복사본 및 작성 상황
통보 (구･시･군선관위에)
∙ 명부 전산자료 복사본 전송
(행정안전부장관에게)
※ 중앙선관위가 각 구･시･군의
명부를 하나로 합하여 재외투
표관리관에게 전송

⑥오기･선거권
없는 사람 등 통보
<명부확정 후 선거일까지>
∙ 오기･사망･선거권 없는 사람 등
사유발생시 통보
(구･시･군선관위에)
∙ 명부 등재기준에 따라 국내 선거
인명부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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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부재자신고 접수(국내거주자)
가. 신고대상자(법 제218조의4①)
1) “제2장 제2절 2. 가. 신고･신청 대상자”(25쪽)의 국외부재자신고 대상자
2)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나. 신고기간(법 제218조의4①): 선거일 전 150일부터 60일까지(91일간)
☞ 대통령의 재선거･궐위선거는 그 사유 확정일로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임

다. 제출서류: 국외부재자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
라. 제 출 처(법 제218조의4①): 주소지 관할 구･시･군의 장
마. 접수･처리
“제2장 제2절”에 준하여 심사･처리하되, 스캐너에 의한 방법은 제외

바. 국외부재자신고 철회서 접수･처리
“제2장 제2절 3. 사. 신고･신청 철회서 접수･처리(45쪽)”의 절차에 준하여 처리하되,
스캐너에 의한 방법은 제외

3. 국외부재자신고인 명부 작성
가. 작성권자 및 작성기간(법 제218조의9①)
1) 작성권자: 구･시･군의 장
2) 작성기간: 선거일 전 49일부터 40일까지(1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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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작성기준일 및 기준지
1) 기 준 일: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만료일 현재(선거일 전 60일)
2) 기 준 지: 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지

다. 작성부수: 1통(자체보관 및 열람용)

라. 작성방법(법 제218조의9①, 규칙 제136조의9②, ③)
1) 중앙선관위가 전산조직으로 송부한 국외부재자신고서(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와 해당
구･시･군의 장이 직접 접수한 국외부재자신고서에 의해 작성함
☞ 구･시･군의 장은 신고기간 경과 후 국외부재자신고 철회서를 접수한 경우 철회서에 의해 국외부
재자신고인명부에 해당자를 등재하지 않음

2) 작성서식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함
3) 신고서를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작성함
☞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전산자료를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관리시스템에 임포팅하여 작성할 수 있음

4) 신고서를 전산입력하는 때마다 전산시스템에서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조회･확인
하여야 함
가) 국외부재자 신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인지 여부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기준일(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만료일: 선거일 전 60일) 현재 주소지에
따라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함

나) 연령･수형 등 선거권 결격자가 아닌지 여부 등
5) 동일인이 2이상의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중 가장 늦게
접수된 신고서에 의해 명부를 작성함(법 제218조의9①)
☞ 이중신고자 등에 대한 처리는 "본 편람 47쪽"의 처리기준에 의함

6) 사위(거짓 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한)의 방법으로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은 명부에
등재할 수 없음(법 제218조의9②)
7) 명부작성(전산입력)이 완료되면 철회자의 등재여부, 이중등재 여부, 결격자 등재여부,
정당한 신고인의 누락여부, 주소･성명･국외거소 등의 오기 여부를 신고서와 철저히
대조하여 오류가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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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중･착오등재자 등에 대한 처리기준
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와 재외선거인명부에 이중등재된 사람
예규
∙ 재외선거인등 신고･신청일 현재 해당 신고･신청인의 선거인 구분 기준(주민등록 여부)에 따라
해당 명부에 등재함.

◦ 재외선거인명부등의 확정일(선거일 전 30일) 전일까지 같은 사람이 재외선거인명부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각각 올라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중 나중에 접수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또는 국외부재자신고서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 또는 국외
부재자신고인명부 중 어느 하나에 올려야 함(법 제218조의11⑥)
☞ 나중에 접수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또는 국외부재자신고서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올릴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신청서의 사본(전산자료 또는 그 출력물)과 함께 다른 명부작성권자에게
알려야 함(규칙 제136조의10③).

나. 2 이상 구･시･군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이중등재된 사람
예규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기준일(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만료일 - 선거일 전 60일) 현재 해당
신고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의 명부에 등재함.

다. 주민등록지가 변경된 사람(규칙 제136조의9③)
1) 명부작성기준일(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만료일: 선거일 전 60일)까지 변경된 경우
☞ 변경 전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해 변경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에게 그 사실(신고서 첨부)을 통지함
☞ 변경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은 해당자의 신고요건을 확인하여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함

2) 명부작성기준일(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만료일 : 선거일 전 60일) 후에 변경된 경우
☞ 주소지 변경에도 불구하고 변경 전 주소지 관할 구･시･군의 장이 해당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함
※ 변경 전 주소지 관할 구･시･군의 국내 선거인명부에 등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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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된 주소지 관할 구･시･군의 장은 그 사람이 해당 구･시･군의 국내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도록 함(법 제37조①)

라. 신고서에 주소지 착오기재 등으로 다른 구･시･군의 명부에 등재된 사람
◦ 착오기재(접수)된 주소지 관할 구･시･군의 장은 지체없이 그 신고서를 정상적인
주소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송부함
◦ 정상적인 주소지 관할 구･시･군의 장은 그 신고인의 요건을 확인하여 해당 구･시･
군의 명부에 등재함
☞ 국외부재자신고서와 주민등록표 등의 전산정보자료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때에는 전산정보자료에
의한 주소지를 기준으로 직권 정정･등재함

마. 명부작성기간 중에 선거권 결격사유가 변경된 사람
◦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사람 중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에는 미등재하였으나 명부작성
기간 중에 선거권이 회복된 사람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함
◦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사람 중 명부작성기간 중에 사망 또는 선거권이 없게 된
사람은 명부에 등재하지 않으며 선거권이 없게 된 사람에게 지체없이 그 사유를
통지함

바. 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명부확정일 전일까지 사이에 선거권 결격사유가
변경된 사람
◦ 그 기간 중 선거권이 회복된 사람은 이의신청 등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함
◦ 그 기간 중 사망 또는 선거권이 없게 된 사람은 직권 또는 이의신청 등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함

사. 명부확정 후 선거일까지 사이에 선거권 결격사유가 변경된 사람
◦ 선거권이 회복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명부에 추가로 등재할 수는 없음
◦ 사망 또는 선거권이 없게 된 사람은 명부의 “비고”란에 “사망 또는 선거권 없음”이라
기재함(구･시･군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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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명부 작성상황 통보 등(규칙

제136조의9⑤⑥)

가. 행정안전부 명부 열람용 전산자료 전송
1) 시

기: 명부작성 후 지체없이

2) 방

법: 전산조직으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 전송

3) 전 송 처: 행정안전부장관

나. 구･시･군선관위 작성상황 통보
1) 시

기: 명부작성 후 지체없이

2) 방

법: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함(전산자료 복사본 포함)

3) 통 보 처: 관할 구･시･군선관위
4) 보

고: 구･시･군선관위는 ｢각종 보고지침｣에 의해 명부작성 상황(전산자료 복사본
포함)을 지체없이 선거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중앙선관위에 보고(전산
입력)･전송함

6. 명부 이중등재 검색
1) 시

기: 명부 작성기간 만료 후 확정일 전일까지

2) 주

관: 구･시･군의 장

3) 방

법

◦ 구･시･군의 장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와 선거관리시스템에서 내려받은 재외선거
인명부를 교차 검색하여 이중등재 여부를 확인함
◦ 이중등재자 발견시 선거권자의 자격 등을 확인하여 나중에 접수된 신고･신청서에
따라 명부에 등재하고 다른 명부작성권자에게 통보함

57

Ⅰ재외선거제도
제4절

재외선거인명부 작성･관리(중앙선관위)

1. 재외선거인명부 작성 개요도
①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

②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서

∙ 제21대 국선의 선거일 전 60일
(2020. 2. 15.)까지 선거권 유무
등 확인･정비

∙ 제19대 대선의 신청기한 다음
날부터 제21대 국선의 선거일 전
60일(2017. 3. 31. ∼ 2020.
2. 15.)까지 신청 가능
☞ 상시등록신청제도

③ʹ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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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서

∙ 제21대 국선 종료 후 제20대
대선의 선거일 전 60일(2022.
1. 8.)까지 선거권 유무 등
확인･정비

∙ 제21대 국선의 신청기한
다음날부터 제20대 대선의
선거일 전 60일(2020. 2. 16.
∼ 2022. 1. 8.)까지 신청 가능
☞ 상시등록신청제도

⑤ʹ 제20대 대통령선거의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

⑥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서

∙ 제20대 대선 종료 후 제22대
국선의 선거일 전 60일(2024.
2. 10.)까지 선거권 유무 등
확인･정비

∙ 제20대 대선의 신청기한 다음날
부터 제22대 국선의 선거일 전
60일(2022. 1. 9. ∼ 2024. 2.
10.)까지 신청 가능
☞ 상시등록신청제도

③ = ① + ②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인명부 작성
∙ 정비된 제19대 대선의 재외선거
인명부와 재외선거인 (변경)등록
신청서에 따라 작성

⑤ = ③ʹ + ④
제20대 대통령선거
재외선거인명부 작성
∙ 정비된 제21대 국선의 재외선거
인명부와 재외선거인 (변경)
등록신청서에 따라 작성

⑦ = ⑤ʹ + ⑥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인명부 작성
∙ 정비된 제20대 대선의 재외선거
인명부와 재외선거인 (변경)등록
신청서에 따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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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명부의 열람･수정 및 확정

1. 업무흐름도
① 열람용 재외선거인명부등
작 성 ･ 송 부 등
<선거일 전 40일까지>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 구･시･군의 장 → 구･시･군선관위,
행정안전부(전산송부)
- 구･시･군선관위
→ 중앙선관위(전산송부)
∙ 재외선거인명부
- 중앙선관위
→ 행정안전부(전산송부)
∙ 재외선거인명부등
- 중앙선관위
→ 재외투표관리관(전산송부)

④ 불복신청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날의 다음날까지>

∙ 직접 신청(서면신청)
- 이의신청인 또는 관계인
⇒ 구･시･군선관위
∙ 공관경유 신청(서면신청)
- 이의신청인 또는 관계인
⇒ 재외투표관리관 (모사전송)
→ 구･시･군선관위
※ 불복신청은 국외부재자에 한함.

② 명부 열람
<선거일 전 39일 ~ 35일>

③ 이의신청
<열람기간 중>

∙ 서면 열람(선거권자 누구든지)
- 구･시･군의 장 : 국외부재자
신고인명부
- 재외투표관리관 : 해당 공관 관할
구역 안에 거소를 둔 재외선거인
명부등

∙ 구･시･군의 장 및 중앙선관위
- 구두(말)･서면(임의서식)･
인터넷에 의한 이의신청 접수

∙ 인터넷 열람(해당 선거권자)
- 구･시･군의 장 : 국외부재자
신고인명부
- 중앙선관위 : 재외선거인명부등
- 행정안전부 : 재외선거인명부등
∙ 공관 열람용 PC를 이용한 열람
(선거권자 누구든지)
- 재외투표관리관 : 열람용 재외
선거인명부등

∙ 행정안전부
- 명부작성권자에게 이의신청
하도록 안내
∙ 재외투표관리관
- 명부작성권자에게 이의 신청서
모사전송(FAX)

⑤ 명부누락자
등재 신청
<선거일 전 31일까지>

⑥ 재외선거인명부등
확 정 ･ 송 부
<선거일 전 30일까지>

∙ 직접 신청(서면신청)
- 신고･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중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등재 되지
못한 사람 ⇒ 중앙선관위, 구･
시･군의 장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 구･시･군의 장 → 구･시･군
선관위 → 중앙선관위(전산송부)

∙ 공관경유 신청(서면신청)
- 신고･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중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누락된 사람
⇒ 재외투표관리관 (모사전송)
→ 중앙선관위, 구･시･군의 장
※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신청

∙ 재외선거인명부등
- 중앙선관위 → 재외투표관리관
(전산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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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부의 열람
가. 열람기간 및 시간(법 제218조의10①)
1) 열람기간: 명부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5일간(선거일 전 39일부터 35일까지)
2) 열람시간
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열람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열람기간 중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함
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와 재외선거인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행정안전부 장관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포함)에서의 열람은 열람시간 제한 없음
다) 인터넷 홈페이지 명부 열람개시시각은 국내개시시각으로 하되, 마감시각은 대한
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국내 마감일에 상응하는 해당 공관 날짜의 24시 중 가장
늦은 공관(호놀룰루)의 시각으로 함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법정 명부열람기간: '20. 3. 7. ∼ '20. 3. 11.
☞ 실제 명부열람시각(국내시각 기준): '20. 3. 7. 00:00 ∼ '20. 3. 12. 19:00

라) 재외투표관리관의 재외선거인명부등 등재여부 확인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공관의 공휴일인 때에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열람기간 중 공관의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에 이를 할 수 있음

나. 열람장소와 기간 등 공고(규칙 제136조의33, 제13조⑤)
1) 공 고 자: 명부작성권자(중앙선관위, 구･시･군의 장)
※ 명부작성권자 간 협의로 인터넷 열람을 일원화할 수 있음

2) 시

기: 열람 개시일 전 3일까지

3) 공고내용: 열람장소와 기간,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및 열람방법(규칙 제13조⑤)
4) 공고방법
가) 해당 기관의 게시판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공고문을 첩부함
나)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공고문을 게시함.
☞ 이의･불복신청 및 명부누락자 등재신청의 절차･방법 등에 관한 안내 공고문과 함께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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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장관이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할 경우 인터넷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열람 방법･기간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안내함
☞ 재외투표관리관은 공관홈페이지, 공관 게시판에 재외선거인명부등 열람방법 등에 관한 안내문
작성･게시[별지 제 11호 참조]

다. 열람방법
1) 재외선거인명부등 열람종류
가) 직접 열람: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제공된 재외선거인명부등 열람 가능
◦ 구･시･군의 장이 장소를 정하여 해당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열람하도록 함
◦ 재외투표관리관이 해당 공관 관할구역안에 거소를 둔 재외선거인명부등을 비치
하여 열람하도록 함(법 제218조의10⑤)
나) 인터넷열람: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에 한하여 열람가능
◦ 구･시･군의 장은 인터넷홈페이지에 해당 구･시･군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열람
하도록 조치함
◦ 중앙선관위는 인터넷홈페이지에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열람하도록 조치함
※ 재외선거인명부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합하여 열람용 재외선거인명부등 작성･제공

◦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가 개설･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명부작성
권자가 전송한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열람하도록 조치함(법 제218조의10④)
다) 열람용 컴퓨터에 의한 확인: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재외선거인명부등 열람가능함.
재외투표관리관은 열람기간 동안 중앙선관위가 전송하는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선거권자가 조회할 수 있도록 컴퓨터를 비치함(법 제218조의10⑤, 규칙 제136조의10①)
☞ 열람용 컴퓨터는 외교정보전용망이 아닌 보안이 설정된 통신망으로 연결하고, 관계공무원은 매
일 열람개시 전에 선거권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로그인 인증 등 사전조치함

2) 재외선거인명부등 열람시 유의사항
◦ 열람용 재외선거인명부등은 반드시 구･시･군의 장이 공고하거나 재외투표관리관이
안내한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하도록 함
◦ 재외투표관리관은 공관의 명부 열람시 공관의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등 관리대장에
열람자의 인적사항을 기록･관리함
◦ 선거권자가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열람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함
(규칙 제13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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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기간 중 누구든지 비치된 재외선거인명부등을 반출하거나 촬영･복사할 수
없음
◦ 인터넷홈페이지에서의 열람은 국외부재자신고등을 한 사람의 자신의 정보에
한해서만 열람할 수 있음
※ 열람기간 후에도 재외선거인등이 자신의 재외선거인명부등 등재여부를 문의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 줄 수 있음

3. 이의･불복신청 및 등재신청
가. 이의신청(법 제218조의11①, ④)
1) 신청기간: 열람기간 중(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5일간)
2) 신청권자: 선거권자 누구든지
3) 신 청 처: 명부작성권자(중앙선관위, 구･시･군의 장)
☞ 재외선거인명부 등재(대상)자는 중앙선관위,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등재(대상)자는 관할 구･시･군의 장

4) 신청방법: 말(구두) 또는 서면(임의서식, 인터넷 사용)
가)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한 이의신청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재외선거인명부에 관한 사항
◦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구･시･군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관한 사항
☞ 행정안전부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열람한 재외선거인명부등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열람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관한 이의신청은 명부작성권자에게 하도록 안내함

나) 직접 방문하여 말 또는 서면에 의한 이의신청
◦ 공관에 비치된 해당 공관 관할구역 안에 거소를 둔 재외선거인명부등과 공관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직접 열람한 재외선거인명부등에 관한 사항
◦ 구･시･군청에 비치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직접 열람한 사항
※ 서면에 의하여 명부작성권자에게 직접 이의신청하는 경우 이의신청기간마감일까지 도착하여야 함

5) 신청사유
가)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정당한 선거권자가 빠져 있거나
나)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잘못 써진 내용이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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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는 때
라) 가족이 아닌 사람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한 때

공관을 경유한 이의신청 처리
∙ 공관을 방문하여 열람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은 『명부에 관한 이의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해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재외투표관리관이 명부작성권자(중앙선관위 또는 구･시･군의 장)에게
모사전송(FAX)함.
∙ 재외투표관리관은 공관의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등 관리대장에 이의신청 처리상황을 기록･관리함.
∙ 중앙선관위는 재외투표관리관으로부터 “명부에 관한 이의신청서”를 전송받은 경우, 『재외선거인
명부 이의신청･등재신청 처리대장에 기록･관리함.

6)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
가) 심사･결정기한: 이의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나) 심사･결정권자: 이의신청을 받은 명부작성권자
다) 심사･결정에 따른 조치
◦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정정(등재 또는 삭제)하고
신청인･관계인(신청인과 선거인이 다른 경우 해당 선거인 및 대리 제출자를
말함)에게 통지함
◦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 즉시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함
☞ 명부작성권자가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전송할 수 있으며,
명부작성권자가 재외투표관리관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그 결정상황을 재외투표관리관
에게 의뢰하여 통지할 수 있음

◦ 구･시･군의 장은 열람기간 종료 후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상황을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해 구･시･군선관위로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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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대리 제출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 중앙선관위는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15조(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제1항
각 호에 따른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를 관계기관으로부터 교부 받아 해당 재외선거인과 대리 제출한 사람과의
가족관계 여부를 확인함.
∙ 해당 재외선거인과 대리 제출한 사람과의 관계가 가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그 등록신청을
한 사람을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하고 신청인･관계인(신청인과 선거인이 다른 경우 해당
재외선거인 및 대리 제출자를 말함)에게 통지함.

나. 불복신청(법 218의11②)
1) 신청기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구･시･군의 장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2) 신청권자: 이의신청인이나 관계인
3) 신 청 처: 관할 구･시･군선관위
※ 재외선거인명부 관련 불복신청은 할 수 없음.

4) 신청사유: 이의신청에 대한 관할 구･시･군의 장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
5) 신청방법: 서면(임의서식 사용)에 한함
※ 모사전송의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음.

공관을 경유한 불복신청 처리
∙ 공관을 방문하여 불복신청 처리를 문의할 경우 서면으로 불복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안내 후 해당
구･시･군선관위에 모사전송(FAX)함
∙ 재외투표관리관은 『공관의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등 관리대장』에 불복신청 처리상황을 기록･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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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불복신청에 대한 심사･결정
가) 심사･결정기한: 불복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나) 심사･결정방법: 위원회 의결
다) 심사･결정에 따른 조치
◦ 신청자격이 없는 사람이 신청하였거나 신청기한을 경과한 때에는 신청을 각하하
고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함
◦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관계 구･시･군의 장에게 통지하여 국외부재자신
고인명부에 정정(등재)하게 하고 신청인과 관계인에게 통지함
◦ 이유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그 뜻을 신청인과 관계 구･시･군의 장에게 통지함
☞ 명부작성권자가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전송할 수 있으며,
명부작성권자가 재외투표관리관을 통하여 불복신청을 접수한 경우 그 결정상황을 재외투표관리
관에게 의뢰하여 통지할 수 있음

다. 명부누락자 등재신청(법 제218조의11③, 규칙 제136의10②)
1) 신청기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명부확정일 전일까지
2) 신청권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또는 국외부재자 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재외선거인
명부등에 누락된 선거권자

3) 신 청 처: 명부작성권자(중앙선관위, 구･시･군의 장)
☞ 재외선거인명부 등재대상자는 중앙선관위,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등재대상자는 관할 구･시･군의 장

4) 신청사유: 명부작성권자의 착오 등의 사유로 정당한 선거권자가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누락된 때

5) 신청방법: 소명자료를 첨부하여『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해 서면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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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을 경유한 명부누락자 등재신청 처리
∙ 공관을 방문하여 명부누락자 등재신청 처리를 문의할 경우 『재외선거인명부등의 등재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재외투표관리관이 명부작성권자(중앙선관위 또는 구･시･군의 장)에게 모사
전송(FAX)함.
∙ 재외투표관리관은 『공관의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등 관리대장』에 등재신청 처리상황을 기록･관리함.
∙ 중앙선관위는 재외투표관리관으로부터 “재외선거인명부등의 등재신청서”를 전송받은 경우, 『재외
선거인명부 이의신청･등재신청 처리대장』에 기록･관리함.

6) 등재신청에 대한 심사･결정
가) 심사･결정기한: 등재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나) 심사･결정에 따른 조치
◦ 신청자격이 없는 사람이 신청하였거나 신청기한을 경과한 때에는 신청을 각하하고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함
◦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등재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함
◦ 이유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함

라.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사항의 통지(법 제218조의11⑤)
1) 통지대상: 이의･불복신청 및 누락자 등재신청에 대한 결정사항
2) 통지서식
◦ 이의신청 결정통지: 『별지 제14호 서식』
◦ 불복신청･누락자 등재신청 결정통지: 『별지 제15호, 제16호 서식』

3) 통지방법(법 제218조의11⑤)
명부작성권자가 개설･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함
☞ 명부작성권자가 재외투표관리관을 통하여 등재신청을 접수한 경우 그 결정사항을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의뢰하여 통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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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명부의 수정
가. 수정권자: 명부작성권자
나. 수정사유 및 방법(규칙 제136조의33①, 제14조)
1) 이의･불복･등재신청에 대하여 “이유 있다.”라고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내용에 따라
명부 등을 수정하되, 명부의 “비고”란에 그 사유와 연월일을 기재하고 명부작성권
자의 사인을 날인함
2) 열람기간이 지난 후 명부확정 전까지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중 오기, 사망한 사람,
국적을 상실(이탈)한 사람 또는 선거권이 없는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직권으로 명부
등을 수정 또는 삭제하되, 명부의 “비고”란에 그 사유와 연월일을 기재하고 명부
작성권자의 사인을 날인함
☞ 명부작성기준일부터 선거일까지 사이에 사망･국적상실(이탈)등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의 명단을 관계
기관에 요청하여 확인함

재외선거인 확인 요청 방법
1.
2.
3.
4.

대상기관
대상정보
요청방법
요청시기

:
:
:
:

법무부, 대법원, 행정안전부
국적이탈, 사망, 수형사실
해당기관에 명부송부 또는 대상자명단 요청
선거일 전 40일(작성완료) 후

3) 명부확정 후부터 선거일까지의 사이에 오기사항 등의 통보 및 처리는 아래 “5.
라.”의 절차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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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명부의 확정 및 송부
가. 명부의 확정 및 효력(법 제218조의13①)
1) 명부확정일: 선거일 전 30일(24시)에
2) 명부의 효력
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해당 선거에 한해 효력
나) 재외선거인명부: 영구적 효력

나. 확정된 명부 등 송부(법 제218조의13②, 규칙 제136조의11)
1) 송부시기: 명부확정 후 지체없이
2) 송 부 처: 관할 구･시･군선관위
3) 송부서류
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구･시･군의 장 → 관할 구･시･군선관위)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상황 통보서(별지 제18호 서식)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 1부(선거관리시스템으로 전송)
◦ 명부에 올라있는 사람의 국외부재자신고서
☞ 명부에 올라 있는 순서대로 신고서를 정리･편철하여야 함
☞ 전산조직에 의해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을 송부 받은 때에는 구･시･군의 장이 직접 접수한
신고서만 정리･편철함

나) 재외선거인명부(중앙선관위 → 관할 구･시･군선관위)
◦ 재외선거인명부 확정상황 통보서
◦ 재외선거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 1부(재외선거관리시스템으로 전송)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는 송부하지 아니함

다. 재외투표소명부 작성･송부 등(법 제218조의13③, 규칙 제136조의11③④)
1) 재외투표소명부 작성
가) 작성권자: 중앙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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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

법

◦ 관할 구･시･군선관위는 확정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전산자료 복사본)를 송부
받은 즉시 선거관리시스템으로 중앙선관위에 전송함
◦ 중앙선관위는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와 구･시･군선관위가 전송한 국외부재자신고
인명부를 하나로 합함
※ 이하 위 “1)”에 의해 작성된 명부를 재외투표소명부라 함

2) 재외투표소명부 송부 등
가) 시

기: 재외투표소명부 작성 즉시

나) 송 부 처: 재외투표관리관
다) 방

법: 재외선거관리시스템으로 전산송부

☞ 전산장애 등으로 재외선거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할 수 없을 경우 보안이 되는 정보저장매체에 담아
외교행낭을 이용하여 송부함

3) 재외투표소명부 관리
◦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투표소명부를 송부 받은 즉시 해당 공관의 관할구역 안에
거소를 둔 재외선거인등만이 올라와 있는 재외투표소명부 1부를 출력하거나, 보안이
되는 정보저장매체에 담음
◦ 재외투표소명부가 담긴 정보저장매체 또는 출력한 재외투표소명부 사본을 공관의
금고 등 안전한 곳에 보관함

라. 명부확정 후 선거권 없는 사람 등의 통보(규칙 제136조의33①, 규칙 제14조④)
1) 명부작성권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등재된 사람 중 명부 확정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사이에 오기 또는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나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해 지체없이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통지하여야 함
2) 구･시･군선관위가 위 “1)”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의 “비고”
란에 그 사실을 기재함
3) 구･시･군선관위가 사망자나 선거권이 없는 사람의 명단을 통보받거나 발견한 때에는
해당자의 재외투표 접수시 “선거권이 없는 사람” 등의 붙임쪽지를 붙여 재외투표함에
투입하고 개표시 무효로 처리함(규칙 제136조의33①, 규칙 제96조②)
☞ 해당자의 회송용 봉투가 이미 재외투표함에 투입된 때에는 개표소에서 이를 가려내어 무효로 처리함
※ 재외선거인등이 투표 후 사망한 것이 확인 된 때에는 이를 유효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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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이 없는 사람 등의 처리
∙ 구･시･군선관위는 선거권이 없는 사람(거짓으로 신고･신청한 사람 및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신고･
신청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재외선거인등을 포함함)나 사망자의 명단을 명부 확정일 후부터
재외투표를 접수할 때까지의 사이에 통보받은 경우에는 붙임쪽지에 선거권이 없는 사람, 사망자
라고 기재한 후, 이를 회송용 봉투에 붙여 재외투표함에 투입하고 개표시에 무효로 함.
∙ 재외투표를 접수한 후에 통보를 받은 때에는 개표시에 해당 재외투표를 가려내어 무효처리함.
∙ 다만, 재외선거인등이 투표 후 사망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이를 유효 처리함.

마. 투표한 재외선거인등의 국적관련 이의제기 금지(법 제218조의13④)
누구든지 재외선거인등이 투표한 후에는 그 재외선거인등의 선거권 유무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적･행정적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6. 재외선거인등의 국내 선거인명부 등재기준
중앙선관위와 행정안전부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선거인명부의 정확한 작성을 위하여 구･시･군의 장이
전산조직으로 재외선거인명부와 다른 구･시･군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규칙 제136조의12).

가. 국외부재자신고인의 국내 선거인명부 등재(법 제37조①)
1) 구･시･군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외부재자신고인을 국내 선거인명부에 등재함
☞ 해당 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국외부재자"라 기재

2) 다만,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다른 구･
시･군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해당 국내 선거인명부에 등재
하지 아니함(법 제37조①)
☞ 관할구역이 다른 구･시･군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사람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기준일(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만료일 현재 : 선거일 전 60일) 현재의 주소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이
작성하는 국내 선거인명부에 등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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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사람이 법 제37조제1항의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이전에 사망하거나 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도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한 구･
시･군의 장은 그 사람을 국내 선거인명부에 올린 후 수정함
☞ "비고"란에 "국외부재자", "연월일 사망, 선거권 없음" 등으로 기재하고 구･시･군의 장의 사인을 날인함

나. 재외선거인의 국내 선거인명부 미등재
1) 구･시･군의 장은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사람이 국내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었는지를
확인함
2)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사람이 법 제37조제1항의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대통령
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28일,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22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해당 구･시･군의 국내 선거인명부에는 올리지 않음(법
제37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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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외투표 절차도
재외투표용지 원고송부 및 보관
∙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 2일까지
∙ 중앙선관위 → 재외투표관리관(전산조직으로)
∙ 재외투표용지 원고보관(보안 정보저장매체)

재외투표소 투표

귀국투표

∙ 선거일 전 14일부터 9일까지 중 재외선관위가 정한 기간에
재외투표소에서 투표
∙ 투표용지 발급기를 사용하여 투표용지 작성･교부
∙ 투표용지 발급기 장애시 재외투표용지 원고를 인쇄･복사
하여 작성･교부

∙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은 귀국
투표 가능
∙ 귀국투표를 위해 주소지 또는 최종 주소지(등록
기준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관위에 사전 귀국투
표신고 필요
∙ 주소지 투표소 또는 관할 선관위가 지정한 국내 투표소에서
선거일에 투표

재외투표 회송
∙ 재외투표관리관 → 외교부장관(확인) → 중앙선관위 →
구･시･군선관위(등기우편으로)

재외투표 접수
∙ 선거일 오후 6시까지(구･시･군선관위)
※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오후 8시까지

☞ ‘책임위원등’이란 재외선관위가 재외투표소의 투표관리를 위하여 두는 ‘책임위원’ 또는 ‘재외투표소관리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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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외투표 개요
구 분

재외투표소 투표

귀국투표

투표기간

∙ 선거일 전 14일부터 9일까지 중
(재외선관위가 정하는 기간)

∙ 선거일

투표시간

∙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오후
8시까지

투표장소

∙ 공관(대체시설)에 설치된 재외투표소
∙ 공관 외 추가투표소

∙ 국외부재자
주소지 투표소
∙ 재외선거인
최종주소지(등록기준지)관할 구･시･군선관위가
지정하는 투표소

투표대상

∙ 재외선거인
∙ 국외부재자신고인

∙ 귀국투표신고서를 제출한 재외선거인･국외부재자
신고인

지 참 물

∙ 신분증명서
∙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
(재외선거인에 한함)

∙ 신분증명서

투표절차

∙ 국외부재자
일반 선거인과 동일
(선거인명부 비고란에 ‘귀국투표자’로 기재)
∙ 본인확인 ➱ 투표용지･회송용 봉투 수령 ➱ 투표
(투표상황을 투표록에 기재)
용지에 기표 ➱ 회송용 봉투에 투입･봉함 ➱ 투표함
∙ 재외선거인
투입
선거인명부 맨 끝란에 등재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등을 기재하고 서명(날인 또는 무인 포함)
후 투표(투표상황을 투표록에 기재)

기표방법

∙ 기표식
∙ 기표식
(투표용지 발급기 장애 등의 경우 일부 자서식)

회송경로

∙ 재외투표관리관(외교행낭･인편)
➩ 외교부장관(확인) ➩ 중앙선관위
➩ 구･시･군선관위(등기우편)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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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투표소 종류
∙ 공관(대체시설)에 설치된 재외투표소(법 제218조의17①, ⑤)
◦ 재외선관위는 재외국민의 투표를 위하여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 다만, 공관의 협소 등의 사유로 부득이 공관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공관의 대체시설에 재외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음.
☞ 주재국의 사정으로 공관밖에 재외투표소 설치가 곤란한 공관은 제외

◦ 재외선관위는 정당추천위원이 아닌 1명의 위원을 ‘책임위원’으로 지정하여 재외투표소의 투표
관리를 행하게 함.
∙ 공관(대체시설) 외 추가투표소(법 제218조의17②, ⑥)
◦ 재외선관위는 관할구역의 재외국민수가 4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또는 공관의 관할
구역이나 관할구역의 인접한 지역에 재외선거인등이 소속된 국군부대가 있는 경우 공관(대체
시설)에 두는 재외투표소 외에 추가로 시설･병영 등에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주재국의 사정으로 공관밖에 재외투표소 설치가 곤란한 공관은 제외

◦ 재외국민 수가 4만 이상인 공관은 매 4만명까지 마다 1개소의 추가 투표소 설치가 가능하며
그 수는 최대 2개소를 초과할 수 없음.
◦ 재외선관위는 책임위원을 둘 수 없는 경우 ‘재외투표소관리자’를 지정하여 재외투표소 투표
관리를 행하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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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외투표 절차
투 표 개 시

∙ 책임위원등이 투표개시를 선언함(매일 오전 8시)

∙ 재외선거인등은 신분증명서(재외선거인의 경우 국적확인서류 포함)를 제시
후 본인여부를 확인 받음

본인여부 확인 및
투표용지 등 인쇄

∙ 위원･투표사무원은 재외선거인등의 재외투표소명부(투표용지 발급기에
탑재) 등재여부를 확인 후 전자적 방식으로 서명 또는 무인하게 함
∙ 투표용지 및 회송용 라벨을 출력함
∙ 참관인은 본인여부 확인상황 등을 참관함

투표용지 등 교부

기표 및
봉투 봉함

∙ 출력된 회송용 라벨을 회송용 봉투에 부착함
∙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재외선거인등에게 교부함

∙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은 다음 양면테이프로 봉함한 후
기표소를 나옴
☞ 봉함용 양면테이프가 불량인 경우 풀로 봉함함

투 표 함 투 입

∙ 재외선거인등은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투입하고 퇴소함
∙ 참관인은 투표함의 회송용 봉투 투입상황을 참관함

투 표 마 감

∙ 책임위원등이 투표마감을 선언함(매일 오후 5시)
∙ 책임위원등 도장 및 투표용지 발급기를 봉함･봉인함

투표자수 집계 및
재외투표관리관 인계

∙ 투표마감 후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자수(회송용 봉투수) 집계 후 재외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함
∙ 참관인은 투표함 개함 및 투표자수 집계･인계과정을 참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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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귀국투표
가. 귀국투표 개요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은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최종 주소지(최종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말함)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관위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해당 선관위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음(법 제218조의16③)
※ 재외선거인등은 법 제148조에 따른 사전투표소에서는 투표할 수 없음

나. 귀국투표 신고(법 제218조의16③, 규칙 제136조의14)
1) 신고대상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신고인

2) 신고방법
가) 신고기간: 재외투표기간 개시일(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투표종료 전까지
나)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인
- 귀국투표신고서(별지 제20호 서식)
-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그 밖에
대한민국의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출입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출입국관리법」제88조 제1항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정부24(www.gov.kr)에서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 가능

출입국관리법[시행 2016.9.30.] [법률 제14106호, 2016.3.29., 일부개정]
제88조(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시･군･구 또는 읍･면･동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이 법의 절차에 따라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 유무에 대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 법의 절차에 따른 출국 또는 입국 사실이 없다는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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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선거인
- 귀국투표신고서(별지 제20호 서식)
-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그 밖에
대한민국의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출입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재외선거인은 신고시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국적확인서류 원본’을 함께 제시
하여야 함 다만, 합법적인 복수국적자로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서류를 갖출
수 있는 대상이 아닌 사람인 경우에 한하여 국적취득신고사실증명서, 국적보유
신고사실증명서, 국적선택신고사실증명서, 외국국적포기확인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 병적증명서 그 밖에 대한민국 국민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다) 제출처: 관할 구･시･군선관위
◦ 국외부재자: 주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
◦ 재외선거인: 최종주소지(최종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관할구･시･군선관위

다. 귀국투표 방법(규칙 제136조의14)
1) 투표장소
가) 국외부재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구에 설치된 투표소
나) 재외선거인: 관할 구･시･군선관위가 지정하는 투표소

2) 투표방법
귀국투표자는 본인여부 확인석에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투표함
☞ 국적확인서류는 제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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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개표

1. 개표 절차도
국내 개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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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 개표소

투표지 분류기에 의한 개표

수작업에 의한 개표

수작업에 의한 개표

재 외 투 표 함
개
함
(개 함 부)

재 외 투 표 함
개
함
(개함･점검부)

재외투표
보관봉투 개봉
(개함･점검부)

회송용 봉투
분류･확인

회송용 봉투
분류･확인

회송용 봉투
분류･확인

회송용 봉투 개봉

회송용 봉투 개봉 및
투표지 분류

회송용 봉투 개봉 및
투표지 분류

투표지 분류
(투표지분류기운영부)

유･무효 구분

유･무효 구분

투표지 심사･집계
(심사･집계부)

투표지 심사･집계
(심사･집계부)

투표지 심사･집계
(심사･집계부)

위원 검열 및
위원장 공표

위원 검열 및
위원장 공표

위원 검열 및
위원장 공표

개표상황
보
고

개표상황
보
고

개표상황
보
고

투표지 포장･정리

투표지 포장･정리

투표지 포장･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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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표 방법
재외투표의 개표는 개표장소와 개표주체에 따라 국내개표와 공관개표로 나뉨

가. 국내개표
◦ 법 제218조의19에 따라 재외투표소에서 정상적으로 투표가 이루어지고 국내에 회송되는
경우 관할 구･시･군선관위에서 개표함
◦ 국내 개표관리계획에 포함하여 개표관리함

나. 공관개표
◦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재외투표가 선거일 오후 6시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오후 8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도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중앙선관위 결정으로 재외선관위가 해당 공관에서 개표함
◦ 중앙선관위의 지시에 따라 개표관리함

3. 개표 절차(국내개표)
가. 재외투표함 개함
1) 재외투표함이 개표소에 도착한 후 지체없이 구･시･군선관위위원장은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재외투표함의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개표진행 절차에 따라 재외투표함의
개함을 선포함
2) 재외투표함은 일반투표함 또는 우편투표함의 투표지와 구분하여 개표함
3) 국외부재자 투표함과 재외선거인 투표함을 각각 구분하고, 국외부재자 투표함을 먼저
개함하여 개표한 후 재외선거인 투표함을 개함하여 개표함
☞ 대통령선거에서는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동시개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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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외부재자투표 분류
1) 국외부재자투표는 주민등록자 및 재외국민 주민등록자의 회송용 봉투로 각각 분류함
☞ 회송용 봉투에 기재된 선거인 정보 또는 접수시 회송용 봉투에 첩부한 색지 등을 이용하여 구분함

2) 분류된 주민등록자 및 재외국민 주민등록자의 회송용 봉투를 순차적으로 개표함

다. 회송용 봉투 확인
1) 재외투표 접수 시 무효사유를 표시한 붙임쪽지가 붙어 있는 회송용봉투 안의 투표
지는 무효처리함
2) 무효사유를 표시한 붙임쪽지가 붙어 있지 않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무효처리 함
(책임사무원이 봉투 겉면에 그 사유를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
가) 정규의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나) 회송용 봉투가 봉함되지 아니한 것(회송용 봉투가 투표지를 꺼낼 수 있을 정도로
찢어진 것 포함)
다) 명부 작성권자로부터 선거권이 없는 사람 또는 사망한 사람으로 통보된 사람의 투표
☞ 사망한 사람의 경우 사망하기 전에 투표한 것은 유효로 처리함

3) 무효처리하는 회송용봉투 처리방법
가) 회송용봉투를 바구니에 담아 위원장에게 인계하고 무효사유를 확인한 후 개봉함
나) 위원장은 투표지 중앙 등 식별이 용이한 곳에 “무효처리된 우편투표지” 고무인을
찍은 다음 확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함
※ 고무인 제작예시(가로 5cm × 세로 2cm 정도)

무효처리된
우편투표지

위 원 장

다) 무효처리된 투표지는 선거별･선거구별로 구분하여 바구니에 담아 해당 재외선거
전담부로 다시 인계하며, 무효처리된 투표지가 들어있던 빈 회송용봉투는 소송을
대비하여 반드시 따로 묶어 보관･관리함
☞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하는 경우 “무효처리된 우편투표지” 고무인이 날인된 투표지도 투표지분류
기를 통과시키고 심사･집계부에서 무효처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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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회송용 봉투 개봉
1) 유효한 회송용 봉투를 개봉하여 투표지를 꺼내고 그 빈 봉투는 따로 묶어서 보관･
관리함
예규
1) 봉투 안에 해당 선거의 투표지가 들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권 처리함.
2) 봉투 안에 같은 선거의 투표지가 2매 이상 들어있는 경우 해당 선거의 투표지는 모두 무효로
처리하고 각각 무효투표수로 산입함.
☞ 책임사무원은 같은 선거 투표지를 다시 봉투 안에 넣고 봉투 앞면에 “같은 선거 투표지 0매가 들어
있음”으로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다른 무효처리 봉투와 함께 위원장에게 인계하고 “다.
3)”과 같이 처리함.

3) 봉투 안에 투표지 외에 서신･메모 등이 들어있는 경우 해당 선거의 투표지는 모두 무효로
처리함.
☞ 책임사무원은 투표지 등 내용물을 다시 봉투 안에 넣고 봉투 앞면에 “메모 등이 들어있음”으로 기
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다른 무효처리 회송용봉투와 함께 위원장에게 인계하고 “다. 3)”과
같이 처리함.
☞ 무효처리 후 서신･메모는 소송을 대비하여 다시 봉투 안에 넣어 별도 보관･관리함.

2)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회송용봉투 안에 특정 선거의 투표지가 들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선거의 투표만 기권으로 처리함
3) 회송용봉투를 개봉하여 규칙 제136조의20⑤에 따라 “공개된 투표지”표시가 날인된
투표지가 나오면 무효처리함
☞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주민등록(재외국민 주민등록 제외)이 되어 있는 국외부재자신고인의 회송용
봉투에 일부의 투표지만 "공개된 투표지" 표시가 되어있는 경우 그 선거의 투표만 무효로 처리함

4) 투표지가 들어있는 회송용봉투와 투표지를 꺼낸 빈 회송용봉투는 반드시 구분･관리함
☞ 빈 회송용봉투 별도 바구니 적재, 빈 회송용봉투 전담자(또는 전담반) 지정 등 관리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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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투표지 분류, 계표 및 공표
1) 회송용 봉투를 개봉하여 꺼낸 투표지를 유･무효로 구분함
2)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투표 중 주민등록자(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제외)의 투표에
있어서는 지역구선거의 투표지와 비례대표선거의 투표지를 먼저 구분 후 지역구
선거는 지역구별로, 비례대표선거는 국외부재자투표 중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및
재외선거인의 비례대표선거 투표지와 합하여 각각 유･무효로 구분함
☞ 지역구선거의 투표지를 우선 개표한 후 비례대표선거의 투표지를 일괄 개표함

3) 무효투표지의 수를 계산하고 무효투표 집계전을 작성한 후 별도로 묶어서 관리함
4) 유효한 투표지는 후보자(비례대표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을 말함. 이하 같음)별로 분류하여
그 수를 계산하고 후보자별로 유효투표집계전을 작성한 후 각각 별도로 묶어서
관리함
5) 위 “3), 4)”에 의한 투표수를 집계하고 개표상황표를 작성하며 심사･집계부로
인계하여 확인･점검을 거침
☞ 개표상황표는 지역구선거와 비례대표선거로 구분하여 작성함

6) 개표상황표에 출석한 위원의 검열 및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이 공표함

투표지분류기 이용 재외투표 개표시 유의사항
• 투표지분류기 등록용 투표용지등 작성･배부
- 투표지분류기 등록용 투표용지 작성
∙ 작성주체 : 중앙선관위
∙ 배
부 : 투표지분류기의 설치 및 시험운영전까지
- 구･시･군선관위는 구･시･군선관위 작성 투표용지와 별도로 등록용 재외투표용지를 투표지
분류기에 등록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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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투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의 처리
예규
개함･점검, 심사, 집계의 각 개표과정에서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질문이 있는 때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함.

1) 각 개표부서에서 개표참관인의 이의제기나 개표사무원의 질문이 있는 때에는 우선 책임사무원이
선관위 직원 또는 해당 부서의 담당위원(일괄 배치시에는 부위원장을 말함. 이하 같음)의
결정을 받아 처리함.
2) 해당 부서의 담당위원이 처리할 수 없거나 이의를 제기한 개표참관인 등이 그 결정에 동의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담당위원이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의 결정을 받아 처리함.
3) 위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하거나 위원장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개표참관인 등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제기투표 처리전을 작성하고 위원회의를 소집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함.
4) 위 “3)”에 따라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책임사무원, 사무국(과)장,
위원, 위원장이 이의제기투표 처리전에 날인하고 위원장은 그때마다 그 내용을 공표함. 이
때 이의제기투표 처리전은 해당 투표지와 합철･관리함.

〔서식예시〕

이의제기투표처리전
○○ 선거
이의제기자

선거법상 신분

성

명

이의사유
처리상황
책임사무원

사무국(과)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부위원장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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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개표종료에 따른 조치
1) 개표결과 공표 후 즉시 개표상황표에 의한 개표결과를 개표보고시스템에 입력･전송함
2) 개봉된 빈 회송용 봉투는 포장하여 구･시･군선관위위원장의 사인으로 봉인함
3) 투표지는 선거별, 선거구별로 유･무효로 구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후보자별로
구분한 후 무효투표지와 함께 전체를 포장하여 구･시･군선관위위원장이 봉인함
4) 위 “2), 3)”에 의한 회송용 봉투, 투표지 등은 국내선거의 개표관계서류 보관방법에
준하여 관리하되, 규칙 제136조의27의 절차에 의하여 폐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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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부 록
[별지 제1호 서식]

명부 등 작성관련 통보･제출사항
통 보 사 항

1. 명부작성 공무원의 임면상황 통보

2. 공관명부 등 송부
(신고･신청서 포함)

3. 국외부재자신고인의 주소
변경통보(신고서 첨부)

통보시기

시 행 자

관계법규

임면한 후 즉시

▪재외투표관리관 →
재외선관위
▪구･시･군의 장 →
구･시･군선관위

법 제39조②
규칙 제12조①
규칙 제136조의33①

신고기간･신청기한
만료일 다음날까지

▪재외투표관리관 →
외교부장관(경유) →
중앙선관위 →
구･시･군의 장

법 제218조의7①
규칙 제136조의 6

▪변경전 주소지 구･
시･군의 장 → 변경된
주소지 구･시･군의 장

편람 55쪽

작성기준일 전에
주소지 변경시

4. 재외선거인명부등 작성상황 통보

명부 작성 후
지체없이

▪명부작성권자 →
구･시･군선관위

규칙 제136조의8④
규칙 제136조의9⑤

5. 불복신청에 대한 결정통지

결정한 때마다
즉시

▪구･시･군선관위 →
구･시･군의 장

법 제218조의34①
법 제42조②

열람기간 종료 후
즉시

▪구･시･군의 장 →
구･시･군선관위

편람 62쪽

명부 확정 후
즉시

▪명부작성권자 →
구･시･군선관위

법 제218조의13②
규칙 제136조의11

6.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상황

7. 재외선거인명부등 확정 상황 통보
(확정된 명부 사본 및 신고서 포함)

8. 명부 확정 후 선거권 없는 사람
등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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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마다 지체없이 ▪명부작성권자 →
(선거일까지)
구･시･군선관위

규칙 제14조④
규칙 제136조의33①

부록1. 재외선거인 등 명부 작성･관리 서식일람

[별지 제2호 서식] (규칙 제136조의4제1항 관련)
<앞쪽>

접수번호

□ 국외부재자신고서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신고･신청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뒤쪽에
기재된 유의사항 및 작성요령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명2)

성
여

한

권

-

따른

구분

3 )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

※ 해당 칸에 ☑표
한 후 기재

락

처

※반드시 점선
안에
기재

(구･시･군)

(시･도)

(구･시･군)

-

등록기준지
(본 적 지)
부 모 성 명4)

(시･도)

(읍･면)

(읍･면)

아버지
성 명

남

여

(대로･로･길)

어머니
성 명
( 지 역 번 호 )

-

-

( 전 화 번 호 )

( 지 역 번 호 )

-

5)

(대로･로･길)
성 별
(해당 칸에
☑표)

(구･시･군)

(국 가 번 호)

휴대전화번호

(대로･로･길)

-

(국 가 번 호)

전화번호5)
(가정･직장
등)

(읍･면)

-

대 한 민 국
최종주소지
생 년 월 일

처음부터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

연

(시･도)

말
소
된
주민등록번호

에

(서명)

※ 여권번호는 왼쪽부터 적습니다.

주민등록이 주
소
있는 사람 (주민등록표상)
분

접 수 자

호
주 민 등 록
번
호

신

접수일자

영
문
(대 문 자)

글

번

접
수

1)

-

( 전 화 번 호 )

-

6)

전자우편
(E-mail)

거류국명
국 외 거 소

우편번호

7)

공관을 거소로

(국외에서 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는 장소)

신고할 사람
주

(☑표한 후 주소”칸에
공관명만 기재)
투표예정공관5)

소

※ 반드시 점선 안에 기재

외국국적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유여부

국적보유 국가명

※ 복수 국적자만 기재

외국국적 취득사유

□ 예

□ 아니오

□ 출생

□ 혼인

□ 입양

□ 인지

□ 기타(

)

본인은 「국적법」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임을 확인하고 「공직선거법」(제218조의4)･(제218조의5)에 따라 (국외부재자신고)･(재외선거인 등록신청)를
(을) 하며, 선거권 등을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등록정보, 주민등록정보, 수형정보, 여권정보 등의 개인신상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신 청 인)9) :

(서명 또는 날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구･시･군의 장 귀하

※ 국외부재자신고는 재외공관에 신고서를 제출(방문, 우편 또는 전자우편)하거나 인터넷홈페이지(http://ova.nec.go.kr)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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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부 록
<뒤쪽>

※ 유 의 사 항
1. 이 신고･신청서는 기계로 판독되므로 접거나 찢는 등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 신고･신청서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 신고･신청인에게 불이익(재외선거인명부등 미등재, 선거
정보 수신불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사항은 정자로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3. 거짓으로 신고･신청을 한 사람 또는 자신의 뜻에 따라 신고･신청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투표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직선거법」 제247조에 따라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받을 수 있습니다.

※ 작 성 요 령
1. “현재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은 국외부재자신고서에 ☑ 표시를 하고,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이나 처음
부터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에 ☑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2. “성명”칸에는 여권에 적혀있는 성명(영문 포함)을 그대로 적어야 합니다.
☞ 다만, 여권의 성명과 가족관계등록부(호적)상의 성명이 다른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호적)상의 성명을 적습니다.

3. “신분에 따른 구분”칸에는 현재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은 해당 칸에 ☑ 표시 후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
록표상의 주소”를 적고,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은 해당 칸에 ☑ 표시 후 “말소된 주민등록번호와 대한
민국 최종주소지”를 적어야 하며, 처음부터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은 해당 칸에 ☑ 표시 후 “생년월일
과 가족관계등록부(호적)상의 등록기준지(본적지)”을 적고 “성별”의 해당 칸에 ☑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4. “부모 성명”칸에는 처음부터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에 한해 국적･본인여부 및 등록기준지(본적지)의 정
확한 확인을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부(호적)상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성명”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5.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칸에는 거류국에서 연락이 가능하도록 가정･사무실 등의 전화번호(국가번호
-지역번호-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는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요건확인, 우편물 수취여부 확인, 투표기간･장소 등 안내, 그
밖에 각종 선거정보 제공에 활용되므로 외국의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 연락 가능한 대한민국 내 전화번호를 적을
수 있습니다.

6. “전자우편(E-mail)”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발송하는 정당･후보자 정보자료 송부, 재외선거인
명부등 등재여부 통지, 이의신청 결과 안내, 투표기간･장소･지참물 등 각종 선거관련 정보･자료 등의 제
공에 활용되므로 이러한 자료 등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7. “국외거소”칸은 거류국에서 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는 장소를 로마자 또는 영문 대문자(현지어를 추가로
적을 수 있음)로 반드시 점선 안에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 다만, 직장･생업･이사･주소불확정･거류국의 우편제도 미비 등의 사유로 국외에서 우편물을 받아보기 어려운 사람은
공관을 거소로 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 표시 후 “주소”칸에 공관명만을 적습니다.

8. “투표예정공관”칸은 재외투표기간 중 실제 투표하고자 하는 공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9. 끝부분의 “(신고인) ･ (신청인)”에는 반드시 본인이 성명을 적고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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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재외선거인 등 명부 작성･관리 서식일람

[별지 제3호 서식]

국외부재자신고서 접수증
접수번호
성

명

접수일
한

글

영

.

.

.

문

국내주소
◦ 귀국에 따른 철회신청: 2020. 3. 6.까지
☞ 귀국에 따라 해외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신고기간 중(2019. 11. 17. ∼ 2020. 2. 15.) : 신고서를 접수한 해당 공관에
◦ 신고기간 경과 후 명부 작성기간 만료일까지(2020. 2. 16. ∼ 3. 6.)
: 해당 구･시･군의 장에게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0. 3. 7. ~ 3. 11.
☞ 명부등재 여부 확인 및 이의신청･명부누락자 등재신청은 재외선거홈페이지(ok.nec.go.kr),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에서 하실 수 있으며,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명부열람기간 동안 가까운 공관을 방문하여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 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주요일정

◦ 정당･후보자 정보자료 확인 : 2020. 3. 28.이후(투표안내문 참조)
☞ 정당･후보자 정보자료는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신고시 기재하신 전자우편 주소로 발송
◦ 재외선거홈페이지(ok.nec.go.kr), 외교부홈페이지(www.mofa.go.kr) 그리고 각
공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 투표기간 동안 투표소의 안내석에 정당･후보자 명단 비치 예정
◦ 재외투표기간 : 2020. 4. 1. ~ 4. 6.중(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

☞ 공관마다 재외투표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재외선거홈페이지(ok.nec.go.kr)에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투표소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신분증명서를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 여권･주민등록증･공무원증･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 그 밖에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

귀국투표
안

내

◦ 재외투표기간 개시일(2020. 4. 1.) 전에 귀국한 경우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관위에 신고한 후 선거일(2020. 4. 15.)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재외투표관리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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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부 록
[별지 제4호 서식(규칙별지 제59호의7서식)]

국외부재자신고서 접수부
○ ○ 구 ･시 ･군
한글 성명
접수기관명

전화번호(휴대전화)
영문 성명

접수
번호
접 수 일 시

대한민국 주소

주민등록번호

비 고
전자우편(E-mail)

주: 1. 이 접수부에는 국외부재자신고서의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2. 국외부재자신고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은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하고 해당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통
지한다.
3.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 선거권만 있는 사람은 비고란에 "비례대표 선거권자"라고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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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재외선거인 등 명부 작성･관리 서식일람

[별지 제5호 서식]
접

기관명

국외부재자신고등 철회서
성

명

글

수

영

문

생년월일

성

별

여권번호

신고･신청
접수번호

연 락 처

한

전화번호
(휴대전화)

일 시

접수자

□남

(서명)

□여

전자우편
(E-mail)

□ 선거기간 중 대한민국으로 귀국
철회사유

□ 개인적인 사유
□ 기

타 (

)

본인은 「국적법」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임을 확인하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기
제출한 (국외부재자신고)･(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의 철회를 신청합니다.

년

신청인:

월

일

(서명 또는 날인)

○○○ 재외투표관리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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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부 록
[별지 제6호 서식]

○○○구･시･군(재외투표관리관)
수 신 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제

목

명부작성 담당공무원 임면상황 통보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에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공관부재자
신고인명부등) 작성공무원을 아래와 같이 임면하였기에 통보합니다.

소 속

직위(급)

임

성 명
구

면
분

사

항
연 월 일

끝.

○○○구･시･군의 장(재외투표관리관) 
담당
시행

(20

우 /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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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부록1. 재외선거인 등 명부 작성･관리 서식일람

[별지 제7호 서식(규칙별지 제59호의9 서식(가),(다),(라))]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표지)

년

월

일 실시

○○선거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구･시･군)

작성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열람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확

년

월

일

정 :

○○시･도 ○○구･시･군

(○책 중 ○권)

○○구･시･군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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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부 록
[규칙별지 제59호의9서식(다)](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내지)

한글 성명
접수기관
등재
번호

영문 성명
대한민국 주소
접수기관
등재번호

생년월일
(성 별)

국외부재자 투 표
투표
용 지
접 수 일 시 수령인

비고

주: 1.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방법
가. "등재번호"란은 국내 선거인명부 등재순(투표구별 주소의 건물번호순, 통･리･반순, 선거인 성명의 가･나･다순,
생년월일)에 따라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나. "접수기관"란은 구･시･군, 공관명을 기재한다.
다.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 선거권만 있는 사람은 비고란에 "비례대표 선거권자"라고 기재한다.
라. 그 밖의 사항은 국외부재자신고서 또는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의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마. 윗란과 동일한 내용이 계속될 때에는 "상동" 또는 "〃" 표시로서 생략할 수 있다. 단, 쪽을 달리할 경우는 생략할 수 없다.
바.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가 작성되면 대철(袋綴)하여 명부의 표지와 끝 쪽의 대철부분에 구･시･군의 장의 도장을 찍는다.
2.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수정방법
가. 이의신청･불복신청 또는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등재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비고"란에 적고, 구･
시･군의 장의 도장을 찍는다.
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 전에 선거권이 없는 사람･사망한 사람･이중으로 올라 있는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두 줄로 삭제하고, 잘못 적힌 부분을 발견한 때에는 그 부분만 두 줄로 삭제하되, 각각 "비고"란에 그 사유(선거권이 없는
사람･사망자･이중등재자･오기)와 연월일을 적고 구･시･군의 장의 도장을 찍는다.
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 후에 선거권이 없는 사람･사망한 사람･이중으로 올라 있는 사람･
잘못 적힌 부분을 발견하거나 동 사실을 구･시･군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비고"란에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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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재외선거인 등 명부 작성･관리 서식일람

[규칙별지 제59호의9서식(라)](명부의 끝부분 기재사항)

(1) 이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작성하고 ○책으로 (분철)작성하였음.

○○구･시･군의 장 

(2) 이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는

년

월

일까지 ○○장소와 ○○구･시･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게 하였음.

○○구･시･군의 장 

(3) 이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는

년

월

일에 확정되었음.

○○구･시･군의 장 

주 : (3)항은 명부의 이의신청 ･ 불복신청 또는 명부 등재신청에 대한 결정과 변경사항의 수정에 따라 추가로 명부의 확정시
끝부분에 기재한다.

135

Ⅲ부 록
[별지 제8호 서식]

○○○구 ･ 시 ･ 군
수 신 자 ○○○구･시･군의 장 귀하

제

목 국외부재자신고인의 주소지 변경통보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에서 우리 구･시･군의 관할 주소지에 국외
부재자신고를 한 사람 중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작성기준일전까지 귀 구･시･군으로 주소
지가 변경된 사람의 명단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연번 접수기관명

등재번호

성 명

생년
성별
월일

주민등록지

전화번호

비 고

주 소 지
변
경

붙임 : 국외부재자신고서 ○부. 끝.

○○○구･시･군의 장 
담당
시행

(20

우 /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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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재외선거인 등 명부 작성･관리 서식일람

[별지 제9호 서식(규칙별지 제59호의11서식(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상황 통보서
수정에
의한

① 공관명부 접수자
시･도 구･시･군
명
명
계

등재자

미등재
자

증

감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

구분

②
③
계 공관접수 구･시･군
등재자 접수등재자

④인 구 수
(연 월 일
현재)

인구수에 대한
국외부재자
비 고
신고인수
비율(%)

계

남

여
주 : 1. 이 서식은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①란은 당초 통보된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접수자의 수를 기재한다.
②란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재자의 수를 기재한다.
③란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등재자 중 해당 구･시･군의 장이 접수한 사람의 수를 기재한다
④인구수는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만료일 현재의 인구수를 기재한다.
2.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만 가지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선
거인수’란을 점선으로 구분하여 그 아래에 별도로 기재한다.
3. 이 통보서에서 별지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수정상황>을 작성･첨부한다.

<별지>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수정상황
접 수
기관명

공관명부
등재번호

성명

수정내용
수정전

수정후

수정사유

주 : 1. 수정사유란은 구･시･군의 장이 수정한 내역을 기재한다.
2.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의 등재자를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미등재한 경우 수정내용란의 수정전란에는“등재자”로,
수정후란에는“미등재자”로 표기하고,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의 미등재자를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한 경우
수정내용란의 수정전란에는“미등재자”로, 수정후란에는“등재자”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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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부 록
[별지 제10호 서식(규칙별지 제6호서식 준용)]

재외선거인명부등 열람기간과 장소 등 공고
｢공직선거법｣ 제40조 제3항 및 제218조의10 제1항에 따라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열람기간과
장소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구･시･군의 장)

1. 열람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공휴일에도 열람가능)
2. 열람시간 :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인터넷 열람은 열람시간에 제한이 없음)
3. 열람장소
장

소

명

소

재

지

4. 인터넷 열람 홈페이지 주소
5. 인터넷 열람방법

주 : 1. "인터넷 열람방법"은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인터넷 열람시 접속방법 등을 기재한다.
2. 재외선거인명부 열람에 대하여 공고하는 때에는 "3. 열람장소"는 작성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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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 서식]

재외선거인명부등 열람방법 등에 관한 안내
○○○○ 년 ○○ 월 ○○ 일 실시하는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40조 제3항
및 제218조의10제1항에 따른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과 제218조의 11에 따른 이의
신청･불복신청･등재신청 등의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자신을 포함한 재외
선거인등이 정당하게 등재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재외투표관리관 

I. 재외선거인명부등 열람
1. 열람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공휴일에도 열람가능)
2. 열람시간
○ 공관에 비치된 재외선거인명부등 및 명부조회용 PC를 이용한 열람 : 공관의 정규 근무시간 중
○ 인터넷 열람 : 열람시간에 제한이 없음.
3. 열람장소
장

소

명

소

재

지

비

고

4. 열람범위
○ 공관에 비치된 재외선거인명부등 : 공관 관할 구역 안에 거소를 둔 재외선거인명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선거권자
○ 공관에 비치된 명부조회용 PC 활용 : 재외선거인명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모든 선거권자
○ 인터넷열람 홈페이지 활용 : 선거권자 자신만의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등재여부
5. 인터넷열람 홈페이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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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대한 이의신청
1. 신청기간 : 명부 열람기간 중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공휴일에도 가능)

2. 이의신청권자
○ 열람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
- 재외선거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ok.nec.go.kr)에서
재외선거인명부에 관한 사항
- 국외부재자 :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구･시･군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관한 사항
○ 공관을 방문하여 말(구두) 또는 서면신청
공관에 비치된 재외선거인명부등과 명부조회용 PC를 이용하여 직접 열람한
재외선거인명부등에 관한 사항
※ 공관에 비치된 이의신청 서식에 의하여 명부작성권자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구･시･군의 장에게 신청함.

○ 명부 작성권자에게 직접 서면(서식제한 없음)으로 이의신청 하는 경우
이의신청기간 마감일까지 도착하여야 함.
III.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불복신청
1. 신청기간 : 국외부재자신고인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구･시･군의 장으로부터
“이유없음“을 통보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2. 신청권자 : 이의신청자나 관계인
3. 신청방법 : 서면(국외거주자 : FAX 송부)으로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 구･시･군의 장이 이의신청 심의 ･ 결과를 통보할 때, 불복신청 방법과 구･시･군선관위 FAX 번호를 함께 통지함.
※ 국외거주자는 가까운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불복신청을 할 경우 재외투표관리관이 구･시･군의 장에게 FAX로 송부함.

Ⅳ. 명부누락자 등재신청
1. 신청기간 : 재외선거인명부등 확정일 전일까지(선거일 전 31일까지)
2. 신청권자 : 재외선거인등 신고･신청자 중 명부 누락자
3. 신청방법 :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명부작성권자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구･시･군의 장에게
※ 국외거주자는 가까운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등재신청을 할 경우 재외투표관리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구･시･군의 장에게 FAX로 송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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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 서식]

명부에 관한 이의신청서
1. 신청인
한 글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성 명
영 문

전화번호
여권번호

연락처
전자우편

2. 이의신청 사항
구

분

관 할 공 관

재외선거인, 국외부재자

대상자 성명

생 년 월 일

이의신청
사
유

붙임 : 소명자료 ○부

위와 같이 (재외선거인명부)･(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관하여 이의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구･시･군의 장 귀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1. 이의신청 내용을 뒷받침하는 입증서류가 있을 경우 신청서에 덧붙임.
2. 신청인이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반드시 여권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는 실제 수신이 가능한 것으로 기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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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 서식(규칙별지 제59호의10)]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재외선거인명부) 등재신청서

(국외부재자신고인)･(재외선거인)명부 등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성별)

접 수
기관명
주

소

등
재
신청사유

비 고

국외거소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1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를 신청합니다.

붙임: 소명자료 ○부.
년

월

일
신청인 ○ ○ ○



○○구･시･군의 장 귀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1. "주소"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적되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국내의 최종주소(최종주소가 없는 사람은
가족관계 등록기준지)를 기재합니다.
2. 주소･연령에 관한 소명자료는 여권,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수형사실 등에 관한 소명자료는
해당 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류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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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 서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

신 청 사 항

결 정 사 항

신청인성명
결정주문
신 청 일 자

신 청 내 용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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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 서식(규칙별표의 4 제5호 준용)]

불복신청에 대한 결정통지
불 복 신 청 상 황

신

청

자

결

정

상

황

상

황

결정주문

신 청 일 자

이의결정내용

이

유

신청
내용
불복신청내용

[별지 제16호 서식(규칙별표의4 제6호 준용)]

명부 등재신청에 대한 결정통지
신

신 청 자

청

상

황

결

결정주문

신청일자
이
신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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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 서식]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상황

열람자수
구･시･군명

이의신청자수

명부
등재자수
명부

인터넷

계

누락

사망

연령미달

오기

결격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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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 서식(규칙별지 제59호의11서식㈑)]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상황 통보서

①접 수
기관명

②국외부재자신고
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

③직권수정에 의
한감

④이의신청 등의
결정에 의한
증

감

⑤확정된
국외부재자
신고인수

인구수대비 국외부
⑥인구수
재자신고인수 비율 비 고
(연월일 현재)
(%)

계
남
여
주 : 1. 이 서식은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①란은 "접수기관명"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접수기관"의 순에 따라 기재한다.
②란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상황 통보서상의 국외부재자신고인수를 기재한다.
③란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 전까지 사망･선거권이 없는 사람 및 이중등재자 등의 발견으로 직권 수정하여 감
소된 선거인수를 기재한다.
④란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열람에 의한 이의신청･불복신청 등에 대한 결정 및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열람 기간이
지난 후부터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 전까지 누락자에 대한 명부등재 결정으로 인하여 증감된 국외부재자신고인
수를 기재한다.
⑤란은 ②란의 선거인수에서 ③, ④란의 수를 증감한 수를 기재한다.
⑥인구수는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만료일 현재의 인구수를 기재한다.
2.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만 가지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
수’･‘확정된 국외부재자 신고인수’란을 점선으로 구분하여 그 아래에 별도로 기재한다.
3. 이 통보서에는 별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수정 상황>을 작성･첨부한다.

<별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수정 상황

접 수
기관명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등재번호

수정내용
성명

수정사유
수정전

비 고

수정후

주 : 수정사유란은 이의신청, 불복신청 등에 대한 결정, 오기, 누락, 이중등재, 사망, 선거권이 없는 사람 등으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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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 서식(규칙별지 제7호서식㈏)]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선거권이 없는 자 등의 통보서
구･시･군명
(지역구명)

등 재 번 호

성

명

선거권이 없는 자 등

오기사항 등

비

고

주： 1. "오기사항 등"란에는 오기･선거권이 없는 사람･사망자 등에 대한 사실을 기재한다(예: 성명 중"○○"은
"××"의 오기임, ○년 ○월 ○일 ○○법 위반으로 ○○형을 받음, ○년 ○월 ○일 사망함 등).
2.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오기사항 등을 통보할 경우에는 “구･시･군명”란의 ( )에 지역구명을 병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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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호 서식(규칙별지 제59호의12서식(다)]

재 외 선 거 인 등 귀 국 투 표 신 고 서
성

명

주

소

(주민등록지･
국내 최종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

구

분

생년월일

성

우편번호

(구･시･군)

(읍･면)

□ 국외부재자
□ 재외선거인

별

남 ･ 여

세 대 주
성
명

(대로･로･길)

귀국일자

전화번호

본인은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제3항에 따라 신고합니다.
붙임 귀국일자 증명 서류
국적확인서류 사본

부
부
년
신고자

월

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주: 1. "주소"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를 적되, 주소지가 없는 사람 중 최종주소지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를, 최종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적습니다.
2. "귀국일자"란에는 귀국 증명 서류에 적힌 가장 최근의 귀국일자를 적습니다.
3. "귀국일자 증명 서류"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그 밖에 대한민국의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고자의 출입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을 말하며, 신고일을 기준으로
신고자의 가장 최근 귀국일자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4. "국적확인서류"는 ｢공직선거법｣ 제218조의5제4항에 따라 재외투표관리관이 재외선거인의 국적확인을 위하여 공고한
서류를 말합니다.
5. 재외선거인 귀국투표신고서를 제출할 때 국적확인서류의 원본을 함께 제시하여야 하되, 제시한 서류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여권･공무원증･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6. 성명은 한글로 적고 신고서에는 반드시 본인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야 합니다.
7.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이후에 귀국하였거나 재외선거인이 국적확인서류 원본(사진이 첩부되지 아니한 경우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명서 포함)을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재외선거인등 귀국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습니다.

148

부록

2

재외선거 주요사무일정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선거 업무편람

부록 2. 재외선거 주요사무일정(제21대 국회의원선거)

<부록2>

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 사무일정표
시행일정

‘19. 8. 19.(월)까지

실 시 사 항
재외선관위 위원 추천(중앙선관위 지명위원)
〈중앙선관위에〉

정당, 공관

재외선관위 위원 위촉

중앙선관위

재외선관위 명칭･관할구역 등 공고

중앙선관위

신고･신청 접수용 전자우편 주소 개설･공고

재외선관위 설치
개시일 전 60일까지

관계법조
법§218②
규§136의2①②
편람
법§218②
규§136의2③

선거일 전 180일까지

재외투표관리관
구･시･군의 장

법§218⑧
규§136의2⑤
법§218의4④
편람

재외선관위

위촉한 때 지체없이

재외선관위 설치･운영

재외선관위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법§218①
규§136의2

천재지변 등의 발생에 의한 재외선관위 미설치･재외선
거사무 수행 중지 결정･공고 및 통지 등
〈정당･후보자, 해당 재외선관위 또는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중앙선관위

중앙선관위 결정일

법§218의29
규§136의29

재외투표관리관
구･시･군의 장

임면한 때 지체없이

법§218의34①
법§39②
규§12①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대상자

선거일 전 60일까지

법§218의5
규§136의4

선거일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법§218의4,6,8
규§136의4,5

공관명부 등 작성공무원 임면사항 통보
〈재외선관위, 구･시･군선관위에〉

‘20. 2. 15.(토)까지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
〈재외투표관리관에게〉
국외부재자신고
〈재외투표관리관, 구･시･군의 장에게〉

국외부재자
신고대상자

재외선거인 영구명부 정비

중앙선관위

재외선거인 영구명부 정비결과 안내
〈영구명부에서 삭제된 사람에게〉

재외투표관리관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등 작성

재외투표관리관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등 송부
〈중앙선관위에〉

재외투표관리관

공관부재자신고인
명부등 작성 즉시

중앙선관위

공관명부 등 접수 후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신고서 송부
〈구･시･군의 장에게〉
‘19. 11. 15.(금)까지

인구수 등의 통보
〈구･시･군선관위에〉

‘19. 12. 17.(화)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재외국민수 현황 통보〈재외선관위에〉

‘20. 1. 16.(목)까지

기 준 일

재외선관위 간사･서기 위촉･보고
〈중앙선관위에〉

‘19. 11. 16.(토)까지

‘19. 11. 17.(일)부터
‘20. 2. 15.(토)까지

공관

재외선관위 위원 추천(정당･공관장 추천 위원)
〈중앙선관위에〉

‘19. 10. 18.(금)까지

‘19. 10. 18.(금)부터
‘20. 5. 15.(금)까지

실시기관(자)

재외선거인등이 소속된 국군부대명 등 통보
〈중앙선관위에〉

구･시･군의 장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법§218⑥
규§136의2⑦

법§218의7
규§136의6

인구의 기준일(10.31.) 법§4
후 15일까지
규§2①②
선거일 전 120일부터

법§60의2①

선거일 전 90일까지

규§136의16①②

재외투표관리관
국방부장관

151

Ⅲ부 록
시행일정

실 시 사 항

실시기관(자)

기 준 일

‘20. 1. 31.(금)까지

재외선거인의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 결정･공고

재외투표관리관
(2이상 공관을 둔
국가는 대사관)

매년 1월 31일까지

법§218의5④

‘20. 2. 15.(토)까지

재외선거안내문 작성･게시
〈중앙선관위, 공관 홈페이지 등에〉

중앙선관위

선거일 전 60일까지

법§218의18⑤
규§136의19①
편람

추가 재외투표소(병영내 투표소) 설치 여부 결정

재외선관위

‘20. 2. 16.(일)부터
‘20. 4. 6.(월)까지

‘20. 2. 26.(수)부터
‘20. 3. 6.(금)까지

재외선거관리록 비치･작성

재외선거인명부 작성

재외투표관리관

중앙선관위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구･시･군의 장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 송부
및 작성상황 통보
〈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

구･시･군의 장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 전송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 전송
〈중앙선관위에〉

구･시･군선관위

규§136의16③
선거일 전 59일부터
재외투표기간
만료일까지

선거일 전 49일부터
40일까지

명부 작성 후
지체없이

중앙선관위

명부 작성 후
지체없이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와 재외선거인명부 간의
이중등재여부 확인

구･시･군의 장

명부작성기간
만료 후 즉시

재외선거인명부 등 열람장소, 기간,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및 열람방법 공고･안내

명부작성권자
재외투표관리관

열람개시일(3. 7.) 전
3일까지

‘20. 3. 7.(토)부터
‘20. 3. 11.(수)까지

재외선거인명부등 열람
〈명부작성권자, 행정안전부장관, 재외투표
관리관에게〉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대한 이의신청
〈명부작성권자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통지
〈신청인, 관계인에게〉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구･시･군선관위에〉
불복신청에 대한 심사･결정･통지
〈신청인, 관계인, 구･시･군의 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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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218의8
규§136의8
법§218의9
규§136의9

규§136의9

규§136의8④

재외선거인명부 등 전산자료 복사본 전송
〈재외투표관리관에게〉

‘20. 3. 4.(수)까지

법§218의22③

구･시･군의 장으로부터
규§136의9⑥
송부받은 후 지체없이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상황 통보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재외선거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 전송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계법조

규§136의8③
규§136의9⑥

법§37③
편람
법§218의34①
법§40③
편람

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법§218의10
다음날부터 5일간
규§136의10
(선거일 전 39일부터
35일까지)
열람기간중

법§218의11

명부작성권자

이의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법§218의11①

이의신청인
관 계 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법§218의11②

구･시･군선관위

불복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법§218의11⑤
법§218의34①
법§42②

부록 2. 재외선거 주요사무일정(제21대 국회의원선거)

시행일정
‘20. 3. 12.(목)부터
‘20. 3. 15.(일)까지

‘20. 3. 16.(월)까지

‘20. 3. 16.(월)

실 시 사 항

실시기관(자)

기 준 일

재외선거인명부등 누락자 등재신청
〈명부작성권자에게〉

해당 선거권자

이의신청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재외선거인
명부등의 확정일
전일까지

법§218의11③

재외선거인명부등 누락자 등재신청에 대한
심사･결정･통지
〈신청인에게〉

명부작성권자

등재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법§218의11③
법§218의34①
법§43②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을 위한 위성방송
시설명･이용일시･시간대 등 통보
〈중앙선관위에〉

위성방송시설
경영･관리자

선거일전 30일까지

법§218의14①
법§71⑤
규§36①

선거일전 30일

법§218의13①

재외선거인명부 확정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

구･시･군의 장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 송부
및 확정상황 통보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구･시･군의 장

재외선거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 송부
및 확정상황 통보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20. 3. 26.(목)까지

법§218의13②
규§136의11①

중앙선관위

재외선거인명부등 송부〈재외투표관리관에게〉

중앙선관위

재외선거인명부등
확정 즉시

법§218의13③
규§136의11③

재외투표관리관

재외투표소명부 송부
받은 즉시

규§136의11④
편람

명부작성권자

발견한 때마다
지체없이

규§136의33①
규§14④

중앙선관위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전 3일까지

법§218의14①
법§71⑥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을 위한 위성방송시설과
일정 지정･공고
〈정당･후보자에게〉
선거인명부(국내선거인명부를 말함, 이하
같음) 작성

구･시･군의 장

선거인명부와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이중등재여부 확인

구･시･군의 장

거소･선상투표신고
〈구･시･군의 장에게〉

거소･선상투표
신고대상자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

구･시･군의 장

재외투표소의 명칭･소재지･운영기간 등 공고
후보자등록 신청(매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선거구선관위에〉

‘20. 3. 26.(목)부터
‘20. 3. 27.(금)까지

명부 확정 후 즉시

구･시･군선관위

재외선거인명부등 확정후 오기 등 발견시
그 사실 통보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20. 3. 24.(화)부터
‘20. 3. 28.(토)까지

법§218의13②
규§136의11①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 송부
〈중앙선관위에〉

해당공관 관할구역에 거소를 둔 재외선거인등의 재외투
표소명부 출력 또는 전산자료 보관 등

‘20. 3. 23.(월)까지

중앙선관위

관계법조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을 위한 위성방송시설과 일정 통지
〈정당･후보자에게〉
정당･후보자 정보자료 원고 제출
〈중앙선관위에〉

구･시･군의 장으로부터
규§136의11②
송부받은 후 지체없이

법§37
규§10

선거일 전 22일부터
5일이내

법§37③
편람
법§38①
규§11①,②
법§38④⑤⑥
규§11③⑤⑦

재외선관위

선거일 전 20일까지

법§218의17③

정당･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중앙선관위
후보자등록 신청시
정당

법§218의14①
법§71⑥
법§218의14④
규§136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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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부 록
시행일정

실 시 사 항

실시기관(자)

기 준 일

정당･후보자 정보자료 작성･송부
〈재외선거인등, 외교부, 공관에〉

중앙선관위

후보자등록마감 후
즉시

법§218의14④
규§136의13
편람

무투표실시 안내문 인터넷 게시 및 통지
〈재외선관위에〉

중앙선관위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 지체없이

법§188⑤
규§136의28①

후보자 사퇴･사망･등록무효 안내문 인터넷
게시 및 통지
〈재외선관위에〉

중앙선관위

지체없이

법§55
규§136의28①

재외투표용지 원고 작성

중앙선관위

후보자등록기간
만료일의 다음날까지

재외투표용지 모형 안내

중앙선관위

후보자등록마감 후
즉시

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인 신고
〈재외선관위에〉

보조금배분
대상정당

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인 선정(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
거나 한 정당이 선정한 투표참관인 밖에 없는 경우)

재외선관위

‘20. 3. 28.(토)까지

‘20. 3. 29.(일)까지

‘20. 3. 29.(일)

‘20. 3. 30.(월)까지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확정･송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재외투표용지 원고 송부
〈재외투표관리관에게〉
※ 투표용지 발급기용 DB송부

구･시･군의 장

중앙선관위

재외투표용지 원고 금고 등에 보관

재외투표관리관

‘20. 3. 31.(화)까지

재외투표소 설비

재외투표관리관

‘20. 4. 1.(수)까지

재외투표 회송참관인 신고

국회 교섭단체
구성정당

재외투표소 투표(매일 오전 8시〜오후 5시)

재외선거인등

‘20. 4. 1.(수)부터
‘20. 4. 6.(월)까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법§44
만료일(3. 28.)의 다음날 규§16①②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
법§218의18②④
2일까지
규§136의17,18
송부받은 즉시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일까지(추가 투표소는 법§218의17
운영기간 개시일
규§136의15⑤
전일까지)
선거일 전 14일까지

규§136의23⑧
법§218의 17,
19,20
규§136의 15,
20,21,22
법§218의22
규§136의20⑥
규§136의21③

재외투표소 투표록 작성

재외투표소
책임위원

재외투표기간 중
매일

공관 개표소 설치사유 발생보고(사유발생시)
〈중앙선관위, 재외선관위에〉
공관 개표소 설치 여부 결정(사유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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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218의20④

보조금배분
대상정당

재외투표 송부
〈구･시･군선관위에〉

법§152
규§75
편람
법§218의20②

투표참관인 교체신고
(재외투표기간 중 재외투표소에서)

재외투표관리관

법§218의18②④
규§136의18
편람

선거일 전 17일까지

선거일 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중
6일이내

재외투표 및 재외투표소 투표록 등 회송
〈외교부 경유, 중앙선관위에〉

관계법조

법§218의21②
재외투표기간만료일 후
법§218의22④
지체없이
규§136의23

중앙선관위

재외투표 인수 후
지체없이

법§218의21③
규§136의23⑦

재외투표관리관

사유발생시 즉시

법§218의24③
규§136의25①
편람

중앙선관위

재외투표관리관의
보고를 받은 때

법§218의24③
규§136의25②

부록 2. 재외선거 주요사무일정(제21대 국회의원선거)

시행일정

실 시 사 항

실시기관(자)

기 준 일

공관 개표소 설치 공고 및 통지 등(사유발생시)
〈정당, 관할 선거구선관위, 해당 재외선관위 및 재외투표
관리관에게〉

중앙선관위

공관 개표소 설치를
결정한후 지체 없이

규§136의25②
편람

‘20. 4. 7.(화)부터
귀국투표 전까지

귀국투표 신고(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선
거인 등)

주소지 등 관할
구･시･군선관위

귀국투표를 하고자
하는 때

법§218의16③
규§136의14

‘20. 4. 2.(목)부터
‘20. 4. 14.(화)까지

선거운동기간

정당･후보자
선거인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법§59
법§218의14

정당

방송일 전 3일까지

법§218의14①
법§71⑩

위성방송시설
경영자

방송･방영일 전일
까지

법§218의14①
법§70③
규§35①
법§44①

위성방송시설 이용 방송연설 신고
〈중앙선관위에〉
위성방송시설 이용 방송광고 실시 통보
〈중앙선관위에〉

관계법조

‘20. 4. 3.(금)

선거인명부 확정

구･시･군의 장

선거일 전 12일에

‘20. 4. 5.(일)부터
‘20. 4. 15.(수)까지

재외투표함 설치 및 재외투표 접수

구･시･군선관위

선거일 전 10일부터
선거일 오후 6시까지

‘20. 4. 10.(금)부터
‘20. 4. 11.(토)까지

사전투표소 투표(매일 오전 6시〜오후 6시)

구･시･군선관위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법§155②
법§158

공관개표소의 개표참관인 신고(사유발생시)
〈재외선관위에〉

보조금배분
대상정당

공관개표소의 개표참관인 선정(사유발생시)
(개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정당이
선정한 개표참관인 밖에 없는 경우)

선거일 전 3일까지

법§218의24⑤

재외선관위

‘20. 4. 12.(일)까지

개표소 설비

구･시･군선관위

선거일 전일까지

법§218의24
규§95

공관개표소 설비(사유발생시)

재외투표관리관

개표일 전일까지

법§218의24
규§136의25

‘20. 4. 14.(화)까지

투 표(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20. 4. 15.(수)

법§218의23
규§136의24

선거인

재외투표 접수(오후 6시까지)

구･시･군선관위

개 표

구･시･군선관위

공관 개표(사유발생시)

재외선관위

법 10장
선거일

법§218의23
규§136의24
법 11장
법§218의24,25

오후 6시 후

법 11장
법§218의24,25
규§136의25

155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 업무편람
발 행 일 2019년 12월
인 쇄 일 2019년 12월
발 행 처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730호
전화 : 044)205-3374
팩스 : 044)204-8954
홈페이지 www.mois.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