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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에 꼭 참여합시다!

선거에 대해 이야기 하고

누구를 뽑을지 기도한 후

그리스도인들은 
우선 투표에 참여해야 합니다. 

내가 “나 하나쯤 빠진다고 해서...” 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결과적으로 조직과 돈으로 동원된 사람들이 선거를 결정해 버립니다. 
즉 기권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옳지 못한 동기에서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그만큼 더 커지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부패한 사람들이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선거를 위하여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적어도 투표에는 반드시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손봉호 기윤실 자문위원장(고신대 석좌교수),

 “공명선거와 그리스도인의 역할” 중에서

Inf�ma�i�� /
선거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인 7표, 
이렇게 투표합니다

사전투표제도 안내

사전투표제도? 선거인이 별도의 부재자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에 전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주민센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

사전투표기간? 5월30일(금) ~ 5월31일(토), 오전6시 ~ 오후6시

지참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

사전투표장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확인하시거나 옆에 QR코트를 스캔해보세요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54길 30, 세대빌딩 401호 전화 02-794-6200 팩스 02-790-8585 
전자편지 cemk@hanmail.net 누리집 www.cemk.org 블로그 trusti.tistory.com 팔로잉 @giyunsil 
친구추가 facebook.com/giyunsil 후원계좌 국민은행 037-01-0504-979(기독교윤리실천운동)

헷갈리는 선거법 … 이것만은 기억하자!
소속 교인이 선거에 출마한 사실을 통상의 방법으로 알리는 경우 YES!
출마한 교인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경우 NO!

후보자가 예배에 참석한 사실을 단순하게 알리는 경우 YES!
예배한 참석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경우 NO!

선거와 관련한 일반적인 발언 또는 기도 YES!
특정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 또는 기도 NO!

평소 다니는 교회에 선거와 무관하게 기도, 간증 등을 하는 경우 YES!
평소 다니지 않는 교회에 가서 기도, 간증, 발언 등을 통해 자신을 홍보하는 경우 NO!

평소 다니는 교회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을 하는 경우 YES!
평소 다니지 않는 교회에 헌금을 하는 경우 NO!

선거법 안내 및 불법선거 신고는 국번 없이 139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국번 없이 139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국번 없이 1390
불법선거 문제는 해석의 여지가 많으므로 반드시 촬영 또는 녹음 동의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기윤실은 조직운영에 있어 더 깊은 투명성, 
더 높은 책무성, 더 넓은 공공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본 인쇄물은 창조세계를 돌보는 마음으로 재생종
이에 인쇄했습니다. (사용전 고지 55%, 앙코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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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과, 친구들과, 교회에서, 
구역예배에서, 선교단체에서
선거에 대해 이야기(Talk)하고, 
누구를 뽑을지 기도(Pray)한 후, 
투표(Vote)에 꼭 참여해요!

2014년 6월 4일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지역정치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지방선거는 중앙선거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앙당의 대리전으로 전락한 지방선거로 인해 정책선거가 실종되고, 지지정당에 대한 ‘묻지마 투표’와 50%대의 낮은 투표율은 

‘우리 손으로 지역대표를 선출한다’는 지방선거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무쪼록 Talk, Pray, Vote 캠페인을 통해 이 땅에, 우리 동

네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정치가 이뤄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1 .시작하기  나는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까?
정치와 무관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역정치는 관심을 덜 받지만, 우리의 삶에 훨씬 더 큰 
영향을 줍니다. 우리 동네 … 어떻게 바뀌어야 내가 행복해질까요? 오래 고민하지 말고, 생각나는 대
로 말해봅시다.

2. 상상하기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출마하셨다면?
예수님이 우리 동네 선거에 출마하셨고, 우리는 그의 선거운동원이 되었다고 상상해봅니다. 예수님은 
우리 동네를 위해 어떤 공약을 세우셨을까요? 한 가지씩 말해봅시다.

3. 알아보기 누가 출마했나? 무엇을 하려고 하나?
우리 동네에는 어떤 사람들이 출마했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
을까요? 홍보물도 펼쳐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도 접
속해보고, 스마트폰으로 옆에 QR코드도 스캔해보는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해 봅시다.

4. 실천하기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자!
자, 이제 ‘예수님의 공약’과 가장 비슷한 우리 동네 후보는 누구인지 찾아봅시다. 만약 아무도 없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할지도 생각해봅시다. 기도는 필수이므로, 여기서는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
적인 행동지침을 찾아 실천해 보세요.(3쪽에 있는 기독유권자 행동지침을 완성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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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렘 9:23-24)

 6.4 지방선거를 위한 기도문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세상에서 정치라는 제도를 통해 사랑과 정의, 생명

과 평화를 지키고자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동안 정치

에 무관심했습니다. 특히 지역정치는 더욱 무관심했습니다. 우리 동네 이웃의 고통을 살피지 못

했고, 우리 동네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

고 용서해주세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전히 불법선거, 부정선거가 있지 않은지 염려됩니다. 공정한 선거가 이

뤄지도록 해주세요. 말로만 하나님을 찾으며 한 표를 탐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실천하는 사람이 당선되어 우리 동네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실현되게 해주세요. 

교회가 불법선거에 이용당하지 않고, 공명선거운동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때, 성경공부 시간에, 기도모임 때, 
별도모임을 만들어서 공정한 선거를 위해 
기도합시다.

1표의 소중함! 아직도 “나 하나쯤이야” 하시는 분 없으시죠?
2008년 6.4 재보궐선거 당시 강원 고성군수 재보궐 선거에서 A후보와 B후보가 똑같은 

득표수를 기록해 재검표 끝에 A후보가 단 1표 차로 당선되는 진풍경이 연출됐습니다. 이 일
은 이후 투표권 행사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마다 사람들의 입
에 오르내리게 되는데요. 여러분의 한 표가 당선을 좌우할 수 있
는 만큼 꼭 투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지난 5차례의 지방선거 
평균 투표율은 55.22%에 불과합니다)

기독유권자 행동지침

공명선거를 통해 정직하고 유능한 사람이 선출되도록 기도한다.

교회가 선거운동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돈과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다.

자신과 연고가 있거나, 종교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지지하지 않는다.

반드시 투표하고, 주변의 유권자들에게도 투표참여를 독려한다.

                                                       

                                                       

모두가, 바르게, 투표합시다!

모임에서 실천사항을 더 만들어 보시고, 
기윤실 페이스북(facebook.com/giyunsil)에도 나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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