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투표소 운영 안내

ⅠⅠⅠⅠⅠⅠⅠⅠⅠⅠⅠⅠⅠⅠ  재외투표소 운영기간 안내

ㅇ 운영기간 : 2020.04.03(금)~2020.04.05(일) 3일간,(주말포함 매일 오전8시~오후5시)
  ※ 싱가포르 정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와 투표 참여자들의 건강을 위하여 부득이 

투표소 운영기간을 단축하였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ㅇ 재외투표 기간 많은 인원 방문으로 혼잡이 예상되어 연령별로 투표 시간대를 분산하고자 
하니, 가급적 아래 연령별 시간대에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08:00~10:00  50대 이상
     - 10:00~13:00  40대 
     - 13:00~15:00  30대 
     - 15:00~17:00  30대 이하

 ※ 코로나19 예방 및 효율적인 투표 

진행을 위해 가급적 연령별 투표 시

간대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

ㅇ 소재지(시설명) : 주싱가포르대한민국대사관 8층 (대회의실)
  - 주소: 47 Scotts Road 08-00 Goldbell Tower, S228233 (MRT 뉴튼(Newton)역 A 출구)

ㅇ 본인 확인 신분증 지참
   - 국외부재자: 여권, 주민등록증, 한국운전면허증, 싱가포르 비자(본인사진 첩부) 중 택1
   - 재외선거인: 비자(VISA), 영주권증명서[Singapore Blue Identity Card(SBIC)] 중 어느 하나
    ※ 현재 싱가포르 병역 의무자는 여권과 병역증,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Form 7) 모두 지참

ㅇ 문의사항: 6256-1188 (대사관 선거담당)

ㅇ 선거정보 및 후보자 정보 확인: www.nec.go.kr (우측 “주요정보 안내” 확인)

ⅡⅡⅡⅡⅡⅡⅡⅡⅡⅡⅡⅡⅡⅡ  재외투표 관련 유의사항 안내

ㅇ 코로나19 (COVID-19) 확산에 따른 싱가포르 정부 방역 조치로 투표소 내 최대 10명까지만 
입장 가능하고 대기 시 타인과 1m 거리 유지 등으로 투표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점 양해바라며, 모든 투표 참여자들의 건강을 위해 가급적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ㅇ 주싱가포르재외투표소 건물 (Goldbell Tower) 입장 시 유의 사항
  - 건물 입장 시 1층 건물 입구에서 발열 확인 및 출입 확인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 발열, 호흡기 증상,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 이력 또는 싱가포르 정부로부터 

코로나19관련 격리조치를 받으신 분은 싱가포르 보건부 건물 방역 조치에 의
거 건물 입장이 불가능함을 유의바랍니다.

  - 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하시는 분은 주차 후 반드시 1층 입구로 가셔서 발열 확인 및 
출입 확인서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말은 혼잡이 예상되니, 가능하신 분들은 4.3(금) 평일에 방문하시면 좀 더 편리합니다.
   ※ 평일에는 가급적 점심시간(12시~오후 2시)은 피해주시길 바랍니다.

ㅇ 어린이 등 투표권이 없는 가족은 동반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