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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거주 장애인 선거권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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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하와 귀 시설(병원)은 장애인에게 6·4 지방선거와 관련된 정보를 다음 중 어떤 방법으로 

제공하였습니까? 해당하는 방법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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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 시설(병원)에서는 투표방법에 대한 사전교육이 진행되었습니까?

  2-1. (위 2번 문항에서 ①번을 선택한 경우) 사전교육은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해당하는 방법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3. 귀하가 근무하는 시설(병원)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어떤 방법으로 투표하였습니까? 해당하는 투표 

방법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4. 귀하가 근무하는 시설(병원) 이용 장애인 중 다음의 투표방법으로 투표한 사람은 각각 몇 명입니까?

   미투표 ________명, 거소투표 _________명, 사전투표 _________명, 일반투표 ________명

5. 귀하가 근무하는 시설(병원) 이용 장애인 중 투표를 하지 않은 장애인의 경우, 투표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이유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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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귀하가 근무하는 시설(병원)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투표방법(거소·일반투표 등)은 어떤 방법을 통해 

결정되었습니까?

7. 귀하와 귀 시설(병원)은 장애인에게 투표방법(사전·거소·일반투표)에 대해 어느 정도 설명하였습니

까?

8. 귀하는 장애인이 투표를 하는 데 있어 어떤 투표방법에 도움을 주셨습니까? 해당하는 투표방법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9. 귀하나 귀 시설(병원)은 선거관리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거소투표를 권유받은 적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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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귀하가 근무하는 시설(병원)에서 장애인들이 거소투표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이유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11. 시설(병원) 내 거소투표는 어떤 장소에서 진행되었습니까? 해당하는 장소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12. 시설(병원) 내에서 거소투표가 이루어질 때, 시설(병원) 외부 참관인이 참석하였습니까?

13. 시설(병원) 내에서 거소투표가 이루어질 때, 투표용지에 기표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해당하는 

기표방법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13-1. (위 13번 문항에서 ②, ③번을 선택한 경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기표를 한 장애인의 특성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1)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2) 장애인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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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시설(병원) 내에서 거소투표 후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15. 귀하가 근무하는 시설(병원)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사전·일반투표 등 투표소에 직접 가서 투표하는 

방식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6. 투표소 방문 시 장애인과 동행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동행한 사람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17. 투표소 방문 시 장애인에 대한 이동지원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해당하는 방법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222 -

18. 투표소에서 장애인의 신분확인절차는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19. 투표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으로부터 장애인 대신 신분확인을 해달라고 요청받은 적이 

있습니까?

20. 기표 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참관인 등으로부터 장애인 대신 투표를 하라는 권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21. 혼자 투표할 수 없는 장애인의 경우, 기표소에 함께 들어간 사람을 모두 선택해주십시오.

   21-1. 장애인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간 사람이 가족이 아닌 경우, 장애인 1명 당 몇 명이 기표소에 

함께 들어갔습니까?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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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전·일반투표 시 투표용지에 기표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해당하는 기표방법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22-1. (위 22번 문항에서 ②, ③번을 선택한 경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기표를 한 장애인의 특성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1)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2) 장애인의 특성

23. 사전·일반투표 시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23-1. (위 23번 문항에서 ②, ③번을 선택한 경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투입을 한 장애인의 특성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1)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2) 장애인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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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장애인의 투표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느낀 불편함이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컨대 비장애인들의 인식, 정당한 편의제공, 장애유형에 적합한 투표 보조용구, 선거공보물 관련 불편 

등 투표와 관련된 전반적인 불편함이나 문제점)

                                                                                               

                                                                                               

                                                                                         

25. 장애인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등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