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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첫 여성 대통령

박근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당
선됐다. 박 당선인은 보수 대 진보의 맞대결 구도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승리해 보수정권 재집권에 성공
했다. 그는 대한민국 첫 여성 대통령이자 아버지 박정
희 전 대통령의 딸로서 첫 부녀 대통령이 됐고, 득표율
51.6%로 대통령 직선제 부활 이후 처음으로 투표자
과반의 지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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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 미소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박근혜 제18대 대통령 당선인이 12월 19일 ‘당선 확실’ 예측이 나온 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를 방문해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김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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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메시지 발표하는 박근혜 당선인
박근혜 당선인은 12월 1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발표한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국민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는
민생 대통령이 돼 국민 여러분이 기대하던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상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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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캠프 ‘눈물의 해단식’
문재인 민주통합당 전 대선 후보가 12
월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선대위
시민캠프 해단식에서 참석자와 포옹하
고 있다. 전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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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2
새누리당 여의도 당사 방문한 당선인
박근혜 당선인이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상황실을 방문하고 있다. 새누리당
사 앞에는 지지자들이 몰려들어 환호했다. 이지은 · 한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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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앞에서 환호하는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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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경북 구미시 상동 주민들이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앞에 모여 기뻐하고 있다. 이재혁 기자

기뻐하는 새누리당 당직자들
새누리당 당직자들이 서울 여의도 당사
에서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 발표
를 보며 환호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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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통한 민주통합당사 상황실
민주통합당 당직자들이 서울 영등포 당
사에서 개표 상황을 지켜보며 침통해
하고 있다. 전수영 기자

4

40 201301

201301 41

3

5

6

추운 날씨에도 뜨거웠던 투표 열기
대통령 선거 투표일인 12월 19일 서울 성북구 정릉4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정릉4동 제2· 3투표소 앞에 투표를 하려는 유권자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이번 대선 투표율은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75.8%를 기록했다. 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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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표의 권리 행사하는 주름진 손
전남 영광의 영광실업고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를
한 후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집어넣고 있다. 형민우 기자

대선 투표 인증샷 봇물
대통령 선거 투표일 저명인사들과 스포츠 스타, 연예인들이 투표 인증샷을 트위터와 페이스북, 미투데이, 홈페이지 등에 올렸다.
윗줄 왼쪽부터 방송인 김미화, 배우 김여진, 가수 김윤아, 개그우먼 김지민 · 김지혜, 배우 박신혜, 박원순 서울시장, 박찬호, 개그맨 박휘순 · 서경석,
소녀시대 유리와 서현, 가수 김희철과 손담비, 양준혁, 가수 윤도현, 배우 윤은혜, 가수 윤종신, 배우 이준기, 가수 이효리 · 임슬옹, 개그맨 정준하,
심은하 · 지상욱 부부, 배우 홍석천, 가수 황찬성, 방송인 김제동, 배우 박진희.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홈페이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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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고도 힘든 투표장 가는 길
화천댐 건설로 육지 속의 섬으로 변한 파로호에 사는 강원도 화천읍 동
촌리 주민들이 대선 투표를 위해 2시간 동안 배를 타고 나와 다시 버스
에 탑승하기 전 계단을 오르고 있다. 이해용 기자

2
201301 45

01
투표 중인 유권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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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상도동 한 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박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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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주한 대선 개표장
서울 종로구 청운동 경기상업고등학
교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관계자들이
개표 작업을 하고 있다. 최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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