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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정보는 BC 선거관리위원회 

(Elections BC)에 연락하십시오.

 

무료전화: 1-800-661-8683 (북미)

청각장애인용 전화(TTY):  

1-888-456-5448

우편주소:

PO Box 9275 Stn Prov Govt

Victoria  BC   V8W 9J6

전화: 250-387-5305

팩스: 250-387-3578

무료팩스: 1-866-466-0665

이메일: electionsbc@elections.bc.ca

웹사이트: www.elections.bc.ca

투표하려면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우편투표

등록투표자들은 우편투표 시 

신분증(ID)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편투표 시 등록하는 

투표자들은 인정되는 신분증 

사본을 투표 패키지에 동봉해야 합니다.

인정되는 신분증이 없는 투표자는 반드시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보증에 대한 

정식 선언은 선거관리관, 변호사, 또는 

선서진술서를 접수할 권한이 있는 자 앞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증인은 인정되는 신분증 사본을 투표자의 

투표 패키지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보증 참고).

투표 시 신분증을 

준비하십시오.



A non-partisan O�ce of the Legislature

MM
주(州) 투표자  

신분증 요건

투표자는 투표 또는 투표와 관련한 
등록 전에 자신의 신원과 거소를 
입증해야 합니다.
 

투표자 자격 요건

•  총선거일 당시 만 18세 이상

• 캐나다 시민

• 지난 6개월간 BC 주에서 거주

 

투표자 신원 확인

투표자는 투표용지 수령 또는 투표와 관련한 

등록을 위해 자신의 신원과 거소를  
입증해야 합니다.

투표자는 다음 중 하나를  
제시해야 합니다.

•  BC 주 정부나 캐나다 연방 정부가 

발급한, 투표자의 이름, 사진, 
주소가 담긴 신분증 1매(예: BC 

운전면허증, BC 서비스 카드,  
BC 신분증)

또는

•  인디언 신분 증명서 

또는

• 투표자의 이름이 명시된 신분증 

2매. 적어도 신분증 1매는 투표자의 주소도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이 승인한 문서 종류의 예:

정부 발급 신분증 

(예: BC 의료보험 카드, 출생증명서, 사회보험번호 

카드, 여권, 시민권 서류/증명서 등)

그 밖의 정부 발급 신분증 

(예: 재산세 사정 통지서, 소득세 사정 통지서, 정부 

수표 등)

학교/대학 발급 문서 

(예: 입학허가서, 성적표, 성적증명서, 기숙사 

입사허가서, 등록금/비용 명세서, 학생증 등)

그 밖의 문서

•  은행카드/신용카드 또는 명세서

•  주택 임차계약서/주택담보대출 명세서

•  보험 명세서

• 대중교통 승차권

• 공과금 고지서

• 회원증

•  병원에서 발급한 

환자인식 팔찌/문서

• 거주 증명서(3007)

•  BC 투표소 통지  

카드(투표자 이름이 기재된 것)

• 개인 수표

• 법정 선언서

보증

필요한 신분증이 없는 

투표자는 보증을 받아 투표자 

명부에 등록하고 투표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은 신분 증명 서류를 반드시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같은 선거구에서 투표자로 등록되어 있음 

• 해당 투표자의 배우자, 부/모, 조부/조모, 또는 

성인 자녀, 손자/손녀, 또는 형제/자매

• 보증받는 사람과 관련한 개인 신변관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

투표자와 보증인은 모두 투표자의 신원과 거소에 

관한 정식 선언을 해야 합니다.

투표자의 친척이나 개인 신변관리 권한 소지자가 

아닌 보증인은 한 명의 투표자에 한해 보증할 

수 있습니다. 친척은 자신의 가족 구성원인 모든 

투표자를 보증할 수 있습니다. 개인 신변관리 권한 

소지자는 권한 대행 대상인 모든 투표자를 보증할 

수 있습니다.

보증받은 적이 있는 투표자는 해당 선거에서 다른 

투표자를 보증할 수 없습니다.
 

John Doe
5218 Main Road
Victoria, BC V9O 2T8

 

Membership Card

John Doe

0000 0000 0000 0000

IDENTIFICATION CARD British Columbia, Canada

1984-APR-20

BCID#0123456789
DOE, JOHN JAMES

Issued: 2001-SEPT-17
Expires: 2006-SEPT-17

5218 MAIN RD
VICTORIA, BC  V9O 2T8

8484

Indian and Northern
A�airs Canada

A�aires indienne
et du Nord Canada

CERTIFICATE OF INDIAN STATUS • CERTIFICAT DE STATUT D’IND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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