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표인 자격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
	 •	Surrey South	선거구 거주자,
	 •	2022년	9월	10일 시점	18세 이상
	 •	캐나다 시민권자 및
	 •	2022년	3월 9일부터	British Columbia	거주자

보궐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으려면	Surrey South(SUS)	거주자여야 합니다.	SUS	
영역은 이 안내서 안에 있는 지도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안내서를 받았더라도	
해당 선거구 밖에 거주 중일 수 있습니다.	거주 중인 선거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Elections BC에 문의하십시오.

투표소 위치
투표소를 아직 확인 중이며 가능할 때		
wheretovote.elections.bc.ca.	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Elections BC는 사전	
투표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Surrey South의 모든 등록된 투표인에게 투표소 위치	
카드를 보내 드릴 것입니다.

2022 SURREY SOUTH
지방 보궐선거
투표인 안내서
선거일 
2022년 9월 10일 토요일

Surrey South 선거구의 입법의회 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지방 보궐선거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투표 방법

사전 투표 기간에 투표하기
2022년 9월 1-4일 및 9월 6-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전 투표소가	9월	1-4일 및	9월	6-7일에 운영될 예정입니다.	사전	
투표소를 아직 확인 중이며	wheretovote.elections.bc.ca에서 알려	
드릴 예정입니다.	

우편으로 투표하기
elections.bc.ca/votebymail 또는 전화	1-800-661-8683을 통해 우편	
투표 패키지를 신청하십시오.

Surrey South 선거구 사무실에서 투표하기
지금부터 9월 10일 토요일 오후 4시까지 
#200-5477 – 152nd Street, Surrey, B.C.

elections.bc.ca  /  1 - 8 00 - 661 - 8683

질문이 있으십니까?
Elections BC에 문의하십시오.	
elections.bc.ca | 1-800-661-8683

Surrey South 선거구 사무실	
#200-5477 – 152nd Street, Surrey, B.C. 
236-455-4572 
deosus@elections.bc.ca

운영 시간: 
사전 투표 기간 및 선거일,	오전	8시~오후	8시	
9월	5일 노동절 휴무

elections.bc.ca  /  1 - 8 00 - 661 - 8683

Elections BC 소셜 미디어 팔로우하기:

	 #SurreySouthVotes

선거일에 투표하기
2022년 9월 10일 | 오전 8시~오후 8시 
선거일은	9월	10일 토요일이지만 그 전에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선거일 투표소를 아직 확인 중이며	
wheretovote.elections.bc.ca에서 알려 드릴 예정입니다.

이 안내서의 중국어 간체,	중국어	
번체,	프랑스어,	한국어,	펀자브어 및	
타갈로그어 버전을 받으려면,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아래 링크로 이동하십시오:	

elections.bc.ca/translations

I VOTE.

elections.bc.ca  /  1 - 8 00 - 661 - 8683

Election day is september 10, 2022
A non-partisan O�ce of the Legislature

Surrey south provincial by-election

Bring this card to the voting place to make voting faster and easier. 96031-R (22/05)

Ways to vote
Vote in person at any voting place listed on the back 
of this card. You can also vote at the district electoral 
office or by mail. Visit elections.bc.ca/surreysouth for 
more information.

Voter ID
Remember to bring ID to the voting place. For a 
complete list of acceptable ID, visit elections.bc.ca/id.

Questions?
Contact Elections BC:

1-800-661-8683 | elections.bc.ca

A provincial by-election has been called for the Surrey South 
electoral district. 

Election Day is Saturday, September 10, 2022.

For information about where, when and how to vote, refer to the 
other side of this card or visit elections.bc.ca/surreysouth.

Who can vote
You can vote if you are:

 � a resident of the Surrey South electoral district,

 � 18 or older on September 10, 2022,

 � a Canadian citizen, and

 � a resident of B.C. since March 9, 2022. 



시각 장애 또는 저시력이 있는 투표인을 위한 지원
시각 장애 또는 저시력이 있는 투표인이 투표 용지에 기표하는	
것을 돕기 위해 모든 투표소에서 브레일 점자로 된 후보 명단,	큰	
글자로 인쇄된 투표 용지 포스터 및 서식이 제공됩니다.	시력 손실	
또는 장애가 있거나 건강 상태로 인해 독립적으로 투표할 수 없는	
투표인을 위해 전화 지원 투표 방법도 제공됩니다.	Elections BC에	
연락하여 이용 가능한 투표 옵션을 알아보십시오.
투표소 접근성
모든 사전 투표소 및 대부분의 선거일 투표소는 휠체어로 접근	
가능합니다.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는 투표인은 건물 밖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길가 또는 주차장).

통역사
투표인은 투표를 도와줄 통역사를 투표소에 동반할 수 있습니다.	
통역사는 본인이 통역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최선을 다할	
것임을 선서해야 합니다.

2022 Surrey South 보궐선거
Surrey South	선거구에 거주하는 적격한 투표인은 보궐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Surrey South	선거구는 아래 지도에 표시된 빨간색 영역 안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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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rey South 선거구 사무실
Surrey South	선거구 사무실은 아래 주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0-5477 – 152nd Street, Surrey, B.C. 
236-455-4572 
deosus@elections.bc.ca

운영 시간: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	
사전 투표 기간 및 선거일,	오전	8시~오후	8시	
9월	5일 노동절 휴무

투표인 신분증
모든 투표인은 투표 용지를 받기 위해 신분증을 보여줘야 합니다.

사용 가능한 신분증:

	 •	BC	운전 면허증,

	 •	BC ID	카드(BCID),

	 •	BC	서비스 카드(사진 포함)	또는

	 •	원주민 인증 카드

또한 두 가지 서류를 보여줄 수도 있는데,	두 서류 모두 이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 한 종류의 서류에 현재 집 주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분증이 없는 투표인은 신분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 보증 및 허용되는	
신분증 전체 목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elections.bc.ca/id를 방문하십시오.

후보
최종 후보 명단은	2022년	8월	20일 이후	Elections	BC	웹사이트		
elections.bc.ca/surreysouth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투표인 등록
투표할 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지금 등록하십시오.	elections.bc.ca/register 
또는 전화	1-800-661-8683을 통해 정보를 등록하거나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투표인 등록은		2022년	8월	31일 오후11:59(태평양 표준시)에 마감됩니다.	
투표하러 갈 때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십시오.

 위험군 투표인 및 장애가 있는 투표인을 위한 서비스

Elections BC는 모든 투표인에게 안전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투표 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선거구 직원들은	
투표인의 투표권 실행을 돕기 위해 훈련을 받았으며,	장애가 있거나	
건강이 위험한 투표인의 투표를 돕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면역력이 손상된 투표인
건강 상태 때문에 방문 투표가 걱정되는 경우,	원격 투표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lections BC에 연락하여 이용 가능한 투표	
옵션을 알아보십시오.

투표 용지에 기표할 때 도움 받기 
장애가 있거나 읽기 또는 쓰기에 어려움이 있는 투표인은 투표	
용지에 기표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표 용지에 기표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 투표소의 선거 담당자에게 말씀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