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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티시 컬럼비아는 주정부 선거에 사용될 투표 제도를 결정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합니다. 주민투표는 공공의 문제에 대한 투표입니다. 

2018 주민투표는 2018년 10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우편으로 실시됩니다. 
등록 유권자는 2018년 10월 22일부터 11월 2일 사이에 BC 선거청으로부터 투표 
패키지를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이 안내서에서는 주민투표의 투표 방법을 비롯하여 투표 사안인 투표 제도에 대한 
중립적인 정보가 제공됩니다. 따라서 투표하기 전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투표 쟁점에 대해 양측이 제공하는 정보도 참조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공식 반대자 및 지지자 그룹이 제공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공식 반대자(비례대표제 투표 제도 
반대 캠페인)

공식 지지자(비례대표제 투표 제도 
찬성 캠페인)

No BC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ociety

Vote PR BC

https://www.nobcprorep.ca/ http://voteprbc.ca/

브리티시 컬럼비아 법무부 장관은 2018년 5월에 주민투표 및 투표 사안인 투표 
제도에 대한 권장 사항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보고서는 https://
engage.gov.bc.ca/app/uploads/sites/271/2018/05/How-We-Vote-2018-
Electoral-Reform-Referendum-Report-and-Recommendations-of-the-
Attorney-General.pdf에서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2018 선거법 개정 주민투표



2 2018 선거법 개정 주민투표

누가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다음 조건을 갖춘 경우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캐나다 시민권자
 � 2018년 11월 30일 현재 18세 이상 및
 �  2018년 11월 30일 전까지 최소 6개월 동안 B.C. 거주자

이번 주민투표 사안은 무엇입니까?
이번 주민투표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주정부 선거에 사용될 
투표 제도를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투표자에게 2개의 질문이 
제시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현재 
최다 득표자 당선 투표 제도 또는 
비례대표제 투표 제도 중 선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세 가지 비례대표제 
투표 제도를 선호하는 순서대로 
순위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비례대표제 투표 제도는 2
인 비례대표제(DMP), 혼합형 
비례대표제(MMP) 및 지방-도시 
비례대표제(RUP)입니다.

1

4

2

5

3



32018 선거법 개정 주민투표

주민투표 투표용지
주민투표 투표용지의 모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표용지에 있는 2개의 질문에 모두 대답해야 합니까? 
아니요, 2개의 질문 모두 대답하거나 1개의 질문에만 대답할 수 있습니다. 1개의 
질문에만 대답하는 경우에도 투표용지는 개표에 포함됩니다. 

1번 질문에서 최다 득표자 당선 제도를 지지하는 경우에도 2번 질문에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예.

2번 질문에 대답하는 경우, 모든 세 가지 제도의 순위를 선택해야 합니까? 
아니요. 한 가지,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제도의 순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1
Which system should British Columbia use for provincial 
elections? (Vote for only one.)

The current First Past the Post voting system    

A proportional representation voting system    

Question 2
If British Columbia adopts a proportional representation voting system, 
which of the following voting systems do you prefer?
(Rank in order of preference. You may choose to support one, two or all 
three of the systems.)

1
1st Choice

2
2nd Choice

3
3rd Choice

1Dual Member Proportional (DMP)  2 3

1Mixed Member Proportional (MMP)  2 3

1Rural-Urban Proportional (RUP)  2 3

Sample 
2018 Referendum on Electoral Reform

Ballot
Instructions: To vote, fill in the oval  to the right of your choices, like this:

Use black pen or marker. Do not use pencil.

88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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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방법
등록 유권자는 2018년 10월 22일부터 11월 2일 사이에 BC 선거청으로부터 투표 
패키지를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투표 패키지의 지침을 주의 깊게 따르십시오. 작성한 투표 패키지는 2018년      
11월 30일 오후 4시 30분까지 BC 선거청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캐나다 우편국이 
마감 시간 전에 전달할 수 있도록 우편물을 충분히 일찍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서비스 BC 센터 또는 주민투표 서비스 사무소에서도 투표 패키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lections.bc.ca/rso에서 위치 및 업무 시간을 알아보십시오.

투표 패키지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저희에게 문의하시거나 
elections.bc.ca/referendum을 방문하십시오.

2018년 10월 22일부터 11월 2일 사이에 우편으로 이러한 모양의 투표 패키지를 
보내드립니다.

 �  투표 패키지에 투표자의 이름 및 주소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의 투표 패키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단 1회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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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패키지 요청 방법
2018년 11월 2일까지 우편으로 투표 패키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다음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BC 선거청(1-800-661-8683)에 전화
 � elections.bc.ca/ovr 참조
 �  11월 5일부터 주민투표 서비스 사무소 또는 서비스 BC 센터 방문                   

(위치 목록은 elections.bc.ca/rso 참조 또는 BC 선거청에 문의)

투표 패키지 요청 기한은 2018년 11월 23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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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날짜

2018년 7월 1일  
~ 11월 30일

주민투표 캠페인 기간 
이 기간 동안 주민투표 광고가 
규제됩니다.

2018년 10월 22일      
~ 11월 30일

투표 기간 
투표 패키지가 배포 및 회수됩니다.

2018년 10월 22일     
~ 11월 2일

등록 투표자에게 투표 패키지가 
우편으로 전달됩니다.

2018년 11월 5일
주민투표 서비스 사무소가 
개소됩니다(자세한 내용은 elections.
bc.ca/rso 참조).

2018년 11월 3일       
~ 11월 23일

투표자는 투표 패키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1월 23일 
금요일 자정 투표 패키지 요청 기한이 종료됩니다.

2018년 11월 30일 
금요일 오후 4시 30분  
(현지 시간)

투표용지가 이 마감 기한까지 BC 
선거청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72018 선거법 개정 주민투표

투표에 대한 도움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BC 선거청(1-800-661-8683)에 전화하거나 주민투표 서비스 사무소 또는 서비스 
BC 센터를 방문하십시오. 작성한 투표 패키지를 이러한 장소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 및 사무소 위치 목록은 elections.bc.ca/rso를 참조하십시오.

번역된 정보
이 투표자 안내서는 BC 선거청 웹사이트에서 아랍어, 중국어(간체- 표준 중국어), 
중국어(번체 - 광둥어), 필리핀어(타갈로그), 프랑스어, 독일어, 힌디어, 일본어, 
한국어, 이란어(현대 페르시아어), 펀자브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및 베트남어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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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후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주민투표를 통해 브리티시 컬럼비아가 계속 
현재 최다 득표자 당선 투표 제도를 유지할지 
또는 비례대표제 투표 제도를 채택할지 
결정됩니다.

1번 질문에서 과반수 이상의 투표자가 최다 
득표자 당선 제도를 지지하는 경우, 주정부 
선거의 투표 제도는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1번 질문에서 과반수 이상의 투표자가 
비례대표제를 지지하는 경우, 2번 질문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비례대표제가 
채택됩니다.

비례대표제 투표 제도가 채택되는 경우 2021년 7월 1일 이후 실시되는 주정부 
선거에서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 날짜 전에 실시되는 주정부 선거에서는 최다 
득표자 당선 제도가 사용됩니다.

비례대표제 투표 제도가 채택되는 경우, 정부는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 
 �  입법 위원회가 새 제도의 시행에 대한 몇 가지 측면을 결정합니다.
 � 개별 선거구 경계 위원회가 입법부에서 대표할 선거구 및 지역구의 수와 

경계를 결정합니다.
 � 입법부의 총 MLA 수는 87~95명입니다(현재 87명).
 � 주의 지역구 MLA 수는 현재보다 적지 않을 것입니다.
 � 2번의 총선거 실시 후 B.C.에서 새로운 투표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원하는지 또는 최다 득표자 당선 제도로 돌아는 것을 원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주민투표가 다시 실시될 것입니다.

새 제도가 채택되는 경우 주민투표 후 결정되는 사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elections.bc.ca/referendum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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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제도란 무엇입니까?
투표 제도란 입법부의 대표를 선출하는 방법입니다. 주정부 선거에서는 투표 
제도를 통해 주의회 의원(MLA)을 선출합니다. 주의회는 주정부의 법이 제정되고 
정부가 구성되는 기관입니다. 

투표 제도는 매우 다양합니다. 각 투표 제도마다 투표 방법, 개표 방법 및 득표수에 
따른 입법부 의석수 결정 방법이 다릅니다.

사용된 투표 제도 용어
주의회 의원(Member of the Legislative Assembly) – MLA

의원 – MLA의 축약형

최다 득표자 당선 제도(First Past the Post) – FPTP

2인 비례대표제(Dual Member Proportional) – DMP

혼합형 비례대표제(Mixed Member Proportional) – MMP

지방-도시 비례대표제(Rural-Urban Proportional) – RUP

1

4

2

5

3

M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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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 득표자 당선 투표 제도란 무엇입니까?
최다 득표자 당선 제도(FPTP)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현재 투표 제도입니다. FPTP
에서는 주정부가 여러 선거구로 나뉘고 각 
선거구마다 1명의 주의회 의원(MLA)이 대표가 
됩니다. 투표자는 투표용지에서 1명의 후보에 
표시합니다.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되고 입법부에서 해당 선거구를 
대표합니다.

정당이 입법부에서 얻는 의석수는 정당의 
후보가 당선되는 선거구의 수와 동일합니다. 
이 제도에서는 큰 정당의 후보가 당선되고 한 
정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정부가 구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FPTP는 캐나다, 미국 
및 영국을 포함하여 많은 국가의 중앙 또는 지방 정부 수준에서 사용됩니다.

최다 득표자 당선 투표 제도란 무엇입니까?

투표 •  투표자는 투표용지의 후보 1명에 투표합니다.

개표 •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되고 
입법부에서 해당 선거구를 대표합니다.

결과 • 정당이 입법부에서 얻는 의석수는 주정부에서 
정당의 후보가 당선되는 선거구의 수와 
동일합니다.

대표 • 주정부 MLA 87명
•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는 1명의 MLA가 각 

선거구를 대표합니다.

선거구 • 현재와 동일한 규모입니다.

최다 득표자 당선 제도의 특성

PARTY CANDIDATEA

PARTY CANDIDATEB

PARTY CANDIDATEC

PARTY CANDIDATED

Independent Candi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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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TP에서는 투표자가 1
명의 후보에 투표합니다.

각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됩니다.

정당이 입법부에서 얻는 
의석수는 주정부에서 정당의 
후보가 당선되는 선거구의 수와 
동일합니다.

FPTP 제도 시행 방법에 대한 짧은 동영상을 포함하여 자세한 정보는         
elections.bc.ca/fptp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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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당의 득표율 입법부의 의석수

비례대표제란 무엇입니까?
비례대표제란 주의회에서 정당이 얻는 의석 점유율이 정당의 득표율과 거의 동일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정당이 40퍼센트의 득표율을 얻는 경우, 입법부에서 약 40
퍼센트의 의석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비례적인 결과가 나타나도록 설계된 투표 
제도는 매우 다양합니다. 

주민투표에서 제시되는 비례대표제 투표 
제도는 무엇입니까?
주민투표에서 제시되는 비례대표제 투표 제도는 2인 비례대표제(DMP), 혼합형 
비례대표제(MMP) 및 지방-도시 비례대표제(RUP)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정당의 
의석 점유율이 득표율과 비슷한 입법부를 선출합니다. 

비례대표제 투표 제도의 특성
 � 주정부 수준에서 대체로 결과가 비례적입니다.
 �  일반적으로 선거구 또는 지역구에서 1명 이상의 MLA가 선출되고 대표가 

됩니다.
 � 일반적으로 최다 득표자 당선 제도보다 선거구가 큽니다.
 � 후보는 투표 제도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선출됩니다(이 안내서의 각 제도에 

대한 설명 참조).
 � 더 작은 정당이 입법부의 대표가 될 가능성이 최다 득표자 당선 제도에서보다 

더 많기 때문에 입법부가 더 많은 정당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 정부가 구성되기 전에 일반적으로 정당 간의 연립 또는 협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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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 득표자 당선 제도 비례대표제

대표 각 선거구에 1명의 MLA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거구 또는 
지역구에서 1명 이상의 
MLA가 선출되고 대표가 
됩니다.

결과 •  정당이 입법부에서 얻는 
의석수는 정당의 후보가 
당선되는 선거구의 
수와 동일합니다.

• 큰 정당의 후보가 
당선되고 한 정당이 
정부의 다수를 차지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각 정당의 입법부 의석 
점유율이 주 전체 
득표율과 대략적으로 
일치합니다.

•  큰 정당 및 작은 정당의 
후보가 당선되고 다수의 
정당 또는 연립 정부가 
구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거구 규모 비례대표제보다 선거구가 
작습니다.

최다 득표자 당선 
제도보다 선거구가 
큽니다.

MLA 수 현재와 동일(87) 87~95명

최다 득표자 당선 제도 및 비례대표제 투표 
제도 한눈에 살펴보기
최다 득표자 당선 제도 또는 비례대표제에 대한 선호도는 투표자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완벽한 투표 제도는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모두가 
같은 제도를 사용할 것입니다. 모든 투표 제도는 상충되는 우선순위 간의 균형이 
요구됩니다. 

이 안내서는 최다 득표자 당선 제도 및 제안된 비례대표제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한 것이지만 최선의 제도를 결정하는 것은 투표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투표 쟁점에 대해 양측이 제공하는 정보를 
알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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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비례대표제(DMP)
2인 비례대표제(DMP)에서는 대부분의 선거구가 
이웃 선거구와 통합되며 2명의 주의회 의원(MLA)
이 대표가 됩니다. 가장 큰 지방 선거구는 계속 가장 
많이 득표한 1명의 MLA가 선출됩니다. 총 MLA 수는 
거의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2명의 MLA가 있는 선거구에서 정당은 1명 또는 2
명의 후보를 투표용지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정당은 
투표용지의 첫 번째 칸과 두 번째 칸에 등록될 
후보를 결정합니다. 투표자는 투표용지에서 한 번에 
한 명 또는 한 쌍의 후보에 표시하여 투표합니다.

선거구의 첫 번째 의석은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얻게 됩니다. 이 의석은 정당이 투표용지에서 
첫 번째 칸에 등록한 후보가 차지합니다.

두 번째 의석은 각 정당의 입법부 의석 점유율이 
주  전체 득표율과 대략적으로 일치하도록 정당에 
배정됩니다. 정당의 두 번째 의석은 후보가 특히 많은 득표를 한 선거구에서 
채워집니다. 두 번째 의석을 얻기 위해 정당은 최소 5퍼센트의 득표율이 
필요합니다.

DMP는 최근 캐나다에서 개발되었으며 현재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2인 비례대표제(DMP)

P R I M A RY  C a n d i d at e
S e c o n d a ry  C a n d i d at ePARTY A

P R I M A RY  C a n d i d at e
S e c o n d a ry  C a n d i d at ePARTY B

C a n d i d at ePARTY C

Independent Candidate

Vote for one option.

P R I M A RY  C a n d i d at e
S e c o n d a ry  C a n d i d at ePARTY d

투표자는 투표용지에서 한 가지 
옵션을 선택합니다. 정당에서 최대 
2명의 후보가 출마합니다.

PARTY CANDIDATE #1 
CANDIDATE #2 A

PARTY CANDIDATE #1 
CANDIDATE #2 B

PARTY CANDIDATE #1 C

INDEPENDENT

PARTY CANDIDATE #1 
CANDIDATE #2 A

PARTY CANDIDATE #1 
CANDIDATE #2 B

PARTY CANDIDATE #1 C

INDEPENDENT

대부분의 기존 선거구가 
이웃 선거구와 통합됩니다. 
새로운 더 큰 규모의 각 
선거구에서는 1명 대신 2
명의 MLA를 선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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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비례대표제(DMP)의 특성 
투표 •  정당은 각 선거구마다 1~2명의 후보를 지명합니다.

•   정당은 투표용지에 첫 번째 및 두 번째 후보를 명시합니다.
• 투표자는 정당의 후보 또는 무소속 후보 등 투표용지의 한 

가지 옵션에 투표합니다.

개표 도시 및 준도시 선거구
•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정당의 첫 번째 후보가 첫 

번째 의석을 얻습니다.
• 두 번째 의석은 주 전체 득표율 및 각 선거구의 성과를 

기준으로 정당에 배정됩니다.
• 무소속 후보는 선거구에서 1위 또는 2위를 하는 경우 의석을 

얻습니다.
•  두 번째 의석을 얻기 위해 정당은 주 전체에서 최소 5퍼센트의 

득표율이 필요합니다.

큰 지방 선거구
•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됩니다.

결과 • 주정부 수준에서 결과가 비례적입니다.
•  비례적인 결과를 위해 여러 정당에 두 번째 의석이 할당되므로 

2위 후보가 두 번째 의석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표 •  MLA 87~95명
•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도시 및 준도시 지역에는 선거구를 

대표하는 MLA가 2명씩 있습니다.
•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큰 지방 지역에는 선거구를 대표하는 

MLA가 1명씩 있습니다.

선거구 • 도시 및 준도시 선거구는 이웃 선거구와 통합됩니다.
• 큰 지방 선거구의 경계는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DMP가 채택되는 경우, 개별 선거구 경계 위원회는 동일하게 

유지될 선거구 및 주민투표 후 통합될 선거구를 결정합니다.

DMP 제도 시행 방법에 대한 짧은 동영상을 포함하여 자세한 정보는          
elections.bc.ca/dmp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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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형 비례대표제(MMP)
혼합형 비례대표제(MMP)에는 두 가지 유형의 MLA가 있습니다. 선거구 MLA는 
선거구를 대표하며 최다 득표자 당선 제도를 사용하여 선출됩니다. 지역구 MLA
는 지역구라고 불리우는 선거구 묶음을 대표합니다. 이러한 MLA는 각 정당의 
입법부 의석 점유율이 주 전체 득표율과 대략적으로 일치하도록 각 정당 목록에서 
선출됩니다. 

지역구 의석은 주 전체가 아닌 규정된 지역구 내에서 정당에 할당됩니다. 합산된 
선거구 의석 및 지역구 의석은 정당의 득표율과 대략적으로 일치합니다. 지역구 
의석을 얻기 위해 정당은 최소 5퍼센트의 득표율이 필요합니다.

MMP를 사용하는 지역구의 
예. 일부 MLA는 선거구를 
대표하고 다른 일부 MLA는 
지역구를 대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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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Y VOTE

PARTY A

PARTY B

PARTY C

PARTY D

CANDIDATE W

CANDIDATE X

CANDIDATE Y

CANDIDATE Z

YOU HAVE TWO VOTES.

Vote for only one party. Vote for only one candidate.

This vote decides the share of 
the seats each par ty below will 
have in the Legislative Assembly.

DISTRICT VOTE
This vote decides the candidate 
who will be elected to represent 

your electoral distr ict.

PARTY A

PARTY B

PARTY C

PARTY D

두 가지 투표 모델 및 고정된 정당 목록으로 가정한 샘플 MMP 투표용지

일부 MMP 형식에서, 투표자는 선거구 후보에 대한 투표와 정당에 대한 투표로 
구성된 두 가지 별도의 투표를 합니다. 다른 형식의 경우, 투표자는 한 명의 후보에 
대해 한 번의 투표를 하며 이는 해당 후보의 정당에 대한 표로도 간주됩니다. MMP
가 채택되는 경우, 입법 위원회는 주민투표 후에 투표자가 투표를 한 번 또는 두 번 
할 것인지 결정할 것입니다.

MMP는 독일, 뉴질랜드 및 스코틀랜드를 포함하여 많은 국가의 중앙 또는 지방 
정부 수준에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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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 2가지 가능성:
•  투표자가 후보 및 정당을 선택하는 두 가지의 투표를 

합니다.
• 투표자가 후보를 선택하는 한 가지 투표를 합니다. 이 

투표에서는 후보 및 후보의 정당이 중요합니다.
• 두 경우 모두 정당이 준비한 후보 목록에서 지역구 의원이 

선출됩니다. 3가지 유형의 가능한 정당 목록:
• 고정된 목록 - 투표자는 정당의 후보 목록에 

투표합니다.
• 비고정 목록 - 투표자는 정당의 목록에서 개별 후보에 

투표합니다.
•  정당 옵션이 포함된 비고정 목록 - 투표자는 후보에 

투표하거나 정당의 후보 목록을 지지합니다.
• MMP가 채택되는 경우, 입법 위원회는 주민투표 후에 

투표자가 투표를 한 번 또는 두 번 할 것인지 결정하고 사용할 
정당 목록의 유형도 결정할 것입니다.

개표 •  정당이 얻는 총 의석 수는 주 전체 득표율 기준입니다.
•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가 해당 선거구의 의석을 

얻습니다.
• 선거구 의석은 정당이 얻는 총 의석수가 주 전체 득표율과 

대략적으로 일치하도록 지역구 의석으로 “보충”됩니다. 
•  지역구 의석을 얻기 위해 정당은 최소 5퍼센트의 득표율이 

필요합니다.

결과 • 주정부 수준에서 대체로 결과가 비례적입니다.
• 지역구 의석은 규정된 지역구 내에서 할당됩니다.

혼합형 비례대표제(MMP)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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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형 비례대표제(MMP)의 특성 
계속... 

대표 • MLA 87~95명

•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는 MLA 1명이 각 선거구를 대표하고 
여러 명의 MLA가 지역구를 대표합니다.

•  MMP가 채택되는 경우, 최소 60퍼센트의 MLA가 선거구 
MLA이지만 선거구 MLA와 지역구 MLA의 정확한 비율은 
주민투표 후 입법 위원회에 의해 결정됩니다.

선거구 •  선거구는 규모가 현재보다 크고 수가 더 적습니다.
• MMP가 채택되는 경우, 입법 위원회는 주민투표 후 각 

지역구의 MLA 수를 결정할 것입니다.
• MMP가 채택되는 경우, 개별 선거구 경계 위원회는 선거구 

및 지역구의 경계를 결정합니다.

MMP 제도 시행 방법에 대한 짧은 동영상을 포함하여 자세한 정보는         
elections.bc.ca/mmp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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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시 비례대표제(RUP)
지방-도시 비례대표제(RUP)는 두 가지 다른 
비례대표제 투표 제도: 이양식 투표제(STV) 및 혼합형 
비례대표제(MMP)를 결합한 제도입니다. 

더 큰 선거구에 해당하는 도시 및 준도시 선거구의 
투표자는 STV를 사용하여 여러 MLA를 선출합니다. 
한 선거구에서 정당의 여러 후보가 출마할 수 있으며 
투표자는 투표용지에서 선호하는 후보의 순위를 
매깁니다(1, 2, 3...). 투표자는 원하는 만큼 많은 후보의 
순위를 매길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준도시 선거구에서 후보를 선출하는 방법은 
표의 개표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지방 선거구에서 투표자는 MMP를 사용하여 선거구 
및 지역구 MLA를 선출합니다(MMP 섹션 참조). 

주 전체 결과는 일반적으로 비례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MMP 및 STV는 몇몇 국가의 중앙 또는 지방 정부 
수준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RUP는 어느 곳에서도 단일 제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MMP는 독일, 뉴질랜드 및 스코틀랜드에서 사용됩니다. STV는 아일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및 몰타에서 사용됩니다.

RUP 제도 시행 방법에 대한 짧은 동영상을 포함하여 자세한 정보는           
elections.bc.ca/rup를 참조하십시오.

지방-도시 비례대표제(RUP)

PARTY CANDIDATE C

PARTY CANDIDATED

INDEPENDENT CANDIDATE

PARTY CANDIDATEB

PARTY CANDIDATEC

PARTY CANDIDATEC

PARTY CANDIDATED

PARTY CANDIDATEA

PARTY CANDIDATEB

PARTY CANDIDATEB

PARTY CANDIDATE C

PARTY CANDIDATED

INDEPENDENT CANDIDATE

PARTY CANDIDATEB

PARTY CANDIDATEC

PARTY CANDIDATEC

PARTY CANDIDATED

PARTY CANDIDATEA

PARTY CANDIDATEB

PARTY CANDIDATEB

STV 선거구는 규모가 
더 크고 1명 이상의 
MLA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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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도시 및 준도시 선거구(STV)
•  투표자는 선호하는 후보의 순위를 매깁니다(1, 2, 3...).
• 투표자는 원하는 만큼 많은 후보의 순위를 매길 수 있습니다.
•  한 선거구에서 정당의 후보 여러 명이 출마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선거구의 최대 의석수까지).

지방 선거구 – MMP 섹션 참조

개표 도시 및 준도시 선거구(STV)
• 일반적으로 여러 번의 개표가 필요합니다.
• 각 선거구에는 1개의 의석을 얻기 위해 필요한 최소 득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수를 쿼터라고 합니다.
• 쿼터를 충족하는 후보가 당선됩니다.
•  당선된 후보가 쿼터보다 많은 표를 얻은 경우, 추가 표는 

투표자의 다음 선택을 기준으로 다른 후보에게 양도됩니다. 
•  가장 적은 표를 얻은 후보는 떨어지고 해당 표는 투표자의 

다음 선택을 기준으로 다른 후보에게 양도됩니다. 
• 선거구의 모든 의석이 찰 때까지 이러한 방법으로 개표가 

계속 진행됩니다.

지방 선거구 – MMP 섹션 참조

결과 • 주 전체 결과는 일반적으로 비례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표 • MLA 87~95명
•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도시 및 준도시 지역에 있는 더 큰 

선거구에는 여러 명의 MLA가 있습니다.
•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지방에서는 MLA 1명이 각 선거구를 

대표하고 다른 여러 MLA가 지역구를 대표합니다.

선거구 •  선거구는 규모가 현재보다 크고 수가 더 적습니다.
•  RUP가 채택되는 경우, 개별 위원회가 MMP 선거구, MMP 

지역구 및 STV 선거구의 경계를 결정할 것입니다.

지방-도시 비례대표제(RUP)의 특성

지방-도시 비례대표제(RUP)



질문이 있으십니까?
주민투표 투표 방법 및 투표 사안인 투표 제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연락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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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