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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패키지
작성 방법
투표 패키지 작성에 필요한 것들
2018 Referendum on Electoral Reform

Ballot

기억하셔야 할 중요 사항

투표용지

Instructions: To vote, fill in the oval
to the right of your choices, like this:
Use black pen or marker. Do not use pencil.

Question 1
Which system should British Columbia use for provincial
elections? (Vote for only one.)
The current First Past the Post voting system

투표 패키지

A proportional representation voting system

Question 2

 투표 패키지에는 귀하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투표 패키지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a

3038-A (18/04)

속봉투 A(회색)

Secrecy Sleeve

 귀
 하의 이름이 인증 봉투 B에 인쇄된 이름과 달리
변경된 경우 저희에게 연락하십시오.
b

 투표는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CERTIFICATION ENVELOPE

Sign the declaration to confirm
you are eligible to vote.

Date of birth

Enter your date of birth to help
confirm your identity.

인증 봉투 B(흰색)

투표용지

1

2

I am the voter identified above. I am
eligible to vote and have not already voted
in the referendum.

번역된 정보

 각
 선거 제도의 특징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elections.bc.ca/referendum 을 보시거나
1-800-661-8683으로 연락하십시오.

X

MONTH

DAY

My date of birth is:

YEAR

1

CITY BC

NEW HOME ADDRESS (IF APPLICABLE)

3

9

PHONE

ABM 000000

V#V #V#

This information is collected under the authority of the Electoral Reform Referendum 2018 Act and the Freedom of Information and Protection of Privacy Act to administer the 2018 Referendum on Electoral Reform. Questions about its
collection and use can be directed to the Elections BC Privacy Officer at 1-800-661-8683 or PO Box 9275 Stn Prov Govt Victoria, BC V8W 9J6.

c

2018 referendum on electoral re-

RETURN ENVELOPE

반송 봉투 C(노란색)

 이
 안내문은 elections.bc.ca/referendum 에 14개
언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선거 제도

SIGN HERE

Home address on record: 123 Main Street, Victoria

Address update

If your address has changed,
complete this section.

LASTNAME, FIRSTNAME
MAILING ADDRESS

 두
 질문에 모두 답하거나 하나만 답하셔도 됩니다.
하나의 질문에만 답하셔도 투표가 계수됩니다.

3038-B (18/04)

Declaration for FIRSTNAME LASTNAME:

Eligibilty

3038-C (18/04)

검은색 펜이나 매직펜
(투표 패키지에 들어 있지
않음)

동봉 품목 중 어느 것이든 패키지에서 빠져 있으면 Elections BC 에
연락하십시오. 시작할 준비가 되면 이 인쇄물의 안에 기재된 안내문을
따라주십시오.
A non-partisan Office of the Legislature

선거 제도
단순 다수제의 특징
 한
 정당이 의회에서 차지하는
의석 수는 그 정당 후보들이
승리한 선거구의 수와 같음
 큰
 정당 소속 후보들이 선출되어
단일 정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다수 정부를 구성하는 경향이 있음
 한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한 1
인의 MLA가 선출됨
 선
 거구의 크기는 비례
대표제에서보다 더 작음

비례 대표 선거 제도의 특징
 한
 정당이 의회에서 차지하는
의석 비율과 주 전역 득표
비율이 대략적으로 일치
 크
 고 작은 정당 소속 후보들이
선출되어 복수 정당 정부 또는 연립
정부를 구성하는 경향이 있음
 투
 표자들은 대개 소속 지역이나
권역에서 2인 이상의 MLA
를 대표로 선출함
 선
 거구의 크기는 단순
다수제에서보다 더 큼

A non-partisan Office of the Legislature

다음은 각 선거 제도에 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선거 제도와 주민 투표 후에 있을 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elections.bc.ca/referendum 을 보시거나 1-800-661-8683으로 연락하십시오.
단순 다수제(FPTP)
단순 다수제(First Past the Post, FPTP)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현행 선거 제도입니다. FPTP에서는
전체 주를 선거구로 나누고 각 선거구를 1인의 주 의회 의원(Member of the Legislative Assembly, MLA)
이 대표합니다. 투표자는 한 후보에게 기표합니다. 해당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한 후보가 승리하고
의회에서 해당 선거구를 대표합니다. FPTP는 캐나다, 미국, 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 사용합니다.
2인 비례 대표제(DMP)
2인 비례 대표제(Dual Member Proportional, DMP)에서는 대부분 선거구가 인접 선거구와 결합하여 2
인의 MLA를 둡니다. 지방의 큰 선거구는 계속 1인의 MLA를 둡니다. 2인 MLA 선거구에서는 정당들이
투표용지에 한두 후보를 냅니다. 투표자들은 1회 기표로 한 후보나 두 후보에게 투표합니다. 한 선거구에서
첫 번째 의석은 최다 득표 후보가 차지합니다. 두 번째 의석은 각 정당이 의회에서 차지하는 의석 비율과
주 전역 득표 비율이 대략적으로 일치하도록 정당들에 배분됩니다. 정당이 두 번째 의석을 차지하려면
5% 이상 득표하여야 합니다. DMP는 캐나다에서 최근에 개발됐으며,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혼합형 비례 대표제(MMP)
혼합형 비례 대표제(Mixed Member Proportional, MMP)에는 두 종류의 MLA가 있습니다. 지역
(District) MLA는 선거구를 대표하며, FPTP 방식으로 선출됩니다. 권역(Regional) MLA는 권역이라고
불리는 일단의 선거구들을 대표합니다. 이들은 각 정당이 의회에서 차지하는 의석 비율과 주 전역 득표
비율이 대략적으로 일치하도록 정당 명부에서 선출됩니다. 정당이 권역 의석을 차지하려면 5% 이상
득표하여야 합니다. 투표자가 두 개의 투표권을 갖는 MMP 형식도 있어 하나는 지역 후보에게 하나는
정당에 행사합니다. 다른 형식에서는, 투표자의 투표권이 하나이나 한 후보에 투표하면 그 후보의
정당에 대한 표로도 계수됩니다. MMP는 독일, 뉴질랜드, 스코틀랜드 등 여러 나라에서 사용합니다.
지방-도시 비례 대표제(RUP)
지방-도시 비례 대표제(Rural-Urban Proportional, RUP)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비례 선거 제도인 단기 이양식
투표제(Single Transferable Vote, STV)와 혼합형 비례 대표제(MMP)를 결합한 것입니다. 도시와 준도시 지역의
투표자들은 STV로 그 지역의 대선거구에 복수 MLA를 선출합니다. 정당들은 한 선거구에 복수 후보를 낼 수
있으며, 투표자들은 투표용지에서 선호하는 후보들에 순위(1, 2, 3 등)를 매깁니다. 투표자는 원하는 수만큼의
후보에 순위를 매길 수 있습니다. 지방 선거구의 투표자들은 MMP로 지역 MLA와 권역 MLA를 선출합니다
(위 설명 참고). 결과는 비례 배분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STV와 MMP는 여러 나라에서 개별 시행 제도로
사용합니다. STV는 아일랜드, 호주, 몰타 등에서 사용하고 MMP는 독일, 뉴질랜드, 스코틀랜드 등에서 사용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연락하십시오.
elections.bc.ca | 1-800-661-8683

투표 패키지
작성 방법
투표 패키지 작성에 필요한 것들
2018 Referendum on Electoral Reform

Ballot

기억하셔야 할 중요 사항

투표용지

Instructions: To vote, fill in the oval
to the right of your choices, like this:
Use black pen or marker. Do not use pencil.

Question 1
Which system should British Columbia use for provincial
elections? (Vote for only one.)
The current First Past the Post voting system

투표 패키지

A proportional representation voting system

Question 2

 투표 패키지에는 귀하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투표 패키지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a

3038-A (18/04)

속봉투 A(회색)

Secrecy Sleeve

 귀
 하의 이름이 인증 봉투 B에 인쇄된 이름과 달리
변경된 경우 저희에게 연락하십시오.
b

 투표는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CERTIFICATION ENVELOPE

Sign the declaration to confirm
you are eligible to vote.

Date of birth

Enter your date of birth to help
confirm your identity.

인증 봉투 B(흰색)

투표용지

1

2

I am the voter identified above. I am
eligible to vote and have not already voted
in the referendum.

번역된 정보

 각
 선거 제도의 특징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elections.bc.ca/referendum 을 보시거나
1-800-661-8683으로 연락하십시오.

X

MONTH

DAY

My date of birth is:

YEAR

1

CITY BC

NEW HOME ADDRESS (IF APPLICABLE)

3

9

PHONE

ABM 000000

V#V #V#

This information is collected under the authority of the Electoral Reform Referendum 2018 Act and the Freedom of Information and Protection of Privacy Act to administer the 2018 Referendum on Electoral Reform. Questions about its
collection and use can be directed to the Elections BC Privacy Officer at 1-800-661-8683 or PO Box 9275 Stn Prov Govt Victoria, BC V8W 9J6.

c

2018 referendum on electoral re-

RETURN ENVELOPE

반송 봉투 C(노란색)

 이
 안내문은 elections.bc.ca/referendum 에 14개
언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선거 제도

SIGN HERE

Home address on record: 123 Main Street, Victoria

Address update

If your address has changed,
complete this section.

LASTNAME, FIRSTNAME
MAILING ADDRESS

 두
 질문에 모두 답하거나 하나만 답하셔도 됩니다.
하나의 질문에만 답하셔도 투표가 계수됩니다.

3038-B (18/04)

Declaration for FIRSTNAME LASTNAME:

Eligibilty

3038-C (18/04)

검은색 펜이나 매직펜
(투표 패키지에 들어 있지
않음)

동봉 품목 중 어느 것이든 패키지에서 빠져 있으면 Elections BC 에
연락하십시오. 시작할 준비가 되면 이 인쇄물의 안에 기재된 안내문을
따라주십시오.
A non-partisan Office of the Legislature

선거 제도
단순 다수제의 특징
 한
 정당이 의회에서 차지하는
의석 수는 그 정당 후보들이
승리한 선거구의 수와 같음
 큰
 정당 소속 후보들이 선출되어
단일 정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다수 정부를 구성하는 경향이 있음
 한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한 1
인의 MLA가 선출됨
 선
 거구의 크기는 비례
대표제에서보다 더 작음

비례 대표 선거 제도의 특징
 한
 정당이 의회에서 차지하는
의석 비율과 주 전역 득표
비율이 대략적으로 일치
 크
 고 작은 정당 소속 후보들이
선출되어 복수 정당 정부 또는 연립
정부를 구성하는 경향이 있음
 투
 표자들은 대개 소속 지역이나
권역에서 2인 이상의 MLA
를 대표로 선출함
 선
 거구의 크기는 단순
다수제에서보다 더 큼

A non-partisan Office of the Legislature

다음은 각 선거 제도에 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선거 제도와 주민 투표 후에 있을 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elections.bc.ca/referendum 을 보시거나 1-800-661-8683으로 연락하십시오.
단순 다수제(FPTP)
단순 다수제(First Past the Post, FPTP)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현행 선거 제도입니다. FPTP에서는
전체 주를 선거구로 나누고 각 선거구를 1인의 주 의회 의원(Member of the Legislative Assembly, MLA)
이 대표합니다. 투표자는 한 후보에게 기표합니다. 해당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한 후보가 승리하고
의회에서 해당 선거구를 대표합니다. FPTP는 캐나다, 미국, 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 사용합니다.
2인 비례 대표제(DMP)
2인 비례 대표제(Dual Member Proportional, DMP)에서는 대부분 선거구가 인접 선거구와 결합하여 2
인의 MLA를 둡니다. 지방의 큰 선거구는 계속 1인의 MLA를 둡니다. 2인 MLA 선거구에서는 정당들이
투표용지에 한두 후보를 냅니다. 투표자들은 1회 기표로 한 후보나 두 후보에게 투표합니다. 한 선거구에서
첫 번째 의석은 최다 득표 후보가 차지합니다. 두 번째 의석은 각 정당이 의회에서 차지하는 의석 비율과
주 전역 득표 비율이 대략적으로 일치하도록 정당들에 배분됩니다. 정당이 두 번째 의석을 차지하려면
5% 이상 득표하여야 합니다. DMP는 캐나다에서 최근에 개발됐으며,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혼합형 비례 대표제(MMP)
혼합형 비례 대표제(Mixed Member Proportional, MMP)에는 두 종류의 MLA가 있습니다. 지역
(District) MLA는 선거구를 대표하며, FPTP 방식으로 선출됩니다. 권역(Regional) MLA는 권역이라고
불리는 일단의 선거구들을 대표합니다. 이들은 각 정당이 의회에서 차지하는 의석 비율과 주 전역 득표
비율이 대략적으로 일치하도록 정당 명부에서 선출됩니다. 정당이 권역 의석을 차지하려면 5% 이상
득표하여야 합니다. 투표자가 두 개의 투표권을 갖는 MMP 형식도 있어 하나는 지역 후보에게 하나는
정당에 행사합니다. 다른 형식에서는, 투표자의 투표권이 하나이나 한 후보에 투표하면 그 후보의
정당에 대한 표로도 계수됩니다. MMP는 독일, 뉴질랜드, 스코틀랜드 등 여러 나라에서 사용합니다.
지방-도시 비례 대표제(RUP)
지방-도시 비례 대표제(Rural-Urban Proportional, RUP)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비례 선거 제도인 단기 이양식
투표제(Single Transferable Vote, STV)와 혼합형 비례 대표제(MMP)를 결합한 것입니다. 도시와 준도시 지역의
투표자들은 STV로 그 지역의 대선거구에 복수 MLA를 선출합니다. 정당들은 한 선거구에 복수 후보를 낼 수
있으며, 투표자들은 투표용지에서 선호하는 후보들에 순위(1, 2, 3 등)를 매깁니다. 투표자는 원하는 수만큼의
후보에 순위를 매길 수 있습니다. 지방 선거구의 투표자들은 MMP로 지역 MLA와 권역 MLA를 선출합니다
(위 설명 참고). 결과는 비례 배분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STV와 MMP는 여러 나라에서 개별 시행 제도로
사용합니다. STV는 아일랜드, 호주, 몰타 등에서 사용하고 MMP는 독일, 뉴질랜드, 스코틀랜드 등에서 사용합니다.

투표 패키지 작성 방법

A non-partisan Office of the Legisl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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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에 기표하기
기표 전에 안내문을 전부 읽으시고 인증 봉투 B에 본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름이 없으면 Elections BC에 연락하십시오.

Ballot

M
P
LE

Instructions: To vote, fill in the oval
to the right of your choices, like this:
Use black pen or marker. Do not use pencil.

Question 1

투표용지에 기표를 시작합니다. 검은색 펜이나 매직펜을 사용하십시오. 연필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투표용지에 다른 것을 기재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을 기재하면 계수되지 않습니다.
한 질문에 답하거나 두 질문에 모두 답하셔도 됩니다. 하나의 질문에만 답하셔도 투표가
계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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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1

2018 Referendum on Electoral Reform

2

3

1

2

3

1

2

3

Rural-Urban Proportional (RUP)

1

2

3

88

질문1의 경우, 원하는 답의 오른쪽에 있는 원을 다음과 같이 칠해서 투표합니다:

1

1st Choice 2nd Choice 3rd Choice

Dual Member Proportional (DMP)

Mixed Member Proportional (MMP)

1

2

질문2의 경우, 선거 제도들을 선호 순으로 순위를 매기되 선거 제도당 하나의 원에만 다음과
같이 칠합니다:

선거 제도 중 하나나 둘 또는 세 가지 전부에 순위를 매기셔도 됩니다. 각 행이나 열에서 하나의
원에만 칠하십시오. 기표 시 실수하거나 기표 방법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Elections BC에
1-800-661-8683으로 연락하십시오.

2

3

1

1st Choice 2nd Choice 3rd Choice

2

3

1st Choice 2nd Choice 3rd Choice

(DMP)

1

2

3

(DMP)

1

2

3

(MMP)

1

2

3

(MMP)

1

2

3

(RUP)

1

2

3

(RUP)

1

2

3

오류! 한 열에서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오류! 한 선거 제도를
두 번 이상 선택하면 안
됩니다.

 투표용지를 다시 접어 속봉투 A에 집어넣습니다.

3

a

 기표한 투표용지가 든 속봉투 A를 인증 봉투 B에 넣습니다.
 인증 봉투 B를 밀봉합니다.

3038-A (18/04)

Secrecy Sleeve
CERTIFICATION
ENVELOPE

b
Sign the declaration to confirm
you are eligible to vote.

Date of birth

a

3038-A (18/04)

Enter your date of birth to help
confirm your identity.

Address update

1

I am the voter identified above. I am
eligible to vote and have not already voted
in the referendum.

2

My date of birth is:

 Did you sign this envelope?
 Did you provide your date of birth?

SIGN HERE

 If you’ve moved, did you provide your new address?

X

MONTH

DAY

YEAR

1

If you can’t sign this envelope, you can ask someone to help you. This person must provide their signature and your birthdate on the front of
the envelope. This person may only help one voter* and must print their full name below:

9

NAME OF PERSON PROVIDING ASSISTANCE

Home address on record: 1112 Fort Street, Victoria

If your address has changed,
complete this section.

Secrecy Sleeve

CHECKLIST – Make sure your vote counts!
3038-B (18/04)

Declaration for FIRSTNAME LASTNAME:

Eligibilty

NEW HOME ADDRESS (IF APPLICABLE)

3

*00496462-01p*

*This person may help more than one member of their own family.

PHONE

000000

FIRSTNAME LASTNAME
MAILING ADDRESS
CITY BC V#V #V#
This information is collected under the authority of the Electoral Reform Referendum 2018 Act and the Freedom of Information and Protection of Privacy Act to administer the 2018 Referendum on Electoral Reform. Questions about its
collection and use can be directed to the Elections BC Privacy Officer at 1-800-661-8683 or PO Box 9275 Stn Prov Govt Victoria, BC V8W 9J6.

기표한 투표용지를 Elections BC에 보내기
인증 봉투 B를 작성합니다. 검은색 펜을 사용하십시오. 선언문을 읽고 투표 자격이 있음을
확인하는 지정 공간에 서명하십시오.

1

주민 투표에서 투표하려면, 반드시 캐나다 시민권자이고, 2018년 11월 30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며, 2018년 11월 30일 직전까지 최소한 6개월간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 거주하였어야
합니다.

b

CERTIFICATION ENVELOPE

3038-B (18/04)

Declaration for FIRSTNAME LASTNAME:

Eligibilty

I am the voter identified above. I am
eligible to vote and have not already voted
in the referendum.

1

Sign the declaration to confirm
you are eligible to vote.

Date of birth

2

Enter your date of birth to help
confirm your identity.

SIGN HERE

X

MONTH

Firstname Lastname

DAY

YEAR

My date of birth is:

1

9

Home address on record: 123 Main Street, Victoria

Address update

NEW HOME ADDRESS (IF APPLICABLE)

3

If your address has changed,
complete this section.

ABM 000000

LASTNAME, FIRSTNAME
MAILING ADDRESS
CITY BC

PHONE

V#V #V#

This information is collected under the authority of the Electoral Reform Referendum 2018 Act and the Freedom of Information and Protection of Privacy Act to administer the 2018 Referendum on Electoral Reform. Questions about its
collection and use can be directed to the Elections BC Privacy Officer at 1-800-661-8683 or PO Box 9275 Stn Prov Govt Victoria, BC V8W 9J6.

b

CERTIFICATION ENVELOPE

2

I am the voter identified above. I am
eligible to vote and have not already voted
in the referendum.

1

Sign the declaration to confirm
you are eligible to vote.

신원 확인을 위하여 지정 공간에 본인의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반드시, 당일 날짜가 아닌,
본인의 생년월일을 기재하십시오.

3038-B (18/04)

Declaration for FIRSTNAME LASTNAME:

Eligibilty

Date of birth

2

Enter your date of birth to help
confirm your identity.

SIGN HERE

X

MONTH

My date of birth is:

0

Firstname Lastname

DAY

3

2

YEAR

7

1

8

9

0

Home address on record: 123 Main Street, Victoria

Address update

NEW HOME ADDRESS (IF APPLICABLE)

3

If your address has changed,
complete this section.

PHONE

본인의 생년월일과 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투표가 계수되지 않습니다.
ABM 000000

LASTNAME, FIRSTNAME
MAILING ADDRESS
CITY BC

V#V #V#

This information is collected under the authority of the Electoral Reform Referendum 2018 Act and the Freedom of Information and Protection of Privacy Act to administer the 2018 Referendum on Electoral Reform. Questions about its
collection and use can be directed to the Elections BC Privacy Officer at 1-800-661-8683 or PO Box 9275 Stn Prov Govt Victoria, BC V8W 9J6.

b

CERTIFICATION ENVELOPE

Date of birth

SIGN HERE

X

MONTH

2

Enter your date of birth to help
confirm your identity.

3

I am the voter identified above. I am
eligible to vote and have not already voted
in the referendum.

1

Sign the declaration to confirm
you are eligible to vote.

집 주소가 변경되었으면, 새로운 집 주소와 전화번호를 지정 공간에 기재하십시오.

3038-B (18/04)

Declaration for FIRSTNAME LASTNAME:

Eligibilty

My date of birth is:

0

3

Firstname Lastname

DAY

2

YEAR

7

1

9

8

0

Home address on record: 123 Main Street, Victoria

Address update

NEW HOME ADDRESS (IF APPLICABLE)

3

If your address has changed,
complete this section.

PHONE

456 New Street, Victoria BC, V8V 9J6

ABM 000000

LASTNAME, FIRSTNAME
MAILING ADDRESS
CITY BC

205-123-4567

V#V #V#

This information is collected under the authority of the Electoral Reform Referendum 2018 Act and the Freedom of Information and Protection of Privacy Act to administer the 2018 Referendum on Electoral Reform. Questions about its
collection and use can be directed to the Elections BC Privacy Officer at 1-800-661-8683 or PO Box 9275 Stn Prov Govt Victoria, BC V8W 9J6.

 증 봉투 B를 노란색 반송 봉투 C에 넣습니다. 노란색 반송 봉투 C를 밀봉하여 Elections BC에
인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전달합니다.

4

 캐나다 안에서 보내시면 우편 요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b

CERTIFICATION ENVELOPE

 기
 표된 투표용지 전달 장소의 목록은 elections.bc.ca/rso 를 보시거나 1-800-661-8683
으로 연락하십시오.

Date of birth

Enter your date of birth to help
confirm your identity.

c

3038-B (18/04)

Declaration for FIRSTNAME LASTNAME:

Eligibilty

Sign the declaration to confirm
you are eligible to vote.

1

I am the voter identified above. I am
eligible to vote and have not already voted
in the referendum.

2

My date of birth is:

RETURN ENVELOPE

Address update

If your address has changed,
complete this section.

SIGN HERE

X

MONTH

2018 referendum on electoral re-

DAY

0 3 2 7

YEAR

1

9

8 4

Home address on record: 1112 Fort Street, Victoria
NEW HOME ADDRESS (IF APPLICABLE)

3

*00496462-01p*

PHONE

c

2018 referendum on electoral re-

RETURN ENVELOPE

000000

FIRSTNAME LASTNAME
MAILING ADDRESS
CITY BC V#V #V#
This information is collected under the authority of the Electoral Reform Referendum 2018 Act and the Freedom of Information and Protection of Privacy Act to administer the 2018 Referendum on Electoral Reform. Questions about its
collection and use can be directed to the Elections BC Privacy Officer at 1-800-661-8683 or PO Box 9275 Stn Prov Govt Victoria, BC V8W 9J6.

3038-C (18/04)

3038-C (18/04)

Elections BC는 기표된 투표용지를 반드시 2018년 11월 30일 금요일 오후 4시 30분 전에
받아야 합니다.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신속히 보내주셔야 시한 전에 받습니다.

투표 패키지 작성 방법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나요? 1-800-661-8683으로 연락하십시오.

3038-F (18/07)
[Korean]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연락하십시오.
elections.bc.ca | 1-800-661-8683

투표 패키지
작성 방법
투표 패키지 작성에 필요한 것들
2018 Referendum on Electoral Reform

Ballot

기억하셔야 할 중요 사항

투표용지

Instructions: To vote, fill in the oval
to the right of your choices, like this:
Use black pen or marker. Do not use pencil.

Question 1
Which system should British Columbia use for provincial
elections? (Vote for only one.)
The current First Past the Post voting system

투표 패키지

A proportional representation voting system

Question 2

 투표 패키지에는 귀하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투표 패키지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a

3038-A (18/04)

속봉투 A(회색)

Secrecy Sleeve

 귀
 하의 이름이 인증 봉투 B에 인쇄된 이름과 달리
변경된 경우 저희에게 연락하십시오.
b

 투표는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CERTIFICATION ENVELOPE

Sign the declaration to confirm
you are eligible to vote.

Date of birth

Enter your date of birth to help
confirm your identity.

인증 봉투 B(흰색)

투표용지

1

2

I am the voter identified above. I am
eligible to vote and have not already voted
in the referendum.

번역된 정보

 각
 선거 제도의 특징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elections.bc.ca/referendum 을 보시거나
1-800-661-8683으로 연락하십시오.

X

MONTH

DAY

My date of birth is:

YEAR

1

CITY BC

NEW HOME ADDRESS (IF APPLICABLE)

3

9

PHONE

ABM 000000

V#V #V#

This information is collected under the authority of the Electoral Reform Referendum 2018 Act and the Freedom of Information and Protection of Privacy Act to administer the 2018 Referendum on Electoral Reform. Questions about its
collection and use can be directed to the Elections BC Privacy Officer at 1-800-661-8683 or PO Box 9275 Stn Prov Govt Victoria, BC V8W 9J6.

c

2018 referendum on electoral re-

RETURN ENVELOPE

반송 봉투 C(노란색)

 이
 안내문은 elections.bc.ca/referendum 에 14개
언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선거 제도

SIGN HERE

Home address on record: 123 Main Street, Victoria

Address update

If your address has changed,
complete this section.

LASTNAME, FIRSTNAME
MAILING ADDRESS

 두
 질문에 모두 답하거나 하나만 답하셔도 됩니다.
하나의 질문에만 답하셔도 투표가 계수됩니다.

3038-B (18/04)

Declaration for FIRSTNAME LASTNAME:

Eligibilty

3038-C (18/04)

검은색 펜이나 매직펜
(투표 패키지에 들어 있지
않음)

동봉 품목 중 어느 것이든 패키지에서 빠져 있으면 Elections BC 에
연락하십시오. 시작할 준비가 되면 이 인쇄물의 안에 기재된 안내문을
따라주십시오.
A non-partisan Office of the Legislature

선거 제도
단순 다수제의 특징
 한
 정당이 의회에서 차지하는
의석 수는 그 정당 후보들이
승리한 선거구의 수와 같음
 큰
 정당 소속 후보들이 선출되어
단일 정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다수 정부를 구성하는 경향이 있음
 한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한 1
인의 MLA가 선출됨
 선
 거구의 크기는 비례
대표제에서보다 더 작음

비례 대표 선거 제도의 특징
 한
 정당이 의회에서 차지하는
의석 비율과 주 전역 득표
비율이 대략적으로 일치
 크
 고 작은 정당 소속 후보들이
선출되어 복수 정당 정부 또는 연립
정부를 구성하는 경향이 있음
 투
 표자들은 대개 소속 지역이나
권역에서 2인 이상의 MLA
를 대표로 선출함
 선
 거구의 크기는 단순
다수제에서보다 더 큼

A non-partisan Office of the Legislature

다음은 각 선거 제도에 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선거 제도와 주민 투표 후에 있을 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elections.bc.ca/referendum 을 보시거나 1-800-661-8683으로 연락하십시오.
단순 다수제(FPTP)
단순 다수제(First Past the Post, FPTP)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현행 선거 제도입니다. FPTP에서는
전체 주를 선거구로 나누고 각 선거구를 1인의 주 의회 의원(Member of the Legislative Assembly, MLA)
이 대표합니다. 투표자는 한 후보에게 기표합니다. 해당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한 후보가 승리하고
의회에서 해당 선거구를 대표합니다. FPTP는 캐나다, 미국, 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 사용합니다.
2인 비례 대표제(DMP)
2인 비례 대표제(Dual Member Proportional, DMP)에서는 대부분 선거구가 인접 선거구와 결합하여 2
인의 MLA를 둡니다. 지방의 큰 선거구는 계속 1인의 MLA를 둡니다. 2인 MLA 선거구에서는 정당들이
투표용지에 한두 후보를 냅니다. 투표자들은 1회 기표로 한 후보나 두 후보에게 투표합니다. 한 선거구에서
첫 번째 의석은 최다 득표 후보가 차지합니다. 두 번째 의석은 각 정당이 의회에서 차지하는 의석 비율과
주 전역 득표 비율이 대략적으로 일치하도록 정당들에 배분됩니다. 정당이 두 번째 의석을 차지하려면
5% 이상 득표하여야 합니다. DMP는 캐나다에서 최근에 개발됐으며,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혼합형 비례 대표제(MMP)
혼합형 비례 대표제(Mixed Member Proportional, MMP)에는 두 종류의 MLA가 있습니다. 지역
(District) MLA는 선거구를 대표하며, FPTP 방식으로 선출됩니다. 권역(Regional) MLA는 권역이라고
불리는 일단의 선거구들을 대표합니다. 이들은 각 정당이 의회에서 차지하는 의석 비율과 주 전역 득표
비율이 대략적으로 일치하도록 정당 명부에서 선출됩니다. 정당이 권역 의석을 차지하려면 5% 이상
득표하여야 합니다. 투표자가 두 개의 투표권을 갖는 MMP 형식도 있어 하나는 지역 후보에게 하나는
정당에 행사합니다. 다른 형식에서는, 투표자의 투표권이 하나이나 한 후보에 투표하면 그 후보의
정당에 대한 표로도 계수됩니다. MMP는 독일, 뉴질랜드, 스코틀랜드 등 여러 나라에서 사용합니다.
지방-도시 비례 대표제(RUP)
지방-도시 비례 대표제(Rural-Urban Proportional, RUP)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비례 선거 제도인 단기 이양식
투표제(Single Transferable Vote, STV)와 혼합형 비례 대표제(MMP)를 결합한 것입니다. 도시와 준도시 지역의
투표자들은 STV로 그 지역의 대선거구에 복수 MLA를 선출합니다. 정당들은 한 선거구에 복수 후보를 낼 수
있으며, 투표자들은 투표용지에서 선호하는 후보들에 순위(1, 2, 3 등)를 매깁니다. 투표자는 원하는 수만큼의
후보에 순위를 매길 수 있습니다. 지방 선거구의 투표자들은 MMP로 지역 MLA와 권역 MLA를 선출합니다
(위 설명 참고). 결과는 비례 배분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STV와 MMP는 여러 나라에서 개별 시행 제도로
사용합니다. STV는 아일랜드, 호주, 몰타 등에서 사용하고 MMP는 독일, 뉴질랜드, 스코틀랜드 등에서 사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