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등록
A non-partisan Office of the Legislature

자세한 정보는 BC 선거관리위원회
(Elections BC)에 연락하십시오.
무료전화: 1-800-661-8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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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7b (12/12)
Register to vote [Korean]

A non-partisan Office of the Legislature

유권자 등록
유권자 등록은 누가 할 수 있나요?

등록을 했지만 이사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온
 라인으로 등록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는
• BC 선거관리위원회 무료전화로
문의하십시오.

• 캐나다 시민이다.
• 만 18세 이상이다.
• 지
 난 6개월간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
거주했다. 그리고
• 투표 자격을 상실하지 않았다.

왜 등록해야 하나요?
다음을 위해 주(州) 유권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주 선거, 주민투표, 또는 보궐 선거에서 투표
• 주
 민소환이나 주민발안 청원에 서명, 또는
• 주민소환이나 주민발안 운동 기간에 서명을
받기 위한 유세.

어떻게 등록하나요?
간단합니다.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 www.elections.bc.ca/ovr에서
온라인으로 등록
• BC 선거관리위원회 무료전화
1-800-661-8683으로 연락하여 등록
• 서비스 BC 센터(Service BC Centre)
나 빅토리아에 있는 BC 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하여 등록, 또는
• BC 선거관리위원회로 등록 신청서를
우편이나 이메일, 팩스로 우송하여 등록
– 양식들은 www.elections.bc.ca에서
온라인으로 내려받으시거나 모든 서비스
BC 센터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 B
 C 선거관리위원회, 캐나다 선거관리위원회
(Elections Canada), 그리고 다수
지방자치단체는 주 유권자 명부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려고 함께 협력합니다.
• 연방 선거는 캐나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선거는 지방 정부가 관리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 B
 C 선거관리위원회 무료전화
1-800-661-8683/청각장애인용 전화(TTY)
1-888-456-5448로 연락하시거나
• electionsbc@elections.bc.ca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또는
• www.elections.bc.ca를 보십시오.

항상 최신 상태의 유권자 등록 정보를
유지하십시오.

[Korean]

주(州) 투표자 등록 또는 정보 변경 신청서
이 양식에서 수집된 개인 정보는 선거법(Election Act)과 정보자유개인정보보호법(Freedom of
Information and Protection of Privacy Act)에 의거하여 승인된 바에 따라 투표자 등록이나 투표자
정보 변경에 사용됩니다. 이 정보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면 선거법 제275조 위반이며 최대
$20,000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두 가지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을 제출하면 다음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본인만을 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대신 신청하면 안 됩니다.
주의: 허위 진술은 선거법
위반행위입니다.

APPLICATION TO REGISTER OR UPDATE A
PROVINCIAL VOTER REGISTRATION

200A
(16/06)

LE

••

캐나다 시민이다.
지난 6개월간 BC 주 주민이었다.
만 18세 이상이다. 또는 선거가 해당
선거구에서 현재 진행 중이라면
총선거일이나 그 전에 만 18세가 될
것이다.
투표 자격을 상실하지 않았다.

Personal information collected on this form will be used to register voters or to update voter
information as authorized under the Election Act and the Freedom of Information and Protection of
Privacy Act. Any unauthorized use of this information is a violation of Section 275 of the Election
Act and is punishable by a fine of up to $20,000, or imprisonment for up to two years, or both.

A non-partisan Office of the Legislature

By submitting this form, you are confirming that you meet the following requirements:
• You are a Canadian citizen
• You have been a resident of B.C. for the past six months
• You are 18 years of age or older or, if an election is currently in progress in your electoral district,
you will be turning 18 years of age on or before General Voting Day
• You are not disqualified from voting
You may only apply for yourself - you may not apply for someone else
WARNING: It is an offence to make a false statement under the Election Act.

MP

••
••
••

정자로 써 주십시오
OFFICE USE ONLY

PLEASE PRINT IN BLOCK LETTERS

투표자 정보 ( 표시란은 의무적 기재사항임)

이름
성별
BC 주 운전면허증 번호

집 주소이 주소로 우편물이 배달되나요?

BCID

예
아니요
아파트 번호
건물 번호
거리명
우편주소(우편물이 집 주소로 배달되지 않는 경우)

투표자 기록을 변경 중인 경우 (위 모든 난에 기재해 주십시오)
이전 이름 (투표자 기록에 기재된 이름을 변경 중인 경우)
성
이름

이전 집 주소 (투표자 기록에 기재된 주소에서 이사한 경우)

VOTER INFORMATION

FIRST NAME 

GENDER

BC DRIVER’S LICENCE

HOME ADDRESS 
APT NUMBER

MIDDLE NAME(S) 

BCID

Is your mail delivered to this address?

BUILDING NUMBER

STREET NAME

LAST 6 DIGITS OF PHN

BIRTHDATE (YYYY/MM/DD) 
LAST 6 DIGITS OF SIN

TELEPHONE NUMBER

생년월일(연/월/일)
중간 이름(들)
전화번호
사회보험번호(SIN) 마지막 6숫자
케어카드 마지막 6숫자

 YES  NO

CITY / TOWN

POSTAL CODE

CITY / TOWN

POSTAL CODE

우편번호
시/타운

MAILING ADDRESS  (If your mail is not delivered to your home address)

우편번호
시/타운

IF YOU ARE CHANGING YOUR VOTER RECORD
(Please complete all fields above)
PREVIOUS NAME
(If you are changing your name on your voter record)
LAST NAME

FIRST NAME

PREVIOUS HOME ADDRESS
APT NUMBER

아파트 번호
건물 번호
거리명

(Fields marked  are mandatory)

LAST NAME 

SA

성

선거관리위원회 기재란

BUILDING NUMBER

MIDDLE NAME(S)

중간 이름(들)

(If you have moved from the address on your voter record)
STREET NAME

Please submit your registration application to Elections BC:
Mailing Address: PO Box 9275 Stn Prov Govt, Victoria, BC V8W 9J6
Fax: 250-387-3578 / Toll-free Fax: 1-866-466-0665
Email: voterservices@elections.bc.ca
Website: www.elections.bc.ca

등록 신청서를 BC 주 선거관리위원회(Elections BC)에
제출해 주십시오.
우편주소: PO Box 9275 Stn Prov Govt, Victoria, BC V8W 9J6
팩스: 250-387-3578 / 무료 팩스: 1-866-466-0665
이메일: voterservices@elections.bc.ca
웹사이트: www.elections.bc.ca

CITY / TOWN

POSTAL CODE

우편번호
시/타운

If you have questions about registering to vote, please call Elections BC Voter Services
at 250-356-9325 or toll-free at 1-800-661-8683.
Access to the voters list is restricted under the Election Act
to protect the privacy rights of individuals. If you have questions about privacy,
email privacy@elections.bc.ca

투표자 등록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BC 선거 관리 위원회
(Elections BC) 투표자 서비스(Voter Services)에 250-356-9325 또는 무료
전화 1-800-661-86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투표자 명부 열람은 선거법(Election Act)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권
보호를 위하여 제한됩니다. 사생활권에 관한 의문 사항은 이메일
privacy@elections.bc.ca 로 보내십시오.

residence rules (election Act, section 32)

242 (08/08)
[Korean]

거소 결정 규칙
A non-partisan Office of the Legislature

(선거법 제32조)

개인의 거주지를 결정하는 규칙
32. (1) 다음 규칙은 이 법의 취지상 개인의 거주지 결정에 적용한다.
(a) 개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장소이자 그곳을 떠나 있을 때마다 돌아가기로 의도하는 장소의 주민이다.
(b) 개인은 이 법의 취지상 한 시기에 오직 한 장소의 주민일 수 있다.
(c) 개
 인은 자신이 주민으로 사는 새로운 장소가 생길 때까지 자신이 주민으로 있는 장소를 변경하지
않는다.
(d) 개인은 일시적인 목적으로 거주하는 장소를 떠난다고 하여 그 장소의 주민 됨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
(2) 제
 (1)항(d)에 국한하지 않고, 이 항에서 의미하는 일시적인 목적에는 다음 경우로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부재 중인 상태를 포함한다.
(a) 해당 개인이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정부나 캐나다 정부의 공직에 종사하는 기간
(b) (a)에서 언급한 개인의 배우자, 또는
(c) (a) 또는 (b)에서 언급한 개인과 자녀-부모 관계에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그 개인과 동반하는 경우.
(3) 제
 (1)항의 예외로, 개인이 교육기관에 다니기 위한 목적으로 그 개인이 주민으로 있는 평상시
거소로부터 떨어진 곳에 새로운 거소를 정하는 경우, 그 개인은 이 법의 취지상 평상시 거소나 새 거소
중 하나를 주민으로 사는 장소로 선택할 수 있다.
(4) 제
 (1)항의 예외로, 교도시설에 수감 중인 개인은 그 교도시설이 있는 장소의 주민이 아니라 이 법의
취지상 그 개인이 다음 중에서 선택하는 장소의 주민이다.
(a) 그 개인이 수감되기 전에 주민이었던 장소
(b) 제(2)항 (b)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그 개인의 배우자, 부/모, 또는 부양가족이 제(1)항에서
의미하는 주민인 장소
(5) 임시 거소는 그 개인이 자신의 거소로 간주하는 다른 장소가 없을 때에만 거소로 간주한다.
(6) 이
 법의 취지상, 거소가 없는 개인은 자신의 거소가 음식, 숙박, 기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시숙소, 호스텔, 또는 유사한 시설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유권자로 등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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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하려면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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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정보는 BC 선거관리위원회

투표 시 신분증을
준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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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9 (16/11)
[Korean]

주(州) 투표자
신분증 요건

보증
필요한 신분증이 없는
투표자는 보증을 받아 투표자
명부에 등록하고 투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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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발급 신분증

투표자 자격 요건

(예: BC 의료보험 카드, 출생증명서, 사회보험번호
카드, 여권, 시민권 서류/증명서 등)

선거관리위원장이 승인한 문서 종류의 예:

(예: 재산세 사정 통지서, 소득세 사정 통지서, 정부
수표 등)

투표자 신원 확인
투표자는 투표용지 수령 또는 투표와 관련한
등록을 위해 자신의 신원과 거소를
입증해야 합니다.

또는
• 인디언 신분 증명서

(예: 입학허가서, 성적표, 성적증명서, 기숙사
입사허가서, 등록금/비용 명세서, 학생증 등)

그 밖의 문서
IDENTIFICATION CARD British Columbia, Canada

BCID#0123456789
DOE, JOHN JAMES
Issued: 2001-SEPT-17
Expires: 2006-SEPT-17

Indian and Northern Affaires indienne
Affairs Canada
et du Nord Canada

1984-APR-20

123456

CERTIFICATE OF INDIAN STATUS • CERTIFICAT DE STATUT D’INDIEN

DOE
JANE

또는
• 투표자의 이름이 명시된 신분증
2매. 적어도 신분증 1매는 투표자의 주소도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투표자와 보증인은 모두 투표자의 신원과 거소에
관한 정식 선언을 해야 합니다.

학교/대학 발급 문서

투표자는 다음 중 하나를
제시해야 합니다.

5218 MAIN RD
VICTORIA, BC V9O 2T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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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정부 발급 신분증

84

보증인은 신분 증명 서류를 반드시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같은 선거구에서 투표자로 등록되어 있음

• 총선거일 당시 만 18세 이상
• 캐나다 시민
• 지난 6개월간 BC 주에서 거주

• BC 주 정부나 캐나다 연방 정부가
발급한, 투표자의 이름, 사진,
주소가 담긴 신분증 1매(예: BC
운전면허증, BC 서비스 카드,
BC 신분증)

M
M

•
•
•
•
•
•
•

123456

•
•
•
•

 행카드/신용카드 또는 명세서
은
주택 임차계약서/주택담보대출 명세서
보험 명세서
대중교통 승차권
공과금 고지서
회원증
병원에서 발급한
Membership Card
환자인식 팔찌/문서 John Doe
0000 0000 0000 0000
거주 증명서(3007)
BC 투표소 통지
카드(투표자 이름이 기재된 것)
개인 수표
법정 선언서
John Doe
5218 Main Road
Victoria, BC V9O 2T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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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on-partisan Office of the Legislature

Marking the Ballot

350 (09/01)
[Korean]

투표용지에 기표하기
A non-partisan Office of the Legislature

1.

한 명의 후보자를 선택하십시오.

2.

그 후보자 옆의 흰색 동그라미에 X 또는  표시를 하십시오.

LE

Voter Number:

98765

COUNTERFOIL

CANDIDATE A

MP

Registered Political Party

CANDIDATE B

SA

CANDIDATE C

Independent

CANDIDATE D

Registered Political Party

3.

투표용지를 다시 접으십시오

4.

접은 기표지를 선거관리관에게 돌려주십시오.

신분증의 유효성
유효기간이 만료된 문서는 수록 정보가 여전히 정확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거소 주소
투표자의 주거지인 거소 주소로 사서함 주소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대안적 부재자투표

우편투표 신분증
요건 소책자
우편투표와 관련한 등록을
위한 신분증 요건
우편투표와 관련한 등록을 하시려면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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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패키지 안에 등록신청서를
받으셨다면 투표자 정보 변경이
필요하거나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등록신청서와 함께 인정되는 신분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본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폐기될 것입니다.

전화: 250-387-5305
팩스: 250-387-3578
무료팩스: 1-866-466-0665
이메일: electionsbc@elections.bc.ca
웹사이트: www.elections.bc.ca

A non-partisan Office of the Legislature

367a (16/10)

[Korean]

우편투표와 관련한 등록에 필요한 신분증 요건
다음 중 하나의 앞면과 뒷면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BC 운전면허증
BC서비스 카드(사진 부착)

인디언 신분 증명서

BC신분증(BCID)

또는
다음 중 두 가지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둘 다
투표자의 이름이 나와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하나에는 거소 주소가 나와 있어야 합니다.

또는

투표자 등록 양식의 보증 부분을 작성하십시오

정부 발급 신분증의 예

학교/대학 발급 문서의 예

필요한 신분증이 없는 투표자는 필요한 신분증을 소지한
자신의 선거구 내 다른 투표자, 직계 가족, 또는 해당 투표자
대신 개인 신변관리 결정을 내릴 법적 권한을 지닌 사람이
보증할 수 있습니다.

• BC 의료보험 카드

• 입학허가서

• 출생증명서

• 성적표

보증인은 반드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사회보험번호 카드

• 기숙사 입사허가서

• 여권

• 성적증명서

• 시민권 서류/증명서

• 등록금/비용 명세서

• 노령보장연금 카드

• 학생증

• 캐나다 군인 신분증
• 총기소지 카드
• 총기소지 및 취득 카드
• 캐나다 보훈부 의료보험
카드
• 캐나다 교정청 범죄인
신분증
• BC 서비스 카드(사진 없음)

그 밖의 정부 발급
신분증의 예

그 밖의 문서의 예
• 주(州) 선거 투표소 통지
카드
• 은행카드/신용카드 또는
명세서
• 개인 수표
• 주택 임차계약서
• 공과금 고지서
• 주택담보대출 명세서
• 보험 명세서

• 재산세 사정 통지서

• 대중교통 승차권

• 소득세 사정 통지서

• 회원증

• 정부 수표

• 병원에서 발급한 환자인식
팔찌/문서

• 정부 수표 명세서
• 정부 고용보험 급여 지급
명세서
• 캐나다 비과세 양육 보조금
명세서
• 캐나다 연금제도 급여
명세서
• 노령보장연금 명세서

• 거주 증명서(3007)
• 법정 선언서

• 같은 선거구에 투표자로 등록되어 있고 필요한 신분증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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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에 대상자로 수록된 모든 투표자를
보증할 수 있습니다.
보증받은 적이 있는 투표자는 해당 선거에서 다른 투표자를
보증할 수 없습니다.
투표자 등록 양식(366V)의 보증 부분에서 선언문을
참조하십시오.
주의사항: 보증은 BC 주 정부, Service BC 센터를 대표하는 선서
진술서 접수 위원, 변호사, 치안판사 같이 권한을 지닌 개인이
반드시 입회하는 정식 선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