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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호주의 의회는 상하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부호주의 의회는 상하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원은 입법 의회 (Legislative Assembly)라고 불리며, 59 명의 의원으로 구성됩니다.

하원은 입법 의회 (Legislative Assembly)라고 불리며, 59 명의 의원으로 구성됩니다.

각 의원은 59 개의 선거구를 대변하기 위해 선출됩니다.

각 의원은 59 개의 선거구를 대변하기 위해 선출됩니다.

상원은 입법 위원회 (Legislative Council)라고 불립니다.

상원은
입법 위원회
(Legislative
36
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6 개 선거구 Council)라고
지역에서 각각 6불립니다.
명의 의원이 선출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지역을 효과적으로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후보자를 선택하게

36 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6 개 선거구 지역에서 각각 6 명의 의원이 선출됩니다.

됩니다. 당선된 후보자는 여러분 지역의 의원이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지역을 효과적으로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후보자를 선택하게

총선거에서는 다음에 대한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됩니다. 당선된 후보자는 여러분 지역의 의원이 됩니다.
입법 의회 선거구



 입법 위원회다음에
선거구 지역.
총선거에서는
대한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투표소에서 2 개의 투표 용지를 받게 됩니다.



입법 의회 선거구

크기가 작은 흰색 투표 용지는 입법 의회 (여러분 지역구)에 대한 것입니다.



입법 위원회 선거구 지역.

지시 사항을 상세히 읽어 보십시오.

따라서, 투표소에서 2 개의 투표 용지를 받게 됩니다.
번호만을 기재하십시오.

크기가 작은 흰색 투표 용지는 입법 의회 (여러분 지역구)에 대한 것입니다.
‘1’번으로 시작해서, 여러분이 선호하는 후보자 이름 옆에 있는 네모에 차례대로
숫자를 기입하십시오.

지시 사항을 상세히 읽어 보십시오.

크기가 큰 색깔이 있는 투표 용지는 입법 위원회 (여러분 선거 구역)에 대한 것입니다.

번호만을 기재하십시오.

지시 사항을 상세히 읽어 보십시오.

숫자를 기입하십시오.

투표 용지를 기재하는 방법은 2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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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으로 시작해서, 여러분이 선호하는 후보자 이름 옆에 있는 네모에 차례대로

번호만을 기재하십시오.

크기가 큰 색깔이 있는 투표 용지는 입법 위원회 (여러분 선거 구역)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정당 옆에 있는 네모에 ‘1’을 기입 (라인 위의 경우)

지시 사항을 상세히 읽어 보십시오.
번호만을 기재하십시오.

또는
여러분이 원하는 순서대로 모든 정당에 번호를 차례대로 기입 (라인 아래의경우).
투표소 직원에게 언제든지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가 되기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권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유권자 등록 방법에 대해서는 ‘유권자 등록에 대해’라는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지명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후보자 지명서 작성



제출해야 하는 모든 정보 제공



보증금 (deposit) 지불.

보증금액은 주정부, 연방정부 혹은 자치정부 선거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무소속으로, 혹은 정당 소속으로 후보 지명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www.elections.wa.gov.au 으로 가서, 13 63 06 (또는 다른 주에서 전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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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08) 9214 04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