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to vote at a State general election

KOREAN - 한국어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주 총선 투표 방법
투표 사무원(Polling Official)에게 문의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실수를 한 경우

 본 안내가 이해하기 힘들고 전화통역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서 투표
투표용지를 받기 전에 테이블에 앉은 투표 사무원이 다음 3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1. 이번 선거에서 조기투표를 했거나, 오늘 이미 투표를 하셨습니까?
2.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3. 어디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우편으로 받으신, 귀하의 성명과 주소가 인쇄되어 있는 EasyVote 카드를 투표 사무원에게
제시하십시오. EasyVote 카드를 가지고 오지 않으신 경우, 종이에 성명과 주소를 적어 투표
사무원에게 제시하시면 됩니다.

투표자 명부에 자신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경우
일부 경우, 투표자 명부에 올라 있지 않아도 투표를 할 수 있지만 신고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투표
사무원이 도와드립니다.

해당 선거구 밖에서 투표
자신의 선거구가 아닌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경우,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투표 사무원이 다른 테이블로 귀하를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그 테이블에서 신고 양식을 작성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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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원(Declaration Official)에게 제출하십시오.

실수를 한 경우
실수를 하셨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투표 용지를 투표 사무원에게 반납하고 다른 용지를 달라고 한
다음,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투표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투표 사무원에게 물어보세요.

호주 투표 방식은 비밀 투표입니다 – 스스로 밝히지 않는 한, 귀하가 누구에게 투표를
했는지 타인이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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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Legislative Assembly) 의원 투표 방법
백색 투표 용지 – 모든 박스에 번호를
매기십시오.

핑크색 투표 용지 - 2가지 투표 방법
핑크색 투표 용지의 경우, 용지의 좌측이나
우측을 선택하여 기재하세요 – 양쪽 모두에

선택한 순서대로 모든 박스에 번호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매기십시오.
가장 선호하는 후보자에게 “1”번을 매긴 다음,
두 번째 선호하는 후보자에게 “2”번으로
매기는 식으로 계속하십시오.
모든 박스에 번호가 매겨질 때까지 계속
하시면 됩니다.

상원(Legislative Council) 의원 투표 방법

좌측 –좌측에 있는 박스에 귀하가 선택한
정당, 단체 또는 후보자에 대해 번호 “1”을
기입하십시오.
또는
우측 – 우측에 있는 모든 박스에 선호하는
순서대로 ”1”번부터 시작하여 모든 박스에
번호를 다 매길 때까지 계속 기입하십시오.
같은 번호를 반복해서 기입하지 마십시오.

체크 표시(ˇ)나 가위 표시(X)를 사용하거나, 박스를 공란으로 남겨 두지 마십시오. 이런 경우
귀하의 투표는 무효 처리됩니다. 투표 용지 기입에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투표 사무원(Polling
Official)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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