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자 설명서
퀘벡주 최고 선거관리관에서 귀하의 투표 권리에 대해 알리고자 합니다.

선거권이 있습니까?
선거권을 가지려면, 선거인 명부에 귀하의 성명이 유권자로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선거당일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 캐나다 시민권을 소지하여야 하며,
• 6개월 이상 퀘벡주에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선거인 명부에 귀하의 성명이 등록되어 있습니까?
귀댁으로 발송된 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거인 명부에 어떻게 등록할 수 있습니까?
해당 선거개정사무소(REVISION OFFICE)를 분이 귀하를
선거인 명부 등록 신청 또는 등록된 정보내용의 정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친인척, 배우자, 혹은 2개의 분을 대신해 유권자명단
등록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선거인 명부 등록 신청서와 함께 2가지 이상의 신원증명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등록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제 1 서류
제 1서류로 귀하의 성명 및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는
신원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예: 출생 증명서, 쿼벡 건강 보험 카드, 캐나다 여권.
제2 서류
제2 서류로 귀하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된 증명서이어야 합니다.
예: 퀘벡 운전면허증, 전화 또는 전기 요금 청구서.
선거개정사무소 (REVISION OFFICE)는 어디에 있나요?
선거개정사무소의 주소 및 근무 일시는 귀댁으로 우송되는
통지사항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인 지연
개정기간이 지난후에 선거인 명부 등록을 신청하거나
정정하기를 원하신다면, 귀하는 해당 사무소에 직접 연락을
취하셔야 합니다. 귀하께서는 특별 등록기간과 해당 장소의
주소지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실수 있습니다. 부재자 투표
장소와 일시에 관한 사항은 귀댁으로 발송될 통지사항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의! 특별 등록기간에 조인된 선거인명부상의 유권자는
투표당일에만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으며, 부재자
투표기간에는 투표하실 수 없습니다.
투표할 시기 및 위치는?
투표 일자 며칠 전에 투요일에 투표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가
포함된 미리 알림 카드를 받게 됩니다. 해당 선거구에서 후보자
이름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투표일에 투표하실 수 없으십니까? 몇 가지 대안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사전 투표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가정으로 전송된 공지를
참조하여 사전 투표장의 주소, 일자 및 개시 시간을
확인하십시오.

청각장애인의 경우 다음의 무료전화번호를 이용하세요: 1 800 537-0644.

Les personnes sourdes ou malentendantes peuvent composer sans frais le 1 800 537-0644.

•해
 당 일자 중에 이 용도로 지정된 선거 관리 위원 사무소 또는
지정된 사무소 중 한 곳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선거 관리
위원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거나 저희 웹 사이트에서
귀하에게 지정된 사무소를 찾아보십시오.
• 선거일 중에 주거지 선거구가 아닌 선거구에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경우 이러한 용도로 마련된 해당 선거구의 선거 관리
위원 사무소에서 해당 일자 중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선거구의 후보를 투표해야 합니다.
• 또한 대부분의 유니버시티 및 칼리지에 투표장이 마련됩니다.
투표 방법
단계 1 선거사무원이 선거인 명부를 통해 귀하의 성명을
확인합니다.
단계 2 귀하의 성명을 확인하시고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단계 3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단계 4 후보자를 선택할 투표소로 갑니다. 선거 관리 부관이
동그라미들 중 한 칸에 표시합니다 지지하시는 후보가
기재되어 있는 난에 표시합니다.
단계 5 투표를 마친 후 표 박스가 있는 탁자로 갑니다.
단계 6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습니다.

중요사항! 투표일에, 귀하는 다음에 제시된 신원증명서들
중 하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쿼벡 건강 보험 카드;
• 퀘벡 운전면허증;
• 캐나다 여권;
• 인디언 지위 증명서;
• 캐나다 군인 증명 카드.

투표권을 행사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예, 다음과 같은 분들을 위해 마련된 특별 조치가 있습니다.
• 일시적으로 퀘벡에 계시지 않는 분;
• 건강상의 이유로 거주지를 떠날 수 없는 분 및 같은 주소에
거주하시는 간병인;
• 병원, 장기 요양원 및 요양 센터, 재활 센터 또는 노인을 위한
특정 소재지에 계시거나 거주하시는 분.
이러한 상황에 계신 분을 알고 계십니까?
선거 기간 내에 미리 등록 신청서를 받아야 하므로 해당하시는
분들께 가능하면 빨리 알려주십시오.
그외 질문사항에 관해서 다음을 통해 문의 하십시요.
• 퀘벡주 선거관리관 웹사이트: www.elections.quebec.
• 무료전화 번호를 이용하여 선거관리관에 연락하세요:
1 888 ELECTION (1 888 353-2846).
• E-mail를 통한 문의: info@electionsquebec.qc.ca.

Manuel de l’électeur version simplifiée – Coréen
Manuel de l’électeur version simplifiée – França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