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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주의 선거
주 선거

한국어

English
Français
Tagalog
Deutsch
ਪੰਜਾਬੀ

简体中文
Español

اللغة العربیة
Tiếng Việt

Polski
Українська

िहंदी
فارسی

Русский
Nederlands

한국어
Italiano

nehiyawak
Siksikáí'powahsin

English
French
Tagalog
German
Punjabi
Chinese
Spanish
Arabic 
Vietnamese
Polish
Ukrainian
Hindi
Farsi
Russian
Dutch
Korean
Italian
Cree
Blackfoot



자격 요건:

 • 만 18세 이상, 및  • 앨버타주 거주자 • 캐나다 시민

18+

자격

등록
투표하려면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전에 등록할 수도 있고 투표소에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옵션 #1– 사전 등록:

온라인 - voterlink.ab.ca

앨버타주 운전면허증 또는 앨버타주 
신분증(Alberta Identification 
Card)으로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하십시오.

이 신분증이 없을 경우, 1-877-422-8683으로 
전화하십시오.

다음이 기재된 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 본명
 • 현주소

본인이 유자격 투표인이라고 진술하는 
서식에도 서명해야 합니다.

어떤 신분증이 인정되는지 다음 페이지에서 알아보십시오.

옵션 #2 – 투표소 등록:

투표하러 갈 때



신분 증명

신분증 목록 보기:  elections.ab.ca/voters/id-required-to-vote/

CANADA

PASSPORT

PASSEPORT

성명이 기재된 신분증의 예:

Alberta Personal  Heal th Card

Personal  Heal th  Number

You are el ig ib le for  heal th insurance coverage provided you are a resident of  Alberta.

Gender Bir thdate

Please protect  your card.

여
권

고
용

인
/학

생
 신

분
증

앨버타주 의료보험증

은행 카드

성명 및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의 예:

공과금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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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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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s

Your usage:
Total Owing: $127.35
After March 31, pay      $135.42

Account Number 00000-000

Name Surname
123 Main Street
Alberta T1X 1E1

IMPORTANT:
Remember to Vote!
Thank you for paying your bill.

은
행

 거
래

명
세

서

VALIDATION NUMBER
APPEARING ON YOUR TAB

88888888888

LICENCE PLATE NO. CLASS LICENCED MASS VEHICLE STATUS

EXPIRY DATE (Y/M/D) TYPE OF OPERATION

ABC 123 5 2000 kg. active

2022/09/30 Restricted

REGISTRATION NUMBER IF LEASED, LEASING COMPANY NAME AND MVID

NAME & ADDRESS OF  TYPE:
REGISTRANT(S):  CLIENT’S MVID

R123456789

NAME SURNAME
123 MAIN STREET
ALBERTA  T1X 1E1

ISSUED 2020/09/30
MAXIMUM SERVICE AMOUNT           * * * * * * * * 2 3 . 3 5

자동차등록증

신분을 증명하려면 정부에서 발급한 사진 신분증을 1종 이상 제시해야 합니다.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른 2종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둘 다 성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둘 중 하나에 현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분증이 아무 것도 없을 경우, 다른 사람이 보증인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저희에게 문의하십시오.
 



투표 옵션

 • 거주지 관내 학교, 교회 또는 지역사회 센터에서 
투표가 실시됩니다

 • 모든 투표소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됩니다

 • 본인에게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 가까운 쇼핑몰, 도서관 또는 대학교에서 투표가 
실시됩니다

 • 대부분의 투표소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지만 경우에 따라 시간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 본인이 선택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선거일 전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실시됩니다

 • 거주지 관내 선거관리사무소에서 투표하거나 우편 
투표로 투표합니다

 • 다른 방법으로는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한 
옵션입니다

 • 우편으로 투표하는 선거인은 절차상 시간이 
걸리므로 조기에 투표지를 주문해야 합니다

 • 선거일 전에 투표지를 반송해야 합니다
 • 특별 투표는 선거 기간이 시작될 때부터 선거일 

당일까지(28일간) 가능합니다

 우편 투표지 신청: 온라인 elections.ab.ca, 
전화 1-877-422-8683.

선거일

사전 투표

특별 투표

SCHOOL

Print either the name of the candidate  

OR  the name of the political party  you 

wish to vote for - on the line below. 

I vote for:



직접 투표

투표 절차:

1) 투표소에 도착하면 선거관리원이 선거인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이미 등록했을 경우, 선거관리원이 비어 
있는 기표소로 안내합니다

3) 성명 및 주소를 확인하고 투표지를 
받습니다

4) 기표소의 휘장 뒤로 들어가십시오. 
투표지에서 본인이 선택한 후보 옆의 
동그라미에 X표를 하거나 검게 
칠하십시오.

5) 투표지를 선거관리원에게 제출하여 
투표함에 넣은 다음 축하하십시오!

직접 투표

등록

투표소에서의 
신분 확인

투표지 수령

축하하기

투표실수를 했을 경우, 투표지를 교부한 
선거관리원에게 말하십시오. 교체 투표지를 
교부해줄 수 있습니다.  

실수를 했는데…

모든 선거인의 투표는 비밀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어느 후보에 투표했는지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투표지 
사진을 찍거나 이 사진을 인터넷상에 공개하지 
마십시오. 

기밀



우편 투표

우편 투표

우편 투표 절차:

1) elections.ab.ca 에서 조기에 투표지 
패키지를 신청하십시오

2) 투표지 패키지를 우편으로 수령하십시오

3) 본인이 선택한 후보 또는 정당의 이름을 
투표지에 기입하십시오 
(후보 보기: elections.ab.ca)

4) 서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다음, 신분증 
사본을 만드십시오

5) 우송용 패키지를 준비하십시오

6) 선거일 전에 우송하십시오

투표지 신청 
및 수령

투표

우송

패키지 준비

서식 작성 및 
신분증 첨부



저희는 여러분의 투표를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옵션을 제공합니다:

본인의 기기를 가져오십시오
시각 장애인이 스스로 투표지를 읽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VOTER TEMPLATE(VOTE ANYWHERE)

This template is for the use of those helping vision impaired voters who wish to mark their own ballot.
Detach the ballot from the book: place a ballot into the template ensure that the top of the ballot is uniform with  the top of the template and
 ensure that the white circles on the ballot are  clearly shown through the holes of the template
Reading from the top of the ballot, inform the elector of the order of the candidate’s name and poli�cal party or independent status.

Direct the elector to:
 mark the ballot by filling in the circle opposite  the name of the candidate of his or her choice remove the marked ballot from the template place the ballot in the secrecy folder, return the ballot to the deputy returning officer

Ask the voter if he or she wishes to deposit the ballot in the ballot box.

E-18-540
Election Act
Section 96

투표지 템플레이트
시각 장애인이 비밀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돋보기
시력이 약한 사람이 문자를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장애인 편의성

대형 연필
악력 문제가 있는 사람이 쉽게 기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평면 접근성
투표소의 접근성을 높여줍니다

E-18-302

선거인 지원
도움을 주거나, 선거인이 믿는 친구가 
선거인을 도와주는 것을 허용합니다



Suite 100, 11510 Kingsway NW
Edmonton, Alberta   T5G 2Y5 

무료 전화: 310-0000 | 전화: 1-877-422-VOTE (8683)
www.elections.ab.ca | info@elections.ab.c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