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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istribution of the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into electorates pursuant 

to the Electoral Act 1992

Electorates for the  
ACT Legislative Assembly of 

Brindabella, Ginninderra, Kurrajong, 
Murrumbidgee and Yerrabi

This map shows the boundaries of the ACT 
Legislative Assembly electorates of Brindabella, 
Ginninderra, Kurrajong, Murrumbidgee and Yerrabi 
and the number of members to be elected from each 
electorate as determined by the Augmented ACT 
Electoral Commission pursuant to section 35 of the  
Electoral ACT 1992.

Dawn Casey    Damian Cantwell AM    Philip Moss 
Ben Ponton     Jeffrey Brown                Beidar Cho 

Augmented ACT Electoral Commission 
Jul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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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ACT 의회 선거에 투표를 해야 하나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하고 투표를 해야합니다. 

• 호주 시민권자
• 18세 이상 및
• ACT 거주

투표는 의무입니다. 투표를 하지 않는 경우 벌금을 
내야할 수 있습니다.

투표는 왜 해야 하나요? 
선거는 ACT 의회에서 귀하를 대표하게 될 
사람을 직접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의회는 ACT의 입법을 담당합니다.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는 
기회입니다. 

투표는 비밀이 유지됩니다.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www.aec.gov.au/enrol/에서 온라인으로 등록하세요.

자신의 등록 인적 사항을 최신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투표는 언제 하나요? 
안전한 투표 사전 투표 

올해 선거에서는 모든 유권자들에게 사전 투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투표는 9월 28일부터 10월  
17일까지 매일, 3주 동안 진행됩니다. 

이러한 투표 기간 연장은 지역 사회 및 선거 근무자들의 
COVID 안전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든 투표소에서는 COVID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및 엄격한 위생 수칙들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선거 안내는 최신 COVID-19 대응 보건 권장 지침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투표 기간 동안, 유권자들이 매일 언제 어디에서 투표를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정보가 Elections ACT 웹사이트, 
www.elections.act.gov.au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정보는 귀하가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한 최상의 시간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투표는 어디에서 하나요? 
투표소 목록과 운영 시간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www.elections.act.gov.au 

• (02) 6205 0033번으로 Elections ACT에 전화 

• ACT 모든 가정으로 발송되는 안내 책자 

투표는 어떻게 하나요?
9월 28일부터 10월 17일 사이에 투표소를 방문하십시오. 

투표 명부에서 자신의 이름이 표시되도록 하십시오.

투표장에서 투표 용지를 받거나 컴퓨터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는 한국어를 포함한 12개의 다른 
언어들로 안내됩니다.  

투표 칸막이로 가서 비밀 투표를 행사하십시오.

ACT Electoral Commission 선거관리위원장 Damian Cantwell AM 관허.

9월 28일 월요일부터 사전 투표로 
안전한 투표 행사

모든 ACT 유권자 사전 투표 가능 

모든 투표 장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엄격한 위생 수칙 준수

www.elections.act.gov.au
02 6205 0033
elections@act.gov.au

KOREAN



투표 용지는 어떻게 기입하나요?
자신의 첫 번째 선호 후보 옆의 네모 칸에 번호 1을 
적으세요.

자신의 두 번째 선호 후보 옆의 네모 칸에 번호 2를 
적으세요.

같은 방법으로 세 번째, 네 번째 및 다섯 번째 후보들을 
선택하세요.

원한다면 6, 7, 8, 9, 10 그리고 그 이상의 숫자들을 
이용하여 모든 네모 칸들을 기입할 수 있습니다. 

체크 표시나 엑스 표시를 이용하지 마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경우 친구나 친척 혹은 투표 감독관에게 
물어보십시오. 

전자 투표가 가능한가요?
네, 모든 사전 투표소에서 가능합니다. 

 컴퓨터 스크린에 다른 언어들로 투표 설명 
안내가 제공됩니다. 

누구에게 투표해야 하나요? 
자신이 생각하기에 본인의 이익을 가장 잘 대변한다고 
여겨지는 후보자에게 투표하십시오. 

후보자들에 관한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선거 몇 주 전에 후보자 및 정당 웹사이트, 신문, TV, 
라디오 그리고 우편함에서 정보를 찾아보세요. 

후보자들 및 정치 정당에 직접 연락하여 그들의 정책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선거 방법 안내 카드를 포함한 정치 선전은 투표 장소 
100미터 안에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투표를 할 
것인지 미리 계획하세요. 

2020년 후보 명단은 2020년 9월 24일 정오 12시 이후 
Elections ACT 웹사이트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조만간 후보자가 제공한 성명서들이 나와있는 웹페이지 
또한 Elections ACT 웹사이트에 공개될 것입니다. 

Ballot Paper   Election of 5 Members   2016 Legislative Assembly for the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A B C D E F

Candidate
FIVE

Candidate
FIVE

Candidate
FIVE

Candidate
ONE

Candidate
TWO

Candidate
THREE

Candidate
FOUR

PARTY 6 UNGROUPED

Electorate of Yerrabi
Number five boxes from 1 to 5 in the order of your choice

You may then show as many further preferences as you wish by writing numbers from 6 onwards in other boxes

PARTY 1 PARTY 2 PARTY 3 PARTY 4 PARTY 5

Candidate
ONE

Candidate
TWO

Candidate
THREE

Candidate
FOUR

Candidate
ONE
INDEPENDENT

Candidate
TWO

Candidate
ONE

Candidate
TWO

Candidate
THREE

Candidate
FOUR

Candidate
THREE
INDEPENDENT

Candidate
FOUR
PARTY 7

Candidate
FOUR

Candidate
ONE

Candidate
TWO

Candidate
THREE

Candidate
FOUR

Candidate
ONE

Candidate
TWO

Candidate
THREE

Candidate
ONE

Candidate
TWO

Candidate
THREE

 Remember, number at least five boxes from 1 to 5 in the order of your choice

샘플



선거일에 선거장에 갈 수 없을 경우 어떻게 
투표를 할 수 있나요?
3 주간의 투표 기간 동안 모든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위치와 운영 시간은 
www.elections.act.gov.au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에 갈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방법으로 우편 
투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Elections ACT 웹사이트 
www.elections.act.gov.au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 6205 0033번으로 Elections ACT에 전화

다른 주에 위치한 투표소

9월 28일부터 10월 16일 금요일까지 일부 주 및 
테리토리 선거 당국에서 투표가 가능할 예정입니다.  
위치와 운영 시간을 확인하시려면 6205 0033번으로 
Elections ACT에 전화하세요.

Elections ACT에서는 장애인 
유권자들을 위해 어떤 이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선거 정보 안내 책자는 모든 가정에 발송되며, 
Elections ACT 웹사이트와 ACT 공공 도서관에서 영어 
오디오 파일로 제공됩니다. 

투표소에는 장애인 이용 분류 등급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분류 등급은 Elections ACT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투표장은 휠체어를 탄 유권자들에게 적합한 투표 
칸막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력 장애를 가진 유권자들은 전자 투표를 이용하여 
독립적으로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합니다. 

모든 투표소에는 돋보기 시트가 제공됩니다. 

움직임이 불편한 유권자들은 일반 우편 유권자
(General Postal Voter)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면 
각 선거 시 우편 투표 용지가 유권자에게 자동적으로 
발송됩니다. 

후보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Elections ACT에 연락하여 안내 책자를 받으시거나, 
Elections ACT의 웹사이트에서 이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세요? 
저희에게 연락하십시오
Elections ACT에서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정보, 서비스 및 장소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 www.elections.act.gov.au

이메일 – elections@act.gov.au

전화 – (02) 6205 0033

통번역 서비스 (TIS) – 131 450

국립 청각 중계 서비스 (NRS) – 13 36 77번으로 전화. 
(02) 6205 0033번 연결 요청.

ACT Electoral Commission 선거관리위원장 Damian Cantwell AM 관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