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CT 선거관리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ACT 선거관리위원회(Elections ACT)는 독립적인 법정 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 ACT 의회 선거와 주민투표 실시  

• ACT 지역의 선거구 획정  

• 다양한 의뢰인에게 선거 자문 및 서비스 제공 

ACT 의회 선거 

ACT의 입법 기관을 ACT 의회(Legislative Assembly)라고 말합니다. ACT 의회는 법률을 

제정하는 25명의 의원으로 이루어집니다. 유권자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정당이 

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여 정부를 구성합니다. 의회 지도자는 수상(Chief 

Minister)이라고 부르며 의원들이 선출합니다.  

ACT에는 기닌데라, 브린다벨라, 쿠라종, 머럼비지, 예라비 등 총 5개 선거구가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선거구당 의원을 5명씩 선출합니다.  

ACT 의회 선거는 4년에 한 번씩 10월 셋째 토요일에 실시됩니다. ACT에 거주하는 호주 

시민으로서 18세 이상인 남녀 유권자는 모두 의회 선거에 의무적으로 투표해야 합니다. 

투표를 통해 여러분은 ACT 의회에서 자신을 가장 잘 대변하는 대표자를 선출하게 됩니다. 

비밀투표제이므로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는 오직 유권자 본인만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의회 선거는 2024년 10월 19일 실시됩니다. 

유권자 등록 

본인의 이름이 선거인 명부에 있어야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16세가 되면 선거인 명부에 

등재 신청을 할 수 있지만, 투표는 18세가 될 때까지 할 수 없습니다. 

투표 자격이 되지만 아직 등록하지 않은 유권자는 호주 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 

www.aec.gov.au에서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주소가 바뀌거나 이름을 변경한 때는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http://www.aec.gov.au/


ACT 의회 선거 투표 

가장 쉬운 투표 방법은 가까운 투표소로 가는 것입니다. 투표소는 주로 해당 지역의 학교에 

마련됩니다. 투표소의 선거인 명부에서 본인 이름을 확인한 후 투표하게 됩니다. 호주는 

비밀투표제이기 때문에 남이 볼 수 없도록 칸막이가 된 기표소가 설치됩니다. 기표한 

투표용지는 밀봉된 투표함에 넣습니다. 투표함은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6시까지는 

개봉되지 않습니다. 

선거 당일 유권자가 캔버라에 없을 경우를 대비해 ACT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이전 3주 

동안 캔버라의 주요 쇼핑센터 근처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합니다. 사전투표소에서 

전자투표나 투표용지 방식의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도 비공개 투표입니다. 

선거 당일 또는 3주간의 사전투표 기간 중 캔버라에 있지 않는 유권자는 우편투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나 질병 때문에 외출을 하지 못하는 유권자도 우편투표를 이용하면 

됩니다. 

ACT 의회 주민투표 

의회에서 특정 문제나 제안에 대해 유권자의 의견이 필요한 법률을 통과시킬 때 주민투표를 

실시합니다.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앞서 유권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제안 사항과 찬반 쟁점을 

설명합니다. 그런 다음 유권자는 선거와 같은 방식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민투표는 의회 선거일에 맞추거나 자체 투표일을 따로 정해 실시할 수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 

의회 선거일 전에 ACT선거관리위원회는 ACT 각 선거구가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 수에 따라 

의회에서 실질적인 대표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선거구를 다시 획정합니다. 

획정 절차에서 여론 수렴은 중요한 부분이므로 유권자가 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집니다.  

선거 자문 및 서비스 제공 

ACT 선거관리위원회는 의회, 정당, 입후보자, ACT 공공기관을 비롯해 여타 단체와 일반인을 

포함한 다양한 의뢰인에게 선거 관련 자문을 합니다.  



ACT 선거관리위원회는 소정 조건이 충족되면 각종 클럽과 단체에서 공정한 자유 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선거에는 ACT 

선거관리위원회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 위임 투표가 허용되는 경우 

• 거수 투표인 경우  

• 비밀 투표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 

ACT 선거관리위원회는 특히 헤어-클라크(Hare-Clark) 투표 방식으로 알려진 ACT 의회 선거 

제도와 관련해 학교와 지역사회 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연락처 

주소: Level 2, 5CA (formerly Customs House), 5 Constitution Ave, Canberra ACT 

우편 주소: PO Box 272, Civic Square ACT 2607 

전화: 6205 0033 (통번역 서비스 131 450) 

이메일: elections@act.gov.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