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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버나비  
지방 정부 선거 
여러분의 도시–여러분의 선택

2022년 10월 15일 
일제 투표일 

전 투표

우편 투표 안내

#BurnabyVotes 

삽화 제공: 버나비 학생들



2022년은 버나비시 지방 정부 선거의 해입니다.
2022년 10월 15일 토요일, 유자격 투표자들은 시장 1인, 시 의원 8인, 제41학군 교육 위원 
7인을 선출합니다. 선출된 시장과 시 의원, 교육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2022년 11월부터 
2026년 11월까지입니다.

투표는 여러분을 이끌 사람들을 버나비시의 다음 번 의사 결정권자로 여러분이 선택할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도시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근무, 활동, 학습의 
터전에서 투표하십시오.

버나비 우편 투표
올해에 새로 시행됩니다! 우편 투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투표 기회가 

사전 투표 및 일제 투표일에 더하여짐에 따라 투표가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중요 날짜
신청 기간: 9월 1일 오전 8시부터 10월 6일 정오까지.

우편 투표 패키지는 9월 24일 오전 8시 30분부터 제공됩니다.  
기표된 우편 투표용지는 반드시 10월 15일 토요일 오후 8시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우편 투표 신청 방법
우편 투표는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Burnaby.ca/Elections 에서

 2. 방문: 신청 패키지를 다음 장소에서 받습니다.
 »  봅 프리티(Bob Prittie) 메트로타운 도서관 
  6100 Willingdon Avenue

 »  버나비 시청 
  4949 Canada Way

 »  캐머런(Cameron) 도서관 
  9523 Cameron Street

 »  크리스틴 싱클레어(Christine Sinclair) 커뮤니티 센터 
  3713 Kensington Avenue 
 »  맥길(McGill) 도서관 
  4595 Albert Street

 »  토미 더글라스(Tommy Douglas) 도서관 
  7311 Kingsway

 »  W.A.C. 베닛(Bennett) 도서관 
  Simon Fraser University, 8888 University Drive

 3.  전화: 버나비 선거 사무소에 604-294-7088로 연락하여 신청 패키지를 
댁으로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신청 패키지를 우편으로 받으시려면 
반드시 9월 30일 정오까지는 요청하셔야 합니다. 작성된 신청서는 반드시 
2022년 10월 6일 정오까지 크리스틴 싱클레어 커뮤니티 센터에 있는 
선거 사무소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신청 패키지에는 무엇이 들어 있나요?
» 안내 편지
» 허용되는 신분증 목록
» 우편 투표 신청서
» 선거인 등록 양식
» 비거주자 주택 소유 선거인 등록 양식
» 비거주자 주택 소유 선거인 동의서
» 작성된 서류 반송용 봉투

http://Burnaby.ca/Elections


우편 투표 패키지 입수 방법
»   본인의 이름이 선거인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지  

Burnaby.ca/Elections 에서 확인합니다.
»   투표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Burnaby.ca/Elections 에서 등록하거나 

신청 패키지에 제공된 양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  작성된 신청서를 다음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  우편으로 다음 주소의 선거 사무소로 보냅니다. 

City of Burnaby 
4949 Canada Way  
Burnaby, V5G 1M2 

  •  크리스틴 싱클레어 커뮤니티 센터의 로비에 마련된 버나비 선거 
사무소의 지정된 투표함 안에 넣습니다.

비거주자 주택 소유 선거인 자격이 있는 분은 우편 투표 신청 패키지에 
제공된 해당 양식을 작성합니다.
반드시 투표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우편 투표 패키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우편 투표 패키지는 9월 24일 오전 8시 30분부터 제공됩니다. 

 
본인 패키지 받기

»   우편으로 – 투표 패키지는 적시 수령하여 투표하시도록 10월 6일 정오까지 
우편으로 발송되며, 10월 15일 시한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직접 수령 – 본인이나 본인이 지정한 사람이 우편 투표 패키지를 크리스틴 
싱클레어 커뮤니티 센터에 있는 버나비 선거 사무소에서 받으셔도 됩니다.

  참고: 크리스틴 싱클레어 커뮤니티 센터는 보안 시설이며, 일반인의 
출입은 현관과 체육관 시설로 제한됩니다. 

  »  도착 시 604-294-7088로 전화하시면 선거 사무소 직원이 우편 투표 
패키지를 가져다드립니다.

  »  다른 사람을 지정하여 우편 투표 패키지를 받게 하셨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 투표 패키지를 받으시면 투표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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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투표 단계   
1.  투표용지를 검은색 펜이나 매직펜으로  

원하는 후보자 이름 옆의 타원을 칠하여  
기표합니다.

2. 기표한 투표용지를 봉투 A에 넣고 봉합니다.
3.  봉투 A를 봉투 B에 넣고 봉한 다음 봉투 B의  

앞면을 작성합니다.
4.  봉투 B를 봉투 C에 넣고 다음 방법으로  

반송합니다.
 »  우편으로 다음 주소의 선거 사무소로 보냅니다. 

City of Burnaby 
4949 Canada Way  
Burnaby, V5G 1M2 

 »  다음 장소를 방문하여 지정된 우편  
투표함에 넣습니다.

  •  봅 프리티 메트로타운 도서관
  •  버나비 시청
  •  캐머런 도서관
  •  크리스틴 싱클레어 커뮤니티 센터
  •  맥길 도서관
  •  토미 더글라스 도서관
  •  W.A.C. 베닛 도서관(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

 »  10월 1일이나 5일, 8일, 15일 오전 8시~오후 8시 사이에 아무 
투표소에서나 전달합니다. Burnaby.ca/Elections 에서 편리한 
장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10월 15일 토요일 오후 8시까지 기표된 우편 투표용지가 반드시 
접수되게 하는 것은 투표자의 책임입니다. 우편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보내실 
때는 캐나다 포스트가 2022년 10월 15일 오후 8시 전까지 배달하도록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셔야 합니다.

2022년 10월 15일 오후 8시 이후에 접수되는 우편 투표 패키지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소인의 날짜와 시간은 기표된 투표용지 반송에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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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투표용지에 기표할 때 실수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거 사무소에 연락하고 우편 투표 패키지를 반납하십시오. 투표일에 
본인의 우편 투표 패키지를 지정된 투표소의 총괄 선거 관리관에게 
반납하시면 새 투표용지가 지급됩니다.

마음이 바뀌어서 직접 투표하기로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인의 전체 우편 투표 패키지를 원하는 투표소로 가져가 총괄 선거 
관리관에게 반납하십시오. 그러면 직접 투표를 주선해 드립니다. 우편 투표 
패키지를 반드시 전부 반납하셔야 합니다.

우편 투표나 투표자 등록, 기타 선거에 관하여 
질문이 있으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되나요?
버나비 선거 사무소에 604-294-7088로 전화하십시오. 사무소는 월~금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일하며, 항상 기꺼이 도와드립니다.

질문      답변과



버나비 시청 
4949 Canada Way

캐머런 도서관 
9523 Cameron Street

토미 더글라스 도서관 
7311 Kingsway

버나비 선거 사무소 
elections@burnaby.ca  
604-294-7088 
Burnaby.ca/Elections

#BurnabyVotes

cityofburnaby

지정된 우편 투표함 비치 장소
기표하신 우편 투표용지는 캐나다 포스트에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지정된 다음 장소 
중 한 곳의 우편 투표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W.A.C. 베닛 라이브러리 
Simon Fraser University 
8888 University Driv

맥길 도서관 
4595 Albert Street

크리스틴 싱클레어
커뮤니티 센터
3713 Kensington Avenue

봅 프리티
메트로타운 도서관
6100 Willingdon Avenu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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