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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 등록 및 투표
관련 안내문
18세 이상의 호주 시민권자라면 연방선거에 참여하여 
선거인 등록을 하고 투표를 해야 하는 의무와 권리를 
가집니다. 등록과 투표는 의무입니다.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말
호주 선거 위원회 (AEC) 는 연방 선거인 
명부를 관리하고, 연방 선거와 보궐 선거, 
국민투표를 시행합니다.

AEC 는 주, 테리토리, 지방 정부 선거의 
시행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해당 선거는 
별도의 선거 당국에서 시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등록
투표를 하기 전, 본인의 이름이 선거인 
명부에 반드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선거인 명부는 연방 선거와 국민투표에 
참여하여 투표를 하도록 등록되어 있는 
모든 유자격 시민들의 명단입니다.

등록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 따라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 18 세 이상
 � 호주 시민권자
 � 현 주소에서 최소 1 개월 동안 거주.

16 세나 17 세의 경우, 18 세가 되었을 때 
바로 투표할 수 있도록 지금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 방법
다음 웹사이트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www.aec.gov.au/enrol.

AEC 사무소나 우체국에서 등록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등록 여부 확인
다음 웹사이트에서 본인의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aec.gov.au/check.

주소 /이름을 변경한 경우 
이사를 하거나 이름을 변경한 경우, 
새로운 세부 내용으로 본인의 등록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업데이트는 
웹사이트 www.aec.gov.au 
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AEC 사무소나 우체국에서 등록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로 갈 경우
업무나 거주 목적으로 해외에 갈 경우, 
AEC 에 고지해야 합니다. 연방 선거나 
국민투표 실시가 발표되었을 때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면 해당 사실을 반드시 
AEC 에 알려야 합니다. 

해외 체류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의 이름이 선거인 명부에서 삭제되어 

다음 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aec.gov.au/overseas.

투표
연방 선거는 적어도 3년에 한 번씩 
실시되고, 선거일은 항상 토요일입니다. 
본인이 언제 어디에서 투표할 것인지는 
선거 당일 본인의 소재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선거 당일
본인이 거주하는 주나 테리토리에 설치된 
모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는 오전 8시에 개소하여 오후 6시 
정각에 폐소합니다.

본인의 거주지가 아닌 다른 주나 
테리토리에 체재 체재 중이고 조기 투표를 
하지 않은 경우, 주간 (州間) 투표 센터에서 
투표해야 합니다.

투표소 및 주간 (州間) 투표 센터 
목록은 선거일 2-3주 전에 웹사이트  
www.aec.gov.au 에 공지될 것입니다. 
선거일에 투표소에 갈 수 없는 경우에는 
조기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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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샘플

기타 방안
선거일에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할 경우, 
조기 투표를 하거나 우편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인 등록 지구를 벗어나 있을 경우

 � 투표소에서 8km 이상 떨어져 있을 
경우

 � 여행 중일 경우

 � 투표를 하기 위해 직장을 떠날 수 없을 
경우

 � 심각하게 아프거나 허약한 상태, 또는 
출산이 임박한 경우 (또는 그러한 
상태에 처한 사람을 돌보고 있는 경우) 

 � 병원에 입원 중이고, 병원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 종교적 사유로 인해 투표할 수 없는 
경우

 � 3 년 이하 징역형으로 복역 중이거나 
기타 구금 상태인 경우

 � 익명 유권자인 경우

 � 본인의 안전에 대해 합리적 위험이 
있는 경우

조기 투표 센터는 선거일 수 주 전에 
개소될 것이며 해당 센터의 위치 및 개소 
시간은 www.aec.gov.au 에 공지될 
것입니다.

우편 투표를 하고자 하는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모든 AEC 
사무소에 구비되어 있는 우편 투표 
신청서를 작성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 
후보가 확정되면, AEC 에서 우편 투표 
패키지를 거주 주소지로 발송해 드릴 
것입니다.

올바른 투표 방법
연방 선거에서는 호주 의회의 양원인 
상원과 하원에서 자신을 대표할 의원을 
선출합니다.

두 장의 투표 용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 본인의 지역 (또는 선거구)을 대표할 
하원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초록색 
용지, 그리고

 � 본인의 주나 테리토리의 상원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흰색 용지.

투표 방법은 투표 용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실수를 하거나 방법이 확실하지 
않으면 투표 관리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상세 정보
선거 제도와 등록 및 투표 관련 상세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aec.gov.au.

전화 통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과 투표, 선거에 관해 한국어로 
정보를 듣고자 하는 경우,  
1300 720 468 번으로 연락하십시오.

농아인이거나 청각 또는 언어 장애가 있는 
사람의 경우, 국립 연계 서비스 (National 
Relay Service) 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TTY 이용자의 경우, 13 36 77 번으로 
전화하여 13 23 26 번으로 연결 요청을 
하십시오. 

 � 스피크 엔 리슨 (Speak and Listen) 
이용자는 1300 555 727 번으로 
전화하여 13 23 26 번으로 연결 요청을 
하십시오. 

 � 인터넷 연계 서비스 이용자는 NRS 에 
접속한 다음, 13 23 26 번으로 연결 
요청을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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