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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미디어의 대표자로서 호주 연방 선거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특히, 선거 과정 자체에 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수많은 커뮤니케이션 채널과 광범위하게 퍼지는 허위 정보 및 
오보는 유권자들이 스스로 선거 과정에 관한 정보를 찾는 데 중대한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주요 절차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저희 직원들에게 연락하실 
필요가 있을 때, 본 안내서에 담긴 자료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연방 선거 실시에 필요한 운영 상의 지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거의 1,700만 명에 달하는 호주 투표자들에게 투표 제도 및 
효과적인 참여 방법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성과 진실의 목소리를 내고, 마땅히 해야 할 적절한 
감독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본인의 말이 이 중요한 민주주의 절차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자 기울여 온 노력에 
감사를 표합니다. 

톰 로저스 (Tom Rogers)
호주 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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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은 투표에 관한 사회적 태도 및 인식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호주 선거관리위원회(AEC)는 호주 국민들에게 주요 
선거 과정과 결과에 대해 정확하게 보고하기 위해, 
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본 안내서는 정확하고 효율적인 보도에 필요한 모든 
관련 배경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투표소나 개표소를 방문하고자 하는 미디어 종사자들은 
먼저 AEC 미디어팀에 연락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인들이 
참관 승인을 받고, 현장 관리자들에게 해당 사항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참관인 투표소 준수 사항 고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절차입니다. 

투표소에서는 해당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웹사이트: aec.gov.au
언론 보도자료:   aec.gov.au/media 와  

Streem 을 통해 배포
소셜 미디어:    Twitter, Facebook,  

Instagram, LinkedIn
이미지:  Flickr
연락처:  앞/뒤 표지 하단 참조

       AEC 나 @AusElectoralCom 로 검색

AEC TV 는 AEC 직원들이 주요 AEC 절차에 관해 설명하는 
비디오 시리즈입니다. Youtube.com/AECTV

저희 미디어팀에 연락하시면 AEC 대변인들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장, 주 및 테리토리 책임자, 전국 
대변인이 포함됩니다.

안내서

규정

자료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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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들

9월 7일 토요일 7월 2일 토요일 5월 18일 토요일

1,717 1,625 1,514

1,188 994 1,056

529 631 458

2013

후보들

하원

상원

2016 2019

이번 선거에는 약 1,700 만 명의 호주인들이 유권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역사상 가장 완벽한 선거인 명부로 진행될 것입니다.
최신 전국 단위 정보는 aec.gov.au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권자

2013

참여율

하원

상원

비공식

하원

상원

2016 2019

9월 7일 토요일 7월 2일 토요일 5월 18일 토요일

1,470만 1,570만 1,640만

92% 95% 97.0%

93.23% 91.01% 91.89%

93.88% 91.93 % 92.48 %

5.91% 5.05% 5.54%

2.96% 3.94% 3.81%

등록자

등록자 %

석 석하원 상원 151 40
     의석 수

상원 의석 절반은 각 주(주별 6석)에서 선출
테리토리 기반 상원 4석(테리토리별 2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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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관련 정보

명의 임시 직원10만 
     선거 당일

이상의 
투표소

이상의 조기 
투표소 7,000개500개 

개의 전자 인증 
리스트

개의 유권자 명부 
사본 5,80025,000

155,000 개의 투표 스크린
10,000 개의 재활용 용기

26,000 개의 변조 방지용 테이프

개의 
투표함70,000

개의 이송 경로

개의 보안 봉인

개의 투표 용지 
이송 용기

개의 표면 청소제

40,000

85만

40,000

63,000리터 34,000

장의 투표 용지

450 만개의 연필
160 킬로미터의 줄

60만

부의 가정 
안내서 발송1,050만

의 손 소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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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조기 투표가 실시되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조기 투표 이용율이 증가해 왔습니다. 이번 팬데믹 기간,  
일부 지역에서는 조기 투표나 우편 투표 이용자의 수가 현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정

18.15% 22.67% 32.53%

8.26% 8.58% 8.27%

26.41% 31.25% 40.8%

2,832 1,998 2,044

37 41 49

2013

조기 투표

사전 투표 %

우편 투표 %

사전 및 우편 투표 %

BLV 전화 투표

남극지 투표

2016 2019

지난 2019년 연방 선거 이후, 다양한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의원 정족수 재배정이 완료되어, 빅토리아주에서는 Hawke
에 새 의석이 배정되었고,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주에서는 
Stirling 의석이 폐지되었습니다. 

법률 개정도 완료되어, 정당 등록 요건이 변경되었고, 조기 
투표 기간이 개정되었으며, 개표 과정 상 절차적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권자 및 투표 과정 보호를 위해 다양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습니다. 매 선거마다 우리는 투표 과정에 대한 강화된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두되는 위협을 감시하고, 
그에 대응하기 위해 선거 안전 보장 특무팀에 소속된 파트너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COVID-19 안전 조치들이 모든 투표소에서는 물론, 기타 
선거 지원 활동에서 취해질 것입니다.

상세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ec.gov.au/safeguards

변경 사항안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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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당일 오후 6 시 직전, 다음 웹사이트에서 개표장 
링크를 할 수 있습니다: aec.gov.au 

AEC 는 결과 피드를 원천 데이터 형식으로 제공합니다. 
매체들은 적절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해당 자료를 
그래픽이나 분석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미디어 피드에 관한 상세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ec.gov.au/media

결과

선거 홍보물에 담긴 정치적 메시지의 내용이 선거법령에 
의해 규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호주 의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선거법령이 의도하는 바는 유권자들에게 
선거 홍보물의 출처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투표자들의 선거 방법이 선거 홍보물에 의해 오도되거나 
기만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AEC는 매 선거에서 ‘Stop and Consider (잠깐 멈추고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라는 디지털 홍보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AEC 는 이 캠페인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선거 
홍보물의 출처를 확인하도록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연방 선거를 위해  해당 캠페인과 선거 과정 상 일체의 허위 
정보를 바로잡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aec.gov.au/stopandconsider 

커뮤니케이션

올바르게, 서두르지 않기-이것이 우리의 모토입니다. 

개표는 선거 당일 오후 6시에 시작되지만, 최종 집계 
완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득표수 차이가 얼마나 
근소한지,  우편이나 주거지 이외 지역 투표자가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 최종 집계 결과가 나오는 시간이 결정됩니다. 

우리는 항상 정확한 결과 및  투표 용지 보안에 최고의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aec.gov.au/counting 

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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