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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절차
선거 절차에는 모든 투표를 익명으로 유지하고 또한 유권자의 
자격을 실사로 적용함으로써 선거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선거안전장치가 포함됩니다. 회원당 단 한번의 투표만 
허락됩니다.

받으실 투표용지 우편물에 다음이 다 들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후보들의 이름이 적힌 투표용지

• 식별표시가 없는 비밀봉투

• 다음 사항이 적힌 인증 봉투 :

1. 고유 봉투 번호와 투표하는 회원이 자기 이름을 적을 
공간,

2. 투표하는 회원이 자기 주소를 적을 공간,

3. 투표하는 회원이 투표권이 있음을 증명한다는 언급,

4. 투표하는 회원이 단 일회만 투표할 수 있고 동봉된 
투표가 그들의 유일한 투표임을 투표회원이 이해하고 
있음을 증명한다는 언급.

• 우편요금이 미리 지급된, 대학 구내 주민회의 주소가 적힌 
반송용 봉투 

투표 방법
1. 투표용지에 여러분이 선택한 후보의 좌측 박스에 표시하여 

7명까지 투표하십시오.
2. 표시한 투표용지를 비밀봉투에 넣어 밀봉하십시오.
3. 밀봉된 비밀봉투를 인증봉투에 넣고, 밀봉한 후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십시오.
4. 인증봉투를 반송봉투에 넣어 밀봉하십시오. 반송봉투는 

우편요금이 지불된 상태입니다.

발송 방법
우편 발송

반송봉투(투표용지, 비밀봉투 및 인증봉투가 들어있는)를 
캐나다 포스트 우편함에 넣으십시오.  투표용지는 대학 구내 
주민회까지 2021년 11월 30일, 화요일 오후 4:30분까지 
도착해야 합니다. 

제출 박스

반송봉투(투표용지, 비밀봉투 및 인증봉투가 들어있는)를 
2021년 11월 30일, 화요일 오후 4:30분까지 아래 장소들 중 한 
곳을 방문해 제출하십시오.

• 웨스트부룩 커뮤니티 센터 :  3335 Webber Ln.

• 올드 반 커뮤니티 센터 :  6308 Thunderbird Blvd.

• UNA연합 사무실 :  202-5923 Berton Ave.

각 장소의 개점및 폐점시간은 myuna.ca를 방문해 주세요.

자주하는 질문
선거가 연례총회(AGM)와 별도로 행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학연합회 규정이 변경되기 전에는, 선거가 연례총회
(AGM)와 같은 일정으로 행해졌습니다. 선거 시기의 변경은 
(a.) UNA 규정에서 AGM 이 해당 연도의 9월 30일까지 
개최되어야 한다는 요건 및 (b.) 규정에서 선거의 각 단계에 
있어 선거 시기의 규칙을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이번 변경으로 인해 선거 절차가 여름 한 중반에 시작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봉투가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각 회원이 받는 패키지에는 세개의 봉투와 한 개의 
투표용지가 들어있습니다. 다른데서와 마찬가지로 
선거에서도, 투표의 익명성이 중요합니다. 반송봉투는 
우편물 발송에 용이합니다. 인증봉투는 투표의 
유효성과 투표용지가 진본이라는 것을 보장합니다. 
일단 인증봉투에서 꺼낸  비밀봉투는 투표자의 익명성을 
보장합니다.

봉투의 고유번호는 무엇입니까?

각 인증 봉투의 고유번호는 선거 관리위원이 투표 제출에 
사용된 자료의 진위여부를 인증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투표용지 자체에는 식별가능한 
어떤 번호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중요한 사안입니다.

2021 UNA 선거
대학 구내 주민회(UNA)의 회원들은 2021년 11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개최될 2021년 대학 구내 
주민회 선거에서 7명의 상임이사를 선출할 것입니다. 
모든 UNA 회원들은 이 선거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내지며 UNA 웹사이트인 
myuna.ca에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ELECTIONS 2021: HOW TO VOTE (KORE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