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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정부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대부분 영향을 주며, 가장 다가가기
쉬운 수준의 정부로 여겨집니다. 노스 밴쿠버시는 뛰어난 서비스와
편의 시설로 로어 매인랜드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 사회에
속합니다.
우리 시가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주민 제공 서비스는 깨끗한 식수,
쓰레기와 재활용품 수거, 찻길과 보도 유지 보수, 효율적인 하수 처리
시설, 치안과 소방 서비스, 도서관, 레크리에이션 센터, 공원 등입니다.

왜 투표해야 하나요?
우리 지역 사회를 구현하는 대부분 결정을 시
의회가 내린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또한, 노스
밴쿠버 내 학교들의 대다수 정책을 교육 위원회가
결정한다는 사실도 아시나요? 여러분을 대신하여
좋은 결정을 내릴 시 의원과 교육 위원을 선출하는
일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투표는 우리 시의
미래에 영향을 주고 여러분의 의사를 지방 정부에
전달할 기회입니다.
총선거일에 노스 밴쿠버시의 투표자들은 다음
인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시장(1인 선출)
시 의원(6인 선출)
교육 위원(3인 선출)

선거인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선거인으로 아직 등록하지 않으셨다면 투표일에 등록하셔도 됩니다.
신분과 거주지를 증명할 신분증 2매(하나는 서명이 있는 것)를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언제 투표하나요?
투표소는 총선거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개방됩니다. 다음 장소에서
투표하시면 됩니다: Carson Graham Secondary School, John Braithwaite
Community Centre, Larson Elementary School, Memorial Recreation
Centre, North Shore Neighbourhood House, Queen Mary Elementary
School, Ridgeway Elementary School, Sutherland Secondary School,
Westview Elementary School. 모든 투표소에 휠체어로 출입 가능합니다.
총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분에게는 사전 투표(Advance Voting)와 부재자
투표(Mail Ballot Voting) 기회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투표할지 어떻게 결정하면
되나요?
후보들을 만나 그들이 지역 문제에 어떤 견해를 가졌는지 알아볼 기회가
많습니다. 후보에 관한 정보와 후보 합동 정견 발표회 일정은 지역 신문과
해당 후보의 웹사이트 그리고 시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정견 발표회에
참석하셔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문제를 후보들이 어떻게 다룰 계획인지
질문할 기회를 가지십시오.

지방 정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다음 웹사이트를
보십시오: cnv.org/HowYourCityWorks.

누가 투표할 수 있나요?
선거에서 투표하려면 반드시 만 18세 이상의 캐나다 시민권자이어야
합니다. 또한, 선거인으로 등록하는 날까지 최소한 6개월간 BC주에 살고
있었고, 선거인으로 등록하는 날까지 최소한 30일간 노스 밴쿠버시에서 살고
있었어야 합니다. 노스 밴쿠버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노스 밴쿠버시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투표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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