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에 관한 일반 사항
자주 묻는 질문
1.

투표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투표는 미국인이 시민으로서 가진 권리를 행사하는 주된 방법 중 한 가지입니다. 한 표 한
표가 중요합니다. 당신의 투표가 중요합니다!

2.

누가 투표할 자격이 있습니까?
유권자 등록을 려면, 다음 조건에 달해야 합니다.
• 미국 시민이어야 합니다.
• 18 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최소 선거 30 일 이전에 등록하는 주(state)나 카운티, 도시 또는 마을(village)의
거주자여야 합니다.
• 법원이 정신적 금치산자로 판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 중범죄 선고로 복역 중이거나 가석방 중이지 않아야 합니다.
• 다른 곳에서 투표권을 주장하지 않아야 합니다.
* 2020 년 1 월 이후, 16 에서 17 세인 시민은 유권자 선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에서
투표하려면 18 세가 되어야 하지만, 선등록한 카운티에서 귀하의 신청서를 처리하고, 법정
연령 18 세에 투표할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유권자 등록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유권자 등록 방법이 아래에 나와있습니다.
• 귀하가 속한 군선거위원회(county board of elections) (CBOE) 또는 뉴욕주 에이전시 기반
유권자등록센터(Agency-Based Voter Registration Center)에서 직접 등록할 수 있습니다.
• DMV 발행 신분증이 있다면, 차량관리부(Department of Motor Vehicles)나 차량관리부
웹사이트(https://dmv.ny.gov/more-info/electronic-voter-registration-application)에서 유권자
신청서 양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1-800-FOR-VOTE 로 전화하여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유권자 등록 양식을 작성, 서명, 일자를 기입하고 귀하가 속한 군선거위원회에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25 번 항목 참조)
4.

등록할 때, 정당에 가입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정당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5.

정당이란 무엇입니까?

뉴욕주에는 인정되는 여덟 개의 정당이 있습니다. 민주당(Democratic), 공화당(Republican),
보수당(Conservative), 근로가족당(Working Families), 녹색당(Green), 자유당(Libertarian),
독립당(Independence), 및 SAM 정당(Serve America Movement).
6.

선거에서 투표하려면 정당에 가입해야 합니까?
총선거에서 투표하기 위해 정당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뉴욕주에서는,
예비선거에서 투표하려면 정당에 가입해야 합니다.

7.

예비선거와 총선거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예비선거는 총선거 전에 치릅니다. 예비선거에서는, 총선거에서 자신의 정당을 대표하기
원하는 후보에게 투표하게 됩니다. 예비선거에서 당선되는 각 정당의 후보는, 11 월
총선거에 출마합니다. 총선거에서 당선되는 후보가 취임합니다.

8.

투표소에 가지 않고도 투표할 수 있습니까?
네. 등록된 유권자라면, 부재자 투표 용지를 사용하여 투표소에 가지 않고 투표할 수도
있습니다. 부재자 투표 용지는 우편으로 투표하는 것입니다.

9.

어떻게 부재자 투표 용지를 사용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부재자 투표 용지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유권자 등록 카운티에 부재중입니다. 또는, 뉴욕시 거주자로서, 선거일 당일에 해당
도시에서 떠나 있을 예정입니다.
• 임시 또는 영구적인 질환이나 장애로 인해, 선거일에 투표소에 갈 수 없습니다. 또는,
질환을 앓고 있거나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한 명 이상 돌보는 주간병인입니다.
• 퇴역군인관리병원(Veterans Health Administration Hospital)의 거주자 또는 환자입니다.
• 유치장에 구류되어 대배심을 기다리고 있거나, 중범죄가 아닌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복역 중이고, 기타 자격에는 모두 달합니다.

10. 어떻게 부재자 투표 용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뉴욕주 부재자 투표 용지 신청서를 다운로드받거나, 부재자 투표 용지로 투표하는 것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면, 뉴욕주 선거위원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s://www.elections.ny.gov/VotingAbsentee.html. 부재자 투표 용지 신청서는 적어도
선거일 7 일 이전에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게 하거나, 올바른 CBOE 사무소로 적어도 선거일
하루 전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11. 지난 투표 이후로 이사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난 투표 이후 이사했다면, 유권자 재등록을 해야 합니다. 투표 목적으로만 유권자 등록
양식을 주소 변경 양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규 거주지 정보를 작성하고 CBOE 에
우편으로 보내십시오.
12. 누구에게 투표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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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할 때는, 귀하를 가장 잘 대표할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귀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신념을 가진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떤 투표자를
선택할지는 100% 귀하의 결정에 달렸습니다. 그 누구도 아닌 귀하의 선택입니다.
13. 후보자들과 공약을 다 알지 못해도 투표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들이 지지하는 사안을 모두 알기란 어렵습니다. 귀하가
투표하려는 후보나 사인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14. 다양한 후보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찾는 몇 가지 방법이 아래에 있습니다.
• 텔레비전, 신문과 잡지. 및 인쇄물 - 선거 전, 매스컴에서 종종 선거운동 및 선거 관련
문제에 일정 부분/기사를 할애합니다. 다양한 사안에서 후보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알 수 있는 훌륭한 자원입니다.
• 후보자들과의 대화 - 많은 후보자들은 지역 사무실을 가지고 있어서, 그 곳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후보자들은 종종 사무실에 있는 시간을 마련하여, 지역 사회의
사람들과 당면한 염려거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 공개 토의 - 후보자들은 공개 토의도 하기 때문에, 참석해서 그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 웹사이트 - 대부분의 후보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어서, 온라인에
이름을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뉴욕주 여성 유권자 연대 (The League of Women's Voters of New York
State)(https://my.lwv.org/new-york-state). 이 웹사이트에는 출마하는 모든 후보에 대한
정보와 유권자들을 위한 기타 자료가 있습니다. 뉴욕주 LWV 는 초당파 단체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택하지 않습니다.
• 자립생활센터 (The Independent Living Centers, ILCs). ILC 에서는 여러 후보자들에게
연락하여 질문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ILC 는 대개 장애인 및/또는 비장애인이
자신에게 중요한 사인들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포럼을 준비합니다. 이러한 마련 역시
누구에게 투표할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5. 후보자들이 다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른 사람에게 투표하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투표할 때는, 귀하를 가장 잘 대표할 사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투표용지 상의 후보자에게
투표하고 싶지 않다면, 투표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도 있고, 더 나은 후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을 수도 있습니다.
16. 정당을 바꿀 수 있습니까?
네. 유권자 등록 양식을 사용해 다른 정당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양식을 사용해
정당에 처음으로 가입할 수도 있고, 11 번 항목에 나와 있듯이, 주소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정당 변경을 요청하는 양식은 매년 2 월 14 일 이전에 제출되어야, 해당 연도 투표에 즉시
반영됩니다. 2 월 15 일 이후에 정당을 변경하려면, CBOE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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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투표한 후에,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질문을 받으면 답해야 합니까?
아니오. 누구에게 투표하는지는 개인적인 결정입니다. 이 정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18. 보호자가 내가 투표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까?
보호자가 귀하의 투표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케어 매니저(Care
Manager)에게 지원을 요청하십시오. 귀하의 상황을 확인하여 투표권에 대한 이해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귀하의 보호자가 귀하를 대신하여 투표할 수는 없습니다.
19. 직접 투표할 수 있습니까?
네. 투표용지에 표시하거나, 투표용지에 표시하는 데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투표용지
마킹장치(Ballot Marking Device, BMD)를 사용하여, 독립적으로 그리고 비밀로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20. 투표용지 마킹장치(BMD)가 무엇입니까?
BMD 는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그리고 비밀로 투표용지에 표시할 수 있게 돕는 기기입니다.
각 투표소에는 다양한 접근성 지원 기기가 있어서, 독립적으로 투표용지에 표시하거나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기에는 Sip-N-Puff(들여마시기/불기), TwoSwitch Paddle(이중 스위치 패들), Audio-Tactile Interface(청각-촉각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투표 지원 기기에 대해 더 알아보려면 CBOE 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1. BMD 사용에 도움이 필요하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투표소에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BMD 가 있어야 합니다. 투표소 직원들은 귀하의
장애에 관계 없이, BMD 사용을 요청하는 모든 유권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훈련받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22. 내가 투표하는 것을 도와줄 사람을 데리고 가도 됩니까?
네. 투표를 도와줄 사람을 데려올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 노조 대표, 또는 선거에
출마하여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린 후보자를 데려와서는 안됩니다.
귀하를 돕는 사람은 반드시 귀하의 지시를 따르고 귀하가 선택하는 후보에 투표해야 합니다.
투표를 도와줄 사람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CBOE 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3. 투표소에 가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거 보호(Election Protection) 핫라인 1-866-OUR-VOTE 로 전화하거나, 장애인 인권 뉴욕(Disability Rights New
York)에 다음 방법으로 연락 바랍니다: https://www.drny.org/page/pa-for-voting-access-pava-26.html,

(518) 432-7861 (음성), (518) 512-3448 (TTY), (800) 993-8982 (무료). 뉴욕주 선거위원회에
항의를 제기할 권리도 있습니다.
24. 뉴욕에는 사전투표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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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뉴욕주는 2019년에 모든 카운티에서 예정된 예비 및 총선거에 각각 앞서, 추가로 9일
동안 등록된 유권자가 직접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Https://www.voteearlyny.org/에서에서 지역 CBOE로부터 사전투표의 일시와 장소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5. 투표에 관한 추가 정보는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귀하의 케어 매니저에게 투표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뉴욕주 발달장애국 (Office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웹사이트 www.opwdd.ny.gov/accesssupports/know-your-rights 에서도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 뉴욕에
이메일이나 Voting@DRNY.org 전화 518-432-7861 (음성), 518-512-3448 (TTY), 800-993-8982
(무료)로 연락하거나 웹사이트를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www.DRNY.org.
26. 뉴욕 유권자 등록 양식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뉴욕주 유권자 등록 양식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PDF 버전의 뉴욕주 유권자 등록 양식을 온라인에서 작성하거나
양식을 인쇄하여 수기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영어 양식 작성하기 ( 304KB)
• 온라인으로 스페인어 양식 작성하기 ( 310KB)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접근성 버전의 뉴욕주 유권자 등록 양식을 온라인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타이핑하고 적절한 박스를 선택하면 됩니다.
• 온라인 접근성 영어 양식
• 온라인 접근성 스페인어 양식
양식을 다 작성하면, 인쇄한 후 서명하고 일자를 기입합니다. 그러고 나서, 귀하의 카운티
선거 위원회에 우편으로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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