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투표가 집계되었습니까? 투표 후에 할 일!
때때로 당신의 투표 용지가 집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투표용지 개표는 선거일 이후 며칠 동안 진행되므로
투표용지가 개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투표가
집계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선거일: 2022년 11월 8일 화요일
우편/부재자 투표용지
♦

♦

♦

우편/부재자 투표용지를 추적하여 집계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각 주의 추적 정보는
www.ballotready.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o

조기에 추적 시작 –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된 경우가 많습니다!

우편/부재자 투표용지가 집계되지 않는 경우 – 우편/부재자 투표용지가 집계되지 않는 일반적인 이유:
o

서명 일치 – 우편/부재자 투표용지의 서명이 정부가 기록해 둔 서명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o

지침을 완전히 또는 올바르게 따르지 않았습니다.

o

신분증 사본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부재자/우편 투표용지를 추적하는데 도움이 필요하거나 부재자/우편 투표용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1-888-API-VOTE (1-888-274-8683) 핫라인으로 전화하십시오.

잠정 투표용지
♦
♦

잠정 투표로 투표한 경우, 지역 또는 주 정부는 귀하가 투표할 때 잠정 투표가 집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했어야 합니다.
잠정 투표용지로 투표했는데 집계되지 않은 경우, 일부 경우에 개표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 잠정
투표가 집계되지 않는 일반적인 이유:
o

유권자 등록 – 투표등록을 했지만 올바른 투표소의 유권자 명부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 유권자
등록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지역 선거 관리자와 해결할 수 있습니다.

o

신분증 – 투표소에 적절한 신분증을 가져오는 것을 잊은 경우, 일부 경우에는 지역 선거
관리자에게 신분증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o

서명 일치 – 서명이 선거 기록 파일의 서명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선거 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보려면 https://www.advancingjustice-aajc.org/election2022을 방문하십시오! 또한 투표에 관한 질문은
중요하든 중요치 않든 1-888-274-863번로 전화하여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거일전, 선거일, 선거일 이후에까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잠정 투표가 집계되었는지 또는 시간적으로 제한될 수 있으므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 1-888-API-VOTE (1-888-274-8683) 핫라인으로 전화하십시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보려면 https://www.advancingjustice-aajc.org/election2022을 방문하십시오! 또한 투표에 관한 질문은
중요하든 중요치 않든 1-888-274-863번로 전화하여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거일전, 선거일, 선거일 이후에까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