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보려면 https://www.advancingjustice-aajc.org/election2022 을 방문하십시오! 또한 투표에 관한 질문은 중요하든 

중요치 않든 1-888-274-863 번로 전화하여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거일전, 선거일, 선거일 이후에까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유권자 준비 상태 점검표 

이전에 투표등록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예 

♦ 현재 살고 있는 곳에 아직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오늘 다시 등록하십시오). 

♦ 주소가 올바르게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그렇지 않은 경우 등록을 

업데이트하십시오). 

아니요 

♦ 지금 등록하십시오! 

♦ 등록하는 데 필요한 문서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우편 투표 
우편투표를 요청하셨습니까? 

예 

♦ 투표용지 추적 

♦ 투표용지를 받지 못하거나 투표 시간에 맞춰서 받지 못하는 경우 행동 

계획을 세웁니다. 

♦ 마감일까지 우편으로 보내십시오. 

아니요 

♦ 우편투표를 요청하려면 아직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편 투표용지 반납 
♦ 모든 부분을 완료하고 추가 요청 항목을 포함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우편 투표용지를 보내려면 보낼 수 있는지 확인하고 보낼 수 있는 위치를 알아봅니다. 

♦ USPS 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보낼 계획이라면 빨리 하십시오! 

o 늦어도 선거일 1 주일 전에는 보내야 합니다. 

직접 투표:  알고 계십니까 
♦ 투표 장소는 어디입니까?  

♦ 사전 투표 장소 옵션은 어디입니까? 투표 장소가 열리는 날짜와 시간은 언제입니까?  

♦ 사진 신분증과 같이 필요한 서류는 무었입니까? 

♦ 드롭박스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 관할 구역에서 언어 지원을 제공합니까? 그리고 어떤 언어로 제공합니까? 

♦ 언어 지원이 필요한 경우 통역사는 누구입니까? 

https://www.advancingjustice-aajc.org/election2022


 

♦ 투표소에는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나 차별받지 않고 투표할 수 있습니다. 
영어에 어려움이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투표소에서 투표를 도와줄 

사람과 함께 올 수 있습니다. 
투표가 마감될 때 줄에 서 있는 경우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 준비 되셨나요? 

투표일: 2022년 11월 8일 (화요일) 
 

투표를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 시민권 소지자 

 투표일 기준 만 18 세 이상 

 선거인 명부 등록 

사전 준비사항: 
♦ 선거인 명부 등록 여부 확인. 
♦ 대면 투표 (당일투표): 투표소의 주소와 투표시간을 확인. 
♦ 대면 투표 (사전투표): 사전투표소의 주소 및 날짜와 시간을 확인 (단, 사전투표 허용시). 
♦ 우편 투표: 

○ 유효한 기간 내에 우편투표 용지 신청. 
○ 우편투표 용지 추적 (단, 유권자의 주 (state)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기간 내에 우편투표  용지가 도착하지 않을 시를 대비한 대안 마련. 

 

투표 준비를 위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다음 사이트 방문: 
https://www.advancingjustice-aajc.org/election2022 

 

투표시 여러분의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만약 영어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기표소 안에서 투표를 도와줄 사람을 직접 지정하여 동행할 수 있습니다.  
♦ 지정된 장소의 경우, 정부가 제공하는 언어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느 누구에게도 위협이나 차별을 받지 않고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 위협 혹은 차별이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가령, 당신의 억양을 이유로 당신을 괴롭히거나 
당신의 투표 권리를 거부하는 경우. 혹은, 당신의 인종을 이유로 시민권 미 소지자라는 잘못된 
선입견을 보이며 당신의 투표 권리를 방해하는 경우. 

 

언어와 관련한 당신의 투표 권리를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다음 사이트 방문 : 
www.advancingjustice-aajc.org/language-rights 

 

중요하든 중요치 않든 투표와 관련하여 어떠한 궁금증이라도 있다면, 1-888-API-VOTE (1-888-274-8683) 로 전화하여 
문의하실 수 있으며,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투표일 이전, 당일, 그리고 투표일 이후에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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