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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등록 

어떻게 유권자 등록을 합니까?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뉴욕에서 안전하고 간편하게 투표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 nycvotes.turbovote.org 를 방문하세요. 뉴욕주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에서 발급받은 주 ID 를 소지한 경우, 이 시스템을 통해 수월하게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DMV ID 가 없는 경우 미리 작성된 양식 및 주소가 씌어진 반송봉투를 받거나, 

또는 직접 미리 작성된 양식을 인쇄하여 즉시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 중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Board of Elections)에서 우편을 통해 이 양식을 수령해서 

처리한 후에 등록이 완료됩니다. 

 

2. 또한 해당 지역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모든 DMV 사무소, 또는 다른 뉴욕주 기관들을 

방문하여 직접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미국 시민 

● 18세 이상(16세 또는 17세에 사전 등록이 가능하지만 18세가 되어야 투표가 가능함) 

● 선거 전 최소 30일 이상 해당 주 및 카운티, 시 또는 마을에 거주한 사람 

● 중죄 판결로 복역 중이거나 가석방 상태가 아닌 사람(사면을 받았거나 시민권을 되찾은 

경우는 제외) 

https://nycvotes.turbovote.org/
https://www.elections.ny.gov/CountyBoards.html
https://www.elections.ny.gov/CountyBoards.html
https://www.elections.ny.gov/CountyBoards.html
https://www.elections.ny.gov/NVRA.html
https://www.elections.ny.gov/NVR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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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으로부터 정신무능력자 판정을 받지 않은 사람 

● 다른 곳에서 투표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사람 

 

이미 유권자 등록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온라인을 통해, 또는 866-868-3692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하여 유권자 등록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11월의 총선거에 투표하려면 언제까지 등록해야 합니까? 

  

뉴욕의 유권자 등록 마감일은 2020년 10월 9일입니다. 

 

우편으로 발송된 등록 신청서(NYC Votes TurboVote 플랫폼을 통해 작성된 양식 포함)는 10월 

9일까지 소인이 찍혀 있어야 하고 해당 지역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에 10월 14일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myDMVonline 을 통한 온라인 신청서 또는 직접 신청서는 10월 9일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뉴욕주에서는 해당 선거일로부터 25일 전에 등록해야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을 통해 유권자 등록을 하려는 경우 미국 우정공사(United States Postal Service)의 배달 

지연을 고려하여 즉시 등록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지난 번에 투표한 이후 이사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10월 14일까지 새로운 주소나 변경된 이름으로 유권자 등록을 업데이트하셔야 합니다. 변경은 

간단합니다. 

 

● DMV ID 가 있는 경우 DMV 웹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업데이트하시면 됩니다. 

 

● DMV ID 가 없는 경우 nycvotes.turbovote.org 를 방문한 후 새로운 주소로 미리 

작성된 양식을 인쇄하고 우편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 또는 양식을 인쇄하고,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 변경된 주소가 해당 투표소에 전송처리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주소 변경이 처리되지 않았고(또는 제출되지 않았고), 뉴욕 안에서 이사한 경우 여전히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주소에 배정된 투표소에서 선서투표(Affidavit Ballot)를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ycvotersearch.com/
https://nycvotes.turbovote.org/
https://nycvotes.turbovote.org/
https://dmv.ny.gov/more-info/electronic-voter-registration-application
https://dmv.ny.gov/more-info/electronic-voter-registration-application
https://nycvotes.turbovote.org/
https://nyccfb.info/nyc-votes/registering/
https://nyccfb.info/nyc-votes/registering/
https://nyccfb.info/nyc-votes/registering/
https://voterlookup.elections.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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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동일한 카운티 내에서(예: Brooklyn(Kings 카운티)에서 Brooklyn 내 다른 주소지로) 또는 

서로 다른 카운티 간(예: Queens 에서 Bronx 로 이사)에 적용됩니다. 주소 변경으로 인해 

선서투표를 할 때 향후 선거를 대비해 유권자 등록이 업데이트됩니다. 

 

2020년 투표 방법 

어떻게 투표합니까?  

 

모든 뉴욕 주민은 2020년 선거에 세 가지 방법으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팬데믹 동안 의견을 

표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 조기 투표: 10월 24일부터 11월 1일까지 직접 투표하세요. 조기 투표소는 선거일 

투표소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표하러 가시기 전에 Voting.NYC 에서 

확인하세요. 

 

● 우편투표: 모든 등록 유권자는 부재자 투표를 요청하여 우편으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마감일은 10월 27일이지만 가능한 빨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접촉 

위험을 포함한 "일시적 질환 또는 장애(Temporary illness or disability)"를 해당 사유로 

표시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 용지를 받으면 부재자 투표 봉투의 뒷면에 꼭 서명하고 

날짜를 적으세요. 부재자 투표는 11월 3일이나 그 이전 소인이 찍혀야 합니다. 자신의 

부재자 투표를 여기에서 추적하실 수 있습니다. 

 

● 선거일: 관행대로 모든 등록 유권자는 11월 3일에 직접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에는 

높은 참여율이 예상되므로 일부 투표소에서는 대기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군중이 

두려우면 조기 투표를 고려하세요. 여기에서 해당 선거일 투표소를 찾으세요. 

 

어떤 투표를 하게 됩니까? 

이번 가을에는 연방, 주 및 지역 선거 투표가 있습니다. 

 

● 대통령 

● 의회 

● Queens 자치구 장 

● 주 상원 

https://nycabsentee.com/
https://nycabsentee.com/tracking
https://nycabsentee.com/tracking
https://nycabsentee.com/tracking
https://nyc.pollsitelocator.com/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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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원 

● NYC 의회 37구역 

● NYS 대법원 

● NYC 민사 법원 

 

Madison Square Garden 및 Barclays Center 가 투표소라고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까? 

본인에게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소 검색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확인해 보세요. 

 

직접 투표하기에 안전합니까? 

 

직접 투표는 코어 4를 따르기만 하면 안전하며 투표소가 덜 바쁠 때(주로 오전 중간이나 이른 

오후)는 특히 더 안전합니다. 가능하면 조기 투표로 붐비는 시간대를 피하세요. 뉴욕주는 

가정에서 투표하기를 선호하는 분들을 위해 부재자 투표를 허용합니다. 가장 편안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투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표 중에 안전을 유지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얼굴 가리개 착용. 모든 투표소에 입장하려면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고 올바르게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세요(코와 입 위에).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투표소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를 할 것입니다. 

투표소에서 지침을 따르고 타인과 최소 6피트의 간격을 유지하세요. 

 

건강한 손 위생 실천. 투표소는 손 소독제를 제공하며, 자신의 소독제를 가져오셔도 됩니다. 

공유된 표면을 만지기 전과 후에 손 소독제를 사용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즉시 비누와 물로 손을 

씻으세요.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세요. 

아플 때는 집에 머무르기. 투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플 때는 집에 머물고, 다른 사람이 아프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부재자 투표를 받지 않은 경우 지침과 투표 옵션에 대해 해당 카운티의 선거관리위원회 

https://findmypollsite.vote.ny/
https://www1.nyc.gov/assets/doh/downloads/pdf/imm/coronavirus-factsheet.pdf
https://www1.nyc.gov/assets/doh/downloads/pdf/imm/coronavirus-factsheet.pdf
https://nycdohmh-my.sharepoint.com/personal/hbyrnesenoch_health_nyc_gov/Documents/Special%20Operations/Voting%20Safely%20During%20COVID_20200923%20Special%20Ops.docx%23AbsenteeBallot
https://nycdohmh-my.sharepoint.com/personal/hbyrnesenoch_health_nyc_gov/Documents/Special%20Operations/Voting%20Safely%20During%20COVID_20200923%20Special%20Ops.docx%23AbsenteeBallot
https://vote.nyc/page/contact-us
https://vote.nyc/page/contact-us
https://vote.nyc/page/contac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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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에 문의하세요. 

 

내 커뮤니티는 COVID-19 감염률이 높습니다. 내 동네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해도 안전할까요? 

 

● 커뮤니티의 COVID 감염률에 상관없이 안전한 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표소는 안전 

예방 조치를 실시할 것입니다. 

●  

코로나 고위험군(노인, 면역저하자, 임산부)의 경우, 선거일에 붐비는 시간대를 피해 조기 

투표를 고려해 보세요. 

●  

아픈 경우 집에 머무시고, 상기 지침에 따라 우편(10월 27일까지) 또는 해당 자치구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에서 직접(11월 2일까지) 부재자 투표를 요청하세요. 

  

조기 투표 

조기 투표란 무엇입니까? 

 

조기 투표는 선거일에 직접 투표하는 것과 유사하며 더 유연하고 대기줄도 짧습니다. 

Voting.NYC 에서 또는 1-866-Vote-NYC 로 전화하여 해당 조기 투표소를 찾으세요. 

 

11월 3일 총선거 전에 뉴욕시에서 조기 투표소가 운영되는 날짜와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요일 2020년 10월 24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일요일 2020년 10월 25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월요일 2020년 10월 26일 오전 7시 - 오후 3시 

화요일 2020년 10월 27일 낮 12시 - 저녁 8시 

수요일 2020년 10월 28일 낮 12시 - 저녁 8시 

목요일 2020년 10월 29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금요일 2020년 10월 30일 오전 7시 - 오후 3시 

토요일 2020년 10월 31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일요일 2020년 11월 1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우편투표 

https://vote.nyc/page/contac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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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투표해야 합니까? 

  

아니요. 직접 투표를 원하지 않는 경우 부재자 투표 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뉴욕 주민은 

다양한 이유로(예: 선거일에 카운티를 떠날 예정) 부재자 투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총선거에서 COVID-19 접촉이나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부재자 투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부재자 투표를 신청합니까? 

nycabsentee.com 을 방문하여 지금 바로 부재자 투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을 통한 

부재자 신청 마감일은 10월 27일이지만, 즉시 신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2분밖에 안 걸립니다! 

신청 시에는 코로나바이러스 접촉 위험을 포함한 "일시적 질환 또는 장애(Temporary illness or 

disability)"를 사유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요청 양식은 PDF 로도 제공되며, 양식을 인쇄해서 지역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으로 

보내세요. 온라인 및 종이로 된 양식은 스페인어, 중국어, 한국어 및 벵골어로 제공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말부터 우편으로 부재자 투표를 발송합니다. 

nycabsentee.com/tracking 을 방문하여 자신의 부재자 투표를 추적하실 수 있습니다. 

 

부재자 투표 요청은 해당 자치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에 11월 2일까지 직접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내 부재자 투표 봉투에 다른 사람의 이름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재자 투표를 반송하기 전에, 부재자 투표 봉투에 본인의 이름과 주소가 인쇄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셔야 합니다(이 봉투는 더 작은 봉투로 서명란이 있습니다). 투표 봉투에 본인의 

이름과 주소가 없다면 그 투표 용지를 사용하지 마세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인쇄 오류의 

영향을 받는 모든 유권자들에게 정정된 투표 봉투를 발송할 것입니다. 1-866-VOTE-NYC 에 

전화하거나 emailing Apply4Absentee@boe.nyc 로 이메일을 보내어 선거관리위원회에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https://nycabsentee.com/
https://vote.nyc/page/absentee-voting
https://nycabsentee.com/tracking
https://vote.nyc/page/contact-us
https://vote.nyc/page/contac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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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한 오류이기 하지만 수습할 시간은 충분합니다. 작성, 서명 및 밀봉된 부재자 투표 용지를 

투입함에 넣거나, 우편으로 보내거나 상관없이 마감일은 11월 3일까지입니다. 

 

내 부재자 투표에 “공식 부재자 군 투표(Official Absentee Military Ballot)”라고 적혀 있는데 

나는 군인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은 모든 부재자 및 군 유권자에 대해 사용하는 올바른 투표 용지입니다. 보통 6월의 예비 

선거와 같이 "부재자 / 군(Absentee / Military)" 사이에 사선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선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헷갈릴 수 있지만 이 투표 용지는 유효합니다. 

 

 

장애인용 부재자 투표를 어떻게 요청합니까? 

시각 장애나 다른 장애로 인해 스크린 리더로 장애인용 부재자 투표 버전을 들어야 하는 경우 

nycabsentee.com 을 방문하세요. “장애인용 투표 신청서(Accessible Ballot Application)” 버튼을 

클릭하세요. 

 

장애인용 투표를 요청하려면 아래 방법을 통해서도 신청서 양식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실 수 

있습니다. 

● 이메일: AccessibleBallot@boe.nyc 

● 전화: 1-866-868-3692 

●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에 우편 발송 

● 팩스: 212-487-5349 

https://twitter.com/NYCVotes/status/1310667504512053249
https://twitter.com/NYCVotes/status/1310667504512053249
https://nycabsentee.com/
https://vote.nyc/page/absentee-vo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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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해당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방문. 

장애인용 투표 요청은 2020년 10월 27일까지 소인이 찍히거나, 이메일로 보내거나,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팩스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셔야 합니다. 2020년 11월 2일까지 부재자 투표를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말부터 우편으로 부재자 투표를 발송합니다. 

nycabsentee.com/tracking 을 방문하여 자신의 부재자 투표를 추적하실 수 있습니다. 

6월 예비 선거에서 우편투표를 했는데 11월 선거에 대해 부재자 투표를 요청해야 합니까? 

예. 장기 장애나 질환으로 인한 영구 부재자 투표자 명단에 없는 경우, 11월 선거에 대해 다시 

부재자 투표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언제 우편으로 부재자 투표 용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9월 18일부터 요청한 유권자들에게 우편으로 부재자 투표 용지를 

순차적으로 발송합니다. nycabsentee.com/tracking 에서 자신의 부재자 투표를 추적하세요. 

 

내 부재자 투표 용지를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제출할 수 있습니까? 

  

우편이 아닌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부재자 투표 용지를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 장소에서 

"부재자 투표" 투입함을 찾아보세요. 

 

● 10월 24일 토요일과 11월 1일 일요일 사이에 모든 조기 투표소에서. 

 

● 11월 3일 화요일 오전 6시에서 저녁 9시 사이에 모든 선거일 투표소에서. 

 

● 선거일에 모든 NYC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에서. 

 

내 부재자 투표 용지를 우편으로 발송하기 위한 마감일은 언제입니까? 

  

부재자 투표는 선거일인 11월 3일이나 그 이전 소인이 찍혀야 합니다. 소인을 받지 못하거나 

너무 늦게 도착해서 집계되지 못하는 경우를 피하기 위해 작성한 투표 용지를 가능한 조속히 

우편으로 보내시기를 권장합니다. 선거 다음날, 선거관리위원회에 부재자 투표가 접수된 

경우에는 소인이 없더라도 집계됩니다. 

https://vote.nyc/page/contact-us
https://vote.nyc/page/contact-us
https://nycabsentee.com/tracking
https://nycabsentee.com/tracking
https://findmypollsite.vote.nyc/
https://findmypollsite.vote.nyc/
https://vote.nyc/page/contact-us
https://vote.nyc/page/contac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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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발송한 내 부재자 투표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nycabsentee.com/tracking 에서 우편으로 보낸 자신의 부재자 투표를 추적하세요. 부재자 투표 

요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사이트에서 다음의 진행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부재자 투표 요청서 접수 여부 

2) 부재자 투표 용지를 내게 보냈는지 여부 

3) 작성한 부재자 투표를 수락했는지, 또는 수정해야 하는지 여부 

 

부재자 투표 봉투에 우표를 붙여야 합니까? 

 

예. 6월의 예비 선거와는 달리 부재자 투표에 동봉된 반송 봉투에 우표를 붙이셔야 합니다. 

 

반송 봉투는 부재자 투표 용지에 동봉된 두 봉투 중에서 더 큰 봉투이며 지역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의 반송 주소와 "공식 선거 우편물(Official Election Mail)" 로고가 있습니다. 

 

또한 투표 용지를 모든 조기 투표소, 선거일 투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의 투입함에 

넣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우표가 필요없습니다. 

 

어떻게 종이 부재자 투표를 합니까? 

투표 용지, 작은 투표 봉투 및 큰 반송 봉투를 받으시게 됩니다. 

■ 지침에 따라 투표 용지의 각 공직별 선택에 기표하세요. 

■ 기표를 마친 후 용지를 접어서 투표 봉투에 넣으세요(서명란이 있는 더 작은 봉투입니다). 

■ 투표 봉투 겉면의 표시된 곳에 서명하고 날짜를 적으세요. 

■ 투표 봉투를 밀봉하세요. 

■ 투표 봉투를 반송 봉투에 넣으세요(반송 봉투는 더 큰 봉투이며 해당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의 반송 주소와 "공식 선거 우편물(Official Election Mail)" 로고가 있습니다). 

■ 반송 봉투를 밀봉하세요. 

■ 반송 봉투에 적합한 우표를 붙이세요. 

장애인용 부재자 투표를 어떻게 합니까? 

■ 장애인용 부재자 투표(Accessible Absentee Ballot)를 이메일로 받으면 다운로드하세요. 

■ 지침에 따라 장애인용 부재자 투표 용지의 각 공직별 선택에 기표하세요. 

■ 기표를 마친 후에 인쇄하세요. 

■ 인쇄된 장애인용 부재자 투표 용지를 접어서 투표 봉투에 넣으세요(이 봉투에는 서명란이 

https://nycabsentee.com/tra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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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 투표 봉투 겉면에 서명하고 날짜를 적으세요. 투표 봉투 뒷면의 아무데나 서명하면 장애인용 

부재자 투표로 인정됩니다. 

■ 투표 봉투를 밀봉하세요. 

■ 투표 봉투를 반송 봉투에 넣으세요(반송 봉투는 더 큰 봉투이며 해당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의 반송 주소와 "공식 선거 우편물(Official Election Mail)" 로고가 있습니다). 

■ 반송 봉투를 밀봉하세요. 장애인용 부재자 투표의 반송 봉투에는 선불 우표가 있습니다. 

선거일에 투표하고 싶은데 어떻게 투표합니까? 

  

등록 유권자는 선거일에 오전 6시에서 저녁 9시 사이에 해당 투표소를 방문하여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투표 장소를 꼭 확인하세요! 

  

 선거일에 언제, 어디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선거 당일 투표소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투표소는 오전 6시에서 저녁 9시까지 

운영됩니다. 미리 투표소를 확인하고 싶은 뉴욕시 거주자는 findmypollsite.vote.nyc 를 

방문하세요.   

 

부재자 투표를 신청했어도 직접 투표할 수 있습니까? 

  

예. 유권자가 부재자 투표를 요청했거나 우편으로 발송했더라도 뉴욕법에 따라 지정된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재자 투표가 집계되기 전에 후보자, 정당 및 

언론계 대표자가 참석한 투명한 절차를 통해 CBOE 직원으로 구성된 양당 팀이 투표의 NYS 

선거법 부합 여부를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직접 투표 여부입니다. 그런 

경우 해당 부재자 투표는 따로 분류돼 집계되지 않습니다. 

  

 ID 를 가져가야 합니까? 

 

한 가지 상황을 제외하고는 투표 시 신분증을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으로 투표하고 직접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즉 온라인이나 이메일로 등록한 경우), 처음으로 투표할 때만 ID 

제시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또는 정부에서 발행한 다른 ID, 현행 유틸리티 청구서, 

은행 명세서, 급료 지급 수표, 정부 수표 또는 유권자의 이름과 주소가 나와있는 정부 문서를 

https://voterlookup.elections.ny.gov/
https://voterlookup.elections.ny.gov/
https://findmypollsite.vote.n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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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투표하고 싶지만 종이 투표 용지에 펜으로 기표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옵션이 있습니까? 

 

예. 도와줄 사람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에서 투표소 직원의 도움을 받거나 투표 표시 

기기(Ballot Marking Device, “BMD”)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권자의 고용주나 노조 

대표자는 유권자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투표 표시 기기란 무엇입니까? 

 

BMD 라고도 하는 투표 표시 기기는 종이 투표 용지에 기표하는 것을 도와주는 장치이며 해당 

투표소에서 유권자의 정보를 보호하고 접근성을 제공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투표 표시 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예. 장애인 유권자를 포함한 모든 유권자는 투표 표시 기기를 이용하여 기표하실 수 있습니다. 

BMD 는 종이 투표 용지에 기표하는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투표를 하려면 집계 장치에서 기표한 

투표 용지를 스캔해야 합니다. 투표소 직원이 BMD 를 사용하는 유권자를 도와드립니다.   

 

추가 자료 

추가 질문은 어디에 문의하면 됩니까? 

 

자신의 투표가 집계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설명되지 않은 투표 관련 질문이나 

우려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단체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세요.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New York City Board of Elections) 

https://www.vote.nyc/ 

866-VOTE-NYC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New York State Board of Elections): https://www.elections.ny.gov/ 

League of Women Voters Vote: 411 https://www.vote411.org/ 

NYC Votes: www.voting.nyc 

Disability Rights, New York: https://www.drny.org  
 

https://www.youtube.com/watch?v=eVZqG29dVBw&t=47s
https://www.youtube.com/watch?v=eVZqG29dVBw&t=47s
https://www.vote.nyc/
https://www.elections.ny.gov/
https://www.vote411.org/
http://www.voting.ny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