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등록 자주 묻는 질문(FAQ)

유권자 등록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유권자 등록 양식을 작성하고 NYC 선거관리위원회(BOE)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BOE 웹 사이트(www.vote.nyc.ny.us)에서 등록 양식을 다운로드하거나 지역
BOE 사무실 또는 NYC 기관 고객서비스부에서 수령 866-VOTE-NYC(212-487-5496 청각
장애인용)로 전화하여 우편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뉴욕 주민들은 온라인으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아래 참조). 우편 접수 소인과 방문 등록 마감일은 투표를 하고자 하는
선거일로부터 25 일 전입니다.
온라인에서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까?
온라인 유권자 등록은 DMV 를 통해 가능하지만, 유효한 뉴욕 주 ID 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프로필을 설정하고 등록하려면 DMV 웹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dmv.ny.gov/more-info/electronic-voter-registration-application.
유권자 등록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온라인으로 등록 상태를 확인하려면 유권자 등록
검색(http://voterlookup.elections.state.ny.us)을 이용하거나 866-VOTE-NYC 에 전화로
물어보십시오.
등록이 만료될 수 있습니까?
등록에는 만기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두 번의 연방 선거에서 투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이사하고 BOE 에 주소를 업데이트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이 비활성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투표 후 뉴욕 시 내에서 이사를 한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사를 한 경우, 뉴욕 주 법률에 의거 25 일 이내에 BOE 에 주소를 변경해야 합니다.
"변경된 유권자 정보"로 표시되어 있는 항목의 정보를 포함하여, 새로운 유권자 등록
양식에 정보를 기재하여 제출하십시오. 신규 및 이전 주소를 기입하고 가입하고자 하는
정당 칸에 체크한 뒤(이전 주소에서 정당에 가입한 경우에도), 기타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십시오. 이사 후 마감일 전에 BOE 에 주소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새로운 투표소로
가서 임시 투표(affidavit ballot)를 통해 투표를 해야 합니다. 주소 변경이 처리되었는지
여부는 866-VOTE-NYC 에 전화로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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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 유죄 판결이 등록과 투표에 영향을 미칩니까?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해당 중범죄가 다음과 같은 경우, 등록 또는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
•

현재 수감 중인 경우 또는
가석방 감독을 받고 있는 경우

귀하가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해당 중범죄가 다음과 같은 경우, 등록 및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
•
•
•
•

보호 관찰을 선고 받은 경우
감금이 선고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최대 징역형을 마친 후 투표를 위해 재등록할 경우
가석방 후 석방되었고 투표를 위해 재등록할 경우
사면을 받은 경우

경범죄 유죄 판결이 등록과 투표할 권리에 영향을 미칩니까?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구치소에서 등록 및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뉴욕 주
법원, 다른 주의 법원 또는 연방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지에 상관없이 동일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등록하고 투표하기 위해 범죄 기록 문서를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노숙자입니다. 등록하고 투표할 수 있습니까?
예, 등록하고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 양식을 작성하고 귀하가 살고 있는
주소로 "86 번가 중앙 공원 벤치"와 같이 귀하를 찾을 수 있는 위치를 기재하십시오. 이
주소를 기반으로 투표소가 할당됩니다. 우편을 받을 주소로 쉼터, P.O. Box 또는 가족의
주소를 기재하십시오. 유권자 카드가 해당 주소로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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