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의 부재자 투표용지를 이용한 투표에 대한 FAQ  

(2020년 5월 1일자 기준) 

 

지난 4월 9일, Cuomo 주지사는 6월 23일 이전에 실시되는 모든 선거에서 

모든 유권자가 부재자 투표를 통해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정 명령을 

통과시켰습니다. 

 

행정 명령 전문은 아래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https://www.governor.ny.gov/news/no-20215-continuing-temporary-
suspension-and-modification-laws-relating-disaster-emergency    
 

뉴욕주에서 부재자 투표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4월 24일, Cuomo 주지사는 모든 유권자가 우송료 완불 반송 봉투가 포함된 

부재자 투표용지 신청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행정 명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 주시면 부재자 투표용지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그 다음은 투표용지를 작성하여 귀하의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부재자 투표용지 신청서는 어디에서 받나? 

4월 24일, Cuomo 주지사는 모든 유권자가 우송료 완불 반송 봉투가 포함된 

부재자 투표용지 신청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행정 명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유권자는 아래의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State Board of 

Elections) 및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New York City Board of Elections)의 

웹사이트에서 부재자 투표용지 신청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어: 

https://www.elections.ny.gov/NYSBOE/download/voting/AbsenteeBall

ot-English.pdf  

스페인어: 

https://www.elections.ny.gov/NYSBOE/download/voting/AbsenteeBall

ot-Spanish.pdf    

중국어: 

https://vote.nyc/sites/default/files/pdf/forms/absenteevoting/abschines

e.pdf   



한국어: 

https://vote.nyc/sites/default/files/pdf/forms/absenteevoting/abskorean

.pdf 

벵골어: 

https://vote.nyc/sites/default/files/pdf/forms/absenteevoting/absbengal

i.pdf   

 

신청서의 1번 항목에서 유권자는 부재자 투표용지를 이용한 투표를 

신청하는 이유로 “단기 질병이나 신체 장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행정 명령을 통해 "단기 질병"의 정의를 확대하여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위험을 포함시켰습니다. 이 신청서는 인쇄 후 

작성하고 서명한 다음, 귀하의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으로 돌려 보낼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의 연락처 정보는 아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https://www.elections.ny.gov/CountyBoards.html 

유권자는 이메일 신청서를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도 됩니다. 

신청서를 이메일에 첨부하거나,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서면 

정보를 선관위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 투표용지를 발급하기 전에, 

해당 지역 선관위는 유권자 신분과 투표용지 신청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심사 과정을 진행할 것입니다. 유권자가 다른 방법을 요청하지 않는 한, 

부재자 투표용지는 유권자의 거주지 주소로 발송됩니다.   

인터넷, 컴퓨터 또는 프린터를 이용할 수 없다면?  

4월 24일, Cuomo 주지사는 모든 유권자가 우송료 완불 반송 봉투가 포함된 

부재자 투표용지 신청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행정 명령을 

발표하였습니다.  

부재자 투표용지 신청서를 요청해야 하는 유권자 중에 인터넷이나 프린터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하여 종이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프린터는 이용할 수 없지만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유권자는 팩스나 

이메일로 부재자 투표용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전자식으로 부재자 

투표용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는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메일을 전송하여 부재자 투표용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해당 선관위에 

전화하여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알아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선관위는 

부재자 투표용지를 발급하기 전에 심사를 완료하고, 신청자가 투표할 

자격이 있는 등록된 유권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하여(선관위 전화번호는 

https://www.elections.ny.gov/CountyBoards.html에서 찾을 수 있음) 

전자식으로 부재자 투표용지를 신청하는 절차를 알아보십시오. 

부재자 투표용지는 어떻게 받나? 

유권자가 다른 방법을 요청하지 않는 한, 부재자 투표용지는 유권자의 

거주지 주소로 발송됩니다.  부재자 투표용지는 전과 마찬가지로 

유권자에게 우편을 통해 발송되거나 직접 전달됩니다. 제출 방법에도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전과 마찬가지로 지정된 마감일까지(아래 참조)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돌려보내거나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부재자 투표용지와 함께 받는 것은? 

부재자 투표용지를 신청하면, 다음을 받게 됩니다: 

1.  부재자 투표용지: 부재자 투표용지를 작성하여(여기에는 서명 없음) 

투표용지 봉투에 넣습니다:  

2.  투표용지 봉투:  봉투를 봉인한 다음, 서명하고 날짜를 기록하여 반송 

봉투에 넣습니다: 

3.  미리 주소가 기록된 우송료 완불 반송 봉투: 우표는 이미 붙은 상태로 

제공됩니다. 

 

부재자 투표용지는 언제 우편으로 발송되나? 

부재자 투표용지 자료는 귀하가 투표할 자격이 있는 연방, 주, 군, 시, 구의 

선거일로부터 최소 32일 이전에 유권자에게 발송됩니다. 이 날짜가 지난 

후에 신청한 경우, 귀하가 작성한 신청서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되어 처리가 완료되는 즉시 

바로 발송됩니다. 투표용지를 작성하고 제공된 봉투에 서명한 후, 귀하의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으로 보내십시오. 반송 봉투 위의 유권자 

서명은 투표용지를 검증하는데 사용됩니다.  

 

반송 봉투에 붙이는 우표는 직접 붙여야 하나 아니면 이미 붙은 상태로 

제공되나? 



5월 1일자, 뉴욕주 주지사의 행정 명령에 따라 부재자 투표에 사용되는 

반송 봉투는 우표가 붙은 상태로 제공됩니다. 투표용지와 함께 제공된 반송 

봉투를 사용하고, 투표용지 봉투의 뒷면에 서명하십시오. 추가 정보가 

나오는 대로 이 웹사이트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선거 기간 중 투표 주소지에 체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유권자는 부재자 투표용지 신청서에 다른 주소로 투표용지를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편물을 다른 주소로 받고 있는 유권자는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여 여전히 선거인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나 투표용지를 읽거나 서명할 수 없는 장애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 

 

부재자 투표용지 신청서에 직접 서명하거나, 표시를 하고 신청서 하단에 

제공된 공간에 표시에 대한 증인의 서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대리인이나 이름이 인쇄된 스탬프는 투표 목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2020년 7월 1일 이전에 실시되는 모든 선거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에게 부재자 투표용지를 전송 또는 발송한 후, 혼자 개인적으로 

투표용지에 표시하기를 희망하는 유권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투표 시스템을 

사무소 내에 운영 및 유지할 것입니다. 장애가 있는 유권자의 부재자 투표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십시오. 

 

부재자 투표를 신청할 수 있는 마감일은? 부재자 투표용지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 

• 예비선거 투표용지 신청서는 6월 16일자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선거 투표용지를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날짜는 6월 22일까지입니다. 

• 투표용지의 소인은 6월 22일분까지 유효하며 늦어도 6월 30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해야 합니다.   



• 투표소 마감시간까지 예비선거 투표용지를 지역 선관위 사무소에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날짜는 6월 23일까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