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선거에서 투표할 
내용은 무엇일까요?

11월 2일에 뉴욕 시민들은 시 차원의 
중요한 총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선거에서 결정할 내용: 

•	 시장

•	 공익 옹호관

•	 감사원장

•	 보로 회장

•	 시의회

•	 지방 검사(맨해튼 및 브루클린) 

• NYS 대법원

•	 민사 법원

•	 검인 법원(브루클린) 

•	 투표 제안

이와 같은 정부 요직은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며, 뉴욕 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주택 공급, 교육, 직업, 
시 예산 운영, 공공 안전 등의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결정합니다.

•	 투표 조치란 관내 유권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주 또는 
지역 차원에서 실시하는 비밀투표에 부쳐지는 법률, 
이슈 또는 문제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투표 문제 및 
조치는 법률 승인을 요구합니다. 

•	 올해 총선에서 뉴욕 시민들은 주 차원의 5개 투표 
조치에 대해서 투표 용지 뒷면에 선택 사항을 
기입합니다. 이 5개 조치는 선거구 개편, 선거, 
환경, 사법적 이슈 등에 대한 뉴욕 시민들의 결정을 
요구합니다. 

•	 유권자는 찬성 또는 반대를 선택하면 됩니다.

투표 조치란 무엇일까요?

•	 교도소 수감자의 경우에는 선거구 개편 시 마지막 
거주지(수감되기 전까지 살았던 곳)의 주민으로 
계산할 것을 요구합니다. 

•	 연방 인구조사에서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 시민이 
아닌 거주자인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거주자를 
유권자로 계산할 것을 주 당국에 요구합니다.

•	 주 상원의원 수를 63명으로 제한합니다. 

•	 선거구 개편 일정을 앞당깁니다. 

•	 한 정당이 두 입법 회의소를 모두 관할하는 경우  
투표 한도를 변경합니다.

투표 조치 1: 선거구 
개편

투표 용지를 반드시 

뒤집으세요!

총선거일: 11월 2일

사전 투표: 10월 23~31일

10월 18일까지 부재자 
투표 요청



•	 유권자의 과반수 “찬성”이 있는 경우, 뉴욕주 헌법 권리장전에 수질 오염 방지, 대기 오염 방지,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추가합니다. 

•	 이로써 뉴욕 시민은 정부가 정책 입안 시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청정 환경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투표 조치 2: 환경권 수정 조항

•	 현행 뉴욕주 헌법에서는 타 지역에 있거나 투병 중이거나 신체 장애가 있는 유권자에게 
부재자 투표용지로 투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조치로 그러한 규정을 없애고 등록된 유권자는 부재자 투표용지를 신청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부재자 투표를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	 뉴욕주는 부재자 투표를 하려는 유권자에게 아직도 해명을 요구하는 16개 주 중 
하나입니다. 

투표 조치 4: 부재자 투표 허용 수정 조항

•	 이 조치에 대한 유권자의 과반수 “찬성”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소송에 
대한 뉴욕시 민사 법원의 관할 범위를 $25,000 이하에서 $50,000까지로 높이도록 
뉴욕주 헌법을 개정하게 됩니다. 

•	 아직까지 NYC 민사 법원은 임대인-임차인 분쟁과 관련된 소송, 최대 $25,000까지의 
손해배상 청구, $10,000까지의 소액 사건에 대한 관할권만 갖고 있습니다.

•	 현행 뉴욕주 법에는 적어도 선거 25일 전에 개인이 유권자 등록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헌법에서는 선거 10일 전에 등록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투표 조치가 채택되는 경우, 주의회는 
당일 유권자 등록을 허용할 수 있게 됩니다. 

•	 현재로서는 다른 20개 주와 수도 워싱턴에서 당일 유권자 등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투표 조치 3: 당일 유권자 등록 허용

투표 조치 5: NYC 민사 법원 관할권

사람들이 자신의 지역 사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률에 대해 결정을 내리게 
되므로 투표 제안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총
선
거
일

: 1
1월

 2
일

사
전

 투
표

: 1
0월

 2
3~

31
일



우편 투표:
10월 18일까지 부재자 투표용지 
신청

우편 투표를 선택한 경우에는

온라인에서(nycabsentee.com) 
또는 1-866-868-3692로 전화하여 
부재자 투표용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투표를 통해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선거일 당일 투표:
11월 2일

선거일 당일에 직접 투표할 수도 
있습니다. 투표장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개방됩니다.

사전 투표: 
10월 23일~31일 

이제는 모든 선거가 선거일의 10
일 전부터 시작하여 연속 9일 동안 
치러지게 됩니다! 여기에는 두 번의 
주말, 이른 아침 그리고 늦은 밤이 
모두 포함됩니다.

투표 계획 세우기

이용 가능한 부재자 투표를 신청하려면 nycabsentee.com/accessibility로 
방문하십시오. 유권자의 접근성 및 투표용지 마킹 장치 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n.nyc.gov/VoteAccess에서 확인하십시오.

뉴욕에서는 투표를 위해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처음 투표하는 경우 또는 사회보장번호의 마지막 4자리수 
또는 주 DMW 번호를 유권자 등록 양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투표장에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투표장 이용

투표하려면 신분증이 필요합니까?



DemocracyNYC는 정당과 무관하며, 
유권자의 참여율 및 시민 참여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DemocracyNYC
는 공교육, 봉사 활동, 정책 개혁 노력 등을  
통해 투표에 대한 기존의 장벽을 처리하고 
해소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nyc.gov/democracynyc에서 
확인하십시오.

선거위원회에서는 일부 투표 장소에서 벵골어, 
중국어(광둥어 및 표준 중국어), 힌디어, 
한국어, 펀자브어, 스페인어 등의 언어 지원을 
제공합니다. NYC 시민참여위원회는 일부 투표 
장소에서 아랍어, 벵골어, 중국어(광둥어 및 표준 
중국어), 프랑스어, 아이티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한국어, 폴란드어, 러시아어, 우르두어, 
이디시어 등의 언어 지원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n.nyc.gov/PollLangAssist에서 
확인하십시오.

투표용지를 읽는 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투표장에 갈 때 원하는 사람(고용주 또는 노조 
대표 이외의 인물)을 데려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DemocracyNYC 정보

언어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