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주 우편 투표 : 질의응답
유권자 보호 핫라인: 888-730-5816

질문: 조지아의 우편투표는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건가요?
답변: 사전 투표라고도 할 수 있는 우편 투표방법은 매우 쉽습니다:
1. 해당 카운티 등록 사무소에 사전투표 용지 신청서를 제출한다.
2. 우편으로 사전투표 용지를 받는다.
3. 사전투표 용지를 작성해서 카운티 등록 사무소에 제출한다.
해당 카운티 등록 사무소 우편주소는 아래의 사이트 참조
http://elections.sos.ga.gov/Elctions/countregistrars.do.
4. 사전투표 용지 작성해서 보낼 시:
• 겉봉투 란에 주소와 생년월일을 기재한 후 서명 한다.
• 우표 두개를 붙여서 보낸다.
질문: 사전투표 용지 신청서는 어떻게 구하나요?
답변: 아래 조지아 주 국무부 사이트 에서 다운받아 사용하거나
http://sos.ga.gov/index.php/Elections/absentee_voting_in_georgia
투표 독려 기관이나 선거 캠페인 팀에 발송해온 신청서를 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질문: 사전 투표를 위해 사유가 인정되야 한다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아니요. 조지아 유권자는 누구나 개인의 편이를 위해 사전투표를 통해
투표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언제부터 우편을 통한 사전투표 용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11월 6일 중간선거를 위한 사전투료 용지 신청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편으로 받아서 작성하고 다시 보내는데까지 걸리는 충분한 시간을 염두해야 합니다.
11월 6일 저녁 7시까지는 모든 사전 투표 용지가 해당 카운티 등록 사무소로
도착해야 하며, 늦어도 10월 26일 금요일 까지는 사전 투표용지 신청서를 보내야
무리없이 절차에 따라 투표할 수 있습니다.
질문: 사전 투표용지를 받기위해 필요한 내용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답변: 첫번째로 본인이 유권자 등록이 되어있으며 현 거주지 주소가 업데이트
되어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유권자 등록 여부는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vp.sos.ga.gov/MVP/mvp.do
신청서를 꼼꼼히 읽고 작성, 서명합니다. 조지아 주 국무부 신청서 일
경우, 조지아 주 운전면허증 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신속한 투표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질문: 누가 나를 대신해서 사전 투표용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장애가 있다거나, 영어를 읽지 못한다거나, 임시로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권자 본인 스스로가 사전 투표용지를 신청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질문: 다른 사람이 사전 투표 용지를 우편으로 대신 보내서 투표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장애가 있어 가족이나 친척이 우편을 대신 붙여줘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꼭 본인이 보내야 합니다.

조지아 민주당 제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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