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투표 가이드 : 질의 응답
유권자 보호 핫라인: 888-730-5816
질문: 제가 조지아에서 투표 할 자격이
되나요?
답변: 본인이 미국 시민권자로 선거일
(2018년 11월 6일)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이 되고 조지아에 거주하고 있다면
투표 하실 수 있습니다. 중죄의 확정으로
수감중이거나 또는 가석방 및 보호관찰
중에 있지 않은 자 그리고 관할 법원에
의하여 정신적 무능력자로 간주되지 않은
자에 한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

질문: 유권자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유권자 등록은 온라인 상에서단 2
분이면 충분합니다. RegisterToVote.
sos.ga.gov사이트로 가신후에, 이름,
생년월일, 조지아 주 운전면허 등록번호
또는 신분증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조지아 주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이
없을 경우, 웹사이트에서 서면으로 된
신청서를 출력하신 후 해당 접수처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1월 중간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유권자 등록 마감일은
2018년 10월 9일 입니다.

질문: 제가 유권자 등록을 이미 했다면요?
답변: 유권자 등록을 한적이 있다면,
mvp.sos.ga.gov 사이트를 사용해서
현재도 유효한지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본인의 유권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주소 변경등 필요한 정보 변경도
가능합니다. 정보 변경과 재 등록 기한은
2018년 10월 9일까지 입니다.

질문: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나요?
답변: 예, 어떤 이유로든 조지아 유권자는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유권자로 등록되어있는 카운티에 부재자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조지아
주 국무부 사이트 http://sos.ga.gov/
admin/files/
Absentee_Ballot_Application_2018.pdf
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질문: 언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나요?
답변: 부재자 투표 용지는 현재도
신청할 수 있으며, 제 시간에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10월 26일전까지
부재자 투표용지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카운티 사무소에서는
10월 전에 부재자 투표용지를 보내기
시작할 것이며, 받으신 후에는 작성후
우표 2개를 붙여서 꼭 11월 2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제가 집에서 투표용지를 받을 수
없을때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선거 기간동안 집을 일정기간
비워야 할때는 투표 용지를 신청할때
선거일에 거주하고 있을 임시 주소로
입력해서 우편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질문: 직접 가서 투표할 수 있나요? 어디로 가면 되나요?
답변: 모든 유권자는 본인이 등록되어있는 카운티 내에서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사전
투표는 10월 15일에서 11월 2일까지 본인이 등록한 해당 카운티 내 투표소에서 실시되며,
11월 6일 투표 당일에는 본인이 직접 지역구 투표소를 방문하여 투표해야합니다.
사전투표소와 지역구 투표소에 관한 정보는 mvp.sos.ga.gov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투표
시에는 정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조지아 민주당 제작 지원

선거일 11월 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