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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가 투표시 숙고할 정책 현안

한인 유권자께,

올바른 이민정책의 실행을 위한 포괄적인 해결책(이민 개혁)

각각의 선거는 우리의 정치적 의견과 정책 지향을
표현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
변화의 한 방법으로서 저희는 선생님의 적극적인
투표참여를 희망합니다. 선생님의 투표는 공공의료,
이민정책, 총기규제, 공권력 행사 등의 현안을 향후
정치권이 논의할 때 중요한 의견으로 작용합니다.

안타깝게도 현재의 붕괴된 이민 시스템의 개혁이 수 년째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혼란과
고통, 가족 생이별과 역사상 최대 숫자의 이민자 추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거후 대통령과 의회는
이미개혁을 정책현안의 우선 순위로 다루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민자 권리 보호, 시민권 취득이 보장된
서류미비자 합법화, 이미업무 적체 해소를 포괄하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유권자들은
각 후보들이 불합리한 이민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 어떤 이민정책 공약과 입장을 천명하는지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저희 연맹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지
않지만 모든 뉴욕 시민들의 광범위한 투표 참여가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유권자라면
다음 행정부와 의회를 이끌 대표자들을 선출하는
2016년 각급 선거에서 꼭 투표하시길 바랍니다.
아시안 정치력 신장 단체 연맹

공공의료와 보험
아시안아메리칸들은 이민신분, 부족한 소득, 문화와 언어 장벽, 불충분한 정보 등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미전역의 아시안아메리칸중 10.6%가 무보험자입니다. 뉴욕시는
12.8%로 전국 평균보다 더 높습니다. 유권자들은 어떤 후보가 모든 커뮤니티 주민들을 아우르는 의료
정책 방안을 갖고 있는지 세심히 비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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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선거
본선거(총선거)

예비 선거
대통령

연방 의원

주의원

대통령

선거일

4월 19일, 화요일

6월 28일, 화요일

9월 13일, 화요일

11월 8일, 화요일

투표 대상 공직

대통령

연방 상원의원의 ⅓ (1명의
뉴욕주 연방상원 포함)

뉴욕주 상원의원 63명 전원

각 예비선거에서 승리한
각급 공직 후보들

뉴욕주 하원의원 150명 전원

연방 하원의원 435명
전원 (27명의 뉴욕주 연방
하원의원 포함)

각급 공직별로
투표시 숙고해야
할 정책 현안의
예시

확대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DACA) 와 부모
추방유예(DAPA)

포괄적 이민개혁

뉴욕주 최저임금 인상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 케어)

뉴욕주 드림액트

미등록 상태인
사람 유권자 등록
마감일

3월 25일

6월 3일

8월 19일

10월 15일

부재자 투표 신청
마감일

4월 12일

6월 21일

9월 6일

11월 1일

2017년은 시선거의 해로 뉴욕시장과 51명의 뉴욕시의원을 비롯한 뉴욕시 공직자들을 선출하게 됩니다

예비선거의 중요성
예비선거에선 본선거에 나설 각 당의 후보를
결정하게 됩니다.

민주당 소속 유권자여야 합니다. 공화당의
경우도 같은 원리입니다.

뉴욕주는 “닫힌 예비선거Closed Primary”
제도를 시행하므로 오직 정당 등록을 한
유권자만이 예비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게는 두 개의 주류 정당 –민주당 또는
공화당-만이 예비선거를 개최합니다.

뉴욕주에선 많은 경우(특히 주의원과 시의원
선거에서) 예비선거에서 실질적인 최종
당선자를 결정하며 선거과정에서의 후보간
경쟁도 심합니다.

예를 들어 4월 19일(화)에 개최되는 뉴욕주
민주당 대통령 예비선거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특정 정당에 가입해도 본선거에선 당적에
상관없이 아무 후보에게 투표해도 됩니다.

예비선거 참여 자격 요건
 드시 예비선거를 개최하는 해당 정당에 등록한 유권자여야
반
합니다.
 등록 상태인 사람은 각 예비선거일 기준 25일 전까지 유권자
미
등록을 하며 소속 정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약 이미 유권자 등록이 된 상태에서 소속 정당을 바꾸려면
만
유권자 등록 양식의 13번 항목에서 정당을 선택하고 유권자
재등록을 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 한 번의 본선거가 지나고 그 다음
선거부터 적용됩니다.

This voter guide is part of a campaign by APA VOICE: Voting and Organizing
to Increase Civic Engagement. Our goal is to increase awareness and civic
participation in the Asian Pacific American community.
We are non-partisan and do not support any political party or candidate.

투표하기
선거에 관한 자주하는 질문과 대답
투표는 어디에서 하며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선거구는 무엇입니까?
투표소와 선거구는 거주지 주소에 따라 다릅니다. 온라인 투표소 찾기 기능(http://nyc.pollsitelocator.com/
search)을 이용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1-866-868-3692)에 전화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선거구의 선출직 공직자는 누구입니까?
온라인(http://gis.nyc.gov/doitt/nycitymap/)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든 유권자는 소속 선거구별로 연방,
주와 시 차원의 대표자(선출직 공직자)가 있습니다.

내가 유권자 등록이 되어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https://voterlookup.elections.state.ny.us/)에서 검색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1866-868-3692)에 전화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 선거때마다 유권자 등록을 다시 해야합니까?
아닙니다. 한 번 유권자 등록을하면 계속 유효합니다. 그런데 지난 두 번의 연방선거에서 투표하지 않았다면
유권자 등록을 다시 해야 합니다.

만약 이름이나 주소가 바뀌었으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그런 경우에는 선거일 기준 20일 전에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유권자 등록 신청
양식을 작성해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다가오는 선거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 통지서나 기타
정보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합니까?
선거관리위원회(1-866-868-3692)에 전화하거나 온라인(https://voterlookup.elections.state.ny.us/)
을 통해 본인의 유권자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에 갔는데 만약 유권자 명부에 내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합
니까?
어떤 이유로든지 투표소에서 그냥 쫒겨날 수 없습니다. 만약 본인이 유권자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면 대체
투표용지(affidavit ballot)를 사용해 투표해도 됩니다.

투표할 시간이 없으면 어떻합니까?
투표소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개방합니다. 그런데 만약 근무시간때문에 투표할 충분한 시간이
없다면 고용주는 반드시 종업원에게 투표소에 갈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종업원은 고용주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는게 좋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1-866-868-3692)에 문의하십시오.
웹사이트에서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http://www.elections.ny.gov/NYSBOE/elections/AttentionEmployees.pdf

투표소에 무엇을 지참해야 합니까?
대체로 처음 투표를 하는 유권자들은 유권자 등록시 신청 양식에 기재했던 소셜 번호나 운전 면허증 번호를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유권자 등록 신청시 양식에 상기 번호들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만약 이전에 투표한 적이 있다면 신분증 제시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교부한 유권자 등록 카드를 지참하면 좋습니다.

만약 선거일에 투표소를 갈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부재자 투표용지에 투표한 후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부재자
투표를 신청하려면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선거일에 여행을 하거나 본인이 질병 또는
장애로 투표소에 갈 수 없는 경우 또는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을 돌보아야 하는 이유 등이 해당됩니다.
부재자 투표 신청을 하려면 거주지 근처의 선거관리위원회(1-866-868-3692) 사무소에 연락하거나
웹사이트에서 신청 양식을 내려받아도 됩니다: http://www.elections.ny.gov/VotingAbsentee.html.

투표소에서 도움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만약 장애가 있거나 투표용지를 읽을 수 없다면 연방법은 해당 유권자가 친구나 친지를 기표소안에 동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투표소엔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통역원이 비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 방법
등록 자격을 갖추었으며 아직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았으면:
 거주지 근처의 아시안단체연맹 APA VOICE
소속단체(민권센터 등)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십시오: 단체 실무자가 유권자 등록 신청
양식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유권자 등록 신청 양식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나
도서관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차량국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등록해도 됩니다:

www.dmv.ny.gov/mydmv/motv-pop.htm
 아래 웹사이트에서 유권자 신청 등록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elections.ny.gov/

VotingRegister.html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걸어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1-800-FOR-VOTE)
유권자 등록 자격 요건:
미국 시민권자
 등록 당시 연말 기준으로 18세 이상. 만약 현재 17
세이며 등록 연도에 18세가 된다면 유권자 등록이
가능하며 18세 생일 이후의 선거부터 참여자격 부여
현 주소지에서 선거일 이전에 최소 30일 거주
 감옥에 수감중이거나, 중범죄자로 가석방중이거나
법원에 의해 금치산자 판정을 받지 않은 사람
 동시에 타국이나 타주에서 투표권 획득을 시도하지
않은 사람

만약 투표할 수 없다면?
투표 자격 보유 유무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목소리는
여전히 소중하고 변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현안을 놓고 투표할
수 있는 주변의 친구, 급우, 직장 동료 등과 선거를
주제로 대화하고 투표참여를 권하십시오.
 현안에 따라 적절한 단위의 의원들의 사무실에
전화해 여러분의 의견을 전달하십시오(그들은 모든
주민들을 위해 봉직할 의무가 있습니다!).
 좋은 정강정책을 가진 후보를 후원 또는
자원봉사로 도우십시오.
 유권자인 가족이나 친구와 이 선거 안내 전단을
공유하십시오.

선거에 대하여 질문이나 문제가 있으시면
718-460-5600 으로 전화주십시오.

아시안단체연맹 APA VOICE는 아시안아메리칸 커뮤니티의 시민참여를 증진하고자 18개 단체로 구성된 협의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