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맞춤형 유권자 정보를 보려면 다
음을 방문하세요.

부재자 투표

부재자 사전 투표

선거 전날 오후 4시까지 해당 시 또는 군/구 사무원 사무소서 부재자 사전 투표에 
참여하세요.

사무원들은 선거일에 부재자 투표용지를 집계합니다.

귀하가 목격한 유권자 협박, 괴롭힘 또는 강압 행동을 신고하세요.
선거 운동원에게 알리거나 초당적 선거 보호소에 연락하세요. 핫라인: 

866-OUR-VOTE.

투표용지 반송 봉투 뒷면에 서명하기.
사무원이 보유한 파일의 서명과 봉투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으면 투표가 무효처리됩니다.

7월 18일까지 우편으로 보내기.
만약 투표용지를 손으로 직접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발송해야 하며 8월 2
일 선거일 전 2주 이내에 발송을 완료해야 합니다.

투표용지 추적하기.
투표가 처리됐는지 Michigan.gov/Vote 를 방문하여 
확인하도록 합니다. 만약 처리되지 않았다면 즉시 담당 
사무원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모든 유효한 부재자 투표용지는 명씩 짝을 이룬 

7월 18일 후에 우편으로 발송하기.
우편물 지연을 방지하려면 사무소나 투표용지 투표함에 
직접 제출하도록 합니다. 꼭 그래야만 하는 경우에만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보냅니다.

직계 가족이나 가족 구성원이 아닌 사람에게 투표용지를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기.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해외에서 복무하는 사람들이 큰 장벽이나 장애물 없이 우리의 민주주의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군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를 돕기 위한 특별 서비스가 
현재 제공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이 투표를 훨씬 더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새로운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Michigan.gov/Vote 에서 유권자 등록을 진행하거나 등록 상태를 확인하세요.

•    FVAP.gov 의 연방 투표 지원 프로그램에서 연방 우편 카드 신청서(FPCA)를
    다운로드하고 작성을 완료하여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이메일, 팩스 또는 일반 우편으로 부재자 투표용지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세요.

•    FVAP.gov  에서 FPCA를 다운로드하세요.

    내용을 작성하고 투표용지를 받는 방법을 나타내는 상자에 체크 표시를
    하세요.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담당 지역 사무원에게 FPCA를 제출하세요.

•    Michigan.gov/Vote 를 방문하여 요청한 투표 용지의 상태를 확인하고 미리
    투표 용지를 확인하세요.

투표용지를 가능한 한 빨리 일반 우편으로 반송하여 선거일까지 도착하게 하세요.

미시간 주무장관 조셀린 벤슨은 군인들과 그 가족들의 투표를 집계하고 그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입법 조치를 제안합니다.

주무장관은 계속해서 해외에서 복무하는 군인들과 그들의 배우자들이 안전하게 
그들의 투표용지를 전자 수단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지지합니다.

이메일 Secretary@Michigan.gov로 피드백을 이메일로 보내어 대화에 여러분의 
의견을 더하세요.

개인 맞춤형 유권자 정보를 보려면 다
음을 방문하세요.



개인 맞춤형 미시간 선거 정보 소스

투표 등록하기

유권자 등록 상태 확인하기

부재자 투표 신청하기

담당 사무원 찾기

투표용지 샘플 보기

내 부재자 투표용지 추적하기

내 선거 관할 구역의 투표함 위치 확인하기

내 투표 위치 확인하기

에
방문하세요



선거 운동원에게 알리거나 초당적 선거 보호소에 연락하세요. 핫라인: 
866-OUR-VOTE.

Michigan.gov/Vote에서 등록 상태를 확인하고 투표소를 
찾아보세요.등록이 최신 상태가 아니라면 거주 증명서를 
지참하여 즉시 사무소를 방문하세요.

사진 신분증 지참하기.
사진 신분증이 없다면 투표 전에 증명서에 서명해야 니다.

유권자 지원 터미널 사용 요청하기.
장애가 있거나 사용을 원하는 경우 선택합니다.

투표용지의 기밀성 유지하기.
투표할 때를 제외하고 보안 봉투에 투표용지를 넣은 후 
집표기에 투표용지를 넣을 때까지 잘 보관합니다.

자신이 여론 조사관이나 후보자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말하기. 해당 인물들은 유권자들에게 말을 거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선거 운동원에게 위반 사항을 즉시 
보고합니다.

투표하지 않고 투표장 떠나기.
법에서는 오후 8시까지 줄을 서 있는 사람은 누구나 
투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리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이 투표용지는 여러분 개인용 투표용지이며 본인이 직접 
집표기에 넣어야 합니다.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여러분이 목격한 유권자 협박,
괴롭힘 또는 강압 행동을 신고하세요.

개인 맞춤형 유권자 정보를 보려면 다
음을 방문하세요.



개인 맞춤형 유권자 정보를보려면 다
음을 방문하세요.

출소 시민

최소 18세 이상이며 미국 시민이고 
미시간 주의 시민이라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과거 유죄 기록이 있어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가석방 중에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보호 감찰 중에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교도소 수감 
판결 대기 중에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미시간 주 신분증 또는 운전면허증
을 최근에 받았거나 갱신했으며 투표 등록하지 
않기로 결정하지 않은 한 유권자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선거일이 
면허증을 발급받거나 갱신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나지 않았지만 해당 선거의 투표에 참여하려면 
추가 서류를 가지고 해당 지역 사무소에 가야 합니다.



ATTENTION VOTERS:

선거일에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권자 알림

개인 맞춤형 유권자 정보를 보려면
다음을 방문하세요. 

사전에 등록하지 않았지만 8월 2일 화요일에 투표에 참여하려는 
경우 오후 8시까지 시 또는 군/구 사무원의 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후, 사무소에 있는 동안 부재자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참해야 하는 항목...

군/구 또는 시 사무원 사무소 방문 시 다음과 같은 거주 증명서를 
가져오세요.

•    미시건 주 자동차
     운전면허증 또는 주 
•    신분증 현재 거주지 
•    은행 청구서

•    급여 명세서 또는
     정부 수표
•    기타 정부 문서
•    대학 또는 대학교 

누가 투표 등록을 할 수 있나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투표 등록시)미시간 주민이어야 하며, (투표 당시)해당 시
     또는 군구의 주민으로서 해당 시 또는 군구에 최소 30일 이상
     거주해야 함
•    미국 시민
•    최소 18세 이상(투표 당시)
•    현재 감옥이나 교도소에서 복역하지 않고 있지 않아야 함



집에서 투표용지 요청하기

추천: 7월 18일까지 Michigan.gov/Vote 에서 우편/온라인으로 
등록하세요.

필요한 경우 선거일 이전 및 선거일에 거주 증명서를 지참하여 
해당 지역 사무소에 방문하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투표하기

Michigan.gov/Vote에서 신청서를 신청하거나 다운로드하세요. 
액세스 가능한 신청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지역 
사무원에게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추천: 모든 선거마다 집에서 투표할 수 있는 신청서를 자동으로 
받으려면 등록하세요.

투표용지 제출하기

개인 맞춤형 투표 정보는 Michigan.gov/Vote를 방문하여 
확인하세요. 8월 2일 화요일 오후 8시까지 유권자의 지역 
사무원이 수령했으며 서명이 일치하는 유효한 부재자 투표용지는 
모두 집계됩니다.

투표용지를 투표함(지역 사무원이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사무원 
사무소에 직접 제출하세요. 먼저 장소와 시간은 문의하세요. 혹은 
투표용지를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최소한 선거일 2주 전에 
우편으로 제출하세요.

소중한 한표를 꼭 행사하세요

개 인 맞춤형 유권자 정보를 보려
면 다음을 방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