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전 [                         ]입니다.	
	
미시건에서는 여러분이 현재 노숙 생활을 하는 중이더라도 여전히 

투표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신분증이 없어도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는 점을 알기 바랍니다.	
	
모든 유권자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미국 시민권자여야 하며 

선거일에 최소한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투표 등록하기	
	
집이 없는 경우, 거리 모퉁이, 쉼터, 공원 또는 주로 머무는 다른 

장소를 주소로 적어 투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주소는 지역 보호소, 봉사 센터, 변호 단체 또는 우편물을 대신 받아줄 

사람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 카운티, 시나 읍 사무국 또는 장애인에게 공공 지원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국가 기관에 가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주 신분증 또는 운전면허증이 있고 컴퓨터 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Michigan.gov/Vote에서 온라인 투표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8월 2일 예비선거의 경우 7월 18일 

이후)에는 시 또는 군구 사무소에 가서 등록을 하고 미시간 주에 살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해당 장소에서는 선거 당일 오후 8시까지 

바로 등록해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인 경우, 교류하는 보호소, 교회 또는 공공 

지원 기관으로부터 여러분이 미시간 주에 살고 있으며 여러분의 

이름을 입증해주는 편지를 가져와야 합니다.	
	

아니면 주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신분증과 

면허증을 거주 증명서로서 지참할 수 있습니다.	
	
투표 옵션 	
	

투표 등록을 마치면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인 6월 23일로부터 40일 전에는 시 또는 군구 사무소에 가서 

사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부재자 투표용지를 사무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무원들이 

여러분에게 신청서 작성과 서명을 요청합니다. 	
	
주 신분증 또는 운전면허증이 있고 인터넷 접속을 할 수 있는 경우 

Michigan.gov/Vote에서 온라인으로 부재자 투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무원이 부재자 투표용지를 여러분이 지정한 주소로 보내거나 

여러분에게 직접 제공합니다. 준비가 완료되면 작성한 후에 봉투에 

서명하고 반납하면 됩니다.	
	



	

	

반송할 때에는 사무원에게 반송함이 있는 경우 해당 반송함에 넣으면 

됩니다. 또는 사무소로 가져와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우편으로 보낼 거면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선거일 2주 전까지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하게 투표하기	
	
여러분이 어떻게 투표하든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와 사무소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위생 수칙을 준수합니다. 

그리고 물론, 반송함에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투표하는 것 또한 매우 

안전합니다.	
	
직접 투표할 경우 본 기관은 유권자들이 투표 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유권자 신분증	
	
투표소에 가면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하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사진이 있는 신분증이 없어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사진이 있는 ID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간단한 성명서에 

서명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투표용지는 다른 모든 투표용지와 

똑같이 투표 처리됩니다.	
	
결론	
	
몇 가지 더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투표 등록을 할 수 없거나 투표할 수 없다고 

말하면 ACLU 또는 제 사무실에 연락하여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 부서의 전화번호는 888-SOS-MICH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왜 내가 이번 선거나 다른 선거에서 투표를 해야 하는지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이렇습니다.	
	
투표는 우리 각 개인에게 힘을 줍니다. 투표는 우리의 공동체, 주 

그리고 국가를 개선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와줍니다. 	
	
어떤 선거는 한 표로 결정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가 되어 모든 

유권자들이 함께 조화로운 목소리를 내고 서로를 높일 때 서로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