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권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위해 
제작된 본 안내서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투표할 수 있는지를 포함해 선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언제 투표할 수 있나요?
•  뉴욕주 예비선거는 6월 28일 열립니다. 
•  사전투표기간인 6월 18일(토) ~ 6월 26일(일) 사이에 미리 

투표할 수도 있습니다.
•   6월 27일(월)에는 사전투표를 할 수 없으니 유의하세요.

이번 예비선거에서는 어떤 경선이 열리나요?
•  연방 상원의원 
•  연방 하원의원 
•  뉴욕 주지사 
•  뉴욕 부주지사 
•  뉴욕주 법무장관 
•  뉴욕주 감사원장 
•  뉴욕주 상원의원 
•  뉴욕주 하원의원
•  뉴욕주 제1심법원(Supreme Court) 판사 
•  민사법원 판사 
•  유언검인법원 (맨해튼)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 대한 내용은 뉴욕시 
공식 유권자 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페이지 voting.nyc/candidates를 방문하세요.  

목차 
3 투표 방법  
4 유권자 권리  
5 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투표 지원  

6 연방 선거   
6~7 뉴욕주 선거  
8 NYC Votes 프로그램이 무엇인가요?

선거 일정 
6월 3일    유권자 등록 마감일

6월 13일   부재자 투표용지 신청 마감일 
(온라인 및 우편 접수) 

6월 18일    사전투표 기간 첫날 

6월 26일    사전투표 기간 마지막 날 

6월 27일    부재자 투표용지 신청 마감일 
(방문 접수 -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6월 28일    예비선거일  
(오전 6시 ~ 오후 9시) 

부재자 투표용지 접수 마감일 
(우편 접수 시 늦어도 이날 
소인이 찍혀야 합니다. 아니면 
투표소를 방문해 반환해도 
됩니다.) 

2022년 뉴욕시 유권자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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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투표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뉴욕시 유권자는 
이번 선거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 투표용지를 신청하기만 
하면 됩니다.  

6월 13일까지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세요. 

사전투표 
선거일 전 투표소를 방문해 현장 
사전투표할 수도 있습니다!

선거일 

부재자 투표용지를 신청하려면: 
•  웹사이트 nycabsentee.com을 방문하세요.
•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로 연락하세요. 전화번호는 866-VOTE-NYC 

(866-868-3692), 청각장애 통역전화는 TTY 212-487-5469입니다. 
•  가까운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하세요. 방문 신청 

마감일은 6월 27일입니다. 

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투표 지원 
특수 부재자 투표용지를 요청하면 화면낭독 프로그램을 사용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웹페이지 nycabsentee.com/accessibility를 
방문하거나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세요.  

투표용지 우송 여부 조회 
내 부재자 투표용지가 접수되었는지 확인하려면 nycabsentee.com/
tracking을 방문하세요. 

투표소 위치와  
투표시간

자신의 투표소 위치와 투표시간을 확인하려면:
•  웹페이지 findmypollsite.vote.nyc를 방문하세요. 
•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로 연락하세요. 전화번호는 866-VOTE-NYC 

(866-868-3692), 청각장애 통역전화는 TTY 212-487-5469입니다. 

기억하세요
6월 28일 예비선거일 투표시간은 오전 6시 ~ 오후 9시입니다. 꼭 자신의 
지정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상황에 따라 투표소 위치가 변경될 수도 있으니 투표하러 가기 전 꼭 
재확인하세요! 

기억하세요
•  자신의 지정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지정 

사전투표소 위치는 대부분 선거일 투표소와 다르니, 이점도 유의하세요. 
•  투표시간 또한 요일별로 다를 수 있으니 투표하러 가기 전 투표소 

위치와 투표시간을 꼭 재확인하세요. 

사전투표 기간 
토요일  6월 18일 
일요일  6월 19일 
월요일  6월 20일 
화요일  6월 21일 
수요일  6월 22일 

목요일  6월 23일 
금요일  6월 24일 
토요일  6월 25일 
일요일  6월 26일

투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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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cvotes

소셜 미디어에서  
NYC Votes를 
팔로우하고 선거에 대한 
최신 정보를 받아보세요! 

유권자로서 내게 
어떤 권리가 있나요?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면 본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뉴욕시 등록 유권자인 경우. 
•  최소한 만 18세이고 미국 시민인 경우. 
•  투표시간 내에 투표소에 도착해 줄을 선 경우. 

모든 선거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투표소 안내요원이나 통역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언어 지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다음 번호로 
연락하세요: 866-VOTE-NYC (866-868-3692), 청각 
장애 통역전화 TTY 212-487-5469. 

•  도움을 줄 사람과 투표소에 동행할 수 있습니다. (단, 
고용주나 노조 대표는 제외) 

•  이 유권자 안내서를 포함해 원하는 자료를 지참할 수 
있습니다. 

•  투표기가 고장이 나더라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  투표소 유권자 명부에 귀하의 이름이 없다면 선서투표용지

(affidavit ballot)를 요청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  휠체어를 비롯한 보행 보조기구 사용 시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  특수기표용구를 사용해 기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투표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누구에게  
요청할 수 있나요?
•  투표소에 문제가 있다면 투표소 안내요원에게 

이야기하세요. 아니면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로 
연락하세요. 사무실 전화번호는 1-866-Vote-NYC (1-
866-868-3692), 청각장애 통역전화는 TTY-212-487-
5496입니다.  

•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유권자 보호 핫라인으로 
전화하세요 (1-866-Vote-NYC [1-866-868-3692]). 
교육과정을 수료한 유권자 보호 자원봉사자와 통화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뉴욕주 법무장관실에 민원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웹페이지 ag.ny.gov/election-hotline을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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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접근성 
모든 뉴욕시 유권자는 혼자 독립적으로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장애가 있거나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라 기표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유권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 부재자 투표용지 
시각 장애가 있거나 팬으로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유권자분들도 우편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화면낭독 프로그램을 사용해 투표용지 
내용을 확인하고 컴퓨터로 기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특수 부재자 투표용지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웹페이지 
nycabsentee.com/accessibility를 방문하거나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로 연락해 요청하세요. 사무실 전화번호는 
1-866-Vote-NYC (1-866-868-3692), 청각장애 
통역전화는 TTY-212-487-5496입니다.

특수기표용구 (Ballot Marking 
Device)
기표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유권자를 위해 모든 
투표소에는 특수기표용구(BMD)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 기구는 시각 장애가 있거나 
팬으로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유권자분들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특수기표용구 사용을 원하시면 투표소 안내요원에게 
말씀하세요! 특수기표용구를 사용하면 투표용지 내용을 
화면상으로 확인하거나 오디오 헤드폰을 통해 들을 수 있고, 
다른 언어로 번역해 볼 수도 있습니다. 

특수기표용구를 사용하면 다음 4가지 
방법으로 기표할 수 있습니다:

•  투표용지 내용을 확대해서 보려면 <ZOOM IN>을, 다시 
원래 크기로 되돌리려면 <ZOOM OUT>을 선택하세요. 
<HIGH CONTRAST>를 선택하면 내용을 검은색 바탕에 
흰색 글자로 볼 수 있습니다. 

•  오디오 헤드폰으로 내용을 들을 때 소리 크기와 속도를 
조종하는 것은 물론 내용을 다시 들을 수도 있습니다. 

•  잊지 마세요! 기표한 투표지를 스캐너에 삽입하기 
전까지는 투표를 마친 것이 아닙니다.

•   투표지를 스캐너에 삽입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면 투표소 
안내요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언어 지원 및 통역 서비스  
다수의 뉴욕시 투표소에는 통역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원한다면 가족, 친구, 개인 통역사와 동행해 투표용지 
내용을 이해하고 기표하는 데 도움을 받아도 됩니다. 

어느 투표소에서 통역 지원이 제공되는지 확인하려면
voting.nyc/accessibility를 방문하거나 1-866-VOTE-
NYC (1-866-868-3692)로 전화문의하세요. 

빨대식 
(sip & puff) 
기표장치 

터치스크린 

발 조작식 
(rocker 
paddle) 
기표장치 

키패드  
(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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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공직자들은  
어떤 일을 하나요? 
선출직 공직자들은 일자리, 주거, 교육, 의료 
정책과 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각 직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서 확인하세요.

이번 예비선거에서 어떤 경선이 열리는지 
확인하려면 findmypollsite.vote.nyc를 
방문하거나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로 
연락하세요. 사무실 전화번호는 1-866-Vote-
NYC (1-866-868-3692), 청각장애 
통역전화는 TTY-212-487-5496입니다.    
 
연방 선출직
연방 상원의원

미국 의회는 상원과 하원, 양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원은 총 100명의 의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주를 
대표하는 의원이 2명씩 있습니다. 상원의원 임기는  
6년입니다. 

모든 법률안은 상•하원을 통과한 뒤  대통령이 서명해야 
법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연방 상원의원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안 발의, 심의 및 표결 
•  대통령이 지명한 고위공직 (장관, 대법관, 연방 법원 판사,

등)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 행사 
•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 대한 감독권 행사 

연방 하원의원
미국 의회는 상원과 하원, 양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원은 총 435명의 의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주를 
대표하는 의원의 수는 인구비례에 의해 배정됩니다.   
2023년 뉴욕주는 하원에서 26석을 배정받습니다. 

하원의원 임기는 2년입니다. 

모든 법률안은 상•하원을 통과한 뒤 대통령이 서명해야 
법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연방 하원의원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안 발의, 심의 및 표결 
•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 대한 감독권 행사 

주 선출직
주지사
주지사는 뉴욕주 정부의 지도자이며, 임기는 4년입니다. 
주지사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에 대한 승인•거부권 행사 
•  주 정부의 연간 예산안 편성
•  교육부와 같은 주 부처의 수장 임명 
•  주 수감자에 대한 사면•감형권 행사 

부주지사
부주지사는 주지사에 이어 뉴욕주 정부에서 두 번째로 높은 
공무원입니다.  부주지사의 임기는 4년이며,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 의회 의장직 수행 
•  주지사가 임기 도중 사망, 사임, 또는 탄핵 시 남은 임기 

동안 주지사직 대행 

법무장관  
법무장관은 뉴욕주 정부의 최고 법무 책임자이며, 임기는  
4년입니다.  법무장관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뉴욕 주민, 단체 및 천연자원의 법적 권리 보호 
•  주 행정부에 법적 자문 제공 
•  뉴욕주 조직범죄 전담반과 메디케이드 사기 방지반이 

수행하는 수사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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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감사원장은 뉴욕주 정부의 최고 재정 책임자이며, 임기는  
4년입니다. 감사원장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와 지방 정부가 세금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해 
공익을 증진하도록 재정 감독권 행사 

•  주 공무원 연금 시스템 관리 
•  주 정부 계약 검토 및 회계감사 

주 상원의원
뉴욕주 의회는 상원과 하원, 양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 상원 의석수는 63석입니다. 주 상원의원 임기는 2년이고, 
연임 제한은 없습니다. 주 상원의원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안 발의 및 의결
•  주 정부 예산안 승인
•  주 의회가 의결한 법안에 대해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를 받아들이거나 재의결을 통해 법률로 최종 확정
•  주지사가 지명하는 주 공직 후보자와 판사 후보자에 대한 

임명 승인권 행사

주 하원의원 
뉴욕주 의회는 상원과 하원, 양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 하원 의석수는 150석입니다. 주 하원의원 임기는 
2년이고, 연임 제한은 없습니다. 주 하원의원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안 발의 및 의결
•  주 정부 예산안 승인
•  주 의회가 의결한 법안에 대해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를 받아들이거나 재의결을 통해 법률로 최종 확정

사법부 공직 후보자에 대한 정보는  
voting.nyc/elected-offices에서 확인하세요.

후보들을 
만나보세요 
이번 선거에 어떤 후보가 어떤 공약을 걸고 
출마했는지 궁금하시다면 뉴욕시 공식 
유권자 안내서를 확인하세요. 웹페이지 
voting.nyc/candidates를 방문하세요. 

 
다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후보 프로필 
• 후보 소셜미디어 및 홈페이지 링크 
• 한국어, 중국어, 벵골어, 스페인어 번역본

웹사이트 voting.nyc를 방문하세요 선거일 투표시간: 오전 6시 ~ 오후 9시    7



NYC Votes  
프로그램이 무엇인가요?

NYC Votes는 지방 선거를 공정하고, 
포용적이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설립된 
독립 기관인 뉴욕시 선거재정위원회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뉴욕시 내 다양한 
커뮤니티와 유권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를 만들고자 유권자와 
공직 후보가 더 능동적으로 선거 과정에 
참여하도록 돕는 일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 저희는 투표율이 낮은 지역 
주민의 정치 참여를 지원하고, 후보 등록 
조건을 완화하며, 선거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합니다. NYC Votes는 다수의 
커뮤니티 단체, 자원봉사자, 시 기관과 
협력해 뉴욕시 유권자 등록, 교육, 참여를 
증진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분들과 선거의 중요성과 선거 과정에 
대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988년 설립된 선거재정위원회는 선거에 
어떤 후보가 출마했는지, 또 이들이 어떻게 
선거자금을 모금했는지 알리는 일도 
합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선거자금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후보는 지역 주민에게 
받는 후원금 $1마다 추가로 최대 $8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익집단보다 주민의 의견에 더 귀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 (BOE)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련 행정을 총괄하는 
기관입니다. 이의 일환으로 유권자 명부와 
투표소를 관리하고, 개표를 담당하며, 선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자신의 유권자 등록 정보를 
갱신하거나 부재자 투표용지를 신청하려면 
선관위로 연락하세요. 투표소 안내요원이나 
통역사로 지원하고 싶으신 분들도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도와드릴 것입니다. 

웹사이트 vote.nyc를 방문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866-VOTE-NYC (866-868-3692), 청각장애 
통역전화 TTY 212-487-5469

본부 사무실
32-42 Broadway  
7th Floor 
New York, NY 10004 
Phone: 212-487-5400

브롱스
1780 Grand Concourse  
5th Floor 
Bronx, NY 10457 
Phone: 718-299-9017

브루클린
345 Adams Street  
4th Floor 
Brooklyn, NY 11201 
Phone: 718-797-8800

맨해튼
200 Varick Street  
10th Floor 
New York, NY 10014 
Phone: 212-886-2100

퀸즈
118-35 Queens Boulevard 
11th Floor 
Forest Hills, NY 11375 
Phone: 718-730-6730

스태튼 아일랜드
1 Edgewater Plaza  
4th Floor 
Staten Island, NY 10305 
Phone: 718-876-00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