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를 위한 안내

누가 버겐 카운티에서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나요?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유권자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1. 미국 시민권자.
2. 선거일로부터 30 일 전 시점에 버겐 카운티에 거주.
3. 다가 오는 선거일 현재 또는 그 이전에 만 18 세가 됨.
4. 연방법 또는 주법에 따라 기소 가능한 범죄 행위로 인해 현재 복역 중이거나 보호관찰형 또는
가석방에 처해 있지 않음.

어떻게 하면 버겐 카운티에서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나요?
버겐 카운티 선거감독관 사무국에서 또는 우편으로 등록신청 양식을 작성하여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인쇄용 양식을 이용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본 양식은 지방자치단체
서기(Municipal Clerk) 사무국이나 기타 관공서 어디에서나 구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오전 8:30 - 오후 4:30 사이에 선거감독관 사무국에 전화 201-336-6100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나요?
언제든지 등록을 하실 수 있으나, 해당 선거일로부터 최소 21 일 이전에는 등록신청서가 반드시
접수되어야 합니다.

한 번 등록을 하면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버겐 카운티에서 타 카운티로 이사하거나 선거권이 박탈된 경우가 아니라면, 한 번 유권자 등록
시 영구히 유효합니다. 버겐 카운티에서 타 카운티로 이사한 경우에는 옮겨 간 카운티에서
유권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유권자 등록을 할 때 지지 정당을 꼭 밝혀야 하나요?
1. 양쪽 정당의 프라이머리 선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지 정당을 밝히는 것은
선택 사항입니다. 정당원만이 프라이머리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지 정당을 밝히지 않은
유권자로서 최초로 프라이머리 선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프라이머리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반드시 지지 정당을 밝혀야 합니다. 이후 선거감독관 사무국에 서면으로 지지 정당
변경 의사를 알리기 전까지는 기존 정당의 당원 신분이 유지될 것입니다. 또한 유권자는 지지
정당이 없는 상태로 되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2. 프라이머리 선거 이전에 지지 정당을 바꾸고자 한다면 해당 선거일로부터 최소 55 일 전에
서면으로 변경 의사를 밝혀야만 합니다.

이사 때문에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1. 버겐 카운티 내에서 이동한 경우: 버겐 카운티 내에서 이동한 경우에는 본 사무국에 변경된
주소를 서면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a. 선거일 이전에 버겐 카운티의 동일한 타운 내에서 선거구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거나 아니면
버겐 카운티 내에서 다른 타운으로 이동하면서 선거감독관 사무국에 주소 변경을 통보
마감일까지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한 새 타운 또는 선거구에 위치한 투표소 위치로
가서 잠정 투표지(provisional ballot)로 투표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투표소 위치를 문의하려면
지방자치단체 서기(Municipal Clerk)에게 전화하시거나 선거감독관에 전화 201-336-6100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다른 카운티에서 이사 왔거나 다른 카운티로 이사 가는 경우: 선거일로부터 21 일 이상 전에
다른 카운티로 이사 가는 경우에는 새로운 카운티에서 재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재등록을 하지
않으면 투표를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거감독관에 연락하셔서 본인의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 선거일로부터 30 일 미만 전에 다른 카운티 또는 타 주로 이사 간 경우에는 이번 선거에 한해
기존 투표소 위치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 마감일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선거 당일 고등법원 판사 앞에 출석하여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보다 많은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여러분 지역의 선거감독관/선거위원회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을 했거나 이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1. 법적으로 이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유권자 등록 양식을 작성하고 이름 변경란에
표시해야만 합니다.
2. 변경된 이름을 마감일 이전에 선거감독관 사무국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라도 투표는 할 수
있습니다. 투표를 하려면 잠정 투표지(provisional ballot)에 이전 이름과 현재 이름을 기입하고 새
이름으로 서명 하여 투표지를 작성하면 됩니다.

내 사업체 주소를 사용하여 유권자 등록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안 됩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유권자 등록 시에는 거주지 주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거주지란
살고 있는 곳(물리적으로 살고 있는 장소)으로 정의됩니다.

제 자녀가 대학교 캠퍼스 지역으로 이사 가서 그 곳에서 투표를 하고 싶어 하는데,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자녀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 직접 유권자 등록 양식을 작성하고 변경된
주소를 본 사무국에 통보해야 합니다. 자녀가 원할 경우에는 부모님 자택과 같이 본적지로
유권자 등록지를 유지하고 우편 투표지를 보내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지 및

투표 지역은 자녀의 의사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유권자 등록과 투표 지역은 서로 동일해야
합니다.

저는 주택을 2 채 소유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디를 기준으로 등록해야 하나요?
본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거주한다"라는 말은 밖에
나와 있다가 항상 되돌아가고자 하는 장소로, 유권자가 물리적으로 살고 있는 주소만을 기준으로
하여 투표할 자격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편 투표를 신청했는데 투표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우편 투표지 발송 현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선거에 앞서 카운티 서기 선거 분과에 전화
201-336-7020 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2. 선거 당일 해당 투표소에 가실 수 있으며, 본인 이름 옆에 "우편 투표"라고 표시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잠정 투표지(provisional ballot)로 투표하셔야 합니다. "우편 투표"라고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계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집에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샘플 투표지가 집으로 온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달된 투표지는 "return to sender(발송인에게 반환 요망)" 또는 "person has moved(해당 인이
이사갔음)"이라는 간단한 문구를 써서 선거감독관 사무국으로 반송되어야 합니다. 반송된 샘플
투표지를 통해 본 사무국은 해당 유권자가 더 이상 기존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현재 거주지를 찾아내는 작업을 실시할 것입니다. 이처럼 반송된 투표지에는 기존의
주택 소유주 정보 뿐만이 아니라 더 이상 이 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않는 가족 구성원 정보까지
나와 있습니다.
투표소에 있는 유권자 장부에 있는 제 이름 옆에 별도의 문구가 있거나 이름 자체가 누락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본인의 이름 옆에 "Affirmation of Residence(거주지 확인)"라는 문구가 있다면, 이는 본
사무국이 귀하의 샘플 투표지를 배달 불능을 사유로 하여 반송 받은 경우입니다. 기존에 유권자
등록을 한 동일 주소지에 현재에도 거주하고 있다면, 투표소에 있는 유권자 장부 앞에 놓인
"Affirmation of Residence Form(거주지 확인 양식)"을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기계에서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2. 이름이 누락된 경우에는 잠정 투표지로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교사인 저는 제자인 학생들에게 투표 절차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싶습니다. 귀
사무국에서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나요?

선거감독관과 부 선거감독관은 3 학년 이상 학생들을 위해 모의 선거를 마련해 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정보와 함께 본 사무국에 서면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모의 선거를 치르고자 하는 날짜,
참가 학생 수, 필요한 투표 기계 수, 투표지에 기재하고자 하는 내용, 모의 선거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
또한 본 사무국은 투표 기계 보관부(Voting Machine Warehouse division)에서 학생 위원회
선거도 실시합니다.
저희는 서비스 근로자 노동조합으로, 투표 기계를 사용하여 선거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투표 기계 보관부는 자체 선거를 실시하고자 하는 단체(노동조합, 경찰 주직
등)를 위해 별도의 이용료를 받고 투표 기계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버겐 카운티에서는 언제 선거를 실시하나요?
프라이머리 선거 - 6 월 첫째 월요일 다음 날인 첫째 화요일.
일반 선거 - 11 월 첫째 월요일 다음 날인 첫째 화요일.
프라이머리 및 일반 선거 투표 시간은 오전 6:00 - 오후 8:00 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선거 정보
비정당 선거는 5 월 둘째 화요일에 실시합니다. 버겐 카운티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정당 선거를 실시합니다: Garfield, Hackensack, Lodi, Lyndhurst, Ridgefield
Park, Ridgewood, Teaneck, Teterboro. 투표소는 오전 6:00 - 오후 8:00 에 운영합니다.

학교 연례 선거는 언제 열리나요?
학교 연례 선거는 4 월 셋째 화요일에 실시합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을 선출하고 학교 예산안을
승인하는 비정당 선거입니다. 교육위원회 선거에서 투표를 하려면 유권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투표 시간은 학군마다 다를 수 있으나 모두 오후 5:00 - 오후 9:00 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투표소 위치 및 투표 시간은 샘플 투표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투표를 하나요?
투표소 위치는 샘플 투표지에 나와 있거나 선거위원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여기를 클릭).
보다 많은 정보가 필요하세요?
패트리샤 디코스탄조(Patricia Dicostanzo) 선거감독관과 테레사 M. 오코너(Theresa M.
O'Connor) 부 선거감독관이 여러분의 어떠한 질문에라도 답변해 드립니다.
연락처:
Superintendent of Elections Patricia DiCostanzo
Deputy Superintendent Theresa M. O'Connor
County of Bergen
One Bergen County Plaza
Room 380
Hackensack, NJ 07601
전화: 201-336-6100
팩스: 201-336-6111

미국 시민은 누구라도 자신의 투표권을 행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모든 선거는 동등하게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