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1989년에 설립된 아시안 아메리칸 페더레이션은 
뉴욕의 아시안 공동체를 구성하는 150만 명의 뉴욕 
시민들을 위한 더 큰 정의와 기회를 옹호하는 
뉴욕시에서 가장 강력한 리더십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AAPI 파워 연합은 유권자 교육과 봉사 활동을 통해  
아시아계 미국인과 태평양 섬 주민 커뮤니티에 힘을  
실어주고자 모인 평범한 시민들의 연합입니다.  
저희 연합은 뉴욕시 전역에 걸쳐 다양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10개 단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20 Wall Street, 9th Fl, 
New York, NY 10005

연락처

(212) 344-5878

vote@aafederation.org

주요 선거일

사전 투표 기간

예비 선거일

화요일

월요일 월요일

화요일

부재자 투표용지 반환 
마감

오전 6시~오후 9시

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부재자 투표 신청 마감

우편 접수 직접 방문

직접 방문

유권자 등록 마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

금요일

7월29일 8월8일 8월22일

8월13일

8월23일 8월23일

8월21일



누구에게 투표할 수 
있나요?

이번 8월, 여러분은 미 하원에서 여러분을 대표할 
차기 하원 의원과 뉴욕주 상원에서 여러분을 대표할 
차기 상원 의원에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이 두 
상하원들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 이웃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법률을 제정하므로 꼭 투표하세요!

연방 및 주 사무소 미 의회의 하원. 새로운 연방법을 만들고 
통과시키기 위해 미국 상원, 대통령과 함께 
일합니다. 총 435명 입니다. 2023년, 뉴욕을 
대표하는 26명의 하원 의원이 있을 것입니다. 
2년 임기로 선출됩니다.

미국 하원

뉴욕주 입법부의 상원. 연방 정부와 유사하게 주 
의회(하원), 주지사와 함께 새로운 주법을 제정하고 
통과시킵니다. 주의 각 지역들을 대표하는 63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2년 임기로 선출됩니다.

주상원

지역 후보자 확인:
여기를 스캔하세요!



투표 등록

"온라인 또는 서면 양식을 작성하여 등록하십시오.  
작성한 서면 양식을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십시오."

등록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저희 
자원봉사자에게 문의하거나 
vote@aafederation.org 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8월 23일 선거 등록 마감일은
7월 29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등록을 미루지 마세요!

등록 양식 다운로드 
및 인쇄:
(반드시 영어로 작성)

온라인 투표 등록:
(영어만 가능)

예비 선거

예비 선거에서는 11월 총선에서 어떤 후보가 
당의 후보자가 될지를 결정합니다. 

뉴욕의 예비 선거에 투표하려면 정당에 등록해야 
합니다. 유권자 등록 시 또는 등록 사항을 
업데이트하여 정당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정당 가입 내역 확인:

여기에서 스캔하세요!

여기에서 스캔하세요!

여기를 스캔하세요!



부재자 투표

우편 투표는 쉽고 안전하며 보안이 보장되는  
투표 방법입니다.

반송 봉투와 안내서가 동봉됩니다. 그러나 
투표용지 반송 시 우편요금이 발생합니다. 
봉투에 우표 두 장을 부착할 것을 권장합니다..

부재자 투표용지 
우편 발송 요청:

*부재자 투표용지는  
선거일 또는 사전 투표일에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투표소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투표는 어떻게 하나요?

직접 방문 사전 투표

투표 시간은 매일 다를 수 있지만, 
8월 13일 - 8월 21일에 
사전 투표할 수 있습니다.

뉴욕의 모든 유권자는 선거일 이전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전 투표는 편리하고 빠르고 유연합니다.

선거 당일 투표

8월 23일 예비 선거일에 투표함으로써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십시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 - 오후 9시입니다.

뉴욕 선거관리국 웹사이트에서  
사전 투표 및 선거일 투표소 확인:

여기를 스캔하세요! 여기를 스캔하세요!



장애인 지원

투표소에서 특수 기표기(Ballot Marking Device)
를이용할 수 있으며, 맹인, 시각 장애인 또는 
펜으로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유권자에게 유용합니다.

특수 기표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유권자 지원

언어 지원

한국어 통역 서비스는 일부 투표소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투표소 
위치를 확인하세요:

투표 현장에서 언어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개인 통역사와 함께 방문해도 
무방합니다.

여기를 스캔하세요! 여기를 스캔하세요!



배정받은 투표소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누구에게 전화해야 합니까?  (영어만 가능) 

나의 권리 또는 다른 사람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경우에는 누구에게 
연락하면 됩니까? (영어만 가능) 

투표소에 문제가 있을 경우 NYC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하세요. 1-866-Vote-NYC(1-866-868-3692)
로 전화하십시오.

선거 보호 핫라인에 연락하여 교육받은 선거 보호 
지원자와 통화하고 무료 법률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866-OUR-VOTE(1-866-687-8683)  
로 전화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나요?

최근에 이사를 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투표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처음으로 투표하시는 유권자분들께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를 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새 유권자 등록 양식을 
양식을 제출하여 주소를 변경해야 합니다.

다음을 모두 충족할 경우 유권자 등록 자격이 있습니다.

1. 미국 시민권자
2. 최소 30일 이상 뉴욕 거주
3. 16세 이상

(16세 또는 17세에 미리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
지만, 투표하려면 18세가 이상이어야 합니다.)

선거 위원회 위치

Bronx

Brooklyn

Queens

Manhattan

Staten Island

1780 Grand Concourse, 5 Fl, 
Bronx, NY 10457

345 Adams Street, 4 Fl, 
Brooklyn, NY 11201

118-35 Queens Boulevard, 
Forest Hills, NY 11375

200 Varick Street, 10 Fl, 
New York, NY 10014

1 Edgewater Plaza, 4 Fl, 
Staten Island, NY 10305



다른 질문이 있으십니까?

2022년 선거일은
8월 23일 화요일입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 - 오후 9시입니다

유권자 등록, 투표 방법, 정당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aafederation.org/2022-primary-voter-guide
를 방문하거나 아래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해당 지역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찾으십시오.

또는 vote@aafederation.org로 문의하십시오.

어디에서 투표하면 되나요?

몇 시에 투표할 수 있나요?

여기를 스캔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