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 시민들은 시 차원에서 중요한 6월 22
일 예비 선거와 11월 2일 본 선거에서 투표할 
예정입니다. 6월 예비 선거는 시장, 공익옹호관, 
감사원장, 자치구 장, 51명의 시의회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중요한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주요 정부 직책들은 시민의 
일상 생활에 영향을 주고, 주택, 교육, 일자리, 
주 재정 집행, 공공 안전 등을 포함하여 뉴욕 
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현안을 해결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뉴욕 시민들은 지역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보존하고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며, 지역사회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권리를 이해하고, 유권자 
등록을 하고, 투표 계획을 세우며, 지역사회에 
새로운 투표 제도를 알림으로써 5개 자치구에서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시민 참여를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순위선택투표(Ranked 
Choice Voting, RCV)

가 진행됩니다!

지금 중대한 현안은 

순위선택투표는 유권자가 선호하는 
후보를 5명까지 순위를 매길 수 있는 
새로운 투표 제도입니다.

다국어로 된 대화식 투표용지에 
액세스하고 순위선택투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려면 nyc.gov/
democracynyc를 방문하십시오.

다국어로 제공되는 순위선택투표 
교육 워크샵의 참석 등록은 on.nyc.
gov/VoterWorkshops에서 
하십시오.

뉴욕시 선거, 순위선택투표, 
투표용지에 포함될 후보, 유권자의 
투표권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voting.nyc에서 확인하십시오.

순위선택투표를 통해 투표하려면 
투표용지의 왼쪽에서부터 오른쪽 
방향으로 선호하는 순서대로 
동그라미를 채우면 됩니다.

2021년부터 NYC는 예비 선거와 
특별 선거에서 순위선택투표를 
사용합니다. 

1     2     3     4     5
후보 A

후보 B

후보 C

후보 D

후보 E

후보 F



예비 선거와 총선거는 
어떻게 다른가요?

총선거에서는 당선될 후보를 
결정합니다. 총선거에서 
투표할 때는 해당 정당에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비 선거는 각 당에서 총 선거 
투표용지에 포함될 후보들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비 
선거에서 투표하려면 해당 
정당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비 선거:

총선거:

향후 주요 일정

선출 직책: 뉴욕시 시장, 공익옹호관, 감사원장, 시의회, 자치구 장, Manhattan 지방검사.

• 10월 8일 - 총선거 투표를 위한 등록 기한

• 11월 2일 - 총선거일

뉴욕시 시장, 공익옹호관, 감사원장, 시의회, 자치구 장, Manhattan 지방검사(RCV 선거가 
아님).

• 5월 28일 - 직접 투표 등록 또는 유권자 등록 양식을 우편 발송하는 기한

• 6월 15일 - 예비 선거를 위한 부재자 투표 신청 기한

• 6월 12일-20일 - 예비 선거의 조기 투표

• 6월 22일 - 예비 선거일



5월 28일까지 유권자 등록:
• 차량등록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을 방문하여 on.nyc.gov/

DMVVoterReg에서 온라인으로 유권자 등록을 하십시오(뉴욕주 ID가 있을 경우).

• democracynyc.turbovote.org를 방문하여 미리 작성된 등록 양식을 직접 
수령하도록 신청합니다.

• 선거관리위원회(Board of Elections)에 1-866-VOTE-NYC로 전화하여 유권자 등록 
양식을 요청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요금선납 봉투와 함께 양식을 보내 드립니다.

이미 등록하셨나요?
• nycvotersearch.com에서 본인의 등록 정보가 최신 상태인지 확인하십시오.

• 조기 투표 및 선거일 투표장의 위치와 투표용지 샘플을 findmypollsite.vote.nyc
에서 확인하십시오.

투표장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우편으로 투표:
우편으로 투표하려면 부재자 
투표를 nycabsentee.com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1-866-868-3692번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 투표:
선거일에 직접 투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투표장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됩니다.

조기 투표:
이제부터 모든 투표는 9일 동안 
조기 투표가 가능하며, 그러한 
조기 투표는 투표일로부터 10일 
전에 시작됩니다. 이틀 동안의 
주말, 이른 아침, 늦은 밤 시간도 
포함됩니다.

유권자 등록

투표 계획 세우기



장애인을 위한 부재자 투표를 요청하시려면 nycabsentee.com/accessibility를 방문해 
주십시오. 유권자 편의시설 및 투표용지 기표 장치 사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on.nyc.gov/
VoteAccess를 방문해 주십시오.

DemocracyNYC는 유권자 참여와 
시민 참여에 초점을 맞춘 특정 정당과 
관련이 없는 뉴욕시의 운동입니다. 
DemocracyNYC는 또한 공교육, 
대외활동, 정책 개정 활동을 통해 
역사적인 투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nyc.gov/democracynyc에서 
확인하십시오.

선거관리위원회는 일부 투표장에서 벵골어, 
중국어(광둥어 및 표준 중국어), 힌두어, 한국어, 
펀자브어, 스페인어 등으로 언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뉴욕시 시민참여위원회(NYC Civic 
Engagement Commission)에서는 일부 
투표장에서 아랍어, 벵골어, 중국어(광둥어 및 표준 
중국어), 프랑스어, 아이티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한국어, 폴란드어, 러시아어, 우르드어, 이디시어 
등으로 언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on.nyc.gov/PollLangAssist를 방문해 
주십시오.

투표용지를 읽는 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투표장에 갔을 때 도움을 줄 사람(고용주 또는 
노조 담당자 이외)을 선택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주는 투표할 때 ID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투표하거나, 유권자 등록 양식에 
사회보장번호의 마지막 4자리 또는 주에서 발행한 DMV 번호를 입력하지 않았다면 사진이 
있는 ID를 투표장에 지참할 것을 권합니다.

DemocracyNYC 소개

투표장의 장애인 편의시설

언어 지원

투표할 때 ID가 필요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