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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주 선거 안내서의 목적

1) 선거 정보제공 (선거 일시, 장소 등)
2) 인터뷰와 조사를 통한 후보자의 정보제공
3) 유권자 등록 및 선거 정보 제공을 통한 미주 한인들의 투표 참여 장려
*더 자세한 정보는 KACE.org 또는 페이스북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Korean American Civic Empowerment (KACE)
시민참여센터(KACE) 소개
Korean American Civic Empowerment (KACE) is a non-partisan, not-for-profit, 501 (c) (3) organization dedicated to mobilizing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to take action locally
and nationally.
Established in 1996, KACE is committed to empower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in the greater New York area, and
across the nation, by promoting active civic engagement.

시민참여센터는 한인사회가 지역내 뿐만 아니라 미국내에
서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정파, 비영리
단체입니다.

Specific actions conducted by KACE include: advocating
for the voting rights of Korean Americans; educating Korean
American voters; developing future community leaders; and
addressing issues of our community at the local, state, and
federal level.

1996년에 설립된 이래 적극적인 시민참여 활동을 통하여
대뉴욕 지역과 미국 전역에서 한인사회가 영향력을 강화하
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KACE promotes civic engagement in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through various programs under the following
three categories:
• Civic Development: Advocating for the voting rights
of Korean Americans
• Civic Education: Community education and civic leadership development at the grassroots level
• Public Affairs: Serve as a central coordination and resource body to address community concerns and resolve
issues by delivering our voice to government on the local,
state, and federal level

구체적인 활동 내역은 한인의 투표권 옹호, 한인 유권자 교
육, 차세대 한인사회 지도자 육성, 그리고 한인사회의 이슈
들을 지역과, 주, 연방의 차원에서 제기하는 것 등입니다.
시민참여센터는 다음의 세 가지 영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을 통하여 한인사회의 시민참여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 한인들의 투표권 옹호
● 풀뿌리 단계에서의 지역사회교육과 시민 지도자 육성
● 지역, 주, 연방 정부에 한인들의 의견을 전달함으로써
한인사회의 현안 문제들을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

8080 Campaign / 8080 캠페인
80% Voter Registration Rate among Eligible Korean American Citizens
80% Voter Turnout among Korean American Registered Voters
자격요건이 되는 한인들의 유권자 등록 80%
등록된 유권자들의 투표율 80%

KACE’s 8080 Campaign is a year-round campaign dedicated to
increasing voter registration rates and voter turnout rates of Korean Americans to 80%. Higher voter registration and turnout
rates are necessary to ensure that the voices of Korean Americans are heard.
시민참여센터의 8080 캠페인은 한인들의 유권자등록과 투표율을
80%까지 올리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는 연중 캠페인입니다. 더 높
은 유권자등록율과 투표율은 한인들의 목소리가 전달되게 하기위
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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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on Primary Election in New York State
2022 뉴욕주 예비선거 안내

US Congress & NYS Senator Primary Election
연방하원 & 주상원 예비선거: August 23, 2022
2022 New York Primary Election
2022년 뉴욕주 예비선거: June 28, 2020
2022 New York Primary Election Vote by Absentee Voting Application By Mail Deadline
2022년 뉴욕주 예비선거 부재자 등록 마감일
Last day to postmark application or letter of application by mail, email, or fax
for an absentee ballot is June 13, 2022(우편등록 우체국 소인, 이메일, 펙스 모두 6월 13일까지)

2022 New York Primary Election Vote by Absentee Voting Application In Person Deadline
(2022년 뉴욕주 예비선거를 위한 직접 방문 부재자 등록 마감일
Last day to apply, in-person, for an absentee ballot is June 27, 2022(6월 27일)

2022 New York Primary Election Vote by Absentee Ballot By Mail Deadline
예비선거 부재자 투표용지 발송 마감일 및 도착 일정
Last day to apply, by mail, for an absentee ballot is June 28, 2022. Ballot must be received by local board
of elections no later than July 5, 2022(6월 28일 까지 발송해야 하고 7월 5일까지 도착)

2022 New York Primary Election Vote by Absentee Ballot In Person Deadline
예비선거 직접 방문 부재자 투표 마감일
예비선거 직접 방문 부재자 투표 마감일 June 28, 2022(6월 28일까지 방문 부재자 투표)

Board of Elections Office Addresses and Phone Numbers
한인 밀집지역 선관위 주소와 전화번호

Queens

Manhattan

Brooklyn

Staten Island

Bronx

Nassau County

118-35 Queens Boulevard., 11thFl
Forest Hills, NY 11375
Tel: 718.730.6730

1 Edgewater Plaza, 4 FL
Staten Island, NY 10305
Tel:718.876.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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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Varick St., 10th Floor
New York, NY 10014
Tel: 212.886.2100

1780 Grand Concourse, 5 FL
Bronx, NY 10457
Tel:718.299.9017

345 Adams Street, 4 FL
Brooklyn, NY 11201
Tel: 718.797.8800

240 Old Country Rd. 5th FL
Mineola, NY 11501
Tel:516.571.2411

Register to Vote Qualifications

뉴욕주 유권자 등록 자격요건

To register to vote in New York, you must:

뉴욕주에서 유권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만족되어
야 합니다:

• Be a United States citizen
• Be 18 years old
		 (you can pre-register at 16 or 17 but cannot vote until you are 18)
• Resident of New York and the county, city or village for at least 30 days
		 before the election
• Not be in prison or on parole for a felony conviction
		 (unless parolee pardoned or restored rights of citizenship)
• Not be adjudged mentally incompetent by a court
• Not claim the right to vote elsewhere

How to Register
• You can register in person at your county Board of Elections, at any
		 New York State Agency-Based voter registration center, or at the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 If you have DMV-issued identification, you can submit your voter
		 application form online on the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website.
		 To register online, you need the following:
		 - NYS Driver License, permit, or non-driver ID card
		 - ZIP code currently on record with the DMV
		 - Last 4 digits of your Social Security Number (SSN)
• You may register to vote by using the New York State Voter Registration
		 Form which can be found on www.kace.org/election, at post offices,
		 town halls, or other government offices. Once the form is completed,
		 you need to print the form and sign it. New York State Board of
		Elections cannot accept any kind of digital or Adobe-generated
		 signature. Once the form is completed you can submit your form to
		 KACE or mail/deliver the form to your county Board of Elections
• You can request a New York State Voter Registration form by mail by
		 entering your information at:
		https://www.elections.ny.gov/VoterRegSite/VoterRegistration
• You can call 1-800-FOR-VOTE hotline to request a voter application
To register to vote, you must fill out, in blue or black ink, a voter registration
application and send the application to your local Board of Elections. You can
also deliver your application to one of KACE’s offices and we will submit the
application for you. The registration application must have the original signature on it and cannot be faxed.
In 2002,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enacted into law the “Help America
Vote Act”, (HAVA) which requires that any first-time voter registering must
provide some additional identification. The law requires that the voter provide
his/her Driver’s License or Non-Driver ID number, the last four digits of his/her
Social Security Number, or a bank statement, utility bill, etc. This only pertains
to new voters who are registering for the first time as of 2003.
The Voter Registration Application has been changed to request this identification information.
If these forms of identification are not provided when a person registers to
vote, the Board of Elections will send a letter to the first-time voter asking them
to provide the required forms of identification information.
Voter registration in New York is permanent. However, if you plan to move or
change your name, you must notify the Board of Elections and inform them of
your new address and/or new name. This can be accomplished by completing a new voter registration form with the updated information and returning it
to your local Board of Elections.

•
•
		
•
•
		
•
•

미국 시민이어야 한다.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16, 17세에 사전 등록을 할 수는 있으나
18세가 되어야 투표할 수 있다)
선거일 이전 최소 30일 이상 현 거주지에서 살아야 한다.
중범죄로 감금 또는 가석방 중이어서는 안된다
(사면되어 가석방되거나 시민권이 회복되지 않는 한)
법원에서 금치산자 판정을 받아서는 안된다.
타주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면 안된다.

등록 절차
•
		
•
		
		
		
		
		
•
		
		
		
		
		
•
		
		
•

해당지역 선관위 사무실이나, 뉴욕주 유권자 등록센터, 차량국에
서 직접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차량국에서 발급받은 신분증이 있으면 유권자 등록서를 차량국
웹싸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의 것들이 필요합니다:
- 뉴욕주 운전면허증, 허가증 또는 비운전자 신분증
- 차량국에 등록되어있는 현재 거주지 우편번호
- 소셜번호의 끝 4자리 숫자
유권자 등록 신청서는 www.kace.org/election, 우체국, 타운홀,
또는 기타의 정부관청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작성
시, 출력해서 서명을 해야합니다. 뉴욕주 선관위에서는 전자서명
을 인정하지않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한 후 완성된 신청서를 시민
참여센터에 내시거나, 우편 또는 인편으로 해당 카운티의 선관위
사무실에 내시면 됩니다.
유권자등록 신청서를 우편으로 받기를 원할 경우 https://www.
elecions.ny.gov/VoterRegSite/VoterRegistration에서
요청하면 됩니다.
유권자 신청서를 1-800-FOR-VOTE에 전화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파란색 또는 검은색 잉크 펜으로
작성하여 해당지역의 선거관리 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를 시
민참여센터 사무실로 가져오시면 대신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
는 원본 싸인이 필요하므로 팩스로 보낼 수 없습니다.
2002년에 미국 정부는 “투표를 돕는 법률”을 제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첫
유권자 등록시에 추가적인 신분확인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에 의
거 신청자는 운전면허증 또는 비운전면허증 번호, 소셜번호의 끝 네 자
리 번호, 은행 명세서, 또는 공과금 납부서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규칙
은 2003년 이래 처음으로 유권자 등록을 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유권자 등록 신청서에 이러한 신분 정보를 기재하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유권자 등록시 이러한 정보가 제출이 안 되었을 경우 선거관리 위원회에
서 요구서를 우편으로 보낼 것 입니다.
뉴욕시 유권자 등록은 영구적인 것이지만 이사를 하거나 개명을 하는 경
우에는 새 주소나 이름을 선거관리 위원회에 알리시거나 유권자 등록 신
청서를 새로 작성하셔서 해당 지역 선거관리 위원회에 보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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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y Affiliation

정당 가입

Party Affiliation and the Primary Election System

정당 가입과 예비선거 시스템

In a Primary Election, only voters registered with a party may vote to nominate
their party’s candidate.
Candidates nominated by the parties for each office then appear on the general
election ballot, along with any independent candidates who successfully petitions
to gain access to the general election ballot without running in a party primary.

예비선거에서 정당에 가입한 유권자만이 자신이 속한 정당의 후보자를
추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나면 정당의 추대를 받은 후보자가 각 정당의 예비선거를 거치지
않고 본선거에 진출한 독립 후보자들과 함께 본선거에 나가게 됩니다.

Voting in Party Primary Elections

예비선거 투표

Only voters enrolled in one of the parties conducting a primary may participate
in that party’s election, unless a party’s rules otherwise provide. All registered
voters are eligible to vote in General and Special Elections.

정당의 강령에 예외 규정이 있지않는한 정당에 가입된 유권자만이 예비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유권자들은 본선거와 특별선거에 투
표를 할 수 있습니다.

To Change Your Party Affiliation

가입된 정당을 바꾸기를 원하는 경우

You can change your party affiliation by indicating the change on the voter registration application and sending it to your local Board of Elections. They will process the change and send you a new voter card reflecting the change in party.

Keeping Your Registration Current
What the Law Says

Your residential address determines which elections you are eligible to vote. If you
have moved, you can use the voter registration form as a change of address form.
Notices of change of address from registered voters received at least 20 days
before a special, primary or general election by your local Board of Elections must
be processed and entered in the records in time for that election.

To Make Changes to Your Registration

You must notify the Board of Elections, in writing, to make any change to your
registration (change of address/name). You can use the voter registration
form as your change of address or change of name form and you must send
your form to your local Board of Elections.

Absentee Voting
Absentee Voting
The State and Local Primary Election will be held on June 28, 2022.
The early voting period is June 18-26, 2022.
The Congressional and State Senate Primary Election will be held on
August 23, 2022. The early voting period is August 13-21, 2022.
General Election Day will be held on November 8, 2022.
The early voting period is October 29 - November 6, 2022.

Absentee voting is available for:
Qualifications to Vote by Absentee Ballot
1. Absent from your county or, if a resident of New York City absent from
		 the five boroughs, on Election Day.
2. Unable to appear at the polls due to temporary or permanent illness or
		 disability (temporary illness includes being unable to appear due to risk
		 of contracting or spreading a communi-cable disease like COVID-19).
3. Unable to appear because you are the primary care giver of one or more
		 individuals who are ill or physically disabled.
4. A resident or patient of a Veterans Health Administration Hospital.
5. In jail or prison for any reason other than a felony conviction.
		 This includes anyone who is awaiting grand jury action, awaiting trial,
		 or serving a sentence for a misdemea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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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된 정당을 바꾸기를 원하면 유권자등록 신청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
여 뉴욕시 선거관리 위원회에 보내면 됩니다. 선관위에서 변경한 후 새 유
권자 카드를 보내줄 것입니다.

유권자등록을 유지하는 것
법 규정
주소지에 따라 어떤 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지 결정이 됩니다. 이사를
하면 유권자 등록신청서에 새 주소를 기재하여 주소변경에 사용하면 됩
니다. 등록된 유권자의 주소변경은 특별선거, 예비선거, 본선거로부터 20
일 이전에 선관위에 도착이 되어야 해당 선거에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주소나 이름) 선거관리 위원회에 서면으
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등록 신청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선거관리 위
원회에 보내면 됩니다.

부재자투표
부재자투표
•주 및 주하원을 비롯한 각 지역 예비 선거는 2022년 6월 28일에
		 실시됩니다. 사전 투표 기간은 2022년 6월 18-26일입니다.
•연방하원 및 주 상원 예비선거는 2022년 8월 23일에 실시됩니다.
		 사전 투표 기간은 2022년 8월 13-21일입니다
•본 선거일은 2022년 11월 8일입니다.
		 사전 투표 기간은 2022년 10월 29일 - 11월 6일입니다.

부재자투표가 가능한 경우:
•선거일에 해당 카운티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질병이나 장애로 투표소에 갈 수 없는 경우
		 (코비드와 같은 질병에 감염이 되거나 퍼트릴 위험이 있는 경우도
		 일시적인 질병에 해당합니다.)
•아프거나 장애가 있는 타인을 돌보기 때문에 투표소에 갈 수 없는 경우
•퇴역군인을 위한 병원에 입원 또는 거주하고 있는 경우
•중범죄를 제외한 범죄로 재판을 받은 후 수감되어있는 경우

How to Apply for an Absentee Ballot:

부재자투표 신청 방법:

• Electronically through New York State Board of Elections Electronic Absentee
		 Ballot Application Portal: https://absenteeballot.elections.ny.gov/
• By sending an email request, telephoning a request, or sending a fax
		 request to your local county Board of Elections
• By going in-person to your local county Board of Elections
• By mailing a paper application to your local county Board of Elections

•온라인으로 뉴욕주 선관위 부재자투표 신청 포털에서 신청:
		 https://absenteeballot.elections.ny.gov/
•해당 지역 선관위에 이메일,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
•해당 지역 선관위를 직접 찾아가서 신청
•해당 지역 선관위에 우편으로 신청서를 발송

Applications must be mailed to your local county Board of Elections no later
than the seventh day before the election or delivered in person no later than
the day before the election.

부재자투표 신청서 마감일:

Absentee Ballot Application Deadlines:
• You must apply online, postmark, email or fax a completed absentee
		 ballot application or letter request for the General Election Absentee ballot
		 no later than 7 days before the election
• You may apply in-person up to the day before the election
Note: The post office has advised that they cannot guarantee timely delivery
of ballots applied for less than 15 days before an election. KACE suggests
voters send their absentee ballot application as soon as possible to avoid any
complications due to late mail delivery times.

How to Cast an Absentee Ballot:
1. Once you receive the absentee ballot, mark the ballot according to your
		 choices for each office following the instructions on the ballot. You must
		 fill out the application using only a blue or black pen
2. Once you have completed marking your ballot, fold it up and place it in
		 the Security Envelope. The envelope will have a place for your signature
3. Sign and date the outside of the Security Envelope
4. Seal the Security Envelope
5. Place the Security Envelope in the Return Envelope
6. Seal the Return Envelope
7. You may return the ballot in any of the following ways:
		 a. By mail
b. In person

Early Voting

New Yorkers have the option to vote early for the June 28, 2022 Primary Election.
Early voting allows you to vote in person at a poll site within your county from June
18, 2022 to June 26, 2022.
You do not need a reason or excuse to vote early.
To find your Early Voting Poll Site, please visit: https://voterlookup.elections.ny.gov/
Early Voting Poll Sites may have different operation hours compared to general
election poll sites. Please be sure to contact your local Board of Elections for Early
Voting Poll Site operation hours.

Where to Vote

Polling places are open 6:00 AM to 9:00 PM.
You can vote ONLY at your designated polling place. Make sure you are at the
correct polling site and Election District (E.D.) for your address.
You can find your poll site location by:
• Going to https://voterlookup.elections.ny.gov/ and put in your name,
		 date of birth, county and zip code you reside in
• New York City Voters can call the Voter Phone Bank at
		 1-866-VOTE-NYC (1-866-868-3692)

•본선거 부재자투표 신청서는 선거일로부터 7일 이전 까지 온라인,
		 우편,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져야 합니다.
•인편으로는 선거일 전날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 우체국이 선거일로부터 15일 이전에 신청된 투표용지는 시간내에
배달하는 것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시민참여센터는 우
편 배달이 지체되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피하기위해 가능한한 빨리 부
재자투표 신청서를 보낼 것을 권합니다.

부재자투표 방법:
1. 부재자투표 용지를 받으면 투표용지에 있는 지시사항을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후보자에게 표시를 합니다. 검은색 또는 파란색
		 펜만 사용합니다.
2. 투표용지에 다 표시를 한 후, 접어서 투표지 보관 봉투 안에
		 넣습니다. 봉투에 서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3. 투표지 보관 봉투에 서명을 하고 날짜를 적습니다.
4. 투표지 보관 봉투를 봉합니다.
5. 투표지 보관 봉투를 반송봉투 안에 넣습니다.
6. 반송봉투를 봉합니다.
7. 반송봉투를 보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우편: 선거당일 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힐 수 있도록 시일내에 발송한다.
		 b) 인편으로 직접 가져가는 방법:
		
선거당일 저녁 9시 이전에 해당 지역 선관위로 가져간다.

조기투표
뉴욕 유권자들은 2022년 6월 18일 부터 6월 26일까지 예비선거 투표를
미리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조기투표 투표장소 및 투표 시간은 https://voterlookup.elections.
ny.gov/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기투표 시간은 일반 투표와 다를 수 있으니 선거관리 위원회에 투표시
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비선거일 투표 장소
투표소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열려있습니다.
본인에게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주소지에 맞
는 선거구와 투표소를 찾아가도록 하십시오.
투표소를 확인하려면:
• https://voterlookup.elections.ny.gov/ 에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
일, 카운티, 우편번호를 넣는다.
• 뉴욕시 (5보로) 거주자는 유권자 전화 은행 1-866-VOTE-NYC (1866-868-3692)에 전화를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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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D Service

TDD 서비스

A Telecommunications Device for the Deaf (TDD) has been installed in the
phone bank to answer inquiries of any voter with a hearing impairment who
has access to a TDD. The TDD Service Number is 212-487-5496.

청각장애인을 위한 전화서비스 (TDD)를 이용할 수 있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전화 은행에 TDD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번호는 212-487-5496.

Permanent Absentee Ballot

영구 부재자투표

If you are permanently ill or disabled, you have the right to receive an Absentee
Ballot for each subsequent election without further application.
File an application with your local county Board of Elections indicating permanent illness or physical disability. You will then automatically receive an
absentee ballot for every election until your registration is cancelled.

영구적인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 영구 부재자투표를 신청할 수 있습
니다. 해당 카운티의 선관위에 영구 질병이나 장애 정보를 넣고 신청서
를 제출하면본인이 취소할 때까지 투표용지가 매 선거마다 자동으로 보
내집니다.

United States Senate in New York 6 Years and No Term Limits
뉴욕주 연방상원의원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자 6년 임기, 무제한
Democratic Primary Election Candidates 민주당 예비선거후보자
Charles Ellis Schumer 찰스 엘리스 슈머

Moses Mugulusi 모세스 무굴시

Incumbent/Democratic Party
https://www.schumer.senate.gov/

Democratic Party
https://mmugulusi4senate.com/

Education: • B.A., Harvard University,
		
• J.D., Harvard Law School
Public Service Experience:
• U.S. Senator, Senate majority leader(2021-Present)
• U.S. House of Representatives (1981-1999)
• New York State Assembly (1975-1980)
Policy Promises: Agricultural Industry Protection,
Consumer Protection, National Security and Defense,
Veteran Affairs Reform, Improved Education, Environmental Protection, Affordable Healthcare.

Education: • Bachelor's Nyack College
• Graduate Long Island University
Public Service Experience: N/A
Policy Promises:
Low Income and Affordable Housing, Homelessness
Assistance Grants, National Housing Trust Fund (HTF):
Prioritize Community Involvement, Input And Power,
Strengthening Workers Rights, Democratizing Health
And Care – Medicare For All, Safety In Our Communities, increase minimum wage to $18 -23 an a hour,
equal justice, Free CUNY

현역 & 민주당 후보
학력:
• 하버드 대학교 학사
• 하버드 대학 법대 법학박사(J.D)
공직경력: • 뉴욕 연방상원의원(1999-현재/ 연방상원의장 2021-현재)
• 뉴욕 연방하원 9선거구 연방하원의원(1981-1999)
• 뉴욕주하원 45선거구 주하원의원(1975-1980)
주요 정책& 공약: 농업보호, 소비자 보호, 국가안보 및 국방, 참전용사 민원 개혁,
교육개선, 환경 보호, 저렴한 의료.

민주당 후보
학력: • 나약칼리지 학사
• 롱아일랜드대학 석사
공직경력: N/A
주요 정책& 공약: 저렴한 주택 공급, 노숙자 지원 보조금, 국민 주택 신탁 기금
(HTF), 지역사회의 안전, 근로자 권리 강화, 시간당 최저임금 18-23달러 인상,
평등한 정의, 무료 CUNY

Khaled Salem 칼레드 살렘
Democratic Party
https://www.khaled4senate.com/

민주당 후보

Education: N/A
Public Service Experience: CEO of the nonprofit
American Human Rights Organization

학력: N/A

Policy Promises:
Free University Education for American Students,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Home Loan Programs for
Middle Class Single Par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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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경력: 비영리 미국 인권 기구의 CEO
주요 정책& 공약: 대학 무상교육, 가정폭력 예방, 중산층 한부모를 위한
주택대출 프로그램

United States Senate in New York 6 Years and No Term Limits

뉴욕주 연방상원위원 공화당 예비선거 후보자 6년 임기, 무제한
Republican Primary Election Candidates 공화당 예비선거후보자
Joshua Eisen 조슈아 아이젠

Alex Mici 알렉스 미치

Republican Party
https://www.facebook.com/JoshEisenNY

Republican Party
https://miciforsenate.com/

Education: • Bachelor's Queens College, 1992
• Graduate Columbia University
• Ph.D Columbia University
Public Service Experience: N/A
Policy Promises: N/A

Education: Fordham University School of Law
Public Service Experience:
Attorney At Law, Law office of Aleksander Mici PLLC
Policy Promises: N/A

공화당 후보
학력: • 퀸즈칼리지 학사
• 콜럼비아대학 석사, 박사(Ph.D)
공직경력: N/A
주요 정책& 공약: N/A

공화당 후보
학력: 포담대 법대
공직경력: 알렉산드르 미키 PLLC 법률 사무소 변호사
주요 정책& 공약: N/A

Mark Szuszkiewicz 마크 슈스키에비치

Joseph Pinion III 조셉 피니언 3세

Republican Party
https://www.mark4ny.com/

Republican & Conservative Party
https://joepinion.com/

Education: N/A
Public Service Experience: Financial advisor, real estate agent, truck driver, and local cable television host.
Policy Promises:
• Education and After School Programs
• Drug Addiction, Homelessness, and Mental Health
• Regrowing Our Economy

Education: Colgate University
Public Service Experience: Director of Youth
Development, Morris Height Health Center
National Spokesperson, RePublicEN

공화당 후보
학력: N/A
공직경력: 재정 고문, 부동산 중개인, 트럭 운전사, 지역 케이블 TV 진행자
주요 정책& 공약: • 교육 및 방과후 프로그램
		 • 약물 중독, 노숙자 및 정신 건강
		 • 경제 재성장

Policy Promises: Restore New York
Rebuild The American Dream.
공화 & 보수당 후보
학력: 콜게이드대학 학사
공직경력: • 브롱스 소재 모리스 하이츠 헬스 센터 청소년 개발담당 디렉터,
• RePublicEN 전국 대변인
주요 정책& 공약: 뉴욕 복원, 아메리칸 드림 재건

Tyrrell Lev Sharif Ben-Avi 타이렐 레브 샤리프 벤 아비
Republican Party
https://miciforsenate.com/
Education: • Behavior at New York University
• Studied Fundraising at Indiana University
• Studied Architecture at Howard University
Public Service Experience: publisher at Tyrrell Publications, Inc.
Policy Promises: N/A

공화당 후보
• 뉴욕대 학사
• 인디애나대 석사
• 하워드 건축학 석사
공직경력: 타이렐 출판사 발행인
주요 정책& 공약: 대학 무상교육, 가정폭력 예방,
중산층 한부모를 위한 주택대출 프로그램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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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York State Governor Four-Year Term And No Term Limit

뉴욕주 주지사 예비선거 민주당 후보자 4년임기, 무제한
Democratic Primary Election Candidates 민주당 예비선거후보자
Kathy C. Hochul 캐시 호쿨

Thomas R. Suozzi 토마스 R.수오지

Incumbent/Democratic Party

Democratic Party

Education: • B.A., Syracuse University
		
• J.D.,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Columbus School of Law
Public Service Experience:
• State Governor, New York
• Lieutenant Governor, New York
• Congresswoman, U.S. House of Representatives
Policy Promises: Small Business Development, Affordable Healthcare, Gun Control, Climate Change
Protection, Pro-Choice, Affordable Housing, Public
Infrastructure Reform.

Education: • Boston College
• Fordham University Law School
Public Service Experience:
• CURRENT Congressman, U.S. House of Representatives
• Nassau County Executive, Nassau County Legislature
• Mayor, Glen Cove County
Policy Promises:
Gun Violence Prevention, Affordable Healthcare,
Housing for Veterans, Criminal Justice
민주당 후보

현역 & 민주당 후보
학력:

• 시라큐스 대학교 학사
• 아메리카 가톨릭 대학(CUA) 콜럼버스 법대 법학박사

현직 및 • 뉴욕주지사(2021.8-Present )
공직경력 : • 뉴욕 부지사(2015-2021.8)
• 뉴욕 연방하원 26선거구 연방하원의원(2011-2013)

학력: • 보스턴 칼리지 학사
• 포담대 법대 법학박사
공직경력: • 뉴욕 연방하원 3선거구 연방하원의원(2017-Present)
•뉴욕 롱아일랜드 낫소카운티장(2002-2009)
•뉴욕 롱아일랜드 글렌코브 시장(1994-2001)
주요 정책& 공약: 총기폭력 예방, 저렴한 의료혜택, 참전용사위한주택,
형사사법 정의

주요 정책& 공약: 중소기업 발전, 저렴한 의료혜택, 총기규제, 기후변화 보호,
낙태 옹호, 저렴한 주택, 공공 인프라 개혁

Vladimy D. Joseph 블라디미 D. 조셉

Jumaane D. Williams 주마네 D. 윌리엄스

Democratic Party

Democratic/Working Families Party

Education: B.A., City University of New York
Public Service Experience: N/A
Policy Promises: Public Health, Immigration Reform,
Affordable Housing, Education Reform

Education: Brooklyn College
Public Service Experience:
• New York City Public Advocate
• Member of the 45th District, New York City Council
Policy Promises:
Affordable Housing, Universal Healthcare, Environmental Protection, Childcare

민주당 후보
학력: 뉴욕시립대(CUNY) 학사
공직경력: N/A
주요 정책& 공약: 공공보건, 이민개혁,
저렴한 주택, 교육개혁

민주당/근로가족당 후보
• 브루클린 칼리지 학사
• 브루클린 칼리지 석사
공직경력: • 뉴욕시 공익옹호관(2019.3-Present)
•뉴욕시의회 45선거구 시의원(2010-2019.3)
주요 정책& 공약: 저렴한 주택, 보편적 건강보험, 환경보호, 차일드케어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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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York State Governor Four-Year Term And No Term Limit

뉴욕주 주지사 예비선거 공화당 후보자 4년임기, 무제한
Republican Primary Election Candidates 공화당 예비선거후보자
Lee M. Zeldin 리 M. 젤딘

Andrew Giuliani 앤드류 줄리아니

Republican Party

Republican Party

Education: SUNY at Albany, SUNY Law School
Public Service Experience:
• Congressman, First District,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
• United States Army
Policy Promises: Veteran Affairs,
Public Transportation Reform, Tax Reductions

Education: Duke University
Public Service Experience:
• Special Assistant to the President,
Trump Administration
• Associate Director, Office of Public Liaison
Policy Promises: Crime Reduction,
Downsizing Bureaucracy, Public Safety

공화당 후보
학력:
• 뉴욕주립대(SUNY) 올바니 정치학 학사
• 뉴욕주립대(SUNY) 올바니 법학박사
공직경력: • 뉴욕 연방하원1선거구 연방하원의원(2015- Present)
•뉴욕주상원 3선거구 주상원의원(2011-2014)
•뉴욕 변호사(2004합격) 뉴욕뉴저지항만청 변호사(2007)
•미육군 예비역 중령(2006 이라크 파병)
주요 정책& 공약: 참전용사 민원해소, 대중교통 개혁, 감세

공화당 후보
학력: 듀크 대학
공직경력: • 트럼프 행정부 대통령 특별 보좌관
• 공공연락사무실 부 디렉터
주요 정책& 공약: 범죄감소, 관료주의 축소, 공공안전

Harry Wilson 해리 윌슨

Rob Astorino 롭 아스토리노

Republican Party
Education: • Harvard University,
		 • Harvard Business School
Public Service Experience:
• Blackstone Group and Goldman Sachs.
• partner at Silver Point Capital
• CEO of the MAEVA Group, an advisory firm
• CEO of Genesis HealthCare
Policy Promises: Lower Taxes, Crime Reduction
공화당 후보
학력:
• 하버드대학 학사
• 하버드대학 MBA
공직경력: • 블랙스톤 그룹, 골드만삭스 근무, 실버 포인트 캐피탈 파트너
• 자문펌MAEVA Group 설립자겸 최고경영자
• 헬스케어 제네시스 최고경영자 임명(2021-)
주요 정책& 공약 낮은 세금, 범죄감소

Republican&Conservative Party
https://joepinion.com/
Education: B.A., Fordham University
Public Service Experience:
County Executive, Westchester
Policy Promises:
Banning CRT in Schools, Lower Taxes,
Lower Government Budget, Clean Energy Production
공화 & 보수당 후보
학력: 포담대 학사
공직경력: • 웨스트체스터카운티장(2010-2017)
• 웨스트체스터 의회 3선거구 의원(2003-2004)
주요 정책& 공약:
학교에서의 ‘비판적 인종이론’(CRT) 금지, 낮은 세금,
낮은 주정부 예산, 청정에너지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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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York State Lt. Governor Four-Year Term And No Term Limit

뉴욕주 부주지사 예비선거 민주당 후보자 4년임기, 무제한
Democratic Primary Election Candidates 민주당 예비선거후보자
Antonio Delgado 안토니오 델가도
Incumbent/Democratic Party

Democratic Party

Education: • Colgate University (BA)
• The Queen's College, Oxford
(MA/ Rhodes Scholarship)
• Harvard University (JD)
Public Service Experience:
• Lieutenant Governor, New York(2022.5-)
• U.S. House of Representatives from
New York's 19th district(2019-2022.5)
Policy Promises:
Recover from the COVID-19 pandemic, protecting
small businesses and supporting family farms,
introduced the Rebuild Rural America Act,

Education: B.A., Pace University
Public Service Experience:
• Deputy Borough President, Brooklyn Borough
• Member, New York City Council
Policy Promises:
Youth Development, Crime Reduction,
Gang Violence Prevention, Family Literacy

현역 & 민주당 후보 (캐시 호쿨 현 주지사 러닝메이트)
학력:

• 콜게이드 대학 학사
• 옥스포드대 퀸즈칼리지 석사(로즈장학생)
• 하버드대 법대 법학박사

현직 및 • 뉴욕주 부주지사(2022.5- )
공직경력 : • 뉴욕 연방하원 19선거구 연방하원의원(2019-2022.5)
주요 정책& 공약: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
소기업 보호 및 가족 농장 지원, 미 농촌재건법안 발의

Ana Maria Archila 블라디미 D. 조셉
Democratic Party
Education: B.A, Montclair State University
Public Service Experience: N/A
Policy Promises: Affordable Housing, Public Safety,
Universal Healthcare, Environmental Protection

민주당 후보
학력: 몽클레어 주립대 학사
공직경력: N/A
주요 정책& 공약: 저렴한 주택, 공공안전,
보편적 건강보험, 환경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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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na Reyna 다이애나 레이나

민주당 후보 (토마스 수오지 주지사 후보 러닝메이트)
학력: 페이스 대학 학사
공직경력: • 브루클린보로 부보로장
• 뉴욕시의 34선거구 시의원(2002-2013)
주요 정책& 공약: 청소년 개발 & 난독증 퇴치, 범죄감소, 총기폭력 방지

New York State Lt. Governor Four-Year Term And No Term Limit

뉴욕주 부주지사 예비선거 공화당 후보자 4년임기, 무제한
Republican Primary Election Candidates 공화당 예비선거후보자
Michael J. Grace 마이클 J 그레이스

Alison A. Esposito 앨리슨 A. 에스포지토

Republican Party

Republican/Conservatives Party

Education: N/A
Public Service Experience:
Town Supervisor, Yorktown
Policy Promises: N/A

Education: N/A
Public Service Experience:
Deputy Inspector, New York Police Department
Policy Promises: Criminal Justice Reform

공화당 후보

공화당/보수당 후보(리 젤딘 후보 러닝메이트)

학력:
N/A
공직경력: 용커스 타운 수퍼바이저
주요 정책& 공약: N/A

학력: N/A
공직경력: 뉴욕시경 경정(서장급)
주요 정책& 공약: 사법정의 개혁

New York State Attorney General Four-Years and No Term Limit

뉴욕주 검찰총장 예비선거 후보자 / 4년임기 무제한
Democratic Primary Election Candidates
민주당 예비선거후보자

Letitia A. James 레티샤 A. 제임스

Republican Primary Election Candidates
공화당 예비선거후보자

Michael L. Henry 마이클 J 그레이스

Democratic / Working Families Party

Republican/Conservatives Party

Education: B.A., Lehman College,
J.D. Howard University, M.P.A., Columbia University
Public Service Experience:
• Attorney General, New York
• New York City Public Advocate, New York
• Member, New York City Council 35th District
Policy Promises: Gun Control, Workers’ Rights, Fraud
& Financial Crime Shutdown, Environmental Protection, Immigrant Protection & Reform, Voting Rights
Protection, Pandemic Protection

Education: N/A

현역 & 민주당/근로가족당 후보
학력: • 르만 칼리지 학사
• 하워드대 법학 박사
• 컬럼비아대 행정학 석사(M.P.A)
현직 및 공직경력: • 뉴욕주 검찰총장(2019-Present)
• 뉴욕시 공익옹호관(2014-2018)
• 뉴욕시의회 35선거구 시의원 (2004-2013)
주요 정책& 공약: 총기규제, 노동자 권리 수호, 사기 및 금융범죄 차단,
환경보호, 이민자 보호 및 개혁, 투표권 보호, 팬데믹 보호

Public Service Experience: N/A
Policy Promises:
Anti-Corruption, Criminal Justice Reform

공화당/보수당 후보
학력: N/A
공직경력: N/A
주요 정책& 공약: 부패방지, 사법정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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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York State Comptroller Four-Year Term And No Term Limit

뉴욕주 주 감사원장 예비선거 후보자 / 4 년 임기, 3번연임
Democratic Primary Election Candidates
민주당 예비선거후보자

Thomas P. DiNapoli 토마스 디나폴리

Republican Primary Election Candidates
공화당 예비선거후보자

Paul A. Rodriguez 마이클 J 그레이스

Incumbent/Democratic/Working Families Party

Republican/Conservatives Party

Education: B.A., Hofstra University,
M.A., The New School
Public Service Experience:
• Comptroller, New York
• Member, New York State Assembly 16th District
Policy Promises: Anti-Corruption,
Government Efficiency, Public Pension Funds

Education: The University of Georgia
Public Service Experience: N/A
Policy Promises: N/A

현역 & 민주당/근로가족당 후보
공화당/보수당 후보
학력: • 호프스트라 대 학사 • 뉴스쿨 석사
현직 및 공직경력:
• 뉴욕주 감사원장(2007-Present)
• 뉴욕주하원 16선거구 하원의원 (1987-2007)
주요 정책& 공약: 부패방지, 효율적인 정부,
공적 연금기금

Quanda Francis 콴다 프란시스
Incumbent/Democratic/Working Families Party
Education: B.A., New York University,
M.A., Long Island University,
Ph.D, Long Island University
Public Service Experience: N/A
Policy Promises: N/A
민주당 후보
학력: • 뉴욕대 학사 • 롱아일랜드대 석사
• 롱아일랜드대 박사 Ph.D
현직 및 공직경력: N/A
주요 정책& 공약: N/A

14

학력: 조지아 주립대(UGA)
공직경력: N/A
주요 정책& 공약: N/A

New York State Assembly District 13 Two Year Term and No Term Limit

뉴욕주 하원의원 13지역구 예비선거 후보자 2년임기 무제한
The 13th Assembly District of New York consists of portions of northeastern Nassau County. It encompasses the neighborhoods of Glen Cove, Bayville, Woodbury, Syosset, Plainview, Bethpage, Hicksville, Jericho and more.

The Democratic primary election was canceled
민주당 예비선거 없음

Charles D. Lavine 안토니오 델가도

The incumbent for the 13th Assembly District is Assemblymember Charles D. Lavine who
is running for re-election.

The Republican primary election was canceled
공화당 예비선거 없음
Ruka Anzai 루카 안자이

Incumbent & Democratic Party

Republican Party

Education: B.A. in English from the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J.D. from New York Law School
Public Service Experience:
• Public Defender for the Legal Aid Society (1972-1976)
• Chairperson of the Glen Cove Democratic Committee
(1982-1988)
• Glen Cove City Councilmember (2003-2004)
• NYS Assemblymember for District 13 (2004-Present)
• Former Chairperson of NYS Assembly Subcommittee
on Estates, Powers and Trusts
• Former Chairperson of NYS Assembly Committee on
Ethics and Guidance
• Chair of NYS Assembly Election Law Committee
(2019-Present)

Education: N/A

Policy Promises:
• Committed to ensuring public safety and improving the criminal justice system
• Will work to promote equitable school funding to provide students with great
education
• Believes each and every American has the right to affordable and high-quality
healthcare
• Believes increased employment should be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determining where New York’s economic development dollars are invested
• Believes supporting veterans and their families must be a priority

Public Service Experience: N/A
Policy Promises: N/A

공화당 후보
학력: N/A
공직경력: N/A
주요 정책& 공약: N/A

현역 & 민주당 후보
학력:

• 위스콘신 매디슨대 영어 학사
• 뉴욕 로스쿨 법학박사(J.D)

현직 및 • 법률구조학회 국선변호사(1972-1976)
공직경력 : • 글렌 코브 민주당 위원회 위원장(1982-1988)
• 글렌 코브 시의회 의원 (2003-2004)
• 뉴욕주하원 13선거구 하원의원(2004-현재)
• 뉴욕주하원 선거법위원회 위원장(2019-현재)
주요 정책 • 국민안전 보장 및 형사사법제도 개선
& 공약
• 공평한 학교, 자금 지원을 위해 노력
• 저렴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
• 고용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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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York State Assembly District 25 Two Year Term and No Term Limit
뉴욕주 하원의원 25지역구 예비선거 후보자 2년임기 무제한
The 25th Assembly District of New York includes the neighborhoods of Auburndale,
Kew Gardens, Utopia, Douglaston, Little Neck, Forest Hills, and Flushing.

The Democratic primary election was canceled
민주당 예비선거 없음

The incumbent for the 25th Assembly District is Assemblymember Nily Rozic who is
running for re-election.

The Republican primary election was canceled
공화당 예비선거 없음

Nily Rozic 닐리 로직

Seth Breland 세스 브렐랜드

Incumbent/Democratic/Working Families Party

Republican Party

Education: New York University
Public Service Experience:
• Member, District 25, New York State Assembly
• Chief of Staff, Brian Kavanagh
Policy Promises: Workplace Flexibility, Pay Equity,
Environmental Protection, Immigrants’ Rights

Education: Baruch College

현역 & 민주당 후보
학력: 뉴욕대 학사
현직 및 공직경력 : 뉴욕주하원 25선거구 하원의원(2013-현재)
주요 정책& 공약: 직장유연성, 급여평등, 환경보호, 이민자권리

Public Service Experience: N/A
Policy Promises: N/A

공화당 후보
학력: 바룩 칼리지
공직경력: N/A
주요 정책& 공약: N/A

New York State Assembly District 26 Two Year Term and No Term Limit
뉴욕주 하원의원 26지역구 예비선거 후보자 2년임기 무제한
The 26th Assembly District of New York includes the neighborhoods of Auburndale,
Bay Terrace, Bayside, Bayside HIlls, Broadway-Flushing, Douglaston, Floral Park, Glen
Oaks, Little Neck, New Hyde Park, Whitestone, and more.

The Democratic primary election was canceled
민주당 예비선거 없음

The Republican primary election was canceled
공화당 예비선거 없음

Edward C. Braunstein 에드워드 브런스타인

Robert Speranza 로버트 스페란자

Incumbent/Democratic Party Candidate

Republican Party
Education: N/A
Public Service Experience: N/A
Policy Promises: N/A

Education: B.S. in Finance from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Albany; J.D. from New York Law School
Public Service Experience:
• Former Legislative Assistant to NYS Assembly
Speaker Sheldon Silver
• NYS Assemblymember for District 26
(2010-Present)
• Former Chairperson of the NYS Assembly
Subcommittee on Trust and Estates
• Vice Chair of Majority Steering for NYS Assembly
(2017-2018)
• Chairperson of NYS Assembly Committee on Cities
(2017-Present)
Policy Promises:
Workplace Flexibility, Pay Equity, Environmental
Protection, Immigrants’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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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cumbent for the 26th Assembly District is Assemblymember Edward C. Braunstein who is running for re-election.

공화당 후보
학력: N/A
공직경력: N/A
주요 정책& 공약: N/A
현역 & 민주당 후보
학력: • 뉴욕주립대(SUNY) 올바니 금융학 학사 • 뉴욕 로스쿨 법학박사(J.D)
현직 및 공직경력 : • 뉴욕주하원 쉘던 실버의장 전 입법 보좌관
• 뉴욕주하원 26선거구 하원의원(2010-현재)
주요 정책& 공약: • NYC 학교를 위한 기존 자금 지원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
• 재산세 개편.

New York State Assembly District 40 Two Year Term and No Term Limit

뉴욕주 하원의원 40지역구 예비선거 후보자 2년임기 무제한
The 40th Assembly District includes the neighborhoods of Queensboro Hill, Jackson
Heights, Auburndale, Clearview, and Flushing.

Democratic Primary Election Candidates
민주당 예비선거후보자
Ron Kim 론김

The Republican primary election was canceled
공화당 예비선거 없음
Sharon Liao 샤론 랴오

Incumbent & Democratic Party

Republican Party

Education: B.A., Hamilton College,
M.P.A., Baruch College
Public Service Experience:
• Member, District 40, New York State Assembly
• Regional Director for Government and Community
Affairs, 2007-2010
Policy Promises: Education Quality Reform, Small
Business Development, Ethnic Diversity Promotion &
Cultural Protection

Education: N/A
Public Service Experience: -Chinese American Justice
alliance of the USA.
-Vice president of Infinity Fortune Group
Policy Promises: N/A

공화당 후보

현역 & 민주당 후보
학력:

The incumbent for the 40th Assembly District is Assemblymember Ron Kim who is running
for re-election.

• 해밀턴 칼리지 학사
• 바룩 칼리지 행정학 석(M.P.A)

현직 및 공직경력 : 뉴욕주하원 40선거구 하원의원(2007-현재)
주요 정책 & 공약: 교육의 질 개혁, 소기업 발전, 민족다양성 증진 및 문화보호

Kenneth Chiu 케네스 치우

학력: N/A
현직 및 공직경력:
• 중국계 아메리칸 정의 연맹
• 뉴욕라이프 에이전트
• 인피니티 포춘 그룹 부회장
주요 정책& 공약: N/A

Democratic Party
Education: N/A
Public Service Experience:
Founder of New York City Asian American
Democratic Club
Policy Promises: N/A

현역 & 민주당 후보
학력: N/A
현직 및 공직경력 :
뉴욕시 아시안아메리칸 민주 클럽 창립자
주요 정책 & 공약: N/A

연방하원 & 주상원 예비선거는 8월23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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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ting on Election Day
선거 당일 투표

Step 1 – “Where to Vote”

스텝 1- 투표소

You can locate your polling site by going to: https://voterlookup.elections.ny.gov/
Poll sites are open from 6:00 A.M. to 9:00 P.M.

본인 거주지에 따라 맞는 투표소와 선거구인지 확인하십시오.
투표소 확인은 https://voterlookup.elections.ny.gov/ 에서
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엽니다.

Step 2 – “Signing-In”

스텝 2- 도착 서명

Make sure you are at the correct poll site and Election District (E.D.) for your address.

To vote, you must go to your assigned Election District poll site which is
indicated on your voter registration card or the Annual Information Notice (this
notice is sent out to all active registered voters in August of each year) or ask
any election official at the poll site to look up your address in the street locator
to insure that you are at the right poll site and Election District.

Step 3 – “If You Need Assistance”

You may be assisted in marking and casting your ballot by any person of
your choice including a bipartisan team of trained poll workers, except your
employer or union representative. At selected sites pursuant to Federal Law,
Board interpreters are also available to assist voters.

Step 4 – Marking & Casting You Ballot
1. GET YOUR BALLOT

		 • Go to your designated poll site, sign in and get your paper ballot
		 and privacy sleeve from the poll worker
		 • A privacy sleeve will be provided to shield your ballot from view
		 after you have marked it
		 • Go to the privacy booth

2. MARK YOUR BALLOT

		
		
		
		
		
		
		
		

• Mark your ballot by completely darkening the oval in the box next to
or above your choice using the pen provided
• Do Not use and “X” or a “”
• Do Not circle the oval or make stray marks on the ballot
• For a write-in candidate, fill in the appropriate oval and write in
the candidate’s name
• Ballot Marking Devices (BMDs) are available for voters who need
assistance or would like to enlarge the print on the ballot

3. SCAN YOUR BALLOT
		 1. Take your ballot to the ballot scanner
			 a. Do not fold your ballot before inserting it into the scanner
		 2. Insert your marked ballot into the scanner to cast your vote

Voting by Emergency Ballot

If the scanner for your poll site is not operating, you will be given your paper ballot.
The poll workers will canvass the emergency ballots when the polls are closed at the
end of the day in accordance with State Law.
1. Take the envelope and the ballot to the privacy booth
2. Mark your votes with a pen with blue or black 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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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하기위해서는 본인에게 지정된 선거구의 투표소로 가야합
니다. 이 정보는 본인의 등록 카드나 연간 정보안내서 (이 안내서는
매년 8월에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유권자들에게 보내집니다.) 를
통해 확인하든지 투표소에 있는 선거 관리인에게 주소확인을 요
청하면 됩니다.

스텝 3 - 도움 요청
투표용지를 작성하고 내는데 도움이 필요하면 본인의 고용주나 노
동조합 대표가 아니라면 투표소에서 일하는 비정파 직원을 포함한
누구에게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방법에 의거 통역원이 있는 투
표소도 있습니다.

스텝 4-투표용지 작성과 제출
1. 투표용지 받기
		 •정해진 투표소로 가서 도착 서명을 하고 투표용지와
			 가리개를 투표소 직원에게 받습니다.
		 •가리개는 투표용지를 작성한 후 가리기 위해 주어집니다.
		 •투표하는 부스로 갑니다.

2. 투표용지 작성
		 •펜으로 본인이 선택한 후보자 이름의 옆이나 위에 있는
			 동그라미 안에 표시를 합니다.
		 •동그라미 안에 표시하는 외에 X나 따옴표를 표시하면
			 안됩니다.
		 •투표용지에 동그라미를 치거나 다른 표시를 하면 안됩니다.
		 •후보자의 이름을 써넣을 경우, 맞는 동그라미 안에 표시를
			 하고 후보자의 이름을 씁니다.
		 •투표용지의 글씨를 크게 하거나 다른 도움이 필요한
			 유권자는 투표용지 작성 기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투표용지 스캔
		 •투표용지를 스캐너로 가져갑니다.
			 - 스캐너에 넣기 전에 투표용지를 접으면 안됩니다.
		 •스캐너에 집어넣으면 투표가 완료됩니다.

Voting on Election Day
선거 당일 투표
3. The way to vote is to fill in the ovals next to or above to your choices.
		 Remember not to use any other markings on the ballot
4. Place your ballot in the Emergency Slot on the Scanner

Voting By Affidavit Ballot

If your name does not appear on the list of registered voters or if your signature is missing from that list, you will be given an affidavit ballot and an
envelope in which to seal it in. At the close of the polls, the sealed envelopes
are brought back to the Board of Election office where your registration will be
verified by a bipartisan team before your ballot is canvassed.
1. Take the envelope and ballot that the poll worker gives you and take
		 it to the privacy booth
2. Complete the envelope. Make sure you fully complete parts A, B, C
		 and D if applicable
3. Mark your votes on the ballot with a pen with blue or black ink
4. The way to vote is to fill in the ovals next to or above your choices.
		 Remember not to make any other markings on the ballot
5. Put the ballot in the envelope
6. Seal the envelope and give it to the poll worker
7. You are finished
The "Help America Vote Act" (HAVA) which was enacted into law in 2002,
requires all first-time voters, in a federal election, to provide additional
identification either on or with the voter registration application, i.e., the
driver's license number, non- driver’s ID number or the last four digits of your
social security number.
If you do not provide your driver’s license number or the last four digits of your social security number at the time you submit your registration form by mail, you can include a copy of any of the following
documentation with your registration application: Current and Valid Photo
ID; Current Utility Bill; Bank Statement; Government Check or Paycheck;
Government Document that shows Name and Address.
If the voter has not provided any of the acceptable forms of identification
by the time they vote in an Election, the voter will not be allowed to vote
on the poll site scanner but will be able to vote by affidavit ballot. The voter
will not be denied the right to vote.
If you are required by the Help America Vote Act (HAVA) to show identification before you can vote on the scanner and you cannot or choose
not to comply, then you will be given an affidavit ballot and an envelope
in which to seal it in.

비상 투표
투표소의 스캐너가 작동이 안되면 종이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투표소의 직원이 투표가 마감되는 시간에 비상 투표를 모아 가져
갈 것입니다.
1. 봉투와 투표용지를 개인 부스로 가져갑니다.
2. 검은색 또는 파란색 펜으로 투표를 합니다.
3. 올바른 표기법은 본인이 선택하는 후보자의 이름 옆이나
위에 있는 동그라미를 펜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표시도 해서는 안됩니다.
4. 투표용지를 스캐너 위에 있는 비상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사후인정 투표(Affidavit ballot)
본인의 이름이 등록된 유권자 리스트에 없거나 본인의 싸인이 없으
면 사후인정 투표용지(Affidavit ballot)를 받아서 봉투에 넣고 봉
인합니다. 투표가 마감된 후 봉인된 봉투들은 선관위로 보내져 본
인의 유권자 등록여부를 확인한 후 투표가 인정됩니다.
1. 투표용지와 봉투를 받아서 투표 부스로 갑니다.
2. 봉투를 작성한다. 파트 A,B,C와 경우에 따라서 D를 작성합니다.
3. 검은색이나 파란색으로 투표용지를 작성합니다.
4. 올바른 표기법은 본인이 선택하는 후보자의 이름 옆이나
위에 있는 동그라미를 펜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표시도 해서는 안됩니다.
5.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습니다.
6. 봉투를 봉인해서 투표소 직원에게 줍니다.
7. 투표가 마무리 됩니다.
“투표를 돕는 법안” (HAVA)이 2002년에 법으로 통과됐는데, 이에
따라 처음으로 투표를 하는 유권자들은 유권자 등록 신청서와 함께
운전면허증 번호, 비운전면허증 번호 또는 소셜번호 끝 네자리 숫
자와 같은 추가적인 신분확인을 필요로 합니다.
우편으로 유권자등록 신청서를 보낼 시에 운전면허증 번호나
소셜번호 끝 네자리 숫자를 넣지않으면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대신 쓸 수 있습니다: 사진이 부착된 유효한 신분증, 공과금 청
구서, 은행 증명서, 급여지급 수표, 본인의 이름과 주소가 있는
정부에서 받은 서류.
유권자가 선거일까지 신분확인을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제시를
못하면 스캐너를 이용해서 투표를 할 수는 없으나 투표 진술서
를 이용하여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의 투표권은 어떤
경우에도 부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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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the close of the polls, the sealed envelopes are brought back to the
Board of Elections offices where your registration will be verified by a
bipartisan team before your ballot is canvassed.
1. Take the envelope and ballot that the poll worker gives you to the
		 privacy booth
2. Complete the envelope by filling out Part A, B, C and if applicable D
3. Mark your votes on the ballot with a pen with blue or black ink
4. The way to vote is to fill in the ovals next to or above your choices.
		 Remember not to make any other markings on the ballot
5. Put ballot it in the envelope
6. Seal the envelope and give it to the poll worker
7. You are finished

투표를 돕는 법안 (HAVA)에 따라 스캐너를 이용하여 투표시
신분 확인을 해야하나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투표 진술서를 받
아서 봉투에 넣고 봉인하면 됩니다. 투표가 마감된 후 봉인된
봉투들은 선거 관리 위원회로 보내져 본인의 유권자 등록 여부
를 확인한 후 투표가 인정됩니다.
1. 투표용지와 봉투를 받아서 투표 부스로 갑니다.
2. 봉투를 작성한다. 파트 A,B,C와 경우에 따라서 D를 작성합니다.
3. 검은색이나 파란색으로 투표용지를 작성합니다.
4. 올바른 표기법은 본인이 선택하는 후보자의 이름 옆이나
위에 있는 동그라미를 펜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표시도 해서는 안됩니다.
5.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습니다.
6. 봉투를 봉인해서 투표소 직원에게 줍니다.
7. 투표가 마무리 됩니다.

Support KACE 후원하기
General Support - KACE QR-CODE
시민참여센터의 서포트를 원하시면
QR 코드에 접속하시면됩니다

The growth of KACE relies on support from community leaders like
yourself. Your generosity will allow us to take tremendous leaps forward in the civic empowerment of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Korean American Civic Empowerment (KACE) is registered as a
501(c)(3) non-profit organization with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Your donations and contributions are tax-deductible.
Please make the check payable to “KACE” and send it to:

시민참여센터는 여러분과 같은 지역사회 리더들의 후원으로 성장합니다. 여러
분의 관심어린 후원은 저희가 한인사회의 시민 역량 강화를 이루는데 있어서
큰 도약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시민참여센터는 연방 국세청 (Internal Revenue Service)에 등록된 501(c)(3)
비영리단체이고 여러분의 후원금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는 “KACE” 앞으로 쓰셔서 다음의 주소로 보내시면 됩니다:

Korean American Civic Empowerment
163-10 Northern Blvd, Suite 307 Flushing, NY 11358

Korean American Civic Empowerment

163-10 Northern Blvd, Suite 307 Flushing, NY 11358

NY Office: 163-10 Northern Blvd, Suite 307,
Flushing, NY 11358
Tel: (718) 961-4117
NJ Office: 185 Bridge Plaza N, Suite 306,
Fort Lee, NJ 07024
Tel: (201) 488-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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