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년 Alabama 투표 가이드 
 

주요 날짜  
 
11 월 8 일 중간선거의 주요 투표일자와 마감일은 무엇입니까? 

 
• 온라인 투표자 등록 마감일: 2022 년 10 월 24 일 

• 직접투표자 등록 마감일: 10 월 24 일 

• 우편 등록 마감일: 10 월 24 일   

• 부재자 투표용지 우편 요청 마감일: 11 월 1 일 이전에 거주하는 카운티의 부재자 투표 관리자 

사무실에 도착해야 합니다. 

• 부재자 투표용지 직접 제출 요청 마감일: 11 월 3 일 이전에 거주하는 카운티의 부재자 투표 관리자 

사무실에 도착해야 합니다. 

• 부재자 투표용지 직접 반송 마감일: 11 월 7 일 영업 시간 이내(오후 5 시 이내)에 거주하는 카운티의 

부재자 투표 관리자 사무실에 도착해야 합니다. 

• 부재자 투표용지 우편 반송 마감일: 11 월 8 일 이전에 거주하는 카운티의 부재자 투표 관리자 

사무실에 도착해야 합니다. 

• 일반선거: 2022 년 11 월 8 일 
 
선거일 이전  
 
투표 등록 자격은 무엇입니까? 
 
다음의 자격을 갖춘 모든 미국 시민권자는 Alabama 내 적격 투표자입니다. 

• Alabama 주민 

• 18 세 이상인 자(또는 다음 일반선거일에 18 세가 되는 자)  

• 법정에 의해 심신미약자로 분류되지 않은 자 

• 선거권이 제한되는 범죄로 인해 투표가 금지되지 않은 자(아래 ‘사법 시스템의 영향권에 있는 

사람의 투표’ 참조) 
 
어디에서 투표 등록을 합니까? 

• 온라인 

o Alabama 운전면허 또는 비운전자 신분증을 소지한 경우 

온라인(https://www.alabamainteractive.org/sos/voter_registration/voterRegistrationWelcome.

action)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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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Alabama 운전면허 또는 비운전자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웹사이트 
(https://www.sos.alabama.gov/sites/default/files/voter-pdfs/nvra-
2.pdf?_ga=2.73558875.89236752.1659629497-1808547899.1659629497)에서 PDF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 우편 등록 

o https://www.sos.alabama.gov/contact/online_voter_form_request 을 통해 등록 양식 우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o 우편으로 제공되는 양식은 또한 공증 판사 및 면허소장 사무소, 칼리지, 대학, 공립학교 또는 

도서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o  

 
• 직접 등록 

o Alabama 주 운전면허증 또는 비운전 신분증을 신청하거나 갱신할 때 자동차 

부서(Department of Motor Vehicle)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o 주 및 지방 정부 기관에서 부양 자녀 지원, SNAP, TANF, 푸드 스탬프, WIC, 메디케이드 또는 

재활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신청하거나 재인증할 때 등록할 수 있습니다. 

o 군대 징병소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o 거주하는 카운티의 수도에 있는 등록 위원회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름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등록 내용을 업데이트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온라인으로 등록 내용을 업데이트하려면 상기된 동일한 링크를 통해 투표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우편 또는 직접 등록을 통해 업데이트하려면 상기된 동일한 장소에 방문하여 투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전 투표를 할 수 있나요? 
 
Alabama 에서는 사전 투표제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선거일 당일 직접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 부재자 

투표용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나요? 
 
다음의 경우 부재자 투표용지를 통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선거일 당일 거주하는 카운티를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투표소까지 이동하는 데 지장이 되는 질병 또는 신체적 질환이 있는 경우 

• 카운티 외곽에 거주하는 등록된 Alabama 유권자(군인 또는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지역 밖에 위치한 교육기관의 학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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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투표소가 아닌 투표소에 임명된 선거관리관 또는 투표 감시원 

• 투표 시간과 일치하는 최소 10 시간의 필수 교대 근무가 예상되는 경우 

• 생활 반경이 집에 국한된 친족 또는 혈연에 의한 2 차 친족 관계를 돌보는 경우 

• 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선거권이 제한되는 범죄로 인해 투표가 금지되지 않은 경우(아래 ‘사법제도의 

영향을 받은 경우 투표’ 참조) 
 
부재자 투표에 참여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부재자 투표에 참여하려면 먼저 https://www.sos.alabama.gov/alabama-votes/absentee-ballot-application-by-

county 를 방문하여 거주하는 카운티의 부재자 투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을 마치면 부재자 선거 관리자에게 부재자 투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부재자 선거 관리자는 

https://www.sos.alabama.gov/city-county-lookup/bor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부재자 투표지가 도착하면 투표지에 기재된 정보를 주의 깊게 읽고 온라인 지침을 따라 기입한 뒤 

반송합니다. 부재자 투표지를 해당 카운티에 제공된 우편 주소로 발송하거나 상기 링크에 명시된  해당 

카운티에 제공된 실제 주소로 배달해야 합니다. Alabama 는 부재자 투표지 제출 상자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까? 
 
부재자 투표지를 통한 투표(상기 내용 참조) 이외의 우편 투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재자 투표 기준 중 

하나에 부합할 경우 부재자 투표지를 통해 상기 절차에 따라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 당일  
 
투표소 개장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Alabama 투표소는 선거일 당일 오전 7 시부터 오후 7 시까지 개장됩니다. 동부시간대 투표소는 해당 시간대 

오전 7 시부터 오후 7 시까지 개장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표소 폐장 시점에 투표 대기줄에 

서있는 경우 투표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투표 장소는 어디입니까? 
 
 https://myinfo.alabamavotes.gov/voterview 에서 투표 장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표 장소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출발하기 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투표 장소로 이동할 대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으로 다음 중 하나를 지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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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한 운전면허(만료 전 또는 만료일로부터 60 일이 지나지 않아야 함) 

• Alabama 법 집행 기관 디지털 운전면허증 

• 유효한 비운전자 신분증(만료 전 또는 만료일로부터 60 일이 지나지 않아야 함) 

• Alabama 법 집행 기관 디지털 비운전자 신분증 

• 유효한 Alabama 유권자 신분증(사진 부착) 

• 유효한 주 발급 신분증(Alabama 또는 기타 주) 

o 유효한 Alabama 교정국 발급문서 - 임시 신분증(사진 부착) 

o 유효한 Alabama  

o 유효한 총기 면허(사진 부착) 

• 유효한 연방 발급 신분증 

• 유효한 미국 여권 

• 연방 정부, Alabama 주, 카운티 정부, 지방자치단체, 이사회, 당국 또는 기타 주 법인의 유효한 임직원 

신분증 

• Alabama 주의 공립 또는 사립 칼리지 및 대학 또는 다른 주의 공립 또는 칼리지 및 대학(기술 또는 

전문 대학원 포함)에서 발급한 유효한 학생 또는 직원 신분증 

• 유효한 군인 신분증 

• 유효한 소수민족 신분증 

잠정 투표지는 언제 사용합니까? 
 
투표 직원이 투표 자격을 확인할 수 없으나(예: 유권자 등록 명단에 이름이 누락된 경우), 자신이 투표 

등록을했으며 투표할 자격이 있다고 믿는 경우 잠정 투표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투표 직원은 잠정 

투표지를 통해 투표할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직원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잠정 투표지를 요청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미국 선거 지원법에서는 모든 유권자가 잠정 투표지를 사용하여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잠정 투표지 기입을 완료하기에 앞서, 투표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유권자라도 집 

주소에 해당하는 정확한 투표소에 있는지 반드시 투표원에게 확인하세요.  

Alabama 에서는 사진이 부착된 허용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잠정 투표 자격이 발생합니다. 잠정 

투표의 유효성을 보장하려면 선거 후 금요일까지 사진이 부착된 허용 가능한 ID 를 등록 관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법 시스템의 영향권에 있는 사람의 투표  
 
교도소 내에서도 투표가 가능합니까? 
 
여기에 명시된 죄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교도소 내에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부재자 

투표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부재자 투표에 참여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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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시민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명시된 죄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투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명시된 죄목 중 반역죄와 탄핵을 제외한 모든 범죄에는 투표권 회복 절차가 있습니다. 일부 범죄는 투표권 

회복에 사면이 요구됩니다. 해당 범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빨간색 상자에 명시된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다른 범죄는 사면이 요구되지는 않으나 형사 미결 혐의가 없어야 하고, 전체 형량을 살거나 가석방 또는 사면 

처분을 받아야 하며, 선고 당시 결정된 모든 벌금, 수수료 및 배상금 지불을 마친 다음 투표 등록 자격 

증명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CERV 신청이 가능한 범죄 CERV 신청 절차는 여기의 2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투표자가 보유하는 권리  
 
투표 도우미가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투표소는 노인 및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연방 선거에서 각 투표소는 투표 시스템의 

접근성을 보장하여 장애인이 보조 기술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독립적/사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Alabama 는 신체장애인 또는 70 세 이상의 노인 유권자를 대상으로 선거 공무원 특정 장애로 인해 

투표 과정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카운티의 공증 판사 또는 주 비서에게 연락하십시오.  

또한 연방 투표권법 제 208 조에 따라 ‘시각장애, 신체장애가 있거나 읽기 및 쓰기에 어려움을 겪어 투표 

참여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유권자는 자신의 고용주 또는 고용주 대리인이나 자신이 가입한 노조의 임원 

또는 대리인을 제외하고 특정인을 선택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연방법은 전체 주에서 실시하는 

모든 선거에 적용되며 모든 주법을 대체합니다. 장애, 문맹 또는 제한된 영어 능력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투표자를 도와줘도 됩니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가능합니다.  

• 유권자의 고용주 또는 고용주 대리인  

• 유권자가 가입한 노조의 임원 또는 대리인  
 
투표 공보물을 영어 이외의 언어로 이용할 수 있습니까? 
 
Alabama는 현재 투표 공보물을 영어 이외의 언어로 제공해야 한다는 연방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어를 읽고 쓰는 데 어려움이 있어 투표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특정인을 선택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투표 도우미가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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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협박을 목격하거나 경험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유권자 협박은 두려움을 심기 위해 합리적으로 계산된 활동을 통해 예비 유권자들이 선호도에 반하는 

투표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아예 투표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입니다.  

연방법은 유권자의 협박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투표소 근처에서 행해지는 다음 행위는 불법적인 유권자 협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투표소 안팎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하거나 언어적 협박을 가하는 행위 

• 군복 또는 공무원을 연상시키는 유니폼을 착용하고 유권자와 대치하는 행위 

• 총기를 보여주는 행위 

• 투표 대기줄을 방해하거나 투표소 입구를 차단하는 행위 

• 유권자가 투표소로 향하고, 투표소에 머물고, 투표소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추적하는 행위 

• 유권자 사기, 투표 요건 또는 관련 형사 처벌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 유권자의 차량에 공격적으로 접근하거나 유권자의 번호판을 적는 행위  

• 투표 자격을 공격적으로 묻는 등 유권자를 괴롭히는 행위  
 
유권자 협박을 목격 또는 경험한 경우에는 해당 투표소의 투표 관리자에게 알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와 

그러한 협박으로 인해 유권자가 자신의 투표권을 이행할 수 없었는지를 문서로 작성한 뒤 아래 기재된 선거 

보호 직통번호로 전화해야 합니다.  
 
투표 과정에서 질문이 생기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음의 선거 보호 직통번호로 전화하십시오.  

• 866-OUR-VOTE (영어)  

• 888-VE-Y-VOTA (스페인어/ 영어)  

• 888-API-VOTE (아시아 언어/ 영어)  

• 844-YALLA-US (아랍어/ 영어)  
  
자세한 투표 정보는 https://www.sos.alabama.gov/alabama-votes 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splcenter.org/our-future-our-vo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