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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위의 권리 중 하나라도 거부되었다고 여겨질 경우, 주 총무처장관의 비밀 무료  

유권자 직통 번호로 신고하세요. (800) 345-VOTE (8683).

유권자의

권리
다음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1 등록된 유권자는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일 
경우

• 최소 18세 혹은 그 이상일 경우
• 최근 거주지에 등록되어 있을 경우
• 현재 주 또는 연방 교도소에 있거나 중범죄의 유죄 

판결을 받아 가석방 상태가 아닐 경우
• 현재 법원에서 투표를 하기에 정신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판결을 받지 않았을 경우

 2 목록에 이름이 없지만 등록된 유권자는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시 투표용지에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선거 위원단에 의해 투표권이 
인정될 경우 유효표 처리 됩니다.

 3 선거 시간이 종료된 후에도 투표 줄에 서있을 
경우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4 비밀 투표의 권리가 있으며, 누구에게도 
방해받거나 투표 방법을 안내받지 않고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5 실수 했을 경우 새로운 투표용지를 발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미 투표용지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합니다. 다음의 
방법을 따르세요.

투표장소에 있는 선거인단에게 문의하여 새로운 
투표용지를 받고,
우편으로 받은 투표용지를 교환하세요.투표장의 선거 
사무소에 문의하여 새로운 용지로 교환받거나, 혹은  
임시 투표용지를 사용하여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6 투표시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도움을 받고 싶은 사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의 고용주 혹은 조합 대표자는 
불가합니다.

 7 우편으로 전달 받은 투표용지를 원하는 곳에 
제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전역 어디든 가능합니다.

 8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로 선거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본인의 선거구에 
해당 언어를 구사하는 충분한 수의 인구가 
있을 경우에 한합니다.

 9 선거 절차에 관련하여 선거 위원단에게 질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선거 과정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질문에 답을 할 수 없는 경우, 질문을 받은 자는 반드시 
해당 유권자를 적합한 사람에게 인도해야만 합니다. 
만약 질문자가 지장을 주는 행동을 할 경우, 답변을 
멈출 수 있습니다.

 10 부정, 불법 선거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주 총무처장관 사무소이나 선거 
위원단에게 신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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