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000 명 이상의 유권자 등록 신청을 동결시킨 “완전 일치(Exact match)"법과 관련하여 저희는 조지아주
국무장관 (Georgia Secretary of State)을 고발했습니다. 등록 신청 동결 대상의 80%가 유색 인종
시민이었습니다. 고발 이틀 후, 저희는 귀넷 카운티가 부재자 투표 및 부재자 투표 요청의 거부에 있어
조지아주의 타 카운티보다 네 배 더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귀넷 카운티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유권자는 거부 대상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거부된 투표 또는 투표 요청의 많은 경우, 유권자 서명이 주 당국에 기록된 서명과
충분히 비슷하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유권자들은 본인의 신청 또는 투표의
거부에 있어 어떠한 사전 통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유권자들은 공식 선거일 (Election
Day)이 지난 후에야 본인의 투표가 거부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늦은 시점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불공정한 프로세스를 수정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해 왔으며, 부재자 투표자는 본인의
신청 또는 투표가 거부되기 전에 서명 불일치에 관한 통지를 받아야 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부재자 투표 또는 신청이 거부된 경우에도 귀하가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귀하에게
상기해드리고자 합니다. 본 자문은 귀하의 투표가 집계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에 관한 문답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재자 투표 또는 부재자 투표 요청이 거부된 경우 통지를 받을 수 있나요?
귀하의 카운티 등록국은 "즉시" 이를 귀하에게 알리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연락을 취해야 할 시점에
관한 구체적인 요건은 없습니다. 이는 귀하가 선거가 지난 후 통지를 받게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너무 늦은 시점입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귀하가 본인의 투표 또는 투표 요청이
거부되었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확인 절차를 거치시기를 권장합니다.
투표 요청이 거부 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Georgia My Voter Page 에서 확인하시거나 또는 귀하의 카운티 등록국에 전화 문의를 하는 방법으로,
귀하의 투표 요청이 거부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링크에서 귀하의 카운티 등록국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위닛 카운티로 연락할 수 있는 전화 번호는 678-226-7210 입니다.
부재자 투표의 투표가 거부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카운티 등록국으로 전화하여 귀하의 투표가 거부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귀하가 그위닛 카운티
유권자라면, 귀하의 투표권 행사가 집계되었는지 전화로 확인하는 것은 특히 중요한 일입니다.
부재자 투표의 투표 또는 투표 요청이 거부된 경우에도, 2018 년 11 월 6 일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예. 어떠한 추가적 절차 없이, 사전 투표일 혹은 공식 중간 선거일 (Election Day)에 방문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표가 집계되지 않을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하다면 일찍 방문하여 투표하기를
권장합니다. 부재자 투표를 선호하시거나 반드시 부재자 투표를 해야 할 경우, 새로운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카운티 등록국이 부재자 투표용지를 발행 혹은 송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은 11 월 2 일,
금요일입니다. 그러나 요청서를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의 확보를 위해, 일찍 요청서를 제출하기를
권장합니다.
부재자 투표용지를 이미 받았지만 방문 투표하고 싶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재자 투표용지를 받았지만 발송하지 않았고, 방문 투표를 원하시는 경우,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부재자 투표를 취소하기 위해 투표소 방문 시 부재자 투표용지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부재자 투표 요청이 보류 중이며, 방문 투표하고 싶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더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부재자 투표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승인 결정이 나지 않은 경우, 방문
투표를 위해 귀하는 서면으로 부재자 투표 취소 요청을 해야 합니다. 카운티 등록국 또는 부재자 투표 담당
직원 (일반 투표 직원이 아닌)에게 구체적으로 작성한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의 투표소에 카운티
등록국 직원 또는 부재자 투표 담당 직원이 없을 수도 있기에, 투표소 방문 전 부재자 투표 취소를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Asian Americans Advancing Justice 유권자 핫라인에 연락하여 이 절차와
관련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전화번호는 470-765-VOTE 입니다.
사전 투표일 또는 공식 선거일 기간의 부재자 투표 또는 방문 투표와 관련하여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문제가 있으시다면, 상기의 핫라인 번호로 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갱신: 2018 년 10 월 17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