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 11 월 3 일
조지아의 "완전 일치 (exact match)"법은 53,000 명 이상의 유권자 등록 신청을 동결시켰고, 향후 취소의 위험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신청자의 이름, 생년월일, 운전 면허증 또는 주 ID 번호, 사회 보장 번호 마지막 4 자리 또는 등록 신청서의
시민권 상태가 운전자 서비스 부서 (Department of Driver Service, DDS) 또는 사회 보장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 파일 정보와 정확히 일치 하지 않으면 유권자 등록 신청서가 "미처리"상태에 놓입니다.
신청자가 완전하고 정확한 유권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름의 철자 오류,
하이픈의 잘못된 배치 또는 운전 면허증 번호 중 하나가 틀리는 경우 등 작성중 실수로 인해 불일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귀화
시민권자가 비시민권자로 잘못 표시된 경우에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유권자 등록 시스템이 시민권의 변화를
반영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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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가 26 개월 이내에 불일치를 시정하지 않으면 유권자 등록이 완전히 취소됩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와 다른 민권 단체들은 2018 년 10 월 11 일 연방법원에 이 법을 종료하고 “미처리” 신청서가
승인되도록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2018 년 11 월 6 일 다가오는 선거 전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므로 이 조언은
등록 신청서가 "미처리"인 경우에 대한 귀하의 권리의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유권자 등록 신청서가 "미처리" 상태인지 확인하십시오.
귀하의 유권자 등록 신청서가 "미처리” 상태인 경우, 귀하는 귀하 카운티 보드의 등록 기관으로부터 우편으로 통지를 수령했어야
합니다. 유권자 등록 상태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조지아 유권자 등록 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이름 이니셜, 성, 카운티 및
생년월일을 사용하여 로그인하십시오. 다음 화면에는 “유권자 정보” 상태를 보여주는 상자가 나타납니다. 등록이 "미처리"이면
"상태"필드 옆에 “카운티 연락하기"라는 단어가 빨간색으로 나타납니다. 페이지 상단에는 추가 정보로 연결되는 빨간색 배너가
나타납니다.
웹 사이트에서 귀하를 찾기 어려우신 경우, ProGeorgia(전화 번호 : 404-583-3871) 또는 카운티 등록 담당실에 전화하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8 년 11 월 6 일 선거에 귀하의 신청서가 "미처리" 상태 이어도 여전히 투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권자 신청서가 “미처리” (Pending) 상태로 이름, 생년월일, 면허증 또는 주 ID 번호 가 “완전 일치” 되지 않더라도 정기
투표로 직접 투표를 선거일이나 사전 투표 때 하실수 있습니다. 꼭 투표장소에서 “미서리” 상태라면 선거하실때 유권자
등록시 적은 이름과 실직적으로 유사한 아이디를 지참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다음의 서류들이 본인임을
증명하실수 있습니다.
다음의 정부에서 발행된 ID 들은 증빙서류로 사용될수 있습니다.
o 미국 여권
o 연방 또는 조지아 정부 직원 사진 ID
o 조지아주 주립 대학의 사진 ID
o 미국 군인 ID
o 미국 부족 ID

만약 본인이 “미서리” 상태로 시민이 아님으로 등록되어있다면, 정기 투표로 시민임을 증명을 투표소 매니저나 부등기자에게
확인을 하시면, 직접 투표 하실수 있습니다. 투표소 매니저는 모든 투표 장소에 투표일 그리고 사전투표때 배치 되어
있을것입니다. 시민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는 미국 출생신고서, 미국 여권, 또는 시민증명서류를 직접 제출, 이메일 또는
펙스로 증명할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 잠정 투표(Provisional Ballot) 로 투표 할 수 있습니다.

선거 당일, "미처리” 상태로 투표를 실시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잠정 투표"로 투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잠정
투표는 집계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잠정 투표로 투표한 경우, 선거 후 금요일(2018 년 11 월 9 일)까지 카운티 등록 사무소에 사진 ID 및/또는 시민권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카운티 등록 기관은 귀하의 투표가 계산되지 않은 경우, 귀하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잠정 투표 또는 선거 투표 선거 당일에 문제가 발생할 시, 귀하는 선거 보호 (Election Protection) 핫라인 866-OUR-VOTE
또는 아시안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 유권자 핫라인 470-765-VOTE(8683) 로 전화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