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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나요?투표소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투표소는 선거 당일 
오전 6 시부터 오후 7 시까지 운영합니다.

 

교통편이 필요하신가요? 
1-866-OUR-VOTE 에 전화해 문의하세요

 

오후 7 시 이전부터 줄을 서서 대기 하신다면 
아무리 늦어도 투표 기회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투표할 수 있나요?어디에서 투표할 수 있나요?

미주리 주 유권자 필수 숙지 사항 

2022년 선거 당일 투표

이메일:
info@movpc.org 

질문 사항은 다음 번호로 전화 혹은 문자 가능:

선거관리기구의 선거 공고 엽서를 확인하거나 전화로
866-OUR-VOTE 에 지정투표소를 문의하세요. 투표소
및 투표소 배정은 바뀔 수 있습니다!  특정 행정구역의
유권자들은 투표 센터 혹은 중앙 투표소들과 같이 여러
장소에서 투표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다른 모든 유권자
들은 주소지 배정 투표소에서 투표하셔야 합니다.

어떤 신분증이 필요한가요?어떤 신분증이 필요한가요?  

유효한 미주리 주 운전면허증 혹은 비운전자 면허증;
참전용사 신분증 카드를 포함한 유효한 군인 신분증;
유효한 미국 여권; 
미국 연방정부 혹은 미주리 주에서 발급된 유효하거나
가장 최근 총선 이후에 만료된 사진 부착 신분증.

법안:  선거당일에 일반 투표를 행사하거나 부재자 
현장투표 시 다음 중 하나를 제시하세요: 

 

적절한 신분증이 없는 경우 임시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임시투표는 투표자가 유효한 사진 부착 신분증을 가지고
투표소에 돌아오거나 투표 봉지 서명이 유권자 등록 시 

사용한 서명과 일치할 경우에만 집계됩니다.



우편을 통한 부재자  투표용지가 전달 실패, 분실, 파괴, 손상, 
혹은 수취 실패한 경우에도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용지가 없으신가요?          투표용지 분실 진술서 작성 후에 
선거 당일 에 직접 부재자투표를 하거나 선거 당일에 

(임시투표가 아닌) 일반 투표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용지가 있으신가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반납하고 
직접 투표하세요. 투표소에서 작성이 완료된 
부재자 투표용지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신규 시행: 누구나 선거 당일 2주 전부터 사진 부착 신분증
지참 시 직접 부재자 현장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투표권에 이의가 제기된 경우, 투표소에서 귀하의 
유권자 등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유권자 
등록을 하신 경우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자는 
투표자와 직접 대화하거나 투표 진행 방해할 수 없습니다.

투표소 직원을 제외한 그 누구도 귀하의 
유권자 등록 혹은 신분증 확인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투표권에 이의가 제기된 경우투표권에 이의가 제기된 경우  

이름이 명단에 없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이름이 명단에 없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채팅: 866OURVOTE.org 
 

기타 언어 문의사항:
스페인어: 888-VE-Y-VOTA
아시아 언어: 888-API-VOTE
아랍어: 844-YALLA-US

질문사항은 다음 번호에 전화 혹은 문자로 문의하세요

1-866-OUR-VOTE1-866-OUR-VOTE
(1-866-687-8683)

투표자  권리  알기투표자  권리  알기

 

귀하의 이름이 명단에 없는 경우, 투표소에서 귀하의 선거등록 내용을 
선거기구에 확인하고 해당 투표소를 안내해 드립니다.  
 
미주리 주 내의 다른 카운티로 거주지가 바뀌었지만 투표 등록 내용을 수
정하지 않았다면  귀하의 주소를 수정하고 투표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귀
하의 유권자 등록이 확인될 수 없다면 임시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임시투표는 귀하의 정확한 지정투표소에서 행사 하여야만 유효합니다. 

부재자 투표 관련 사항부재자 투표 관련 사항
MOVPC의 "부재자 투표 이해하기" 카드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