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안내: 일반 정보
버겐 카운티에서 누가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까?
유권자 등록을 위한 자격 요건:
1. 미국 시민
2. 선거 전에 최소한 30 일 이상 버겐 카운티에서 거주한 주민
3. 최소 17 세 이상, 하지만 18 세가 되기 전에는 투표할 수 없음.
4. 뉴저지나 타주 또는 연방법에 위배되는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상태가 아닌 사람

버겐 카운티에서 어떻게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까?
버겐 카운티 선거 관리 위원장 사무실에서 또는 우편으로 유권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유권자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지자체 클럭 사무실, 기타 공공 기관, 또는 저희
웹사이트인 http://www.co.bergen.nj.us/elections/default.html 에서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오전 8 시 30 분에서 오후 4 시 30 분 사이에 선거 관리 위원장 사무실(201-336-6100)로 문의해
주십시오.

언제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까?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지만 선거에서 투표하려면 투표하고자 하는 선거가 실시되기 21 일 전에 등록 신청서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유권자 등록은 언제까지 유효합니까?
귀하의 유권자 등록은 귀하께서 버겐 카운티를 떠나셨거나 투표권을 박탈당하지 않은 경우 무기한
유효합니다. 버겐 카운티를 떠나시면 새로 거주하는 카운티에서 다시 유권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유권자 등록을 할 때 꼭 정당에 가입해야 합니까?
1. 아닙니다, 정당 예비 선거에서 투표하길 원하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당 가입은 선택 사항입니다.
정당에 가입한 사람만 예비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무소속 유권자로 처음 예비 선거에 참여하는
경우, 예비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정당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선거 관리 위원장 사무실에 서면으로 달리
통보하기 전까지는 계속 그 정당에 소속됩니다. 이제 유권자는 무소속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예비 선거 전에 가입 정당을 변경하길 원하시는 경우, 예비 선거일 55 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해
주셔야 합니다.

이사 후에 어떻게 주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까?

1. 버겐 카운티 내에서 이사한 경우: 버겐 카운티 내에서 이사한 경우, 저희 사무실에 서면으로 주소 변경
통지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a. 선거일 전에 같은 타운 내의 한 선거구에서 다른 선거구로 이사하거나 버겐 카운티 내의 한
타운에서 다른 타운으로 이사하고 마감일 전에 선거 관리 위원장 사무실에 서면으로 주소 변경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새로 이사한 타운이나 선거구의 새 투표소에서 잠정투표를 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투표소에 대한 정보는 지자체 클럭이나 선거 관리 위원장 사무실(201-3366100)로 문의해 주십시오.
2. 다른 카운티로 이사한 경우: 선거일로부터 21 일 이전에 다른 카운티로 이사한 경우, 새로운
카운티에서 유권자 등록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 다시 등록하지 않으셨으면 투표하실 수 없습니다.
유권자 등록 상태를 확인하시려면 선거 관리 위원장 사무실에 문의해 주십시오.
a. 선거일 전 30 일 이내에 다른 카운티나 주로 이사한 경우, 해당 선거만 이전 투표소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 마감일을 놓치신 경우, 선거일 당일에 고등법원 판사 앞에 출두해 항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선거 관리 위원장/선거 관리 위원회에 문의해 주십시오.

결혼하거나 이름을 바꾼 경우엔 어떻게 합니까?
1. 법적으로 이름을 바꾼 경우, 새로운 유권자 등록 양식을 작성하고 이름 변경 박스에 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2. 마감일 전에 선거 관리 위원장 사무실에 이름 변경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잠정 투표지에 이전 이름과
현재 이름을 기재하고 새 이름으로 서명하여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체 주소로 유권자 등록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법에 따라 유권자 등록은 거주지 주소로만 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란 고정된 주거 장소를 뜻합니다
(즉, 본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곳)

아들이 대학교 캠퍼스로 옮겨 그곳에서 투표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네. 본인의 새 거주지로 유권자 등록 양식을 작성하고 변경 사항을 저희 사무실에 통지해주시면 됩니다. 원하는
경우, 집과 같은 영구 주소지에서 계속 등록된 상태로 있고 우편투표용지를 발송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등록하고 투표하느냐는 본인의 결정이지만, 한 곳에서만 등록하고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집을 2 채 소유하고 있는데 어느 주소로 등록해야 합니까?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소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실제 거주"란 유권자가 실제로 거주하고 떠나 있을 때마다
되돌아갈 의사가 있는 주소에서만 투표할 자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
우편투표용지를 신청했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선거 전에는 카운티 클럭 선거부(201-336-7020)에 신청 상태에 대한 정보를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2. 선거 당일에는 투표소에 가셔서 귀하의 이름이 "우편투표용지"로 표시되어 있을 경우 잠정투표를
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이름에 표시가 돼있지 않으면 투표기기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집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 앞으로 투표용지 견본이 도착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러한 투표용지는 "발송자에게 반송" 또는 "이사감" 등이 적힌 간단한 메모와 함께 선거 관리 위원장 사무실로
반송해 주십시오. 이전 집주인뿐 아니라 해당 주소에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 가족 앞으로 온 투표용지도
반송해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로 투표용지 견본이 반송되면 해당인이 해당 주소에 더 이상 거주하지 않음을 알게 되어 유권자
거주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선거인 명부에 제 이름이 표시되었거나 빠져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귀하의 이름에 "거주지 확인"이라고 표시되어 있다면 귀하의 투표용지 견본이 배송 불가로 반송되었다는
뜻입니다. 등록한 주소에서 계속 거주하고 계시다면 선거인 명부 앞에 있는 주소 확인 양식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투표기기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이름이 빠져있다면, 잠정투표로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은 교사이고 학생들에게 투표 절차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선거 관리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3 학년 이상 학생들을 위해 모의 선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의 선거를
실시하고 싶은 날짜, 참여할 학생 수, 투표기기 수, 투표용지에 기재할 내용 및 이 선거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전체적인 목표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저희 사무실로 보내주십시오.
저희 사무실은 또한 저희 투표기기 창고 부서를 통해 학생회 선거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서비스 노조로 투표기기를 이용해 선거를 치르고 싶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네. 저희 투표기기 창고 부서에서 사조직 선거를 실시하고자 하는 분들께(즉, 조합, 경찰 조직 등) 수수료를 받고
투표기기 및 지원을 제공해 드립니다.

버겐 카운티에서는 언제 선거가 실시됩니까?
예비 선거 - 6 월 첫 번째 월요일 다음에 오는 첫 화요일에 실시
본선거 - 11 월 첫 번째 월요일 다음에 오는 첫 화요일에 실시
예비선거 및 본선거 투표 시간은 오전 6 시부터 저녁 8 시까지입니다.

지방 선거 정보
비정당 선거는 5 월 두 번째 화요일에 실시됩니다. 버겐 카운티에서는 다음의 지자체가 비정당 선거를
실시합니다: 가필드, 해켄색, 로디, 린드허스트, 마와, 리지필드 파크, 리지우드, 티넥 및 테테보로.
투표 시간은 오전 6 시부터 저녁 8 시까지입니다.

연례 교육위원 선거는 언제 실시됩니까?
연례 교육위원 선거는 4 월 세 번째 화요일에 실시됩니다. 교육 위원회의 위원들을 선출하고 제안된 학교
예산안을 승인하는 비정당 선거입니다. 교육위원 선거에서 투표하시려면 등록 유권자여야 합니다. 법에 따라
투표 시간은 각 학군에 따라 다르지만 모든 투표소가 오후 5 시에서 9 시 사이에는 꼭 개장해야 합니다.
귀하의 투표용지 견본에서 투표소 위치와 시간을 확인하십시오.

어디서 투표할 수 있습니까?
투표소 위치는 귀하의 투표용지 견본에 기재돼 있으며 버겐 카운티 선거 관리 위원회 웹사이트
(http://www.co.bergen.nj.us/paboe/PollLocator.aspx)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투표합니까? 기명 투표는 어떻게 합니까? 투표소에 도착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거 관리 위원회 사무실에서 유권자가 투표소에 입장할 때부터 퇴장할 때까지의 전체적인 투표 절차를
설명하는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려면 아래의 링크를 방문해 주십시오.
(영상을 보시려면 퀵타임이 필요합니다):
http://www.co.bergen.nj.us/elections/Videos/BergenCtyVotingDemoQT.mov

사무실 소개
선거 관리 위원장과 선거 관리 부위원장은 뉴저지 주지사에 의해 임명됩니다. 저희 사무실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권자 등록



거주지 변경



유권자 확인 카드 발부



투표기기 보관



선거인 명부 보관



투표소 점검



모든 투표 불일치 조사



NJSA Title 19에 따라 선거법 집행



모의 선거 실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십니까?
질문이 있는 유권자는 선거 관리 위원장 Debra M. Francica 와 부위원장 Jamie H. Sheehan-Willis
에게 문의해주시면 답해드립니다.
연락:

선거 관리 위원장 Debra M. Francica
선거 관리 부위원장 Jamie H. Sheehan-Willis
버겐 카운티
One Bergen County Plaza
Room 380
Hackensack, NJ 07601
전화: 201-336-6100
팩스: 201-336-6111

투표권 행사는 미국 시민 개개인의 몫입니다. 모든 선거는 똑같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