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에서 시민들은 투표를 통해 정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유권자로서 힘을 가지고 있으나, 이렇게 일상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을 행사하는 것은 텍사스 사람 중 50% 미만뿐입니다. 하지만 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투표권을 행사하여 지역 사
회를 돕고 정부가 당신을 위해 일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등록하셨습니까?  이곳에서 확인하십시오!: (QR 코드) 
 

Vote America: Court the Vote 에서는 Texas Young Lawyers Association 이 텍사스 및 기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장기간에 걸쳐 진행한 법률 위주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
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tyla.org/VoteAmerica 를 방문하거나 1414 Colorado Street, Suite 502, Austin, Texas 78701-2487로 TYLA (텍사스 청년 변호

사 협회, TYLA) 에 연락하십시오. 또는 (800) 204-2222 내선 번호 152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면책조항: 본 정보는 자료이며,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오로지 정보성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개인의 특정 용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법적 자문을 대체하거나 보충할 목적
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문서가 공개된 이후 텍사스 주의 법률이 개정될 수도 있습니다.  텍사스에서의 유권자 등록, 투표, 투표권 회복과 관련해 자신에게 적용되는 

법을 모두 확인하는 것은 귀하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이 몰랐을  
투표자의 특징: 

 
      1. 더욱 건강한 삶을 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사회에 공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4. 재범의 가능성이 낮습니다. 

투표 방법: 
 
      1. 등록합니다 

      2. 적절한 사진 신분증을 보유하거나 타당한 예
외 사유가 존재합니다 

      3. 후보자에 대해 공부합니다 

      4. 투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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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투표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말해야 합니까? 

A: 아닙니다! 텍사스에서는 투표의 기밀성이 지켜집니다. 투표 관리인들
은 투표 내용이 아닌 투표한 사람들의 목록만 보관합니다. 익명 투표 

이외에 귀하 또는 다른 투표자가 어떻게 투표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귀하의 선택은 귀하의 이름과 연결지을 수 없
습니다. 또한, 투표 부스는 귀하가 투표용지를 작성할 사적 공간을 제
공합니다.  

 
    텍사스에서는 위협 없는 자유 투표가 보장됩니다. 각 투표 장소에서
는 여러 규정이 적용되어 투표자들이 어떤 후보를 선호하든 편안하
게 투표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투표 관리인들은 누구에
게 투표했는지 물어볼 수 없으며, 투표 장소 내부 또는 근처에서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Q: 투표하려면 사진 신분증이 필요합니까? 

A: 보통은 그렇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분증을 획득하기 어려
운 합당한 사유 (교통 부재 또는 직장/가족 부양)가 있다고 선서하거
나 증언했고,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했다면(급료 지
불 수표 또는 공과금 고지서), 사진 신분증이 없어도 투표할 수 있습니
다. 

Q: 만일 과거에... 

      a.   경범죄로 기소된 경우 투표가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b.   경범죄로 집행이 유예된 경우 투표가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c.   경범죄로 유죄가 선고된 경우 투표가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d.  중죄로 기소된 경우 투표가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e.   중죄로 집행이 유예된 경우 투표가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f.     중죄로 유죄가 선고된 경우 투표가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1.    일정 기간의 투옥, 가석방, 보호관찰, 집행유예 기간을 포함해 

중죄에 대한 처벌이 완료되었거나 사면을 받았습니까? 

                  i.  그렇다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ii. 그렇지 않다면 투표할 수 없습니다. 

            2.   중죄 선고가 항소 중이라면 투표가 가능합니다! 

 
질문이 더 있으십니까? 

      Election Protection 핫라인으로 연락하십시오: 

            a.   영어 - (866) OUR-VOTE 또는 (866) 687-8638 

            b.   스페인어/영어: (888) VE-Y-VOTA 또는 (888) 839-8682 

            c.   아랍어/영어: (844) YALLA-US 또는 (844) 925-5287 

            d.   아시아 언어/영어: (888) API-VOTE 또는 (888) 274-8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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