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ter Rights










Keep this card handy when you go to vote!
If you are a U.S. citizen over the age of 18 who registered to vote at least 30 days before the election, you
can vote!
Receive instructions from a poll worker on how to use voting equipment before you close the voting
booth. N.Y. Elec. Law § 8-306.
You are not required to show identification to vote and poll workers should not ask for an ID.
Vote free from harassment or intimidation.
Vote without an ID unless you are a first-time voter voting on a machine.
Vote by affidavit or provisional ballot (a paper ballot in an envelope) if you have any problems with your
registration.
If you speak another language, you are entitled to bring an interpreter. That person cannot be an
employer, an agent of your employer, or an officer or agent of a labor union.
Take “Challenge Oaths” if someone challenges your right to vote. You have the right to cast a regular
ballot if you can complete the oaths required of you. N.Y. Elec. Law § 8-504.
Receive instructions from a poll worker on how to use voting equipment before you close the voting
booth. N.Y. Elec. Law § 8-306.

Please call the NYS Attorney Generals Voting Helpline: 1 (800) 771-7755 if you experience any difficulty voting or
if you think any of your rights may be in question.











투표하러 가실 때 이 카드를 지참하세요!
18 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로 선거일로부터 최소 30 일 전에 유권자 등록을 하셨으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투표권 행사를 저지하면 “맹세 후 투표(Challenge Oaths)”를 하세요. 만약 유권자임을
본인이 맹세하는 절차를 완료하면 일반 투표용지를 사용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 뉴욕주 선거법 조항(§
8-504)
기표소에 입장해 문을 닫기 전 투표소 직원에게 투표기계 사용방법을 안내받으세요 - 뉴욕주 선거법
조항(§ 8-306)

유권자는 투표를 위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되며 투표소 직원은 신분증 지참여부를 물어볼 수
없습니다.
협박이나 방해에 구애받지 마시고 자유롭게 투표하세요.
처음 기계로 투표하는 유권자가 아닌 이상 신분증없이 투표하셔도 됩니다.
유권자 등록 관련 어떤 문제가 있으면 선서 투표 또는 대체 투표용지(봉투에 담긴 종이 투표용지)를
사용해 투표하세요.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유권자는 통역원을 대동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행인이
고용주, 고용주의 대리인 또는 노조 임원이나 대리인이어선 안됩니다.

투표에 어려움을 겪으셨거나 본인의 투표권이 침해받았다고 생각되면 뉴욕주 검찰청 투표 핫라인 1 (800) 7717755 에 연락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