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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캡 카운티: 부재자 투표 방법 가이드 2020 년 12 월 1 일 및 2021 년 

1 월 5 일  결선투표 

 

1. 12 월 1 일 결선투표: 디캡 카운티 선거관리국을 통해 온라인에서 부재자 

투표지를 요청하세요. 

a. 부재자 투표 요청지를 DeKalbVotes.com 에서 받으세요. 

b. 부재자 투표 요청지를 완성하여 이메일로 

absenteeballot@dekalbcountyga.gov 에 보내세요. 

c. 팩스로 404-298-4038 로 보내세요. 

d. 직접 또는 우편을 통해 4380 Memorial Drive, Suite 300, Decatur, GA 30032 로 

보내세요 

 

1 월 5 일 결선투표: 부재자 투표 용지를 조지아 주무부 웹사이트 

https://ballotrequest.sos.ga.gov/ 에서 요청하세요. 또는 디캡 카운티 

선거관리국에서 위의 방법을 통해 직접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재자 투표 요청 요청지에 사인 과 날짜를 작성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2. 부재자 투표지의 상태 확인은 주무부 웹사이트 mvp.sos.ga.gov 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a. 주무부 웹사이트에 로그인하신 후, “Ballot Issued” (투표지 발송) 날짜가 보일 

것입니다. 이 날짜는 디캡 카운티가 투표지 요청을 한 날짜입니다. 

b. 요청량이 많아 부재자 투표지는, 5~8 일의 시간이 요청 후 걸릴 수 있습니다. 

c. 요청 후 10 일이 지나도 부재자 투표지를 받지 못하셨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카운티에 부재자 투표지의 상태를 확인하시기 위해 연락하십시오 404-298-4020 

또는 이메일 voterreg@dekalbcountyga.gov. 

 

3. 최대한 빨리 부재자 투표지를 작성하여 제출 하십시오. 

a. 부재자 투표지를 받으신 후 주의하고 자세히 설명을 따라 작성하시고 투표지를 

제출하십시오. 

http://www.dekalbvotes.com/
https://ballotrequest.sos.ga.gov/
mailto:voterreg@dekalbcountyg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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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꼭 투표지의 투표하실 후보의 원을 완전히 칠하십시오. 완전히 칠하여야 투표를 

정확하게 집계할 수 있습니다. 

c. 작성한 부재자 투표 용지를 흰색의 공식 투표지 봉투 또는 종이에 넣으십시오. 그 

후 공식 투표지 봉투를 더 큰 봉투에 함께 넣으십시오. 봉투의 뒷면에 사인과 

날짜를 작성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d. 부재자 투표지를 보내는 방법: 

i. 우편: 4380 Memorial Drive, Suite 300, Decatur, GA 30032 로 

보내십시오. 우편의 지연과 연휴로 유권자들에게 꼭 12 월 28 일 전까지 

1 월 5 일의 선거의 부재자 투표지를 보내기를 권고해 드립니다. 12 월 1 일 

결선 투표 관련 부재자 투표는 우편으로 보내는 것을 추천 드리지 

않습니다. 

ii. 드롭박스: 디캡 카운티에 9 개의 안전한 드롭 박스가 12 월 1 일 결선 

투표를 위해 배치 되어있습니다. 1 월 5 일 결선투표를 위해서는 32 개의 

안전한 드롭 박스가 카운티 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중 3 개의 드롭 

박스는 디캡 카운티 선거 관리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iii. 업데이트된 드롭박스의 장소는 DeKalbVotes.com 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부재자 투표지를 드롭박스에 오후 7 시 까지 12 월 1 일 그리고 

1 월 5 일 선거에 맞게 넣어 셔야 합니다. 드롭 박스는 매일 24 시간 동안 

감시하에 있습니다. 유권자는 유권자 등록이 된 카운티의 드롭 박스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iv. 주의사항: 오직 룸메이트, 직계가족, 간병인만이 부재자 투표지를 대신 

보내 줄 수 있습니다.  

 

4. 부재자 투표지 상태확인은 https://georgia.ballottrax.net/voter/ 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의 지시에 따라 부재자 투표지 상태를 확인 하실 수 있으며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조: BallotTrax 는 1 월 5 일 결선투표에만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10 일 이내에 당신의 투표지가 확인이 안 된다면, 디캡 카운티 선거 관리국 404-298-

4020 으로 바로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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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접 현장 투표. 부재자 투표지를 받았는데 하지 않고 직접 투표를 하고 싶으신가요?  

가능합니다. 투표 장소에 부재자 투표지를 가지고 가십시오. 투표 장소의 직원에게 

주시면서 직접 투표를 원한다고 요청하십시오. 만약 부재자 투표를 받지 못하셨다면 

마찬가지로 투표 장소의 직원에게 부재자 투표지를 취소 한다고 얘기하시고, 진술서에 

부재자 투표지를 취소하고 직접 투표를 요청한다는 것을 사인한 후 직접 투표 하실 수 

있습니다 

 

12 월 1 일 결선투표의 사전 투표는 수요일 11 월 25 일 에 마감합니다. 1 월 5 일 

결선투표의 사전 투표는 12 월 31 일에 마감합니다. 사전 투표 장소를 찾고 싶으시다면 

DeKalbVotes.com.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거일에는 지정된 투표장소에서 

투표하여야 합니다. 

 

6. 우편이나 직접 투표 시 잠정 투표용지 (Provisional Ballot)'을 받으셨나요?  투표가 

집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a. 당신의 표의 상태를 mvp.sos.ga.gov 에서 확인하십시오. 

b. 만약 이의 상태 “Challenge Status”라고 나온다면, 404-298-4020 으로 전화하여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c. 사인된 진술서는 팩스, 우편, 이메일 또는 직접 보내실수 있습니다. 디캡 선거 

관리위원회: 4380 Memorial Drive • Suite 300 • Decatur, GA 30032 

팩스: 404-298-4038 

이메일: voterreg@dekalbcountyga.gov 

 

d. 12 월 1 일 결선투표 상태 확인: 2020 년 12 월 4 일 오후 4:30 분까지 

당신의 표의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1 월 5 일 결선투표 상태 확인: 2021 년 1 월 8 일 오후 4:30 분 까지 당신의 

표의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mailto:voterreg@dekalbcountyg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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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 제공 부재자 투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부재자 투표지를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네, 다만 잃어버렸거나, 훼손되었거나, 또는 받지 못했다는 것을 진술서에 서명하여야 합니다. 

이런 경우 부재자 투표지가 다시 발송됩니다. 다시 부재자 투표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재자 투표지를 신청했는데, 직접 투표로 대신 하는게 가능한가요? 

 

만약 카운티의 선거 관리국에서 부재자 투표지를 받았다면, 이미 투표가 집계 된 것임으로 직접 

가셔서 투표 하실 수 없습니다. 다른 투표지는 발송 되지 않습니다.  

 

만약 카운티의 선거 관리국에서 부재자 투표지를 아직 받지 않았거나, 부재자 투표지를 보냈지만 

아직 선거관리국에서 받지 못했다면, 부재자 투표지를 취소 한 후 직접 투표 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소의 매니저가 취소 한다는 것을 한 후 직접 투표 하실 수 있습니다.  

 

늦게 도착한 부재자 투표지도 취소된 부재자 투표지와 같이 다루어집니다. 

 

제삼자가 부재자 투표지를 대신 신청해 줄 수 있나요? 

 

만약 타 지역에 출타, 해외 거주 또는 장애가 있으시다면 가족 구성원이 대신 요청해 줄 수 

있습니다. 가족 확인 후 다음의 구성원이 대신 요청해줄 수 있습니다. 투표자의 어머니, 아버지, 

조부모, 이모, 고모, 삼촌과 외삼촌, 형제, 자매, 배우자, 아들, 딸, 조카, 손자, 사위, 며느리, 장인, 

시아버지, 장모, 시어머니, 또는 처남, 동서 면서 18 세 이상인 사람만 가능합니다.  

 

부재자 투표용지를 친척이 대신 요청해줄 경우 신청서가 진실되었다는 선서에 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부재자 투표용지는 기록에 기재된 영구 주소지 또는 임시 해외 또는 타 지역의 주소로 

배송됩니다. 신체적 장애가 있는 유권자 또는 수감되어 있는 유권자 또는 구금 시설에 있다면 

카운티 내의 다른 주소로 투표지가 배송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필기로 작성되어야 하며 이름 

그리고 개인이 아닌 경우 요청자 와의 관계를 기제 해야 합니다. 

 

https://sos.ga.gov/admin/files/Absentee_Voting_A_Guide_for_Registered_Voters_2020.pdf
https://sos.ga.gov/admin/files/Absentee_Voting_A_Guide_for_Registered_Voters_20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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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삼자가 작성된 부재자 투표지를 대신 보낼 수 있나요?  어떻게 투표지가 보내 졌느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부재자 투표지는 조항 O.C.G.A. 21-2-385(a) 에 해당하는 가족 또는 같은 집에 거주하는 이 가 

대신 우편 또는 직접 대신 보낼 수 있습니다. 

 

만약 부재자 투표자가 신체적 장애가 있다면, 가족 또는 위에 게시된 같은 집에 거주하는 이 또는 

투표자의 간병인이 대신 보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간병인이 투표자와 함께 거주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부재자 투표자가 감옥에 있거나 또는 다른 구금 시설에 있는 경우 부재자 투표지는 우편 

또는 직접 감옥 또는 시설의 직원이 보낼 수도 있습니다. 

 

병원 또는 시설에 갇혀있을 경우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나요? 

 

일부 카운티에서는 예비 또는 선거일에 병원에 갇혀있는 유권자에게 부재자 투표를 선거 관리인 

또는 사무관이 배달 할 수 있습니다. 투표지는 그 자리에서 바로 투표를 해야 하며 올바르게 

밀봉된 후 보내집니다. 만약 유권자가 조지아에서 처음으로 부재자 투표지를 요청하였으며 

인증되는 신분증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았다면, 유권자는 개인의 신분을 밝히지 못할 경우 잠정 

투표용지 (Provisional ballot)가 제공됩니다. 유권자의 신분과 등록이 확인된다면, 투표가 

집계됩니다. 병원 또는 시설에 계신 경우 카운티의 선거관리국의 부재자투표지 배송에 대해 

연락하여 문의하십시오. 

 

신체적 장애가 있거나 65 세 이상인 경우 선거마다 부재자 투표지를 신청해야 하나요? 

 

신체적 장애 또는 65 세 이상 유권자의 경우 예비 선거, 경선, 선거 그리고 결선 투표에 부재자 

투표를 받겠다는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선거의 종류와 상관없이 부재자 투표를 

매번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특별 선거의 경우 신체적 장애 또는 65 세 이상의 유권자도 

부재자 투표지 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부재자 투표지를 작성하는데 다른 이 에게 도움을 받을수 있나요? 

 

네, 다만 도움을 주는 사람도 꼭 신청서에 서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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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삼자가 사전에 프린트 또는 기입한 내용이 있는 부재자 투표 신청서를 사용 해도 되나요? 

 

제삼자 또는 단체가 부재자 투표 신청지를 프린트 또는 기입하여 보내는것은 금지되지 않습니다. 

유권자가 위의 신청서에 서명을 한다면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것이 됩니다. 

 

묶음으로 보내지는 부재자 투표 신청서가 받아드려 지나요? 

 

네, 부재자 투표 신청서는 팩스, 우편, 또는 직접 보낼 수 있습니다. 신청서의 배송에 대해서는 

누가 가지고 가거나 또는 누가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한 제약이 없습니다. 

 

부재자 투표 신청서를 배포할 경우 주의사항: 

• 유권자가 꼭 직접 개인의 서명을 신청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 개인 또는 단체에서 제공하는 부재자 투표 신청서를 사용하는 유권자는 내용의 검토하고 

서명으로 진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부재자 투표 신청서와 선거 관련 유인물을 단체에서 함께 보낼 수 있나요? 

 

부재자 투표 신청서와 선거 관련 유인물을 함께 보내는 것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개인이 직접 부재자 투표 신청서를 만들어 다른 이가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나요? 

 

부재자 투표 신청서를 유권자를 위해 만드는 개인 또는 단체, 선거 관리감 또는 관리원 제외, 는 

신청서가 주무부에서 제공하는 부재자 투표 신청서와 상당 부분 일치하여야 합니다. 부재자 투표 

신청서를 유권자를 위해 만드는 개인 또는 단체는 만든 신청서에 제작 했다는 내용을 분명히 

드러내야 합니다. 규범에 따르지 않은 부재자 투표 신청서라도 O.C.G.A. 21-2-381(a) 에 

해당하는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 처리 가능합니다. 

 

2020 년 11 월 19 일 오후 3:10 시 기준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