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투표할 수 있겠습니까?
워싱턴주 법에 의해 만약 성인으로써 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게
되며 주법 혹은 연방법에 의해 언도 받은 중범죄 형량을 복역 중에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본인이 더 이상
워싱턴주 교도부 (DOC) 감독에 처해 있지 않고 주법 혹은 연방법에 의해 언도 받은 중범죄 형량의 복역을 완전히
마쳤다면 그 사람의 투표권은 자동적으로 복원됩니다.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의 투표 자격 여부를 아는 것에 있어서
이 도표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중범죄에 유죄판결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경범죄에 유죄판결을 받았습니까?

중범죄

경범죄

당신은 성인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소년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까?

성인

소년

당신은 연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예

당신은 유죄판결로 인하여
아직도 투옥 중입니까?

당신은 워싱턴주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까?

예

아니요

예

아니요

당신은 아직도 교도부의 감독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만약 당신이 아직도 교도부 감독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 확실히 알지 못한다면 본인이 (혹은 본인
을 위해 대신 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교도부에 전
화하여 문의 해야 할 것입니다. 교도부 전화는
1-800-430-9674이며,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
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교도
부에 본인 파일이 “열려” 있는지 혹은 “지속적인”
상태인지 물어보십시요.
- 만약 교도부에서 아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당신
은 투표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등록하신 후 본
인의 권리를 행사 하십시요!
- 만약 교도부에서 그렇다, 라고 대답한다면 본인
의 공동보호관찰원 감독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그 감독원에게 전화하여 본인이 현재 “
공동보호관찰을 받고 있는지” 물어보십시요. 만약
대답이 그렇다, 라면 본인의 투표권은 아직 복원되
지 않았습니다.
투표권이 없을 때 투표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그
렇기에 당신의 투표권 여부를 확실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의심이 든다면 등록
하기 전 교도부에 연락하여 등록할 자격이 되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투표하기 위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투표하기 위해 아직 등록
할 수는 없지만 교도부 감독 기간
이 끝난 이후 혹은 언도 받은 형
량의 복역을 완전히 마친 이후 당
신의 투표권은 자동적으로 복원
될 것입니다. 투표권이 없을 때
투표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그렇
기에 당신의 투표권 여부를 확실
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의심이 든다면 등록
하기 전 교도부에 연락하여 등록
할 자격이 되는지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이 직
접 카운티 감사관 선거 사무
소나 관공서, 학교, 도서관, 소
방서 등 여러 다른 장소에 가
서 등록할 수 있는 것을 비롯
하여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으
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www.sos.wa.gov 에서
도 등록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League of Women Voters 같
은 기관을 통해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