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위치 확인

투표소 위치는 선거들 사이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표소의
위치를 알아보려면 카운티 유권자 정보 안내서의 뒤표지를
확인하십시오. 또한 카운티 선거관리 사무소 또는
총무처장관의 유권자 핫라인 (866) 575-1558으로 전화하거나,
https://voterstatus.sos.ca.gov를 방문하거나, 또는 ‘GoVote’로
‘Vote(투표)’를 문자로 보내어 투표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선거 결과

선거 결과가 입수되는 대로 보기를 원하십니까? vote.sos.ca.gov
에서, 또는 @CASOSvote를 팔로우하는 Twitter에서 주 전체 선거를
하는 동안 방금 집계된 득표 수를 확인하십시오. E-업데이트를
https://goo.gl/BB7zb4에서 온라인으로 가입하십시오.

10개 언어로 제공되는 유권자 정보

www.sos.ca.gov/elections/voting-california를 방문하거나 아래의
무료 유권자 핫라인 번호로 전화하십시오.

2018

년의 투표

유권자 핫라인

English ........................... (800) 345-VOTE (8683)
Español / Spanish ............. (800) 232-VOTA (8682)
/ Chinese ........................... (800) 339-2857
/ Hindi ................................. (888) 345-2692
/ Japanese .......................... (800) 339-2865
/Korean ............................. (866) 575-1558
Tagalog ................................... (800) 339-2957
/ Thai ................................ (855) 345-3933
Việt ngữ / Vietnamese ................ (800) 339-8163

6월 5일
주 전체 직접
예비선거
11월 6일
총선거

...........................

/ Khmer .............................. (888) 345-4917

투표소는 선거 당일
에 오전 7시부터 오
후 8시까지 개장됩
니다

TTY / TDD ................................. (800) 833-8683

투표! 캘리포니아
www.sos.ca.gov

californiasos

casosvote

californiasos_

californiasos

California Secretary of State Alex Padilla
(866) 575-1558

유권자 등록

캘리포니아 주에서 유권자 등록을 하려면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 및 캘리포니아 주민,
선거일에 18세 이상 된 사람,
현재 중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주 또는 연방 교도소에 수감 중이거나
가석방 중이 아닌 사람, 그리고
현재 법원에서 투표를 하기 위한 정신적 무능력자라는 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

유권자 등록 절차는 간단합니다. www.RegisterToVote.ca.gov 에서
온라인으로 등록을 신청하거나, 또는 우체국, 도서관, 또는 일부
정부기관 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해당 선거에서 투표할 자격을 얻으려면 선거일로부터
늦어도 15 일 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기한을 놓쳤더라도, 조건부 유권자 등록을 하고 투표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카운티 선거관리
담당관에게 연락하십시오. 이사를 하거나, 이름 또는 선호
정당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시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예비등록

캘리포니아 주에서 유권자 예비등록을 하려면, 귀하는:
• 16세 또는 17세이어야 하고,
• 다른 모든 투표 자격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귀하는 18세가 되는 생일에 자동으로 등록 유권자가 됩니다.

우편 투표

캘리포니아 주의 등록 유권자는 우편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들어 있는 우편투표용지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www.sos.ca.gov에서 찾아보거나, 또는
카운티 선거관리 사무소로 연락하십시오. 작성한 신청서는
선거일로부터 늦어도 7일 전에 카운티 선거 관리 사무소에
도착해야 합니다.

잠정 투표

유권자의 이름이 투표소에 비치된 유권자 리스트에 들어있지 않은
경우에도 유권자 등록을 한 카운티에서 잠정 투표용지를 사용하여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잠정투표용지는 귀하가 등록된
유권자이고 해당 선거에서 아직 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선거관리 담당관이 확인한 후에만 집계됩니다. 선거 관리인은
잠정 투표용지가 집계되었는지, 그리고 만약 집계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 현황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https://voterstatus.sos.ca.gov를 방문하십시오.

투표용지 정보

등록 유권자는 선거일로부터 몇 주 전에 총무처장관의 공식 유권자
정보 안내서를 우편으로 받습니다. 카운티 선거관리 사무소는
카운티 유권자 정보 안내서를 유권자에게 우송합니다. 이 초당파적
안내서에는 투표 법안, 입후보자, 투표권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6월 5일 주 전체 직접 예비선거
유권자 등록 마감일 ............................................................. 5월 21일
조건부 유권자 등록........................................... 5월 22일-6월 5일
우편투표용지 신청 마감일 .............................................. 5월 29일
우편투표용지 반송일(이 날짜까지 소인이 찍혀야 함).....6월 5일
11월 6일

총선거

유권자 등록 마감일............................................................ 10월 22일
조건부 유권자 등록...................................... 10월 23일-11월 6일
우편투표용지 신청 마감일............................................. 10월 30일
우편투표용지 반송일(이 날짜까지 소인이 찍혀야 함)... 11월 6일

기표 투표용지가 마감일까지 확실히 배달되려면 선거일 이전에
기표 투표용지에 소인이 찍혀야 하고, 선거일 후 3일 이내에
카운티 선거관리 사무소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마데라, 나파, 네바다, 새크라멘토, 산마테오 카운티에
거주하는 모든 등록 유권자들은 선거로부터 28일 전에 우송된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이 5개 카운티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은
우편을 통해서, 또는 안전한 투표용지 투입함 위치에서
선거일 전 10일까지 투표 센터에서 투표하기를 원하는지를
지금 결정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카운티 선거관리 사무소로 연락하거나, 또는 www.sos.ca.gov/
elections/voters-choice-act를 온라인으로 방문하십시오.

투표소를
찾으려면

GOVOTE로
VOTE 문자를
보내십시오

RegisterToVote.ca.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