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 투표용지로 안전하게 투표하기
모든 California 유권자는 2020년 11월 3일에 실시되는 선거에 필요한 우편투표 투표용지를 수신하게 됩니다.
귀하의 카운티 선거 사무소에서는 2020년 10월 5일부터 아래 그림과 같은 투표용지를 발송하기 시작합니다.

Franklin County
Elections Department
4321 Franklin Avenue
Franklin, HN 99999-1234
RETURN SERVICE REQUESTED

Vote-by-mail
Official ballot
(우편투표 공식
투표용지)
OFFICIAL VOTE-BY-MAIL BALLOT MATERIAL

Valentina Q. Voter
5678 Seventh Ave, Apt 9863
Franklin, HN 99999-1278

우편투표는 안전하고 간편합니다.
투표용지에 투표한 다음 아래 내용을 따라해주세요.

투표용지 봉인

귀하의 카운티 선거사무소에서 보내 온 봉투에 투표용지를 잘 넣으십시오.

봉투 서명

투표용지 봉투에 한 서명이 CA 운전면허증 및 주 아이디에 한 서명이나, 혹은 등록 당시에 한 서명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카운티 선거사무소에서는 귀하의 투표를 보호하고자 해당 서명들을 비교합니다.

투표용지 회송

우편 송부 - 귀하의 투표용지에 2020 년

11 월 3 일까지의 소인이 찍히는지
확인하십시오. 우표 불필요!

또는

직접 제출 - 2020 년 11 월 3 일 오후 8 시까지
안전한 투표용지 투입함, 투표소, 투표 센터 또는
카운티 선거 사무소에 투표용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투표용지 추적

귀하는 wheresmyballot.sos.ca.gov 에 등록해서 문자 (SMS), 이메일 또는 음성 통화로 자신의 우편투표 용지에 의한
투표 상황에 대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편투표가 가능한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안전한 물리적 거리두기를 지키는 데에 일조하게 됩니다. 모든
카운티에서 선거일 전에 투표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에서는 유권자 등록, 대체 투표용지, 이용 가능한
투표기 및 언어 지원이 제공됩니다.

사전 투표소에서 안전하게 투표하기
한 곳이나 그 이상의 사전 투표소가 2020년 11월 3일 실시되는 선거 전 주 토요일을 시작으로 최소 나흘 동안 여러
카운티에 설치됩니다. 투표소에서는 유권자 등록, 대체 투표용지, 이용 가능한 투표기 및 언어 지원이 제공됩니다.
귀하가 다음 세 가지 방법을 따르시면 유권자와 선거 위원이 안전한 투표소를 유지하는데 일조할 수 있습니다.

1

줄 서지 않기
귀하는 기표한 투표용지를 우표가 필요 없는 우편으로 안전한 투표용지 투입함에 되갖다 넣거나 투표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에는 작성한 투표용지를 제출하는 유권자를 위해 별도의 라인이 마련됩니다.
근처 투표소 투입함 찾기는 여기에서: CAEarlyVoting.sos.ca.gov

2

사전투표하기
투표소에 직접 방문하는 경우 선거일 전에 가셔야 물리적 거리두기에 일조할 수 있습니다. 여러
카운티에서는 한 곳이나 그 이상의 투표소를 선거일 전 일요일을 시작으로 최소한 나흘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안전 절차 따르기
다음 예방 조치를 따름으로써 투표소에서 귀하의 건강은 물론 다른 유권자와 선거위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 안전 점검 목록
투표소에 있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팔 간격의 거리를 유지합니다.
투표소 입장 전후에 손을 씻습니다.
문이나 기표용구를 만진 후 손 세정제를 사용합니다.
접촉이 잦은 물건을 가급적 만지지 않기 위해서 볼펜을 가져옵니다.

투표하는 동안 안전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보가 더 필요하신가요?
질병관리예방센터 지침 검토:

korean.cdc.gov/coronavirus/2019-ncov/community/election-polling-locations.html
우편투표가 가능한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안전한 물리적 거리두기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카운티
선거사무소에서는 2020 년 10 월 5 일부터 California 유권자에게 우편투표용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우편으로
회송되는 투표용지에는 2020 년 11 월 3 일까지의 소인이 찍혀 있어야 하며, 안전한 투표용지 투입함에 되갖다
넣는 투표용지는 2020 년 11 월 3 일 오후 8:00 까지 넣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