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투표를 하기 위해 등록을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LAVOTE.GOV 에서 온라인으로 하는 것입니다.
• 도서관, 차량 등록국(DMV), Norwalk 등록국 본사와 같은 대부분의 정부 건물에도 유권자 등록 신청서가

있습니다.
유권자는 이번 선거의 우편 투표 투표지를 받으려면 5월 23일까지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유권자 등록 

투표 등록 여부 또는 등록 상태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 유권자들은 LAVOTE.GOV/VRSTATUS 에서 온라인으로 등록 상태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 마감일을 놓치더라도 투표할 수 있습니까?

    네. 5월 23일 마감일을 놓친 유권자도 여전히 L.A.카운티의 어느 투표 센터에서 조건부 유권자 등록
    (당일 등록)을 통하여 직접 투표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 정보는 언제 업데이트 해야 합니까?

    이전했거나 이름을 변경했거나 또는 정당 소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언제 우편 투표 투표지를 받게 됩니까?

• 우편 투표 투표지는 5월 5일부터 등록된 모든 유권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우편 투표 

내 우편 투표 투표지를 추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유권자들은 california.ballottrax.net 의 Where's My Ballot 을 구독하여 투표지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투표지 상태에 대하여 문자, 전자 메일 또는 음성 메일로 자동 알림을 보내는 무료 구독입니다. 

투표지 제출 상자 위치 목록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 LAVOTE.GOV 온라인

• 유권자의 거주지 근처에 있는 편리한 투표지 제출 상자 위치 목록은 우편 투표 패킷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송 봉투에 서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등록국은 유권자 등록 기록의 서명과 함께 반송 봉투의 서명을 확인하여 자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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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 봉투에 제 생일을 적어야 합니까, 아니면 반송 날짜를 적어야 합니까?

   투표지가 반환되는 날짜를 입력합니다. 유권자가 대신 생년월일을 입력해도, 투표지는 여전히 처리되고,
  확인되면 선거일에 집계됩니다.

투표를 하기 위해 어떻게 등록합니까? 

투표지는 언제 제출해야 합니까?

• 유권자들은 투표지를 받는 즉시 반송할 수 있습니다.

• 모든 투표지에는 소인이 찍혀 있어야 하며 선거일까지 반송해야 합니다.

• 저희 사무국은 선거일까지 소인이 찍힌 투표지를 선거일 이후 7일 이내에 접수합니다.



다른 언어로 우편 투표 투표지를 요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견본 투표지 책 뒷면에 있는 언어 요청 양식을 작성하여 반송하십시오.

등록국의 다국어 서비스 부서에 (800) 815-2666, 옵션 3으로 전화하십시오.

지원되는 언어: 아르메니아어, 중국어, 크메르어, 파르시아어, 한국어, 스페인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힌디어, 일본어, 태국어, 러시아어, 버마어, 텔루구어, 구자라트어, 인도네시아어, 몽골어 및 벵골어.

투표지를 받지 못하거나 투표지가 손상되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 유권자들은 LAVOTE.GOV/REPLACEBALLOT 에서 대체 투표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투표지 교체를 요청하는
마지막 날은 5월 31일입니다.
(800) 815-2666, 옵션 2로 전화하거나 또는 votebymail@rrcc.lacounty.gov 로 성명, 생년월일 그리고 주소와
함께 이메일 하십시오.

우편 투표 

투표 센터는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LOCATOR.LAVOTE.GOV 를 방문하여 투표 센터 앱을 확인하십시오.

     앱에는 LA 카운티의 모든 투표 센터 위치와 예상 대기 시간이 표시됩니다.

     등록된 모든 유권자들은 5월 중순에 각자의 집에서 가장 가까운 투표 센터 위치를 나열한 별도의 우편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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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투표를 해도 됩니까?

• 네. 유권자들은 5월 28일부터 어느 투표 센터에서든 직접 투표를 할 수 있는 옵션을 갖게 됩니다.
• 투표센터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선거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됩니다.

직접 투표 

언제 직접 투표를 할 수 있습니까?

 유권자들은 5월 28일부터 모든 투표 센터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조기 투표 기회를 활용하고 일찍 투표하십시오. 

어떻게 투표 센터를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유지합니까?

• 모든 투표 센터는 현재의 공중 보건 및 안전 지침을 따릅니다.

• 선거 요원들은 마스크를 쓰고 주기적으로 표면을 닦을 것입니다.

• 유권자들은 마스크 착용이 강력히 권장됩니다.

투표 센터에서 투표하려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까?

• 캘리포니아법은 등록된 유권자들이 투표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권자가 처음 등록할 경우 유효한 정부가 발행한 사진 ID 또는 사회보장 번호의 마지막 네 자리를 제공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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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oters can request a replacement ballot at LAVOTE.GOV/REPLACEBALLOT. The last day to request a replacement is May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