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기표가 집계되었습니까? 투표 후 해야 할 일! 

경우에 따라서 기표가 집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표 집계는 선거일 이후 며칠 동안 이루어지며 그 
기간에 여러분의 투표지가 집계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 문제를 찾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투표지가 확실히 집계되도록 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선거일은 2020년 11월 3일 화요일입니다. 

우편/부재자 투표 

1. 우편물/부재자 투표를 추적하여 집계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각 주별로 추적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ballotready.org 을 참조하십시오. 

a. 도움이 필요한 경우 1-888-API-VOTE (1-888-274-8683) 핫라인으로 전화하십시오. 영어, 
벵골어, 광둥어, 힌디어, 한국어, 만다린, 타갈로그, 베트남어 및 우르두어로 언어 지원이 
제공됩니다. 

b. 조기에 추적하십시오- 문제가 생길 경우 해결할 시간이 제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 우편/부재자 투표지가 집계되지 않은 경우: 

a. 우편/부재자 투표지가 집계되지 않는 일반적인 이유: 

i. 서명 불일치 – 우편/부재자 투표지에 대한 서명이 정부에서 기록한 서명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ii. 지침을 완전히 또는 올바르게 따르지 않은 경우. 
iii. 신분증 사본을 동봉하지 않은 경우. 

b. 1-888-API-VOTE (1-888-274-8683) 핫라인에 전화하여 부재자/우편투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영어, 벵골어, 광둥어, 힌디어, 한국어, 만다린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및 우르두어로 언어 지원이 제공됩니다. 

임시 투표지 

1. 지역 또는 주 정부는 귀하가 임시 투표할 때에 임시 투표지 집계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하여 상세한 정보를 제공했어야 합니다. 

2. 임시 투표로 투표했는데 집계되지 않았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a. 임시 투표가 집계되지 않는 일반적인 이유: 

i. 유권자 등록 – 유권자 등록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해당 투표소의 유권자 롤에 없는 
경우, 해당 지역의 선거 관리위원에게 유권자 등록을 해결 받으실 수 있습니다. 

ii. 신분증 – 투표소에 적절한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많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선거 관리 위원에게 가져가서 해결 받을 수 있습니다. 

iii. 서명 불일치 – 서명이 선거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선거 후 이 문제를 선거 관리 
위원에게 해결 조치를 강구할 수 있습니다. 

b.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시간이 촉박할 수 있습니다. 1-888-API-VOTE (1-888-274- 
8683) 핫라인에 전화하여 조언을 구하십시오. 영어, 벵골어, 광둥어, 힌디어, 한국어, 
만다린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및 우르두어로 언어 지원이 제공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가요? www.advancingjustice-aajc.org/election2020에서 선거 자료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ballotready.org/
http://www.advancingjustice-aajc.org/election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