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주민 여러분, 투표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2020 년 10 월 13 일 업데이트

선거일은 2020 년 11 월 3 일 화요일입니다

주요 날짜
•
•
•

10 월 16 일 금요일 – 조기 투표 시작.
10 월 26 일 월요일 – 온라인 및 우편 등록은 선거일 8 일 전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11 월 3 일 화요일 – 선거일! 투표일에 우편이나 투표함으로 오후 8 시까지 투표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워싱턴 주의 유권자
•
•
•
•
•

미국 시민
선거일 전까지 최소 30 일 이상 워싱턴 주에 거주한 합법적 주민
선거일에 최소 18 세 이상
법원의 명령에 따라 투표 자격이 박탈되지 않은 자
워싱턴 중죄로 인해 교정부의 감독을 받고 있지 않은 자

유권자 등록을 하여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 마치셨습니까?
•
•

선거일 유권자 등록: 조기 투표 기간 및 선거 당일 오후 8 시까지 투표 장소에서 등록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을 사전에 하셨습니까?
▪

▪

네
o

귀하가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https://voter.votewa.gov/WhereToVote.aspx

o

등록되지 않았으면 오늘 재등록하십시오. https://voter.votewa.gov/WhereToVote.aspx

o

등록된 주소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https://voter.votewa.gov/WhereToVote.aspx 에서 등록을 업데이트하십시오.

아니요
o

바로 등록하십시오!
▪

온라인: https://voter.votewa.gov/WhereToVote.aspx
•

▪

다음의 것들이 필요합니다: 워싱턴 주 운전 면허증 또는 ID

우편:
•

https://www.sos.wa.gov/elections/print-voter-registration-forms.aspx 에서 유권자 등록 양식을
다운로드하고 프린트하여 작성하거나 https://www.sos.wa.gov/ elections/register-mail.aspx
에서 우편으로 보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o

유권자 등록 양식 다운로드:
•

암하라어 / አማርኛ

•

아랍어 / العربية

▪

•

벵골어 / বাাংলা

•

버마어 / ဗမာ

•

크메르어(캄보디아) / ខ្មែ រ

•

중국어 / 中文

•

크리올(아이티)/ 아이제엔

•

영어

•

페르시아어/ فارسی

•

프랑스어 / Français

•

힌디어 / ह िंदी

•

일본어 / 日語

•

한국어 / 한국어

•

라오스어 / ລາວ

•

포르투갈어 / Português

•

펀자브어 / ਪੰ ਜਾਬੀ

•

러시아어 / Русский

•

소말리아어 / Soomaali

•

스페인어 / Español

•

타갈로그어

•

티그리냐어 / ትግርኛ

•

우크라이나어 / Український

•

베트남어 / Tiếng Việt

등록을 위해 필요한 문서를 확인해 두십시오.

투표 방법
•

워싱턴 주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우편 투표를 합니다. 워싱턴 주 유권자 등록을 한 경우 투표용지를 우송해 드립니다.
https://voter.votewa.gov 에서 유권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투표용지를 받으려면 워싱턴 주에 등록된
유권자여야 합니다. 투표용지는 10 월 14 일 주간에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우편물 안에는 투표용지, 작성된 투표지를 넣을
보안 봉투 또는 비밀 봉투와 선불 우표가 찍혀 있는 반송 봉투가 있을 것입니다. 등록된 유권자인데 투표용지를 받지 못한
경우, 카운티의 선거 담당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
•

투표에 관한 지침 사항은 투표용지와 함께 동봉되어 있습니다. 투표용지를 작성한 후 봉투 사용 지침을 따르시면 됩니다.
반송 봉투에 서명했습니까? 해당 카운티는 선거 담당 부서에서 귀하의 서명 여부를 검토하고 유권자 등록부와
비교합니다. 서명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 귀하에게 연락이 갈 것입니다. 선언서에 서명할 수 없는 경우 두 명의 증인
앞에서 표시를 하고 지정된 장소에 서명하도록 하십시오.

•

이와 같이 투표용지를 제출하십시오:
▪

공식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반납하십시오. https://sos.wa.gov/elections 에서 이용 가능한 드롭박스 전체 목록 주 전역에
대략 500 개의 드롭박스와 투표 센터가 있습니다. 투표 기간 동안 드롭 박스는 24 시간 운영되며 선거 당일 오후 8 시
정각에 마감됩니다.

▪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반송하십시오. 우표는 필요 없습니다. 투표용지는 선거일까지 우편함에 넣거나 소인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투표 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투표하기
투표 센터에서 신규 유권자 등록, 현재 유권자 기록 업데이트, 유권자 등록카드 취득 등을 하실 수 있고,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제대로
작성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훈련된 직원들과 특별 장비들은 장애인 유권자들이 독립적으로 비밀 투표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

조기 투표를 원하시는 경우:
▪

조기 투표는 10 월 16 일 금요일에 시작합니다. 카운티는 총선 때마다 투표센터를 열고 사전 투표를 실시합니다.
영업시간에 투표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총선 당일 오후 8 시에 마감합니다. https://voter.votewa.gov 에
로그인하거나 카운티의 선거 부서에 문의하여 가장 가까운 투표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선거일에 투표하려는 경우:
▪

•

https://voter.votewa.gov 에 로그인하거나 카운티의 선거 부서에 문의하여 가장 가까운 투표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 임시 투표용지

▪

워싱턴 주는 카운티 선거사무소에서 직접 당일 등록 서비스를 제공하며 임시 투표는 흔하지 않습니다. 임시 투표는
정기 투표 기회가 거부당할 수 있는 투표자를 대상으로 하는 투표입니다. 개표 전 유권자 등록을 확인하기 위해 임시
투표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언어 지원
투표 시 언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투표권법 제 203 항에 따라 제한적 영어 구사 유권자가 많은 특정 관할 지역에서 해당 언어 투표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워싱턴 주는 King County 에서 중국어와 베트남어로 된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

투표권법 208 조에 따라 통역가 또는 번역가가 귀하의 조합 고용주나 대리인이 아닌 경우에 통역가 또는 번역가를

투표센터로 직접 데려올 수 있습니다.
▪

조언: 언어 지원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요청하고 자원하여 도와줄 사람을 찾아보세요!

투표 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
•

영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다른 도우미를 데려오실 수 있습니다.
특정 장소에서는 정부가 제공하는 언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협박과 차별을 받지 않고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억양 때문에 투표를 방해하거나 막는 경우 또는 귀하의 인종 때문에 시민일 수 없다는 거짓된 고정관념으로
투표하지 못하게 한다면 투표 시 협박이나 차별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여기를 방문하십시오:
https://www.sos.wa.gov/elections/
www.advancingjustice-aajc.org/election2020
투표 관련 질문은 크건 작건 상관없이
1-888-API-VOTE (1-888-274-8683)로 전화하시면 다음의 언어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어, 만다린 (普通話), 광동어 (廣東話), 한국어 (한국어), 베트남어 (tiếng Việt), 타갈로그어, 우르두어 ()اردو, 힌디어 (ह िंदी), 및
벵골어/방글라데시어 (বাাংলা). 선거 당일과 그 이후까지 언어 지원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