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ffordable housing

food access

well-funded schools

jobs

support for
small businesses

accessible public spaces

healthcare

parks and playgrounds

public
transportation

mental
health

services

what’s at stake
Get ready to use Ranked 
Choice Voting this
June Primary on Tuesday, 
June 22nd, 2021. 

Early voting will run from 
Saturday, June 12th to 
Sunday, June 20th. 
Check your voter 
registration status, request 
an absentee ballot,
and lookup your early voting 
and election day poll site at 
vote.nyc

Do not rank the same candidate more than once, and do not 
mark two candidates with the same rank.

NYC is now using Ranked Choice Voting in primary
and special elections for all local offices!

Mark your ballot by order of preference. Rank at least one candidate and up to five.

Step 1:
In the first column, completely fill in the oval 
next to your first-choice candidate. 

Step 2:
In the second column, completely fill in the 
oval for your second-choice candidate,
if you have one.

Step 3:
Completely fill in the oval for your third, 
fourth, and fifth choice in the respective 
columns, if you have 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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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보자를 다른 순위에 중복하여 선택해서는 안 되고 또한 
한 순위에 두 명 이상의 후보자를 선택해서도 안 됩니다.

NYC가 모든 지역 선출직에 대한 특별 선거 및 예비 선거에서 
순위선택투표(Ranked Choice Voting) 방식을 활용합니다!

투표용지에 선호하는 순서를 표시해 주십시오. 최소 한 명의 후보자 또는 
최대 5명의 후보자까지 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1단계
1번 열에서 가장 선호하는 한 명의 후보자 
이름 옆에 있는 타원을 완전하게 채워 
주십시오.

2단계
2번 열에서 두 번째로 선호하는 후보자가 
있는 경우 타원을 완전하게 채워 주십시오.

3단계
그 다음 순위로 선호하는 후보자들이 있는 
경우 3번 열, 4번 열, 5번 열에서 각각 한 
명씩 선택하여 각 열에서 하나의 타원을 
완전하게 채워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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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 주택

식량 이용

학교 자금 지원

일자리

영세 상인 지원

대중 개방 공간

의료

공원과 놀이터

대중 교통

정신 건강 
서비스

투표로 정해지는 것들
이번 2021년 6월 22일 
화요일에 있을 6월 예비 
선거에서 순위선택투표를 
하게 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해두십시오.

조기 투표는 6월 12일 
토요일부터 6월 20일 
일요일까지 시행됩니다.

vote.nyc에서 자신의 
유권자 등록 상태를 
확인하고, 부재자 투표 
신청, 조기 투표 및 선거 
당일 투표소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