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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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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