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VID-19 시기의 안전한 투표

선거일은 2020년 11월 3일 화요일입니다. 일부 투표소에서 조기 투표하거나, 선거일에 직접 투표하거나, 
부재자 투표를 통해서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는 더 나은 주택, 교육 기회, 보건의료, 건강한 음식을 접하는 등 여러분 지역 사회의 여러 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환경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이 더 건강하게 지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투표를 위한 등록하기 
올해 투표를 위한 등록 마감일은 2020년 10월 9일 금요일입니다. 온라인으로 등록하거나, 직접하거나,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운전 면허증이나 임시 허가증, 운전 면허증 외 신분증, 그리고 사회보장번호가 있으면,  
voterreg.dmv.ny.gov/MotorVoter 에서 온라인으로 투표를 위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우편 등록은 vote.nyc/page/register-vote 에서 등록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 양식을 
시립도서관(Bronx, Manhattan, Staten Island, Brooklyn, Queens에서 위치 찾기), 우체국, 여러 NYC 
정부 기관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866-868-3692번으로 전화하거나 vote@boe.nyc.ny.us로 이메일을 
보내어 양식의 우편 송부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메일 요청 시, 이메일 제목란에 자치구 이름을 적고 
내용란에 여러분의 우편 주소를 적으면 됩니다. 

	 	 •   양식을 작성하고 서명한 후 해당 양식을 여러분 카운티 선거위원회에 우편으로 송부해야 합니다(양식 
뒷면 참조).

	 	 •   작성한 양식에 찍힌 우편 소인은 2020년 10월 9일 금요일까지만 유효합니다.

	 •   이미 투표를 위한 등록이 된 상태인지 확인하려면 nycvotersearch.com을 방문하거나 866-868-3692
번으로 전화하십시오. 

	 •  투표소 위치를 확인하려면 findmypollsite.vote.nyc를 방문하십시오.

직접 투표 시 안전 유지
아래 조치를 준수하여 여러분과 주변 사람이 안전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안면 가리개를 착용합니다. 모든 투표소는 입장하려면 안면 가리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고 안면 가리개를 올바르게 착용하십시오(코와 입을 가림). 

	 •   건강한 손 위생을 실천합니다. 손 세정제를 투표소에서 제공해드리지만, 직접 가져와도 됩니다. 여러 
사람이 접촉하는 표면을 만지기 전과 후에 손 세정제를 사용하고, 집에 도착하는 즉시 비누와 물로 손을 
씻으십시오.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물리적 거리 두기를 실천합니다. 투표소는 물리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치될 것입니다. 투표소에서는 
지침을 따르고 타인과 최소 6피트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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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 줄과 혼잡을 피합니다. 가능하면 선거일 전에 조기 투표하거나 투표소가 덜 붐빌 때 주로 오전 
중반이나 이른 오후에 가도록 합니다. 

	 •   아프면 자택에 머무릅니다. 투표가 중요하지만, 몸이 나은 후에 자택을 나서는 것과 타인이 아프지 
않도록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부재자 투표용지가 없으면 카운티의 선거위원회 
사무실에 연락하여 투표 옵션에 관한 지침을 얻으십시오.

조기 투표
뉴욕 시민은 조기 투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기 투표는 2020년 10월 24일 토요일에 시작하여 2020년 11
월 1일 일요일에 마감합니다. 

	 •   조기 투표소의 위치는 정규 투표소와 다를 수 있습니다. findmypollsite.vote.nyc를 방문하여 여러분이 
이용해야 하는 투표소를 확인하십시오.

	 •   조기 투표소 운영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0년 10월 24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   2020년 10월 25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   2020년 10월 26일 월요일 오전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   2020년 10월 27일 화요일 정오부터 오후 8까지
	 	 •   2020년 10월 28일 수요일 정오부터 오후 8까지
	 	 •   2020년 10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   2020년 10월 30일 금요일 오전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   2020년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   2020년 11월 1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재자 투표를 통한 자택 투표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모든 뉴욕 시민은 부재자 투표용지를 요구하고 우편 투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부재자 투표용지를 요구하는 법을 확인하려면 vote.nyc/page/absentee-voting을 방문하십시오.

	 •    부재자 투표용지를 온라인, 우편, 이메일, 전화, 팩스로 요구할 수 있는 마감일은 2020년 10월 27일 
화요일입니다. 그러나 우체국 측은 2020년 10월 20일 전까지 요구를 제출하지 않으면 투표용지를 
제시간에 받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   부재자 투표용지를 직접 요구할 수 있는 만기일은 2020년 11월 2일 월요일입니다.

부재자 투표용지를 받으면 우편으로 반송하거나 직접 전달할 수 있습니다. 지침을 반드시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의 투표용지 계수에 매우 중요합니다.

	 •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송부할 계획이라면 2020년 11월 3일 화요일까지 찍힌 우편 소인만 유효합니다. 
하지만 제시간에 수취되도록 하려면 우체국은 2020년 10월 27일 화요일까지를 권장합니다.

	 	 •   부재자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반송하려면 우송료가 필요합니다. 우표를 마련하고 투표용지 반송에 
필요한 충분한 금액의 우표를 붙이기 바랍니다.

	 	 •   투표용지 수취 여부는 nysballot.elections.ny.gov/TrackMyBallo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투표용지는 2020년 11월 3일에 투표소나 카운티 선거위원회 사무실에 직접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NYC 보건부에서는 상황이 진전됨에 따라 권장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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