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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

9월 17일: 

지역 유권자 등록 사무소 또는 위성 투표소에서 직접 조기 

투표를 할 수 있는 첫째 날 자세한 내용은 지역 유권자 등록 

사무소에 문의하세요. elections.virginia.gov/localVRO에서 귀

하 지역의 사무소를 찾으세요.

10월 12일: 

유권자 등록을 하거나 이번 선거를 위해 주소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이사를 하는 경우 투표소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사할 때마다 

유권자 등록 주소를 업데이트하세요. 

10월 22일 오후 5시까지: 

부재자 투표용지 우편 송달을 요청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10월 30일: 

직접 조기 투표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11월 2일: 

선거일 – 투표소는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vote.virginia.gov에서 찾아보십시오. 

또는 (800) 552-9745 or TTY 711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elections.virginia.gov/localVRO
https://vote.virginia.gov/


 선거 관리인 역임 

선거 관리인(OE)은 상시 필요합니다. OE는 선거일에 투표소 

설치, 유권자 지원, 공정하고 합법적인 선거 실시 지원을 

포함하여 다양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관심 있으신가요? 

elections.virginia.gov/officer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하기
질문이 있으신가요? 버지니아 선거관리부가 도와드립니다! 

#TrustedInfo에 대한 문의: 

     전화: (800) 552-9745 

     이메일: info@elections.virginia.gov 

   웹사이트: elections.virginia.gov 

   페이스북: @VirginiaELECT에서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트위터: @vaELECT를 팔로우 해주세요. 

인스타그램: @va_election을 팔로우 해주세요. 

https://elections.virginia.gov/officer
mailto:info@elections.virginia.gov
https://www.vote.virginia.gov/
https://www.vote.virginia.gov/
https://www.facebook.com/VirginiaELECT/
https://twitter.com/vaELECT
https://www.instagram.com/va_election/


  투표방법 

선거일 전에 우편으로 하실 경우 

10월 22일 오후 

5시까지elections.virginia.gov/absentee에서 투표용지

를 요청합니다. 다음과 같이 투표용지를 반환할 수 있습

니다. • 11월 2일 또는 그 이전의 소인이 찍힌 우편으로

11월 5일 금요일 정오까지 수령

• 보낼 곳: 지역 유권자 등록 사무소 또는 하차

장소

• 보낼 곳: 선거 당일 투표소

선거일 전에 직접 방문할 경우 

9월 17일부터 10월 30일까지: 

지역 유권자 등록 사무소나 위성 투표소에서 조기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지참. 

선거일에 직접 방문할 경우 

2021년 11월 2일 화요일 

선거일 투표소는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됩니다. 

• 투표소 찾기:

elections.virginia.gov/VoterInformation

• 허용되는 신분증

지참:elections.virginia.gov/registration/voterid

투표 옵션, 장소 및 시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역 유권자 등록 

사무소elections.virginia.gov/VRO에 문의하세요. 

https://www.elections.virginia.gov/voterInfo
https://www.elections.virginia.gov/registration/voterid
http://www.elections.virginia.gov/VRO
https://www.elections.virginia.gov/absentee


 부재자 투표 

적격자 

버지니아에 등록된 모든 유권자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조기 투표할 

수 있습니다. 

 접근 가능한 투표 

위성 투표소를 포함하여 각 투표소에는 접근 가능한 투표 

시스템이 있습니다. 

65세 이상이거나 신체 장애가 있는 경우,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또는 

선거일 전에 지역 유권자 등록 사무소에서 차량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보도(curbside)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도우미를 동반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선거 관리인이나 자신의 조수로부터 읽기 또는 쓰기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각 장애인,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 또는 손 움직임에 장애가 있는 경우 

전자 투표용지 표시 도구를 사용하여  

부재자 투표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 유권자 

등록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elections.virginia.gov/localVRO.. 

elections.virginia.gov/accessible 에 방문하여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elections.virginia.gov/localVRO
https://www.elections.virginia.gov/localVRO
https://www.elections.virginia.gov/accessible


 
 

이번 선거에서 직접 투표하려면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신분증 

확인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허용되는 신분증 형태: 

• 유권자 확인 문서 

• 버지니아 DMV에서 발급한 운전 면허증* 또는 ID 카드**  

• 미국 여권(유효) 

• 고용주 발급의 사진 부착 신분증(유효) 

• 버지니아 대학교/고등학교에서 발급한 학생증(유효) 

• 미국 대학에서 발행한 사진 부착 학생 신분증(유효)  

• 기타 미국 또는 버지니아 정부 발급 신분증 

• 부족 등록 또는 기타 부족 ID(유효) 

• 버지니아 유권자 사진 부착 신분증 

• 공과금 청구서, 은행 거래 명세서, 정부 수표, 급여 또는 본인의 

이름과 주소가 포함된 기타 정부 문서(지난 12개월 이내) 

* 버지니아 법은 만료된 버지니아 DMV 라이센스를 투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버지니아주 운전자 특별 카드는 

투표용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투표소에 허용되는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거나 신분증 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은 유권자는 잠정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신분증 지참 



체크인 
이름과 주소를 말하거나 씁니다. 

허용되는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투표소의  투표  진행  절차   

도착하면 선거 관리인이 귀하에게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귀하의 선택란 옆에 있는 

타원을 채워 투표용지에 

표시합니다. 

완료 시 투표용지를 
스캔합니다. 

 

유권자 목록에 없거나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거나 신분증 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 선거 관리인이 잠정 투표용지에 투표하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투표소로 가서 투표합니다. 

투표용지 수령 및 확인 

본인 구의 모든 후보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유권자 권리  

귀하가 법적으로 투표할 자격이 있는 경우 귀하의 투표권은 

거부당하지 않습니다. 

 

귀한의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일 최소 22일 전에 현재 주소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투표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선거 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투표용지에 표시하는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 투표하기 전에 투표를 변경하려면 새 투표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이름이 유권자 목록에 없으나 목록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또는 허용되는 신분증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리고 

신분증 확인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임시 투표용지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 투표소에 자녀(15세 이하)를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 투표가 마감되는 오후 7시까지 줄을 서 있있었다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