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표 센터 
2020년에 Los Angeles County에서 투표소가 투표 
센터로 바뀝니다. 새 시스템은 대부분 투표 센터에 
11일 동안 투표를 할수 있게 합니다. 

- 대부분 투표소는 11일 동안 엽니다
- 모든 투표 센터가 (선거날을 포함) 

4일 동안 엽니다
- 1,000개의 투표 센터가 LA 카운티 곳곳에 

있습니다
- LA시 주민들은 LA 카운티 안에 있는  

아무 투표 센터에서 투표 할 수 
있습니다

- 전자 로스터로 실시간  날짜에 
엑세스하고 당일 등록 할수 있습니다.

- 우편투표 드롭오프 박스

선거날 시간
오전 7시 부터 저녁 8시 까지 
(모든 투표 센터 시간은 LAVote.net을 방문 하시면 찾을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투표 센터를 찾기 원하시면 방문하십시오 
LAVote.net

우편투표/영구 우편투표
등록된 모든 유권자는 선거날에 우편투표로 투표 
가능하며 선거날에 투표 장소를찾아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편투표를 요청하는 방법:
-  견본 투표지 뒤 표지에 우편투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영구 우편투표자가 되는 방법: 
-  LAVote.net을 방문하여 온라인 신청서를 

완성하십시오.
- 유권자 등록 신청서를 완성하고 7번 줄에 있는  

Yes (네) 박스를 표시하십시오.

선거날에서 29일 전 부터 투표지가 발송되기 시작 
할것입니다.

우편투표지를 보내는 방법
-   우편투표지를 우편 요금 선불된 

봉투와 함께 발송하십시오. 
- 아무 투표 센터나  

우편투표 드롭박스에 
투표지를 넣어주십시오.

 
가까운 투표 센터나 우편투표 드롭오프 장소를 찾고 
싶으시다면 LAVote.net 을 방문하십시오

접근성 보조  
VSAP (LA 카운티 신규 투표지 
기표 도구)은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고 접근하기 편리하게 
디자인 되었습니다. 유권자들이 나이, 배경, 장애, 
또는 언어에 상관 없이 쉽고 개인적인 투표 경험을 
할 수 있을것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213) 978-0444, 또는 TTY (213) 485-2121로 
전화주십시오. 

언어 보조
다음 언어들로 선거에 관한 자료들이 제공됩니다:

(이 언어들로 구두보조가 가능합니다.)

투표지 순서 
2020년 시 선거 의석은 투표지에 보여집니다.

시의회 지구 의석
짝수 자리

Los Angeles 통합교육구 (LAUSD) 의석 
홀수 자리

15

President

2
4

1
3
5

8 7
10
12
14

6

LAUSD
Council 
Districs

유권자 등록하십시오.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캘리포니아 주에서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미국 시민권자

-   선거날 전이나 같은 날에 만 18세 이상 일때

-   중죄로 교도소에 수감 되지 않고 가석방 
상태가 아닐때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California 에서 사전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만 16세 또는 17세

-  미국 시민권자

사전 등록한 캘리포니아 청년들은 만 18세 되는 날 
유권자로 등록이 됩니다.

등록 방법

-   RegisterToVote.ca.gov를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하십시오.

-   (800) 815-2666으로 전화하셔서 옵션 2
번을 선택하십시오.

-   대부분의 Los Angeles시, 주, 또는 연방 
정부 건물에서 제공하는 투표 등록서를 
완성하십시오.

 

유권등록 시기
유권자 투표 등록 마감일은 선거날로 
부터 15일 전 입니다. 같은 날 등록은 
선거날 까지 투표 센터에서 가능 할 수 
있습니다. 
(주 규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아래 조건이 해당되면 등록 서류를 업데이트 하십시오: 

-   다른 주소로 옮긴 경우

-   이름을 변경 한 경우

-   정당 선호를 변경 한 경우

-   중죄 형량을 완수하고 가석방 상태가 아닌 
경우

-   유권자 공식 선거 관련 자료들을 다른 
언어로 받고 싶으신 경우

유권등록 마감일
2020년 2월 18일*

*2020년 2월 17일은 연휴이기 때문

우편으로 LA County 우편투표를 신청 할 수 있는 마지막 날 
2020년2월 25일

투표 센터 첫째날 
2020년2월 22일

2020년3월 3일
예비지명 선거

유권등록 유권등록 마감일 
2020년10월19일

우편으로 LA County 우편투표를 신청 할 수 있는 마지막 날 
2020년10월24일

투표 센터 첫째날
2020년10월23일

2020년11월3일

총시선거

RegisterToVote.ca.gov 에서 유권등록 하십시오

VOTE



소셜 미디어에 팔로우 하십시오   
@LACityClerk
#LACityVotes  #iVoteLA

시 서기실 
Holly L. Wolcott, 시 서기
Petty Santos, 수석 책임자
Jinny Pak, 선거 책임자

시서기 서비스
-  비지니스 향상 지구
-  시 자료 및 기록실
-  시의회 회의 및 안건
-  시 선거
-  시의회 및 공공 서비스

시서기실
선거부
555 Ramirez Street, Space 300
Los Angeles, CA 90012

(213 ) 978-0444  |  (888) 873-1000
(800) 994-8683 (다국어 핫라인)

clerk.election@lacity.org (이메일)  

Clerk.LACity.org/Elections

Los Angeles를 위한 유권자 
중심인 획기적인 접근법 LA 
카운티 신규 투표지 기표 도구 
(VSAP)는 2009에 LA 
카운티 등록-접수처/
카운티 서기관이 
예전의 투표 시스템을 
개선하고 더욱더 
커지는 유권자 인구를 
다루기 위해 
개발했습니다.

새 투표 시스템은 인쇄된 
유권자 목록을 대체하며
유권자의 등록 자격을 
실시간으로 모든 투표 
장소들에서 엑세스가 
가능하고 같은 날 
유권등록을 할 수 있어 
더 편리하게 만들어 
졌습니다.

VOTING SOLUTIONS FOR ALL PEOPLE

투표.
다시 상상해봅니다.

LA 카운티 곳곳에 
아무 투표 센터에서 
투표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언어 
서비스와 확대된 
접근성

대부분의 투표 
센터에서 11일 동안 
투표 할 수 있습니다

전자 명단을 통해 
실시간 접근과 같은 
날 유권 등록이 
가능합니다

더 간편한 우편투표
150개가 넘는 
드롭오프 현장들

LOS ANGELES 유권자를 위한 혁신적인 투표 
방법

더 많은 정보는 VSAP.lavote.net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020

간편. 보안. 편리한 접근성.LOS ANGELES 카운티 전체를 위한
새로운 투표지 표시 장치

모든 유권자는
완전한 접근이 가능한

11일 동안 투표 할 수 있습니다
LA 카운티 투표 센터

간편한 우편투표

맞춤형 
터치 장치

통합된
투표지 박스

터치 키패드
오디오 포함

유권자 

안내서

2020
시서기실 

LOS ANGELES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