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2일
예비선거 및 특별선거
유권자 등록 및 선거 정보

유권자 등록 정보
필요요건

유권자 등록을 하기위해선 반드시:
• 미국 시민 입니다

• 워싱턴 주에 합법적으로 거주 합니다

• 선거일 기준으로 적어도 18세 이상 되었습니다

     -16, 17세는, 미래 유권자로 등록하시면 자격요건이 갖춰질 때 자동으로 유권자                                
       등록이 됩니다.

• 법정 명령으로 투표권을 상실하지 않았습니다.

• 워싱턴 중범죄 유죄 판결로 교정국관할권 아래 감금되어 복역 중이지않습니다
• 현재연방 또는 다른 주 중범죄 유죄 판결로 감금되어 있지않습니다

등록방법

온라인
온라인 www.VoteWA.gov 에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워싱턴주 면허증 또는 신분
증이 필요합니다. 8월 2일 예비선거 및 특별선거 온라인 등록 마감일은 7월 25일입니
다                                                                                                                                                                 
우편
kce.wiki/VoterReg 에서 서류를 다운로드 및 인쇄하시어 유권자 등록 및 갱신을 위
해 저희사무실로 보내주십시오. 8월 2일 예비선거 및 특별선거 마감일은 7월 25일
입니다.
직접방문
8월 2일, 선거일 당일까지 투표 센터를 직접 방문하시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
센터 위치와 근무시간은 www. kingcounty.gov/elections 을 방문하십시오.

귀하의 유권자 등록을 갱신하십시오

이사 또는 귀하의 성함이 바뀌셨던지 또는 서명이 바뀌셨다면, 유권자 등록을
갱신하십시오. 예비선거 및 특별선거를 위해 온라인에서 간단한 갱신 또는 새로운
등록 서류를 7월 25일까지 접수하십시오. 또는 8월 2일 선거일까지 킹카운티
선거국 웹사이트 목록에 있는 투표센터에 직접 방문하십시오.

투표용지 정보

2022년 8월 2일, 화요일, 킹카운티, 워싱턴에서 전체 우편으로
예비선거 및 특별선거가 실시될것입니다.

대체 투표용지

국장, Julie Wise

귀하의 투표용지 묶음 원본을 분실, 훼손 또는 손상 하셔서 대체 투표용지가 필요하실
경우 킹카운티 선거국으로 전화 주세요.

지원이 가능 합니다

등록 지원 및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춘 투표 장비가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킹카운티 선거국으로 연락 하세요.

개표 위원회의

선거 개표 위원회에 관한 법령 필요조건을 맞추기 위해, 회원들의 시간을 최대한 고려하
여 아래와 같이 개표 위원회의를 개최 합니다:
8월 11일, 오후 1:30분
선거후 첫회의
킹카운티 선거국

8월 16일, 오후 3시
               인증 회의
             킹카운티 선거국

정확하고 논리있는 계표 장비의 검사가 2022년 7월 19일 오후 1시에 킹카운티
선거국에서 있을 예정 입니다.

킹카운티 선거국은 919  SW Grady Way, Renton, WA 98057 에 있습니다. 개표
위원회 와 정확성 검사는 모든 대중에게 공개 됩니다.

연락처

전화:
206-296-VOTE (8683)
1-800-325-6165
TTY Relay: 711

이메일:
elections@kingcounty.gov

온라인:
www.kingcounty.gov/elections
우편 또는 직접 방문:
919 SW Grady Way
Renton, WA  980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