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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와 함께 소셜 미디어를 하세요

장애인을 위한 투표

투표 센터는 우편으로 투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유권자를 위해
보조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투표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206-296VOTE (8683)으로 전화하십시오.

다른 언어의 투표 자료

킹카운티 선거국은 영어 이외에 중국어, 한국어, 스페인어, 그리고
베트남어로 투표 자료를 제공합니다.
선호하시는 언어로 투표자료를 받으시려면 저희에게 연락하십시오.

킹카운티 투표 안내

유권자 등록 요건

투표하기

16, 17세는 예비 등록을 할 수 있고, 18세가 되면 자동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반송 봉투에 서명하십시오

귀하께서는 반드시 미국 시민이고, 워싱턴주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적어도
16세이며, 법정 명령으로 투표권을 상실하지 않았고, 현재 중범죄 판결로
감금되어있지 않습니다.

새 법률

2022년 1월부터, 중범죄 판결을 받았어도 사회 감독 상태와 관계없이 투표권이
복원됩니다. 과거에 중범죄 판결을 받으셨다면 출소 후에 유권자 등록만 하시면
됩니다.

새 법률

총선거일전에 18세가 되는 17세 유권자는 같은 해 예비선거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예비 유권자 등록을 한 17세는 투표 자격이 주어지는 첫 선거에
자동으로 투표용지를 받을 것입니다.

투표용지 받기

유권자 등록을 하시면 선거일 삼 주 전쯤에, 군 복무 및 해외 유권자는 그보다 일찍
투표용지가 발송됩니다.

투표용지 내용 알아보기

모든 선거전에 후보자 성명서 및 연락처와 발의안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유권자
팸플랫을 받게 됩니다.

또한 kingcounty.gov/elections/my-voter-information.에서 귀하의 투표용지에
포함된 경선에 관해서만 보실 수 있는 개인화된 유권자 안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선택 옆에 있는 타원을 칠하십시오. 모든 색의 펜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실수하셨다면, 타원을 포함한 전체 선택에 선을 긋고 새로운 선택 옆의 타원을
칠하십시오. 모든 경선에 투표하시길 권유하지만, 원하는 경선만 투표하실 수 있고
투표하신 경선만 계표합니다.
귀하의 투표용지를 계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언문이 있는 반송봉투에 서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서명은 귀하의 유권자 등록에 하신 서명과 일치해야 합니다.
귀하의 서명은 필기체 또는 읽을 수 있게 하실 필요는 없지만, 저희 서류에 있는
서명과는 일치해야 합니다.
서명이 일치하지 않거나, 서명하지 않으시면. 저희가 서면, 전화 그리고 유권자 기록에
이메일 주소가 있을 경우 이메일을 통해 귀하께 연락을 드립니다.

투표용지 반송하기

투표용지는 우편, 투표센터 또는 학생교류센터, 또는 킹카운티 70곳 이상에 있는
안전한 투표함에 반송하실 수 있습니다. – 우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편으로 반송하시려면, 선거일 전 금요일까지 발송하시어 마감일 전에 소인이
찍히도록 하십시오. 투표용지는 선거일까지 소인이 찍히던지 또는 오후 8시 정각까지
투표함에 넣으셔야 계표 됩니다.

투표용지 추적하기

온라인 투표용지 추적으로 귀하의 투표용지가 저희에게 도착하여 계표 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온라인 투표용지 추적은 투표용지 서명에 이의가 제기 됐는지 알아보고
있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서명 이의제기를 해결하여 투표용지가 계표될수 있습니다.
Kingcounty.gov/elections/ballot-tracker에서 투표용지를 추적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