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 카운티 유권자 정보
귀넷 카운티 유권자 등록및 선거 사무소(Gwinnett County Voter Registration and Elections Office)
웹사이트의 내용을 재구성함

http://www.gwinnettcounty.com/portal/gwinnett/Departments/Elections
귀넷 카운티의 유권자 등록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다음 자격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 미국 시민
• 조지아주와 귀넷 카운티의 합법적인 거주자
• 등록은 17½ 세
• 투표는 18세 이상

11월 3일 선거의 유권자 등록 마감일은 10월 5일입니다. 어디서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나요?
• 운전 면허증 또는 신분증(ID cards) 발행 사무소
• 공적 지원 신청 사무소 또는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관할 사무소
• 유권자 등록및 선거 사무소(Voter Registrations and Elections Office)
• 모든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와 귀넷 카운티 교육청(Instructional Support Center)
• 모든 공립 도서관(Public Library)
• 카운티내 모든 시청(city halls)
• 다음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등록: www.mvp.sos.ga.gov
• 무료의 GA Votes 앱을 통해 등록및 이름과/또는 주소의 업데이트 또는 변경이
가능하며 투표 장소, 투표용지 샘플, 위성 투표 장소, 푸쉬 알림(push notification) 등에
관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어디에 가서 투표하나요?
다음 조지아 주무장관(Georgia Secretary of State’s) 웹사이트의 My Voter Page를
방문하시면 다가오는 선거를 위한 귀하의 투표소를 아실 수 있습니다:
(www.mvp.sos.ga.gov) 이 사이트에서 여러분의 등록 상황, 투표소, 사전투표소 , 당선자,
투표용지 샘플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11월 3일에 기초의원 선거가 있는 도시에 사신다면,
E-SPLOST 국민투표와 시 선거에서 다른 장소에서 투표해야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편으로 부재자/사전 투표를 하기 위한 투표용지를 요청하나요?
선거에서 투표할 자격을 갖춘 등록 유권자는 누구나 부재자 투표용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 투표용지 요청을 위한 신청서는 다음 사이트에서
http://bit.ly/GwinCoRequestAbsenteeBallot 출력 가능하며 또는 다음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www. securevotega.com/secureabsentee/
부재자 투표용지 신청서의 출력, 작성, 서명 후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제출하십시오:
1. 678-226-7208 또는 678-226-7275번으로 팩스로 보내십시오.
2. 스캔한 후 다음 이메일 주소로 보내십시오: absentee@gwinnettcounty.com.
3. 다음 선거 사무소로 직접 가져오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십시오:
Elections Office: 455 Grayson Highway, Suite 200, Lawrenceville.

유권자 등록및 선거 사무소의 부재자 투표 신청서 접수 마감일은 선거 전 금요일 오후

5시입니다. 그러나, 유권자 등록및 선거 사무소에서는 선거 전 주에 우편 투표를 하고자
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투표용지가 제시간에 배달될 지 보장할 수 없으므로 우편을

2020년 11월 3일 선거를 위한
중요한 날짜
10월 5일 귀넷 카운티 유권자 등록
마감일 또는 유권자 등록 후
주소나 이름 변경시 유권자
명부상 이름 또는 주소를
업데이트 할 수 있는 마지막 날
10월12일 사전 직접 투표 시작일.
유권자들은 10월 12일 30일에, 주말을 포함한 아무
요일이나, 다음 장소에서 사전
직접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선거 사무소 (455 Grayson
Hwy., Suite 200,
Lawrenceville)
오전 8시 – 오후 5시

• 다음 8 곳의 추가의 장소,
오전 7시 - 저녁 7시
(Bogan Park Community
Recreation Center, Lenora
Park Gym, Dacula Park
Activity Building, Lucky
Shoals Park Community
Recreation Center, George
Pierce Park Community
Recreation Center, Gwinnett
County Fairgrounds,
Mountain Park Activity
Building, Shorty Howell
Park Recreation Center)
직접 투표 마지막 날은 선거 전
금요일 (10월 30일)이며 선거
바로 전의 토요일.일요일 또는
월요일에는 사전 투표가
없습니다. http://bit.ly/
GwinCoAdvanceVoting
10월 중순 우편 투표를 원하실 경우 우편물

통해 부재자투표/사전 투표를 하시려면 가능한 빨리 투표용지를 요청하십시오.

발송 시간을 위해 10월

부재자 투표용지는 우편을 통해 또는 선거 사무소에 직접 가져오시거나 안전한 투표지

중순까지는 투표용지를

투입함(드롭박스)에 넣는 방식으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드롭박스는 귀넷 카운티 도처에

요청하시길 권합니다.

있으며 24시간 감시되며 선거일 저녁 7시까지 일주일 내내 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드롭박스를 이용하실 경우 우편요금이 필요 없습니다.
드롭 박스 위치는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http://bit.ly/GwinCoDropBox.

11월 3일 선거일. 오전 7시에서 저녁 7시
까지 투표가 진행됨.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에서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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