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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는 지방자치제 당국이 선거를 실시하는지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방자치체 서기에게 확인하시거나 카운티 서기에게 문의하십시오. 카운티 서기의 연락처 정보는  
Vote.NJ.Gov에서 확인하십시오. 모든 지방자치체가 선거를 실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십시오.

직접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까?
4월 20일 선거일 당일에 투표소에 와서 직접 투표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에게는 숙박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Vote.NJ.Gov을 방문해서 투표 지역 페이지에 소개된 투표소를 확인하십시오. 투표 시간은 지방자치체마다 
다르므로, 지방자치체 서기에게 미리 확인하십시오. 

우편 투표 용지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습니까?
등록 유권자는 다음 방법들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Vote.NJ.Gov 웹사이트의 Vote By Mail 페이지로로 가서 우편 투표 용지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고 출력

하십시오. 신청서를 작성해서 카운티 서기에게 우편으로 배송하거나 직접 제출하십시오.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아보시려면, 신청서가 4월 13일까지 카운티 서기에게 배송되어야 합니다.

2... �4월 19일 오후 3시 정각까지 카운티 서기를 직접 찾아가 신청하십시오. 카운티 서기의 연락처 정보는 
Vote.NJ.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편 투표 용지를 반송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투표, 서명, 밀봉 후 보내시면 됩니다. 어떤 반송 방법을 선택하시든, 마감 시한은 지방자치체마다 다
르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지방자치체 서기에게 미리 확인하십시오. 

1... �우편: 4월 20일까지 소인이 찍혀야 합니다. 
2... �보안 투표함: 4월 20일 선거용 보안 투표함 중 하나에 투표용지를 넣으십시오. 투표함 위치는 

Vote.NJ.Gov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4월 20일 오후 투표 마감 시간까지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직접 가셔

서 제출하십시오. 카운티 선거관리 공무원의 연락처 정보는 Vote.NJ.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우편 투표 용지를 선거일 투표 장소로 보내시면 안 됩니다.

투표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21년 4월 20일 지역 선거에 투표하시려면 3월 30일까지 등록을 마치셔야 합니다. �
Vote.NJ.Gov를 방문하여 온라인 유권자 등록을 하시거나 본인의 유권자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나 도움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자세한 정보와 답변은 Vote.NJ.Gov를 방문하거나 지역 선거관리 공무원에게 연락하거나 유권자 정보 및 지
원 전화 1-877-NJ-VOTER (1-877-658-6837)로 전화하여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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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20일 지역 선거 투표를 위해 알아둘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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