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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 뉴저지주에서 직접 사전 투표를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직접 사전 투표에 관하여 자주 묻는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직접 사전 투표가 무엇입니까?
이 새로운 투표 옵션으로 모든 등록 유권자는 선거일 이전 9일 동안 투표 집계기를 사용하여 직접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일정과 가장 적합한 시간에 직접 투표할 수 있습니다.

2. 어디에서 직접 사전 투표를 할 수 있습니까?
•  카운티 내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카운티에서 지정한 모든 직접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Vote.NJ.Gov에서 카운티 투표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언제 직접 사전 투표를 할 수 있습니까?
• 직접 사전 투표는 10월 23일(토)부터 10월 31일(일)까지 진행됩니다.
•  투표 시간은 월요일-토요일, 오전 10시-오후 8시 및 일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입니다. 예약은 필요 없습니다.

4. 매번 우편 투표를 했는데 이번에는 직접 사전 투표를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Vote.NJ.Gov의 “Am I Registered?(등록 여부 확인)” 아래에서 귀하가 우편 투표 자격이 있는 유권자인지 

확인하십시오.
•  2021년 총선거에 우편 투표자로 등록된 경우 사전 투표소에서 집계기를 통한 직접 투표를 하려면 반드시 우편  

투표자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 탈퇴하려면 8월 31일까지 카운티 서기에게 연락하십시오. 

5. 다른 투표 옵션도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우편 투표 용지를 신청한 후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이용하여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우편: 11월 2일 오후 8:00 이전 소인이 찍혀 있어야 하며, 11월 8일 이전까지 귀하의 카운티 소속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해야 합니다.

2...  보안 투표함: 11월 2일 오후 8시까지 카운티의 보안 투표함에 투표 용지를 넣어주십시오. 투표함 위치는  
Vote.NJ.Gov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11월 2일 오후 8시까지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직접 가셔서 제출하십시오. 
카운티 선거관리 공무원의 연락처 정보는 Vote.NJ.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또는, 11월 2일 선거일 당일 오전 6시-오후 8시에 투표소에 오셔서 직접 투표할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유권자에게는 편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Vote.NJ.Gov를 방문하여 투표소 위치 페이지에 나열된 투표소를 
확인하십시오.

참고: 우편 투표 용지를 이번 선거의 투표소로 보내시면 안 됩니다.

직접 사전 투표에 대해 알아야 할 다섯 가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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