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투표용지로
투표하기
안전하고 간단하며 확실합니다.

2022년 11월 8일
확실하며 익명성 유지

모든 유효한 투표용지는 집계되며
익명성이 유지됩니다 .

간편한 투표

등록 유권자라면 , 우편투표용지로
집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

유권자는 카운티 클럭 사무실에 서면으로 달리 요구하기 전까지 향후
모든 선거 시 우편투표용지를 발송해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한
번의 특정 선거에 대한 우편투표용지만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편투표용지를 받으시려면, 최소 선거일 7일 이전까지 카운티 클럭
사무실에 신청서가 도착해야 합니다.
유권자는 또한 선거 전날 오후 3시까지 카운티 클럭을 직접 찾아가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카운티 클럭은 원본 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군 또는 해외 유권자가
아닌 경우 우편투표용지 신청서 사본을 팩스나 이메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유권자는 본인의 우편투표용지의 처리 과정을
https://trackmyballot.nj.gov를 방문하시거나 카운티 클럭에게
문의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운티 클럭 연락처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https://nj.gov/state/elections/
county-eo.shtml.

실수를 하거나 우편투표용지를 훼손했고 아직 투표용지를 반송하지
않은 경우나 우편투표용지를 분실한 경우, 카운티 클럭에게 대체할
우편투표용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신청

서면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직접
카운티 선거 사무소를 방문하여
우편투표용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유권자는 본인의 잠정 또는 우편투표용지의 처리 과정을
NJ 유권자 정보 시스템 계정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https://TrackMyBallot.nj.gov를 방문해 주십시오. 처음
사용하시는 분은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유권자 등록 상태 확인을
위해 운전면허증 번호, 소셜시큐리티 번호 마지막 4자리 또는
유권자 ID 번호가 필요합니다. (유권자 ID 번호를 모르신다면,
https://voter.svrs.nj.gov/registration-check 의 “Voter
Search”툴을 사용하셔서 “유권자 ID”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우편투표용지가 꼭 집계될 수 있도록, 검정색이나 파란색
잉크로 각 선택 사항 옆의 타원을 완전히 채워 넣으십시오. 속봉투에
붙어있는 확인서를 떼어내지 말고 작성하고 서명하십시오.
투표용지를 확인서가 붙은 봉투에 넣고 봉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확인서가 붙은 봉투를 우편요금 지급필 봉투에 넣으십시오.
귀하의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반송하셔도 되고, 카운티 선거 관리
위원회 사무실에 직접 가져오시거나 카운티 전역에 위치한 안전한
투표용지 투입함 중 한 곳에 넣으셔도 됩니다.
어떤 식으로 투표용지를 반납하시든, 꼭 2022년 11월 8일 오후 8시
이전에 반납하셔야 합니다.
2022년 11월 8일 오후 8시까지 기표하고 서명하여 봉한 후에
반납하십시오.

안전하고 간단하고 확실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Vote.NJ.gov를 방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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