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 마세요
투표소를 방문해 사전투표할 수 있으니
2020년에는 사전투표로 건강도, 투표권도 지키세요.

기간: 10월 15일(목)~10월 31일(토) 오후 3시
10월에 투표하세요.
원스톱 사전투표가 10월 중순(10월 15일)부터 핼러윈
데이(10월 31일 오전 8시~오후 3시)까지 진행됩니다.
투표소에서 마스크, 소독제, 일회용 펜 등 필요 물품을
챙겨 드립니다. ncvoter.org 에서 샘플 투표용지와
비당파적 투표 지침을 찾아보셔서 사전투표에
대비하세요.
유권자 등록과 투표를 한 번에.
유권자 등록 정식 마감일(10월 9일) 이후, 유권자
등록과 투표를 같은 날 마칠 수 있는 곳은 카운티에
개설된 사전투표소가 유일합니다. 등록 양식을 작성한
다음, 본인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는 급여 명세서,
공과금 고지서, 은행 잔고 증명서, 본인의 주소가
나와 있는 학교 서류와 학생 ID, 이들 중에서 하나를
제시하면 됩니다.
2020년은 투표 장소·기간 확대에 이어 여러 차례의
주말에도 투표 가능.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는 조치로 투표소에 유권자가
몰리지 않도록 각 카운티마다 예년에 비해 사전투표소
수를 최대한 늘리는 한편, 17일간의 사전투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의 주말에 투표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나에게
맞는 투표 시기와 방법을 demnc.co/voteearly 에서
찾아보세요.
악천후나 문제를 미리미리 대비.
허리케인이 닥치거나 유권자 등록상의 문제가 생기는
등 갖가지 문제가 생겨 노스캐롤라이나 주민들이 선거
당일(11월 3일)에 투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난처한 상황을 피하려면 사전투표에
참여하세요.
유용한 팁: 보통은 사전투표 첫 주가 투표소가 가장
덜 붐빕니다. 이때를 놓치지 마세요.

사전투표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나요?
http://ncaat.vote 를 방문하거나
888-OUR-VOTE(888-687-8683)로
888-OUR-VOTE(888-687-8683)
로 전화주세요.

걱정 마세요
우편으로 사전투표할 수 있으니
마감일: 10월 27일 오후 5시(우편투표 요청
마감), 11월 3일 오후 5시(우체국 소인이나
인편 제출)*
9월부터 투표하세요.
이르면 2020년 9월부터 부재자 투표용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작성하신 요청 양식을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에 인편이나 우편, 이메일, 팩스, 보안을
갖춘 온라인 포털로 보내 주세요. 관련 양식과 포털
링크는 http://ncaat.vote/bymail 에 있습니다.
부재자 투표용지를 요청할 때 도움을 받아도 됩니다.
투표용지를 작성하고 용지에 서명할 때 보호자나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배우자, 형제·자매·남매, 부모,
조부모, 자녀, 손주, 시모·장모, 시부·장인, 며느리,
사위, 계부모, 계자녀로 정의함)의 도움을 받아도
됩니다. 글씨를 읽거나 쓰는 데 장애가 있거나 그럴
능력이 부족하다면, 도와 줄 사람이 부재자 투표용지
요청 양식에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고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2020년에는 증인 1명만 요구됩니다.
2020년에는 부재자 투표용지 기표를 입증하고 회송
봉투에 필요 정보를 기재한 후 서명하는 증인 1
명만 요구됩니다. 보통은 배우자나 이웃을 증인으로
삼습니다. 증인이 될 자격 요건을 알아보려면 demnc.co/
absentee 를 방문하세요.
기표를 마친 부재자 투표용지는 우편이나 인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투표를 마치고 밀봉한 회송 봉투를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나 개장한 사전투표소에 우편이나
인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우편을 이용할 경우,
우표는 요금이 모자라지 않도록 붙이세요(Forever
우표 1매 또는 55센트짜리 first-class 우표 1매).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부치거나 제출할 때 가까운
친척이나 보호자의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더
필요하세요? http://ncaat.vote/boe 로 가서 카운티
산하 다당파지원팀에게 문의하세요.
유용한 팁: 마감일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우편투표용지를 요청하고 최대한 빨리 제출하세요.
마음이 바뀌어서 우편투표용지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10월 15일부터 투표소를 방문해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뒷면에서 투표 방법 참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선거 마감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ncvoter.org 에서 최신 정보를 살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