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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또는 투표 센터 찾기
투표소와 투표 센터는 카운티 선거 관리 공무원이 설치합니다.	선거일로부터 몇 주 전에 우편으로 받으시게 될 카운티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서 투표소 주소나 투표 센터 위치를 찾아보십시오.
또한,	주 국무장관의 웹 사이트	vote.ca.gov	를 참조하거나 무료 유권자 직통전화	(866)	575-1558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GOVOTE	(468683)에	Vote라고 문자를 보내셔도 투표소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Amador,	Butte,	Calaveras,	El	Dorado,	Fresno,	Los	Angeles,	Madera,	Mariposa,	Napa,	Nevada,	Orange,	Sacramento,	San	
Mateo,	Santa	Clara	또는	Tuolumne	카운티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카운티에 있는 어떤 투표 센터에서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voterschoice.sos.ca.gov	를 참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