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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후보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들에 대한 정보는 주 총무처장관의 유권자 정보 안내서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voterguide.sos.ca.gov를 방문하여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세요.

For additional copies of the Voter Information Guide 
in any of the following languages, please call:

English: (800) 345-VOTE (8683) 
TTY/TDD: (800) 833-8683 
Español/Spanish: (800) 232-VOTA (8682) 

中文 /Chinese: (800) 339-2857
/Hindi: (888) 345-2692 

/Japanese: (800) 339-2865 
/Khmer: (888) 345-4917 

/Korean: (866) 575-1558 
Tagalog: (800) 339-2957 

/Thai: (855) 345-3933 
/Vietnamese: (800) 339-8163

Text Vote to GOVOTE (468683) to find the location of your polling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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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3일 화요일
잊지 말고 투표하세요!  

투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가능합니다.

2월 3일
우편으로 하는 첫 투표일.

2월 18일*
유권자 등록 마감일.

2월 25일
카운티 선거 관리원이 유권자의 우편 투표 신청서를 

받는 마감일.

다음의 언어로 된 유권자 정보 안내서를 추가로 받기 
원하신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하세요.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유권자 등록 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voterstatus.sos.ca.gov
* 유권자 등록 마감일로부터 15일 이후에도 카운티 선거 관리소에서 “조건부로” 등록하고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메세지로 Vote 라고 작성하여 GOVOTE (468683) 번으로 전송하시면 투표소의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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