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have the right to language assistance
in Korean when you vote
YOUR

V O T I N G R IGH T S

www.advancingjustice-aajc.org/section-203

What law gives me the right to
language assistance in Korean?
Section 203 of the Voting Rights Act (VRA) requires
certain counties to provide in-language voting
materials for communities with many limited English
speaking voters.

What type of language assistance is
available?

These cities and counties offer
language assistance in Korean:
Los Angeles County,CA
Orange County, CA
Bergen County, NJ
Queens County, NY (Queens)

You can obtain written voter information, voter
registration forms, and ballots translated into Korean.
At your voting location, you can also find poll workers
who can speak Korean.

How do I get materials in Korean?
Contact your elections office and ask them to send you voting materials in Korean.
Find information on how to contact these offices at www.advancingjustice-aajc.org/section-203.

Where can I get a voter registration form?
You can contact your elections office to get a voter registration form, and follow the instructions
on how to send it to a state or local election office for processing. You can also register online at
http://www.eac.gov/voter_resources/register_to_vote.aspx.

Can I bring someone into the voting booth to
help me vote?
Yes. You have the right to bring someone into the voting booth to help you.
This person can be a friend, relative, or someone else you trust. It only
cannot be your boss or a representative of your labor union.

1-888-API-VOTE: CALL FOR IN-LANGUAGE HELP ON ELECTION DAY
For more information on voting access for limited English speaking
voters please visit www.advancingjustice-aajc.org/language-rights.

투표하실 때 한국어 언어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의 선거권
www.advancingjustice-aajc.org/section-203

한국어 언어지원 관련법이 어느 조항인가요?
투표권법 [Voting Rights Act (VRA)] 208항에 의거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비영어권 유권자들의 해당언어로
투표 관련 자료를 제공합니다.

어떤 부분의 언어 지원이 가능한가요?
귀하는 한국어로 번역된 유권자 정보, 선거인등록신청서,
투표용지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투표소에 가시면,
한국어로 소통이 가능한 근무자가 있습니다.

다 음 의 도 시 와 지 역 에 서는
한 국 어 로 도 움 을 지 원 합니다.
Los Angeles County,CA
Orange County, CA
Bergen County, NJ
Queens County, NY (Queens)

한국어로 된 자료는 어떻게 받아 보나요?
선거담당사무소에 연락하셔서 한국어 투표 자료 우편발송을 요청하십시오. 선거담당사무소 연락
방법은 www.advancingjustice-aajc.org/section-203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선거인 등록 신청서는 어디서 받나요?
선거담당사무소에 연락하셔서 선거인등록신청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재된 안내문에 따라,
주정부 사무실 혹은 지역 선거사무실로 보내주셔야 수속이 됩니다. 온라인으로 등록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웹사이트https://www.usa.gov/register-to-vote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기입소 안에서도 누가 저를 도와 줄 수 있나요?
예. 귀하를 도와줄 사람은 투표용지 기입소 안까지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직장상사나 노동조합 단원을 제외한, 친구, 친지는 물론, 귀하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1-888-API-VOTE: 선거 당일 해당언어 전화통화 지원
비영어권 유권자들의 언어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웹사이트, www.advancingjustice-aajc.org/voting-rights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