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vid-19 Safety - Korean 

 COVID-19 & 투표: 안전 모범 사례 
(“"선거 투표소 위치 및 유권자의 고려사항” CDC 가이드 출처 @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

ncov/community/election-polling-locations.html) 
 

우편 투표을 비롯한 접촉을 최소화하는 투표 대안 옵션을 이해하고 고려하십시오.  궁극적으로는 어떤 투표 방식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지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집니다. 조기 투표나 선거일 직접 투표를 선택하는 경우 다음의 

모범 사례들이 안전하게 투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잡한 곳은 피하십시오 
• 관할 지역에서 가능한 한 일찍 투표하십시오. [https://www.usvotefoundation.org/vote/state-elections/state-voting-

laws-requirements.htm 을 확인하세요] 
• 가능하다면 오전 중반과 같이 사람이 많지 않은 시간에 투표하십시오. 
• 일정이 허락한다면 자동차에서 투표 줄을 관찰하다가 줄이 더 짧을 때 참여하십시오. 

투표소로 가기전에 준비하십시오 
• COVID-19로 인해 투표소 위치와 필요 사항이 변경되었을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십시오. 
• 투표소로 가기 전에 유권자 등록 정보가 올바른지 확인하십시오. 조기 투표 또는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유권자 등록할 수 

있는 경우 투표소에 도착하기 전에유권자 등록 양식 작성을 완료하십시오. 
• 투표소에서 지연되지 않도록 허용되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같이 주에서 요구하는 문서가 모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집에서 견본 투표지를 검토하거나 완성해보고 투표소에서 투표 용지를 빠르게 작성하십시오. 

[https://ballotpedia.org/Sample_Ballot_Lookup 에서 샘플 투표 용지를 확인하세요]. 참고: 투표권법 203조에 따르면 
해당 언어로 번역된 샘플 투표 용지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 본인의 검은 잉크 펜을 가져오십시오. 
• 터치스크린 투표 기계와 함께 사용할 스타일러스펜 또는 유사한 물건을 가져오십시오. 사용하기 전에 투표소 직원에게 

확인하십시오. 

위생 수칙을 실천하십시오 
• 투표소에 들어가기 전과투표소에서 나가기 전에 손을 씻으십시오.   
• 마스크를 쓰십시오. 
• 투표소에 있는 동안 특히 문 손잡이나 투표 기계와 같이 여러 사람이 자주 만지는 표면을 만진 후에 알코올 성분이 60% 

이상 함유된 손 소독제를 자주 사용하십시오. 
• 여러분과 다른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을 때에도 사람들과 최소 6피트(약 2팔 길이)의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 투표 장비를 직접 소독하거나 닦지 마십시오. 전자 투표 장비는 클리너와 소독제로 인해 손상될 수 있습니다. 투표 장비를 

만지기 전에 손 세정제를 사용하는 경우 장비가 손상되지 않도록 손이 완전히 말랐는지 확인하십시오. 투표 장비를 사용한 
후에는 손을 씻거나 알코올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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