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사람들을 위한 투표 솔루션

VBM 투표지는 투표를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전면에 담고 있는 

투표 카드입니다. 선거의 크기와 투표지에 있는 경선 수에 따라, 
VBM 패킷에는 전면과 후면에 경선에 대한 여러 장의 카드가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선거 자료를 영어가 아닌 언어로 요청을 하신다면, VBM 투표지를 

요청하신 언어로 받게 되십니다.

Los Angeles 카운티 등기 사무소에서 발행되는 VBM 봉투는 

다음의 우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미국 우체국에서 승인한 

공식 선거 우편. 또한 각 봉투에 카운티 인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VBM 관련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으시면  

1-800-815-2666, 옵션 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언어로 선거 자료를 요청하려면 Los Angeles 카운티 등기 사무소의 다국어 서비스 부서에 

(800) 815-2666, 옵션 3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LAvote.net에서 VBM 투표지를 온라인으로 요청하거나 Los Angeles 카운티 등기 사무소로 견본 

투표지 책자의 뒷 표지를 작성하여 보내셔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투표를 하길 원하시는 투표 카드만 반송하시면 됩니다. Los Angeles 카운티 등기 사무소는 

귀하가 반송하시는 카드만 집계할 것임을 유념해주십시오. 모든 투표 카드를 보내지 않아도 그것이 

귀하가 보내지 않은 카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새 VBM 투표지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새 VBM 봉투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VBM 투표지를 영어가 아닌 언어로 어떻게 요청하여야 합니까?

VBM 투표지를 어떻게 요청합니까?

제 투표가 집계되려면 투표 카드를 모두 반송하여야 합니까? 

우편 투표 (VBM) 자주 묻는 질문

한 개 이상의 투표 카드를 손상시키거나 분실한 경우, 선거일 7일 전까지 대체 카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체 카드를 요청하시면 저희는 새로운 VBM 패킷을 보내드릴 것입니다. 선거일 전 7일 이내에 

요청을 하시는 경우라면, 저희 사무실에 (800) 815-2666, 옵션 2로 연락을 주십시오.

VBM 투표 카드를 손상시키거나 분실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VSAP.lavote.net를 방문해주십시오



모든 사람들을 위한 투표 솔루션 

Los Angeles 카운티 등기 사무소는 귀하가 작성하여 서명하여야 하는 서명되지 않은 투표지 선서 

양식을 우편으로 보내드릴 것입니다. 귀하의 투표지가 집계되려면 선거 후 8일 뒤까지 저희 

사무실로 그 양식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예. 현재 우리의 VBM 프로세스와 동일하게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투표지를 온라인 LAvote.net에서 추적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우표를 붙혀 미국 우체국 서비스(USPS)를 통해 쉽게 귀하의 VBM 투표지를 반송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 직접 전달하길 원하시다면 아무 드롭오프 장소 또는 투표 장소에 드롭오프를 해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시는 방법에 상관없이 귀하의 반송 봉투에 반드시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하셔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새 카드를 요청한 경우, 처음 받은 VBM 카드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구 자료에 “무효(Void)”라고 적으신 후 폐기해 주십시오. 

반송 봉투에 서명이 없거나 등록해 놓은 것과 동일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제가 제 VBM 투표지를 추적할 수 있습니까?

VBM 투표지를 어떻게 반송합니까?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VSAP.lavote.net를 방문해주십시오

저희는 선거일 29일전부터 VBM 투표지를 발송하기 시작합니다.  영구 VBM으로 등록한 유권자들은 

우편 발송이 시작한 후 몇 일 뒤에 투표지를 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 번 요청에 대해서는 매일 

처리가 되며, 요청 후 몇 일 이내에 받게 될 것입니다. 

VBM 투표지가 언제부터 우편 발송되기 시작합니까?

VBM 투표지는 반드시 검정색 또는 파랑색 잉크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선거에 있어, 귀하의 투표지를 반송하시는데 제 일종 우편 우표 한 개가 필요합니다. 추가 

우표가 필요할 경우, 귀하의 VBM 패킷에 추가 정보와 지침이 포함될 것입니다.

새 VBM 경험에 들어간 리서치와 디자인에 대해 더 알아보길 원하시면 VSAP.lavote.net를 

방문해주십시오.  

VBM 투표지에 무엇을 작성하여야 합니까?

USPS로 제 투표지를 보낼 때 몇 개의 우표를 사용하여야 합니까?

새 VBM 경험에 대해 어디에서 더 많이 알아볼 수 있습니까?

우편 투표 (VBM) 자주 묻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