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unty of Santa Clara
Registrar of Voters
PO BOX 611300
San Jose, CA 95161-1300

IMPORTANT CHANGES FOR THE NOVEMBER 2020 ELECTION

Vote Safe, Vote From Home
There is no safer method to vote than by mail. Vote by Mail Ballots will begin to be 

mailed starting October 5. Mail your ballot using the free prepaid postage return 

envelope. 

If you must vote in-person consider voting early to avoid the crowds on Election Day. 

Masks will be required, and social distancing protocols will be enforced. The Registrar 

of Voters Office will provide masks and gloves at Vote Centers to voters, workers, and 

observers. 

Vote Centers open beginning October 31 - November 3. 

Ballot envelopes may be returned to any Vote Center, Ballot Drop Box, or the Registrar of Voters Office.

The health and safety of our voters and staff is a top priority. If possible, VOTE FROM HOME. 

www.sccvote.org/voterschoice  
Toll Free: 866-430-VOTE (8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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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선거의 중요 변경 사항

우편으로 투표하는 것보다 더 안전한 방법은 없습니다.  우편 투표지는 10월 5일부터 

발송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편 요금 선납 무료 반송 봉투를 이용하여 귀하의 투표지를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반드시 직접 투표를 하셔야 한다면, 선거 당일 사람들이 모이는 시간을 피해 일찍 

투표를 하십시오.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야 합니다. 

유권자 등록국 사무실에서 유권자, 직원 및 참관인에게 마스크와 장갑을 제공할 

것입니다. 

투표소는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열릴 것입니다.

투표지 봉투는 어느 투표소나, 투표지 제출용 박스 또는 유권자 등록국 사무실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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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ter’s Name
Address
City, State and Zip Code

유권자의 
선택

Santa Clara 카운티 유권자 등록국

새로운 투표 경험

유권자의 
선택

Santa Clara 카운티 유권자 등록국

새로운 투표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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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투표, 집에서 투표하십시오

모든 유권자들과 직원들의 건강 및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집에서 투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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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티 내 원하시는 투표소에서 투표우편 투표용 투표지를 제출하는 방법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직접 투표

접근성이  
개선된 신형  

투표 장비

공식 투표지 

제출용 박스

모든 

투표 센터

4일간 
운영

Santa Clara 카운티 유권자 등록국은 유권자를 위한 융통성 및 편의성을 
높이고자 선거과정을 현대화하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에서 
팔로우하기

facebook.com/sccvote

@sccvote

@sccvote

공식 투표 용지 드롭 박스 및 
투표소 목록이 필요한 경우

웹사이트 방문: 
www.sccvote.org/voterschoice

또는

이중 언어 투표지 및  

언어  
지원

사용하는 
스마트폰으로 
이 Qr® 코드를 
스캔하세요

우편 요금 선납 

무료 반송 봉투

우편 투표

Santa Clara 카운티 등록 유권자에게는 모두 우편 투표용 투표지를 
보내드립니다. 투표권이 유효하지 않은 투표자는 정보를 
수정하시거나유권자 등록국 사무실에 연락하셔야 우편 투표용 
투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 수정이 완료되면 다음 중 원하는 
방법으로 투표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요금 선납 무료 반송 봉투 

 • 모든 공식 투표지 제출용 박스 이용 

      또는 
 • Santa Clara 카운티 내 모든 투표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편 투표용 투표지를 이용하거나 Santa 
Clara 카운티 내에 있는 투표소는 어디든지 
방문하여 직접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는 보편적이며 각 선거 전에 며칠 
동안 운영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다음으로 전화주십시오. 
408-299-VOTE (8683)  
또는 수신자 부담 전화: 
866-430-VOTE (8683)

대통령 총선거

투표하십시오  

11월 3일까지 
10월 5일 – 11월 3일까지 투표 실시

우편 투표 및 조기 투표: 10월 5일 – 11월 3일

투표 센터 운영: 10월 31일 – 11월 3일
* 마스크 착용 필수

마지막 날: 11월 3일, 선거일!
* 선거일 이전 혹은 선거당일 우편 

소인이 찍힌 투표지는 2020년 11
월 20일까지 인정됩니다

우편 투표로 또는 투표소에서 투표하세요
우편으로 투표하는 것보다 더 안전한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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