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VENT DATE

EARLY VOTING
FOR U.S. CONGRESS DISTRICT 5 Began NOV. 9th

EARLIEST DAY TO MAIL BALLOTS 
FOR PUBLIC SERVICE COMMISSION U.S. SENATE RUNOFFS NOV. 18th

SATURDAY VOTING FOR U.S. CONGRESS DISTRICT 5 NOV. 21st

FIRST DAY OF ADVANCED IN-PERSON VOTING 
FOR DORAVILLE CITY COUNCIL DISTRICT 1 NOV. 23rd

EARLY VOTING CONCLUDES FOR 
CONGRESSIONAL DISTRICT 5, 

DORAVILLE CITY COUNCIL DISTRICT 1
NOV. 25th

CONGRESSIONAL DISTRICT 5, 
DORAVILLE CITY COUNCIL DISTRICT 1 RUNOFFS 

LAST DAY TO VOTE
DEC. 1st 

VOTER REGISTRATION DEADLINE 
FOR PUBLIC SERVICE COMMISSION 

AND U.S. SENATE RUNOFFS
DEC. 7th

ADVANCED IN-PERSON VOTING FOR 
PUBLIC SERVICE COMMISSION AND 

U.S. SENATE RUNOFFS BEGINS
DEC. 14th

EARLY VOTING CONCLUDES FOR 
PUBLIC SERVICE COMMISSION AND 

U.S. SENATE RUNOFFS
DEC. 31st

PUBLIC SERVICE COMMISSION AND 
U.S. SENATE RUNOFFS 

LAST DAY TO VOTE
JAN. 5th

As of 12/1/20 at 1:00 p.m.

 4380 Memorial Drive, Suite 300 • Decatur, GA 30032-1239 • 404-298-4020 • www.dekalbvotes.com

*Only registered voters can participate in the December 1st runoff.



12월 1일 및 1월5일 선거에 어떻게 투표하나요?
우편으로 부재자 투표, 드롭 박스 사용, 사전 투표, 또는 선거 날에 투표 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의 지연으로, 선거일의 10일 전까지 부재자 투표를 요청하시기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투표지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어디에 거주하 시는지 여부에 따라 다음의 선거가 투표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제5 하원의원 지역구, 도라빌 시의원 제1지역구. 두명의 연방 상원선거 및 공공 
서비스 의원의 선거는 1월5일 투표지에 있습니다. 

이전에 유권자 등록을 안했어도  이번 결선 투표를 위해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나요?
12월 1일 결선투표에 참가하시려면 벌써 유권자 등록이 되어 있으셔야지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1월 5일의 결선투표를 위해서는 지금 유권자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1월 5일 선거의 유권자 등록 마감일은 2020년 12월 7일 입니다. 2021년 1월 5일 전에 18세가 되는 사람은 1월 5일 결선 투표를 위해 
유권자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11월 총선거에 투표를 하지 않았어도 결선 투표에 참여 할 수 있나요?  
네, 모든 디캡 카운티의 등록된 유권자들은 2020년12월1일 그리고 2021년 1월5일 결선 투표에 참여 하실 수 있습니다. 

11월 선거 때 부재자 투표지를 받았었습니다. 결선 투표 때에도 자동으로 부재자 투표지를 받나요? 
12월 1일 결선투표에 참가하시려면 벌써 유권자 등록이 되어 있으셔야지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1월 5일의 결선투표를 위해서는 지금 유권자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1월 5일 선거의 유권자 등록 마감일은 2020년 12월 7일입니다. 2021년 1월 5일 전에 18세가 되는 사람은 1월 5일 결선 투표를 위해 
유권자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은 어떻게 확인 할 수 있나요?
조지아 주무부 웹사이트 mvp.sos.ga.gov에서 유권자 등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 시 유권자 등록 업데이트, 투표소 확인, 및 더 자세한 정보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월 1일 결선투표에 참여하시려면 사전에 등록이 되어 있으셔야만 합니다.

드롭 박스에 넣어도 내 투표지가 집계되나요? 
부재자 투표지의 지시에 따라 투표지를 완성하신 후 드롭 박스에 넣으셨다면 집계가 됩니다. 드롭 박스는 카메라 감시를 하고 있으며, 선거 관리인만 접근 할 
수 있습니다. 드롭 박스를 사용하시려면, 12월 1일 오후 7시까지 제5 하원 의원 지역구 선거, 도라 빌 시의원 제1지구의 투표지를 제출하셔야 하며, 1월 5일 
오후 7시까지 공공 서비스 의원과 연방 상원의원 결선 투표지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부재자 투표지가 올바로 보내졌는지 어떻게 확인 할 수 있나요?
부재자 투표지 확인은 https://georgia.ballottrax.net/voter/ 에 가입하셔서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 실시간으로 투표지의 상태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드롭박스에 부재자 투표지를 넣었는데, 주무부 사이트에 확인해보니 결과가 확인이 안 됩니다. 투표지가 집계가 된 건가요? 
만약 10일 안에 확인이 안 되신다면 디캡 카운티 선거관리 위원회 (404)-298-4020으로 바로 연락하세요. 

투표자 외 다른 이가 부재자 투표지를 드롭 박스에 넣어도 되나요? 
가족 또는 룸메이트는 투표자를 대신해서 부재자 투표지를 보내어도 됩니다. 만약 신체적 장애가 있으신 경우에는 간병인이 대신 보내도 됩니다. 대신 보낼 
수 있는 가족이란 투표자의 어머니, 아버지, 조부모, 이모, 고모, 삼촌과 외삼촌, 형제, 자매, 배우자, 아들, 딸, 조카, 손자, 사위, 며느리, 장인, 시아버지, 장모, 
시어머니, 또는 처남, 동서면서 18세 이상인 사람만 가능합니다. 

부재자 투표를 받았는데, 하지 않고 직접 투표가 가능한가요? 
투표장에 가실 때 부재자 투표지를 지참하십시오. 직접 투표 하실 때 투표소 직원에게 부재자 투표지를 주십시오. 부재자 투표지를 취소한 후 직접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부재자 투표지가 없다면, 진술서에 부재자 투표지 신청을 취소하고 직접 투표한다는 내용에 사인하신 후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부재자 투표지를 우편으로 보냈거나 드롭 박스를 사용하여 보내셨다면 직접 가셔서 투표하실 수 없습니다.

직접 투표하고 싶은데 코로나 19가 걱정이 됩니다. 어떤 안전 수칙과 조치들이 보호를 위해 투표소에 적용되고 있나요?
모든 디캡 카운티의 투표소에서는 CDC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코로나 19 안전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있습니다. 투표소 직원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이며 
투표자들에게도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투표자에게 일회용 스타일러스를 제공하여 손으로 기계를 만지는 것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하여 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줄의 길이가 투표에 걸리는 시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As of 12/1/20 at 1:00 p.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