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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전 
인지 사항
1) 투표에 등록되어 있고 등록이 최신 상태인지 확인하십시오.
2) 직접 또는 부재자 투표를 위해 적절한 신분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3) 일정관리를 사용하여 조기 투표가 시작되고 끝나는 시간을 기억하십시오.
4) 주의! 유권자들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지만 선거일에 지정된 선거구에 가야 합니다.

조지아의 투표법 변경 사항을 숙지하십시오.

�

직접 투표 시 지참해 주세요:
유효한 신분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유권자 신분증을 소지해 주세요.

� 여러분의 안전과 주변의 투표자 및 유권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 직접 투표하려는 경우 부재자 투표. 부재자 투표가 없는 경우 직접 투표한다는 내용의 진
술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면 바로 디캡 유권자 등록 및 선거 담
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디캡 유권자 등록 관리소 
4380 Memorial Drive, Suite 300
Decatur, GA 30032- 1239
전화번호: (404) 298-4020 팩스: (404) 298-4038 
이메일: voterreg@dekalbcountyga.gov 
시간: 월~금 오전 8시~오후 4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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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디캡에서는 두 번의 토요일에 사전 투표를 실시합니다. 새 법에 따르면 일요일에 선택적으
로 투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디캡 VRE 위원회는 주말 투표
에 대한 디캡 카운티의 구체적인 정보를 발표할 것입니다.

� 투표함 위치는 새 법에 따라 대폭 축소되며, 운영 시간 동안에만 특정 사전 투표 장소 내
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디캡 VRE는 무료 유권자 신분증을 제공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404-298-4020으로 전화해 주세요.
�  부재자 투표로 투표할 경우 조지아 주 자동차 운전면허 번호, 주 발급 신분증 번호 또는
사회보장 번호의 마지막 4자리가 필요합니다.

새 법에 따라 허용되는 신분증(ID)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카운티 등록 사무소에서 발급한 무료 유권자 신분증을 포함하여 조지아 주 운전 면허부(DDS)에
서 발급한 유효한 주 또는 연방 정부가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최신 소식!
www.DeKalbVotes.com에서는 사전 투표 장소, 투표함 위치 및 기타 중요한 유권자 정보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합니다. @DeKalbVotes에서 저희를 팔로우해주세요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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