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몽고메리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2020년 대통령 총선거에 관하여 자주 묻는 질문 

(2020년 8월 29일 업데이트) 

 

질문: 2020년 대통령 총선거에 관해 알아야 할 핵심 사항은 무엇입니까? 

2020년 11월 3일 선거 메시지는 코로나-19 전염병에 대한 우려와 투표자 및 선거 

관계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안전을 유지하고 집에 머물며 우편으로 

투표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우편 투표 신청서는 2020년 8월 24일에 발송되었습니다. 투표용지는 2020년 9월 

24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예비 선거와 달리, 투표용지는 귀하에게 자동으로 

발송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우편 투표용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투표용지를 받은 후, 유권자들은 투표용지를 빠른 시일 내에 반환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우편 투표용지를 반환하는 가장 좋은 두 가지 방법은 귀하에게 보낸 우송료 선불 반환 

봉투를 사용하여 미국 우체국 우편함에 넣거나, 또는 반환 봉투와 투표용지를 아래에 

언급한 카운티의 투표함 중 하나에 넣는 것입니다. 온라인 투표용지는 우편 요금을 선불한 

반송봉투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유권자는 우편 요금을 본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투표용지를 반환하는 마감일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미국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제시간에 배달할 수 있도록 늦어도 2020년 10월 27일까지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보내 

주실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투표용지는 2020년 11월 3일 선거일까지 발행 소인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이 여러 장소에 설치된 “우편 투표” 투표함 중 하나에 

투표용지를 넣도록 권장합니다. 주 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초부터 투표함을 설치하여 

선거 당일 저녁 8시까지 열어둘 것입니다. 투표함은 모든 조기 투표 및 선거 당일 투표 

센터, 선거관리위원회 및 락빌 시(City of Rockville)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메릴랜드주 투표용지에 미국 대통령 또는 기타 공직자에게 투표하려면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아래에 설명된 대로, 2020년 10월 26일부터 2020년 11월 2일까지 조기 투표가 

진행됩니다. 

아래에 설명된 대로, 2020년 11월 3일 선거 당일에 투표 센터가 설치될 것입니다. 

당일 유권자 등록은 조기 투표 및 선거 당일 귀하가 투표하는 장소에서 가능합니다. 당일 

등록 시 거주지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질문: 투표용지를 신청해야 합니까? 

예, 투표용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우편 투표 신청서는 8월 24일까지 투표용지를 신청하지 

않은 모든 유권자에게 우송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https://voterservices.elections.maryland.gov/onlinemailinrequest/InstructionsStep1   

이사했거나, 일시적으로 집을 떠나 있거나, 또는 2020년 9월 8일 금요일까지 우편 투표 

신청서를 받지 못한 유권자는 메릴랜드주 선거위원회의 유권자 조회 도구를 

방문하시거나 77788로 “CHECK”이란 문자를 보내 자신의 정보를 확인하고 투표용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질문: 제 투표용지를 어디로 보냅니까? 

귀하가 신청서에 기재한 주소로 투표용지를 우송합니다. 우편 주소를 확인하시려면 

메릴랜드주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자 조회 도구를 방문하시거나 77788로 “CHECK”이란 

문자를 보내십시오. 주소를 변경한 경우, 새 투표용지를 보내드립니다. 2020년 10월 

13일까지 변경된 주소를 반드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질문: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합니까? 

우편 투표용지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우편 투표 신청서를 

받아 처리하는 데 최대 10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우편 투표용지를 

신청하시면 신청한 주소로 우편 투표용지를 받을 때까지 며칠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2020년 10월 1일 이후에 신청하신 후 10일 이내에 투표용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메릴랜드주 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의 유권자 조회 도구를 방문하시거나 77788로 

“CHECK”이란 문자를 보내어 대체 투표용지 신청 링크를 누르십시오. 

 

질문: 부재자 투표를 이미 신청했습니다. 두 개의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유권자 등록이 변경되거나 발행된 대체 투표용지를 신청하지 않는 한, 투표용지는 

하나만 받게 됩니다. 

 

질문: 부재자 투표와 우편 투표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https://voterservices.elections.maryland.gov/onlinemailinrequest/InstructionsStep1


다른 점이 없습니다. 

질문: 투표용지를 작성하려면 무엇을 사용해야 합니까? 

검은색 또는 파란색 볼펜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필, 마커 또는 크레용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질문: 우편 투표용지를 반환하기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투표용지 반환 봉투 뒷면에 있는 선서 난에 귀하의 이름에 서명하고 서명한 날짜를 

기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봉투에만 서명하십시오. 투표용지에 서명하지 마십시오. 검정 

또는 파랑색 잉크 펜으로 투표용지에 표시하십시오.  귀하의 투표수가 유효하도록 2020년 

10월 27일까지 투표용지를 우송하시거나 2020년 11월 3일 저녁 8시까지 우편 투표함에 

전달하십시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한 투표용지 봉투는 반환 우송료가 선불 처리 

되었습니다. 하지만 웹을 통해 받은 투표용지를 사용할 경우, 우편요금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질문: 투표용지는 어떻게 반환합니까? 

우편 투표용지와 함께 반환 지침서가 제공됩니다. 투표용지를 유권자 선서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한 반환 봉투에 넣으십시오. 우편함에 간단히 넣을 수 있습니다. 2020년 10월 

27일까지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할 것을 권장합니다. 미국 우편 투표용지 반송 봉투를 

사용하거나 투표용지를 우편 투표함으로 가져가시면 우송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투표용지를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미국 우편을 사용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우편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원하시는 경우, 메릴랜드주 게이더스버그지역, 18753 N. Frederick Avenue에 위치한 

몽고메리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된 24시간 우편 투표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투표용지를 받은 즉시 우체국이나 우편 투표함을 통해 반납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권장합니다. 지금은 조기 투표 또는 투표 센터에 우편 투표함이 설치되어있지 

않으며 설치가 되면 위치 목록이 제공될 것입니다. 우편 투표함이 설치되면,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2020년 11월 3일 저녁 8시까지  언제든지 여러 투표함 중 한 곳에 반납할 수 

있습니다.  

 

 



 

질문 : 투표용지 반환 기한은 언제입니까? 

미국 우체국을 통해 투표용지를 반환하는 경우 2020년 11월 3일까지 발행 소인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기다리지 마십시오. 11월 2일 또는 3일에 투표용지를 우체국에 넣으면 

2020년 11월 4일 발행 소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표용지는 마감일이 

지났으므로 무효 처리가 됩니다. 

 

투표용지를 선거관리위원회 투표함 (18753 N. Frederick Avenue in Gaithersburg, 

Maryland에 위치함)에 반납하는 경우나, 또는 조기 투표소 및 투표소에 추가 설치될 

투표함에 넣을 경우, 2020년 11월 3일 오후 8시 이전에 투표함에 넣어야 합니다. 

 

미국 우체국(USPS) 우편함 또는 우체국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우체국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질문: 제 투표용지를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귀하의 투표용지의 현황에 대한 정보는 메릴랜드주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자 조회 

도구를 사용하거나 77788로 "CHECK"이란 문자를 보내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2020년 대통령 총선거에 대한 조기 투표가 있습니까? 

예. 2020년 대통령 총선거에는 조기 투표가 가능합니다. 조기 투표 시간은 2020년 10월 

26일부터 2020년 11월 2일까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11개의 조기 투표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러 공원의 활동 센터(Activity Center at Bohrer Park) 

• 다마스커스 주민 레크리에이션 센터(Damascus Community Recreation Center) 

• 행정부 빌딩(Executive Office Building) 

• 저먼 타운 주민 레크리에이션 센터(Germantown Community Recreation Center)  

• 제인 이 로튼 주민 레크리에이션 센터(Jane E. Lawton Community Recreation Center) 

• 마릴린 프레이스너 주민 레크리에이션 센터(Marilyn Praisner Community Recreation 

Center) 

• 미드 카운티 주민 레크리에이션 센터(Mid-County Community Recreation Center) 

• 포토맥 주민 레크리에이션 센터(Potomac Community Recreation Center) 

https://tools.usps.com/find-location.htm
https://voterservices.elections.maryland.gov/VoterSearch
https://voterservices.elections.maryland.gov/VoterSearch


• 샌디 스프링 자원봉사 소방서 (무도장)(Sandy Spring Volunteer Fire Department (The 

Ballroom) 

• 실버 스프링 시민 빌딩(Silver Spring Civic Building) 

• 휘튼 도서관 및 주민 레크리에이션 센터(Wheaton Library & Community Recreation 

Center) 

 

질문: 평소 하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기존 방식의 투표가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을 가능하게 하고 공중 보건, 복지 및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판단하에 인근 투표소가 폐쇄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코로나-19의 지역 사회 확산을 제한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모든 

유권자에게 우편 투표 신청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선불 우송료가 포함된 투표용지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질문 : 선거일에는 어디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까? 

직접 투표는 제한되며 우편 투표를 할 수 없는 유권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거일에 

투표해야 하는 경우는 11개의 조기 투표소, 몽고메리 카운티 공립 고등학교 또는 선택한 

추가 장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Albert Einstein High School 

➢ Bethesda-Chevy Chase High School 

➢ Clarksburg High School 

➢ Colonel Zadok Magruder High School 

➢ Damascus High School 

➢ Gaithersburg High School 

➢ James Hubert Blake High School 

➢ John F. Kennedy High School 

➢ Montgomery Blair High School 

➢ Montgomery County Conference Center at North Bethesda Marriott 

➢ Nancy H. Dacek North Potomac Community Recreation Center 

➢ Northwest High School 

➢ Northwood High School 

➢ Paint Branch High School 

➢ Poolesville High School 

➢ Quince Orchard High School 

➢ Richard Montgomery High School 

➢ Rockville High School 

➢ Seneca Valley High School 



➢ Sherwood High School 

➢ Springbrook High School 

➢ Thomas S. Wootton High School 

➢ Walt Whitman High School 

➢ Walter Johnson High School 

➢ Watkins Mill High School 

➢ Wheaton High School 

 

질문: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고등학교에서 투표해야 합니까? 

아니요, 선거일에 몽고메리 카운티 공립 고등학교, 조기 투표 센터, 낸시 데이쌕 노쓰 

포토막 레크리에이션 센터(the Nancy H. Dacek North Potomac Community Recreation 

Center), 또는 화이트 오크 레크리에이션 센터(White Oak Community Recreation 

Center)등에 가셔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저는 장애가 있어서 우편 투표가 어렵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집에서 투표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 웹 배달 투표용지를 신청하시면 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도구를 사용하여 투표용지에 기표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소프트웨어와 호환되며 온라인 도구와 함께 

자신의 보조 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경우, 누구를 투표할 것인지를 제안받지 않고 고용주나 노조 

임원 또는 대리인의 도움은 받을 수 없으며 도움 증명서에 서명하고 투표용지와 함께 

반환해야 합니다. 

투표 기표 장치는 헤드셋과 키패드가 있는 오디오 투표용지, 고 대비 및 대형 인쇄 기능 및 

유권자가 비공식적 그리고 독립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타 제공되는 기능을 

조기 투표 및 선거 당일 투표 센터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유권자는 긴 줄을 피하고 직접 투표해야 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우편 투표에 참여해야 합니다. 

 

질문: 다른 유권자와 공유하고 인쇄할 수 있는 유권자 등록 양식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유권자 등록 양식 용지는 18753 N. Frederick Avenue, Gaithersburg MD 20877에 위치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구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240-777-8500) 으로 

전화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 신청서 용지는 온라인에서 다음 언어로 제공됩니다. 

 

• 영어  

• 스페인어  

• 중국어 번체  

• 중국어 간체  

• 한국어 

이 양식을 사용하여 유권자 기록을 등록하거나 변경한 유권자는 등록을 확인하기 위해 

유권자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질문: 주소 또는 소속 정당을 변경할 수 있는 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유권자 등록, 거주지 주소 또는 소속 정당 변경 마감일은 2020년 10월 13일 

수요일까지입니다. 유권자 등록 확인은 메릴랜드주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자 조회 

도구를 사용하거나 77788로 "CHECK"이란 문자를 보내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우편 투표용지 신청 마감일은 언제입니까? 

투표용지를 신청하기 전에 메릴랜드주 선거 관리위원회의 유권자 조회 도구를 

이용하거나 투표용지를 신청하기 전에 77788로 "CHECK"이란 문자를 보내어 우편 

주소를 확인하십시오. 

투표용지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 우편 투표용지 신청 마감일은 2020년 10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집에서 자신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우편으로 보낼 수 있는 프린터와 우표가 있는 경우, 

2020년 10월 20일, 화요일까지 웹 배달 투표용지 신청을 하십시오. 웹 배달 투표를 

신청하면 투표용지를 인쇄하기 위한 로그인 및 비밀번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반송하기 

위한 우편 요금은 본인이 지불하셔야 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주 선거관리위원회, 800-

222-VOTE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질문: 투표 신청서는 비활동 유권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유권자 

등록이 비활성화되었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https://www.montgomerycountymd.gov/Elections/Resources/Files/pdfs/Voter%20services/English_Internet_VRA%20(1).pdf
https://www.montgomerycountymd.gov/Elections/Resources/Files/pdfs/Voter%20services/Spanish_Internet_VRA.pdf
https://www.montgomerycountymd.gov/Elections/Resources/Files/pdfs/Voter%20services/Traditional_ChineseVRA.pdf
https://www.montgomerycountymd.gov/Elections/Resources/Files/pdfs/Voter%20services/Simplified_ChineseVRA.pdf
https://www.montgomerycountymd.gov/Elections/Resources/Files/pdfs/Voter%20services/Korean_VRA.pdf
https://voterservices.elections.maryland.gov/VoterSearch
https://voterservices.elections.maryland.gov/VoterSearch


우편물이 반송되거나, 다른 주로부터 귀하가 이사했다고 통보받은 경우에 

메릴랜드주에서는 "비활동" 유권자로 간주하므로 투표 신청서는 비활성 유권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되지 않습니다. 

   

유권자 등록이 비활성화될 수 있다고 우려되는 경우 메릴랜드주 선거위원회의 유권자 

조회 도구를  방문하거나 77788로 "CHECK"이란 문자를 보내어 현재 우편 주소를 

확인하십시오. 주소가 변경된 경우 즉시 수정하십시오. 

https://voterservices.elections.maryland.gov/onlinemailinrequest/InstructionsStep1에서 

투표용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 봉인된 다른 유권자의 우편 투표용지를 대신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우편함 

또는 우편 투표함으로 배달하는 것이 허용됩니까? 

개인이 다른 유권자의 투표용지를 수집하여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투표 장소 또는 

우편함에 전달하는 것을 금지하는 연방법이나 주법은 없습니다. 주법엔 투표용지를 

유권자에게 전달할 사람을 지정하는 절차는 있지만, 현재 투표용지를 반납하는 데 

적용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다른 유권자의 투표용지를 대신 반환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메릴랜드 주의회에서 입법 조처해야 합니다. 

 

질문: 조기 투표 및 선거 당일 유권자 등록이 가능합니까? 

예. 그러나 유권자 등록 마감일은 10월 13일이므로 당일 등록을 이용해야 하는 유권자는 

거의 없습니다. 공중 보건 조치로서 몽고메리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받고 반환할 수 있도록 선거일 전에 유권자들이 미리 등록할 것을 요청합니다. 

당일 유권자 등록은 조기 투표 및 모든 선거 당일 투표장에서 가능합니다. 

 

질문: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 선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시기마다 부정 선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동일한 안전장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스템은 각 유권자가 한 번만 투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부정 선거 혐의나 의심이 되면 조사를 거쳐 기소됩니다. 유권자 부정 선거 활동을 봤거나 

들으셨다면 법무 장관실, 410-575-6300으로 연락하시고, 스페인어는 410-230-1712나 

메릴랜드의 수신자 부담 전화 1-888-743-0023, 또는 TDD를 통해 800.735-2258로 

연락하십시오. 

 

https://voterservices.elections.maryland.gov/onlinemailinrequest/InstructionsStep1에서


질문: 해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선거 관리위원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시기마다 동일한 사이버 보안 조처를 하고 있습니다. 주 

선거관리위원회는 안전한 투표용지 신청 및 배송 기능을 포함하여 주 전체 유권자 등록 

시스템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자금을 투자했습니다. 투표 결과는 감사를 시행해야 하고 

불만 사항을 조사하며 모든 적격 투표가 집계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선거일 이후 몇 주 

동안 인증되지 않습니다. 

 

질문: 조기 투표 또는 선거일 투표장에서 봉사하기 위해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몽고메리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3일 대통령 총선거를 할 선거 심사 위원 교육을 

받을 유권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질문: 감사 위원으로 일하기 위해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몽고메리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 투표용지 및 임시 투표용지를 처리하는 감사 

위원을 유권자 중에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질문: 유권자 등록 카드 사본을 어떻게 신청할 수 있습니까? 

투표할 때는 유권자 등록 카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청하려면 메릴랜드주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자 조회 도구를 사용하거나 77788로 "CHECK"이란 문자를 

보내시면 됩니다. 

 

질문: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2020년 11월 3일 대통령 총선거에 관한 메릴랜드주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관한 몽고메리 카운티 복지 보건부의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