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몽고메리 카운티 선거 관리위원회 

2020년 6월 2일 예비 선거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2020년 4월 23일부 업데이트) 

 

질문 1: 2020년 대통령 예비 선거에 관해 알아야 할 주요 사항은 무엇입니까? 

질문 2: 2020년 대통령 예비 선거에 조기 투표할 수 있습니까?  

질문 3: 선거 당일 평소에 이용하던 투표소에서 투표 할 수 있습니까? 

질문 4: 투표용지를 신청해야 합니까? 

질문 5: 투표용지를 어디로 우송합니까? 

질문 6: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합니까? 

질문 7: 이미 부재자 투표 용지를 신청했으면 투표용지를 두 개 받게 되나요? 

질문 8: 부재자 투표용지와 우편 투표용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질문 9: 투표용지를 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질문 10: 투표용지를 어떻게 반송합니까? 

질문 11: 투표용지 반송 마감일은 언제입니까? 

질문 12: 우체통 또는 우체국 (USPS)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질문 13: 투표용지가 잘 제출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질문 14: 몸이 불편하여 우편으로 투표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질문 15: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는 유권자를 위한 인쇄된 종이 양식을 사용 할 수 

있습니까? 

질문 16. 본인 주소 또는 정당 가입 변경 마감일은 언제입니까? 

질문 17. 투표용지 신청 마감일은 언제입니까? 

질문 18. 비활동 유권자에게는 투표용지가 우편으로 배달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본인의 유권자 등록이 그렇다고 판단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질문 19. 학교 주소로 부재자 투표했던 대학생인데, 본거지인 몽고메리 카운티로 

되돌아온 경우이면 어떻게 합니까? 

질문 20. 우편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유권자를 위한 투표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질문 21. 선거 당일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까? 

질문 22. 부정 선거를 막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는 무엇을 합니까? 

질문 23. 해킹을 막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는 무엇을 합니까? 

질문 24.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봉사 작업 일은 어떻게 신청합니까? 

질문 25. 유권자 등록 카드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습니까? 

질문 26.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 문의해야 합니까? 

 

 

질문 1: 2020년 대통령 예비 선거에 관해 알아야 할 주요 사항은 무엇입니까? 

2020년 6월 2일 투표는 주로 우편으로 진행됩니다. 투표용지는 5월 초부터 중순까지 

우송됩니다. 부재자 투표용지를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받는 

즉시 투표용지를 반송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마지막 날까지 미루지 마십시오. 



몽고메리 카운티 선거 관리위원회는 공중 보건 조치로서 모든 유권자가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반송하기 바랍니다. 선거 당일에는 4곳의 투표 센터가 있지만, 우편으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만을 위한 것입니다. 

각 정당에서 지명된 미국 대통령 후보에 투표하려면 공화당 또는 민주당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소속 유권자는 교육위원회에서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2020년 대통령 예비 선거에 조기 투표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코로나-19 (COVID-19) 전염병으로 인해 2020년 대통령 예비 선거에서는 조기 

투표가 취소되었습니다. 현재로선, 2020년 총선에 대한 조기 투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 3: 선거 당일 평소에 이용하던 투표소에서 투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2020년 대통령 예비 선거에서 주지사의 선포로 인근 지역 투표소가 

폐쇄되었습니다. 통상적인 방식으로 투표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전염확산 

가능성 으로 공중 보건, 복지 및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COVID-19)의 지역 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모든 

유권자에게 선지급 우편 요금이 포함된 투표용지를 발송합니다. 직접 투표를 위한 

투표소는 매우 제한되어있어 우편으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질문 4: 투표용지를 신청해야 합니까? 

아니요. 투표용지를 신청하시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사했거나 일시적으로 집을 떠나있는 경우 또는 2020년 5월 15일 금요일까지 

투표용지를 받지 못한 유권자는 메릴랜드주 선거 관리위원회의 유권자 조회 도구 

https://elections.maryland.gov/elections/2020/Governor%20Proclamation_4.10.20_June_Primary.pdf


(voter lookup tool)를 이용하거나 "CHECK"이란 문구를 77788번으로  보내 정보를 

확인한 후 투표용지를 신청하십시오. 

 

질문 5: 투표용지를 어디로 우송합니까? 

우편 주소를 확인하려면, 메릴랜드주 선거 관리위원회의 유권자 조회 도구 (voter 

lookup tool) 를 이용하거나 "CHECK"이란 문구를 77788번으로  보내십시오. 주소를 

변경한 경우 새 투표용지를 보내드립니다. 우편으로 새 투표용지를 받기 위해서는 소속 

정당 또는 우편주소의 변경을 2020년 5월 26일 화요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변경이 필요할 때는 마감일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질문 6: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합니까? 

2020년 5월 15일 금요일까지 투표용지를 받지 못한 경우, 메릴랜드주 선거 

관리위원회의 유권자 조회 도구 (voter lookup tool) 를 이용하거나 "CHECK"이란 

문구를 77788 번으로  보내고 교체 투표용지 신청을 위한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질문 7: 이미 부재자 투표 용지를 신청했으면 투표용지를 두 개 받게 되나요? 

아니요. 투표용지는 하나만 받게 됩니다. 

 

질문 8: 부재자 투표용지와 우편 투표용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차이점은 없습니다.  2020년 6월 2일 선거의 경우, 주 선거 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보냅니다. 

 

 

https://voterservices.elections.maryland.gov/VoterSearch
https://voterservices.elections.maryland.gov/VoterSearch
https://voterservices.elections.maryland.gov/VoterSearch
https://voterservices.elections.maryland.gov/VoterSearch


질문 9: 투표용지를 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검은색 또는 파란색 볼펜을 사용하십시오. 연필, 매직펜 또는 크레용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질문 10: 투표용지를 어떻게 반송합니까? 

투표용지와 함께 반송 방법이 제공됩니다. 

유권자 선서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한 후, 우편이나 여기에 있는 장소 중 한곳에 넣을 

수 있습니다. 우표는 필요 없습니다. 

유권자는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투표용지를 반송해야 합니다. 마감일까지 

투표용지를 반송하지 못 한 경우, 투표소에서 오래 기다리는 대신 아래에 나열된 

장소에서 선거 관리위원회의 투표함에 넣을 수 있습니다. 투표함에 넣은 투표용지에는 

우체국 소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질문 11: 투표용지 반송 마감일은 언제입니까? 

유권자는 가급적 빨리 투표용지를 우송하고 투표 마감일까지 기다리지 말 것을 

권장합니다. 마감일 전 배달을 위해 몽고메리 카운티 선거 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이 

늦어도 2020년 5월 25일 월요일까지 투표용지를 반송하는 걸 권장합니다. 

미국 우편 서비스 (U.S. Postal Service)를 통해 투표용지를 반송하는 경우 투표용지에 

2020년 6월 2일 자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투표용지를 아래에 나열된 투표함에 넣을 경우, 2020년 6월 2일 오후 8시, 투표 마감 

시간 전에 넣어야 합니다. 

 

 

 

https://tools.usps.com/find-location.htm


질문 12: 우체통 또는 우체국 (USPS)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가장 가까운 우체통 또는 우체국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표는 필요 없습니다. 

모든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작성하여 가급적 빨리 우편으로 보내거나 가까운 투표함에 

넣도록 강력히 권장합니다. 주저 말고 투표용지를 제출하십시오. 

우체국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투표용지를 제출하려면 5월 21일부터 6월 2일 (저녁 

8시) 사이에 선거 관리위원회의 투표함이 마련된 다음 중 한 곳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Montgomery County Board of Elections (currently available 24/7) 18753 N. 

Frederick Avenue, Gaithersburg 

• Silver Spring Civic Building (to be installed by 5/21/2020) One Veterans Place, 

Silver Spring] 

• Marilyn J. Praisner Community Recreation Center (to be installed by 5/21/2020) 

14906 Old Columbia Pike, Burtonsville 

• Wheaton Library & Community Recreation Center (to be installed by 5/21/2020), 

11701 Georgia Avenue, Wheaton 

• Activity Center at Bohrer Park (to be installed by 5/21/2020) 506 South Frederick 

Avenue, Gaithersburg 

• Germantown Community Recreation Center (to be installed by 5/21/2020) 18905 

Kingsview Road, Germantown 

• Rockville City Hall (to be installed by 5/21/2020) 111 Maryland Avenue Rockville 

 

 

 

 

https://tools.usps.com/find-location.htm


질문 13: 투표용지가 잘 제출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메릴랜드주 선거 관리위원회의 유권자 조회 도구 (voter lookup tool)를 이용하거나 

"CHECK"이란 문구를 77788번으로  보내어 투표용지가 잘 제출되었는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질문 14: 몸이 불편하여 우편으로 투표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몸이 불편하여 집에서 투표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 웹 투표용지 배달을 이용해 주 

선거 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도구를 사용하여 투표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소프트웨어와 호환되며 이 도구와 함께 

자신의 보조 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여 도우미가 필요한 경우, 도우미는 투표 방법에 관여하지 말아야 하며 

도우미 증명서에 서명한 후 투표용지와 함께 반환해야 합니다. 고용주 또는 노조의 

대리인은 도우미가 될 수 없습니다.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도 투표용지 기재 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에는 

헤드셋과 키패드가 있는 음향 투표용지, 고 대비 또는 큰 인쇄 기능등 유권자가 도움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고안된 또 다른 장비가 있습니다.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유권자들은 직접 투표를 위해 오랜 시간 기다리는 대신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우편 투표에 참여해야 합니다. 

 

질문 15: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는 유권자를 위한 인쇄된 종이 양식을 사용 할 수 

있습니까? 

인쇄된 유권자 등록 신청서는 다음 언어로 제공됩니다: 

영어 

스페인어 

https://voterservices.elections.maryland.gov/Voter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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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어 번체 

중국어 간체 

한국어 

이 양식을 사용하여 유권자 등록 또는 기록을 변경하신 유권자는 투표용지가 우편 

발송됩니다. 

또한, 2020년 5월 15일 금요일까지 투표용지를 받지 못한 유권자는 다음 양식 중 

하나를 사용하여 투표용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어 

스페인어 

유권자는 본인 서명과 함께 이름, 생년월일 및 개명된 이름, 소속 정당 및/또는 주소 

정보를 담은 서신을 선거 관리위원회에 보냄으로써 투표용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 16. 본인 주소 또는 정당 가입 변경 마감일은 언제입니까? 

유권자 등록, 거주지 주소 또는 정당 가입 변경 마감일은 2020년 5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유권자 등록을 확인하려면 메릴랜드주 선거관리 위원회의 유권자 조회 

도구(voter lookup tool)를 방문하거나  "CHECK"이란 문구를 77788번으로 보내십시오. 

 

질문 17. 투표용지 신청 마감일은 언제입니까? 

투표용지를 신청하기 전, 메릴랜드주 선거관리 위원회의 유권자 조회 도구(voter 

lookup tool)를 방문하거나  "CHECK"이란 문구를 77788번으로 보내 우편 주소를 

확인하십시오. 2020년 5월 15일 금요일까지 투표용지를 받지 못했으면 투표용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투표용지 신청은 반드시 2020년 5월 26일 화요일 이전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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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ions.maryland.gov/voting/documents/Absentee_Ballot_Application_English.pdf
https://elections.maryland.gov/voting/documents/Absentee_Ballot_Application_Spanish.pdf
https://voterservices.elections.maryland.gov/VoterSearch
https://voterservices.elections.maryland.gov/VoterSearch
https://voterservices.elections.maryland.gov/VoterSearch


프린터, 프린트 종이, 편지 봉투, 우표가 있으시면, 집에서 본인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우편으로 보낼 수 있으며, 웹 투표용지 전손 신청 마감일은 2020년 5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웹 투표용지 전손을 신청하신 경우, 로그인 아이디(login ID)와 

비밀번호(password)를 받으실 겁니다. 투표용지를 인쇄한 후, 주 선거관리위원회 편지 

봉투에 주소를 쓰고, 55전($.55) 우표를 붙인 다음 우체통에 넣으십시오. 투표용지를 

반환받은 선거 관리 위원회 직원이 투표용지를 세기 전에 공식 투표용지에 귀하의 

투표내용을 직접 복제합니다. 

 

질문 18. 비활동 유권자에게는 투표용지가 우편으로 배달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본인의 유권자 등록이 그렇다고 판단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랫동안 투표를 안 해온 유권자에게는 투표용지가 배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편물이 반환되거나 다른 주로 이사를 하였으면, 메릴랜드주에서는 “무효”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유권자 등록이 되었는지 의심스러운 경우, 메릴랜드주 선거관리 위원회의 유권자 조회 

도구(voter lookup tool) 를 방문하거나  "CHECK"이란 문구를 77788번으로 보내 

주소를 확인하십시오. 2020년 5월 15일 금요일까지 투표용지를 받지 못했을 때는 

투표용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주소가 변경되었으면 즉시 주소 변경 신청을 하십시오. 

 

질문 19. 학교 주소로 부재자 투표했던 대학생인데, 본거지인 몽고메리 카운티로 

되돌아온 경우이면 어떻게 합니까? 

우편 주소 기록 대장에 있는 주소에 따라 주 정부는 투표용지를 보냅니다. 정확한 우편 

주소 확인을 위해 77788로 "CHECK" 문자를 보내 정보를 입력하면 우편 주소 기록 

대장에서 본인의 주소를 볼 수 있습니다. 5월 중에 투표용지를 받고 싶은 주소로 

업데이트하십시오. 

 

https://voterservices.elections.maryland.gov/VoterSearch


질문 20. 우편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유권자를 위한 투표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공중 보건 조치로, 몽고메리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유권자가 우편으로 받은 

투표용지를 반환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유권자가 선거 

장소에 가서 직접 투표하면, 긴 줄을 형성하고 다른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것입니다.  

우편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유권자들은 선거 당일 아래의 투표소 네 곳 중 한 곳을 

방문할 수 있으며 안면 가리개를 쓰는 것과 관련해 주지사의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 Silver Spring Civic Building, One Veterans Place, Silver Spring 

• Marilyn J. Praisner Community Recreation Center, 14906 Old Columbia Pike, 

Burtonsville 

• Activity Center at Bohrer Park, 506 South Frederick Avenue, Gaithersburg 

• Germantown Community Recreation Center, 18905 Kingsview Road, Germantown 

공중 보건 조치로서 유권자들에게 우편 투표가 요청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유권자가 선거 장소에 가서 직접 투표하면, 긴 줄을 형성하고 

다른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것입니다. 

 

질문 21. 선거 당일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까? 

예. 그렇지만, 유권자 등록 마감이 5월 27일 수요일로 연기되었으므로 소수의 

유권자만이 당일 등록이 필요할 것입니다. 공중 보건 조치로, 유권자들이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고 반환할 수 있도록 몽고메리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가 

선거일 전에 등록하기를 부탁합니다. 

 

 

 



질문 22. 부정 선거를 막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는 무엇을 합니까?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 선거를 막기 위해 모든 선거에 대해 동일한 안전장치를 

채택합니다. 모든 체계는 각 유권자가 단 한 장의 투표용지에 한 번 투표하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부정 선거에 대한 어떤 진술이나 증거는 조사되거나 

기소될 것입니다. 부정 선거를 도모하는 사례를 목격하거나 들으시면, 주 검찰청 전화 

410-576-6300 나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 1-888-743-0023 또는 TDD 410-576-6372로 

연락 하십시오. 

 

질문 23. 해킹을 막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는 무엇을 합니까? 

선거 관리위원회는 모든 선거에 대해 동일한 사이버 보안 보호 장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주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신청 및 배달 기능이 포함된 주 전체 유권자 

등록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상당한 자금을 투자했습니다. 선거일 이후 몇 주 동안 

선거가 합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으로 이 기간에 감사를 시행하고 불만을 조사하며 

모든 유효 투표만 집계되도록 합니다. 

 

질문 24.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봉사 작업 일은 어떻게 신청합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의 필요로 인해, 몽고메리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는 소수의 

고용인들과  

미리 훈련받은 선거 감시원들이  6월 2일 대통령 예비선거 작업을 수행합니다.  장차 

선거 작업을 하시고 싶으면 여기에 신청하십시오. 

 

질문 25. 유권자 등록 카드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습니까? 

투표하실 때 유권자 등록 카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귀하가 유권자 등록 

카드 신청을 원하시면, 메릴랜드주 선거관리 위원회의 유권자 조회 도구(voter lookup 

tool)를 방문하거나  "CHECK"이란 문구를 77788번으로 보내십시오. 

https://www.montgomerycountymd.gov/Elections/ElectionJudge/Overview.html
https://voterservices.elections.maryland.gov/VoterSearch
https://voterservices.elections.maryland.gov/VoterSearch


질문 26.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 문의해야 합니까? 

메릴랜드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라 2020년 6월 2일 대통령 예비 선거에 대한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몽고메리 카운티 보건사회국에 따라  코로나-19 

(COVID-19)에 관한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https://elections.maryland.gov/elections/2020/index.html
https://montgomerycountymd.gov/HHS/RightNav/Coronavirus.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