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4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치거나 주소를 
업데이트해주십시오

유권자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웹사이트:
https://voterregistration.alaska.gov/
방문 확인: Alaska Region II 선거 사무소 주소: 2525 Gambell 
Street, Suite 100.
*투표지는 우편물 포워딩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투표지를 
우편으로 받으려면 반드시 최신 주소를 등록해야 합니다.

투표지 수신
1. 투표지에 기표.
2. 봉투에 서명.
3. 투표지 반환.

4월 3일까지 투표지 반환 
1. 퍼스트 클래스 우표를 부착하여 USPS를 통해 우송.
2. 보안 드롭 박스에 반환.
3. 간이 투표소에 반환.

투표지를 분실했거나 받지 못했다면...
유권자 핫라인 907-243-VOTE(8683)로 연락하여 대체 투표지를 
요청해주십시오.
또한, 장애자를 위한 투표소에서 대체 투표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체 투표지를 받으려면 유효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2018년 4월 3일 선거!

Anchorage 우편 투표!

우편 투표란 무엇입니까?

투표지는 보안이 유지됩니까? 예!

투표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우편 투표는 어떻게 합니까?

지방 선거는 우리 도로, 학교, 공공 안전, 주택, 상업용 개발, 교통 및 우리 시민의 대변인  
결정과 같은 시의 핵심 이슈를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지방 선거에 투표해야 합니까? 예!

Anchorage 시는 선거를 우편 투표로 전환하므로 이제부터는 
유권자가 투표소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자격 있는 유권자에게 
투표지를 우송됩니다.

유권자는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투표지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  보안 드롭 박스(Secure Drop Box)에 직접 반환. (위치는 뒷면 
참조)

•  간이 투표소(Accessible Vote Center)에 반환. (위치는 뒷면 
참조)

•  퍼스트 클래스 우표를 부착하여 미국 우체국 서비스를 통해 반환.

투표지는 3월 13일이 
있는 주에 우송됩니다

시 서기 사무소:
•  서명이 Alaska 주 유권자 기록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보안 드롭 박스는 매일 수거합니다.
•  선거 요원들이 투표 자료를 안전하게 다루도록 교육합니다.
•  투표 자료는 폐쇄된 곳에 보관됩니다.

유권자 또한 다음과 같이 선거 보안을 유지할 수 있게 
협조할 수 있습니다:
•  투표지를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  투표하지 않는다면 투표지를 반으로 찢어서 버립니다.
•  투표지 패키지의 안내 사항을 준수합니다.
•  투표지 반환 봉투에 서명합니다.

Anchorage 선거에 투표하려면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Alaska 주 선거에 대한 유권자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  선거일로부터 최소한 30일 이전에 Anchorage 시에 유권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만 18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여야 합니다.

https://voterregistration.alaska.gov/


보안 드롭 박스 위치: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간이 투표소 위치:

• Anchorage 교육구 교육 센터,
5530 East Northern Lights Boulevard

• Bartlett 고등학교,
1101 Golden Bear Drive

• Clark 중학교,
150 Bragaw Street

• Dimond 고등학교,
2909 West 88th Avenue

• Fairview 커뮤니티 레크리에이션 센터,
1121 East 10th Avenue

• Loussac 도서관,
3600 Denali Street

• Service 고등학교,
5577 Abbott Road

• South Anchorage 고등학교,
13400 Elmore Road

• Spenard 커뮤니티 레크리에이션 센터,
2020 West 48th Avenue

• UAA Alaska 항공사 센터,
3550 Providence Drive

• Eagle River 타운 센터,
12001 Business Boulevard

• Girdwood 커뮤니티 센터,
250 Egloff Drive

드롭 박스는 선거일 이전까지 약 3주 동안 24/7 
운영됩니다 .  선거일인  2018년  4월  3일  화요일 , 
드롭 박스 운영은 오후 8시에 종료됩니다.
선거일에는 오후 8시 이전에 투표지를 드롭 박스에 반환해야 
합니다. 오후 8시에 드롭 박스에서 줄을 선 유권자들은 해당 시간 
이후에도 투표지를 반환할 수 있게 허용됩니다.

간이 투표소에서는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  우편 투표지 반환.
• 분신 또는 손상된 투표지 대체.
•  투표지를 우편으로 수신하지 못한 경우 투표지 패키지 수령.
•  투표 시 도움받기.
•  기타 유권자 질문에 대한 도움받기.
• 유권자 등록.
•  제안된 투표지나 임시 투표지에 투표.
•  오후 8시에 드롭 박스에서 줄을 선 유권자들은 해당 시간 
이후에도 투표지를 반환할 수 있게 허용됩니다.

ZJ Loussac 도서관

3600 Denali Street, 1층
이 장소에서는 모든 시 투표지가 제공됩니다.
평일, 3월 26일 – 4월 2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토요일, 3월 31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일요일, 4월 1일, 정오 – 오후 5시
선거일, 4월 3일, 오전 7시 – 오후 8시

Anchorage 시청

632 West 6th Avenue, 룸 #155
이 장소에서는 모든 시 투표지가 제공됩니다.

평일, 3월 26일 – 4월 2일, 오전 8시 – 오후 5시
선거일, 4월 3일, 오전 7시 – 오후 8시

Eagle River 타운 센터, 커뮤니티 룸 #170
도서관과 같은 건물
12001 Business Park Boulevard
이 장소에서는 Chugiak-Eagle River 투표지만 제공됩니다.

평일, 3월 26일 – 4월 2일, 오전 8시 – 오후 5시
선거일, 4월 3일, 오전 7시 – 오후 8시

MOA 선거 센터

619 East Ship Creek Avenue, D문에 있는 Suite 100 
건물 동쪽에 위치

이 장소에서는 모든 시 투표지가 제공됩니다.

평일, 3월 26일 – 4월 2일, 오전 8시 30분 – 오후 4시 30분
선거일, 4월 3일, 오전 7시 – 오후 8시

웹사이트: muni.org/elections

전화: (907)243-VOTE(8683)

이메일: elections@muni.org

트위터: @MunicipalClerk

페이스북:
@MunicipalClerksOffice

자주 하는 질문: 
muni.org/electionsFAQ

드롭 박스 위치(간이 투표소 포함):  
muni.org/elections/dropbox

임시 우편 주소(우편 부재자): 
muni.org/2018Application

SOA에서 등록/유권자 등록 정보를 업데이트하려면: 
https://voterregistration.alaska.gov/

유권자 등록 상태를 확인하려면(SOA): 
https://myvoterinformation.alaska.gov/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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