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1월 선거 안내 책자

소개

NOVEMBER 2006 VOTER GUIDE
투표권은 미국 시민권자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권리중 하나입니다. 투표는 민주적 절차
에 개인이 참여할 기회를 확보해줄 뿐만 아니라, 정치인에게 우리 커뮤니티의 우려사항과 요구
들을 알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출한 정치인은 법안을 제정하고 우리 일상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
을 합니다. 연방 정부의 대통령은 우리가 납부해야 할 세금부터 미국으로의 이민을 제한하는 법
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책들을 결정합니다. 게다가 의회에서 통과되고 대통령에 의해 승인된 법
률은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임시방문자 그리고 서류미비자를 포함해 미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투표를 통해 국가의 주요 정책에 커뮤니티의 입장이 반영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투표
참여를 시작으로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진정한 정치인을 배출하고, 또한 선출한 정치인들이 올
바로 일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가 하나가 되어 의정활동을 감독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자 권리
입니다. 이 책자의 정보가 시민 참여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 선거 안내 책자는 미주한인교육봉사단체협의회(NAKASEC)와 민족학교(KRC)에 의해 제작
되었습니다. 다음 단체의 정보를 사용하였습니다. Asian Pacific American Legal Center of
Southern California, Center for Community Change, Easy Voter Guide Project, Los Angeles County Registrar-Recorder/County Clerk, People for the American Way, New American
Opportunity Campaign, Secretary of the State of California, U.S. Census Bureau, U.S.
Department of Labor.

Our elected officials make important decisions that directly impact our daily lives. They manage everything from the laws that control immigration to the taxes that we pay. Their decisions affect all persons
living in the U.S. – including permanent residents, temporary visa holders, and undocumented immigrants.
We believe that voting is one of the keys to improving our quality of life and protecting basic civil
rights, while also cultivating our own political leaders and building our collective political power. We
encourage you to carefully review the information included in this guide and to share it with others.
Thank you for your interest!
To continue reading in English, please turn to Page 5.
This information guide is produced by the National Korean American Service & Education Consortium
(NAKASEC) and the Korean Resource Center (KRC).
Sources: Asian Pacific American Legal Center, Center for Community Change, Easy Voter Guide Project,
Los Angeles County Registrar-Recorder/County Clerk, New American Opportunity Campaign, People
for the American Way, Secretary of the State of California, U.S. Census Bureau, and the U.S. Department of Labor.

INTRODUCTION

The right to vot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rights granted to U.S. citizens. Voting allows your voice to
be heard by our nation’s leaders.

투표방법

유권자 등록후, 아래 세가지 방법중 하나를 선택해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부재자 투표 (우편 투표)
등록된 유권자는 아무나 우편투표를 신청해 집에서 또는 직장에서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1. 영구 부재자 투표를 신청합니다. 신청문의는 선거국 또는 민족학교 (323)937-3718.
2. 견본 투표 안내서(Official Sample Ballot) 맨 뒷면의 신청지를 작성해 카운티 선거국으로 보냅니
다.
선거일에 앞서서 투표 용지를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주 전체 보통선거에 연속으로 2번이상 불참하
지 않는 이상, 투표 용지는 매 선거마다 자동적으로 귀하의 댁으로 발송됩니다.
투표를 끝낸 후, 선거일보다 최소 3일 이전에 발송하거나, 선거 당일 투표소에 전해주십시오. 투표용
지는 선거당일 오후 8시 이전에 반드시 전해져야 합니다.
부재자 투표(우편 투표) 용지 작성 방법
• 검정색 펜으로 칠한다.
• 투표용지를 회색 봉투 안에 넣고 반송 봉투에 집어 넣는다.
• 뒤 면 맨 왼쪽 밑에 있는 박스안에 유권자 싸인과 날짜, 주소를 기입한다.

조기 투표
조기 투표는 제한된 지역에서만 가능합니다. 로스엔젤레스 카운티 선거국 (1-800-481-8683) 또는 오렌지 카
운티 유권자 등록국 (1-714-567-7600)에 조기 투표 날짜와 장소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거 당일 투표
당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150여만 아시안 태평안 섬나라 출신 시민권자들과 영주권자들은 미국에서 가족과 재결합하기 위해 몇년 심지
어 수십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비자가 적체된 가족의 수는 2002년부터 2004년 사이에 59%가 증가했습니다.
대략, 150만의 아시안 태평양계-그 중 18%는 코리안 아메리칸- 서류 미비자들이 미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지
역 경제에 활력을 주고, 풍성한 문화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민자들은 기본권리가 박탈된채 하층민
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주택 – 누가 안전하고 저렴한 거주지에서 살 수 있나
저렴한 주택은 남가주를 통틀어 매우 드물며, 특히 LA시는 더욱 그렇습니다. 시 거주자들 중 88% 이상이 평균
가격의 주택을 구입할 여유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리안 아메리칸중에 40% 만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평균 66%보다 낮습니다. 렌트비 또한 엄청난 비율로 오르고 있습니다. 시 임대거주자들 중 거의 절
반은 소득의 대부분을 비싼 렌트비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의료 혜택 – 누가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처방약 비용은 얼마인가
의료 보험 혜택이 없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필수적인 병원 진료, 처방약 그리고 심각한 건강 악화를 유발
하는 조건들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것 입니다. 8백만의 어린이를 포함한, 4600만 이상의 미국인들은
2005년 기준으로 건강 보험이 없습니다. 아시안 태평양계 이민자의 18%, 전체 이민자의 33% 그리고 코리안
아메리칸의 52%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 – 누가 소셜 시큐리티를 받을 자격이 있고, 누가 이것을 지불하는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코리안 아메리칸 연장자들 중 25%이상이 소셜 시큐리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
나, 서류미비자들은 매년 7억 달러의 사회보장연금 세금을 납부하지만 이러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개정을 위한 최근의 발의안들은 이 프로그램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경제와 직업 - 누가 적절한 생활 임금을 받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나
2000년 12월 이후, 국가 실업률은 17% 증가했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의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지만, 최저임
금을 받는 수천의 노동자들은 여전히 그들 가족을 부양할 만큼의 충분한 임금을 받지 못합니다. 코리안 아메
리칸의 1인당 평균 연수입은 3,000달러 이상이지만, 이는 전국 평균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코리안 아메리칸의
16%는 연방 빈곤 기준선 이하에서 생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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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쟁점들

이민자 - 누가 미국을 방문하고, 거주하고, 일할 수 있나

발의안H: 저렴한 주택과 일반 공채

그러나, 민족학교는 세가지 주요한 발의안2개의 캘리포니아주 발의안, 1개의 로스엔
젤레스시 발의안-들을 선별했습니다. 자세
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는 1만 채의 새집과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
해 앞으로10년 동안 10억 달러의 공채를 발행한
다. 이 금액은 다음과 같은 저렴한 “주택 관리 기
금”에 사용된다.
• 2억 5천만 달러의 금액을 일하는 가정의 첫 집 장
만을 위해 지원.
• 3억 5천만 달러의 금액을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시민아파트를 짓는데 사용.
• 2억 5천만 달러의 금액을 노숙자를 위한 거주지
건축.
• 1억 5천만 달러의 금액을 미래의 임대 아파트나
노숙자 거주지를 위해 조성.
• 시민 위원회와 행정감시위원회는 어떻게 자금이
사용되는지 감시하고 독립적인 정기감사를 받을
것이다.

민족학교 지지 발의안 :

YES! 찬성!
발의안 H

(로스엔젤스 시 발의안)

YES! 찬성!
발의안1C

(캘리포니아 주 발의안)

기본 사항:

발의안 H를 지지하는 이유:

(캘리포니아 주 발의안)

• 발의안 H는 저임금, 근로 가족들에게 안전하고 저
렴한 주택을 제공할 것이다.
• 발의안 H는 노숙자나 노숙자의 위기에 있는 사람
들, 학대받는 여성과 아이들, 퇴역군인, 노인, 장
애인에게 안전하고 저렴한 주택을 제공할 것이다.
• 건설 부문에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고 주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다.

발의안1C: 주택 공채

발의안86: 담배세

기본 사항:

기본 사항:

• 기금은 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거처
공급, 저소득 연장자 시민들을 위한 깨끗하고 안
전한 주택 공급, 장애인과 퇴역군인 및 근로 가정
의 주택 구입 보조, 그리고 가족들과 장애자 시민
들의 아파트의 보수와 개선 등을 목적으로 사용
된다.
• 주정부는 현존하는 주 기금으로부터 30년 이상 연
간 평균 2억 4백만 달러, 합계28억 5천만 달러의
공채를 발행하게 된다.
• 연간 기금 사용 내역과 행정 및 제반 비용의 제한
을 나타내는 독립적인 재정감사 보고와 공개를 요
구한다.
• 일반기금으로 공채를 상환하는 비용을 충당한다.

• 추가로 각각의 담배에 13센트의 세금을 부과하고
(1팩에 $2.60) 간접적으로 기타 담배관련 상품의
세금을 증가시킨다.
• 수준 높은 병원의 응급서비스, 간호사 교육, 자격
이 되는 어린이를 위한 건강보험에 기금을 제공
한다.
• 예산은 또한 흡연 예방 프로그램, 담배와 관련된
규정 집행이나 암, 심장질환, 뇌출혈, 천식, 비만
등과 같은 질병의 연구, 예방, 치료와 같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도 쓰여진다.

YES! 찬성!
발의안86

발의안 1C를 지지하는 이유:
• 저소득과 근로 가정에게 안전하고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것이다.
• 폭력적인 환경에서 탈출하는 여성들과 정신적 장
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
할 것이다.
• 건설 부문에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고 주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다.

우리와 관련된 투표 법안들

이번 11월 7일 선거에는 13개의 캘리포니
아주 발의안들과 로스엔젤레스와 오렌지 카
운티 내의 시 발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발의안 86을 지지하는 이유:
• 청소년의 흡연율을 줄이기 위한 예방 프로그램에
기금이 조성될 것이다.
• 주 전체의 의료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위해 없어서
는 안될 재정을 마련할 수 있다.
• 주 차원의 의료 프로그램과 서비스, 특히 어린이
건강 보험 프로그램을 위한 중요한 기금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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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유권자 권리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선거날 투표가 시작되는 아침 7시부터 마감되는 저녁 8시 이전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계신다
면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 14212, 14401
2. 투표 자격이 있고 투표소의 유권자 명단에 이름이 등록되어 있다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
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단, 우편으로 처음 유권자 등록을 했고 등록시 적당한 신분 증명 정
보를 제공하지 않은 유권자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14216
3. 만약 신체적 장애가 있으시거나, 영어를 읽지 못하고, 쓸 수 없고, 혹은 기표하실 수 없다면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계신데 투표소가 출입하기 어려운
곳이라면 근처의 출입 가능한 투표소에서 투표 하실 수 있습니다. § 14282(c), 14282(a)
4. 근무 시간 중에 투표할 시간이 없으신 분은 근무시간에 시간을 내어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정규 근무 시간의 출근 또는 퇴근 시간을 기준으로 2시간동안 유급으로 시간을 내어 투표할
수 있습니다. § 14000(a)-(b)
5. 유권자등록을 하셨는데 유권자 명단에 이름이 없다면 임시 투표지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 14217, 14310(a)
6. 같은 카운티 내로 이사가셔도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새 거주지 선거구의 카운티 선거사
무소나 선거사무소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임시투표(Provisional Ballot)하실 수 있습니다. §
14311(a)-(b)
7. 유권자 등록 한 이후에 이름이 바뀌셨더라도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 14218
8.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하셨을 경우 투표용지를 두 번까지 새로 받을 수 있습니다. § 14288
9. 투표소 100피트 이내의 어떠한 위협으로부터 자유롭게 비밀투표를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 18541, 2300(a)(4)
10.투표 요원 외에 누구도 투표 자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4240(a)-(b)
11.중죄의 유죄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형벌 기간이 모두 끝난 후, 집행 유예 포함, 재등록한 후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 2101
12.기표하신 부재자 투표 용지는 카운티 내 아무 투표소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 2300(a)(7),
3017(a)
13.18세 이하의 어린이는 투표소에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 14222
14.특정 카운티에서는 영어 외의 언어로 된 투표 안내서와 기타 투표 자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
다. 로스엔젤레스와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한국어로 된 투표 안내서와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
다. § 14201, § 1973 et seq.; 67 Fed. Reg. 48,871

여러분은 이 권리 장전을 투표소에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투표권리가 침해 당했다고 생각되시면,
무료전화 1-866-OUR-VOTE(1-866-687-8683) 또는 민족학교 (323-937-3718)로
전화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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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TE-BY-MAIL You may vote by mail-in ballot – also known as a permanent absentee ballot – each election.
These ballots allow you to vote at your own convenience. Here’s how submit your ballot by mail:
1. APPLY to vote by permanent absentee ballot. Contact KRC at (323) 937-3718 for assistance.
. RECEIVE your ballot in the mail prior to Election Day (delivery dates vary). As long as you do not fail to
return an absentee ballot for 2 consecutive statewide general elections, a ballot will automatically be mailed
to you for each election in which you are eligible to vote.
. COMPLETE the ballot and mail at least 3 days prior to Election Day to ensure on time delivery OR drop off
at any polling place on Election Day. Ballots must be received by 8 PM on Election Day.

VOTE EARLY Early voting is available at a limited number of locations. Please contact the LA County RegistrarRecorder/County Clerk (1-800-481-8683) or the Orange County Registrar of Voters (1-714-567-7600) for a
list of early voting dates and locations in your county.

WHAT’S AT STAKE

VOTE ON ELECTION DAY You may choose to vote at your assigned polling place on Election Day.

HOW TO VOTE

After registering to vote, you may choose to submit your ballot by one of three different ways:

IMMIGRATION - Who can visit, live, and work in the U.S.
An estimated 1.5 million Asian Pacific Islander American U.S. citizens & lawful permanent residents wait years
– sometimes decades – to reunite with their family members from Asia in the U.S. The number of families stuck
in the immigration backlogs increased by 59% from 2002 to 2004. Furthermore, there are approximately 1.5
million undocumented immigrants from Asia living in the U.S. (including 18% of the Korean American population) who work hard, invigorate local economies, and enrich the culture and vitality of U.S. society. These same
immigrants are driven underground as second class citizens while being denied basic rights and civil liberties.

HOUSING - Who can live in a safe and affordable home
Affordable housing is scarce throughout Southern California, and particularly in the City of Los Angeles. More
than 88% of City residents cannot afford to buy a median-priced home. Nationwide, only 40% of Korean
Americans own homes – compared to the national average of 66%. Rent is also rising at an alarming rate;
almost half of City renters pay rents that the federal government considers to be unaffordable.

HEALTH CARE - Who can get health insurance and how much prescription drugs cost
Without health care coverage, it is difficult for most people to access necessary medical care and prescription
drugs, and conditions may worsen significantly as a result. More than 46 million people in the U.S. – including
more than 8 million children – had no health insurance in 2005. 18% of APIAs, 33% of immigrants, and 52%
of Korean Americans do not have health care coverage.

SOCIAL SECURITY - Who is eligible to receive social security benefits and who pays for it
More than a quarter of Korean American seniors in California receive social security benefits, and Korean
American seniors are more likely to live in poverty than Korean Americans as a whole. However, undocumented
immigrants are ineligible for such benefits even though they contribute an estimated $7 billion towards social security each year. Also, recent proposals for social security reform raise concerns regarding the long term stabi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ECONOMY & JOBS - Who can get a decent, living wage job and support their families
Since December 2000, the national unemployment rate has risen 17%. Despite recent minimum wage hikes
in the State of California, thousands of hard-working Californians who make minimum wage still will not earn
enough to adequately support themselves and their families. Korean Americans’ per capita annual income is
more than $3,000 less than the national average, and 16% of Korean Americans fall below the U.S. poverty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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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LOT MEASURES OF INTEREST

This November 7, there will be thirteen statewide propositions on the ballot, in addition to
local propositions specific to cities across Los
Angeles and Orange Counties.

CITY OF LOS ANGELES PROPOSITION H:
Affordable Housing General Obligation Bonds

However, the Korean Resource Center has
identified three key ballot propositions – two
statewide measures, and one just for voters in
the City of Los Angeles – that we have included
information for on this page.

• The City would issue $1 billion of bonds to provide
about 10,000 new homes and rental units over ten
years. These funds would be placed in the Affordable
Housing Trust Fund to be used as follows:
• $250 million to help working families buy their first
home
• $350 million to build rental housing affordable to lowincome working families
• $250 million to build housing for homeless people
• $150 million to be allocated for rental or homeless
housing based on future needs.
• A citizen’s committee and an administrative oversight
committee would monitor how funds are spent.

KRC ENDORSEMENTS:

YES!

ON PROPOSITION H
(CITY OF LOS ANGELES ONLY)

YES!

ON PROPOSITION 1C
(STATEWIDE)

YES!

ON PROPOSITION 86
(STATEWIDE)

STATE OF CALIFORNIA PROPOSITION 1C:
Housing and Emergency Shelter Trust Fund Act of 2006

THE BASIC FACTS:

WHY WE SUPPORT PROPOSITION H:
• Will provide safe and affordable housing for low-income, hard-working individuals and families.
• Will provide safe and affordable housing for the
homeless and those in danger of becoming homeless,
such as battered women and their children, veterans,
seniors, and the disabled.
• Will create new construction jobs and a boost to the
state economy.
STATE OF CALIFORNIA PROPOSITION 86:
Tax on Cigarettes, Initiative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Statute

THE BASIC FACTS:
THE BASIC FACTS:
• Funds may be us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shelters for battered women and their children; clean and
safe housing for low-income senior citizens; homeownership assistance for the disabled, military veterans, and
working families; and repairs and accessibility improvements to apartments for families and disabled citizens.
• The state shall issue bonds totaling $2.85 billion paid
from existing state funds at an average annual cost
of $204 million per year over the 30 year life of the
bonds. Money shall be appropriated from the General
Fund to pay off these bonds.
• Requires reporting and publication of annual independent audited reports showing use of funds, and limits
administration and overhead costs.
WHY WE SUPPORT PROPOSITION 1C:
• Will provide safe and affordable housing for low-income, hard-working individuals and families.
• Will provide safe havens for women escaping violent
environments and people with mental illnesses and/or
disabilities.
• Will create new construction jobs and a boost to the
state economy.

• Imposes additional 13 cent tax on each cigarette
distributed ($2.60 per pack), and indirectly increases
taxes on other tobacco products.
• Provides funding to qualified hospitals for emergency
services, nursing education, and health insurance to
eligible children.
• Revenue also allocated to specified purposes including tobacco-use-prevention programs; enforcement of
tobacco-related laws; and research, prevention, and
treatment of various conditions including cancers, heart
disease, stroke, asthma, and obesity.
WHY WE SUPPORT PROPOSITION 86:
• By making cigarettes more expensive to purchase, the
number of smokers will decrease.
• Will fund tobacco education programs that can prevent
young people from smoking.
• Will provide essential funding to health programs and
services throughout th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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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OTE IF YOU ARE IN LINE on Election Day when the polls open at 7:00 a.m. and close at 8:00 p.m. Cal.
Elec. Code §§ 14212 and 14401

2. VOTE WITHOUT SHOWING IDENTIFICATION if you are eligible to vote and your name is on the election roster at the polling location, UNLESS you are a first-time voter who registered by mail and did not
provide proper identification during registration. § 14216

3. REQUEST ASSISTANCE OF YOUR CHOICE if you are physically disabled, unable to read or write English, or unable to mark the ballot. If you are physically disabled, and your polling place is inaccessible, you
have the right to vote in a nearby accessible location. §§ 14282(c), 14282(a); 42 U.S.C. § 1973 et seq.

4. TAKE TIME OFF TO VOTE if you do not have sufficient time to vote outside of working hours. You may
take up to two hours to vote at the beginning or the end of your regular working hours without a loss of pay.
§ 14000(a)-(b)

5. VOTE BY PROVISIONAL BALLOT if you are properly registered to vote, but your name is not listed in
the precinct register. §§ 14217, 14310(a)

6. VOTE IF YOU HAVE MOVED within the same county but have not yet re-registered at your new address.
You can vote by a provisional ballot in the election precinct of your new residence, at the office of your
county elections official or at a central location designated by your county elections official. § 14311(a)-(b)

7. VOTE IF YOU HAVE CHANGED YOUR NAME since you registered to vote. § 14218
8. RECEIVE UP TO TWO REPLACEMENT BALLOTS if you make a mistake or “spoil” your ballot. § 14288
9. VOTE WITOUT BEING INTIMIDATED or photographed if you are within 100 feet of a polling place
entrance. You have the right to cast a secret ballot free from intimidation. §§ 18541, 2300(a)(4)

10. VOTE WITHOUT HAVING YOUR ELIGIBILITY TO VOTE CHALLENGED by anyone other than a poll
worker. § 14240(a)-(b)

11. VOTE IF YOU HAVE BEEN CONVICTED OF A FELONY, but have completed your sentence, including
any period of parole, after re-registering to vote. § 2101

12. RETURN YOUR COMPLETED ABSENTEE BALLOT in person to any precinct in the county. §§ 2300(a)(7),
3017(a)

13. BRING YOUR CHILD INTO THE VOTING BOOTH, if the child is under 18 years of age. § 14222
14. RECEIVE KOREAN BALLOTS, instructions and other voting materials in Los Angeles and Orange Counties.
Cal. Elec. Code § 14201; 42 U.S.C. § 1973 et seq.; 67 Fed. Reg. 48,871

YOU HAVE THE RIGHT TO TAKE THIS BILL OF RIGHTS INTO THE VOTING BOOTH WITH YOU.
If you feel your rights have been violated, please find an Election Protection volunteer to assist you,
or call toll free: 1-866-OUR-VOTE (1-866-687-8683).

CALIFORNIA VOTERS’ BILL OF RIGHTS

YOU HAVE THE RIGH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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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ection Day is Tuesday, November 7, 2006.
» On Election Day, the polls are open from 7 AM–8 PM.
» Monday, October 23, 2006 is the last day you may
register to vote for the November election or to reregister after changing your address, name, or political party.
» Tuesday, October 31, 2006 is the last day you may
apply for an absentee/Vote-By-Mail ballot.
» If you choose to vote by absentee/Vote-By-Mail ballot, it must be received by the County or at a polling
place by 8 PM on Election Day.
» If you are a first-time voter who registered by mail
and did not provide proper identification during registration, you must show photo ID or a document that
indicates both your name and residence address.
» Your polling place location will be printed on the
back of the Sample Ballot you receive from your local
county elections official prior to an election.
» For more assistance or information, please contact:
KOREAN RESOURCE CENTER
(323) 937-3718
www.krcla.org

ELECTION INFO

» 올해 일반선거는 11월 7일 화요일에 있습니
다.
» 선거 당일, 투표소 개장 시간은 오전 7:00
~오후 8:00 입니다.
» 11월 선거를 위한 유권자 등록 또는 주소 변
경, 이름 변경, 정당 변경은 10월 23일 월요일
까지 할 수 있습니다.
» 부재자 투표, 조기 투표 또는 선거 당일날 투
표 장소에서 투표 할 수 있습니다. 10월 31일
화요일은 부재자 투표 신청 마지막 날입니다.
» 부재자 투표 용지는 선거 당일까지 카운티나
투표소에 도착해야 합니다.
» 이번에 처음으로 우편을 통해 유권자 등록을
하고 등록할 때 적절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
았으면,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또는 이름과 거
주지가 함께 나타난 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 선거에 앞서 지역 카운티 선거국으로 부터 투
표소가 적혀 있는 샘플 투표 용지를 받게 됩
니다.
» 더 많은 도움과 정보가 필요하시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