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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주 유권자를 위한 지침 

코로나19(COVID-19) 확산 방지 
 

 

버지니아 선거 관리국은 유권자들이 2020년 11월 선거에서 투표를 위한 대체 방안을 고려하도록 

권장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서로 더 가깝게 접촉하고 접촉이 오래 지속될수록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커집니다. 감염 예방에 가장 좋은 방법은 바이러스에 완전히 노출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코로나19로 심각한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은 사람들에게 더욱 중요합니다. 부재자 투표 또는 

조기 투표를 포함하여, 올해 투표 시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있습니다. 

올해 투표 계획을 세울 때 아래 권장 사항을 고려하십시오. 더욱 안전한 투표를 위한 권장 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질병 통제 예방 센터(CDC) 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투표 방법 조언 

1. 계획 세우기: 버지니아에서 투표하는 방법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선거 관리국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a. 투표소가 붐비지 않을 때 투표하십시오  

b. 귀하의 위치에서 제공되는 경우 가두 투표(curbside voting)를 고려하십시오:  

• 65세 이상이거나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 선거일에 차에서 내리지 않고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의 지정된 주차 공간을 사용하고 모든 신호 

체계의 안내를 따르십시오. 차에 있는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표소 

직원과 대화할 때 외에는 창문을 닫으십시오. 

2. 투표하는 동안 가능하다면 항상 천으로 된 얼굴 가리개(face covering)/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3. 다른 유권자 및 여론 조사원과 최소 2m(6피트)의 간격을 

유지하여 적절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십시오. 

a. 천으로 된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과 2m(6피트) 이상 거리 두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4. 청결한 위생을 실천하십시오. 

a. 악수와 같은 신체적 접촉을 통한 인사를 하지 마십시오. 

b. 투표 전후 비누와 물로 20초 동안 손을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손 소독제를 사용하여 손을 닦으십시오. 

c. 얼굴과 얼굴 가리개를 만지지 마십시오. 
 

선거일 동안 격리 또는 예비 격리된 사람은 격리/예비 격리를 준수하고 타인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부재자 투표를 해줄 것을 강력히 당부합니다. 부재자 마감일을 놓친 경우 긴급 부재자 투표를 진행할 수 

https://www.elections.virginia.gov/casting-a-ballot/absentee-voting/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need-extra-precautions/index.html?CDC_AA_refVal=https%3A%2F%2Fwww.cdc.gov%2Fcoronavirus%2F2019-ncov%2Fneed-extra-precautions%2Fpeople-at-increased-risk.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community/election-polling-locations.html
https://www.elections.virginia.gov/casting-a-ballot/
https://www.elections.virginia.gov/casting-a-ballot/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prevent-getting-sick/diy-cloth-face-covering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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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우편 투표" 신청 마감일을 지키지 못한 경우 긴급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법령 § 24.2-705): 

a. 귀하의 입원 또는 질병 

b.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의 입원, 질병 또는 사망 

c. 긴급 부재자 투표용지 수령을 정당화하는 기타 비상사태 확인 

2. 긴급 부재자 투표 요건: 

a. 선거 전날 오후 2시 이전에 언제든지 긴급 부재자 투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b. 긴급 투표용지 승인을 받은 경우, 일반 등록 기관은 부재자 투표용지를 귀하에게 전달하기 

위해 지정된 대리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c. 귀하는 귀하가 지정한 대리인이 있는 곳에서 투표용지에 기표해야 합니다(모든 당사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d. 투표용지는 투표 종료 전 일반 등록 기관이 투표용지를 받은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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