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편 투표 전달 장소 
4월4일 연방하원의원 제 34 선거구 

특별 예비 선거

요약
등기-등록국/카운티 사무국에서 우편 투표(VBM)유권자들이 간편하고 안전하게 우편 투표 투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투명성을 갖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방하원의원 제 34 선거구에 
다가올 선거를 위해 네 곳에 장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지를 전달하기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줄 것입니다.

• Arroyo Seco 도서관
• Boyle Heights 시청

누가 연방하원의원 제 34 선거구에 
살고 있는 유권자들

왜 ?
우리의 목표 중 하나는 선거일 
당일과 그 이전에  Los Angeles
유권자가 투표할 수 있는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으며 
투명한 옵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편의성, 선택

무엇을

LAvote.net

Boyle Heights

Chinatown

City Terrace

Cypress Park

Downtown Los Angeles

Eagle Rock

안전한 투표함이 우편 투표(VBM) 투표지를 
직접 전달하고자 하는 유권자들을 위해  네 곳에 
장소에서 이용될 것입니다.

El Sereno

Garvanza

Glassell Park

Highland Park

Koreatown

Little Bangladesh

Little Tokyo

Lincoln Heights

Montecito Heights 
Monterey Hills

Mount Washington

Westlake

• Los Angeles 시청
• Pio Pico 도서관

언제

우편 투표 투표지 전달 장소 

LOS ANGELES 카운티
등기 등록국/카운티 사무국

어디에서

3월  

8일
4월 

3일



우편 투표지 전달 장소 
다음은 참가 도시 목록입니다. 다음에서 우편 투표 투표지 전달 장소 검색기를 사용하여 가장 
가까운 장소와 주소 및 운영 시간을 보실 수 있습니다: LAvote.net

ARROYO SECO 도서관
6145 N. Figueroa Street,  
Los Angeles, CA 90042

시간:
월요일: 오전 10:00 - 오후 8:00

화요일: 오전 10:00 - 오후 8:00

수요일: 오전 10:00 - 오후 8:00

목요일: 오전 10:00 - 오후 8:00

금요일: 오전 9:30 - 오후 5:30

토요일: 오전 9:30 - 오후 5:30

일요일: 오후 1:00 - 오후 5:00

LOS ANGELES 시청
200 N. Spring Street, Room 395,  
Los Angeles, CA 90012

시간:
월요일: 오전 8:00 - 오후 4:30

화요일: 오전 8:00 - 오후 4:30

수요일: 오전 8:00 - 오후 4:30

목요일: 오전 8:00 - 오후 4:30

금요일: 오전 8:00 - 오후 4:30

토요일: 휴일
일요일: 휴일

BOYLE HEIGHTS 시청
2130 E. 1st Street, Suite 241, 
Los Angeles, CA 90033

시간:
월요일: 오전 9:00 - 오후 5:00

화요일: 오전 9:00 - 오후 5:00

수요일: 오전 9:00 - 오후 5:00

목요일: 오전 9:00 - 오후 5:00

금요일: 오전 9:00 - 오후 5:00

토요일: 휴일
일요일: 휴일

PIO PICO 도서관
694 S. Oxford Avenue, 
Los Angeles, CA 90005

시간:
월요일: 오전 10:00 - 오후 8:00

화요일: 오후 12:00 - 오후 8:00

수요일: 오전 10:00 - 오후 8:00

목요일: 오후 12:00 - 오후 8:00

금요일: 오전 9:30 - 오후 5:30

토요일: 오전 9:30 - 오후 5:30

일요일: 휴일

LAvote.netLOS ANGELES 카운티
등기 등록국/카운티 사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