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Los Angeles 카운티 등기 등록국/카운티 사무국에서는 오는 3월 7일 통합 지방 및 특별 선거를 위해 
주말 조기투표를 제공합니다. 선거 직전 주말(3월 4-5일)에 Los Angeles 카운티 전역에 걸쳐 일곱(7) 
군데의 추가 주말 조기투표 장소가 개장됩니다. Los Angeles 카운티 유권자들은 아무 주말 조기투표 
장소를 방문하여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주말 조기투표

언제 3월  

4일
3월 

5일
오전 8:00-오후 4:00

왜
편의성

우 리 의  목 표  중  하 나 는 
유권자들이 갖는 투표 옵션의 
숫자를 늘리는 것입니다.  주말 
조기투표 장소는 유권자들에게 
선거일 전 투표 시간과 장소를 
선 택 할  수  있 는  편 의 성 을 
제공합니다. 

누가
Los Angeles 
카운티 유권자

어디에서 주말 조기투표 장소

무엇을 주말 조기투표

선거일 전에 유권자들에게 편리하게 직접 
투표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일곱(7) 군데의 장소 모두 우편 투표 
드롭오프 장소로서의 역할도 합니다.  
이미 우편 투표 투표지로 투표할 준비가 
된 유권자들은 줄서서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Los Angeles 카운티 전역에 걸쳐 일곱(7) 군데의 추가 주말 조기투표 장소가 
생깁니다. 주말 조기투표 장소는 West Covina, Culver City, Torrance, 
Pasadena, 동부 Los Angeles, Lancaster 및 San Fernando Valley에서 
개장됩니다. LAvote.net에서 장소 목록을 주소와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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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조기투표

조기투표와 주말 조기투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LAvote.net를 방문해 주십시오. 참여하는 주말 
조기투표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소 주차 투표 구역

West Covina 카운티 도서관
1601 W. Covina Pkwy.
West Covina, CA 91790

도서관 주차장에 주차하십시오. 
도서관 동쪽에 추가 주차장 위치.

도서관 다용도실
도서관 안에 위치

East LA 카운티 도서관
4837 E. 3rd St.
Los Angeles, CA 90022

메인 주차장에 주차하십시오. 
주차장 구조물 맨윗층과 Gleason 
St. 에 추가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Gloria Molina 커뮤니티 회의실 
도서관 안에 위치

Mid Valley 지역 도서관
16244 Nordhoff St.
North Hills, CA 91343

도서관 주차장에 주차하십시오. 회의실
도서관 안에 위치

West LA 칼리지
9000 Overland Ave.
Culver City, CA 90230

A l b e r t  V e r a  D r i v e  에 서 
떨 어 진  곳 에  위 치 한  남 쪽 
주 차 장  구 조 물 의  레 벨  2 에 
주차하십시오.

순수 회화 건물 103호
남쪽 주차장 구조물의 북쪽에 위치

El Camino 칼리지
16007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6

Redondo  Beach  Blvd .  에서 
떨어진 주차장 J에 주차하십시오.

학생 활동 센터
주차장 J의 북쪽에 위치

Jackie Robinson 센터
1020 N. Fair Oaks Ave. 
Pasadena, CA 91103

Jackie Robinson 센터 주차장에 
주차하십시오. Fair Oaks Ave.
상에서 추가적인 거리 주차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용도실 400호
정문 입구의 왼쪽에 위치 

Lancaster 카운티 도서관
601 W. Lancaster Blvd.
Lancaster,  CA 93534

도서관 주차장에 주차하십시오. Ana Davis 룸
도서관 안에 위치

LOS ANGELES 카운티
등기 등록국/카운티 사무국

VBM 드라이브스루 드롭오프 이용가능

LAvote.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