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말 조기 투표

LOS ANGELES 카운티
등기 등록국/카운티 사무국

어디에서
• Arroyo Seco 도서관
• Puente Learning Center

누가 연방하원의원 제 34 선거구
에 거주하는 유권자들

왜
편의성 및 옵션?
저희의 목표 중 하나는 
유권자들이 투표하는 데 
있어서의 옵션 숫자를 늘리는 
것입니다. 주말 조기 투표 
장소는 유권자들에게 선거일 
전 투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무엇을
선거일 전에 유권자들에게 편리하게 직접 
투표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세 (3) 군데의 장소 모두 우편 투표 전달 장
소로서의 역할도 합니다. 이미 우편 투표 투
표지로 투표할 준비가 된 유권자들은 줄을서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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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o Pico 도서관

언제 6월
3일

6월
4일

8:00AM - 4:00PM

요약
Los Angeles 카운티 등기 등록국/카운티 사무국에서는 다가오는   6월 6일 연방하원의원 제 34 
선거구 특별 총선거 주말 조기 투표를 제공합니다. 선거 전 주말 (6월 3-4일)에 선거구 내에 세 
개 (3)의 추가 조기 투표 장소가 운영됩니다. 유자격 투표자들은 아무 투표 장소에나 들러 투표
지에 기표할 수 있습니다.

LAvote.net



주말 조기 투표

조기 투표와 주말 조기 투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LAvote.net를 방문해 주십시오. 참여 
주말 조기 투표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소 투표 지역

Arroyo Seco 도서관 
6145 N. Figueroa St.  
Los Angeles, CA 90042 

주차

주차는 Piedmont Ave. 길에 있는 도서관 

지정 주차장에 하시면 됩니다. 
투표는 도서관 내 “회의실” 
에서 진행됩니다. 회의실 입구는 도
서관의 출입구와 근접해 있습니다. 

Pio Pico 도서관 
694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5 

• 주차는 Oxford Ave. 길에 있는 도서관
주차장에 하시면 됩니다. (도서관 
주차장 내에 무료 주차를 하시려면, 
요일에 따라 다른 주차 절차가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 토요일 – 주차장 입구에 위치한 주차
요원에게서 주차증을 받으십시오.도서
관 안 앞쪽에 위치한 출납데스크에서
주차증 확인을 받으셔야만합니다.

• 일요일 – 무료 주차를 위해 주차증이나
주차증 확인이 필요 없습니다.

투표는 도서관 내 “회의실”
에서 진행됩니다. 투표실 입구는 
도서관의 북쪽에 위치한, Serrano 
Ave.와 Oxford Ave. 사이를 지나는 
통로쪽에 있습니다. 양쪽 길 모두에 
안내 표지판이 세워질 것입니다. 

Puente Learning Center 
501 S. Boyle Avenue
Los Angeles, CA 90033

주차는 S Boyle Ave 길에 있는 주차장에 
하시면 됩니다. 주차장 출입구는 건물 남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투표는 다용도 룸에서 진행됩니다.  
다용도 룸에 입구는 건물에 중앙 
로비에 위치해 있습니다. 

LOS ANGELES 카운티
등기 등록국/카운티 사무국 LAvote.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