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te Safe Video Script

Hey NYC Voters,

안녕하세요 뉴욕시 유권자 여러분,
There are 3 ways you can vote and stay safe this election including voting by absentee ballot,
Voting early starting October 24th through November 1st, and on Election day November 3rd.

부재자 투표를 포함하여 이번 선거에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는 3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조기 투표 시작은 10 월 24 일부터 11 월 1 일까지, 그리고 11 월 3 일은
선거일입니다.
If you decide to vote in-person, the following safety measures are in place to keep voters and poll
workers safe:

만약 귀하가 직접 투표하기로 결정한다면, 유권자와 투표소 요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전 대책이 마련되어있습니다.
•

Floor markers to help maintain social distancing

•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에 도움이 되는 바닥 표시가있습니다.

•

Antiviral wipes available to use as needed

•

항바이러스 물티슈를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Individual pen for voters to check in and mark their ballot

•

유권자가 체크인하고 투표 용지에 표시할 수 있는 개별 펜이 있습니다.

•

Voting machines cleaned and sanitized regularly

•

정기적으로 투표 기계를 청소하고 소독합니다.

•

Poll workers are required to wear BOE-provided masks

•

투표소 요원은 선관위가 제공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Masks will also be available to voters who need one

•

필요한 유권자가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가 준비 되어 있습니다.

•

All Early Voting sites will be professionally sanitized at the end of each day

•

모든 조기 투표소는 매일 종료시 전문적으로 청소합니다.

To keep you and others safe, remember:

귀하와 타인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다음 사항을 기억하십시오:
•

You do not need to wait in line to drop off your absentee ballot

•

부재자 투표용지를 제출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

Bring your Fast Pass for contactless check-in

•

비접촉식 체크인을 위한 빠른 패스를 지참하십시오.

•

Maintain six feet from other voters and poll workers

•
•

다른 유권자 및 투표소 요원으로 부터 6 피트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Wear a mask
…and we’ll take care of the rest.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처리할 것입니다.
VOTE SAFE NYC
뉴욕시 안전하게 투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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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

Go to FindMyPollSite.Vote.NYC
FindMyPollSite.Vote.NYC 에서
Find your assigned Early Voting location or Election Day site and hours

귀하의 지정된 조기 투표소 또는 선거일 사이트 및 시간을 찾아 볼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