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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 your completed ballot
追踪你完成的选票

Mail-in ballots must be postmarked by 
Tuesday, November 8, 2022
邮寄选票必须有 2022 年 11 月 8 日或之前的邮戳

Drop off your ballot in-person by Tuesday, 
November 8, 2022
亲自送达的选票：必须在2022年11月8日投票
结束前送达

Return your completed ballot
寄回填好的选票

Your county elections office will begin mailing ballots 
no later than Monday, October 10, 2022.
您的县选举办公室将在 2022 年 10 月 10 日之前开始邮
寄选票。

Choose your voter ID
选择您的身份证

Find your polling location
寻找您的投票站

Election day is November 8, 2022. Polls are open 
from 7:00 AM to 8:00 PM.
选举日是2022年11月8日。投票站从早上7点开到晚上8点。

apiavote.org/ca

MAKE YOUR PLAN TO VOTE
制定您的投票计划

VOTE-BY-MAIL VOTE IN-PERSON
亲自投票邮寄投票

투표 계획을 세우세요

직접 투표우편 투표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10월 10일 까지 투표용
지를 발송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표한 투표용지 반납일

직접 투표용지 반납일: 2022년 11월 8일

우편 투표용지는 2022년 11월 8일 까지 제출해
야 합니다.

기표한 투표용지 위치 추적 및 수령 여부 확인하기

선거일은 2022년 11월 8일 입니다. 투표소는 오전 7
시 부터 오후 8시 까지 개장합니다.

내 투표소 장소 찾기 

투표 신분증 선택하기 

OR

https://apiavote.org/ca


유권자 신분증 규칙사항

VOTER ID RULES
选民身份证规定

LEARN

Due to redistricting, your candidates and polling places 
may have changed. Learn more about the candidates, 
ballot initiatives, and how the Census may have 
changed who is on your ballot and where you vote: 

学习

由于重划选区，您的候选人和投票地点可能已经改
变。详细了解候选人、投票倡议以及人口普查可能改
变了您投票的对象和地点：

vote411.org

A valid ID must be presented when voting in person such as a 
driver’s license or state ID. For a full list of valid ID options:

亲自投票时必须出示有效身份证件，例如驾驶执照或州身份证。有
关有效身份证 选项的完整列表:

VERIFY YOUR REGISTRATION

Check your voter registration status and help family and 
friends get registered by Tuesday, October 11, 2022.

检查您的选民登记

检查您的选民登记状况并帮助家人和朋友在 2022 年 10 
月 11 日 前登记

apiavote.org/ca

apiavote.org/register

해당 투표소에서 이전에 투표 한 적이 있는 경우 본인한테 신분증을 요
구해서는 안 됩니다:

알아보기 

유권자 등록 확인

선거구 재조정으로 인해 후보자 및 투표소가 변경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후보자 그리고 투표 추진 계획에 대해서 더 
알아보시거나 센서스 인구조사 (Census) 가 본인의 투표소 
그리고 후보자를 어떻게 변경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싶으시면 이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주십시오:  

본인의 유권자 등록 확인을 하시고 2022년 10월 24일  까지 
가족과 친구들도 등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http://vote411.org
http://apiavote.org/ca
http://apiavote.org/register


1-888-API-VOTE
(1-888-274-8683)

Vote today for real healthcare access, climate solutions, a strong economy, and safety for our communities.
今天为了我们支持真正的医疗保健、气候解决方案、强劲的经济和安全的社区投票。

VOTER HOTLINE
选民热线

Call us for voter assistance or questions about voting!
Bilingual assistance is available in English, Mandarin, 
Cantonese, Korean, Vietnamese, Bengali, Urdu, Hindi, and 
Tagalog. Remember, you have the right to bring an interpreter 
with you to the polls, as long as they are not your employer or 
your union representative.

请致电我们寻求选民帮助或有关投票的问题! 提供英语、普通话、
粤语、韩语、越南语、孟加拉语、乌尔都语、印地语和他加禄语的双
语帮助。请记住，您有权携带口译员前往投票站，只要不是您的雇
主或工会代表。 

유권자 핫라인

유권자 지원 또는 투표에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으신다면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이중 언어 지원은 영어, 북경어, 광둥어, 
한국어, 베트남어, 벵골어, 우르두어, 힌디어 및 타갈로그어로 
제공됩니다. 모든 유권자들은 투표소에서 고용주나 노조대표를 
제외한 통역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한 진정한 보건의료 정책, 기후위기 대응, 강력한 경제 및 안전을 위해 꼭 투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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