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21일 예비
선거에서
투표하기 위해 휴가를 낼 수
있습니다
직장인
DC 법률은 컬럼비아 특별구 및 직원이 투표할 자격이 되는 다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선거에서 직원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유급
휴가를 허용하는 조항이 있음을 알리는 본 공지 포스터를
고용주들이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공지는 직원들이 일하는 모든 곳에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회사의 웹사이트에 눈에 잘 띄도록 게시해야 합니다.
투표 날짜와 시간:
조기 투표: 2022년 6월 10일 금요일부터 2022년 6월 19일
일요일까지 — 투표소는 오전 8:30부터 오후 7:00시까지 엽니다.
선거일: 2022년 6월 21일 — 투표소는 오전 7:00부터 오후 8:00시까지
엽니다.
여러분의 권리:
컬럼비아 특별구 법률(D.C. Official Code 1-1001.07a)은
고용주에게 요청할 경우 정해진 근무 시간에서 최대 2시간의
유급 휴가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컬럼비아 특별구에서 투표할 자격이 되는 경우
컬럼비아 특별구에서 실시하는 선거, 또는

• 귀하가 투표할 자격이 되는 관할 지역에서 실시하는 선거

투표를 위해
시간 내기

투표 준비

고용주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
• 투표하고자 하는 날짜 이전에 합리적인 시간적 여유를 두고
투표를 위한 유급 휴가 요청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투표하기 위해 유급 휴가를 낼 수 있는 시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선거일 대신 조기 투표 기간에 투표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조기 투표 기간이든 선거일이든 근무 시간 시작 시나
종료 시에 투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
• 해당 법률에 따라 투표를 하기 위해 유급 휴가를 내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저지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해당 법률에 따라 투표를 하기 위해 유급 휴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보복 행위

완료!
더 자세한 정보는 DC 선거관리위원회에 202-727-219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21일 예비
선거에서
투표하기 위해 학교 수업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학생
투표 날짜와 시간
조기 투표: 2022년 6월 10일 금요일~
2022년 6월 19일 일요일 —
투표소는 오전 8:30부터 오후
7:00까지 엽니다.
선거일: 2022년 6월 21일 —
투표소는 오전 7:00부터 오후
8:00까지 엽니다.

여러분의 권리:
컬럼비아
특별구
법률(D.C.
Official
Code1-1001.07a)은 학교에 요청할 경우
최대 2시간까지 빠지고 다음과 같은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투표를 위해
시간 내기

투표 준비
완료!

컬럼비아 특별구에서 투표할
자격이 되는 경우 컬럼비아
특별구에서 실시하는 선거, 또는
• 귀하가 투표할 자격이 되는 관할
지역에서 실시하는 선거

•

학교에서는 투표하기 위해 빠질 수 있는
시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선거일 대신
조기 투표 기간에 투표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DC 선거관리위원회에 202-727219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