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는 귀하께서 BALLOTPOINT 로부터 받는 첫 번째 이메일로, 어떻게 LOGIN LINK(로그인

링크)를 요청하는지에 대한 안내가 적혀 있습니다. LOGIN LINK(로그인 링크)를 요청하시고

나면, BALLOTPOINT 로부터 두 번째 이메일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메일 제목: SEIU VOTING INSTRUCTIONS(투표 설명) 

전당 대회 투표

시스템(Convention Voting 

System)

SEIU SEIU Vice President Election(부위원장 선거)

[NAME]님, 

BallotPoint Election Services 는 인터넷을 통해 SEIU Vice President Election 

(부위원장 선거)을 처리합니다. 

무기명 투표는 동부 시간(ET) [date and time]에 시작하며, 본 이메일이

발송되고 7일 후에 끝납니다. (무기명 투표가 시작되고 끝나는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이메일에서 확인하세요.) 무기명 투표가 끝나기 전에 투표하세요. 

투표 안내:

로그인과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보안을 위하여 BallotPoint에 이메일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회신으로 받으신 이메일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이메일에 있는 코드를 입력하시면 투표 시스템에 로그인하실 수 있으며, 귀하의

무기명 투표를 보여주고 투표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귀하의 이메일 계정으로 링크 요청하기: 

1. 아래의 BallotPoint 투표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하여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https://ballotpoint.com/convention/seiu



2. 웰컴 화면 가운데에 있는 OBTAIN LOGIN LINK(로그인 링크

얻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3. 귀하의 Delegate ID(위임자 ID) (귀하의 Delegate ID는 이메일을

확인하세요)를 입력하시고 Continue(계속)를 클릭하세요.. 

4. 두 상자 모두에 귀하의 전당 대회 등록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Send Me a Login Link Now(로그인 링크 지금 보내기) 를

클릭하세요. 

5. 대략 1분 정도면 notify@ballotpoint.com에서 이메일을 받으실

것입니다. 

6. 투표 시스템에 로그인 하시려면 이메일을 열고 안내를 따라주세요. 

7. 로그인 하신 후, 화면의 안내에 따라 투표하세요. 

주의하실 사항:

받으신 이메일은 10분 간 유효합니다. 10분 안에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으시거나 로그인을 다시 하셔야 한다면 위의 단계를 반복하세요. 

대략 2분 안으로 이메일을 받지 못하시면, 이메일 프로그램을 새로고침 하시고

스팸/정크 메일 폴더를 확인해보세요. 여전히 이메일을 못 받으시면 정보를

잘못 입력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위의 단계를 반복하시고, 정보를 유의해서

정확하게 입력해주세요. 

모든 질문은 다음으로 직접 주세요:

SEIU's Roll Call Committee(기명 투표 위원회) 

rollcall@seiu.org 

(202) 730-7056 및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회신 메일을 모니터링하지 않으니 본 메일로 회신은 하지 않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는 첫 번째 메일의 단계를 모두 완료하면 BALLOTPOINT 로부터 받으실 두 번째

메일입니다. 아래 이메일은 귀하께서 투표하실 수 있도록 무기명 투표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와 BALLOT CODE(무기명 투표 코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제목l: BallotPoint 투표 시스템에 로그인하기 위한 링크와 BALLOT CODE(무기명

투표 코드)

귀하의 요청에 따라 아래에 제공되는 링크와 BALLOT CODE(무기명 투표 코드)는

BallotPoint 투표 시스템에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10분이 지나면 링크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BALLOT CODE(무기명 투표 코드): << #### >> 

https://mrns.ballotpoint.com/Auth/EnterBallotCode.cfm

본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BallotPoint 투표 시스템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창에

나타나는 BALLOT CODE(무기명 투표 코드)를 입력하세요. 

BALLOT CODE(무기명 코드)가 유효하면, 지역에 따라 이미 투표를 하신게 아니면

지역에 따라 “SEIU Vice President Election(부위원장 선거)" 투표 시스템에 자동으로

로그인될 것입니다.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면 SEIU's Roll Call Committee(기명 투표 위원회)로 연락

바랍니다. rollcall@seiu.org.를 확인하세요. 

회신 메일을 모니터링하지 않으니 본 메일로 회신은 하지 않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는 무기명 투표 안내입니다.  두 번째 이메일의 링크를 이용하여 THE BALLOT 에

로그인하신 후, THE BALLOT 과 THE BALLOT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무기명 투표 안내

후보에게 투표하시려면 후보 이름 옆의 상자를 체크하세요. Vice President(부위원장) 

직을 위해서는 명단에 투표하시거나 "no slate(명단에 없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명단에서 투표하신다면, 명단에 있는 후보가 자동으로 귀하의 무기명 투표에 나타날

것입니다. "no slate(명단에 없음)"를 선택하시면 귀하의 무기명 투표에서 자동으로

체크되는 이름이 없을 것입니다. "no slate(명단에 없음)"를 선택하시면 투표하고

싶은 모든 후보자 옆 상자에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명단에서 투표를 하고싶고 후보(들)에게도 투표하고 싶으시면, 원하지 않는 후보(들) 

상자에는 체크하지 않고 원하는 후보(들) 상자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투표가 끝나시면 Cast Ballot(무기명 투표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확인 화면을

보시고 확인 이메일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후에 투표를 하고 싶으신 경우 화면 옆의 Cancel Vote(투표 취소)와 Log 

Out(로그아웃)를 클릭하세요. 투표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시거나 Return to 

Ballot(무기명 투표로 돌아가기)를 클릭하세요. 투표를 취소하고 싶으시면 새로운

무기명 투표를 얻기 위한 전체 투표 과정을 다시 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귀하의 투표를 확인하기 위하여 BALLOTPOINT 로부터 받는 세 번째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제목:  BALLOTPOINT 투표 확인

귀하의 성함: 

본 자동 메시지는 BallotPoint BallotPoint Election Services, SEIU Roll Call 

Committee(기명 투표 위원회)에서 발송했습니다. 

귀하의 인터넷을 통한 무기명 투표의 귀하의 지역(이메일 참조)은 선거를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SEIU Vice President Election(부위원장 선거). 

본 메시지를 잘못 받으신 경우 즉시 SEIU's Roll Call Committee(기명 투표 위원회)로

연락 바랍니다.rollcall@seiu.org를 확인하세요. 그렇지 않다면 조취를 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 메시지에는 회신을 하지 않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낸 사람의 메일함은 응답을

위한 모니터링을 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