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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유권자 등록 신청서
유권자의 자격:

중요 정보:

n 반드시 미국 시민권자여야 합니다.

n 우편으로 등록하는 처음 유권자는 반드시 투표를 하기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n 적어도 선거일전 또는 당일에 18세되가 되어야 합니다.
n 다음 선거일 최소 30일전까지 당선거구에 거주하고

있어야 됩니다.
n 수감중에 있거나 형사건에 대한 유죄선고가 없어야 합니다.
n 다른 지역에서는 투표할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 양식의 사용 용도:
n 일리노이 주에서 투표 등록을 신청 할 경우.

운전 면허증 번호나 또는 일리노이주 신분증 번호를 제공함으로서 이 요건을 해결할 수
도 있습니다. 이 두가지가 모두 없는 경우, 본 양식에 마지막 4자리수 소셜 세큐리티 번
호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이런 번호중의 하나로 본인 신분을 확
인할 수 있는 경우, 투표를 위해서 신분증을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유효 운전면허증 번호나, 소셜 세큐리티번호 또는 일리노이주
신분증 번호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투표하기 전에 신분증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n 유권자 등록 기록에 있는 본인의 주소를 변경할 경우.

허용되는 신분증의 형태:
• 최근 유효한 사진이 들어있는 신분증 사본.

n 유권자 등록 기록에 있는 본인의 이름을 변경할 경우.

•

마감일 정보:
n 본 양식은 다음 선거 28일 전까지 우송되거나

최근 공익요금 고지서나, 은행 명세서, 정부발행 수표, 페이첵(급료)이나 기타
정부 서류를 통해 본인의 이름과 주소를 보여줄 수 있는 사본.

신분증 사본은 본 등록 양식과 함께 봉투에 넣어 선거 사무실로 우송하거나, 아니면 처음
투표시에 제시될 수 있습니다.

배달되어야 합니다.

n 우편을 통해 등록한 경우, 처음 투표를 하실 시 반드시 직접 투표소에 나오셔서 투표를

n 본 신청서의 우송이나 배달 4주내에 답변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전화 312-269-7960로 문의		
하십시오.

해야만 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대로 충분한 신분증명서를 부재자 투표용지와 함께 제출
한 경우, 우편으로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n 공공 서비스 기관에서 등록하는 경우, 귀하를 돕는 기관과 관련한 일체의 정보는 등록하

본 양식 반환 주소:

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밀로서 유지됩니다.

n Chicago Board of Elections

n 귀하께서 이름을 변경하는 경우는, 반드시 재 등록하셔야 합니다.

69 W. Washington St. #600
Chicago, IL 60602

글자는 검정 또는 청색 잉크로 분명하게 영어로 타이핑 하시거나 정자로 기록해야 합니다.

접는선

1.

귀하는 미국 시민권자 입니까?
(하나만 표시) □ 예 □ 아니오
선거국 직원 작성란
2. 선거당일이나 선거일 전에 18세가 되십니까?
(하나만 표시) □ 예 □ 아니오
이 런 질문 모두에 “아 니 오 ”라 고 응 답 을 표 시 한 경 우 , 본 양 식 을 작 성 하 지 마 십 시 오 .
3.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본 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표시)
일리노이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본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본인의 이름이 변경된 경우
4. 성			
이름
중간이름이나 이니셜
접미사 (하나만 표시)						
								Jr. Sr. Ⅰ Ⅲ Ⅳ

5. 거주지 주소 (집주소 번호, 거리명, 아파트 번호)
6. 우편 주소 (P.O. Box)
7. 전 투표 등록 주소(시, 주, 및 우편번호 포함) 		

시

우편번호

시/주

우편번호

8.

이전 카운티

카운티

타운십

이전 이름 (변경된 경우)

9. 생년월일 월/일/년  mm/dd/yy 10. 지역번호를 포함한 집 전화 11. ID번호 – 해당되는 란에 표시하고 올바른 번호를 제공해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
12. 성별 (하나만 표시)
남성

여성

번호 (선택사항임)
(

)

-

□ 일리노이 운전 면허증이나, 이 면허증이 없는 경우, 주정부 신분증 번호나
□ 마지막 4자리수 소셜 세큐리티 번호
□ 본인은 위에 제시된 신분증 번호중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3. 유권자 선서 진술서– 모든 진술을 읽으신 후 우측에 있는 란에 서명하십시오.
본인은 다음 사항을 선서하거나 또는 확인합니다:
• 본인은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 본인은 다음 선거당일이나 선거일전에 적어도 18세가 됩니다.
• 본인은 다음 선거일 30일 전에는 적어도 일리노이주에서 그리고
		 저의 선거구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 제가 제공한 정보는 위증에 대한 책임하에서 제가 알고 있는 한 모두 진실
		 입니다. 본인이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본인은 벌금형을 받거나 수감될
		 수 있으며, 본인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경우, 미국 입국이 거부되거나 추방될 수 있습니다.
.

이것은 아래 공란에 있는 본인의 서명이며
표시에 해당합니다.

현재일자 : ________/________/________

14. 본인의 이름을 서명할 수 없으면, 도움을 받으셔서 이 양식에 그 도움자의 이름, 주소 및 전호번호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돕는 사람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번호 : __________________________

점선을 따라 접은 다음, 테이프를 떼어내고, 봉한 후에 우편으로 선거국에 보내십시오.

MPORTANT: DO NOT ENLARGE, REDUCE OR MOVE the FIM and POSTNET barcodes. They are only valid as printed!
Special care must be taken to ensure FIM and POSTNET barcode are actual size AND placed properly on the mail piece
to meet both
USPS 주소
regulations and automation compatibility standards.
귀하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
PLACE

일반 우표
STAMP
를 여기에
HERE
붙이십시오

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
BOARD OF ELECTION COMMISSIONERS
ABSENTEE DEPARTMENT
69 W WASHINGTON ST STE 600
받는 이
CHICAGO IL 60602-3012

BOARD OF ELECTION COMMISSIONERS
69 W WASHINGTON ST STE 600
60602-3012
BOARD OFCHICAGO
ELECTIONILCOMMISSIONERS
ABSENTEE DEPARTMENT
69 W WASHINGTON ST STE 600
CHICAGO IL 60602-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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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CE
STAMP
HERE

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