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TRICT OF COLUMBIA

선거관리위원회
WASHINGTON, DC 20003-4733
Korean

부재자 투표 용지 요청서
(군인이 아니고 해외 거주 유권자가 아닌 경우에만 사용)
군인이나 해외 거주 유권자인 경우: 부재자 투표 용지를 https://www.fvap.gov/district-of-columbia에서 신청하세요

l. 부재자 투표 용지를 요청하는 선거 (아래 중에서 하나 선택):
I.

□ 본인은______________________
월/일/년

에 시행되는___________________________선거에 대한 투표 용지를 요청합니다.
선거 유형 (예비선거, 총선, 특별 선거)

2. □ 본인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년도)에 시행되는 모든 선거에 대한 투표 용지를 요청합니다.
3.□ 본인이 투표를 할 자격이 되는 모든 향후 선거를 위해 부재자 투표 용지가 본인에게 보내지도록 영구 부재자 투표 목록 에
본인을 올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본인은 a) 이 목록에서 제거되도록 서면 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b) 어떤 이유로든 투표할 자
격이 안 될 경우, c) 어떤 이유로든 선거 위원회에서 보낸 우편물이 전달 불가로 반송되는 경우, 또는 d) 본인이 투표할 자격이
되는 선거에서 2번 연속 투표를 하지 않는 경우 이 목록에서 삭제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ll. 유권자 정보 (정자로 기입해 주십시오):
성명(명, 중간,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생년월일: __________________전화번호.:________________ 이메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C 발급 ID 번호 또 사회보장번호 (SSN) 마지막 4자리: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현재 DC 거주지 주소 (P.O. Boxes는 안 됩니다):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기재한 거주지 주소가 선거 위원회에 기록에 있는 등록 주소와 다른 경우, 본 신청서는 주소 변경 요청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투표 용지를 받을 주소 (위의 주소와 다른 경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lll. 유권자 선언/증명:

본인은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하에 다음 사항을 맹세 또는 확인합니다. 본인이 아는 한 본 양식에 기재된 정보는 사실이며 정확하며
완전합니다. 본인은 본인이 부재자 투표 용지를 요청한 선거에 투표할 자격이 있는 컬럼비아 특별구(DC)에 등록된 유권자입니다. 그리고 미
국의 다른 주나 영토에서 부재자 투표 용지를 요청하거나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기재된 정보가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이 양
식에 서명하면 유죄 판결을 받고 $ 10,000이하의 벌금형 그리고/또는 5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서명 또는 유권자의 서명을 보여주는 표시

IV. 보조원 선언/증명 (신청인이 도움을 받은 경우 필요):
이로써 본인은 질병, 부상 또는 장애로 인해 본인의 이름에 서명할 수 없음을 증명합니다. 본인은 이 양식의 진술
을 읽었거나 이를 읽고 이해하기 위해 도움을 받았으며, 이로써 이 양식의 진술이 사실임을 맹세하거나 확인합니
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서명 또는 유권자의 서명을 보여주는 표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보조원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보조원의 주소

보조원의 전화번호

사무실 전용: □ Registered □ EDCA □ Not Registered-Rejected □ Party Primary-Ineligible to Vote Ballot Issue Date: ____________________
Ward: _______ Precinct: __________Party: ________ ANC/SMD: _______ Local ID No.: ________Processed by/Transmitted by (Initials):

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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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CT OF COLUMBIA

선거관리위원회
WASHINGTON, DC 20003-4733

부재자 선거 정보
컬럼비아 특별구(DC)에서 투표하도록 등록된 사람은 누구든지 투표할 자격이 있는 선거에서 부재자 투표로 투표
할 수 있습니다. 투표를 하기 위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www.dcboe.org 을 방문하셔서 투표를 위한 등록 방법
을 알아보시거나 아래 주소의 컬럼비아 특별구 선거 위원회(DCBOE)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부재자 투표 용지는 어떻게 요청하나요? 본 양식을 완전히 작성하고, 서명을 해서 선거 위원회에 직접 방문
접수하시거나 우편이나 팩스(202.347.2648) 또는 스캔을 해서 첨부파일로 이메일(DCabsentee@dcboe.org).

•

DCBOE 부재자 투표 용지 요청 양식을 사용해야 하나요? 아니요, 부재자 투표 용지를 요청하기 위해 부재자 투
표 용지 요청서를 꼭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부재자 투표 용지를 요청하는 서명이 있는 어떤 문서라도 괜찮
습니다. 부재자 투표 용지 요청에는 다음의 정보가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본인의 이름
투표 용지를 요청하는 선거
본인이 등록되어 있는 주소
본인의 현재 주소 (위의 주소와 다른 경우)
연락처 (전화 번호 및/또는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투표 용지를 우편으로 받을 주소
본인의 원본 서명 (전자적으로 전송된 서명된 부재자 투표 용지 요청은 원본 서명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o 선택 사항: 전화 번호와 이메일 주소 (요구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연락을 드려야 하는 경우 이 정보
가 있으면 처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o
o
o
o
o
o
o
o

•
•
•

부재자 투표 용지를 어떻게 받게 되나요? 부재자 투표 용지 요청 양식에 기재하신 주소로 우편으로 부재자 투
표 용지를 받으시게 됩니다.
부재자 투표 용지로 어떻게 투표하나요? 투표를 하는 방법과 투표 용지 반송 방법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투표
용지와 함께 제공됩니다.
투표 용지를 어떻게 반송하나요? 투표를 하고 우편 발송된 투표 용지는 선거일 당일 또는 그 전에 발송된 것으
로 소인이 찍히거나 다른 방법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늦어도 선거일 7 일 후까지는 도착해야 합니다. 부재자 투
표 용지의 상태를 https://www.dcboe.org/voter/ info/absentee ballot/ab status.asp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재자 투표 용지 요청은 투표하고자 하는 선거일 7일 전까지는 접수되어야 합니다. 문의 사항이나 우려
되는 점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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