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유권자 등록 신청서
투표를 하려면 반드시:

중요 정보:

✕ 미국시민권자이어야 함.
■

✕ 연방정부법에 의하면 처음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이
■

✕ 다음 선거일 당시 18세 이상이어야 함.
■

우편으로 등록을 할 경우 반드시 신분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운전면허번호로 신분입증이
가능하며 또한 운전면허번호가 없더라도 대신 소셜번호 맨
마지막 4자리 숫자를 아래 유권자등록 신청서에 기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신분이 확인되면 당신은 투표시 신분증을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신분이 확인이 되지 않으면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해야합니다. 이때 사진이 붙은
유효 신분증, 공공요금 고지서, 은행내역서, 정부발행 및
급여 수표, 당신의 이름과 주소가 적힌 정부 서류등을 제시할
수 있으며, 원하시면 사본을 이 신청서와 함께 봉투에 넣어서
보낼 수 있습니다.
✕ 우편으로 등록한 후 처음 투표를 할 때는 반드시 투표소에
■
직접 가서 투표를 해야 합니다.
✕ 공공 기관에서 등록을 할 경우, 당신에게 도움을 준 기관에
■
관한 정보는 기밀로 처리되고 또한 등록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도 기밀로 처리될 것입니다.
✕ 이름을 변경한 사람은 재등록 해야 합니다.
■

✕ 다음 선거일 이전에 선거구에 최소한 30일 이상을 거주해야 함.
■
✕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감옥에 수감 중이면 안됨.
■
✕ 그밖에 다른 곳에서 투표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해서는 안 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은 목적에 사용:
✕ 일리노이주에서 유권자 등록을 신청할 때.
■
✕ 유권자 등록 주소를 변경할 때.
■
✕ 유권자 등록 이름을 변경할 때.
■

마감일 정보:
✕ 이 신청서를 다음 선거일 28일 전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

전달해야 함.
✕ 이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낸 후 또는 직접 전달 후 4주 안에
■
통지를 받지 못하면 쿡카운티 사무실(Cook County Clerk’s
Office)에 연락하십시오. 전화 (312) 603-0906.

질문이 있으신가요?:
✕ 쿡카운티 사무실에 연락하십시오. 전화
■

(312) 603-0906 또는 웹사이트 www.voterinfonet.com

이 신청서를 보낼 주소:
✕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아래 주소로 보내십시오:
■

Cook County Clerk's Office, 69 W. Washington St. # 500, Chicago, IL 60602
검정 또는 파랑 잉크로 또박또박 적으십시오.
■예
■예

당신은 미국시민권자입니까?
선거일에 18세 이상이 될 것입니까?
이 신청서의 작성 목적

■ 아니오
■ 아니오

■ 신규 등록

}

두 질문 중 하나에 "아니오"라고 표시했으면, 이 신청서를 작성하지 마십시오.

■ 주소 변경

■ 이름 변경

1. 라스트 네임(성)

퍼스트 네임(이름)

미들네임 또는 이니셜

2. 거주지 주소 (사서함 번호는 안 됨)

아파트 번호

시/타운

카운티

주

우편번호

카운티

이전 이름 (변경했으면)

추가(한 곳에 동그라미)
Jr. Sr. II III IV

4. 이전 등록주소 (시와 주 표시)

5. 생년월일(월/일/연도)

6. 성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본

3. 우편 주소 (다른 경우)

7. 전화 번호

■남

■여

(

)

9. 일리노이 운전면허 번호 (운전면허가 없으면 소셜번호 맨 마지막 4자리 숫자)

8. 선거 참관인으로 봉사하는데 관심 있습니까?
■예

■ 아니오

10. 일리노이 ID 번호 (주 ID가 있는 경우) (선택)

아래 공간에 서명이나 표시

견

11. 유권자 선서문 - 아래 진술을 읽고 오른 쪽 빈칸에 서명하시오.
아래와 같이 선서 또는 확인함:
• 본인은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 본인은 다음 투표일 당시 18세 이상입니다.
• 본인은 다음 투표일 당시 일리노이주 현재의 선거구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예정입니다.
• 이 신청서에 적은 정보는 진실이며 위증죄가 적용됨을 알고 있습니다.
거짓 정보를 제공하면 본인은 벌금을 부과받거나, 수감되거나, 또는 미국
시민이 아니면 미국에서 추방당하고 재입국을 거부 당할 수 있습니다.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름을 서명할 수 없으면 이 신청서를 기입하는데 도움을 준 사람에게 그 사람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아래에 기입할 것을 요청하십시오.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점선을 따라 접은 다음, 테이프를 떼어내고 봉합한 후 우편으로 부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