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주 투표자 등록 신청서
1

귀하는 미국 시민입니까?

예

인쇄체만 사용하십시오
아니오

귀하께서는 총선거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적어도 18세가 되십니까?

예

아니오

이 두 질문 중의 하나에 “아니오”라고
표시하셨다면 이 양식을 작성하지 마십시오.
Jr.

II

III

IV

V

접미사 (해당 사항에 동그라미 하세요)

성

2

Sr.

이름

중간 이름 또는 이니셜

이전 이름 (변경이 있는 경우)

이메일 주소

3

거주지의 거리 및 번지

아파트 번호
___________

시

주

월

일

년

남성

여성

전화번호
선거 판사 임무 수행에 관심이 있
으십니까?

일리노이 주 운전면허 번호 또는 일리노이 주 ID 번호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는
사회보장번호의 마지막 네 자리 숫자를 기입하십시오).

5

카운티

성별 (동그라미 하
세요)

생일

4

우편번호

투표자 진술서 – 모든 사항을 읽고 오른쪽 박스 안에 서명을 하십시오.
본인은 다음을 맹세 또는 확인합니다:
* -본인은 미국 시민입니다.
* -본인은 차기 선거일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적어도 18세가됩니다.
* -본인은 차기 선거일 기준으로 적어도 30일 동안 일리노이 주와 본인의 선
거구에 살고 있을 것입니다.
* -본인이 제공한 정보는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하에 본인이 아는 최
대한의 지식 내에서 진실입니다. 만약,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였다면 본인은
벌금형을 받거나 구류될 수 있으며, 또는 본인이 미국 시민이 아닌 경우에
는 미국에서 추방되거나 미국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예

아니오

아래 박스에 서명 또는 이름 기입

X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만약 서명을 하실 수 없으면 이 양식의 작성을 도와준 사람에게 자신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를 아래에 기입할 것을 요청하십시오.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중요 정보:
» 연방법은 우편으로 등록한 신규 투표자에게는 투표를 위한 신분 확인증명의 제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운전면허증 번호, 주 ID 번호 또는 이 둘 중 어느 것도 갖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이 양식에 사회보장번호의 마지막 네
자리 숫자를 제공함으로써 이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번호 중의 하나로써 귀하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귀하께서는 투표를 위하여 ID를 제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저희가 귀하의 유효한 운전면허증 번호
또는 사회보장번호로써 신분을 확인할 수 없다면 귀하께서는 투표 전에 신분증을 제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허용 가능
신분증명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최근의 유효한 사진 ID의 사본, 또는 최근의 전기가스 영수증 사본, 은행 내역서, 정부 수표,
급여 수표, 또는 귀하의 이름과 주소를 나타난 기타 정부 문서. 귀하의 신분증명 복사본을 이 등록 신청서와 함께 동봉하여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또는 첫 투표 시 제시하실 수도 있습니다.
» 작성된 신청서는 다음 주소로 우송하거나 가져오십시오:
Cook County Clerk’s office
69 W. Washington, Suite 500
Chicago, IL 60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