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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의결권이 침해 되었다고 판단 되는 경우 또는 선거 법률 위반을 목격 하신 경우                                                  

1-800-552-9745 또는 이메일 info@elections.virginia.gov를 통해 선거 관리 사무소로 

연락을 하십시요. 

 

첫 번째, 투표소에서 "유권자의 권리와 책임" 포스터 또는 선거 관리부 웹사이트 

(www.elections.virginia.gov)를 검토 하십시요.  귀하가 투표 요구 사항 조건에 충족 하는지 

확인 하십시요. 요구 사항을 이해하지 못한 경우 선거 관리원에게 설명을 요청하십시요.     

  

만약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 했지만 투표를 허용 하지 않은 느낌이 있다면, 귀하의  

사건 관련을 투표소를 떠나기 전에 선거관리원에게 등록 사무소로 연락하도록 요청하십시요.  

등록 사무소는 귀하의 사건을 조사하고 즉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전히 결과에 만족 하지 않은 경우, 선거 관리부서 1-800-552-9745 로 가급적 투표소 

닫기 전에 빨리 연락을 하십시요. 선거 관리부서가 귀하의 문제 사항을 빨리 알아야 선거 일에 

귀하에게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하의 의결권이 침해 되었다고 판단 되거나 차후에 위반 될수 있는 경우 선거 관리부서에 

불편 사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내부안에 어떻게 하면 불편 사항 서류을 제기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 시간 과정 및 불편 사항 신고서 후에 따르는 경로 과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 귀하는 사건 발생 일로부터 10일 안에 불편 사항을 제출해야 합니다. 

 

불편 사항을 제기하는 방법: 
 

1.  본 불편 사항 양식은 Title III of the Help America Vote Act of 2002 (HAVA) 의 미국          

투표를 돕는 법의 Title III 위반 의혹을 주장 하는 불편 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Title III는 투표 

장비, 접근성, 임시 투표, 투표 정보, 전산화 된 주 전역 유권자 명단 사용으로 만든 pollbooks, 

투표 등록을 우편으로 하셨으면 연방 선거 투표할때 신원 ID 확인 요건과 등록 양식의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www.elections.virginia.gov에서 제공 하는 온라인 

불편 사항 제기 양식을 사용하시고 첨부된 불편 사항 제기 양식(www.elections.virginia.gov 

에서 사용 가능)을 입력 하시고 아래 주소로 우편 메일을 보내주십시요.  본 절차에 따라 

정식으로 불편 사항을 제기하시려면 본 불편 사항 양식을 제출 하기전에 작성하고 공증 해야 

합니다. 공식 불편 사항으로 인정 되지 않는 타이틀 III 미 투표 법 위반에 대한 불편 사항은 

비공식적인 불편 사항으로 처리 됩니다. 
 

2.   작성한 불편 사항 제기 양식을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요: 

     Deputy Commissioner 

     Department of Elections 

     1100 Bank Street, 1st Floor 

     Richmond, VA 23219-3642 

 

mailto:info@elections.virginia.gov
http://www.elections.virginia.gov/
http://www.elections.virginia.gov/


 

 

VIRGINIA VOTERS’ ELECTION DAY COMPLAINT FORM  
 

HOW TO FILE A COMPLAINT USING THE VOTER       

GRIEVANCE PROCESS         (KOREAN) 
 

ELECT-15512 Page 2 of 3 Rev. 9/2017                                                                                                                                 

귀하의 불편 사항은 다음 절차를 통해 검토 됩니다. 
 

• 미 투표를 돕는 법(HAVA) 아님 -불편 사항 및 비공식 HAVA 불편 사항: 

 

이러한 유형의 불편 사항을 제기한 경우, 선거 관리사무소 직원으로부터 제출한 후 30일 

이내에 답변을 기대 할수있습니다.  답변은 신청인이 불편 사항을 제기 하는 데 사용한 방법을 

통해 제공 됩니다 (즉, 이메일로 통한 불편 사항 양식은 이메일로 응답을 받게 됩니다). 

 

      •    HAVA 미 투표를 돕는 법 Title III 불편 사항:  

 
귀하의 불편 사항이 미국 투표를 돕는 법의 TITLE III (HAVA)의 위반 의혹을 주장하고 공증을 

하면 이것은 공식적인 불편 사항으로 취급됩니다.  이러한 유형의 불편 사항을 제기 하는 경우 

다음 단계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1. 귀하의 불편 사항은 서면으로 인정 되며, 선거 관리원으로부터 본 기록에 대한 청문회 

요청의 기회를 제공 받을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불편 사항은 선거부서의 재량에 의해 

결합 될수있습니다.) 

 

2. 청문회를 수여 하는 경우, 선거 관리부서의 재량에 따라 직접 또는 전화로 청문회과 

개최 됩니다. 

 

3. 일단 불편 사항에 대한 모든 자료가 완료 되면, 최종 결정 편지는 선거 관리위원 또는 

선거부 위원 국장에 의해 서명 됩니다.  귀하는 불편 사항 접수의 90 일 이내에 

선거부소로부터 답변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선거 관리 사무소는 90 일 답변 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귀하에게 

만약 재공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선거 관리 사무소 답변 기간 연장을 부여 하지 않은 

경우, 모든 불편 사항이 60 일 이내에 해결 절차 대체 분쟁을 사용 하여 해결 될 

것입니다. 

 

5. 모든 최종 결정 편지는 HAVA Title III 불편 사항에 관한 선거 관리부 웹사이트를 통해 

게시됩니다. 

 

6. 귀하는 발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전체 선거에 대한 최종 결정 서신을 항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회는 이미 기록에 기재 된 정보에 근거 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문제에 대하여 청문회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회는 45일 이내에 귀하의 

항소를 결정 합니다. 
 

7. 귀하는 발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전체 선거에 대한 최종 결정 서신을 항소 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이미 기록에 기재 된 정보에 근거 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문제에 대하여 청문회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회는 45일 이내에 귀하의 

항소를 결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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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 유권자 선거일 불편 사항 양식   
                                                                                VIRGINIA VOTERS’ ELECTION DAY COMPLAINT FORM 

 
              이 양식을 작성 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선거 관리원에게 도움을 요청 하십시요. 

                                                읽기 쉽께 영어로 작성해 주십시요. 

 

귀하의 이름(성,이름,중간)/Your Name (last, first, middle)                          오늘 날짜/Today’s Date 

 

귀하의 주소(번호와 길이름)/Your Address(Number and Street)             시/City         주/State                  우편번호/ZipCode 

 

주간 전화번호/Your Daytime telephone number                    이메일 주소(선택 사항)/Email address (optional) 

 

투표 장소 이름/Polling Place Name 

 

투표소 주소(번호와 길이름)/Polling Place Address (Number and Street)         시/City        주/State        우편번호/ZipCode 

 

선거 관리원 또는 자원 봉사자의 이름을 알면/Name of Election Official or Volunteer if known 

 

사건 날짜/Date of Incident 

 

불편 사항 설명 (필요한 경우 추가 페이지 첨부) / Describe Your Complaint (attach additional pages if necessary) 

 

 

 

 

귀하의 서명/Your Signature 

 

공증인의 서명 (공식적인 HAVA 제목 III 불편 사항을 위해 요구함)                                          날짜                                                                                                                                             
Notary’s Signature (required for formal HAVA Title III complaints)                                                                       Date 

 

공증인 위원회 만기 날짜 / Notary’s Commission Expiration Date  

 

OFFICE USE ONLY 

Complaint Number: 

Date Received: 

Department of Elections Staff Member Assigned: 

Hearing Date: 

Final Determination Issu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