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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 문항들은 필수 작성 문항입니다. * 별표 표시 문항을 전부 작성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가 거부될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후면을 참조).

서약서: 문서에 작성한 모든 내용은 사실이며 의도적으로 거짓된 내용을 기록한 경우에는 형사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숙지하겠습니다.현재 
등록된 투표권의 취소를 허락합니다. 개인정보 이용 고시를 모두 읽었습니다.

  이 박스를 체크함에 따라 본인이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임을 확인하고 위의 고시 내용을 모두 읽었습니다. Article II, § 2 of the Constitution of Virginia, 버지니아주 
헌법에 따라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은 투표권 접수 서류에 서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 사인 (Signature)  

*  버지니아 주 유권자 등록 영수증

#

투표권 등록 신청서 수거자는 완성된 신청서를 10일
안또는 다음 투표 등록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elections.virginia.gov/register 에서 투표 등록 상태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있습니다. 30 일 이내에 투표권 등록
확인증명서를 받지 못하셨을경우 해당 거주 지역의
투표등록소 책임자나 버지니아 주 투표 부서로
연락하십시오.

*  시큐리티넘버
(SSN)

투표 서류를 받는 사람, 단체 또는 사무실의 이름, 
전화번호와 이메일.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버지니아 주 내의 P.O. Box 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아래에 표기합니다:

        및 은퇴한 경찰, 연방검찰 또는 버지니아 주 검찰 및 판사
        법원에서 발행한 보호명령 소유자
        현역사법기관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안전상의 이유로 타인에 대한 형사집행 의뢰를 신청한 경우
        버지니아 검찰의 주소 공개보호 프로그램에 참여중

6.   투표 당일날 선거 관리원 (Election Officer) 으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관련된 정보를 보내주세요.

*  생년월일  

D DMM Y YYY날짜:
 /  / D DMM Y YYY

투표권 접수 서류 수취일
 /  / D DMM Y YYY

  군 복무중인 현역 군인이나 현역 군인의 배우자 또는 부양 가족. 또는 해외 체류중인 미국 시민.

7.

버지니아에서 투표 신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D DMM Y YYY

이 양식을 영어로 검정색 또는 파란색 잉크를 
   작성해 주십시오 사용하여 작성하시오

*
 

성별

3.

  지금 거주하는 주소가 미국 우정국 (USPS) 이 우편물을 배달하지 않는 주소이기 때문에 아래에 주소를 적습니다. 또는 현재 홈리스입니다.

4.

* 현재 거주 주소 (Address)  (P.O. Box 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도시(City)/Town  

아파트 번호   

예 아니오
* 미국시민권자입니다.

* 성 (Last Name)

* 이름 (First Name)

2.   Jr.    Sr.    II    III    IV    (해당하는 항목에동그라미로 표시)

* ZIP 코드   

이메일 주소 (Email)  

* 가운데이름 (Middle Name)  

N  -  - 전화 (Phone)  N N N N N N N N NN

  없음

 -  - NNNNNNNNN

  소셜 시큐리티 넘버(SSN)를 발급받은
      적이 없습니다.

5.

현재 주소 (위의 상자에 체크 표시를 한 경우에만 여기에주소 표기)

  현재 다른 주에서 유권자 등록이 되어 있음:   . (유권자 등록되어 있는 주)

1.

Virginia Voter Registration Application버지니아 주 유권자 등록 신청서

예, 라고 대답하신 경우 투표권 행사 권한이 회복되셨습니까? .......   예    아니오
* 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으신 적이 있거나, 정신적 무능력 선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   예     아니오

(DOB) (Gender)
(U.S. Citiz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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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에 등록하는 경우 Article II, Section 2 of the Constitution of Virginia (1971)에 따라 소셜 시큐리티 넘버(있는
경우)를 표기하셔야 합니다.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접수가 취소됩니다. 투표 등록 절차에서 한
투표인이 복수로 등록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투표 서류를 공개해야 하는 경우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제거된 상태에서만 서류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투표 등록
용도와 법원을 포함한 기타 사법 기관에서만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공개됩니다. 투표권을 포기하시는 경우 투표권 포기
및 투표 지역에 관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투표권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정보는 투표 등록에만
사용됩니다.

이 서류로 버지니아 주에서 투표할 권리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서류를 사용해 기존 버지니아 주에 등록된
투표권 정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미 투표권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이름을 바꾸셨거나 이사를 하신 경우에만 이 서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주의: 해외 거주민, 현역 군인 및 그의 배우자 또는 부양 가족은 Federal Post Card Application (FPCA)을 사용할 할 
수 있습니다. www.fvap.gov .

투표권 등록

주소

서류 반납
방법

완성된 서류를 해당 지역의 투표 등록소에 발송해 주십시오. 투표 등록소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 다음 주소에서
인터넷으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lections.virginia.gov/localGR   또는 다음 주소로 보낼 수 있습니다:

  Virginia Department of Elections
  1100 Bank Street
  Richmond, VA 23219

모든 투표권자는 투표 당일날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투표에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목록은
다음 주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lections.virginia.gov/voterID .  신분증명서는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유효기간 경과로부터 1년 미만의 것이라면 투표시 신분증명서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경고: 의도적으로 한 번의 선거에서 두 번 이상 투표하거나 거짓된 정보를 기록하는 것은 선거법에 따라 범죄로 
취급되며 버지니아 주의 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위반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2개월 이하의 금고형 및/또는 
$2,500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법

온라인으로 다음 주소에서 투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elections.virginia.gov/register . 온라인으로 다음 주소에서 
투표 등록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lections.virginia.gov/status . 

반드시 지금 거주하시는 주소를 적으셔야 합니다. 지금 거주하는 주소가 미국 우정국 (USPS) 이 우편물을 배달하지 않
는 주소이거나 현재 노숙중인 홈리스일경우 4번 항목에 주소를 적습니다. 해외 거주민, 현역 군인과 해당되는 배우자 및
부양 가족도 4번 항목에 주소를 적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는 투표권자는 반드시 버지니아 주
P.O. Box 를 4번 항목에 적어야 합니다. 이외 다른 투표권자는 서류를 받을 주소를 따로 병기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해당 지역 선거 사무소나  (800) 552-9745 로 전화하세요   •   TTY 711.질문사항

더 많은 정보는: elections.virginia.gov     를 방문하거나: (800) 552-9745     TTY:  711

편지로 부친 등록서류는 반드시 다음 투표일에서 최소 22일 이전의 날짜에 발송하셔야 합니다. 복무에 의해 원래
거주하는 주소와 다른 주소에 살고 있는 해당되는 현역 군인과 배우자 및 부양 가족은 위 기한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Virginia Voter Registration Application
버지니아 주 유권자 등록 신청서

Photo I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