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권자  등록/ 등록전  신청  카드( 유권자  등록  카드) 를  작성할  때에는  파란색  또는  검정색  
잉크를  사용하여  명확히  기록해  주십시오. 아래에  해당될  경우  유권자  등록  카드를  
작성합니다. 
•   새로운  유권자 
•   투표를  위해  사전  등록하는  경우 
•   성명을  변경하였을  경우 
•   이사를  하였을  경우 
•   자신의  유권자  기록에서  선호  정당이나  기타  정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또한 RegisterToVote.ca.gov 에서  온라인  투표를  위해  등록  또는  사전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빠른  안내서:  
캘리포니아  유권자  
등록/등록전  신청 

섹션 1 - 자격 
아래에 해당되면 투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 미국 시민이고 캘리포니아 주민인 경우 
• 선거일까지 만 18세 이상이 되는 경우 
*16세 또는 17세일 경우에는 투표 사전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섹션 2 - 법적 이름 
아래와 같이 성명을 제시해야 합니다 . 
1) 이름(First name) 
2) 중간 이름 (Middle name, 해당 시 ) 
3) 성 (접미사 포함 : Jr., Sr., III 등). 

섹션 3 - 신원 
아래 항목을 제시해야 합니다 . 
1) 생년월일 
2) CA 운전면허증 또는 CA ID 카드 번호 
3) SSN의 마지막 네 자리 (SSN이 있을 경우 ) 
4) 출생한 미국 주 또는 외국 

섹션 4 – 거주지 주소 
이 섹션에 사서함 번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아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1) 집 주소 - 아파트 동 호수 포함 (해당 시 ) 
2) 시 
3) 우편 번호 
4) 캘리포니아 카운티 . 

번지가 없을 경우 거주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기입할 수 
있습니다. 교차로, 도로 등 포함 . 

섹션 5 – 우편용 주소 
우편 주소가 다를 경우 여기에 기입하세요 . 
우편 주소로는 사서함 번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섹션 6 – 등록 이력 
등록 이력 섹션을 기입하십시오. 예전에 등록하였을 경우 
아래 정보를 제공하세요 . 
1) 법적 이름 
2) 예전의 주소 
3) 예전의 선호 정당 (있을 경우 ) 

섹션 7 - 우편 투표 
•  "예"를 선택할 경우 , 매번 선거 전에 우편으로 투표지를 받게 
되지만,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하려면 투표지를 반납하거나 
임시 투표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  "아니요"를 선택하면 계속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해당 카운티에서 투표 센터를 운영하지 않을 경우 ). 

섹션 8 – 선호 정당 
아래 정당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미국 독립당 
• 민주당 
• 녹색당 
• 자유당 
• 평화자유당 
• 공화당 
• 기타 (기입하세요) 

정당을 선택하고 싶지 않으면 "정당 없음 /없음"(No Party/ 
None) 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이 옵션을 선택할 경우 , 대통령 예비선거에서 일부 후보에 
대해 또는 정당의 중앙위원회에서 투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Rev. 03/2021 



  

       

     
    

        

      
 

        
    

  
     

          

 
 
 
 
 
  

 
 
 
 
 

        

         
  

       
    

                 
 

  

             
         

      

 

    

        
      

  

      

 

 

 

 

             
          

 

섹션 9 – 선택적 유권자 정보 
이메일과 전화 번호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선거 자료를 받을 때 다음 중에서 선호하는 언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영어 •크메르어 
•스페인어 •한국어 
•중국어 •타갈로그어 
•힌디어 •태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기타 언어: __________ 

어떤 칸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영어로 된 유권자 자료가 
제공됩니다. 
해당 칸을 선택하여 이용 가능한 양식으로 된 투표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해당 칸을 선택하여 선거 관리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자신의 민족 /인종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섹션 10 – 서약서 
등록을 완료하려면 빨간색 칸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해야 
합니다. 
서명하면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서약하는 것입니다 . 
1) 미국 시민이고 캘리포니아 거주자이며 16세 이상임 . 
2) 현재 중범 죄로 유죄 판결을받은 주 또는 연방 징역형을 

복무하지 않음. 
3) 현재 법원 결정으로 투표할 능력이 없는 심신 상실 상태 

가아님. 
4) 카드에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범죄라는 

것을 이해함 . 
5) 본인은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위증 시 처벌을 전제로 본 

카드의 정보가 사실이며 정확함을 선언함 . 

카드 하단 - 파란색 칸 

다른 사람이 카드를 기입하거나 전달하는 데 도움을 준 경우 , 도움을 준 사람이 오른쪽 하단에 있는 파란색 칸을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 

작성 완료 시 

•하단 부분을 절취하여 영수증으로 보관하고 카운티 선거 관리 공무원으로부터 통지를 받을 때까지 보관하십시오 . 
•유권자 등록 카드를 접어서 테이프로 밀봉하십시오 . 카드에 스테이플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미국 국내 우편인 경우 우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중요한 정보 

자신의 투표자 등록을 온라인에서 확인하세요 . 
https://voterstatus.sos.ca.gov 

Safe at Home 
주소를 공유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경우 비밀로 투표 방식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Safe at Home 프로그램에 연락하세요 . 

Safe at Home: 
(877) 322-5227 
온라인: 
SafeAtHome.sos.ca.gov 

선거 정보는 www.sos.ca.gov 를 참조하거나 아래 전화로 
문의하세요. 
English - (800) 345-VOTE (8683) 
Español / Spanish - (800) 232-VOTA (8682) 
中文 / Chinese - (800) 339-2857 
हिन्दी / Hindi - (888) 345-2692 
日本語 / Japanese - (800) 339-2865 
ខ្មែរ / Khmer - (888) 345-4917 
한국어 / Korean - (866) 575-1558 
Tagalog/Tagalog - (800) 339-2957 
ภาษาไทย / Thai - (855) 345-3933 
Việt ngữ / Vietnamese - (800) 339-81633 

귀하가 선거 사기의 피해자라고 생각되면 선거 유권자 불만 양식 (Election Voter Complaint Form) 을 사용하여 위반 사항을 저희 
사무실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음 주소로 국무 장관실에 문의하십시오 . 
영어: (916) 657-2166 또는 (800) 345-VOTE (8683) ∙ 스페인어 : (800) 232-VOTA (8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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