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권자 등록 신청서

표를 위한 등록을 하거나, 이름, 주소 또는 정당 등록을 변경하려면 이 양식을 사용하세요.

(펜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1 

1a 

하나 선택:  미국 시민권자 입니까? 
”아니요”를 선택한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지 마십시오.

 네       아니요하나 선택:  다음 선거에서 투표 직원으로 일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원하십니까? 

2

신청서 작성 이유

 신규 등록   정당 변경 

 주소 변경  이름 변경

유권자 ID 번호

등록일 서기

3 
성 이름 중간 이름  호칭

4 
주거지 주소 하나를 고르세요:    NE      NW      SE     SW 아파트 번호 우편번호

5 
우편물 받는 주소 (4번과 다른 경우) 우편번호 이메일 주소 (선택사항) 

6 
생년월일

7 
주간 전화번호
 (선택사항) 8 

DC DMV에서 발급한 ID 번호. 없는 경우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의 마지막

4자리를 입력하세요.

9 

정당 등록 – 하나 선택

  민주당 
  공화당 
  녹색당

  자유당

  정당 없음 (무소속)
 기타 정당 (아래 이름 작성)

주의사항
컬럼비아 특별구(DC)에
서 예비 선거 투표를 하
려면, 민주당, 공화당, 녹
색당 또는 자유당에 등록
되어 있어야 합니다.

8a 

13 

  본인은 운전면허증이나 사회보장번호(SSN)를 발급받지 않
았습니다. 

유권자 선언— 읽고, 확인하고, 아래에 서명하십시오.
본인은 다음 사항을 맹세하거나 확인합니다.
나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나는 컬럼비아 특별구(DC)의 4번에 기재한 주소지에서 거주합니다.
나는 최소한 16세 이상입니다.
나는 법정에서 법적으로 투표할 능력이 없다고 판명되지 않았습니 다.

 나는 미국의 다른 주 또는 영토에서 투표할 수 있는 거주민 자격이
나 투표할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경고: 진실이 아님을 알고서도 이 진술서에 서명하는 경우, 유죄판결을 받고 
최대 $10,000의 벌금형이나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서명 날짜

10 선택사항: 투표를 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기재
해 주십시오. _________    

11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라면 어떤 언어가 모국어 입니까?

12
마지막 등록에 있는 이름과 주소

(D.C.외의 지역인 경우, 주와 카운티 포함)

  점선을 접어 봉하여 우편으로 보내십시오.       
주의사항: 유권자 등록 정보는 공개 정보이지만 전체/부분적 사회보장번호(SSN), DC DMV ID 번호, 유권자 등록 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전화 번호는 예외입니다. 다른 

정보도 연방정부법 및/또는 DC법(D.C. Official Code § 2-531 et seq.; 3 DCMR § 510.5)에 따라 기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District of Columbia 
선 거 관 리 위 원 회

(Jr., Sr., 
II, III, IV)

이 양식의 모든 항목을 기재해 주십시오. 선거 위원회에서 이 신청을 승인하기 전까지는 공식적으로 투표를 위한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 신청서를 제출한 후 3주 이내에 유권자 등록 카드를 받으실 것입니다. 컬럼비아 특별구(DC)에서 처
음으로 투표를 위한 등록을 하는 것이고 본 신청서 를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DC에서 처음으로 선거할 때 본인의 이름, 현재 주소
가 기재되어 있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우 편으로 보내는 신청서는 다음 선거일전 21일까지 위원회에서 반드시 받을 수 있
도록 해야 합니다. 그 후에는 직접 방문하셔서 투표를 위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주소: 1015 Half Street SE, Suite 750. 유효한 거
주지 증명이 있으면 투표하는 날 당일에 투표를 위한 등록을 할 수 있지만 투표소에 오시기 전에 등록을 하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 카드를 받지 못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202) 727-2525나 (866) 328-6837 또는 711로 전화를 하시거
나www.dcboe.org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컬럼비아 특별구(DC)에서 투표를 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이어야 함
•컬럼비아 특별구(DC) 거주민이어야 함
•투표하려고 하는 선거일로부터 최소한 30일간 컬럼비아특
별구(DC)에 거주지를 유지해야 함
•미국의 다른 주나 영토에서 투표할 수 있는 거주민 자격이
나투표할 권리를 주장하지 않음

•최소 17세 이상이어야 함*
•법정에서 법적으로 투표할 능력이 없다고 판명되지 않았음

예비선거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비선거를 실시하는 정당에 선거일 최소 21일 전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처음으로 정당에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

*최소한 17세 이상이고, 다음 총선까지 최소 18세가 되는 경우
예비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최소 18세 이상인 경우 총선 또
는 특별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네       아니요

¿Necesita ayuda en su idioma?  Llame al (202) 727-2525

需要以您的语言帮助？拨打Call (202) 727-2525

Avez-vous besoin d'aide dans votre langue ? Appelez le (202) 727-2525
모국어로 도움이 필요하세요? (202) 727-2525로 전화해주세요
Cần sự trợ giúp ngôn ngữ của bạn? Hãy gọi (202) 727-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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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ct of Columbia 
선 거 관 리 위 원 회

이 양식을 봉투에 넣어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 우표를 붙여 다음의 주소로 보내야 합니다. 

District of Columbia Board of Elections
1015 Half Street SE
Suite 750
Washington, DC 20003-4733

잠깐! 신청서를 발송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DISTRICT OF COLUMBIA
BOARD OF ELECTIONS
1015 HALF ST SE STE 750
WASHINGTON DC 20077-0859

NO POSTAGE
NECESSARY
IF MAILED

IN THE
UNITED STATES

BUSINESS REPLY MAIL
FIRST-CLASS MAIL    PERMIT NO. 10976    WASHINGTON, DC

POSTAGE WILL BE PAID BY ADDRESSEE

신청서의 모든 내용 기재했습니까
성명, 주소, 생년월일 기재했습니까
DMV에서 발급한 신분증 번호 또는 DMV 발급 신분증 번호가 없는 경우, 사회보장번호(SSN) 
마지막 4자리 번호를 기재했습니까

예비 선거에서 투표할 계획이 있는 경우 정당에 등록했습니까
투표자 선언란에 확인 표시를 했습니까
신청서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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