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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투표지 송달 프로그램

긴급 투표지 송달 프로그램은 입원했거나 투옥되었거나 또는 개
인적으로 투표지를 회수할 수 없는 장애가 있는 유권자를 위한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유권자가 선거 7일 전까지 투표지를 요청
할 수 있게 허용합니다. 유권자 등록국은 투표지를 업데이트된 
주소로 우편 발송합니다.

유권자 등록국은 카운티 전역의 모든 시설에  긴급 투표지 송달 
프로그램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입원했거나 투옥되었거나 또는 
장애가 있는 유권자들을 위해서, 유권자 대신 투표지를 요청하고 
또한 받을 수 있는 권한을 할당받은 책임자(코디네이터)를 통하
여 투표지를 요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설 책임자의 신청서 및 긴급 투표지 송달 신청서의 작성과 제
출 방법에 대한 설명은 본 패키지에 동봉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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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책임자의 신청서
FOR OFFICIAL USE ONLY 

긴급 투표지 송달  프로그램 신청서

시설명 

첫 이름 중간 이름이나 이니셜 성 

1. 사업장 또는 시설명:

2. 시설 종류:

3. 책임자  성명:

4. 주소:
번호 및 거리(우체국 사서함 번호나 지방 우편 배달 경로는 받아지지 않습니다) (동, 서, 남, 북 지정 - 사용하는 경우) 

시 주 우편 번호

5. 투표지 발송 주소(위와 다른 경우):

번호 및 거리/우체국 사서함 번호(동, 서, 남, 북 지정 - 사용하는 경우)

시 주 우편 번호

6. 전화번호:
7. 팩스 번호:

낮 저녁

8. 이메일 주소:

9. 이 신청서에 서명하셔야만 합니다:

서명  날짜

공지 사항

귀하는 유권자 등록국의 우편투표 부서에 이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전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신청서를 카운티 
선거 공무원 이외 다른 사람에게 반환하면 투표권을 방해하는 지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신청서를 우편으로 반송하는 경
우에는 아래의 우체국 사서함 (P.O. Box) 주소로 우편으로 보내 주십시오.

County of Santa Clara Registrar of Voters

Vote by mail Division - Pamela Hamilton

PO Box 611750, San Jose, CA 95161-1750 

Dir: (408) 299-8640, FAX: (408) 293-6002 

신청서 반환 이메일: emergencyballot@rov.sccgov.org

Rcv'd Date:

Rcv'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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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책임자 긴급 투표지 송달 안내서 

산타 클라라 카운티 전역의 모든 시설에서는 시설내 등록된 유권자들을 위하여 긴급 투표지 
송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모든 거주자는 웹사이트 www.sccvote.org 에서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방법

시설  책임자 신청서는 유권자 등록국에 반환되어야 합니다. 

주 총무처에 신청서를 보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신청서 처리 절차가 지연됩니다. 이 신청서를 우

편으로 반환하는 경우 유권자 등록국 사무실로 직접 반환해야 합니다. 

직접 제출:
County of Santa Clara Registrar of Voters’ 
Office Attn: Pamela Hamilton/VBM Division 
1555 Berger Drive, Building 2
San Jose, CA 95112

우편 주소:   
County of Santa Clara Registrar of Voters’ Office 
Attn: Pamela Hamilton/VBM Division  
PO Box 611750   
San Jose, CA 95161-1750   

직통 전화: (408) 299-8640 
신청서 반환 팩스: (408) 293-6002 
신청서 반환 이메일: emergencyballot@rov.sccgov.org 

투표 용지 송달 신청 마감

신청서는 귀하의 최신 주소로 업데이트 하고 송달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선거일 7일 이전에 접수해야 합니
다.  마감일 이후 제출된 모든 신청서는 사무실로 전자 이메일(e-mail)을 ㅅ통하여 보낼 수 있지만 그럴 경우 투표지
는 준비가 되면 오셔서 픽업해야 합니다. 선거일 밤 8 시 이전에 모든 투표지를 반드시 반납하십시오.

제 1 항목. 비지니스 또는 시설의 이름을 기입하십시오. 

제 2 항목. 비지니스 또는 시설 유형을 지정하십시오. 

제 3 항목. 책임자의 이름을 활자체로 기입하십시오.

제 4 항목. 사업장이나 시설의 전체 거리 주소를 활자체로 기입하십시오. 우체국 사서함이나 지방 우편 
배달 경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 5 항목.  제 4 항목에 제공된 비지니스 또는 시설 주소와 다른 경우, 투표지를 보낼 곳 전체 주소를 
활자체로 기입하십시오.

제 6, 7, 8 항목.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번호, 팩스 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등록국의 
유권자 사무실에서 연락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해 활자체로 기입해 주십시오.

제 9 항목.  이 신청서가 서류 처리되려면 서명을 하고 날짜를 기입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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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등록 지침 

유권자 등록 양식 작성 및 제출 

유권자 등록 자격:

• 미국 시민 및 California 거주자

• 선거일 당일 또는 전에 최소 18세

• 현재 중죄의 유죄 판결을 받아 투옥되어 있지 아니하고

• 법원에서 현재 투표하기에 정신적으로 무능하다고 하지
않았음

등록 양식 제출:

• 양식의 밑부분을 떼어 영수증으로 보관하십시오. 처리되

고 승인되면, 귀하는 유권자 통지 카드를 우편으로 받으

실  것입니다.

• 양식을 우편으로 제출하셔도 되며 이 경우 등록 마감일

전까지 우편 소인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 귀하는 유권자 등록국 사무실에 직접 제출하실 수 있지

만 우편으로 제출하시는 것을 선호합니다.

• 유권자를 대신하여 귀하가 양식을 제출하시는 경우, 양

식을 받으신 후 3일 이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양식 작성 

양식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려면,  굵은 글씨로 된 
아래 섹션 부분을 완성하여, 귀하의 양식이 유효하고 잘 
받아질 수 있게끔 하십시오. 그 부분을 비워두면 양식 처
리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섹션 1 - 자격: 해 당 되 면  이 두 박스 부분을 모두 체크해 주
십시오. 미국 시민권 박스 부분을 선택하지 않으면 양식을 처
리할 수 없습니다.

섹션 2 - 법적 이름: 운전 면허증에 표시된 것과 똑같은 이
름으로 투표 등록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섹션 3 - 신원 확인: 캘리포니아 운전 면허증이나 신
원 등록증 및/또는 사회 보장 번호(소셜 시큐리티 번
호)를소지하고 계시다면 여기에 정보를 기입하십시오. 둘 중 
하나가 없으면 그 부분은 비워 둘 수 있습니다.

섹션 4 - 나의 주거지 주소: 귀하가 거주하는 주소에 대
한 거리 주소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거리 주소가 없는 경
우, 귀하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제공하면 됩
니다. 교차 거리, 경로 등을 포함하십시오.

귀하의 주소에 해당이 되면 아파트 단위, 공간이나 건물 번호 
및/또는 문자를 적어 주십시오. 

우체국 사서함과 우편함은 거주지 주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섹션 5 - 메일을   받는 주소: 우 편  주 소 가  거 주 지  주 소 와  
다 른  경 우 에 는  우편 주소를 제공하십시오. 우체국 사서함과
우편함을 포함하는 모든 주소는 우편 주소로 사용할 수가 있습
니다.

섹션 6 - 등록 내역: 이전에 등록된 경우에는 등록 내역 섹션
을 완료해 주십시오. 

섹션 7 - 우편으로 투표: 유권자의 선택법 하에 모든 유권자는 
자동적으로 우편투표 투표지를 받지만 그것을 사용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유권자는 대신에 투표 센터에 가서 직접 
투표 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섹션 8 - 정당: 정 당 을  선 택 하 지  않 으 려 면  " 정 당  없
음 / 없 음 "  박 스  란 에  체 크 할  수  있 습 니 다 .  이 필드를 
비워두면 정당 선호도가 자동적으로 지지 정당 없음으로  기본 
설정됩니다. 

섹션 9 - 선택적 유권자 내역: 이 섹션 정보는 선택 사항입
니다.

섹션 10 - 진술서: 양식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하십시오. 
귀하의 양식 처리 및 승인을 받으려면 서명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온라인 유권자 등록: registertovote.ca.gov 를 방문하셔서 투표 등록하실 수도 있습니다

종이 및 온라인 등록 마감

선거 이전 14 일 사이에 투표에 등록을 해야 하거나 재등록을 

해야 하는 유자격 시민은 조건부 유권자 등록을 완료할 수 있습

니다. 그리고 유권자 등록국이나 어느 투표 센터에든지 가서 직

접 투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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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OFFICIAL USE ONLY 

긴급 투표지 송달 신청서 Voter ID: ________ _ 

Rcv'd Date : _______ _ 

Rcv'd By: _______ _ 

1. 

2. 

4. 

시  

5. 투표지 발송 주소(위와 다른 경우):

/

시 

6. 

우편 번호 

___ 

-

-

-    

7. 

  

서명 : 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 ________________ _ 

경고: 위증은 최대 4년 동안 주 교도소에서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형법 7 26) 

이름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 _ 날짜 : ________________ _ 

5

주

     본 신청서는 다음에 대한 긴급 투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월/일/연도 선거 이름

선거. 

활자체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 3. 

 이름   중간 이름 또는 이니셜        성  
생년월일: 

월/일/연도

번호 및 거리 (우체국 사서함 번호나 지방 우편 배달 경로는 받아지지 않습니다) 

동, 서, 남, 북 지정 - 사용하는 경우

주 또는 외국

전화번호:
낮 저녁 

긴급 투표지 송달  프로그램

다음 조건 중의 한 가지에 해당이 되므로 저는 선거 당일에 투표 센터에 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질병 또는 장애의 결과로 의료 시설, 요양소, 요양원 또는 거주지에 감금이 됨 

신체 장애로 인해 투표 센터, 투표 부스 또는 투표 장비에 대한 물리적 접근을 거부하는, 투표 센터의 기존 건축상의 장애물로 인한 
장벽 및/또는 신체 장애  

선거일 투표 센터에서의 부재 결과를  요하는 조건(들)

본 신청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저는 위증죄의 형벌에 따라, 위의 내용이 사실이고 정확하다고 선언하며,  운반인에게 저의 투표지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본인은 이 투표 용지를 유권자 등록국 사무실에 선거일 오후 8 시까지 반납하거나, 선거일의 날짜가 우체국 소인에 찍히고 선거일 이후 
늦어도 사흘 내에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중간 이름이나 이니셜 성 
활자체 이름:

본인은 본인이 16 세 이상이며 본인이 이 서면 진술서를 제시하는 유권자의 공인 대리인임을 위증죄의 형벌에 따라 확증합니다.

거주지 주소:

공인 투표지 송달 프로그램 - 아래의 섹션은 대리인이 투표지를 픽업하는 경우에 완료하십시오   



투표 포스터

투표 배너

투표 전단지

 인쇄된 투표 자료

 방향 표시

"투표했어요" 스티커

카운티 유권자 정보 안내서  

우편투표 반납 봉투

시설 책임자의 자료표 페이지  

투표에 대한 요구를 지원하는 시설용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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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등록국 사무실
긴급 투표지 
송달 자료표 

변경 가능 

PH 062521 Fact Sheet 

선거일 

군인 및 해외 투표지 발송  선거 전 45일 - 60일 이내

카운티 유권자 정보 가이드(CVIG) 책자 발송   선거 전 29일 - 40일 이내 

VBM 투표지 발급 첫날  

투표 등록 마지막 날 

우편투표 투표지 요청 마감일 (우편) 선거 7일 전 

원격지원 우편투표 투표지   

미서명 및 서명 투표 성명서 마감일 선거 28일 후 

우편투표 투표지 소인 선거 3일 후  

시설 책임자 신청서 (팩스나 이메일 제출) 선거 7일 전 

긴급 투표지 송달 신청서(팩스나 이메일 제출) 선거 7일 전 

투표지 제출 박스 위치 사용 가능한 첫날 선거 29일 전 

사용 가능한  전체 투표지 제출 박스 갯수 선거에 따라 다름 

* 날짜가 주말이나 주 휴일에 해당합니다.  다음 영업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 날짜가 주말이나 주 휴일에 해당합니다.  다음 영업일로 나아갑니다.

*** 추가 서비스를 원하시면 eservices.sccgov.org/rov 를 방문하십시오

REGISTRAR
 OTERSOF

C
O

U
NTY OF SANTA CLA

R
A

SINCE 1850

추후 공고 

선거 29일 전부터 시작

 선거 29일 전부터 시작

선거 1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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