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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여러분께,  
 

 

Santa Clara 카운티 유권자 등록국에서는 귀하께서 임시 투표지 봉투에 있는 서명이 저희 기록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본 서명 확인 성명서를 발송해 드립니다. 귀하의 투표는 본 서신에 기재된 단계를 따르지 
않으시는 경우 서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본 오류를 수정하려면, 귀하께서 본 서신의 뒷면에 있는 지침대로 선택 사항 중 하나를 골라 완성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임시  투표지가 서류 처리 및 집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권자 등록국에서 본 서신의 

뒷면에 있는 성명서를 접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귀하께서 등록국을 직접 방문하여 원본 투표지 봉투에 

재서명하실 수도 있는데 2022년 12월 6일 화요일 오후 5:00시 이전까지 해야만 합니다. 

 

 

Santa Clara 카운티  

유권자 등록국 
1555 Berger Drive, Building 2 

San Jose, CA 95112 

 

무료 전화: 866-430-VOTE (8683)    

팩스: 408-998-7314   

이메일: voterinfo@rov.sccgov.org 
 

정규 운영 시간: 

월요일 – 금요일 오전 8:00시 – 오후 5:00시 
(휴일 제외) 
 

 

저희 사무실로 오는 길 안내를 보시려면 다음을 방문하십시오: 

www.sccgov.org/sites/rov/Resources/Pages/HoursLocationsDirections.aspx 

 

 

귀하의 서명 확인  성명서는 

Santa Clara 카운티 유권자 등록국에 반드시 

2022년 12월 6일 오후 5:00시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mailto:voterinfo@rov.sccgov.org
http://www.sccgov.org/sites/rov/Resources/Pages/HoursLocationsDirections.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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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지침 사항을 자세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지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  

귀하의 투표지가 집계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귀하의 임시 투표지가 서류 처리되기 위해서는 아래 성명서를 작성하고 “유권자 서명” 윗부분의 선에 서명을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제공한 서명은 이후 선거 시 서명을 비교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등록 기록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다음의 반송 방법 중 어느 하나든지 이용하여 귀하께서 서명한 성명서를 반송하실 수 있습니다: 

 
1. 서명하고 작성한 성명서를 저희 사무실에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이메일로 보내는 성명서는 반드시 2022년 

12월 6일 오후 5:00시까지 저희 사무실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이메일 주소는 voterinfo@rov.sccgov.org 

입니다. 
 

2. 서명하고 작성 완료한 성명서를 동봉된 우표 선납 봉투를 이용하여 저희 사무실에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성명서는 반드시 2022년 12월 6일 오후 5:00시까지 저희 사무실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이 날짜 및 시간의 
우편 소인으로는 접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3. 서명하고 작성한 성명서를 저희 사무실에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팩스로 보내는 성명서는 반드시 2022년 12월 

6일 오후 5:00시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팩스 번호는 (408) 998-7314입니다. 
 

4. 유권자 등록국에 직접 제출. 주 중에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8:00시에서 오후  5:00시까지 아래 주소의 저희 

사무실로 오셔서 귀하의 임시 투표지 봉투 원본에 재서명을 하시거나, 또는 서명 확인  성명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마감시간은 2022년 12월 6일 오후 5:00시까지입니다. 
 

서명 확인 성명서 
 

본인,   , 은 California 주 Santa Clara   

                                                                  (투표자 성명) 
카운티에 등록된 유권자입니다. 본인은 임시 투표지 봉투에 나온 이름이 본인이 맞다는 것을, 위증을 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위증법 하에 선서합니다. 본인이 투표 관련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도하거나, 또는 투표 관련 부정행위나 
사기를 방조하거나, 또는 부정행위나 사기의 방조를 시도할 경우, 16 개월이나 2 년, 아니면 3 년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중죄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됨을 이해합니다. 본인은 본 성명서를 서명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임시 
투표지가 집계를 위한 서류 처리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서명)    

유권자 서명(위임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증인)    

유권자가 서명하지 못할 경우, 유권자는 표시를 하고 다른 한 명이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날짜      월                                                                       일, 2022. 

 
거주지 주소:    
                                             거리 주소 도시                             우편 번호 

우편 주소:    

                                             거리 주소 도시                             우편 번호 

 

Santa Clara 카운티 유권자 등록국 
주소: 1555 Berger Drive, Building 2, San Jose, CA 95112 
우편 주소: P.O. Box 611360, San Jose, CA 95161-1360 
무료 전화: 866-430-VOTE (8683); 팩스: 408-998-7314; 웹사이트: www.sccvot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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