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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특별 투표용지 신청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Registration No: _________________

대통령 특별 투표용지로 투표

Party: _________________________

귀하는 이 양식을 사용하여,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인단에 투표할 자격
을 귀하께 부여하는 대통령 특별 투표용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전 30일 내에 뉴욕주에서
다른 주로 이주한 경우,
–또는→

대통령 선거 전 30일 내에 뉴욕주 내의 한 카
운티에서 다른 카운티로 이주한 경우,
‐및→

 voted in office

새로운 주소지에서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에 등록
하여 투표할 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하나, 이주할 당
시 뉴욕 주에서 유권자로 등록된 경우,

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귀하가 유권자로 등록된 뉴욕주 내 카운티 선관위로 보내주십시오. 카운티 선관위 우편
주소는 뉴욕주 선관위 웹사이트 www.elections.ny.gov 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
2.
3.
4.

성

이름

생년월일

중간 이니셜

뉴욕주 내 이전 거주 카운티

호칭

전화번호(선택사항)

______/_____/_____
유권자로 마지막 등록된 뉴욕주 거주 주소:
_________
번지

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
거리 이름
아파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시

NY

________________
우편번호

현재 거주 주소:
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번지
거리 이름

______
아파트

_____________
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우편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카운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시

5.

대통령 특별 투표용지 인도 방법

 선관위에서 본인에게 직접 인도
본인은 (이름 기재):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가) 선관위에서 본인의 투표용지를 수령하도록 승인합니다.
본인에게 다음으로 투표용지 우송: (우편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신청자는 아래에 서명해야 합니다
본인은 뉴욕주에서 정당한 유권자로 등록되었으나, 대통령 선거 전 30일 이내에 뉴욕주의 다른 카운티 또는 다른 주로 이주했으며, 새
로운 주소에서 유권자로 등록하여 투표할 자격이 없음을 엄숙히 선언 또는 확인합니다. 본인은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인단이 투표할
다음 선거에서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인단만 투표할 수 있도록 대통령 특별 투표용지를 신청합니다.

여기에 서명:

X________________________ 일자 ____/____/____

신청인이 질병, 신체장애가 있거나 글을 읽을 수 없어서 서명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진술을 작성해야 합니다.: 본인은 본
인이 질병 또는 신체장애로 인해 글을 쓰거나 읽을 수 없기에 도움 없이는 본인의 대통령 특별 투표용지 신청서에 서명
할 수 없음을 정당한 입회하에, 본인이 표시를 하여 여기에 진술합니다. 본인은 서명 대신 본인의 표시를 했거나 지원을
받아 표시했습니다. (위임장 또는 사전 인쇄된 이름 스탬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자 ____/____/____ 유권자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표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하기 서명자인 본인은 상기 이름의 유권자가 본인 입회하에 이 신청서에 자신의 표시를 했고, 본인은 그가 해당 신청서
에 자신의 표시를 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으며, 이 진술서가 선서 진술서와 동등한 것으로 모든 목적을 위해 수용될 것임
을 이해하고, 중대한 허위 진술이 포함된 경우 본인이 정식으로 선서한 것처럼 동일한 처벌을 받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표시 입회인의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표시 입회인의 주소)
Board Use Only
2012 sp pres ballot app rev 3-7-12 v.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