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유권자 등록 신청을
위한 우편엽서 양식 및 안내서

미 시민권자용

일반 안내문

(General Instructions)

이 신청서의 이용 대상자는?
현재 미국 내 거주 중이거나 거주지 주소가 있는 미국
시민권자는 아래의 목적으로 이 책자에 포함된 신청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소속된 주에 유권자로 등록 시
• 이름 변경 후, 새 이름을 유권자 등록 사무소에 통지할
시
• 주소 변경 시, 새 주소를 유권자 등록 사무소에 통지할
시
• 정당 가입 시

신청서 제출 방법
각 주별 안내문(State Instructions)에서 본인이 속한 주에
게재된 주소로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냅니다. 또는 본인이
속한 지방 유권자 등록 사무소에서 직접 방문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전국 유권자 등록 양식을 요하는 주인 경우 일반
용지에 인쇄된 컴퓨터 이미지 복사본도 허용합니다. 단,
등록자의 서명과 함께 정확한 요금의 우표를 붙인 봉투에
넣어 우편 접수하여야 합니다.
처음 투표에 참가하는 유권자가 우편으로 유권자 등록할 경우
이 신청서를 우편으로 접수하고, 이 신청서가 해당
선거구에서 처음으로 투표에 참가하기 위한 유권자 등록
신청서인 경우, 첫 투표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함을 연방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유효한 신분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진이 부착된 유효한 신분증, 또는
• 공공요금 청구서, 은행 잔고 증명서, 정부에서 발행한
수표, 근로자의 소득 수표, 또는 본인의 이름과 주소가
표기된 정부에서 발행한 문서.
신청서 우편 접수 시 본인의 신분증 사본을 동봉하면 위에서
언급된 투표 시 신분증 제시 요건을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할 경우, 다음에 유의하십시오.
• 연방법에서 규정한 신분증 확인 요건을 만족한
경우라도, 본인이 속한 주의 법에 따라 투표지에서
신분증 제시 및 확인 절차를 재차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신청서와 함께 원본을 제출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예외 사항
미 자치령을 포함한 미국 이외의 국가에 거주 중이면서 (
법적) 거주 주소가 미국이 아닌 경우, 또는 미국 이외 지역에
주둔 중인 부대에 소속된 경우에는 이 신청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소속 부대나 대사관, 영사관에 비치된 연방
엽서 신청서(FPCA: Federal Postcard Application)를
이용하십시오.
뉴햄프셔 (New Hampshire) 타운/시 서기는 이 신청서를
부재자 투표 우편 신청양식으로 간주하여 접수합니다.
노스다코타 (North Dakota) 주에는 유권자 등록 절차가
없습니다.
와이오밍 (Wyoming) 주 법은 우편 등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유권자 등록 자격이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
미국의 각 주는 유권자 등록 및 투표에 관한 고유한 법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주별 안내문(State Instructions) 항에서
본인이 속한 주의 법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단, 모든
주는 연방 및 주 선거를 위한 유권자 등록 시 출생이나 귀화에
따른 미국 시민일 것을 요합니다. 연방법은 미국 시민임을
사칭하여 연방, 주, 또는 지방 선거에 유권자로 등록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권자 등록은 한
번에 한 주에만 가능하며, 여러 주에 동시에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정부 기관이나 공공기관 사무소에서 이 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 신청서를 받은 곳이 정부 기관이나 공공기관 사무소인
경우, 이 신청서의 사용여부는 의무 사항이 아니며,
전적으로 본인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유권자 등록을
위해 이 신청서를 사용하기로 결정할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서를 받은 정부 기관 또는 공공기관
사무소에 제출하면 해당 기관에서 대신 접수해 드립니다.
물론, 각 주별 안내문(State Instructions)에 안내된
본인의 소속 주 유권자 등록 접수처로 본인이 직접 우편
접수하거나, 해당 지역 유권자 등록 사무소로 방문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신청서를 받은 정부 기관이나 공공기관 사무소의
기관명 및 주소는 기밀로 처리되며, 신청서에도 해당
기관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신청서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 그러한 결정 사항도 기밀로 처리되기
때문에 해당 기관이나 사무소에서 받는 서비스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
신청서 안내문(Application Instructions)과 각 주별 안내문
(State Instructions) 두 항을 모두 참조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십시오.
• 먼저 신청서 안내문(Application Instructions)을
숙독하십시오. 모든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중요 정보가
실려 있습니다.
• 그런 다음, 각 주별 안내문(State Instructions) 항에서
본인이 속한 주를 찾아 신청서의 6, 7, 8번란 작성 시
참조하십시오. 9번란 작성 시 필요한 투표 자격 및 선서
요건도 확인하십시오.
• 모든 항목을 영어로 작성해 주십시오.
유권자 등록 가능 시한
각 주별로 유권자 등록 마감일이 다릅니다. 이 책자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본인이 속한 주의 등록 마감일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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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안내문

(Application Instructions)

신청 양식을 작성하기 전에, 이 신청서 상단에 나와있는 두 가지 질문, 즉 귀하가 미국 시민권자인지의 여부와 선거일 혹은 그
이전에 18세 이상임을 확인하는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두 질문 중 하나라도‘아니오(No)’로 답하는 경우, 이 신청서로 유권자
등록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에서는 18세 이전 유권자 등록을 허용하며, 이를 위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주 안내문을 참고하십시오.
1번 — 이름
등록자의 법적 이름을 성, 이름, 중간 이름 순으로
기입합니다. 유효한 법적 이름이 아닌 영어 이름이나
이니셜을 적지 마십시오.
참고: 이름을 변경하기 위해 이 신청서를 사용하는 경우, 변경
전 이름을 A란(신청서 아래 반 페이지)에 기입하십시오.

7번 — 정당 선택
일부 주에서는 예비 선거, 의원 총회 또는 정당 대회 참여를
원할 경우, 유권자 등록 시 정당을 선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속한 주가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지는 해당
주 안내문 7번항을 참조하십시오.
유권자 등록 시 정당을 같이 선택하려면 원하는 정당의 공식
명칭을 기입하십시오.

2번 — 집주소
집주소(법적 주소)를 기입합니다. 본인의 집주소와 우편 수신
주소가 다른 경우, 여기에 우편 수신 주소를 적지 마십시오.
Box 번호없이 PO Box 주소를 사용하거나 지방 무료 우편
배달 구역 (Rural Route) 주소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지방
무료 우편 배달 구역의 경우, 각 주별로 제시된 안내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정당 선택을 원치 않을 경우 “No party(정당 선택 안함)”
으로 기입하거나 공란으로 남겨 두십시오. “No party(정당
선택 안함)”의 의미로 “Independent(무소속)”이라고
기입하지 마십시오. 해당 주에 존재하는 정당 이름과 혼동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정당을 선택하지 않고 등록 신청을 하더라도 총선거 및
초당파(Nonpartisan) 예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투표권은
기본적으로 주어집니다.

참고: 과거에 유권자 등록을 했지만 2번항의 주소지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등록하는 경우, 과거에 등록했던 주소를
B란(신청서 아래 반 페이지)에 기입해주십시오. 과거 주소가
잘 기억나지 않더라도 가능한 한 정확한 주소를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8번 — 인종 또는 인종 그룹(Ethnic Group)
몇몇 주에서는 연방 선거권법(Federal Voting Rights Act)의
행정 관리를 위해 신청자의 인종이나 인종 그룹 해당 여부를
묻습니다. 본인이 속한 주에서도 이 정보를 요구하는지는
해당 주 안내문 8번항을 참조하십시오. 요구될 경우, 아래
목록에서 본인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인종을 선택하여 8번란에
기입하십시오.
• 아메리칸 인디언 또는 알래스카 원주민
• 아시안 또는 태평양 군도 원주민
• 흑인 (라틴 아메리칸계 제외)
• 라틴 아메리칸
• 다인종 (Multi-racial)
• 백인라틴 아메리칸계 제외)
• 기타

참고: Street 주소가 없는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 또는
주소가 없는 경우, 거주 위치를 C란(신청서 하단)의 지도에
표시해 주십시오.
3번 — 우편 주소
본인의 우편 수신 주소가 2번란에 기입한 주소와 다른 경우,
우편 수신 주소를 기입합니다. 2번란에 주소를 기입하지 않은
경우, 우편 수신이 가능한 주소를 3번란에 반드시 기입해야
합니다.
4번 — 생년월일
본인의 생년월일을 월, 일, 년의 순으로 기입합니다. 착오로
오늘 날짜를 적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9번 — 서명
해당 주 안내문 9번항 정보를 검토하십시오. 서명을 하기
전에 아래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5번 — 전화번호
신청서 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대다수
주에서 전화번호 기입을 권고합니다. 하지만 원치 않으면
기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1) 본인이 속한 주의 유권자 등록 요건을 만족하는가
(2) 9번란 표기사항을 모두 이해했는가

6번 — ID 번호
연방법에 따라, 주정부에 유권자로 등록하는 신청자의 ID
번호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 주별 안내문 6번항을 참조하여
해당 주에서 인정하는 ID번호 종류를 확인하십시오. 운전
면허증과 소셜 시큐리티 번호(SSN)가 모두 없는 경우,
신청서에 그러한 사실을 기입하면 해당 주에서 임의의 번호를
할당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정식 이름 또는 서명을 대신하는 고유한
표시로 서명을 한 후, 오늘 날짜를 월, 일, 년의 순으로
기입합니다. 신청자가 직접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신청서
작성을 도와준 사람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선택 사항)를
D란에 기입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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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ter Registration Application/유권자 등록 신청서

Before completing this form, review the General, Application, and State specific instructions. / 일반 안내문, 신청서 안내문 및 각 주별 안내문을 검토한 후 이 양식을 작성해 주십시오.

PLEASE PROVIDE YOUR RESPONSES IN ENGLISH. / 모든 항목을 영어로 작성해 주십시오.

Are you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ill you be 18 years old on or before election day? 		
선거일 또는 그 이전에 18세 이상이 됩니까?
If you check “No” in response to either of these questions, do not complete form.

This space for office use only. / 공용란.

미국 시민권자입니까?

이 두 가지 질문 중 하나라도 “아니오”로 답해야 할 경우, 이 신청서를 작성하지 마십시오.

(Please see state-specific instructions for rules regarding eligibility to register prior to age 18.)
(18세 이전에도 유권자 등록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주별 안내문을 확인하십시오.)
Last Name / 성

1 Ms.

First Name / 이름

2

Home Address / 집주소

Apt. or Lot #

3

Address Where You Get Your Mail If Different From Above / 우편 수신 주소 (위 주소와 다른 경우에 한함)
Date of Birth/ 생년월일

4
7

Middle Name(s) / 중간 이름
City/Town / 시/타운

State / 주

Zip Code / 우편번호

City/Town / 시/타운

State / 주

Zip Code / 우편번호

Telephone Number (optional) / 전화번호 (선택 사항)

___________________________
Day / 일
Year / 년
Month / 월
Choice of Party (see item 7 in the instructions for your State) /
정당 선택 (해당 주 안내문의 7번항을 참조하십시오)

ID Number (See Item 6 in the instructions for your state) /
ID 번호 (해당 주 안내문의 6번항을 참조하십시오)

5
Race or Ethnic Group (see item 8 in the instructions for your State) /
인종 또는 인종 그룹 (해당 주 안내문의 8번항을 참조하십시오)

8

IV

6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 have reviewed my state’s instructions and I swear/affirm that: /
나는 우리 주에서 제공한 안내문을 숙지하였으며 다음을 확인 서약합니다.
■ I am a United States citizen / 나는 미국시민입니다.
■

I meet the eligibility requirements of my state and subscribe to any oath required. /

■

T he information I have provided is true to the best of my knowledge under penalty of perjury.
If I have provided false information, I may be fined, imprisoned, or (if not a U.S. citizen)
deported from or refused entry to the United States. /

나는 우리 주에서 요하는 유권자 등록 요건을 충족하며 이에 수반되는 모든 서약 요건을 따를 것입니다.

9

Please sign full name (or put mark) / 정식 이름으로 서명(또는 표시) 하십시오

내가 아는 한 이 신청서에 제공한 정보는 모두 사실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됨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만일 거짓 정보를 제공하였다면 벌금 및 수감, 또는 (미국 시민이 아닌 경우) 강제 출국 및 입국 거절의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Date / 일자:
Month / 월

Day / 일

Year / 년

If you are registering to vote for the first time: please refer to the application instructions for information on submitting copies of valid identification documents with this form.
미국 내에서 처음으로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유권자 등록을 하는 경우: 신청서 안내문(Application Instructions)을 참조하여 유효한 신분증이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제출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Please fill out the sections below if they apply to you.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정보를 기입하십시오.
If this application is for a change of name, what was your name before you changed it? /이름 변경을 위해 이 신청서를 사용하는 경우, 변경하기 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A Miss

Last Name / 성

First Name / 이름

Middle Name(s) / 중간 이름

IV

If you were registered before but this is the first time you are registering from the address in Box 2, what was your address where you were registered before?
과거에 유권자 등록을 했지만 2번항의 주소지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등록하는 경우, 과거에 등록했던 주소는 무엇입니까?

B

Street (or route and box number) / Street 주소 (또는 Route명과 Box 번호)

Apt. or Lot #

City/Town/County / 시/타운/카운티

State / 주

Zip Code / 우편번호

If you live in a rural area but do not have a street number, or if you have no address, please show on the map where you live.
주소가 없는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 또는 주소가 없는 경우, 거주 위치를 지도에 표시해 주십시오.
■
■
■

Write in the names of the crossroads (or streets) nearest to where you live. /
본인의 거주 위치와 가장 가까운 교차로 (또는 Street) 이름을 적습니다.
Draw an X to show where you live. / 본인의 거주 위치를 X자로 표시합니다.
Use a dot to show any schools, churches, stores, or other landmarks near where you live, and write the name of the landmark. /

NORTH / 북 

학교, 교회, 상점, 또는 기타 찾기 쉬운 건물의 위치를 작은 점으로 표시한 후 그 이름을 적습니다.

Example / 예
Route #2

C

Public School / 학교 ●

● Grocery Store / 식품점
Woodchuck Road

X

If the applicant is unable to sign, who helped the applicant fill out this application? Give name, address and phone number (phone number optional).
신청자가 직접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신청서 작성을 도와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선택 사항)를 기입하십시오.

D

Mail this application to the address provided for your State.
이 신청서를 본인이 속한 주에서 제공한 주소로 보내 우편 접수하십시오.
2003년 10월 29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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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란

FIRST CLASS
STAMP
NECESSARY
FOR
MAILING

Voter Registration Application/유권자 등록 신청서

Before completing this form, review the General, Application, and State specific instructions. / 일반 안내문, 신청서 안내문 및 각 주별 안내문을 검토한 후 이 양식을 작성해 주십시오.

PLEASE PROVIDE YOUR RESPONSES IN ENGLISH. / 모든 항목을 영어로 작성해 주십시오.

Are you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Yes

No

Yes

No

미국 시민권자입니까?

예

아니오

Will you be 18 years old on or before election day?
선거일 또는 그 이전에 18세 이상이 됩니까?
If you check “No” in response to either of these questions, do not complete form.

예

아니오

This space for office use only. / 공용란.

이 두 가지 질문 중 하나라도 “아니오”로 답해야 할 경우, 이 신청서를 작성하지 마십시오.

(Please see state-specific instructions for rules regarding eligibility to register prior to age 18.)
(18세 이전에도 유권자 등록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주별 안내문을 확인하십시오.)

1

(Circle one) / (택 1)
Mr.
Mrs.
Miss

Last Name / 성

First Name / 이름

2

Home Address / 집주소

3

Address Where You Get Your Mail If Different From Above / 우편 수신 주소 (위 주소와 다른 경우에 한함)

Apt. or Lot #

Date of Birth/ 생년월일

4
7

Middle Name(s) / 중간 이름

(Circle one) / (택 1)
Jr
Sr
II

Ms.
City/Town / 시/타운

State / 주

Zip Code / 우편번호

City/Town / 시/타운

State / 주

Zip Code / 우편번호

Telephone Number (optional) / 전화번호 (선택 사항)

___________________________
Day / 일
Year / 년
Month / 월
Choice of Party (see item 7 in the instructions for your State) /
정당 선택 (해당 주 안내문의 7번항을 참조하십시오)

인종 또는 인종 그룹 (해당 주 안내문의 8번항을 참조하십시오)

8

IV

ID Number (See Item 6 in the instructions for your state) /
ID 번호 (해당 주 안내문의 6번항을 참조하십시오)

5
Race or Ethnic Group (see item 8 in the instructions for your State) /

III

6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 have reviewed my state’s instructions and I swear/affirm that: /
나는 우리 주에서 제공한 안내문을 숙지하였으며 다음을 확인 서약합니다.
■ I am a United States citizen / 나는 미국시민입니다.
■

I meet the eligibility requirements of my state and subscribe to any oath required. /

■

T he information I have provided is true to the best of my knowledge under penalty of perjury.
If I have provided false information, I may be fined, imprisoned, or (if not a U.S. citizen)
deported from or refused entry to the United States. /

나는 우리 주에서 요하는 유권자 등록 요건을 충족하며 이에 수반되는 모든 서약 요건을 따를 것입니다.

9

Please sign full name (or put mark) / 정식 이름으로 서명(또는 표시) 하십시오

내가 아는 한 이 신청서에 제공한 정보는 모두 사실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됨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만일 거짓 정보를 제공하였다면 벌금 및 수감, 또는 (미국 시민이 아닌 경우) 강제 출국 및 입국 거절의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Date / 일자:
Month / 월

Day / 일

Year / 년

If you are registering to vote for the first time: please refer to the application instructions for information on submitting copies of valid identification documents with this form.
미국 내에서 처음으로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유권자 등록을 하는 경우: 신청서 안내문(Application Instructions)을 참조하여 유효한 신분증이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제출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Please fill out the sections below if they apply to you.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정보를 기입하십시오.
If this application is for a change of name, what was your name before you changed it? /이름 변경을 위해 이 신청서를 사용하는 경우, 변경하기 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A

Mr.
Mrs.
Miss
Ms.

Last Name / 성

First Name / 이름

Middle Name(s) / 중간 이름

(Circle one) / (택 1)
Jr

Sr

II

III

IV

If you were registered before but this is the first time you are registering from the address in Box 2, what was your address where you were registered before?
과거에 유권자 등록을 했지만 2번항의 주소지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등록하는 경우, 과거에 등록했던 주소는 무엇입니까?

B

Street (or route and box number) / Street 주소 (또는 Route명과 Box 번호)

Apt. or Lot #

City/Town/County / 시/타운/카운티

State / 주

Zip Code / 우편번호

If you live in a rural area but do not have a street number, or if you have no address, please show on the map where you live.
주소가 없는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 또는 주소가 없는 경우, 거주 위치를 지도에 표시해 주십시오.
■
■
■

Write in the names of the crossroads (or streets) nearest to where you live. /
본인의 거주 위치와 가장 가까운 교차로 (또는 Street) 이름을 적습니다.
Draw an X to show where you live. / 본인의 거주 위치를 X자로 표시합니다.
Use a dot to show any schools, churches, stores, or other landmarks near where you live, and write the name of the landmark. /

NORTH / 북 

학교, 교회, 상점, 또는 기타 찾기 쉬운 건물의 위치를 작은 점으로 표시한 후 그 이름을 적습니다.

Example / 예
Route #2

C

Public School / 학교 ●

● Grocery Store / 식품점
Woodchuck Road

X

If the applicant is unable to sign, who helped the applicant fill out this application? Give name, address and phone number (phone number optional).
신청자가 직접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신청서 작성을 도와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선택 사항)를 기입하십시오.

D

Mail this application to the address provided for your State.
이 신청서를 본인이 속한 주에서 제공한 주소로 보내 우편 접수하십시오.
2003년 10월 29일 개정

FOR OFFICIAL USE ONLY

공용란

FIRST CLASS
STAMP
NECESSARY
FOR
MAILING

각 주별 안내문

(State Instructions)

• 모든 선거일 이전에 18세 이상일 것

7. 정당 선택. 유권자 등록 시 정당

• 부도덕한 행위를 포함하여

가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당을

중범죄를 선고 받은 적이 없을 것

선택하지 않을 경우, “Undeclared

(또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가

(선택 안함)”으로 등록됩니다.

등록 마감 — 유권자 등록은 선거일

회복했을 것)

알래스카 주는 폐쇄식 예비 선거제를

14일 전에 마감됩니다. 신청서는

• 적격여부 심리(Competency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각 정당별로

선거일 15일 전에 소인이 찍혀 있거나

Hearing)를 통해 정신적 무능력자로

투표 용지가 다르며, 투표 용지에는

도달되어야 합니다.

판정받은 상태가 아닐 것

해당 정당의 후보자만 기재됩니다.

앨라배마 (Alabama)
개정일: 2016년 2월 1일

• 다음을 서약 또는 확인할 것:

또한 그 정당의 당원으로 등록한

6. ID 번호. 여러분이 하나를 가지고

“나는 미 연방 및 앨라배마주 헌법을

유권자만 그 투표용지로 투표할

있는 경우, 앨라배마 운전 면허증

지지하고 수호하며, 더 나아가 불법적

수 있습니다. “Undeclared

또는 앨라배마 비운전자 신분증 카드

수단으로 미 연방 및 앨라배마 주정부

(선택 안함)”또는 “초당파 (non-

번호를 제출해야 합니다. 앨라배마

전복을 옹호하는 이념의 신봉이나

partisan)”로 등록한 유권자의 경우

운전면허증 또는 앨라배마 비운전자

단체 가입을 거부할 것입니다.

관련법에서 정하는 투표용지들 중

신분증 카드가 없는 경우, 마지막 4

이 신청서에 담긴 정보는 모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리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제출해야

사실입니다. 신이여 도와주소서.”

8. 인종 또는 인종 그룹. 공란으로

합니다. 이 번호들을 발급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None”
(없음) 이라는 단어를 기재해야 하며,
여러분에게 고유 식별번호를 제공할
것입니다.

남겨 두십시오.
우편 주소:
Office of the Secretary of State
P.O. Box 5616
Montgomery, AL 36103-56166

7. 정당 선택. 선택 기재 항목입니다.
유권자 등록 시 정당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예비 선거, 의원 총회 또는
정당 대회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8. 인종 또는 인종 그룹. 필수 기재

알래스카

(Alaska)

개정일: 2006년 3월 1일

9. 서명. 알래스카 주의 유권자 등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시민일 것
• 이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18세 이상이 될 것
• 알래스카 주민일 것
• 중죄를 선고 받은 상태가 아닐 것
(무조건 석방된 경우 제외)

등록 마감 — 선거 30일전.

항목입니다. 하지만 기입하지

• 알래스카 이외의 주에 유권자로
등록돼 있지 않을 것

않더라도 신청서는 접수됩니다.

6. ID 번호. 알래스카 운전 면허증

신청서 안내문(Application

또는 알래스카 신원 증명 카드 번호

Instructions)에서 8번란 (2 페이지)

중 하나를 기입해야 합니다. 알래스카

에 기입 가능한 선택 항목의 목록을

운전 면허증 또는 알래스카 신원 증명

참조하여 작성하십시오.

카드가 없는 경우, 소셜 시큐리티

9. 서명. 앨라배마 주의 유권자 등록

번호(SSN) 뒤 4자리 수를 기입해야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니다. 위 3가지 번호 중 아무 것도

• 미국 시민일 것. 해당 등록 카운티

없는 경우 “NONE”(없음)이라고

위원회에서 등록 신청을 완료하면

적어 주십시오. 이 경우, 유권자 등록

이를 수락할 것입니다. 그러나

처리용 고유 번호가 할당되며, 이

신청서에 미국 시민권을 증명할

정보는 기밀 처리됩니다. 이 정보는

수 있는 충분한 증거자료가 없을

본인의 유권자 정보 관리 및 신원

경우에는 등록 신청이 거부될 수

확인시 보조 데이터용으로 사용

6. ID 번호. 모든 유권자 등록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알래스카 주 법령 제 15

양식에는 신청자의 유효한 애리조나

• 유권자 등록 당시 앨라배마 주 및

편에 의거함).

운전 면허증 또는 A.R.S. § 28-3165

우편 주소:
Division of Elections
State of Alaska
PO Box 110017
Juneau, AK 99811-0017

애리조나 (Arizona)
개정일: 2006년 3월 1일

등록 마감 — 선거 29일전.

에 의거해 발행된 비운전자 신분증

해당 카운티 주민일 것

3

각 주별 안내문
(Non-operating Identification
License) 번호를 기입해야 합니다.
현재 유효한 애리조나 운전 면허증

(State Instructions)

아칸소

(Arkansas)

캘리포니아

(California)

개정일: 2006년 3월 1일

개정일: 2006년 3월 1일

등록 마감 — 선거 30일전.

등록 마감 — 선거 15일전.

합니다. 유효한 운전 면허증, 비운전자

6. ID 번호. 모든 유권자 등록

6. ID 번호. 유권자 등록 시,

신분증,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모두

양식에는 신청자의 운전 면허증

캘리포니아 운전 면허증 또는

없는 경우, “NONE”(없음)이라고

번호 또는 비운전자 신분증(Non-

캘리포니아 신분증 소지자는 그

적어 주십시오. 아리조나주 정무

operating Identification License)

번호를 기입해야 합니다. 운전

장관실에서 신원 확인용 고유 번호를

번호를 기입해야 합니다. 운전 면허증

면허증이나 신분증이 없는 경우 소셜

할당해 드립니다.

또는 비운전자 신분증이 없는 경우

시큐리티 번호(SSN)의 뒤 4자리수를

7. 정당 선택. 투표지에 후보 등재

소셜 시큐리티 번호(SSN)의 뒤 4

기입해야 합니다. 이 정보가 신청서에

자격을 갖춘 정당에 등록할 경우, 해당

자리수를 기입해야 합니다. 운전

기입되지 않은 경우, 투표 시 신원

정당의 예비선거 투표에 참여할 수

면허증, 비운전자 신분증, 소셜 시큐리티

증명을 해야 합니다.

번호가 모두 없는 경우, “NONE”(없음)

7. 정당 선택. 유권자 등록 시 같이

또는 비운전자 신분증은 없으나 소셜
시큐리티 번호(SSN)가 있는 경우,
그 번호의 뒤 4자리수를 기입해야

있습니다. 무소속(Independent), 선호
정당 없음(No party preference),
또는 투표지에 후보 등재 자격을
갖추지 못한 정당의 당원으로 등록할
경우, 여러 공인 정당의 예비 선거
투표지 중 하나를 선택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8. 인종 또는 인종 그룹. 공란으로
남겨 두십시오.
9. 서명. 애리조나 주의 유권자 등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시민일 것
• 다음 선거일로부터 최소 29일전에
애리조나 및 해당 카운티에 거주하는
주민일 것
• 다음 총선일 혹은 그 이전에 18세
이상일것
• 반역죄 혹은 중범죄로 선고 받은
적이 없을 것 (또는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복원 받았을 것)
• 현재 법원에 의한 법적 자격 박탈
상태가 아닐 것
우편 주소:
Secretary of State/Elections
1700 W. Washington, 7th Floor
Phoenix, AZ 85007-2888

이라고 적어 주십시오. 주정부에서 신원
확인용 고유 번호를 할당해 드립니다.

7. 정당 선택. 선택 기재 항목입니다.
유권자 등록 시 정당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정당의 예비 선거, 의원 총회
또는 정당 대회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8. 인종 또는 인종 그룹.
공란으로 남겨 두십시오.
9. 서명. 아칸소 주의 유권자 등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시민일 것
• 신청서 2번란의 아칸소 주소에
거주할 것
• 다음 다음 선거일 혹은 그 이전에
18세 이상일 것
• 중범죄로 선고 받은 죄인이 아닐
것 (또는 만기 복역 후 출소하였거나
사면받았을 것)
• 타 선거구에서 투표할 자격을
주장하지 않을 것
• 관할 법원에서 정신적 무능력자로
판정받은 적이 없을 것
우편 주소:
Secretary of State
Voter Services
P.O. Box 8111
Little Rock, AR 72203-8111

4

등록하고자 하는 정당의 이름을
기입하십시오. 정당을 선택하지
않으려면 해당란에 “Decline
to State”(진술 거부)라고 적어
주십시오. 캘리포니아법에 따라,
주요 정당에의 가입 여부를 “진술
거부”한 유권자 또는 비주류 정당에
가입한 유권자는 캘리포니아 정무
장관실에 정식 통보한 주요 정당 중
하나의 예비 선거 투표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정당 미가입 유권자의
예비 선거 참여를 허용하는 정당들에
대한 정보는 1-800-345-VOTE로
문의하거나 웹사이트 www.ss.ca.gov
를 참조하십시오.
8. 인종 또는 인종 그룹. 공란으로
남겨 두십시오.
9. 서명. 캘리포니아 주의 유권자 등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시민일 것
• 캘리포니아 주민일 것
• 다음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일 것
• 중죄를 선고받은 후 수감 중이거나
집행 유예 중이 아닐 것
• 현재 정신적 무능력자로 법원
판정을 받은 상태가 아닐 것 자필
서명을 해야 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각 주별 안내문
만족하는 경우, 등록 카드의 해당란에 서명

Colorado Secretary of State
1700 Broadway, Suite 270
Denver, Colorado 80290

후 서명한 날짜를 기입해 주십시오.

우편 주소:
Secretary of State
Elections Division
1500 11th Street
Sacramento, CA 95814

콜로라도

(Colorado)

개정일: 2008년 3월 28일

등록 마감 — 선거 29일전. 소인없이
도착한 우편 신청서의 경우, 등록 마감
5일전까지 접수해야 합니다.
6. ID 번호. 유권자 등록 신청 시
주정부에서 발행한 운전 면허증 또는
ID 번호를 기입해야 합니다. 운전
면허증이나 주정부 발행 ID가 없는
경우, 소셜 시큐리티 번호(SSN) 뒤
4자리수를 기입해야 합니다. 운전
면허증, 주정부 발행 ID 카드,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모두 없는 경우,
“NONE”(없음)이라고 적어
주십시오. 주정부에서 신원 확인용
고유 번호를 할당해 드립니다.
7. 정당 선택. 특정 정당의 예비
선거, 의원 총회 또는 정당 대회에
참가하려면 유권자 등록 시 그 정당을
선택해야 합니다.
8. 인종 또는 인종 그룹. 공란으로
남겨 두십시오.
9. 서명. 콜로라도 주의 유권자 등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시민일 것
• 해당 선거 30일 이전에 콜로라도
주민일 것
• 해당 선거일 혹은 그 이전에 18세
이상일 것

(State Instructions)

코네티컷

(Connecticut)

개정일: 2006년 3월 1일

등록 마감 — 선거 14일전.
6. ID 번호. 코네티컷 운전 면허증
번호, 운전 면허증이 없는 경우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SSN) 뒤 4자리수를
기입 하십시오.
7. 정당 선택. 선택 기재 항목입니다.
단, 특정 정당의 예비 선거, 의원 총회
또는 정당 대회에 참가하려면 유권자
등록 시 그 정당을 선택해야 합니다.
8. 인종 또는 인종 그룹. 공란으로
남겨 두십시오.
9. 서명. 코네티컷 주의 유권자 등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시민일 것
• 코네티컷 및 해당 선거구 타운의
주민일 것
• 17세 이상일 것. 단, 투표는 18세
이후에 가능.
• 이전에 중죄를 선고받은 일이 있는
경우 수감을 마쳤거나 가석방 되었을
것, 그리고 유권자 등록국(Registrars
of Voters)에서 투표권을 복원 받았을
것.
• 투표 참여와 관련하여 현재
법원에서 정신적 무능력자로
판정받은 상태가 아닐 것.
우편 주소:
Secretary of State
Elections Division
30 Trinity Street
Hartford, CT 06106

• 형무소에 구류된 상태 또는 법정
선고를 받아 복역 중이 아닐 것
우편 주소:

델라웨어 (Delaware)
개정일: 2012년 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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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마감 — 예비 선거 및 총선거의
경우 선거 4주전 토요일. 보궐 선거의
경우는 선거 10일전.
6. ID 번호. 유권자 등록 신청서에는
델라웨어 주 운전 면허증 또는
비운전자 신분증(Non-operating
Identification) 번호를 기입해야
합니다. 운전 면허증 또는 비운전자
신분증이 없는 경우, 소셜 시큐리티
번호(SSN) 뒤 4자리수를 기입해야
합니다. 운전 면허증, 비운전자
신분증,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모두
없는 경우, “NONE”(없음)이라고
적어 주십시오. 주정부에서 신원
확인용 고유 번호를 할당해 드립니다.
7. 정당 선택. 특정 정당의 예비
선거, 의원 총회 또는 정당 대회에
참가하려면 유권자 등록 시 그 정당을
선택해야 합니다.
8. 인종 또는 인종 그룹. 공란으로
남겨 두십시오.
9. 서명. 델라웨어 주의 유권자 등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시민일 것
• 델라웨어의 영구 주민일 것
• 다음 선거일에 최소 18세 이상일 것
•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중죄인의
경우 투표 자격이 주어집니다 유권자 등록 신청일로부터 최소 5
년전에 벌금형 및 복역형을 마친
경우. 이는 중죄 선고 사실만으로
중죄인, 즉 살인자, 성범죄자,
뇌물수수 및 공권력 오남용과 관련된
공공 행정 범죄자의 투표권을 박탈할
수 없기 때문임.
• 정신적 무능력자가 아닐 것
우편 주소:
State of Delaware
Office of the State Election
Commissioner
905 S. Governors Ave.,
Suite 170
Dover, DE 19904

각 주별 안내문
컬럼비아 특별구 (District of Columbia)
개정일: 2003년 10월 29일

(State Instructions)

6. ID 번호. 플로리다 운전 면허증 또는
플로리다 ID 카드 소지자의 경우, 해당
번호를 기입해야 합니다. 플로리다 운전

조지아 (Georgia)
개정일: 2016년 2월 1일

면허증 또는 플로리다 ID 카드가 없는
등록 마감 — 선거 30일전.

경우, 소셜 시큐리티 번호(SSN) 뒤 4

등록 마감 — 총 예비 선거, 총 선거,

자리수를 기입해야 합니다. 위 번호 중

후보자지명 예비선거, 또는 조지아

6. ID 번호. 현행 연방 정부법에

아무 것도 없는 경우“NONE”(없음)

주 선거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일정이

따라 모든 유권자 등록 신청서에

이라고 적어 주십시오.

잡힌 보궐 선거의 경우 선거 5주전

운전 면허증 또는 소셜 시큐리티

7. 정당 선택. 특정 정당의 예비

월요일. 조지아 주 선거법에 정한

번호(SSN) 뒤 4자리수가 기입되어

선거, 의원 총회 또는 정당 대회에

바와 달리 일정이 잡힌 보궐 선거의

있어야 정상적으로 등록 처리를 할 수

참가하려면 유권자 등록 시 그 정당을

경우, 선거일 공표 5일후 등록 업무가

있습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마감됩니다.

7. 정당 선택. 특정 정당의 예비

8. 인종 또는 인종 그룹. 이 란에

선거, 의원 총회 또는 정당 대회에

작성하십시오(의무사항 아님). 신청서

6. ID 번호. 연방 정부법에 따라 GA

참가하려면 유권자 등록 시 그 정당을

안내문(Application Instructions)

운전 면허증 번호 또는 GA 주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에서 8번란 (2 페이지)에 기입 가능한

발급한 ID 번호를 정확히 기입해야

8. 인종 또는 인종 그룹. 공란으로

선택 항목의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합니다. GA 운전 면허증이나 GA

남겨 두십시오.

9. 서명. 플로리다 주의 유권자 등록

ID 카드가 없는 경우, 소셜 시큐리티

9. 서명. 컬럼비아 특별구의 유권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번호(SSN) 뒤 4자리수를 기입해야

등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시민일 것

합니다. 또한, 선택에 따라 9자리

• 미국 시민일 것

• 플로리다 및 등록하고자 하는 해당

수를 모두 기입할 수 있습니다. 이 때

• 다음 선거일로부터 최소 30일

카운티의 합법적 주민일 것

신청자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SSN)는

이전에 컬럼비아 특별구 주민일 것

• 18세 이상일 것 (16세 이상 조기

기밀로 처리되며, 다른 주정부 기관의

• 다음 선거일 혹은 그 이전에 18세

등록가능)

데이터베이스와 자료 비교 목적으로는

이상일 것

• 플로리다 또는 타 주에서의 투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GA 운전

• 중죄를 선고 받고 복역 중인

행위와 연관하여 정신적 무능력자

면허증이나 소셜 시큐리티 번호(SSN)

상태가 아닐 것

판정을 받은 상태가 아니거나 판정을

가 모두 없는 경우, 신원 확인용 고유

• 법원에서 “정신적 무능력자”로

받은 경우 투표권을 우선 복원해야 함

번호를 할당해 드립니다.

판정 받은 적이 없을 것

• 중범죄로 선고 받지 않았거나 선고

7. 정당 선택. 특정 정당의 예비

• D.C.이외 타 주에서 투표권을

받고 시민권이 박탈된 경우 시민권을

선거, 의원 총회 또는 정당 대회에

주장하지 않을 것

우선 복원해야 함

참가하려면 유권자 등록 시 그 정당을

• 다음을 서약 또는 확인할 것-

선택해야 합니다.

“나는 미연방 및 플로리다 주 헌법을

8. 인종 또는 인종 그룹. 필수

지키고 수호할 것이며, 플로리다

기재 항목입니다. 신청서 안내문

주 헌법에 따른 유권자 자격을 모두

(Application Instructions)에서 8

갖추고 있으며 신청의 모든 정보는

번란 (2 페이지)에 기입 가능한

사실입니다.”

선택 항목의 목록을 참조하여

우편 주소:
District of Columbia Board of
Elections & Ethics
441 4th Street, NW, Suite 250
Washington, DC 20001-2745

플로리다 (Florida)
개정일: 2011년 11월 30일

등록 마감 — 선거 29일전.

작성하십시오.
우편 주소:
State of Florida
Department of State
Division of Elections
The R.A. Gray Building
500 South Bronough St, Rm 316
Tallahassee, Florida 32399-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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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서명. 조지아 주의 유권자 등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시민일 것
• 조지아 및 등록하고자 하는 해당
카운티의 합법적 주민일 것

각 주별 안내문

(State Instructions)

• 유권자 등록 후 6개월내에 18세

• 16세 이상일 것 (투표에

이상이며, 투표 참여 시 18세 이상일

참여하려면 선거일 기준 18세

것

이상이어야 함)

• 중죄 선거를 받아 복역 중인

• 중죄 선고로 수감 중이 아닐 것

상태가 아닐 것

• 법원에서 “non compos

• 정신적 무능력자 판정을 받은 적이

mentis”(정신적 무능력자) 판정을

없을 것. 단, 해당 장애가 치유된 경우

받은 상태가 아닐 것

일리노이 (Illinois)
개정일: 2012년 8월 14일

등록 마감 — 각 선거일 28일전.
6. ID 번호. 투표를 하기 위해 유권자
등록을 할 시, 신청자의 운전 면허증

제외.
• 미국 시민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투표할 자격이
있습니다.
우편 주소:
Elections Division
Office of the Secretary of State
2 Martin Luther King Jr. Drive
Suite 802 Floyd West Tower
Atlanta, Georgia 30334

우편 주소:
Office of Elections
State of Hawaii
802 Lehua Avenue
Pearl City, HI 96782

아이다호 (Idaho)
개정일: 2006년 3월 1일

개정일: 2006년 3월 1일

등록 마감 — 선거 30일전.

경우에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SSN)
뒤 4자리수를 기입하십시오. 운전
면허증과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모두
없는 경우, “NONE”(없음)이라고
적어 주십시오. 주정부에서 신원
확인용 고유 번호를 할당해 드립니다.
7. 정당 선택. 유권자로 등록하기 위해
정당에 등록하거나 선호 정당을 밝힐

등록 마감 — 선거 25일전.

하와이 (Hawaii)

번호를 요합니다. 운전 면허증이 없는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비 선거
투표에 참여할 시, 선호 정당을 택해야

6. ID 번호. 신청자의 운전 면허증

합니다.

번호를 기입하십시오. 운전 면허증이

8. 인종 또는 인종 그룹. 공란으로

없는 경우, 소셜 시큐리티 번호(SSN)

남겨 두십시오.

뒤 4자리수를 기입하십시오.

9. 서명. 자필 서명을 해야 합니다.

7. 정당 선택. 유권자 등록 시 정당을

등록 신청서에 서명이 누락되면

6. ID 번호. 신청자의 소셜 시큐리티

선택하지 않더라도 예비 선거, 의원

유권자 등록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번호(SSN) 9자리 수를 모두 기입해야

총회 또는 정당 대회에 참가할 수

않았다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

합니다. 이는 유권자 부정 등록을

있습니다.

일리노이 주의 유권자 등록 요건을

통한 부정 투표를 막기 위함입니다.

8. 인종 또는 인종 그룹. 공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시 신청서가

남겨 두십시오.

• 미국 시민일 것

정상 접수되지 않습니다 (하와이주

9. 서명. 아이다호 주의 유권자 등록

• 다음 선거일로부터 최소 30일

개정법 11-15항에 의거함).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에 일리노이 및 해당 선거구

7. 정당 선택. 유권자로 등록하기 위해

• 미국 시민일 것

주민일 것

“정당 선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선거 30일 이전에 아이다호 및

• 다음 선거일 혹은 그 이전에 18세

8. 인종 또는 인종 그룹. 신청자의

해당 카운티 주민일 것

이상일 것

인종 또는 인종 그룹 정보는 유권자

• 최소 18세 이상일 것

• 중죄로 선고 받아 복역 중인

등록을 위한 필수 기입 항목이

• 중범죄로 선고 받은 적이 없고

상태가 아닐 것

아닙니다.

시민권을 복원 받지 못하거나 형사범

• 다른 선거구에서 투표권을

9. 서명.

선고를 받아 수감 중인 상태가 아닐

주장하지 않을 것

하와이 주의 유권자 등록 요건은 다음과

것

같습니다.

• 미국 시민일 것
• 하와이 주민일 것

우편 주소:
Secretary of State
P.O. Box 83720
State Capitol Bldg.
Boise, ID 83720-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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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주소:
State Board of Elections
2329 S. MacArthur Boulevard
Springfield, Illinois 62704

각 주별 안내문
인디애나 (Indiana)
개정일: 2006년 3월 1일

(State Instructions)

늦게 도착되었더라도 정상 접수

• 해당 선거구 외의 다른 곳애서

처리됩니다.

투표할 권리를 포기할 것

*위에서 언급된 등록 마감일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선거 당일 등록에 관한

등록 마감 — 선거 29 일전.

안내문을 참조하여 유권자 등록을
하고 바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6. ID 번호. 인디애나 주 유권자

아이오와 정무 장관(Iowa Secretary of

ID 번호는 인디애나주에서 발급한

State)실 웹사이트 문서 http://www.sos.

운전 면허증 번호 10자리 수입니다.

state.ia.us/pdfs/elections/EDRbrochure.

인디애나주 운전 면허증이 없는 경우,

pdf를 참조하십시오.

소셜 시큐리티 번호(SSN) 뒤
4자리수를 기입하십시오. 둘 중 어떤
번호를 기입했는지 표시해 주십시오.
(인디애나 주법 3-7-13-13에
의거함)
7. 정당 선택. 공란으로 남겨
두십시오.

우편 주소:
Elections Division
Office of the Secretary of State
Lucas Building-1st Floor
321 E. 12th Street
Des Moines, IA 50319

캔자스 (Kansas)

6. ID 번호. 아이오와 주 유권자 ID
번호는 아이오와주 운전 면허증 번호 (

개정일: 2016년 2월 1일

또는 비운전자 ID 번호)가 있는 경우,

등록 마감 — 선거 21일전까지 도착,

그와 동일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소셜

혹은 우편 소인이 찍힌 신청서에 한해

시큐리티 번호(SSN) 뒤

등록 처리됩니다.

4자리수를 기입하십시오. 신청자가
기입한 ID 번호는 아이오와 교통부

6. ID 번호. 유권자 등록 양식에는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캔자스 에서 발급된 운전 면허증

또는 아이오와 사회복지부(Social

번호 또는 비운전자 ID카드 번호를

Security Administration) 자료를

기입해야 합니다. 운전 면허증과

통해 검증됩니다.

비운전자 ID카드 둘다 없는 경우는

7. 정당 선택. 특정 정당의 예비

소셜 시큐리티 번호(SSN) 뒤

선거에 참여하고자 할 시, 유권자

4자리수를 기입해야 합니다.

등록 시 미리 그 정당에 등록해 둘 수

하십시오. 운전 면허증과 비운전자

있으나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예비

ID카드, 소셜 시큐리티 번호 세 가지

선거 당일 투표장에서 정당에 새로

모두 없는 경우, “NONE”(없음)

가입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할 수

이라고 적어 주십시오. 주정부에서

있습니다.

신원 확인용 고유 번호를 할당해

8. 인종 또는 인종 그룹. 공란으로

드립니다. 신청자가 제공한 신분증

남겨 두십시오.

번호는 행정 관리 상의 목적으로만

9. 서명. 아이오와 주의 유권자 등록

사용되며,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않습니다 (KSA 25-2309에 의거함).

• 미국 시민일 것

7. 정당 선택. 특정 정당의 예비

• 아이오와 주민일 것

선거, 의원 총회 또는 정당 대회에

• 출생 후 17년 6개월이 지났을 것 (

참가하려면 유권자 등록 시 그 정당을

투표는 18세가 되는 날부터 가능)

선택해야 합니다.

• 중범죄로 선고 받은 적이 없을 것 (

8. 인종 또는 인종 그룹. 공란으로

등록 마감 — 주 예비선거 또는

또는 투표권을 복원 받았을 것)

남겨 두십시오.

총선거의 경우, 선거

• 현재 법원의 “투표 불능자”

9. 서명. 캔자스 주의 유권자 등록

10일전 오후 5시. 그 외의 경우

선고를 받은 상태가 아닐 것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거 11일전.* 선거일로부터 15

• 하나 이상의 선거구에서 투표권을

• 미국 시민일 것

일전 혹은 그 이전 날짜로 우편

주장하지 않을 것

• 캔자스주민일 것

8. 인종 또는 인종 그룹. 공란으로
남겨 두십시오.
9. 서명. 인디애나 주의 유권자 등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시민일 것
• 다음 선거 최소 30일 이전에 해당
선거구 주민일 것
• 다음 총선일 기준 18세 이상일 것
• 중죄로 선고 받아 복역 중인
상태가 아닐 것
우편 주소:
Election Division
Office of the Secretary of State
302 West Washington Street,
Room E-204
Indianapolis, IN 46204-2743

아이오와 (Iowa)
개정일: 2008년 3월 28일

소인이 찍힌 경우, 실제 신청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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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주별 안내문

(State Instructions)

• 다음 선거일 혹은 그 이전에 18세

• (10) 미 국토 안보부에서 발행한

• 켄터키 주민일 것

이상일 것

KIC 분류 및 아메리칸 인디언 카드.

• 해당 선거 28일 이전에 해당

• 국무장관 또는 해당 카운티 선거

• (11) 신청자의 이름과 미국 내

카운티 주민일 것

담당관에게 신청서 제출 후 90일

출생지를 알 수 있는 최종 입양

• 다음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일 것

이내에 미국 시민권을 증명할 수

판결문.

• 중죄로 선고 받은 상태가

있는 문서 또는 이와 관련된 사본을

• (12) 신청자의 미국 출생지를 알

아니거나, 중죄 선고를 받았다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 있는 공식 미군 서비스 기록.

하더라도 완전 사면 조치에 따라

• 중범죄로 선고 받은 경우 복역을

• (13) 신청자의 미국 출생지를 알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복원 받았을 것

모두 마쳤을 것. 중죄로 선고 받아

수 있는 신청자의 출생 당시 미국

• 법원에서 정신적 무능력자로

복역 중인 사람은 투표 자격을

병원 기록에서 발췌한 문서.

판정받은 적이 없을 것

상실함.

위에 열거된 문서 중 어느 하나라도

• 켄터키 이외의 주에서 투표권을

• 다른 어느 장소, 다른 어느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K.S.A.

주장하지 않을 것

이름으로도 투표권을 주장하지 않을

§ 25-2309(m)에서 기술되어

것

있는 프로세스를 통해 시민권을

• 관할 법원으로부터 투표권을

선택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제한받은 상태가 아닐 것
• K.S.A. § 25-2309(l)에서
필요로 하는 미국 시민권을 증명할 수
있는 신청 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미국 시민권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 주소:
Secretary of State
1st Floor, Memorial Hall
120 SW 10th Ave.
Topeka, KS 66612-1594

우편 주소:
State Board of Elections
140 Walnut Street
Frankfort, KY 40601-3240

루이지애나

(Louisiana)

개정일: 2012년 8월 14일

증거 자료인 사진이 있는 운전면허증
또는 비운전자 주 신분증 카드를
소지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 (2) 미국에서 출생을 증명하는

켄터키

(Kentucky)

6. ID 번호. 루이지애나(Louisiana)

개정일: 2006년 3월 1일

운전면허증 또는 루이지애나

출생 증명서.
• (3) 신청자 및 신청자의 여권

등록 마감 — 선거 30일전.

등록 마감 — 선거 29일전.

특별 신분증(Louisiana special
identification card )이 있는 경우, 이

번호를 확인할 수 있고 미국 여권의
만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효하고

6. ID 번호. 신청자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기입해야 합니다. 위 신분증이

적절한 페이지.

번호(SSN)를 요합니다. 이 정보는

없는 경우, 최소한 소셜 시큐리티

• (4) 미국 시민권을 나타내는 귀화

행정 관리 상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번호(SSN)의 마지막 4자리수를

문서.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기입해야 합니다. 전체 소셜 시큐리티

• (5) 미국 시민권을 알 수 있는

(KRS 116.155에 의거함). 소셜

번호(SSN) 기입 여부는 자의에

1952년 이민 및 귀화법 및 그 개정에

시큐리티 번호(SSN)를 기입하지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가

따라 연방정부에서 발행한 문서.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유권자 등록이

루이지애나 운전면허증, 루이지애나

• (6) 인디언 문제 관련 부서 카드

거절되지 않습니다.

특별 신분증,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번호, 부족 조약 카드 번호 또는 부족

7. 정당 선택. 특정 정당의 예비

없는 경우, 지원서에 다음 항목 중

등록번호.

선거, 의원 총회 또는 정당 대회에

하나를 첨부해야 합니다. (a) 최근

• (7) 해외 미국 시민 출생에 대한

참가하려면 유권자 등록 시 그 정당을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 사본. (b)

영사 출생 보고서.

선택해야 합니다.

지원자의 이름과 주소가 나와있는

• (8)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가

8. 인종 또는 인종 그룹. 공란으로

최근 공과금 고지서(utility bill),

발행한 시민권 증명서.

남겨 두십시오.

은행거래내역서(bank statement),

• (9) 미 국무부가 발행한 출생 신고

9. 서명. 켄터키 주의 유권자 등록

정부발행 수표(government check),

증명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료지급수표(paycheck), 또는 기타

• 미국 시민일 것

정부 문서의 사본. 등록담당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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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어느 누구도 등록된 유권자의

메인

소셜 시큐리티 번호(SSN)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배포할

(State Instructions)
(Maine)

개정일: 2012년 8월 14일

수 없습니다. (R.S. 18:104 and 154;

6. ID 번호. 현재 유효한 메릴랜드
운전 면허증 또는 차량 행정국(Motor
Vehicle Administration)에서 발급한
ID 카드가 있는 경우, 두 가지 중

42 U.S.C. § 405).

등록 마감 — 선거일 21일 전 도착분에

하나의 번호를 기입해야 합니다. 현재

7. 정당 선택. 가입 정당을 기재하지

한함 (방문 접수할 경우는 선거

유효한 메릴랜드주 운전 면허증과

않으면 대통령 후보자 지명 예비 선거

당일까지 등록 가능).

차량 행정국 발급 ID 카드가 모두 없는

및 당 위원회 임원 선거에 투표할 수

경우, 소셜 시큐리티 번호(SSN) 뒤 4

없습니다. 그 밖의 선거에 참여하기

6. ID 번호. 신청자의 유효한 메인주

자리수를 기입해야 합니다. 단, 자발적

위해서는 정당 가입이 필요하지

운전 면허증 번호를 기입해야 합니다.

의사에 따라 소셜 시큐리티 번호 9

않습니다.

유효한 메인주 운전 면허증이 없는

자리 수를 모두 기입할 수 있습니다.

8. 인종 또는 인종 그룹. 필수

경우, 소셜 시큐리티 번호(SSN) 뒤

선거 공무원이 유권자 등록자의

기재 항목입니다. 신청서 안내문

4자리수를 기입해야 합니다. 위 2

정확한 소셜 시큐리티 번호(SSN) 9

(Application Instructions)에서 8

가지 ID가 모두 없는 경우, 해당란에

자리 수를 모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번란 (2 페이지)에 기입 가능한

“NONE”(없음)이라고 적어

권한은 메릴랜드 법령 주석의 선거법

선택 항목의 목록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조항 3-202에 의거합니다. 신청자가

작성하십시오.

7. 정당 선택. 유권자 등록 시 정당

제공한 SSN 번호는 유권자 등록 및

9. 서명. 루이지애나 주의 유권자 등록

등록을 하지 않으면

기타 행정 관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정당이 달리 허용하지 않는 한)

기밀로 처리됩니다.

• 미국 시민일 것

그 정당의 예비 선거, 의원 총회 또는

7. 정당 선택. 특정 정당의 예비 선거

• 루이지애나 주민일 것(거주지

정당 대회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투표에 참여하려면 유권자 등록 시 그

주소는 주택 공제 신청을 한 경우,

8. 인종 또는 인종 그룹. 공란으로

정당을 선택해야 합니다.

해당 주소와 동일해야 합니다. 단,

남겨 두십시오.

8. 인종 또는 인종 그룹. 공란으로

요양원(nursing home) 또는 퇴역군인

9. 서명. 메인주의 유권자 등록 요건은

남겨 두십시오.

요양 시설(veterans’ home)에서

다음과 같습니다.

9. 서명. 메릴랜드 주의 유권자 등록

거주 중이며 이 주소를 사용할 수

• 미국 시민일 것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있는 거주자 또는 주택 공제를 받은

• 메인주 및 투표하려는 시 선거구의

• 미국 시민일 것

집 거주자는 제외됩니다. 잠시 휴학

주민일 것

• 메릴랜드 주민일 것

중인 대학생의 경우, 집주소 또는 현

• 최소 17세 이상일 것 (투표는 18

• 다음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일 것

학교 거주주소를 사용하여 선거에

세부터 가능)

• 정신 장애자로 판정받아 보호 중인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최소 17세 이상이며, 선거에
참여하는 다음 선거일 이전에 18세
이상이 될 것
• 중죄로 선고 받아 수감 중이 아닐
것

상태가 아닐 것
우편 주소:
Elections Division
Bureau of Corporations,
Elections and Commissions
101 State House Station
Augusta, ME 04333-0101

• 정신적 무능력자로 금치산 선거를
받은 상태가 아닐 것
우편 주소:
Secretary of State
Attention: Voter Registration
P.O. Box 94125
Baton Rouge, LA 70804-9125

• 투표 매매 관련 범죄로 선고받은
적이 없을 것
• 중범죄로 선고 받은 적이 없을
것, 또는 선고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법원이 명한 복역 기간(각종 사면
또는 집행 유예 기간 포함) 을 마쳤을

메릴랜드 (Maryland)
개정일: 2008년 6월 26일

등록 마감 — 선거 21일전 오후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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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우편 주소:
State Board of Elections
P.O. Box 6486
Annapolis, MD 21401-0486

각 주별 안내문
메사추세츠 (Massachusetts)
개정일: 2006년 3월 1일

(State Instructions)

미시간

(Michigan)

또는 개인 ID 카드 부착용 스티커를
신청자에게 보내 드립니다.

주의: 우편으로 유권자 등록을 한 후

개정일: 2006년 3월 1일

처음으로 투표할 때는 지정 선거구로
등록 마감 — 선거 20일전.

등록 마감 — 선거 30일전.

6. ID 번호. 연방법에 따라 유권자

6. ID 번호. 유권자 등록 신청서에는

• 미시간 주법에서 인정하는

등록 신청 시 운전 면허증 번호를

미시간 주에서 발급받은 운전

장애자인 경우

기입해야 합니다. 현재 유효한

면허증 또는 개인 ID 카드(Personal

• 60세 이상인 경우

메사추세츠주 운전 면허증이 없는

Identification Card) 번호를 기입해야

• 일시적으로 외국에 거주 중인 경우

경우, 소셜 시큐리티 번호(SSN) 뒤

합니다. 미시간 주 운전 면허증과

4자리수를 기입하십시오. 위 두 ID가

개인 ID 카드 둘다 없는 경우,

모두 없는 경우, 6번란에 “NONE”

신청자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SSN)

(없음)이라고 적으시면, 신원 확인용

뒤 4자리수를 기입하십시오. 운전

고유 번호를 할당해 드립니다.

면허증과 개인 ID, 소셜 시큐리티

7. 정당 선택.

번호가 모두 없는 경우, “NONE”

이 란에 정당을 지명하지 않으면, 정당

이라고 적어 주십시오. 주정부에서

미등록자 유권자로 등록됩니다. 정당

신원 확인용 고유 번호를 할당해

미등록 유권자라 하더라도 정당 예비

드립니다.

선거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7. 정당 선택. 유권자로 등록하기 위해

하지만 특정 정당의 대통령 후보 지명

“정당 선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록 마감 — 선거 21일전 오후 5

예비 선거 투표에 참여 하려면, 선거

8. 인종 또는 인종 그룹. 공란으로

시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한함 (선거

당일 그 당의 당원으로 등록해야

남겨 두십시오.

당일 투표장에서도 등록 가능)

합니다.

9. 서명. 미시간 주의 유권자 등록

8. 인종 또는 인종 그룹.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6. ID 번호. 유권자로 등록하려면

공란으로 남겨 두십시오.

• 미국 시민일 것

미네소타 운전 면허증 번호 또는

9. 서명. 메사추세츠 주의 유권자 등록

• 다음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일 것

미네소타 ID 번호를 기입해야 합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시간 주민이며 최소 선거 30일

미네소타 운전 면허증과 미네소타 ID

• 미국 시민일 것

이전에 해당 타운의 주민일 것

둘다 없는 경우, 소셜 시큐리티 번호

• 메사추세츠 주민일 것

• 중죄로 선고 및 판결 받아 복역

(SSN) 뒤 4자리수를 기입하십시오.

• 다음 선거일 혹은 그 이전에 18세

중인 상태가 아닐 것

위 3가지 ID 중 아무 것도 없는

직접 방문 투표해야 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우편 주소:
Michigan Department of State
Bureau of Elections
P.O. Box 20126
Lansing, MI 48901-0726

미네소타

(Minnesota)

개정일: 2008년 12월 31일

경우, “NONE” (없음)이라고 적어

이상일 것
• 선거 관련 부정 행위로 유죄

유의 사항: 미시간 주법에 따라

주십시오.

선고를 받은 적이 없을 것

유권자 등록 주소는 운전 면허증에

7. 정당 선택. 공란으로 남겨

• 투표 행위와 관련하여 후견인의

기재된 주소와 동일해야 합니다.

두십시오.

보호를 받는 상태가 아닐 것

따라서, 이 신청서에 기입한 거주지

8. 인종 또는 인종 그룹. 공란으로

• 중죄로 선고 받아 복역 중인

주소가 미시간 운전 면허증이나 개인

남겨 두십시오.

상태가 아닐 것

ID 카드의 주소와 일치하지 않는

9. 서명. 미네소타 주의 유권자 등록

경우, 미시간 정무 장관실 재량으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의 운전 면허증 또는 개인 ID

• 미국 시민일 것

카드의 주소를 이 신청서에 기입한

• 다음 선거 20일 이전에 미네소타

주소로 변경됩니다. 주소 변경이

주민일 것

이루어진 경우, 정무 장관실에서는

• 유권자 등록 양식에 기재된 주소에

갱신된 주소가 적힌 운전 면허증

거주 중일 것

우편 주소:
Secretary of the Commonwealth
Elections Division, Room 1705
One Ashburton Place
Boston, MA 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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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일 것

고의적 들치기, 절도죄, 장물 수수,

이라고 적어 주십시오. 주정부에서

• 중범죄로 선고 받은 적이 있는

강도, 목재 절도, 불법적 차량 탈취,

신원 확인용 고유 번호를 할당해

경우, 복역을 마쳤거나 복역 기간

미성년자 강간, 차량 강탈, 중혼죄를

드립니다. 이 신청서와 관련하여

만료, 또는 석방 되었을 것

선고받은 적이 없을 것, 또는

사용된 전자 매체, 인쇄물, 또는

• 법원 명령에 따른 보호 감찰 하에

적법하게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복원

우편용 라벨에 유권자의 전화 번호나

있어 투표권이 무효화 된 상태가 아닐

받았을 것

소셜 시큐리티 번호(SSN)가 표기되지

것

• 법원에서 정신적 무능력자로

않도록 하십시오.

• 법원에 의해 법적으로 투표

판정받은 적이 없을 것

(RSMo115.157에 의거함).

불가능한 상태가 아닐 것.

참고: 1998년 연방 법원 명령과 2000

7. 정당 선택. 특정 정당의 예비 선거,

년 미시시피 주 법령에 따라 미시시피

의원 총회 또는 정당 대회에 참가하기

주 헌법 개정이 단행되었습니다. 현재

위해 유권자 등록 시 정당을 선택할

미시시피 주는이 신청서로 주정부 및

필요가 없습니다.

연방 정부 공직자 투표를 위한 모든

8. 인종 또는 인종 그룹. 공란으로

유권자 등록 요청을 접수 처리하고

남겨 두십시오.

있습니다.

9. 서명. 미주리 주의 유권자 등록

우편 주소:
Secretary of State
60 Empire Drive, Suite 100
St. Paul, MN 55103-1855

미시시피

(Mississippi)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편 주소:
Secretary of State
P.O. Box 136
Jackson, MS 39205-0136

• 미국 시민일 것

6. ID 번호. 현재 유효한 운전

지역 카운티 주소:

• 중죄 선고를 받은 후 집행 유예

면허증 번호, 또는 운전 면허증이

이 신청서는 거주 지역의 카운티

또는 가석방 중이 아닐 것. 집행

없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소셜

서기관/ 등록 담당관 사무실로 방문

유예 또는 가석방 기간을 모두 마친

시큐리티 번호(SSN) 뒤 4자리수를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 가능한

경우에만 유권자 등록이 가능함.

기입하십시오.

카운티 서기관/ 등록 담당관 (County

• 참정권과 직결된 중범죄 및

7. 정당 선택. 미시시피 주에는 정당

Circuit Clerk/ Registrar) 사무실

경범죄로 선고받은 상태가 아닐 것

등록 절차가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주소는 미시시피 주 웹사이트 www.

• 어느 법원에서든 법적 무능력자로

특정 정당의 예비 선거, 의원 총회

sos.ms.gov 에서 찾아보실 수

판정받은 상태가 아닐 것

또는 정당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있습니다.

• 수감형을 받고 복역 중인 상태가

개정일: 2010년 5월 7일

등록 마감 — 선거 30일전.

유권자 등록 시 정당을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8. 인종 또는 인종 그룹. 공란으로
남겨 두십시오.

• 출생후 17년 6개월이 지났을 것
(투표는 18세부터 가능)

아닐 것

미주리

(Missouri)

개정일: 2006년 9월 12일

9. 서명. 미시시피 주의 유권자 등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주리 주민일 것

등록 마감 — 선거 28일전.

• 미국 시민일 것

우편 주소:
Secretary of State
P.O. Box 1767
Jefferson City, MO 65102-1767

몬태나

(Montana)

• 투표하고자 하는 선거일 30

6. ID 번호. 유권자 등록 신청 시

일전부터 미시시피 주와 해당 카운티

미주리 주에서 발급받은 운전 면허증

(및 시, 해당 시)에 거주하고 있을 것

번호를 기입해야 합니다. 또한

• 투표하고자 하는 총선일 기준으로

신청자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SSN)

18세 이상일 것

뒤 4자리수 역시 필수적으로 기입해야

• 살인, 강간, 뇌물, 절도,방화, 허위

합니다. (RSMo 115.155에 의거함).

6. ID 번호. 신청자의 몬태나 주 운전

금품 수수, 위증, 위조, 횡령, 무장

운전 면허증과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면허증 번호를 기입해야 합니다.

강도, 강탈, 고의적 부도 수표 발행,

모두 없는 경우, “NONE”(없음)

몬태나 주 운전 면허증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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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마감 — 선거 30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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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 Instructions)

신청자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SSN) 뒤 4

번호(SSN) 뒤 4자리수를 기입해야

경우, 소셜 시큐리티 번호(SSN)의

자리수를 기입해야 합니다. 운전 면허증과

합니다.

뒤 4자리수를 기입해야 합니다. 소셜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모두 없는

7. 정당 선택. 특정 정당의 예비

시큐리티 번호(SSN)가 없는 경우,

경우, “NONE”(없음)이라고 적어

선거, 의원 총회 또는 정당 대회에

본인이 속한 지역의 카운티 서기/

주십시오. 몬태나 주정부에서 신원

참가하려면 유권자 등록 시 그 정당을

유권자 등록관에게 문의하여 신원

확인용 고유 번호를 할당해 드립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확인용 고유 번호를 할당받으십시오.

7. 정당 선택. 몬태나 주에서는 유권자

8. 인종 또는 인종 그룹. 공란으로

7. 정당 선택. 특정 정당의 예비

등록 시 정당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남겨 두십시오.

선거, 의원 총회 또는 정당 대회에

모든 선거에서 투표에 참가할 수

9. 서명. 네브래스카 주의 유권자 등록

참가하려면 유권자 등록 시 그 정당을

있습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비주류 정당에

8. 인종 또는 인종 그룹. 공란으로

• 미국 시민일 것

등록하거나 초당파로 등록할 경우,

남겨 두십시오.

• 네브래스카 주민일 것

해당 예비 선거에서 초당파 유권자용

9. 서명. 몬태나 주의 유권자 등록

• 11월 첫째 주 월요일 이후 첫번째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요일 혹은 그 이전에 18세 이상일

8. 인종 또는 인종 그룹. 공란으로

• 미국 시민일 것

것

남겨 두십시오.

• 다음 선거일 혹은 그 이전에 18세

• 중범죄 선고를 받은 적이 없을

9. 서명. 네바다 주의 유권자 등록

이상일 것

것, 또는 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음 선거 30일 이전에 몬태나 주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복원 받았을 것

• 미국 시민일 것

및 해당 선거구 카운티 주민일 것

• 공식적으로 정신적 무능력자

• 다음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일 것

• 중범죄 선고를 받아 형벌 기관에

판정을 받은 적이 없을 것

• 다음 선거일 기준으로 네바다 주
해당 카운티에 최소 30일 이상, 해당

있지 않을 것
• 법원에서 정신적 비정상으로
판정받은 상태가 아닐 것
• 현재 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우편 주소:
Nebraska Secretary of State
Suite 2300, State Capitol Bldg.
Lincoln, NE 68509-4608

시 다음 선거일까지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것

네바다

우편 주소:
Secretary of State’s Office
P.O. Box 202801
State Capitol
Helena, MT 59620-2801

(Nevada)

(Nebraska)

개정일: 2006년 3월 1일

것
• 중범죄 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복원
받았을 것
판정받지 않았을 것

등록 마감 — 우편 등록 마감일은 예비

• 신청서에 기재한 주소 외의 장소를

또는 총선거 5주전 토요일입니다.

법적 거주지로 주장하지 않을 것

3주전 화요일 오후 9시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방문 접수 시에는 카운티
서기관/ 등록 담당관 (County Clerk/
Registrar of Voters) 사무실로

등록 마감 — 선거 3주전 금요일 (또는

중일 것, 해당 선거구 카운티 주민일

• 법원에서 정신적 무능력자로

개정일: 2010년 5월 7일

방문 접수의 경우는 예비 또는 총선거

네브래스카

선거구에는 최소 10일 이상 계속 거주

본인이 직접 접수해야 합니다.

우편 주소:

Secretary of State
Elections Division
101 North Carson Street
Suite 3
Carson City, NV 89701-4786

선거 2주전 금요일 오후 6시 도착분에
6. ID 번호. 네바다 운전 면허증 또는

작성된 등록 신청서는 위 주소의

네바다 ID 카드를 발급받은 적이

정무 장관실(Secretary of State’s

6. ID 번호. 신청자의 네브래스카

있는 경우, 네바다 운전 면허증 번호

office)로 접수 가능하나, 접수 처리

운전 면허증 번호를 기입해야 합니다.

또는 네바다 ID 카드 번호를 반드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이 소속된

네브래스카 운전 면허증이 없는

기입해야 합니다. 네바다 운전 면허증

지역 카운티의 선거 담당자에게 방문

경우에는 신청자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 또는 네바다 ID 카드 번호가 없는

접수할 것을 권장합니다.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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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접수 마감일이 2주 내로 다가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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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New Jersey)

개정일: 2008년 3월 28일

경우, 작성된 신청서를 본인 거주지의
카운티 서기관/ 유권자 등록 담당관

등록 마감 —선거 21일전.

우편 주소:
New Jersey Department of Law
and Public Safety
Division of Elections
P.O. BOX 304
Trenton, NJ 08625-0304

사무실로 방문 접수하십시오. 접수
가능한 카운티 서기관/ 유권자

6. ID 번호. 유권자로 등록하려면

등록 담당관 사무실 주소는 네바다

소셜 시큐리티 번호(SSN) 뒤 4자리수

주 웹사이트 www.nvsos.gov에서

또는 뉴저지 운전 면허증 번호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입해야 합니다. 이 두 ID가 모두
없는 경우, 6번란에 “NONE” (없음)

뉴햄프셔 (New Hampshire)

뉴멕시코

(New Mexico)

개정일: 2006년 3월 1일

등록 마감 — 선거 28일전.

이라고 적어 주십시오. 주정부에서
유권자 등록 목적으로 신원 확인용

6. ID 번호. 신청자의 소셜 시큐리티

고유 번호를 할당해 드립니다.

번호(SSN) 9자리 수를 정확히

7. 정당 선택. 뉴저지 주의 유권자

기입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신청자

등록 마감 — 뉴햄프셔 주 타운/시

등록 양식에는 가입 정당 확인란이

소재지의 유권자 등록 자료로서

서기는 이 신청서를 부재자 투표를

없습니다. 신규 등록한 유권자 또는

영구 보존되며, 이 자료는 일반

위한 우편 등록 요청으로 간주하여

어느 정당의 예비 선거에서도 투표한

대중이 카운티 서기 사무실에서

접수하며, 시 서기 또는 타운 서기

적이 없는 유권자는 예비 선거 당일

열람 가능합니다. 단, 신청자의

사무실에 선거 10일 전까지 접수된

투표장에서 가입할 정당을 선택할 수

소셜 시큐리티 번호와 생년월일은

신청서에 한하여 정상 등록됩니다.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는 민주당과

기밀로 처리되어 대중에게 공개되지

개정일: 2006년 3월 1일

공화당만이 예비 선거를 개최합니다.

않습니다. 즉, 컴퓨터 처리된 제한적

뉴햄프셔 타운 /시 서기는 부재자

또한 유권자는 별도의 정당 가입

유권자 등록 정보 (소셜 시큐리티

투표를 위한 우편 등록 요청으로 이

신청서를 접수하여 당원 등록을 할

번호와 생년월일은 미공개 처리함)

신청서를 처리하기 때문에, 신청자는

수 있습니다. 가입 신고한 정당을

목록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1번란과 2번란 또는 3번란만 기입하면

바꾸고자 하는 경우, 예비 선거 50

공개되며, 또한 정치적인 목적만을

됩니다.

일전까지 당원 등록을 해야 투표에

위해 투표 잠여 및 유권자 등록을

참여 할 수 있습니다.

독려하려는 현직 선거 공무원, 후보,

8. 인종 또는 인종 그룹. 공란으로 남겨

정당, 법원 및 비영리 단체의 요청 시

두십시오.

제공됩니다 (NMSA 1978 §1-5-

9. 서명. 뉴저지 주의 유권자 등록

19B에 의거함).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7. 정당 선택. 특정 정당의 예비

• 미국 시민일 것

선거, 의원 총회 또는 정당 대회에

• 다음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일 것

참가하려면 유권자 등록 시 그 정당을

• 다음 선거일로부터 최소 30일

선택해야 합니다.

이전에 뉴저지 주 및 주소지 카운티의

8. 인종 또는 인종 그룹. 공란으로

주민일 것

남겨 두십시오.

• 뉴저지 주나 그 외의 주 및 연방

9. 서명. 뉴멕시코 주의 유권자 등록

헌법하에서 기소 가능한 모든 종류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법 선고 결과로 복역 중이거나,

• 미국 시민일 것

가석방 또는 집행 유예 중이 아닐 것

• 뉴멕시코 주민일 것

반드시 신청자의 거주지 우편번호
해당 지역의 타운/시 서기 앞으로
우편 송부해야 합니다. 보내실 곳의
우편주소는 뉴햄프셔주 정무 장관실
웹사이트 http://www.state.nh.us/
sos/clerks.htm에서 확인하십시오.
신청서 수령 후 타운/시 서기가
신청자에게 자체 신청 양식을
보내드립니다. 신청자는 그 양식을
다시 작성하여 선거 10일전까지
타운/시 서기 사무실에 도착하게
하려면 이 신청서를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보내야 함에

• 다음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일 것

유의하십시오.

• 정신적 무능력을 이유로 법원에서
투표권을 거절당한 적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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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주별 안내문

(State Instructions)

그리고 중범죄 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

• 적격 심사 관할 법원의 명령에

9. 서명.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유권자

경우, 집행 유예 및 가석방 조건을

의한 무능력자 판정을 받은 상태가

등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완수했거나, 복역 기간을 모두

아닐 것

• 미국 시민일 것

마쳤거나, 또는 주지사 사면을 받았을

• 신청지 외의 다른 곳에서 투표권을

• 해당 선거일로부터 최소 30

것

주장하지 않을 것

일 이전에 노스캐롤라이나 및 해당

우편 주소:
Bureau of Elections
325 Don Gaspar, Suite 300
Santa Fe, NM 87503

우편 주소:
NYS Board of Elections
40 North Pearl Street, Suite 5
Albany, NY 12207-2729

카운티 주민일 것

뉴욕

(New York)

노스캐롤라이나 (North Carolina)

개정일: 2006년 3월 1일

개정일: 2006년 3월 1일

등록 마감 — 선거 25일전.

등록 마감 — 우편 소인 기준으로

• 다음 총선일 기준 18세 이상일 것
• 중범죄 선고를 받은 경우,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복원 받았을 것
• 타 주 또는 카운티에서 유권자로
등록하거나 투표하지 않을 것
우편 주소:
State Board of Elections
P.O. Box 27255
Raleigh, NC 27611-7255

선거 25일전, 또는 선거 25일전 오후
6. ID 번호. 연방법에 따라 유권자

5시까지 선거 관리 사무실이나 지정

등록 시 운전 면허증 번호를 기입해야

유권자 등록 기관에 접수된 신청서에

합니다. 운전 면허증이 없는 경우,

한함. 선거 25일전.

개정일: 2006년 3월 1일

자리수 이상을 기입해야 합니다. 운전

6. ID 번호. 노스캐롤라이나 운전

노스다코타 주는 유권자 등록 절차가

면허증과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모두

면허증 번호 또는노스캐롤라이나

없습니다.

없는 경우, “NONE”(없음)이라고

차량국(DMV: Department of Motor

적어 주십시오. 주정부에서 유권자

Vehicles) ID 번호를 기입하십시오.

등록 목적으로 신원 확인용 고유

운전 면허증이 없는 경우, 소셜

번호를 할당해 드립니다.

시큐리티 번호(SSN) 뒤 4자리수를

7. 정당 선택. 특정 정당의 예비 선거

최소한 기입해야 합니다.

또는 의원 총회에 참가하려면 그

7. 정당 선택. 특정 정당의 예비 선거

정당에 등록해야 합니다.

투표에 참여하려면 그 정당이 비당원

8. 인종 또는 인종 그룹. 공란으로

유권자의 예비 선거 투표 참여를

6. ID 번호. 신청자의 소셜 시큐리티

남겨 두십시오.

허용하지 않는 한, 그 정당에 등록해야

번호(SSN)를 기입해야 합니다. 단,

9. 서명. 뉴욕 주의 유권자 등록

합니다. 7번란에 투표지에 후보 등재

이 정보의 제공은 자발적 동의에 의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을 갖춘 공인 정당 외의 정당을

것이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이

• 미국 시민일 것

기입하거나 가입 정당 없음으로

정보는 선거 위원회에서 신청자의

• 선거 30일 이전에 해당 카운티

기록할 경우 “정당 미등록 유권자”

등록 여부 확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또는 뉴욕시에 거주할 것

로 등록됩니다.

있습니다 (O.R.C. 3503.14에 의거함).

• 신청서 접수 연도의 12월 31

8. 인종 또는 인종 그룹. 필수 기재

[연방법에서는 유권자 등록 시 운전

일 기준 18세 이상일 것 (참고:

항목입니다. 하지만 기입하지

면허증 번호 기입을 요합니다. 운전

투표하고자 하는 총선, 예비 선거

않더라도 신청서는 접수됩니다.

면허증이 없는 경우, 최소 소셜

및 그 외 선거일에 18세 이상이어야

신청서 안내문(Application

시큐리티 번호(SSN) 뒤 4자리수

투표가 가능함)

Instructions)에서 8번란

이상을 기입해야 합니다. 이 두 ID

• 중범죄 선고를 받아 복역 중이거나

(2 페이지)에 기입 가능한 선택 항목의

번호가 모두 없는 경우, “NONE”

가석방 중이 아닐 것

목록을 참조하여 작성하십시오.

(없음)이라고 적어 주십시오.

노스다코타 (North Dakota)

최소 소셜 시큐리티 번호(SSN) 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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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하이오

(Ohio)

개정일: 2006년 3월 1일

등록 마감 — 선거 30일전.

각 주별 안내문

(State Instructions)

주정부에서 신원 확인용 고유 번호를

8. 인종 또는 인종 그룹. 공란으로

• 다음 선거일 혹은 그 이전에 18세

할당해 드립니다.]

남겨 두십시오.

이상일 것

7. 정당 선택. 특정 정당의 예비

9. 서명. 오클라호마 주의 유권자 등록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이 신청서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당을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당

• 미국 시민이며 또한 오클라호마

등록은 특정 정당의 예비 선거 투표

주민일 것

참가함으로써 확정됩니다.

• 다음 선거일 혹은 그 이전에 18세

8. 인종 또는 인종 그룹. 공란으로

이상일 것

남겨 두십시오.

• 최초 선고받은 복역 기간이

9. 서명. 오하이오 주의 유권자 등록

만료되지 않거나 사면 받지 못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범죄 선고를 받은 적이 없을 것

• 미국 시민일 것

• 현재 무능력자로 판단되거나,

• 오하이오 주민일 것

유권자 등록이 금지되는 부분

등록 마감 — 선거 또는 예비 선거 30

• 선거일 혹은 그 이전에 18세

무능력자가 아닐 것

일전.

우편 주소:
Oklahoma State Election Board
Box 528800
Oklahoma City, OK 73152-8800

6. ID 번호. 운전 면허증 소지자의

우편 주소:
Secretary of State
Elections Division
141 State Capitol
Salem, OR 97310-0722

펜실베이니아 (Pennsylvania)
개정일: 2006년 3월 1일

이상일 것. 총선일 혹은 그 이전에
18세가 되는 경우, 후보 지명 예비
선거에서만 투표 가능함.
• 중범죄 선고를 받거나 수감 중인
상태가 아닐 것
• 투표 참여와 관련하여 법원의
무능력자 판정을 받은 상태가 아닐 것
우편 주소:
Secretary of State of Ohio
Elections Division
180 E. Broad Street —
15th Floor
Columbus, OH 43215

오클라호마

(Oklahoma)

개정일: 2003년 10월 29일

등록 마감 — 선거 25일전.
6. ID 번호. 신청자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SSN) 뒤 4자리수를 기입해야
합니다 (오클라호마 법령 26조
4-112항에 의거함). 또한, 신청자의
오클라호마 운전 면허증 번호도
기입해야 합니다.
7. 정당 선택. 특정 정당의 예비
선거, 의원 총회 또는 정당 대회에
참가하려면 유권자 등록 시 그 정당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리건 (Oregon)

경우, 운전 면허증 번호를 기입해야
합니다. 운전 면허증이 없는 경우,
최소 소셜 시큐리티 번호(SSN) 뒤 4
자리수 이상을 기입해야 합니다.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없는 경우, 없는
경우, 해당란에 “NONE”(없음)

개정일: 2006년 3월 1일

이라고 적어 주십시오.

등록 마감 — 선거 21일전.

7. 정당 선택. 특정 정당의 예비 선거
투표에 참여하려면 유권자 등록 시 그

6. ID 번호. 연방법에 따라 유권자

정당을 선택해야 합니다.

등록 시 운전 면허증 번호를 기입해야

8. 인종 또는 인종 그룹. 필수

합니다. 운전 면허증이 없는 경우,

기재 항목입니다. 신청서 안내문

최소 소셜 시큐리티 번호(SSN) 뒤 4

(Application Instructions)에서 8

자리수 이상을 기입해야 합니다. 운전

번란 (2 페이지)에 기입 가능한

면허증과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모두

선택 항목의 목록을 참조하여

없는 경우, “NONE”(없음)이라고

작성하십시오.

적어 주십시오. 주정부에서 유권자

9. 서명. 펜실베이니아 주의 유권자

등록 목적으로 신원 확인용 고유

등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번호를 할당해 드립니다.

• 다음 선거일로부터 최소 한 달 이내에

7. 정당 선택. 특정 정당의 예비 선거
투표에 참여하려면 유권자 등록 시 그
정당을 선택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일 것
• 해당 선거일로부터 최소 30일전에
펜실베이니아 및 해당 선거구 주민일 것
• 다음 선거일 혹은 그 이전에 18세 이상일 것

8. 인종 또는 인종 그룹. 공란으로
남겨 두십시오.
9. 서명. 오리건 주의 유권자 등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시민일 것
• 오리건 주민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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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주소:
Office of the Secretary of the
Commonwealth
210 North Office Bldg.
Harrisburg, PA 17120-0029

각 주별 안내문
로드아일랜드 (Rhode Island)
개정일: 2008년 3월 28일

등록 마감 — 선거 30일전.

6. ID 번호. 현재 유효한

(State Instructions)

Elections
50 Branch Ave.
Providence, RI 02904-2790

사우스캐롤라이나 (South Carolina)

번호를 기입해야 합니다. 현재 유효한
로드아일랜드 운전 면허증이 없는
경우, 최소 소셜 시큐리티 번호(SSN)
뒤 4자리수 이상을 기입해야 합니다.
이 두 ID 번호가 모두 없는 경우,
로드아일랜드 주정부에서 신원 확인용
고유 번호를할당해 드립니다.
7. 정당 선택. 로드아일랜드에서는
특정 정당의 예비 선거에 참가하려면
유권자 등록 시 그 정당을 선택해야
합니다. 유권자 등록 시 정당 등록을
하지 않았으나 특정 정당의 예비
선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해당
정당의 예비 선거 당일 당원으로
등록하고 예비 선거 투표에 참여해야
합니다. 유권자 등록 시 정당 등록을
하지 않은 유권자도 총선과 초당파
예비 선거에서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8. 인종 또는 인종 그룹. 공란으로
남겨 두십시오.
9. 서명. 로드아일랜드 주의 유권자
등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시민일 것
• 다음 선거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전에 로드아일랜드 주민일 것
• 다음 선거일 혹은 그 이전에 18세
이상일 것
• 중범죄 선고로 인해 갱생 시설에
수감 중이 아닐 것
• 법적으로 정신적 무능력자 판정을
받은 적이 없을 것
우편 주소:
Rhode Island State Board of

받은 적이 없을 것. 또는 선고를 받은
경우, 집행 유예와 가석방 기간을
포함한 전체 복역 기간을 마쳤거나
사면을 받았을 것
• 정신적 무능력자로 법원 명령을

개정일: 2006년 3월 1일

받지 않은 상태일 것

로드아일랜드 운전 면허증 소지자의
경우, 로드아일랜드 운전 면허증

• 중범죄 또는 선거법 위반 선고를

등록 마감 — 선거 30일전.
6. ID 번호. 신청자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SSN) 9자리 수를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이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성문법에
따른 의무기입 항목으로서, 내부

• 신청서에 기재한 주소가 유일한
거주지로 주장하며 그 외 다른 장소를
거주지로 주장하지 않을 것
우편 주소:
State Election Commission
P.O. Box 5987
Columbia, SC 29250-5987

자료용으로만 사용됩니다. 신청자가
제공한 소셜 시큐리티 번호(SSN)
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선거 위원회가
작성하는 어떠한 보고서에도

사우스다코타 (South Dakota)
개정일: 2006년 3월 1일

표시되지 않으며 승인받지 않은
개인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

등록 마감 —선거 15일전까지

사우스캐롤라이나법 7-5-170에

수령분에 한함.

의거함).
7. 정당 선택. 유권자 등록 시 정당

6. ID 번호. 신청자의 운전 면허증

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 정당의 예비

번호를 기입하십시오. 운전 면허증이

선거, 의원 총회 또는 정당 대회에

없는 경우, 소셜 시큐리티 번호(SSN)

참가할 수 없습니다.

뒤 4자리수 이상을 기입하십시오.

8. 인종 또는 인종 그룹. 필수 기재

7. 정당 선택. 특정 정당의 예비

항목입니다. 기입하지 않는다면

선거, 의원 총회 또는 정당 대회에

신청서가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참가하려면 유권자 등록 시 그 정당을

신청서 안내문(Application

선택해야 합니다.

Instructions)에서 8번란 (2 페이지)

8. 인종 또는 인종 그룹. 공란으로

에 기입 가능한 선택 항목의 목록을

남겨 두십시오.

참조하여 작성하십시오.

9. 서명. 사우스다코타 주의 유권자

9. 서명.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등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권자 등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시민일 것

• 미국 시민일 것

• 사우스다코타 주민일 것

• 다음 선거일 혹은 그 이전에 18세

• 다음 선거일 혹은 그 이전에 18세

이상일 것

이상일 것

• 사우스캐롤라이나, 해당 카운티 및

• 성인 대상 감화 시설 수감형(복역

선거구 주민일 것

또는 집행 유예)을 포함하는 중범죄

• 범법자 선고를 받아 교도소에 수감

선고를 받아 복역 중이 아닐 것

중인 상태가 아닐 것

• 법원에서 정신적 무능력자 판정을
받은 적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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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주소:
Elections, Secretary of State
500 E. Capitol
Pierre, SD 57501-5070

테네시

(Tennessee)

개정일: 2006년 3월 1일

(State Instructions)
(Texas)

텍사스

유타

(Utah)

개정일: 2006년 3월 1일

개정일: 2008년 3월 28일

등록 마감 — 선거 30일전.

등록 마감 — 우편 신청의 경우 선거
30일전. 카운티 서기 사무실로 직접

6. ID 번호. 투표를 하기 위해 유권자

방문 접수하는 경우는 선거 15일전.

등록을 할 시, 신청자의 운전 면허증
번호를 요합니다. 운전 면허증이 없는

6. ID 번호. 유권자 등록 양식에는

경우에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SSN)

신청자의 유타 운전 면허증 번호

6. ID 번호. 신청자가 소셜 시큐리티

뒤 4자리수를 기입하십시오. 운전

또는 비운전자 ID 번호를 기재하여야

번호(SSN) 소지자인 경우, 소셜

면허증과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모두

합니다. 운전 면허증과 비운전자 ID

시큐리티 번호 9자리 수를 모두

없는 경우, “NONE”(없음)이라고

둘다 없는 경우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

기입해야 합니다. 소셜 시큐리티 번호

적어 주십시오. 주정부에서 신원

(SSN) 뒤 4자리수를 기입해야 합니다.

(SSN) 기입 요건은 신원 확인 및 중복

확인용 고유 번호를 할당해 드립니다.

운전 면허증과비운전자 ID, 소셜

등록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7. 정당 선택. 유권자 등록 시 정당을

시큐리티 번호 세 가지가 모두 없는

(TCA 2.2.116에 의거함).

선택하지 않더라도 예비 선거, 의원

경우, 해당란에 “NONE”(없음)

7. 정당 선택. 유권자 등록 시 정당을

총회 또는 정당 대회에 참가할 수

이라고 적어 주십시오. 주정부에서

선택하지 않더라도 예비 선거, 의원

있습니다.

신원 확인용 고유 번호를 할당해

총회 또는 정당 대회에 참가할 수

8. 인종 또는 인종 그룹. 공란으로

드립니다.

있습니다.

남겨 두십시오.

7. 정당 선택. 유권자로 등록하기

8. 인종 또는 인종 그룹. 선택 기재

9. 서명. 텍사스 주의 유권자 등록

위해 정당을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항목입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유타 주 선거법은 각 당에게

9. 서명. 테네시 주의 유권자 등록

• 미국 시민일 것

예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권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범위를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 미국 시민일 것

카운티의 주민일 것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 가입을 하지

• 테네시 주민일 것

• 출생후 최소 17년 10개월이

않으면 예비 선거 투표 참여 자격이

• 다음 선거일 혹은 그 이전에 18세

지났을 것 (투표는 18세가 되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상일 것

날부터 가능)

8. 인종 또는 인종 그룹. 공란으로

• 중범죄 선고를 받은 적이 없을

• 중범죄로 최종 선고를 받은 상태가

남겨 두십시오.

것. 선고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모든

아닐 것, 또는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9. 서명. 유타 주의 유권자 등록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복원 받았을 것

복역 기간(수감, 가석방, 감독, 집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는 사면 받았을 것)

유예 기간 포함)을 모두 마쳤거나

• 미국 시민일 것

• 적격 심사 관할 법원에서무능력자

사면되었을 것

• 다음 선거 30일전부터 유타에 살고

판정을 받은 상태가 아닐 것 (또는

• 법원 최종 판정에서 정신적

있을 것

법적 판단력의 회복을 인정받은

무능력자 판정을 받은 적이 없을 것

• 다음 선거일 혹은 그 이전에 18세

등록 마감 — 선거 30일전.

상태일 것)
우편 주소:
Tennessee Tower,
Seventh Floor
312 Rosa L. Parks Ave.
Nashville, TN 37243-1102

이상일 것
우편 주소:
Office of the Secretary of State
Elections Division
P.O. Box 12060
Austin, TX 78711-2060

• 중범죄 선고를 받고 현재 그
범행으로 인해 수감 중이 아닐 것
• 반역죄 또는 선거인 자격 박탈의
사유가 되는 범법 행위 선고를 받은
상태가 아닐 것 (단,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복원 받은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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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 Instructions)

• 법원에 의한 정신적 무능력자

[버몬트 헌법 II장 42항, 투표자의

판정을 받은 상태가 아닐 것

선서]
9번란에 서명을 하는 것은 위에

우편 주소:
Office of the Lieutenant
Governor
P.O. Box 142325
Salt Lake City, UT 84114

버몬트

(Vermont)

인쇄된 버몬트 투표자의 선서를 서약
또는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편 주소:
Office of the Secretary of State
Director of Elections
26 Terrace Street
Montpelier, VT 05609-1101

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워싱턴

(Washington)

개정일: 2012년 9월 24일

등록 마감 — 선거 29일전(지역
유권자 등록 사무실로 직접 방문

개정일: 2008년 7월 29일

등록 마감 — 선거 전 수요일 오후 5

우편 주소:
Virginia State Board of
Elections
1100 Bank Street, 1st floor
Richmond, VA 23219

버지니아 (Virginia)
개정일: 2011년 11월 30일

접수할 경우 선거 8일전).
6. ID 번호. 워싱턴 운전 면허증 또는
주 ID 카드 번호를 기입해야합니다.

6. ID 번호. 버몬트 운전 면허증

등록 마감 — 선거 22일 전까지

워싱턴 운전 면허증이나 주ID가 없는

소지자의 경우, 버몬트 운전 면허증

도착분에 한함.

경우, 소셜 시큐리티 번호(SSN)의

번호를 기입해야 합니다. 운전

마지막 4자리수를 기입해야합니다. 이

면허증이 없는 경우, 소셜 시큐리티

6. ID 번호. 신청자의 소셜 시큐리티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신청서가

번호(SSN) 뒤 4자리수를 기입해야

번호(SSN) 9자리 수를 모두 기입해야

정상 접수 되지 않습니다.

합니다. 버몬트 운전 면허증과 소셜

합니다. 신청자가 제공한 소셜

7. 정당 선택. 워싱턴 주 유권자로

시큐리티 번호가 모두 없는 경우,

시큐리티 번호(SSN)는 유권자 등록

등록하기 위해 정당을 선택할 필요가

해당란에 “NONE” (없음)이라고

및 선거 공무원용 및 법원의 배심원

없습니다.

적어 주십시오. 정무 장관실에서 신원

선정용으로만 제작되는 보고서에

8. 인종 또는 인종 그룹. 공란으로

확인용 고유 번호를 할당해 드립니다.

나타나며, 이는 버지니아 헌법 (1971)

남겨 두십시오.

7. 정당 선택. 버몬트 주에서는 정당

2조 2항에 의거합니다.

9. 서명. 워싱턴 주의 유권자 등록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모든 선거에

7. 정당 선택. 유권자 등록 시 정당을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지 않더라도 예비 선거, 의원

• 미국 시민일 것

8. 인종 또는 인종 그룹. 공란으로

총회 또는 정당 대회에 참가할 수

• 투표하고자 하는 선거일 30일

남겨 두십시오.

있습니다.

이전에 워싱턴 주, 해당 카운티 및

9. 서명. 버몬트 주의 유권자 등록

8. 인종 또는 인종 그룹. 공란으로

선거구의 주민일 것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겨 두십시오.

• 다음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일 것

• 미국 시민일 것

9. 서명. 버지니아 주의 유권자 등록

• 중죄 선고를 받은 상태가 아닐 것.

• 버몬트 주민일 것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복원 받은

• 선거일 혹은 그 이전에 18세

• 미국 시민일 것

경우는 제외

이상일 것

• 버지니아 주 및 투표하고자 하는

• 다음 선서에 서약할 것: 나는

선거구의 주민일 것

버몬트 주의 관심사를 다루는 투표

• 다음 5월 또는 11월 총선거일 기준

및 참정권을 행사할 때마다 헌법에서

18세 이상일 것

정한 바와 같이 누구도 두려워하지

• 중범죄 선고를 받은 적이 없을

않고 어느 누구의 편도 들지 않은 내

것, 또는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복원

양심에 따라 판단하여 최대한 모두를

받았을 것.

위한 최고의 선을 이끌낼 것 엄숙히

• 법원에서 정신적 무능력자로

서약(또는 확인)합니다.

판정받은 상태가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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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주소:
Secretary of State
Elections Division
P.O. Box 40229
Olympia, WA 98504-0229

각 주별 안내문
웨스트버지니아 (West Virginia)
개정일: 2006년 9월 12일

등록 마감 — 선거 21일전.

우편 주소:
Secretary of State
Building 1, Suite 157-K
1900 Kanawha Blvd. East
Charleston, WV 25305-0770

위스콘신 (Wisconsin)

6. ID 번호. 투표를 하기 위해 유권자
등록을 할 시, 신청자의 운전 면허증

(State Instructions)

개정일: 2013년 8월 5일

번호를 요합니다. 운전 면허증이 없는
경우에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SSN)

등록 마감 — 적어도 선거 20일전에

뒤 4자리수를 기입하십시오. 운전

소인이 찍힌 경우; 또는 소도시, 마을

면허증과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모두

사무실 또는 시 직원에게 늦어도

없는 경우, “NONE”(없음)이라고

선거전 금요일 오후 5시 또는 업무

적어 주십시오. 주정부에서 신원

마감시간 까지 작성 제출한 경우; 또는

확인용 고유 번호를 할당해 드립니다.

선거 당일 투표장에서 작성 제출 가능.

7. 정당 선택. 유권자 등록 시 정당
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 정당의 예비

6. ID 번호. 신청자의 운전 면허증

선거, 의원 총회 또는 정당 대회에

또는 DOT에서 발급 받은 ID 카드

참가할 수 없습니다 (유권자가 무소속

번호를 기입하십시오. DOT에서

유권자의 투표를 허용하는 정당의

발급받은 운전 면허증 또는 ID 카드가

투표용지를 요청하는 경우 제외 ).

현재 유효하지 않은 경우, 소셜

8. 인종 또는 인종 그룹. 공란으로

시큐리티 번호(SSN) 뒤 4자리수를

남겨 두십시오.

기입하십시오.

9. 서명. 웨스트버지니아 주의 유권자

7. 정당 선택. 필수 기재 항목이

등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닙니다.

• 미국 시민일 것

8. 인종 또는 인종 그룹. 필수 기재

• 위에서 기재한 웨스트버지니아

항목이 아닙니다.

주소에 거주할 것

9. 서명. 위스콘신 주의 유권자 등록

• 18세 이상일 것. 또는 예비 선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표 시에는 17세 이나 총선일 이전에

• 미국 시민일 것

18세 이상일 것.

• 위스콘신 주민이고 최소 28일 이상

• 중범죄, 반역죄 또는 선거 관련

등록 주소지에서 거주할 것

뇌물 수수 행위로 선고 받거나, 집행

• 최소 18세 이상일 것

유예 또는 가석방 중이 아닐 것

• 반역죄, 중범죄, 또는 뇌물 수수

• 관할 법원에서 “정신적

행위로 선고 받은 적이 없을 것.

무능력자”로 판정받은 적이 없을 것

선고를 받은 경우,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복원 받았을 것
• 선거 과정의 목적에 대한 이해
불가자로 법원 판정을 받은 적이 없을
것
• 선거 결과에 내기를 건 돈 또는
급료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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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당일 등록하는 경우, 등록지
외의 다른 장소에서 투표를 마친
상태가 아닐 것
우편 주소:
Government Accountability
Board
212 East Washington Avenue,
Third Floor
P.O. Box 7984
Madison, WI 53707-7984

와이오밍

(Wyoming)

개정일: 2006년 3월 1일

현행 와이오밍 주 법령은 이 신청서를
받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