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편으로 투표 신청하는 방법 
6월 9일 2020 년 조지아 예비선거 

 

 
 
 
 
 
 

1 단계 : 신청서 사본 

 

우편함을 확인하십시오! 조지아 주 국무 

장관으로부터 신청서 사본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 여기에서 선거용지 프로그램 

사본을 다운로드하여 인쇄하십시오. 또는 

카운티에 전화하여 사본을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봉투 자진: 우편으로 투표 할 수있는 신청서가 포함 된 조지아 주 

국무 장관의 

 

2 단계 : 유권자 등록 정보 확인 (선택 사항) 

 

 

mvp.sos.ga.gov를 방문하여 내 유권자 

페이지에 로그인하거나 유권자 카운티 

등록 사무소에 전화하여 유권자 이름과 

주소를 기록으로 확인하십시오.  

 

3 단계 : 신청서 작성 (다음 페이지 참조) 

4 단계 : 최대한 빨리 신청서 제출 
 

신청서를 카운티 등록 사무소에 제출하십시오. 

어떻게? 세 가지 방법 중 하나 : 

• 직접 

• 우편으로 (우송료 포함을 잊지 마십시오!) 

• 휴대폰으로 사진을 스캔 / 촬영하여 이메일에 첨부 
 

 
 
 
 

우편 투표는 조지아에 등록된 모든 유권자에게 제공되는 편리한 옵션입니다. 우편 투표에 대해 이유를 

설명할 필요없습니다. 조지아 민주당은 모든 유권자들이 2020 년 6 월 9 일 일반 우편으로 우편 투표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COVID-19 전염병으로 인해, 직접 투표를 행사하는데에 많은 제한이 따릅니다. 

투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가정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행사하십시오. 이 간단한 단계별 지침을 

따르시고 오늘 우편으로 투표를 신청하십시오! 

조지아 유권자 보호 전화본호 : (888) 730-5816 

조지아 유권자 보호 전화본호 : (888) 730-5816 

Click here for 
County Registrar Office  

Contact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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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계 : 우편 투표지 확인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 투표 용지를 받지 못했으면 유권자 보호 핫라인 (888-730-5816)으로 

전화하십시오. 

 
 

우편으로 투표하는 방법 
 

3 단계 : 신청서 작성 (1 페이지에서 계속) 
 

 

 

투표 날짜: 6/9/20으로 작성하십시오. 

  

유권자 등록 번호: 이 번호가없는 경우 

이 줄을 비워 둘 수 있습니다. 
 

섹션 1: 유권자 등록시 나타나는 유권자 

이름. 
 

섹션 2: 유권자 등록시 나타나는 유권자 

주소. 

이사 했다면 섹션 3에서 등록 주소를 

업데이트하고 확인란에 표시하여 등록을 

업데이트하십시오. 
 

섹션 3: 투표 용지를 섹션 2의 주소와 

다른 주소로 우송하려는 경우에만 

작성하고 그 외에는 비워 두십시오. 

 

유권자가 비활성화되었거나 유권자가 

구금되었거나 유권자가 확인란을 

선택하여 등록 주소를 업데이트하지 

않는 한 이 주소는 섹션 2의 주소와 다른 

카운티여야 합니다. 

 

섹션 4: 유권자의 생년월일. 
 

섹션 5: 2020 년 6 월 9 일 예배선거 필수. 

하나의 옵션만 선택하십시오. 

 

섹션 6: 올바른 전화 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포함하십시오. 카운티가 신청서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 연락처로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6/9/20 

At least one signature is required!!! 

 

비워 두세요 

Optional 



  
섹션 7, 8 및 9 : 손으로 쓴 서명 (적어도 하나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 유권자가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섹션 7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하십시오. 

• 문맹자 또는 장애인 유권자를 지원한 경우 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하십시오.  

 섹션 8. 유권자와 관련이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유권자는 섹션 7에 표시를합니다. 

• 카운티 외부에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장애인인 친척을 대신하여 신청하는 경우 섹션 9에 서명하고 관계를 기재하십시오오. 
 

섹션 10 : 매번 재 신청할 필요없이 선거때마다 모든 선거에 대해 우편 투표로 투표권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 65 세 이상, 신체 장애가 있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여기에 표시하면 2021 년 1 월까지 모든 선거에 대해 우편으로 자동으로 

투표 용지를 받게됩니다. 

• 다른 모든 유권자는 우편 투표를 할 때마다이 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