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떻게 유권자 등록 서류를 작성하나요?  
조지아 운전면허증이 있는 분들은 온라인에서 등록하실 수도 있습니다. 

 
 

색깔별 분류: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반드시 작성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상황에 따라 반드시 

작성 하셔야 하기도 하고,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빨간색 부분은 빈 칸으로 두셔야 합니다.  

 

작성 방법: 먼저 문서를 다운로드 하시거나 조지아 민주당 사무국에 (888-730-5816) 전화 주셔서 서류를 요청해주세요. 

작성 하실 땐, 검정색이나 파란색 글씨로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세요. 

 

섹션 1: 성함을 기입하여 주세요. 

 

섹션 2 : 거주하고 계신 주소를 기입하여 주세요. 이곳이 투표를 등록하는 카운티가 될 것입니다. 

 

섹션 3: 위에 작성하신 주소와 다른 주소로 우편을 받길 원하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빈 칸으로 두시면 됩니다. PO Box 

주소가 있으신 분은 그 주소를 이곳에 기입하여 주세요. 

 

섹션 4: 전화번호와 생년월일 (월/일/연도)을 차례대로 적어주세요. 카운티에서 연락을 해야 될 경우에, 이 번호를 통해 

연락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기입하여 주세요. 성별, 인종/민족 란은 선택 사항입니다. 

 

 

 

 
More resources at www.georgiademocrat.org/vote 

      Voter Protection Hotline: (888) 730-5816                               

https://registertovote.sos.ga.gov/GAOLVR/welcome.do#no-back-button
https://registertovote.sos.ga.gov/GAOLVR/images/reg_form.pdf


  

 

 

 

섹션 5: 조지아 면허증이 있으신 분들은, 5a 칸에 적어주시고, 나머지 5b 와 5c 란은 빈 칸으로 두시면 됩니다. 조지아 

면허증이 없으신 분들은, 사회 보장 번호인, 소셜 시큐리티 번호 마지막 네 자리를 5b 에 적어주십시오. 만약 둘다 없으신 

경우에는 5c 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섹션 6 : 6a 란에는, 예, 아니오로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은 미국 시민권자입니까?” 두번째 

질문은 “선거일 당일에 18 세 이상이십니까?” 입니다. 6b 에는 작성 날짜를 적어주세요. 6c 에는 서명을 해주십시오.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간단히 표시만 해주셔도 됩니다. 

 

작성을 하는 동안에, 언어적으로나 신체적 어려움으로 도움을 받으셨다면, 도움을 주신 분의 서명이 반드시 6d 에 있어야 

합니다.  

 

섹션 7: 선택 사항입니다. 투표소에서 일 하길 원하시는 분께서는 “예”라고 표시 한 뒤, 이메일 주소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섹션 8: 이전에 다른 이름이나 주소로 투표 등록을 하신 경우에는, 이 부분을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작성하셨다면, 1 번 위에 있는 8a 부분에 체크를 해주세요. 

 
 

투표등록 서류에 거주증명 서류를 첨부해야 되나요? 만약 조지아 면허증이나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없으셔서  5c 란을 

선택하셨고, 또한 조지아에서 투표를 하는 것이 처음이시라면, 거주 증명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두 가지 사항에 모두 

해당 되는 분에 한함) 다음 중 하나의 서류의 사본을 보내주시거나, 직접 카운티 등록사무소에 가서 보여주셔야 합니다.: 

∙ 조지아 면허증  

∙ 다른 주 혹은 미국 내에서 발급 된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유효한 신분증 

∙ 유효한 미국 여권 

∙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유효한 정부 공무원 신분증  

∙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유효한 미국 군인 신분증 

∙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유효한 부족 신분증 

∙ 유권자의 이름과 주소가 나와있는 최근 공과금 고지서 (utility bill) 

∙ 유권자의 이름과 주소가 나와 있는 최근 은행 예금증명서 (bank statement) 

∙ 유권자의 이름과 주소가 나와 있는 최근 급여 명세서 (paycheck) 혹은 정부 수표 (Government check) 

∙ 유권자의 이름과 주소가 나와있는 유효한 정부 문서  

 

우편 수령 및 발송:  

● 직접 카운티 등록 사무소에 가셔서 제출하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2 주에서 4 주 안에 투표 등록 카드 (voter precinct card) 를 받지 못하시는 경우, 카운티 등록 사무소나 핫라인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유권자 등록 상황은 나의 유권자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유권자 등록 마감은 2020 년 10 월 5 일까지 입니다! 

More resources at www.georgiademocrat.org/vote 

      Voter Protection Hotline: (888) 730-5816                               

https://elections.sos.ga.gov/Elections/countyregistrars.do
https://www.mvp.sos.ga.gov/MVP/mvp.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