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재자 투표용지 신청서 작성법 

 

우선, 링크를 클릭하여 신청서를 출력해주세요: 

www.bit.ly/gamailapp  
 

선거 날짜: 반드시 쓰셔야 합니다! 다음 날짜 중 하나를 쓰시면 

됩니다.  8/11/20, 11/3/20, 12/1/20 , 1/5/21.  

● 만약 섹션 10 에 해당이 되시지 않는다면 (하단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각 선거마다 별도의 양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금 위에 명시된 모든 선거에 대한 양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 번호: 반드시 쓰지 않아도 됩니다. 번호를 모르시면 

빈칸으로 남겨두시면 됩니다. 

 

섹션 1: 유권자로 등록되어 있는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섹션 2: 유권자 주소 –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mvp.sos.ga.gov  

● 혹시 이사를 가셨나요? 등록 정보를 업데이트 

하기 위해서 섹션 3 에서 이사간 곳의 주소를 

입력하시고 박스에 체크해주세요. 

 

섹션 3: 섹션 2 에 입력하신 주소가 아닌 곳에서 투표용지를 받고 

싶으신 경우에만 작성해주세요. 
 

●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섹션 3 에 입력하시는 주소는 섹션 

2 의 주소와 카운티가 달라야 합니다. 

        ➣ 유권자가 장애인이거나 

        ➣ 유권자가 구금되어 있거나 

        ➣ 유권자가 새로운 주소지를 등록하는 경우 

 

섹션 4: 유권자의 생년월일 

 

섹션 5:  8/11/20 프라이머리 결선 투표를 위해 필요한 

정보입니다. 11/3/20 대선이나 12/1/20,  1/5/21 결선투표에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섹션 6: 연락이 용이한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만약 신청서와 관련하여 카운티에서 

여러분에게 연락할 때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섹션 7, 8,  9: 서명은 손으로 직접 하셔도 되고 전자 서명으로도 대체 가능합니다. 서명이 필요한 경우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 만약 유권자 본인이 이 신청서를 작성했다면 섹션 7 에 날짜를 적고 서명을 해주세요. 여기에 하시는 서명은 유권자 등록시 사용된 서명과 일치해야합니다.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운전면허증에 있는 서명과 일치 해야합니다.) 

● 만약 작성자가 글을 모르는 사람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유권자를 위해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섹션 8 에 날짜를 적고 서명을 해주세요. 작성자가 유권자와 혈연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유권자 본인이  섹션 7 에 십자 표시[x]를 기입해야 합니다. 

● 만약 작성자가 일시적으로 카운티 밖에 거주하고 있거나 장애를 가진 친척을 위해 대신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섹션 9 에 서명하고 유권자와의 관계를 기입해주세요.  

 

섹션 10: 만약 하단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매번 선거 때마다 부재자 투표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만약 신청자가 65 세 이상이거나, 신체적 장애가 있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되는 박스에 체크해주시면 2021 년 1 월 선거까지는 계속해서 부재자 투표용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우편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매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이 완료된 신청서는 카운티 선거 사무실에 우편, 이메일, 팩스 또는 방문하셔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www.bit.ly/wheretosubmit 

 

Leave this blank for November, December and January election 
applications. Must select one for August Primary Runoff. 

For Sections 7, 8 and 9 
at least one signature is required. 

 

Optional for voters who are 65 or over, 
physically disabled, or living abroad.  

ALL OTHERS, LEAVE BLANK. 

Not required;  
ok to leave blank. 

Must write in one election 
date for each application. 

Leave this section blank. 

More resources at www.georgiademocrat.org/vote 

      Voter Protection Hotline: (888) 730-5816                               

http://www.bit.ly/gamailapp
about:blank
https://bit.ly/wheretosubm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