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AL KELLEY
Registrar of Voters

REGISTRAR OF VOTERS

1300 South Grand Avenue, Bldg. C
Santa Ana, California 92705
(714) 567-7600
FAX (714) 567-7644
ocvote.com

Mailing Address:
P.O. Box 11298
Santa Ana, California 92711

유권자님:
저희 선거관리국은 최근 귀하의 우편 투표지를 수취하였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귀하가 기표한 우편
투표지를 반송한 신원 확인 봉투에 서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캘리포니아 선거법 §3019 일부에서는,
“우편 투표지를 수취하게 되면, 선거관리 공무원은 등록 선서 양식에 나와 있는 서명과 봉투상의 서명을
대조하고, 두 서명이 일치되면, 신원 확인 봉투에 투표지가 들어 있는 그대로, 선거관리 공무원의 사무실에
있는 투표함에 투표지를 투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투표지가 개표되기 위해서는 동봉한 “미서명 투표지 진술서”를 작성 후 서명하여야 합니다. 동봉한
작성 요령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미서명 투표지 진술서”를 동봉한 우편요금이 선납된 Business
Reply Mail 봉투에 넣어 반송하여 주십시오. 동 진술서는 2021 년 9 월 22 일 오후 5 시까지
선거관리국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귀하는 또한 작성 완료된 “미서명 투표지 진술서”를 선거관리국에 (714) 567-7556 또는
(714) 333-4488 으로 팩스 전송하거나, ocvoter@rov.ocgov.com 으로 이메일을 통해 보내거나, 선거
당일 오후 8 시까지 카운티 내의 투표 센터 또는 투표용지 투입함 어느 곳에서나 반납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유권자들의 투표가 개표되도록 확실시 하는 것이 저희 선거관리국의 사명입니다. 저희 선거관리국은
귀하의 “미서명 투표지 진술서”를 수취하게 되면 귀하가 기표한 투표지를 개표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닐 켈리 (Neal Kelley)
선거관리국장
NK: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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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서명 투표지 진술서 작성 요령”
중요: 진술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 작성 요령을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이 작성 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귀하의 투표지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1.

귀하의 우편 투표지가 유효 처리될 수 있도록 하려면, 귀하의 진술서가 늦어도 2021 년 9 월 22 일
오후 5 시까지 귀하의 투표구가 소재한 오렌지 카운티 선거공무원에게 전달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유권자 서명) 위에 있는 공란에 귀하의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3.

동봉한 Business Reply Mail 봉투에 작성 완료한 진술서를 넣으십시오. 선거 공무원에게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전달하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 전달하십시오.

4.

작성 완료한 귀하의 진술서를 선거관리국에 1300 South Grand Avenue, Bldg. C, Santa Ana,
CA 92705 으로 우편 발송하거나, ocvoter@rov.ocgov.com 으로 이메일 보내거나,
(714) 567-7556 또는 (714) 333-4488 으로 팩스 전송하실 수 있으며, 혹은 작성 완료된 귀하의
진술서를 선거 당일 오후 8 시 이전에 카운티 내 투표 센터 또는 투표용지 투입함 어느 곳에서나
반납하시면 됩니다.

5.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714) 567-7600 으로 선거관리국 사무실에 전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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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서명 투표지 진술서”

본인, _______________________, 은/는 캘리포니아 주, 오렌지 카운티의 등록 유권자입니다. 본인은
우편 투표지를 신청하여 반송하였고 이번 선거에서 한 번 이상 투표하지 않았으며 한 번 이상 투표하지
않을 것을 위증의 경우 처벌을 받는 조건하에 확언합니다. 본인은 본인이 투표한 투표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우편 투표지 봉투에 기재된 유권자 이름과 동일인입니다. 본인은 투표와 관련된 사기 또는 사기 미수를
범할 경우, 또는 투표와 관련된 사기 또는 사기 미수를 방조 또는 교사할 경우, 16 개월 또는 2 년 또는 3
년까지 수감되는 중죄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양지합니다. 본인은 이 진술서에 서명하지 않는 것은 본인의
우편 투표지가 무효 처리된다는 것을 뜻 함을 양지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유권자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름을 정자로 쓰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거주지 거리 주소(Street Address))
______________________
(시)

___________
(우편번호)

이 양식을 반송하는 방법:
•
•
•
•

작성 완료한 귀하의 진술서를 1300 South Grand Avenue, Building C, Santa Ana, CA
92705 에 소재한 선거관리국 사무실로 우편 발송, 직접 전달,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전달;
작성 완료한 귀하의 진술서를 (714) 567-7556 또는 (714) 333-4488 으로 선거관리국 사무실에
팩스 전송;
작성 완료한 귀하의 진술서를 ocvoter@rov.ocgov.com 으로 선거관리국 사무실에 이메일; 또는
작성 완료된 귀하의 진술서를 선거일 오후 8 시까지 카운티 내 투표 센터 또는 투표용지 투입함
어느 곳에서나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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