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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양식을 작성한 다음, 서명하여 귀하가 속한 카운티 선거위원회에 우편으로
송부해야 합니다. 서명 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팩스나 이메일로 보낼 경우 처
리되지 않습니다.
메릴랜드 유권자 등록 신청서

*16세 이상인 경우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지만 다음
총선거 때까지 18세 이상이 되지 않는 한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마감일 정보
• 이 신청서에 늦어도 선거 21일 전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혀야 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한 후 귀하가 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별되면, 유권자 통보 카드가 귀하에게 발송됩니다.
• 이 양식을 카운티 선거 위원회의 관계자, 직원 또는
에이전트 이외의 개인에게 제출한 경우 이 양식이
적기에 제출되거나 송부되리라는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양식으로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 메릴랜드에서 연방, 주, 카운티 및 지방정부 선거에
유권자로 등록.
• 자신의 이름, 주소 또는 정당 변경.
안내
• 귀하에게 현재 유효한 메릴랜드 운전면허증이나 MVA
ID 카드가 없다면, 사회보장번호 마지막 4자리를
입력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회보장번호 마지막 4
자리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선거법 Article,
§ 3-202입니다. 해당 번호는 유권자 등록과 기타
행정적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이 번호는 비밀로
유지됩니다.
• 유권자 등록 신청서의 1-11항을 작성하십시오. 12항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하십시오. 만약 메릴랜드의 다른
카운티나 다른 주에서 유권자 등록을 했다면, 이전
유권자 등록의 A-B 항을 작성해야 합니다.
• 정당의 예비 선거, 전당대회나 컨벤션에 참석하고
싶다면 해당 정당에 등록해야 합니다. 하나의 상자만
체크하십시오.
• 구멍이 뚫린 부분을 따라 이 부분을 떼어내십시오.
• 뒷면에 나열된 목록을 보고 주소를 기입한 후 신청서를
귀하의 카운티 선거 위원회로 우편 송부하십시오.
경고
유권자 등록 신청서에 허위 정보를 기재할 경우 위증죄가
되며, 이에 따라 최장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최고 $1,000달러의 벌금 또는

최장 5년의 징역형이나, 또는 두가지 모두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개인 기록 통보/비밀 보장
이 양식에서는 유권자 등록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귀하가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고 이 정보
제공을 거부한다면, 귀하는 메릴랜드주에서 투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귀하는 언제든지 귀하의 카운티 선거
위원회에서 유권자 등록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비밀로
지정된 항목을 제외하고, 유권자 등록 기록은 일반적으로
공공 열람이 가능하며, 배심위원/서기 또는 법에서
제공하는 바에 따라 기타 정부기관에 공유될 수 있습니다.
법에 의거 유권자 등록 기록을 상업적 권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유권자 등록을
거부하면, 그 사실은 비밀로 보장되며 오직 유권자 등록
목적을 위해서만 이용됩니다.
귀하가 유권자 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신청서를 제출한
사무소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비밀로 유지되며 오직
유권자 등록 목적을 위해서만 이용됩니다.
메릴랜드 세이프 앳 홈 주소 비밀보장 프로그램(ACP)은 주
세크리터리 사무실에서 관리하며 가정 폭력과 인신매매의
희생자에게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1-800-633-9657 (
내선번호: 3875)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질문
주 선거 위원회의 웹사이트(www.elections.maryland.gov)
를 방문하면 등록을 확인하고, 투표소 위치를 찾으며, 기타
중요한 정보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이
신청서 뒷면에 나열된 번호로 귀하의 카운티 선거위원회나
주 선거위원회에 전화를 걸어 문의하십시오.

!

대활자 유권자 등록 신청서는 요
청 시 귀하의 카운티 선거 위원회
또는 주 선거 위원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송부하기 전에 이 부분을 떼어 내십시오.

등록하려면, 귀하는 다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미국 시민권자일 것,
• 메릴랜드 거주자일 것,
• 16세 이상일 것*
• 정신적 장애로 인해 보호를 받고 있지 않거나, 만약
보호를 받고 있다면 법원에서 투표 의사를 전달할 수
없는 사람으로 판결받지 아니할 것,
• 투표권 매수에 관하여 유죄 선고를 받은 일이 없을 것,
• 중범죄로 유죄선고를 받은 일이 없거나, 만약
유죄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법원이 명령한
구금형을 마쳤을 것.

유권자 등록 신청서
검은색 잉크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양식을 떼어낸 다음 우편으로 표시된 곳을 접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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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는 16세 이상입니까?
□ 예 □ 아니요
귀하는 미국 시민권자입니까?
□ 예 □ 아니요
어느 한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한 경우, 이 양식을 작성하지 마십시오.

2

해당되는 상자에 체크표시하고 3-12항을 작성하십시오.
□ 신규 등록
□ 이름 변경
□ 정당 변경
□ 주소 변경

3

성
중간이름

4
6a
6b
7
8

성별:

이름
접미사

□ 남성

□ 여성 □ 미지정 또는 기타

5

메릴랜드 운전면허증 또는 MVA ID 번호 필수

월

도로번호

년

(아무것도 없다면 안내를 참조하십시오)

사회보장번호 (마지막 4자리)

메릴랜드
Zip 코드

일

생년월일:

6c
도로명

l 현재의 유효한 메릴랜드주
운전면허증 / MVA ID 카드 또는 사회보장번호가 없다면 여기에 체
크표시하십시오
아파트 호수

카운티

도시 또는 타운
l 볼티모어 시에 거주하는 경우 여기에 체크하십시오.

거주
주소:
우편주소

(7항과 다를 경우)

정당의 예비선거, 전당대회 또는 컨벤션에 참석하려면 정당과 함께 등록해야 합니다. 하나의 상자에만 체크표시하십시오.정당 (하

9

나만 체크):

□ 민주당

□ 공화당

정당 (c

□ 무소속 (어느 정당에도 가입하지 않음)

10

연락처 정보
주간 전화번호:

11

□ 투표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여기에 체크하십시오.
□ 선거 입회인이 되고 싶다면 여기에 체크하십시오.

□ 빵과 장미당(Bread and Roses Party)
□ 기타 - 상세히 기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선택사항):

위증의 처벌을 감수하고, 본인은 다음과 같이 서약 또는 확인합니다: 본인은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본인은 메릴랜드 거주자입니다. ■본인은 16세 이상입니다. ■ 본인은 투표권 매수에 관하여 유죄 선고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본인은 중범죄로 유죄선고를 받은 일이 없거나, 만약 유죄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법원이 명령한 구금형을 마쳤습니다. 이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는 본인이 아는 지식, 정보 및 신념에 의거 사실입니다.

서명(필수)

12

날짜

X
이전 유권자 등록 정보 (해당될 경우)

A

성명
이전
등록 상:

B

주소
이전
등록 상:

성

도로 번호

호칭 (Jr., Sr. 등)

도로명

이름

아파트 번호

중간 이름

도시 또는 타운

생년월일

Zip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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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신청인의 반송 주소

여기에 우
표를 붙이
십시오

카운티 선거위원회

여기를 접은 후 접착식 테이프로 봉하고 우편으로 보내십시오.

Allegany County
701 Kelly Road, Suite 231
Cumberland, MD 21502-2887
301-777-5931
Anne Arundel County
P.O. Box 490
Glen Burnie, MD 21060-0490
410-222-6600
Baltimore City
Charles L. Benton Bldg.
417 E. Fayette Street, Rm. 129
Baltimore, MD 21202-3432
410-396-5550
Baltimore County
P.O. Box 798
Cockeysville, MD 21030-0798
410-887-5700
Calvert County
P.O. Box 798
Prince Frederick, MD 20678-0798
410-535-2214
Caroline County
Health & Public Services Bldg.
403 S. Seventh Street, Suite 247
Denton, MD 21629-1378
410-479-8145

카운티 선거위원회
Carroll County
300 S. Center Street, Rm. 212
Westminster, MD 21157-5366
410-386-2080
Cecil County
200 Chesapeake Blvd.
Suite 1900
Elkton, MD 21921-6395
410-996-5310

Harford County
133 Industry Lane
Forest Hill, MD 21050-1621
410-638-3565
Howard County
9770 Patuxent Woods Drive, Suite 200
Columbia, MD 21046
410-313-5820

Charles County
P.O. Box 908
La Plata, MD 20646-0908
301-934-8972
301-870-3167
Dorchester County
501 Court Lane, Room 105
P.O. Box 414
Cambridge, MD 21613-0414
410-228-2560
Frederick County
340A Montevue Lane
Frederick, MD 21702
301-600-VOTE (8683)
Garrett County
Public Service Center
2008 Maryland Highway, Suite 1
Mountain Lake Park, MD 21550-6349
301-334-6985

St. Mary’s County
P.O. Box 197
Leonardtown, MD 20650-0197
301-475-4200 ext. *1625
Somerset County
P.O. Box 96
Princess Anne, MD 21853-0096
410-651-0767

Washington County
P.O. Box 3147
Hagerstown, MD 21741-3147
240-313-2050

Montgomery County
P.O. Box 4333
Rockville, MD 20849-4333
240-777-VOTE (8683)
TDD 800-735-2258

Talbot County
P.O. Box 353
Easton, MD 21601-0353
410-770-8099

Kent County
135 Dixon Drive
Chestertown, MD 21620-1141
410-778-0038

Prince George’s County
1100 Mercantile Lane, Suite 115A
Largo, MD 20774
301-341-7300
Queen Anne’s County
110 Vincit St, Suite 102
Centreville, MD 21617-0274
410-758-0832

Wicomico County
P.O. Box 4091
Salisbury, MD 21803-4091
410-548-4830
Worcester County
201 Belt Street
Suite C
Snow Hill, MD 21863-1300
410-632-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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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인:
여기를 여십시오

카운티 선거위원회

여기를 여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