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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님, 

 

귀하께서 보내주신 우편 투표 봉투의 서명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록의 서명이 같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귀하의 우편 투표가 

유효하려면, 선거관리국이 이 선거 결과를 인증하는 날의 최소 2 일 전에 서명 확인서가 작성되고 선거관리국이 이를 수령하여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선거법 3019(d)(4). 

법정 기한을 준수하기 위해, 귀하는 2022 년 11 월 28 일 오후 5 시까지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방법으로 서명 확인서를 

선거관리국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귀하께서는 서명 확인서 (유권자 서명)의 지정된 곳에 귀하의 이름 아래에 서명을 하셔야만 합니다.   

서명 확인서를 받는 주소 Registrar of Voters, 1300 S. Grand Ave., Bldg C, Santa Ana, CA 92705 로 쓰셔서 우편 봉투에 

넣어주십시오. 서명 확인서를 저희 사무실로 우편 발송하거나, 제출하거나 전달해 주십시오. 보내실때는 알맞은 우표를 부쳐 

보내주시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만약 귀하께서 서명 확인서가 우편 발송이나 또는 전달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완성하신 서명 확인서를 선거관리국  

(714) 567-7556 또는 (714) 333-4488 에 팩스 또는, ocvoter@ocvote.gov 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거나 선거 당일 오후 8 시 

이전에 오렌지 카운티 내 투표 센터 또는 투표용지 투입함에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선거관리국 사무실 (714) 567-7600 로 전화 주십시오. 

 

이 지시 사항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지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 귀하의 투표가 개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명 확인서 

본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은/는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에 등록된 유권자 입니다.  

본인은 우편 투표 용지를 수령하였으며 반환했다고 선언하며 위증시에는 처벌를 받겠습니다. 본인은 본인이 투표한 선거구의 

주민이며, 우편 투표용 봉투에 써진 이름은 본인의 이름입니다.  

본인은 투표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저지르거나 투표를 통해 부정행위를 조장하거나, 도우려고 하거나, 부정행위를 도모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16 개월 또는 2 년 또는 3 년 동안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 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본인은 이 진술서에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우편투표가 무효처리되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_____________________ 

 유권자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거주지 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