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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십니까? 아래에서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사항에 표시해 주십시오. 

❏ 부재자 투표  ❏ 투표소 안내  ❏ 다른 언어로 나와있는 선거 자료

❏ 투표소 직원으로 일하기  ❏ 시각 장애 등의 장애인 투표 

자세한 내용은 www.NJElections.org 를 방문하시거나 무료 전화번호1-877-NJVOTER (1-877-658-6837) 로 문의하십시오

5, 6 및 10 항에 대한 중요한 지침 사항
 5) 본 양식을 우편으로 제출하고 처음으로 유권자 등록을 하는 이의 경우: 5 항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갖고 있지 않거나, 입력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현재 유효한 사진 신분증 사본, 또는 귀하의 이름 및 현주소가 적혀 있는 증빙서류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제공하지 않는 경우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주의:  신분증 번호는 기밀정보이며 어떤 정부기관에 의해서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번호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이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6) 귀하가 노숙자인 경우, 귀하를 만날 수 있는 장소나 귀하가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장소를 기입하여 6 항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10) 귀하는 정당 가입을 신고하시거나 이전에 가입한 정당에 관계없이 정당에 가입하지 않기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10 항을 작성하는 것은  
귀하의 선택사항이며 귀하의 유권자 등록 신청서 수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뉴저지

유권자 등록 신청서
76

뉴저지 운전면허증이나 MVC 비(非) 운전자 ID 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소셜시큐리티 번호의 마지막 4자리 숫자를 기입해 주십시오. 

귀하는 미국 시민이십니까?  ❏ 네 ❏ 아니오

(아니라면 본 양식을 작성하지 마십시오)

생년월일

뉴저지 운전면허증 번호 또는 MVC 비(非) 운전자 ID 번호

성 이름 미들네임 또는 이니셜 서픽스 (Jr., Sr., III)

자택 주소 (PO 박스 번호를 사용하지 마시오) 아파트 

호수

시 카운티 우편번호

다음 선거까지 만 18 세가 됩니까?    ❏ 네   ❏ 아니오

(아니라면 본 양식을 작성하지 마십시오)

위의 주소와 다른 경우 우편수취용 주소

지난 유권자 등록시 사용한 주소  

(PO 박스 번호를 사용하지 마시오)

이름을 변경하는 경우 이전에 사용한 이름 주간 전화번호  

(선택사항)

정당 가입 신고를 원합니까?  ❏ 네, 정당의 이름은   입니다. 

(선택사항)  ❏ 아니오, 정당 가입을 원하지 않습니다. 

성별

❏ 여성

❏ 남성

아파트 

호수

시 카운티 우편번호

아파트 

호수

시 카운티 우편번호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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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아래 빈란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하시오

11

9

신청인이 본 양식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 본 양식을 작성한 사람

의 이름과 주소를 정확하게 기입하시오.  

X

이름 날짜

주소

서기관

등록 번호

사무실 시간 스탬프

❏ 우편  ❏ 직접

❏“본인은 뉴저지 운전면허증이나 MVC 비(非)운전자 ID 또는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없음을 선서 및 확인합니다.”

월 일 연도

● 본인은 다음 선거가 있기 전 최소한 30 일간 위에 
명시된 주와 카운티에 거주할 것입니다. 

● 본인은 연방 또는 주법에 따라 중죄에 대한 유죄 
판결로 인한 형을 살고 있거나 집행 유예나 가석방 
중에 있지 않습니다.

● 본인은 R.S. 19:34-1 에 따라 허위 또는  
사기로 유권자 등록을 할 경우 최고 
$15,000 까지의 벌금형이나, 최고 5 년 
까지의 징역형 또는 두가지 모두를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선서 – 본인은 다음과 같이 선서  
및 확인합니다: 
● 본인은 미국 시민입니다
● 본인은 위에 명시한 주소에 거주합니다
● 본인은 다음 선거일 혹은 그 이전에  

최소한 만 18 세가 됩니다. 

직원기입용적용되는 사항에 모두  ❏ 신규 등록  ❏ 주소 변경  ❏ 정당 가입 또는 

표시해 주십시오:  ❏ 이름 변경  ❏ 서명 갱신  비정당 가입 변경

1
볼펜으로 명확히 작성해 주십시오. 선택사항이라고 표시되어 있지 않는 한 모든 정보를 기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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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Jersey
Voter Registration Application

NJ DIVISION OF ELECTIONS
PO BOX 304

TRENTON NJ 08625-9983

FOLD

You can register to vote if:
n You are a United States citizen
n You will be 18 years of age by the next election
n You will be a resident of the county 30 days before the election
n You are NOT currently serving a sentence, probation or parole because of a felony conviction

Registration Deadline: 21 days before an election
Your County Commissioner of Registration will notify you if your application is accepted.
If it is not accepted, you will be notified on how to complete and/or correct the application.

Questions? visit www.NJElections.org or call toll-free 1-877-NJVOTER (1-877-658-6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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