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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아끼세요. chicagoelections.gov 를 이용하여 신청하세요.
또는 이 폼을 작성하신후 2022년 6월 23일 오후 5시까지 반납해 주십시요. 

CHICAGO BOARD OF ELECTIONS
69 W. WASHINGTON ST., SUITE 600
P.O. BOX 1179
CHICAGO, IL 60690-1179

선명하게 기입하십시요.

이름 선두어 생년 

주소 아파트 숫자 우편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는 투표용지가 등록된 주소             또는 아래의 주소로 받고 싶습니다 

주소 아파트 숫자

시 주 또는 다른 나라 우편번호 또는 우편번호

이 문서는 팩스나 이메일로 제출하실수 없습니다.

CHICAGO, ILLINOIS

나는 선거가 진행되는 이 지역 주소에서 30일 이상 거주하였으며 위의 기입된 주소에서 거주한 것을 인증합니다. 저는 
그곳에서 진행되는 선거의 지역구에서 합법적으로 투표할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우편 투표를 원합니다.

나는 이 선거에 제가 시행하는 공식 투표용지 또는 용지들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나는 선거 마감일 또는 마감일 이전에 
시카고 선거 관리위원회에 명시된 투표용지 또는 용지들을 반납함으로써 투표할 것입니다. 우편으로 투표할 시에는 선거당일에 
우편도장이 발인 되어야 하며 투표 개표업무기준기간이 선거일이후 14일이 지날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이 신청서에 기입된 선거에서 투표하기위한 공식 우편 투표용지 또는 용지들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법적 조항 제10조 ILCS 5/29-10에 의거하여 이행되는 처벌아래, 이 신청서에 기입된 사실들이 맞다고 확인하는 바입니다.

투표자 사인 날자

투표등록의 기록과 당신의 사인이 비교 메치가 되어야만 합니다.  
투표자는 위에 사인하여야만 하며 어떤 다른 사람이 투표자를 대신해서 사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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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우편 투표용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2022년 6월 28일 총선거 사용만을 위해 저는 ______________________정당투표 용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정당 선정( 예. 일반, 뮤니시팔) 할 필요가 없는 미래선거들
모든 미래선거들, 나는 정당 선정이 요구되는 선거들의 ______________________정당 투표 우편메일을 받기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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