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보자 
정보 

후보자 투표 이름:  

거주지 전체 주소 (시/주/우편번호 포함):  

출마 공직:   선거구:  

연방하원의원 선거구 (선택 사항):    

유포자 
참고사항 

•  3페이지의 지침을 검토하십시오. 
•  뒷면의 유포자 진술서는 공증인 앞에서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청원 
서명자 
진술서 

우리는 상기 후보자가 지명 또는 선거를 원하는 선거구 및______의 

적격 유권자 및 여기와 본 페이지 뒷면에 서명한 유권자로 위에  
카운티/시/타운  

지명된 사람을  _________________________ 일___________월,   20  _______년에 치러질 아래 선거(하나만 선택)에서 위에 명시된 공
직의 후보자로 청원하며 

총선   보궐 선거   민주당 예비선거   공화당 예비선거 

선거에서 사용될 공식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이름이 인쇄되도록 청원합니다. 

청원 
서명자 
참고사항 

•  이 청원서에 대한 귀하의 서명은 본인의 것이어야 하며, 후보자에게 투표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두 명 이상의 후보자에 대한 청원서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고지사항:  

o  SSN의 마지막 네 자리 제공은 선택 사항입니다. 생년월일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도 청원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o  제공된 정보는 공식 유권자 등록 명단과 대조됩니다.  
o  본 양식은 공개 열람이 가능하지만 SSN은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  사기 통지:누구든지 고의로 허위 사실을 진술하거나 이 양식에 기재할 경우 부정선거의 죄에 해당되며 5급 중죄로 처벌됩니다. 

접수
기관 
사용 
전용 

# 청원 서명자 
서명 일자 

(선거 년도의 
1월 1일 또는 그 이

후여야 함.) 

SSN의 
마지막 4자리  

(선택 사항) 

 1. 인쇄체 전체 이름   서명 

거주지 전체 주소 (시/주/우편번호 포함) (사서함은 허용되지 않음) 

  

 2. 인쇄체 전체 이름   서명 

거주지 전체 주소 (시/주/우편번호 포함) (사서함은 허용되지 않음) 

  

 3. 인쇄체 전체 이름   서명 

거주지 전체 주소 (시/주/우편번호 포함) (사서함은 허용되지 않음) 

  

 4. 인쇄체 전체 이름   서명 

거주지 전체 주소 (시/주/우편번호 포함) (사서함은 허용되지 않음) 

  

 5. 인쇄체 전체 이름   서명 

거주지 전체 주소 (시/주/우편번호 포함) (사서함은 허용되지 않음) 

  

 6. 인쇄체 전체 이름   서명 

거주지 전체 주소 (시/주/우편번호 포함) (사서함은 허용되지 않음) 

  

 7. 인쇄체 전체 이름   서명 

거주지 전체 주소 (시/주/우편번호 포함) (사서함은 허용되지 않음) 

  

 8. 인쇄체 전체 이름   서명 

거주지 전체 주소 (시/주/우편번호 포함) (사서함은 허용되지 않음) 

  

 9. 인쇄체 전체 이름   서명 

거주지 전체 주소 (시/주/우편번호 포함) (사서함은 허용되지 않음) 

  

 10. 인쇄체 전체 이름   서명 

거주지 전체 주소 (시/주/우편번호 포함) (사서함은 허용되지 않음) 

  

버지니아주 적격 유권자 청원  (SBE-505/520 입후보 선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LECT-506/521                                                            뒷면에 추가 서명 라인 및 필수 유포자 진술서가 있음                                                            개정. 2020년 7월   



접수기
관 

사용 
전용 # 청원 서명자 

서명 일자 
(선거 년도의 

1월 1일 또는 그 이
후여야 함.) 

SSN의 
마지막 4자리 

(선택 사항) 

 11. 인쇄체 전체 이름   서명 

거주지 전체 주소 (시/주/우편번호 포함) (사서함은 허용되지 않음) 

  

 12. 인쇄체 전체 이름   서명 

거주지 전체 주소 (시/주/우편번호 포함) (사서함은 허용되지 않음) 

  

 13. 인쇄체 전체 이름   서명 

거주지 전체 주소 (시/주/우편번호 포함) (사서함은 허용되지 않음) 

  

 14. 인쇄체 전체 이름   서명 

거주지 전체 주소 (시/주/우편번호 포함) (사서함은 허용되지 않음) 

  

 15. 인쇄체 전체 이름   서명 

거주지 전체 주소 (시/주/우편번호 포함) (사서함은 허용되지 않음) 

  

 16. 인쇄체 전체 이름   서명 

거주지 전체 주소 (시/주/우편번호 포함) (사서함은 허용되지 않음) 

  

 17. 인쇄체 전체 이름   서명 

거주지 전체 주소 (시/주/우편번호 포함) (사서함은 허용되지 않음) 

  

 18. 인쇄체 전체 이름   서명 

거주지 전체 주소 (시/주/우편번호 포함) (사서함은 허용되지 않음) 

  

 19. 인쇄체 전체 이름   서명 

거주지 전체 주소 (시/주/우편번호 포함) (사서함은 허용되지 않음) 

  

 20. 인쇄체 전체 이름   서명 

거주지 전체 주소 (시/주/우편번호 포함) (사서함은 허용되지 않음) 

  

청원 서
명자 참
고사항   

•  이 청원서에 대한 귀하의 서명은 본인의 것이어야 하며, 후보자에게 투표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두 명 이상의 후보자에 대한 청원서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고지사항:   

o  SSN의 마지막 네 자리 제공은 선택 사항입니다. 생년월일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도 청원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o  제공된 정보는 공식 유권자 등록 명단과 대조됩니다.   
o  본 양식은 공개 열람이 가능하지만 SSN은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  사기 통지: 누구든지 고의로 허위 사실을 진술하거나 이 양식에 기재할 경우 부정선거의 죄에 해당되며 5급 중죄로 처벌됩니다.   

유포자  
진술서   

공증인   

ELECT-506/521   

본인, (전체 이름 입력)                                                                                                                                                   은(는) 다음 사항을 맹세 또는 확언합니다. (i) 본인의  

거주지 전체 주소(시/주/우편번호 포함)는  
입니다. (ii) 본인은 미성년자가 아닙니다. (iii) 본인은 투표권이 회복되지 않은 중죄인이 아닙니다. (iv) 본인은 이 페이지와 뒷면에 서명한 각 서
명자의 서명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v) 본인은 버지니아 법원이 청원서 또는 그 안에 포함된 서명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 관할권을 가진다
는 데 동의합니다. 본인은 이 진술서에 거짓으로 서명하는 것이 최대 2,500달러의 벌금 및/또는 최고 10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유포자 서명: 날짜:    

 주                          카운티/시    

다음 사람은 앞서 말한 문서를                          일     월   , 20        년에 본인 앞에서 서명하고 맹세했습니다.    

(유포자 이름)  .   

공증인 서명       등록 번호       위원회 만료 일자   

사진같이 복사할 수 있는 공증인 인감/인장을 여기에 붙이세요   또는   
사진같이  

복사할 수 있는 
공증인 인감/인
장을 여기에 붙

이세요   

 개정 2020년 7월  

버지니아주 적격 유권자 청원 (뒷면에서 계속)  
후보자 투표 이름:   출마 공직:    



인쇄 •  청원서는 8 1/2” X 14” 용지 한 장에 인쇄해야 하는 양면 문서(앞뒤면)입니다. 청원서 앞면은 
라인 1번부터 10번까지, 뒷면은 라인 11번부터 20번까지, 그 다음은 
유포자 진술서입니다. 앞면과 뒷면이 두 장의 별도 용지로 되어 있으면 청원서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  이 양식은 컬러이지만 흑백 또는 회색조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  지침 페이지는 인쇄/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이 양식을 8 1/2" x 14" 용지에 인쇄하거나 복제할 수 없는 경우 
800-552-9745 또는 804-864-8901로 선거관리부에 전화하시면 기꺼이 양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유포자 •  선거구에 두 개 이상의 카운티 또는 시가 포함된 경우 
접수 처리가 용이하도록 각 카운티 또는 시별 유권자 청원서를 별도로 사용하시길 권고합니다. 

•  "후보자 정보" 및 "청원 서명자 진술서" 섹션은 서명을 받기 전에 작성해야 합니다.  

•  유포자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유포자 진술서는 공증인 앞에서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제출 •  이 양식을 해당 기관에 제출할 때 본 양식의 모든 청원 서명이 원본이어야 합니다. 서명의 복사본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  후보자 게시판(https://www.elections.virginia.gov/candidatepac-info/candidate-bulletins/)을 검토한 후 
본 양식 제출 장소 및 시기를 결정하십시오. 

•  SBE-505/520 입후보 선언서(https://www.elections.virginia.gov/candidatepac-info/candidate-forms/)는 
첫 번째 청원 페이지 제출 이전에 또는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버지니아 적격 유권자 청원 지침   

이 지침 페이지는 완료된 청원 페이지와 함께 제출하지 마십시오.   

ELECT-506/521                                                                                                                                                  개정. 2020년 7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