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지역협의회 후보자 등록 신청서
신청서 최종기한: 지역협의회 위원회 공직에 출마하는 모든 이해 관계자는 지역협의회(NC) 선거일로부터 77 일 이전,
오후 5:00 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필요한 모든 문서와 함께제출해야 합니다. 이 날짜 및 시간 이후에 접수된 신청서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기명 후보자는 없습니다. 신청한 공직에 대해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이해 관계자 상태를
인정받으려면 모든 후보자는 관련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모든 후보자는 인증받기 전에 첨부된 후보자 위원회
서비스 인정 및 확인서에 동의해야 합니다. 후보자 신청서에 포함된 정보의 일부는 캘리포니아 주 공공 기록법 규정에
구속될 수 있습니다(자세한 정보는 2021 지역협의회 선거 핸드북 섹션 8.3 참조). 본 서식 및 허용되는 유형의 문서와
관련하여 더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clerk.lacity.org/elections 를 방문하시거나 (213) 978-0444 로 연락해주십시오.
1. 후보자 정보

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생년월일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집 주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 상태______CA___우편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 주소______________________ 투표지에 표기된 것과 일치하는 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참여 항목

본인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 의 이해 관계자이며 본인은 ____________________ 공직 후보자로 출마합니다.
(지역협의회 이름)

□
□
□
□
□
□

적용되는 모든 항목을 작성해주십시오

본인은 NC 경계 이내에 거주하며 정확한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본인은 이 거주지를 소유함 ○ 본인은 이 거주지를 임대함 ○ 기타:
본인은 NC 경계 이내에 있는 사업체에 고용된 상태이며 정확한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본인은 NC 경계 이내에 있는 사업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확한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예: 부동산 중개업자, 조경업자, 유료 간병인, 주택 수리업자)

본인은 NC 경계 이내에 있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정확한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형태: ○ 주거/임대 건물

○ 상업용 건물

○ 기타(아래에 설명)

본인은 물리적 거리 주소를 일 년 이상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지역에 혜택을 주는 지속적이고 증명할
수 있는 활동과 사업을 수행하며 NC 경계 이내에 위치한 커뮤니티 조직에 이해가 일치하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영리 단체는 커뮤니티 조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조직 이름)

(주소)

기타/추가 사항: 위에 기재되지 않은 위원회 공직 요건(예: 말 소유주/NC 경계 이내에 있는 승마장 위치 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본인은 위증 처벌 원칙에 따라 이상의 진술이 진실하고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자격을 충족하기 위해 첨부하는 문서의 유형을 기재해주십시오

서류 1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류 2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후보자 성명서
모든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 신청서의 일부로 후보자 성명서를 제출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후보자는 후보자 성명서를 제출할 때 아래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길이는 번역을 포함하여 1,000글자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본 부서 시스템은 특수문자를 인식할 수
없으므로 스페인어 번역만 제출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주십시오)
• 글자 크기는 최소한 12포인트여야 합니다(타이핑한 경우)
• 지역협의회 선거일로부터 7일 이전, 오후 5:00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이들에 대한 의견을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후보자는 본인 사진을 제출하고 이상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원본 성명서의 번역본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성명서는 clerk.lacity.org/elections에서 제공됩니다. 성명서는 타이핑으로 다시 입력되지 않고
스캔되어 사용되므로 손글씨는 인쇄체로 알아보기 쉽게 작성해주십시오.
본인은 위증 처벌 원칙에 따라 이상의 진술이 진실하고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서명

날짜

완성된 서식과 필수 자격 증명 서류는 아래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City Clerk – Election Division, 555 Ramirez Street, Space 300, Los Angeles, CA 90012
또는 이메일: clerk.electionsnc@lacity.org 또는 팩스: (213) 978-03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