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할수있는 자격
Qualification to sign on Petition Form to STOP SB48



지금 18 혹은 18 살 이상되는 사람
유권자(Registered Voter) - “시민권자” 지만 한번도 유권등록(register to vote) 을 안했으면 꼭
먼저 유권등록을 해야함.

*** 아직 유권자가 아니신분들은
 먼저 Register To Vote (유권자등록) 을 하신후 서명하세요.
도서실, 우체국, DMV 에 가서 Register To Vote application / form 을 달라고 하면 줍니다.
유권자 등록방법은 첨부된 “유권자 등록 양식” 을 참조하세요. http://www.cc.org/register_vote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해서 쓰지 말기.


유권자등록은 평생 단 한번만 하면 됩니다.
예외있음(exception!), 다른 주(State) 에서 사시다가 California 로 이사 와서 등록을 안했었으면,
Change of Address(State change 와 주소 변경) 를 알려야 하므로 “Change of Address” 라는
칸에 캘리포니아의 새주소를 써서 보내야 캘리포니아 주민으로 서명할자격이 생김. 첨부 참조.
TVNEXT.org 에 가시면 유권자 양식이 있음.

서명할때
1.

꼭! 확인하고 서명 받기:

꼭 지켜져야할 사항들

청원서에 싸인 하는사람들은 반드시 같은 카운티에 사는 사람 &

유권자 이여야 함.
2. “시민권자” 면 우선 유권등록을 옆 desk 에서 하신후 싸인을 받을것. 유권자등록을 “이번” 에
하고, 서명하신 분들의 “고유 번호” – (싸인하는 박스 밑에 있음) 를 서명하신분 이름옆에 있는
왼쪽 칸에 써주기. 박스의 맨 오른쪽 칸은 절대 쓰지 말것
3.

새로운/다른 카운티 일때마다 새로운 청원서에 쓸것.

4.

검정 과 파란색 펜만 사용할것.

5. “……resident of _________ County ….” 라고 적힌 첫번째 칸에는 카운티(County)를 꼭
적으세요. 카운티를 쓰는게 서명 받기 전에 2 번 쓰도록 되있으니 주의하여 보고 쓰기.

6. 이름과 주소 는 2 칸에 쓰는것이므로 절대로 한칸에 이름, 주소, 싸인을
한꺼번에 쓰지 말것!!! 다른사람 것까지 Reject 당함.
7. 이름, 주소, 싸인 하는 방법. Sample 을 만들어 놓으면 좀더 쉽게 함.
첫째칸 왼쪽: 이름을 깨끗이 프린트하기 – Frist name 그리고 Last name
둘째칸 왼쪽: 싸인 꼭 하기.
주소 를 깨끗이 프린트하기. P.O Box 주소는 절대 안됨.

주의!! 오른쪽 첫째칸: 집번호 와 길이름 만 쓰고
오른쪽 둘째칸: City & Zip code 만 써야함.

CA 쓸 필요업음!!!!

8. 청원서(Referendum) 에 싸인은 누구든 딱 한번밖에 못함. Long Form(긴청원서) 는 10 명이 다
채워지지 않아도 됨. 1 명에서 10 명까지 받는것이기에.
9. Declaration of Circulator:
A. 서명서 돌리신분이 유권자가 아니였으면, 서명한 사람중 한명 또는 다른 유권자에게
Declaration of Circulator 를 채우게 하면 됨. 꼭 싸인하기!
B. Declaration of Circulator =”청원서를 돌린 사람” 은 10 장, 100 장 이든 상관없이
“Declaration of Circulator” 만에만 여러번 쓰고 싸인할수있슴. 첨부서(쓰는방법) 꼭 참조.
**같은 첨부서는 TVNEXT.org “자료실” 에 가서도 볼수있음.**
청원서 받는 방법:


개인용 서명서(2 명까지 서명가능) 는 STOPSB48.COM 에 가시면프린트해서 쓸수 있음.
프린트 할때, 꼭 “scaling” 을 “none” 이라고 선택한후 프린트해야함.
자세한 설명은 TVNEXT.org 에 가시면 있습니다.
영어권 친구, 이웃, 마켓, 등등 사람들에게 알려줄때 이 싸이트를 알려주세요.



단체용/교회용 청원서(1 명 부터 10 명까지 서명가능): tvnext.org@gmail.com or
sarahspring2009@gmail.com 으로 이름, 주소, 몇명분 청원서가 필요한지 이멜을 주시면 본부를
통해 보내드립니다. 2-3 일 안에 받을수 있슴.

중요: 서명이 끝난것은 4435 Fortran Dr. San Jose, CA 95134

빨리 보내주세요.

김태오 목사님 귀하로

아무리 늦어도 월요일 9/26 일까지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청원서에 저희가 빠진게 있는지 확인하고 새크라멘토로 보냅니다.
틀린 청원서 고치기…………………………

만일 직접 새크라멘토에 9/30 일까지 보내시고 싶으면, 다음 사항들을 확인/correct 한후 보내세요.
1. 청원서 중관과(1), 서명쓰기 바로 직전 윗칸(서명 받는 박스 위에있음- 2) 에 카운티가 다
적혔는지 확인하기. 총 2 군데.
2. 서명한사람들이 두칸에 깨끗이 이름, 주소, 싸인을 했느지. 싸인이 없으면 무효!!
틀렸을경우엔 펜으로 줄을 일자로 긋고 꼭 initial 할것. 안그러면 다른것도 함께 reject 당함.
절대로 whiteout 을 쓰지말것. 만일 썼을겨우, 그 위헤 다시 쓰지 말것. 또는 서명을 받지말것.
3. 빠진 information 이있을경우, 아는거면 써넣어주기(zip code, city, etc)
4. 지저분해 보이는, 틀린 서명, 읽혀지지 않는 서명은 무조건 무효. #2 를 해주세요.
5. 틀린분것은 다시 서명을 받았는지 확인
6. 유권자등록을 “이번” 에 서명하신 분들의 고유 번호가 서명하신 왼쪽 칸, 이름옆에 써있는지
확인.
7. 가장 좋은 방법은 너무 지저분하고, 읽기 힘든 서명들은, 교회에서 돕고 계시는 분들이 대필을
하여 이름 주소를 먼저 적은후 싸인만 다시 받는것도 좋습니다.
8. 검정 과 파란 팬으로만 쓰였는지 확인. 다른색깔팬이면 다시 써야함.

질문/문의: tvnext.org@gmail.com or Sarah Kim(새라 김 사모) sarahspring2009@gmail.com
한글자료가 필요하신분: TVNEXT.ORG 로 들어가신후 “자료실” 로가세요.
영어자료(English): STOPSB48.COM
두군데에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 꼭 가서 읽어보세요.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며 만든 싸이트입니다.
또한, SB48 뿐 아니라, 이런 일들을 위해 많은 Donation 이 필요합니다. 이일에 헌금으로 동참해주실수
있는 분들도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와 미국 전지역이 우리들과 투표권도 없는
자녀들의 신앙의 자유를 빼았고 가정과 어린이를 무너뜨리는 법안을 계속 만들어 내고 있기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들을 맞서 싸워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