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A
지역 협의회 선거를 위한 자격 조건
도움이 필요하시면 clerk.electionsnc@lacity.org (213) 978-0444 로 전화
하십시오.

사진이 부착 된 신분증
다음 목록에 있는 문서는 지역 협의회 선거에서 투표 할 수있는 신원을 증명
할 수 있습니다:
•

캘리포니아 운전 면허증

•

CA 신분증

•

여권

•

사진이 담긴 신용 카드

•

직장, 학교, 체육관, 클럽 등 귀하의 이름을 보여주는 기타 사진 신분증

...이 목록은 증명의 목적으로 만 사용되며 포괄적 인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이름과 사진이 있는 신분증에서 의회 경계를 확인할 수있다면
추가문서를 제공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주
다음 목록에있는 문서는 귀하가 의회 경계 내에 살고 있음을 인정하는
증거입니다 :
•

귀하의 이름 / 주소가

적힌

•

귀하의 이름 / 집 주소가 적힌 현재 유틸리티 청구서

•

현재 임대 계약

•

현재 임대 영수증

•

임대인, 렌터 협회, 주택 소유자 협회 또는 이웃 주택의 편지

현재 우편물

거주지 확인하기 (샘플 편지 참조) 이리 )
•

임차인 보험

•

주택 소유자 보험

•

LA 카운티 재산세 청구서

•

현재 모기지 명세서

•

증서

•주택 소유자 협회 청구서
•

귀하의 주소에 대한 County Assessor Parcel Number (APN)

...이 목록은 증명의 목적으로 만 사용되며 포괄적 인 것은 아닙니다.
허용되는 추가 문서 유형으로, 귀하의 이름이 모두 표시 되어 있는 협의회
경계 내의 주소가 표기 되어 있는 증빙서류 입니다.
직장
다음 목록에 있는 문서는 귀하가 의회 경계 내에서 일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증거입니다:
이름에는 상호를 표시 해야하며 이름, 그리고 의회경계에 속하는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

현재 W2 또는 1099

•

프로젝트 / 직업 계약 또는 서비스 계약

•

취업허가

•

비즈니스 레터 헤드에 고용주로부터 받은 편지 (샘플 편지 참조) 이리 )

•

이름 + 회사 이름 / 주소가 적힌 개인 명함

•

귀하의 이름을 보여주는 직원 명부

•

귀하의 이름 / 사업명 / 사업장 주소가

•

스텁 또는 봉급 지불

•

비즈니스 임대 또는 임대 계약

•

비즈니스 임대 영수증

적힌

현재 비즈니스 메일

•

공급 업체의 송장

•

인쇄 된 광고 또는 비즈니스 웹 페이지 (귀하의 이름과 소유자 / 직원 + 로컬 주소)

•

상업 임대 또는 임대 영수증

•

현재 LA 비즈니스 라이센스 면허

•

캘리포니아 주 조세형 평국 재판매 재판매 증명서

•

LA 카운티 재산세 청구서

•

지역 비즈니스 개선 지구 또는 상공 회의소에서 보낸 서신

해당 사업이나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샘플 편지 참조). 이리 )
...이 목록은 증명의 목적으로 만 사용되었으며 포괄적 인것은 아닙니다.
증거가 될 수있는 추가 문서 유형으로는 경계 내에 당신의 이름과 주소를
보여 줄 수있는 증빙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유주
다음 목록에 있는 문서는 귀하가 주거용 또는 상업용 협의회 경계 내의
재산을 소유하고 계신 증빙 서류를 의미합니다:
•

LA 카운티 재산세 청구서

•

현재 주거 또는 상업용 모기지 명세서

•

주택 소유자 보험

•

증서

•

주택 소유자 협회 청구서

•

귀하의 주소에 대한 County Assessor Parcel Number (APN)

•

지역 주택 소유자 협회에서 귀하의 소유권을 확인하는 서신

주소 (샘플 편지 참조) 이리 )
•

지역 비즈니스 개선 지구 (BID) 또는 상공 회의소로부터의 서신

해당 주소에서 귀하의 소유권을 확인하십시오 (샘플 편지 참조). 이리 )
...이 목록은 증명의 목적으로 만 사용되며 포괄적 인 것은 아닙니다.

귀하가 주거지 또는 주거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있는 추가 문서
유형으로 지역 내에서 귀하의 이름과 주소를 모두 표시하는 협의회 경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커뮤니티 이해 관계자
다음 목록에 있는 문서는 귀하가 "지역 사회 관심"이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즉, 귀하는 그룹 또는 조직으로 구성됩니다. 일반적으로 지역
사회 이해 관계자는 귀하의 이름과 조직의 이름을 모두 표시 해야합니다.
협의회 경계 내에 있는 조직의 주소여야 합니다.
•

개인 명함, 회원증 또는 참가 증명서

•

교회, 학교 또는 기타 조직 명단

•

전단지, 의제, 달력 또는 뉴스 레터

•

학교 공식 서신에 관한 서신; 교회에; 또는 단체에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참여 (샘플 편지

참조) 이리 )

•

회원 회비 또는 기부금 영수증

...이 목록은 증명의 목적으로 만 사용되며 포괄적은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당신의 조직의 이름과 협의회 경계 내의 주소가
적혀 있는 증빙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 협의회는 이해 관계자를 위한 특정 투표 용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 고유한 특정 기준에 따라 자격을 부여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자격을 갖추면 상태를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문서에 귀하의 이름; 관련 단체의 이름; 협의회 내의 주소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