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 거 공 고 

제 35대 시카고 한인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시카고한인회 회칙 제 5 장 

(제 34 조-제 39 조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함을 공고합니다. 

1. 선거 일시 및 장소 

- 선거 일시 : 2021년 6월 27일(일요일) 08:00-19:00 

- 선거 장소 : 추후발표 

 

2. 회장 및 부회장입후보자격 

회장 및 부회장에 입후보하는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가. 일리노이주 내에 5년 이상 거주한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서 선거공고일 현재 만 35세 이상인자 

나. 선거공고 당해 년도 한인회비 납부한 자 

다. 회칙 제 3 장 제 15 조 1 항 2 항 제 16 조에 저촉 되지 않은 정회원 

라. 시카고한인 정회원 500명 이상이 추천하는 자 

마. 선거공고일로부터 과거 5년이내에 대한민국법 또는 미국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3. 입후보등록 시 제출서류  

가. 등록신청서 1통 (선관위소정양식) 

나. 이력서 1통(선관위소정양식) 

다. 사진(5.5 cm x 7.5 cm) 4매  

라. 시카고한인회비 납부 영수증 (당해년도) 

마. 일리노이주에 5년 이상 거주기간 증명서류 (단, 공적으로 

인정되는 서류) 

바. 추천인 정회원 500 명 추천서 (선관위소정양식) 및 추천인의 

시카고 한인회비 납부 영수증 

사. 5인 이내의 선거대책위원 명단 (참관인) 

아. 서약서 (선관위소정양식) 2부 

자. 등록금(US $50,000) **Payable to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Chicago for 35th President Election Committee (Money Order 또는 

Certified Check) 



차. 경력 증명서 와 증빙자료  

카. 학력 증명서 

 

4. 입후보 등록 서류 교부 일시 

- 2021년 5월 27일 (목요일), 오전 11시- 오후 4시 

 

5. 입후보 등록 일시 및 접수 

- 입후보 등록 일시 : 2021년 6월 11일 (금요일), 오전 11시- 

오후 3시 

- 등록접수 장소 

제 35대시카고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 

(5941 N. Lincoln Avenue, Chicago, IL 60659) 

 

6. 선거권자 

- 시카고시 또는 일리노이주에 거주하는 한인으로서 미국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한국인을 증명할 수 있는자. 합법적체류자. 

한인의배우자(타인종)로서 선거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한인회비 납부 여부와 상관없음. 

 

7. 참고 사항 

가. 회장 또는 부회장 입후보 등록 시 제출서류 중 소정양식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본인에게 교부함. 선거에 참여하는 본인임과 

연령,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대리인의 

경우 해당 후보자의 위임장과 신분증 지참) 

2021 년 5 월 19 일 

제 35 대 시카고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위 원 장 : 차 락우  

위원: 김헤더, 김엔젤라, 김소곤, 박동수, 송인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