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1 】

선상투표신고서

이 신고서는 2020년 3월 28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인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도착되어야 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 올릴 수 있습니다.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이 신고서를 「공직선거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팩시밀리로 전송하는 경우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의 팩시밀리 번호를 반드시 확인한 후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우편번호 12345
주 소
세대주
이⧍⧍
(주민등록지)
성 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28
생년월일 77. 5. 9.
전화번호 052-XXX-XXXX
성 명
이OO
(성 별) ( 〇,
남, 여 ) (휴대전화번호) (010-XXXX-XXXX)
승선할 예정이거나
선상투표용지 수신 및 870-763- 선박의 위성통신 872-123승선하고 있는 공명호 선상투표지 전송에 110-210 전화번호 456-789
선박의 명칭
사용할 팩시밀리 번호
선상투표 신고사유란의 해당 사유에 "∨" 표시를 하여야 하며, 해당 확인자의 확인을 받지 않으면
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 올리지 아니합니다.
선상투표 신고사유
확 인 란
ㆍ선박소유자
□✔,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에 사용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직명ㆍ성명 또는 선장의
맡고 있는 대한민국 선박[대한민국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裸傭船) 포함]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
선장 김 O O
또는 선장의
□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외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대한민국 ㆍ선박소유자
직명ㆍ성명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선박[대한민국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裸傭船) 포함]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

또는 선장의
□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외항 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ㆍ선박소유자
직명ㆍ성명
선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선박[대한민국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裸傭船)
포함]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

선박
관리업을
□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가 관리하는 외국 ㆍ선박소유자,
경영하는
자
또는
선장의
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직명ㆍ성명
승선하고 있는 선원

본인은 「공직선거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선상에서 투표하고자 신고합니다.
2020년
3 월
24 일
신고인 이 O O

연 제 구ㆍ시ㆍ군의 장 귀하

주 1. "주소"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를 적습니다.
2. "선박의 명칭"란에는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명칭을 적습니다.
3. "팩시밀리 번호"란에는 해당 선박에서 선상투표용지를 수신할 수 있는 팩시밀리 번호를 적습니다. 또한,
구ㆍ시ㆍ군위원회로부터 선상투표용지를 수신하여 선상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시ㆍ도위원회로 선상
투표지를 전송하는 때에도 같은 번호의 팩시밀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4. "확인란"에는 선박 소유자,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선장의 직명ㆍ성명을 적고 직인이나
개인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합니다.
5. 성명은 한글로 적고 신고서에는 반드시 본인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야 합니다.
6. 허위로 선상투표신고를 한 사람 및 자신의 뜻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선상투표
신고인에게는 선상투표용지를 보내지 아니합니다.
7. 거짓으로 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허위로 선상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247조에 따라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