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ittee Use Only

특별 선거 기부 카드

Transaction ID:

(기부자는 카드의 모든 섹션을 완성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Enter Committee Name
기부 방식

q

수표

q

q

현금

머니 오더

q

신용카드

금액 $

사업자 기부 정보

기부자 이름
집 주소

그/그녀가 등록된 뉴욕시 로비스트이거나 지난 12개월 동안 다음 중 여하한
활동에 참여했거나 이를 주최, 신청 또는 제안하였다면, 해당 개인은 일반적으로
시와 "사업을 하는 (doing business)" 것으로 간주됩니다:

도시/주/우편번호
이메일

선택 사항: 전화번호
계좌 소유자

카드 유형
만료일

계좌 번호

CVC 번호

•• 긴급 계약 및 경쟁적 비공개 입찰에서 수여된 계약을 제외하고 총액이
$100,000 (건설 계약의 경우 $500,000) 를 초과하는 계약, 양허협약,
프렌차이즈 또는 그랜트.
•• 세수 보전금, 시 세금 인센티브 및 시 자금 조달을 포함한 경제 개발 협약.

뉴욕시 선거 재정 위원회 신고 규정 준수를 위해 필요한 귀하의 고용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현재 고용되지 않은 상태라면,
귀하의 고용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 (예: "가정주부", "은퇴", "학생" 또는 "실업") 을 기재해주십시오. 만약 자가 고용된
상태라면, 고용주는 "자신"으로 표기하고 직업과 고용주 주소를 입력하십시오.

•• 연금 기금이나 관련 서비스에 대한 투자 계약.

고용주

•• 통합 토지 이용 검토 절차 (ULURP) 조처나 시 헌장 사무소 임대 또는
지구 설정 변경 신청.

직업

사업장 주소

•• 공개 경매나 경쟁적 비공개 입찰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와 공동으로
하거나 시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판매, 구매 또는 임대.

도시/주/우편번호

시와 사업을 하는 관계에 있는 개인이 하는 기부금이나 이러한 개인이 중재한
기부금은 공공 기금으로 매칭되지 않습니다.

본인은 주법에 따라 기부금은 자신의 이름으로 하고 본인의 자금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본인은 자신이
아는 한, 절대, 타인이 아니며, 어떠한 형식으로도 이 기부금을 상환받지 않았고; 이 기부는 대출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 기부는 본인 개인의 자금이나 기업 또는 사업과 제휴되지 않은 개인 계좌에서 이루어짐을 이로써 확인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거나 자신이 사업자 (Doing Business) 데이터베이스
목록에 올라 있는지 확인하려면 다음 페이지를 방문해주십시오: www.nyccfb.
info/candidate-services/doing-business-faqs.

기부자 서명

기부 날짜

만약 기부자가 선거 자금법 (Campaign Finance Act) 에 정의된 바에 따라 시와 사업 관계에 있다면, 그러한 기부자는
시의회에 최대 $250, 자치구 위원장에는 최대 $320, 시장, 감사관이나 대중 옹호자에는 최대 $400 까지만 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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