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년 3 월 14 일 드디어 여러분의 외국인
자문 위원회(Ausländerbeirat) 를 새롭게 선발
하는 투표의 날입니다. 여러분은 투표를 통해
AB의 구성 및 미래의 성과를 위한 결정을 하
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2021 년 3 월 14 일의 AB투표에 참
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B는 여러 해에 걸쳐 Hessen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이해 관계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역의 지속적인 수행을 위해 투
표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투표
는 AB가 앞으로도 성공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2021년 3 월 14일 투표일, 여러분의 이해 관
계가 달려있습니다!
지역정책 - 독일 여권을 소지 하고 있지 않은
외국인에게도 해당.
외국인 자문 위원회 (AB) 는
yy 외국 주민들의 이해 관계를 대변합니다.
yy 지역 발전 정책과 관련된 정책 결정에 참여합
니다.
yy 정책 제안 및 의견 개진을 합니다.
yy 개인의 문화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서로 함께하
는 통합을 위해 노력합니다.
차별에 반대하고 - 통합에 찬성합시다.
외국인 자문 위원회 (AB) 는
yy 지역 내에서의 반 차별화 정책을 추구합니다.
yy 관용과 시민의 용기를 위해 노력합니다.
yy 극우 주의와 외국인 적대 운동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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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러 갑시다!
당신의 한 표가 중요
합니다!

이주민, 각중 동호조합, 시행정과 정책간의 가
교역할
외국인 자문 위원회 (AB) 는
yy 조언을 필요로 하는 이주민을 조언하고 지원
합니다.
yy 외국인 단체에 대한 지원을 합니다.
yy 교육과 학교에 대한 문제 해결에 참여합니다.
yy 축제 및 정치적 행사를 조직합니다.
그러므로 2021 년 3 월 14 일 투표에 참여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투표만 하시면 됩니다!
외국인으로서 (EU 시민과 무국적자 포함) 18
세 이상이며 신고한 후 6 주 이상 경과한 경우
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 몇 주 전에 투표 고지 카드를 여러분
에게 송부해 드립니다. 이 카드에는 여러분이
2021 년 3 월 14 일 8시부터 18시까지 투표
하시게 될 투표 장소에 관한 안내 정보가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AB를 통해 인포자료, 인터넷 또는
견본용 투표 용지를 통해 입후보자들에 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투표에 대한 자세한 정보 는
www. auslaenderbeiratswahl.de 에서 받아 보

실 수 있습니다.

2021 년 3 월 14 일
투표하러 갑시다! 당신의 한 표가 중요합니다!
모두 투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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